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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플라톤은 이데아를 불변의 진리 자체로 상정하였지만 들뢰즈의 이념은

단지 초월적 원리의 대상이자 인식능력이며, 들뢰즈의 이념론은 인식과

존재의 초월적 원리를 밝히려는 종합이론이다. 본 논문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논증과 그 반정립 자체의 논리를 새로운 정립적 입장으로 삼은

들뢰즈의 이념론에 관한 권리적 연역증명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래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들뢰즈의 변증법적 사유와 계보학적 비판논

증을 해명하고 재구성한다.

이러한 이념론에 대하여 들뢰즈는 이중의 기획을 갖고 있었다. 첫째, 플

라톤주의란 경험적 원리를 초월론적이고 절대적 차원으로 대치한 허위적

이론임을 ‘플라톤주의의 전복’이라는 과제하에 폭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동일성적 독단론의 배후에 깔린 하부구조들의 인식적 토대를 비판

하여 내부로부터 뒤집는 비판의 수행이며, 둘째는 그 반정립적 비판수행

의 논리로 들고 나온 ‘차이(다름)’와 강도, 미분의 철학으로 새로이 초월

론적 이념론을 정립한다는 것이 그 기획의 주요 쟁점인데, 기존의 연구

는 그러한 들뢰즈의 기획구도와 논증적 배치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점

이 있었으며 그 중심적 논리 또한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플라톤 주의에 대한 비판 수행의 논리는 시기적으로 고대의 플라톤주의

와 근대의 플라톤주의로 나뉜다. 첫째 시기는, 대화편 속에서 플라톤 스

스로의 자기 전복적 논리를 발견하여 ‘비존재’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비

존재로부터 도출되는 온갖 비동일자적 원칙들을 끌어내 플라톤의 신화서

사가 갖는 모호하면서도 강력한 독단론의 근거들을 와해시킨다. 그 신화

서사들의 장치란 전생의 이데아가 소유하는 참된 자격의 분유가 나눔의

변증법에 통일되어도 동일자에 대한 종속을 요구하게 만들고. 동굴의 수

인이 감각적인 존재로 깨어나 상기의 초월론적 기억을 통해 앎을 깨우칠

지라도 그것은 순수한 앎이 아니라 ‘재인’을 가장한 것이라는 것이다. 들



뢰즈는 플라톤이 암암리에 도덕적 의도를 갖고서 동일자의 철학을 신화

서사에 장치한 뒤, 대화편에서 신화를 등장시켜 개연적 흐름을 방해하고

독단을 주입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둘째는 칸트의 초월론속에 재인

을 모델로한 재현적 요소의 독단론과 2분법적인 플라톤주의의 잔재가 여

전히 스며있음을 비판하며, 그 독단적 형태들이 ‘양식’과 ‘공통감’이라는

암묵적 인식과 표리적으로 협력하며 인식과 존재의 초월론적 위치를 탈

취하고 진정한 앎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논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을 통해 확증하게 되는 반정립적 원칙들은 비존재

의 원칙인 ‘차이(다름)’이며, 이 차이는 초월적 이념론 속에서 두 가지의

형식으로 새로이 정립된다. 그것은 비동등한 생성적 실존속에서 감성적

존재론의 원칙으로 표현되는 ‘강도’의 형태와 순수개념으로서의 이념이

보여주는 변증법적 운둥의 동력이 되는 ‘미분’의 형태로 드러난다. 강도

의 원칙들은 비동등한 차이적인 실존세계들의 동역학적이고 비가역적인

흐름에 관련되며 이는 감성적 지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근원적 인식으로

서 칸트주의에 남아있던 소여의 외생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인 초월론을

구성하는 인식적 바탕이 된다.

헤겔의 변증법에 대항한 들뢰즈의 변증법은 헤겔이 모순과 대립을 발판

으로 개념의 운동성과 발전을 끌어내듯이, 수학적 차이인 ‘미분’의 동력

으로 이념은 변화와 운동을 일으키며, 헤겔의 변증법이 개체에서 상위의

절대정신으로 향하는 것과는 반대의 역전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밝힌다.

들뢰즈의 이념론은 추상적인 이념의 미분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실존

자들의 분화과정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생성이론이다. 잠재성의 미분

비들의 통일체인 이념적 다양체는 구조적 실체로서 실존자들의 생성적

실재성을 갖게 된다. 이념의 변화들이 전개되고 미분적 원칙들이 갖는

실재성은 분화의 과정을 거쳐 실존적으로 현실화된다. 이것이 들뢰즈의

미분적 변증법이다. 즉, 헤겔의 변증법이 자기 동일자의 절대정신으로 향

해가는 것이라면 들뢰즈의 미분적 변증법이 내포하는 것은 이념적 차이

가 일으키는 실존의 세계이다. 즉,초월적 인식의 객관적 측면에서의 근원

성은 차이 생성의 강도장으로 나타나며, 주관적 측면에서는 미분의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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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감각-개념 구도의 인식적 체계보다 근원적인

차원이다. 따라서 들뢰즈에게는 동일자의 공통감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

이 아니라 차이가 바탕하는 비공통감인 역설감이 자리잡고 있으며, 필연

성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점인 우발점의 배치로 세

계를 구성한다. 이것이 들뢰즈가 기획했던 기획의 전체적인 구도이다.

주요어 : 들뢰즈, 초월론, 이념론, 미분 변증법, 수리 형이상학, 생성

철학

학 번 : 2015-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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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문 내에서 다음의 서적들은 아래와 같이 단축어를 사용하여 표기한

다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DR – Difference et Repetition 『차이와 반복』 (김상환 譯)

LS – Logique de Sens 『의미의 논리』 (이정우 譯)

PCK –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 『칸트의 비판철학』 (서동욱

譯)

B – Bergsonisme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譯)

이마뉴엘 칸트 Immanuel Kant

KrV – Kritik der Reinen Vernunft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譯)

KpV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譯)

KU – Kritik der Urteilskraft 『판단력비판』 (백종현 譯)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Hua – Husserl Archives 『후설 전집』

2. 일반적으로 페이지 수는 약어 다음에 ( )를 사용하여 표시하며, 원

문과 번역서를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 원문의 페이지수는 ‘/’기호 앞에,

번역서는 뒤에 표시하기로 한다, 예) (DR 100/200). 번역서와 같이 병행

표기되는 서적도 만일 원문의 페이지 수만 표기할 경우, 필자가 재번역

했음을 뜻한다.





- 1 -

서 론

1-1 왜, 들뢰즈의 ‘이념’론인가?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사유에서조차 이념과 개념은 혼용되어 모호하게

인식되어지고, 이념의 특성은 무시된 채 개념의 한 종류로 여겨지기도

한다. 둘 다 종합이라는 공통적 본성을 갖고 있으나 이념과 개념은 그

발생부터가 본질적으로 다른 관념들이며 양자의 차이를 무시한 채 사유

한다는 것은 철학적 엄밀함에 위배되는 일이다. 일찍이 근대적 철학의

사유에 있어서 칸트는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

식과 사유의 결과는 『순수이성비판』에 명백하게 남겨져 있다. 들뢰즈

는 이 차이와 본성을 다시 극명하게 파악하고 이념론을 중심적인 철학

이론으로 끌어올린다. 들뢰즈에게 이념론이란 초월적 인식과 존재의 종

합적 원리에 관한 이론이다. 초월론이란 무엇인가? 초월론이란 경험인

식을 가능케하는 조직원리와 사유의 모든 측면에 관한 상위 원칙을 말하

며, 이성과 지성의 실행 외에도 초월론의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감각지

각마저도 초월적 원리 아래로 조직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들뢰즈

의 이념론은 진리나 존재의 완전한 인식적 투영 그 자체는 아니라 예지

계와 감성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인식주체의 초월적 원리론인 것

이며, 이념은 그 초월적 인식능력의 전체계적(全體系的)대상이며, 그

능력이기도 하다. 그에 관련된 주제들은 ‘초월론적 경험론’, ‘내재성’, ‘차

이’, ‘사유’등의 개념을 표지로 내세웠지만 그 중심의 주제는 이념이 되어

야한다. 왜냐하면 이념은 인식론적 부분과 존재론적 부분, 그리고 진리론

적인 부분을 모두 공유하며 철학사적으로도 중대한 이론들과 연결되는

지대이기 때문에 들뢰즈의 형이상학에 대한 통합적 개념으로 가장 적절

한 표지라 할 수 있다. 들뢰즈의 의도는 차이성을 전제한 계보학적 방법

에 의해 고대의 이념론과 근대의 인식론이 실상은 경험적 사유를 바탕으

로 하는 재현적 철학의 원리를 초월론으로 가장시켜 왔다는 비판을 수행

한 후에, 그 문제의식을 차이적인 변증법적 사유에 착상하여 그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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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형이상학으로 재구성한다는 기획이다. 즉 플라톤 이래 독단론적 인식

체계를 상정하고 그에 맞추어 학문을 구성하려 했던 과거의 이념론들을

비판하고 생성적 측면에서 본질적 사유에 대한 철학을 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안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중심 주제에 맞추어지지 않

으면 전체적인 구성의 실체와 핵심적인 원칙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

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기 들뢰즈 사상의 핵심적인 이론과 의도를 밝히

기 위한 연구의 동기로서 ’이념론‘을 선택한다.

1-1-1. 들뢰즈 이념론의 다중적 기획

들뢰즈의 이념1)론은 이중적 구도를 갖고 있다. 첫째는 이념론을 구성하

기 이전에, 플라톤과 칸트의 이념론을 구성하는 원칙들과 그것을 근거시

키는 암묵적 인식에 대한 전복적인 해석과 비판적 논변으로 토대를 해체

하려 시도한다. 그 이유는 과거 인식론이 ‘경험적 사유의 원리를 전사

하여 초월론적 원리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 허위성을 폭로하려는 것

이다. 이러한 해체적 비판은 역시 2중의 층위로 이루어진다. 표면적으로

는 플라톤주의와 칸트 철학의 원칙을 대표한다는 ‘동일성’, ‘재인’, ‘재현’

과 그에 따르는 ‘비-존재의 부정성’이라는 원칙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이며, 심층적으로는 그 표면적 원칙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부구

조에 있는 암묵적 인식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그것인데, 들뢰즈는

이 문제제기 속에서 초월론적 이념론의 논리를 기준 삼아 비판을 수행한

다. 들뢰즈의 비판적 해체 논변이 단순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판 속에서 초월론의 원칙들은 반정립을 통한 정당

성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들뢰즈가 수행하는 해체적 비판의 전

략방식은 니이체나 푸코, 데리다와 같은 당대의 프랑스 철학자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그것은, 고전적인 플라톤주의와 그 영향아래 있다고 보

1) 현대의 일반적 어휘속에서 idea, l’idee등은 흔희 관념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

용되기도 하고, 순간적인 착상과 영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는 정치적 가치

등의 목표 지향점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철학적인 이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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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근대 철학의 인식적 설정에 암묵적으로 토대한 공준들이 있다고

보아 귀류법적인 반론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들 이론자체가 갖고 있는

논증과 기초적 인식의 틀이 실은 회귀적으로 자기 오류를 일으키는 자기

전복적인 사태로 귀결한다는 전략적 비판을 수행한다. 이것은 현명하고

우월한 전략이다. 사실을 보자. 근대성에 반발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각

에서는, 동일성이 바탕이 된 철학이나 체제가 지배적인 중심부의 특권을

강요하며, 주변부의 타자를 소외시키고 역사적인 배타적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성토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비난이 충

분한 사실에 기초할지라도, 그것이 동일성적 철학의 부당성을 증명시키

는 권리상(quid juris)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들뢰즈는 사실에 호

소하기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특권적 원칙에 대해 사유의 전개를 따라

근거를 파악한 이후, 그 근거 논리가 구축하는 토대의 부당성을 증명한

다. 두 번째 기획은, 앞서 근거를 전복시킨 논리에 새로운 사유방식을 착

상시켜 그로부터 이념론을 구축한다는 것이 들뢰즈의 구성 방법이다. 이

념론의 구성은 원리적 차원과 체계적 구성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새로

운 논리의 기초적 원칙들은 존재에게 할당되었던 동일성, 필연성, 변증법

에 필연적으로 귀속된다는 일반적 해, 비존재의 부정성 등의 원칙이 아

니다. 그것은 비존재(환영)의 부정성이 와해됨으로서 긍정되어지는, 비-

존재에게 할당되었던 환영들의 세계를 이루는 차이, 우연성 (우발점), 일

반적 해의 필연성을 전제하지 않는 문제-물음의 변증법, 미분과 강도이

론, 차이와 반복으로서의 영원회귀등이 그 기초를 이룬다. 그리하여 인식

론에 있어서는 초월적 경험론이, 존재에 있어서는 강도적 실재들과 다양

체의 우발적인 생성적 존재론이, 진리론에 있어서는 구조와 문제-물음의

변증법이 자리하게 된다.

1-1-2. 플라톤과 칸트의 이념

이데아론은 역사적으로 플라톤에게서 유래한다. 그 이전 시기의 호메로

스와 오르페우스의 신화적 세계를 벗어나게 된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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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상에 의존하기보다 존재를 이루는 원소적 실체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오니아에서 앗티카로 학문의 시대가 왔을 때, 본질적 사유는 보다 더

추상적인 수준으로 이동하며, 플라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

만 참된 진짜인 것, 영원히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자기동일성의 ‘같

음’, 늘상의 전변 속에서는 존재성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자들의 가장 궁

극적인 ‘근원’을 찾아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불로 상징되는 헤라클레이토

스의 만물유전설이 주는 불안감에서 탈출되는 것처럼, 참되고 영속적인

불변의 진리의 광명 세계를 찾아낸 듯한 것이었다. 동일성의 이데아론은

이렇게 시작한다.2) 그 후, 근대시대에 이르러 칸트는 이 단어에 특정한

의의를 부과하며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게 되며, 이념론은 재차 부활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학의 ‘이념들 일반에 대하여’3)

절에서 '순수 이성 개념'을 ‘이념’(idea)으로 지칭하게 된다. 칸트는 이

단어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플라톤은 이념[이데아]라

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그가 이 표현으로써 결코 감관들로

부터는 빌려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었던 지성

의 개념들조차도 훨씬 넘어가는, 그러니까 경험 중에는 결코 그것에 상

응하는 것이 만나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

다”(KrV B370)라며 이데아의 초월성을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이념들이란 사물들 자신의 원형들이며, 한낱 범주들처럼 가능한 경험을

위한 열쇠가 아니다” (KrV B370)라며 이념의 인식적 심급이 경험적 차

원을 벗어나 있음을 주지시킨 후에, “지금은 매우 불분명해진 옛 이념들

을 (철학이라 일컫는) 상기[想起]를 통해 되불러내야만 한다”(KrV B370)

라며 이념의 인식에 있어서 자신과 플라톤 사이의 당위적 연관성을 환기

2) W.D. 로스, 플라톤의 이데아론, 김진성 옮김. (서울: 누멘, 2011) 34,

Originally published as Plato’s theroty of ideas, (Oxford, 1951).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대화편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소의 변화를 겪는다. 로스는 이데아

론의 시초를 대화편 『라케스』로부터 보고 있으며 (로스 2011, 20), 『파이

돈』에서 플라톤이 일반화된 이데아론에 도달해 “이데아들의 세계를 구성하

는 전형적인 요소들의 본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늘 되풀이 하는”, “본질적인

실재(auto ho esti)”라는 모든 것을 언급한다고 한다.(로스 2011, 34).

3) KrV, B3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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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 플라톤은 대화편 『향연』의 유명한 한 구절에서 아름다움

의 이데아를 예로 들어, 이데아의 본성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사랑의 일들에 여기까지 이끌린 사람은..갑자기 놀라운 본성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먼저 영속

적이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자라나거나 쇠하지도 않

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아름다운데 다른 점

에서는 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나 어떤 관계나 어떤 곳에서

는 아름다운데 다른 때나 다른 관계나 다른 곳에서는 추한 것

이 아닙니다. 또는 그것은 얼굴이나 손이나 여타 신체의 일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나 앎의 형태로 나타나지

도 않고, 다른 어떤 존재 안에 , 예컨대 동물 안에 또는 땅에

또는 하늘에 또는 다른 어떤 것 안에 어딘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단순하고

영속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반면,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

런 방식으로 그것을 공유합니다. 즉, 다른 것들이 생겨나거나

사라질 때에도 그것은 더 커지거나 적어지지도 않고 어떤 변화

도 겪지 않습니다.4)

이 구절에서 우리는 플라톤에게 이데아란 자기 동일성의 영원불멸하며,

변치 않는 일관된 존재성과 인식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험적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초월적인 대상이지만, 경험적인 세계의 것들은 이데아적

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독해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

상과 초월적 이데아의 완전한 2분법적 분리 외에, 그것과는 상반된 이데

아의 내재적인 측면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편 중에서 특

히, “초기 대화편들 전체는 이데아들을 특수한 사물들에 내재한 것으로

서 여긴다. 이데아는 그것들 안에 ‘들어’ 있다.[....] 특수자들 쪽에서는 그

것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공유’ 한다”5). 『파이돈』에서 “플라톤은 완전

4) 『플라톤의 이데아론』3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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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수자들과 이데아들을 구분하지만, 이 구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

리고 이것은 그의 논증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6) 이것은 이미

이데아 내에 잠재적으로 내재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

앞서 보았듯, 플라톤의 이데아와의 친연성을 언급했던 칸트에 와서 이

념7)은 다른 정의항을 갖게 된다. 칸트에 와서 지식의 원천은 외생적 대

상이 아니라 인식주체의 초월적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 된다. 따라

서 이념은 경험적 개념을 떠나, “경험 가능성을 넘어서는, 순수관념들로

부터의 개념이 이념 내지 이념개념”(KrV B377)이 된다. 순수 이성비판

의 초월적 분석학이 바라는 것이란 이것이다. 칸트는 이성추리의 형식에

관한 선험적 개념들을 이성 개념 또는 초월적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그

것들은 온 경험 전체에서 지성사용을 원리들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다”(KrV B378). “초월적 이성개념이란 다름 아니라 주어진 조건적인 것

을 위한 조건들 전체”가 된다.(KrV B379) 현실적 감성의 대상을 범주에

의해, 개념에 의해 지성이 통일하듯이, 경험자체가 아닌 개념들을 통일하

는 이념이란 “그것에 합치하는 아무런 대상도 감관에 주어질 수 없는 필

연적인 이성개념을 뜻한다.” 따라서 감각적 경험 표상은 상위 인식인 지

성의 제약을 받게 되며 “초월적 이념들은 제약들의 전체성을 표상”하며

“초월적 이념들은 어떤 무제약적인 것을 표상한다” (PCK 30/47). 즉, 이

념들 자체는 상위의 심급으로 어떠한 외부적인 것에 제약 되지 않는다는

것이 칸트의 이념에 대한 정의이다. “실체 범주에 대해 절대적인 주체

(영혼)를, 인과성 범주에 대해 완전한 계열(세계)을, 공통성에 대해 실재

성 전체(최고 실재자로서의 신)”(PCK 30/47)로서 나타나는 이성의 이념

들은 계열에 있어 내포와 외연의 최대치에 이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객관적 가치를 가지며 어떤 대상을 가진다. 하지만 이 대상 자체는 ‘규

5) ibid. 31.

6) ibid. 33.

7) 플라톤, 칸트, 들뢰즈에게는 플라톤의 이데아나 이념이라는 표기나 모두

Idea, Idee 라는 표기를 공유하지만 본 논문에서 한글로 표기시 편의상 플라

톤의 것은 ‘이데아’로, 칸트이후의 철학에서는 ‘이념’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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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았으며’, ‘문제적’인 것으로 남는다”(PCK 31/49). 실재화는 필연

적으로 규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성의 이념은 ‘실재화’ 되지 못한다.8)

실재와 이념의 연결고리가 끊겨지는 이유는 순전히 논리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경험적 인식의 실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경험인식

의 상위인 지성 개념의 제약을 받아 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성 개념

보다 상위 인식인 이념은 그 자체가 개념의 전체 조건을 모은, 제약이

없는 ‘무제약자’unconditioned 자체이기 때문에 지성의 개념은 이념을 제

약하고 규정 할 수 없다. 여기서 파생되는 모순적인 비합법적 사용의 문

제가 『순수이성비판』후반 선험적 변증론의 내용을 이룬다. 들뢰즈는

이러한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성이 지성 개념에 적용(‘내재적

또는 규제적 사용’)되는 대신에 직접 대상에 적용 되기를 주장” 하는 초

재적 사용으로 보고 있다(PCK 37/57). 칸트의 이성이념에 와서 실재와

이념은 크나큰 간극을 갖게 되며, 이 간극상의 문제는 판단력 비판에서

반성적 판단력과 숭고의 분석, 그리고 자연목적적 개념의 연구라는 새로

운 국면을 맞는다. 하지만 후기 칸트주의자들이 비판하듯이 여전히 감성

계와 예지계의 완전한 2분법적 분리와 이념의 실재화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이몬은 ‘지성의 이념’ idea of

understanding이라는 해법을 들고 나오게 된다. 순수직관의 잡다가 주어

지고, 거기에 상상력의 종합이 수행되며 그에 순수지성이 적용되어 대상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칸트의 인식론을 거부한다.9) 마이몬은 감성이 외생

8) 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에게서는 이념의 실재화를 독해하고 있었

다.“플라톤은 우리의 인식력이 현상들을 경험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한낱 종합적 통일에 따라 철자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적인 필요를 느

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간취하고 있었다…우리의 이성이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합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그러나 그럼

에도 실재성을 가지며 결코 한낱 환영이 아닌 그런 인식들에까지 자연스럽게

비약해 간다는 것도 간취하고 있었다.”(KrV B371)

9) Salomon Maimon, Essay on Transcendental Philosophy. Trans. Alistair

Welchman, Nick Midgley, Merten Reglitz and Henry Somers-Hall,

(Continuum, 2010). Chapter2,s60, 참조. 마이몬은 시공간의 순수직관은 그 자

체가 동종적(모두 완전히 균질하고 등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대

상을 규정 할 수 없다고 본다. 순수직관이 완전히 동등한 질적인 상태라면

그 안에서 변이성은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마이몬은 공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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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적 인식능력이 대상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는 “차이는 모든 것들에 연관된다. 혹은 [달리 말하면]

모든 것들은 틀림없이 서로가 다르다.”10) 라며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차

이’라는 존재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만일 우리가 다른 현상들이 있

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대상들이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는

무한적인 관계성을 주장한다.11) 또한 대상이라는 것도 상상력의 종합이

아닌 “빈위(賓位)적 술어를 이미 이념 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하며

12) 칸트적인 사유를 넘어선 초월적 이념론을 주창한다. 마이몬의 이념론

에 와서는 소여에서부터 지성과 이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초월적 원

리 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칸트에게서는 물자체에 의한 촉발로 나타났

던 외생적인 잡다라는 감성의 소재는 마이몬에게서는 촉발로 보이는 이

전의 미시지각단계에서 이미 초월적 원리 하에 발생되는 미분적인 소여

의 형태를 띤다. 그러한 이러한 마이몬의 초월적 이념론에 나타났던 ‘차

이’와 현상들의 ‘관계’라는 존재원리, 그리고 그에 따른 ‘미분’적 ‘발생’ 이

라는 초월론적 착상들은 들뢰즈에게 계승되고 ‘플라톤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들뢰즈에게 이양된다.

1-2. 들뢰즈의 문제제기

들뢰즈는 논문, “플라톤주의를 전복하기”13)에서 그의 이념론이 문제 삼

으려 하는 플라톤주의에 대한 숙제를 다음처럼 드러낸다.

<플라톤주의의 전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니체는 그의 철학

의 과업과, 더 일반적으로는 미래의 철학을 과업을 이렇게 정의했

시간을 순수직관으로 보는 것은 단지 그에 대한 개념적 상상이며, 공간이나

시간은 관계 (relation)라고 보는 라이프니츠적 입장에 선다.

10) ibid. ‘short overview’, s.179.

11) ibid. ‘short overview’, s.201.

12) ibid.

13) Gilles Deleuze, "Renverser Le Platonisme (Les Simulacres)." in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71, no. 4 (1966): 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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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구는 이렇게 말하려 한다) :<본질들의 세계와 겉모습들

의 세계의 폐지>. 그렇지만 그러한 기획이 니체에게 고유한 것

은 아니다. 본질과 외관의 이분법에 대한 이중적인 이의 신청은

헤겔로, 더 나아가서는 칸트로 올라간다. (니체가 말한 것이 이들

과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전복의 문제를 이렇게

정식화하는 것은 추상적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한 이중적인 이의

제기 방식은 플라톤주의의 기본 동기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

다. 플라톤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동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바짝 몰아세워야 한다. 플라톤 자신이 소피스트들을 몰아냈듯이.

더욱 일반적으로, 이데아 이론의 동기는 선별하려는 의지라는 측

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사물 자

체와 그의 이미지들, 원본과 복사물, 모델과 환영(시뮬라크르)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이란 가치가 있는 것일

까?14)

즉,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 줄곧 이의 제기되었던 ‘본질과 나타남’의 2

분법적인 문제, 동일성의 테제가 아니고, 실상 “플라톤에게서 선언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순정한 어떤 도덕적 동기이다”.(DR 341/559). 즉, 숱

하게 비난받아온 이분법에 의한 동일성의 철학은 그 자체가 순수한 철

학적 원리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의도한 도덕적인 독단론을

지지하기 위한 의도로서 설정된 논리라는 것이다. 이어서 들뢰즈가 문제

시하고 탐색하는 것은 그 동기들이 불러일으키는 인식적 효과이다. 이

토대가 순수한 원칙적 입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독단론이라면 토대위에

세워진 동일성의 철학, 2분법적인 플라톤주의도 역시 합리적인 근거를

보장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강한 복선임을 알

수 있다. 그 의도적 동기는 연쇄적인 철학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선별

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선별은 가치할당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다. 존

재와 비존재, 필연과 우연, 참된 학자와 모방자 등등. 그리고 그 가치할

14) ibid.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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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위해서는 기준적인 ‘변치 않는 진리’로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플라톤주의가 내세우는 ‘동일성’의 철학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이

갖는 “허상이나 환상들을 추방하려는 그 의지 배후에는 도덕적 동기 말

고는 아무런 다른 동기가 없기” 때문에(DR 341/559), 동일성의 철학은

이 도덕적 동기를 굳건히 하기 위한 독단론적 원칙들이기 때문에, 들뢰

즈는 이것들의 자기 위반성을 폭로하고 토대자격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판수행을 한다. 이 비판 논변은 크게 두 시대적 구분을 통해 수

행되는데, 고대 시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지배하는 원

칙들에 대한 토대에 대한 비판이 하나이고, 데카르트와 칸트, 헤겔 등으

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에서 나타나는 플라톤주의적 원칙들을 받치는 또

다른 토대들을 비판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들뢰즈는 데카르트의 철학

에서 드러나는 양식bon sens 과 칸트 철학에서 드러나는 공통감(혹은

공통 감각)common sens 이라는 암묵적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인식의 토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현대철학에서 숱하게 비난되어온

재현의 형식은 동일성의 다른 이름이며, 들뢰즈는 이것을 양식과 공통감

의 토대위에 8개의 공준으로 구성된다고 파악하고 비판에 착수한다. 그

러나 그 이전에 데카르트가 순수한 철학의 시발점으로 찾아낸 무전제의

코기토라는 순수 자아와 양식의 경험적 자아의 양립적 설정은 과연 가

능한가? 이것이 데카르트에 던지는 들뢰즈의 의문이다.

이러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드러내

고자 하는, 들뢰즈가 제시하는 이념의 기획은 칸트의 초월론에 대한 문

제의식을 경유해서 드러난다. 들뢰즈 이전에 일찍이 마이몬15)은 칸트의

철학을 접하고 감성과 지성의 명백한 이분법적 분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시 말해, 칸트의 철학은 “선험적 종합 원칙들을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16)할뿐더러, 선험적 개념이 ‘대상 일반’에 적용된다면 가능한 모

15) Salomon Maimon, (1753-1800). 폴란드의 리타우엔에서(현재 벨라루스) 출

생한 유대 출신의 철학자로 칸트에 관해 비판적 계승을 했던 후기 칸트주의

자였다.

16) 프레더릭 바이저, 이성의 운명 : 칸트에서 피히테까지의 독일 철학, 이신철

옮김. (서울: b, 2018), 586., Originally published as The Fate of Reason :

German Philosophy from Kant to Fichte, (1987; repr., Harvar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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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대상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 경험에서 특수하

게 어떤 대상에 적용되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17)는 것이다. 그것은 칸

트는 초월론을 표방하지만 경험적 사태의 발생을 선험적 종합원칙이라

는 칸트의 이론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직관

의 영역과 지성의 영역은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를 유지

한다.18) 들뢰즈의 이념론도 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그의 『차

이와 반복』에서 읽을 수 있다.

이념들은 어떤 이원론을 복구한다. 실존의 조건들과 인식의 조건들을

나누는 이원론은 물론, 무한한 지성과 유한한 지성을 나누는 이원론을

복구하는 것이지만, [사실 원래] 칸트의 비판철학 전체는 바로 그런 이

원론을 제거하려는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이 타

당하다면, 이는 오로지 마이몬에게서는 [칸트 철학속에서의] 이념들에

대한 능력은 어떤 식으로든 공통감을 구성하는 능력에 있고 이 공통감

자체는 어떤 한계를 지닌다. 그 한계는 조화롭게 결합된 인식능력들의

경험적 실행이 깨져버리는 어떤 중핵에서 온다. (DR 248/418)

즉, 칸트 철학의 초월적 인식론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조

건화에 불과하며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진정한 총체적 인식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마이몬의 반론이다. 마이몬의 문제제기는 사실 들

뢰즈 뿐만 아니라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인 쉘링, 헤겔, 피히테등에 충격

을 주어 초월론적 차원의 주관과 객관의 통일이라는 요청을 수용하게

17) ibid. 587.(『이성의 운명』’에서 참조한 내용은 Maimon, Werke, II,

187-188,V, 489,490)

18) “선험적 개념과 직관의 소여 사이의 갭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여 자

체를 종합의 산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의 요소들은 미분의 순수한 비율적

잡다이거나 마이몬이 말한 것처럼 지성의 이념이다. 사실 마이몬은 권리상의

문제를 전체 문제를 융해시켜 풀어버린다. 그는 더 이상 개념과 직관을 인간

인지의 다른 두 원천에서 나온 감성과 지성이라는 이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둘 다를 무한하게 서로 모이는 지성의 산물로 간주한

다.”Lundy, C. and D. Voss. At the Edges of Thought: Deleuze and

Post-Kantian Philosophy. (Edinburgh, 201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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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19) 그러나 사실 마이몬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은 헤겔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 그것은 미분과 강도의 원

칙을 수반하는 ‘지성의 이념’이라는 해법이었다. 마이몬은 감성적 소여성

에서 감각 성질들의 ‘개체화 원리’라는 감각적 현상의 독자성을 제시하

였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미시 지각적인 ‘강도’의 원칙으로 보았다.20)

즉, 경험적 현상의 발생이 미시적 수준의 예지체로부터 발진하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성은 다양한 미분들 사이의 관계들로부터

그것들로부터 파생되는 감각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들을 가져온다. 대상

들의 이러한 미분들은 이른바 예지체 noumena 이며, 그로부터 솟아나

는 대상들은 현상체 phenomena이다”21)즉, 마이몬에게는 칸트의 소여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의 이념과 감각 예지체의 미분적

관계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우리가 감각이라고 의식하는 것들은 실은

지성의 이념 안에서의 발생이라는 것이다.

마이몬은 지성의 이념과 이성의 이념으로 초월적 이념의 두 측면을 구

분하였지만, 들뢰즈에게는 이성의 이념은 초월적 이념의 부분적인 상태

가 된다. 미시 지각의 강도적 원칙과 미분적 관계에 의한 발생의 이념

또한 계승되어 발생적인 생성적 변증법으로 개진된다. 따라서 들뢰즈의

개념들은 마이몬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한층 더 전복적이고 확장된

개념들로 나타난다.

살펴본 이전 철학에 대한 비판논증들은 이념론 자체의 권리상 연역논

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유는 과거의 이념론들이 어떤 초월적 이

념을 내포하거나 표방하면서도 기실은 경험적 원리에 의한 원칙들을 전

사시켜 초월적 이념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진정한 초월적 이념론의

원칙들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이면서 동시에 이념론 자체의

원칙들이 된다. 『차이와 반복』의 텍스트 구성이 앞부분에 플라톤주의

와 칸트주의에 대한 비판논증이 주를 이루었던 것은 같은 이유에서이다.

19) ibid. 582.

20) ibid. 598-599.

21) 위의 『이성의 운명』에서 재인용. Maimon, Werke, I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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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목표와 방법,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논문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기에 앞서 기존의 들뢰즈의 이념론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들뢰즈 연구에 활

발한 활동을 하는 주요 연구자들의 근래의 성과는 15편의 논문집인 “At

the edges of thought(2015)”에서 일목요연하게 만나 볼 수 있다. 그 중

1부의 네 저자의 논문과 2부의 조휴즈의 논문이 들뢰즈의 이념론과 관련

된 연구들이다. 이 논문집만으로는 분량의 범위가 넓지는 않다. 그래서

그 논문집과 함께 저자들의 저서에 의존해서 중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비평적 시각을 가져 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 논문의 초두에서 다루는 플라톤의 『소피스트』편과 관련한 비

존재의 논증을 다룬 논문으로는 들뢰즈와 관련한 철학사적 이해를 훌륭

하게 집성한 다니엘 스미스의 논문집 “Essays on deleuze”가운데 있는

‘Platonism’22)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니엘 스미스는 환영의 복사물인 ‘시

뮬라크르’ 개념을 중점으로 해서 나눔의 변증법이 일으키는 반(反)플라톤

주의의 효과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다. 그러나 서론 1-2에서도 말한바

와 같이 들뢰즈의 플라톤주의의 전복에 대한 비판적 전략의 구도를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반플라톤주의적 논리의 해명보다 더욱

중요한 쟁점인 플라톤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내면적이고 중층적인 기제를

찾아야 하는데, 그 기제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그 기제란 상

기론과 감각적 존재의 관련 논증을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

한 논변이 결여되어 있다. 들뢰즈의 비판논증은 항상 표면과 수면의 2중

적 층위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 하부구조를 주목해야 한다.

이념론의 초월론적 인식론에 관한 저서들을 들자면, 처음으로 초월적

경험론에 관해 방대하고 포괄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서는 안 소뱌나르그

22) Daniel W Smith, Essays on Deleuze (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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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월론적 경험론』(Sauvagnargues, 2009)23)이 될 것이다. 소바냐르

그는 들뢰즈의 많은 텍스트들 중 철학과 문학적인 측면을 모두 대응하며

초월론적 경험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그녀는 이념의 변증

법적 운동 단계중 개체화에 대해서는 그에 영향을 준 시몽동에 대한 상

세한 참조와 함께 형상-질료 도식을 극복하는 들뢰즈 철학의 분화-개체

화의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나, 더 핵심적이라 할 수 있

는 이념의 추상적인 미분운동에 대해서는 문학적인 서술들을 경유하는

기호론적 시각만을 얼핏 비출 뿐,(강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념

의 순수한 내면적인 발전적 자가 운동의 논리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초월론적 이념론을 다룬 최근의 저술인 다니엘라 보스

의 “Conditions of thought: Deleuze and Transcendental ideas”24)도 마

찬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스는 마이몬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2분법적인 외생성이 남아있는 칸트주의의 극복에 관한 초월성의 범위와

‘발생’의 문제를 깊이 있고 폭넓게 다루고 있으나 미분철학에 있어서도

미분이 갖는 발생적 관계항의 정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에 그치며 역시

이념이 갖는 변증법적 동력의 변이성에 대해 논의가 굉장히 많이 결여되

어 있다. 여기에 관련된 생성철학의 입장을 더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소

바냐르그는 들뢰즈의 생성철학적 측면이 스피노자의 일의성에 근거한다

는 주장25)을 하는데 이는 심한 오독에 불과하다. 들뢰즈 자신이 명시하

듯이 들뢰즈의 생성철학은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긍정과 니이체의 영원

회귀를 끌어옴으로써 착상된다.26) 소바냐르그의 이념론적 해석이 갖는

23) 안 소바냐르그, 들뢰즈, 초월론적 경험론, 성기현 옮김. (서울: 그린비,

2016) Originally published as Deleuze : L'empirisme Transcendantal (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9)

24) Daniela Voss, Conditions of Thought - Deleuze and Transcendental

Idea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3).

25) “사실 들뢰즈가 생성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일의성 덕택이며,

이 생성의 논리에 있어 사유와 물질은 더 이상 위계화 되는 것이 아니라 상

호간의 구별을 유지하면서 공존한다.....”(안 소바냐르그, 성기현 옮김 2016,

212).

26) “Nietzsche Et La Philosophie” 전편에서 생성철학의 헤라클레이토스와 니

이체가 들뢰즈 자신에게 어떻게 참조되는가에 관한 언급은 아주 풍부하다.

Deleuze, Gilles. N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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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다양하다. 더 열거하자면, 재현은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사

유의 이미지’장에서 ‘재인’이라는 인식과정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명시하

고 있는데도, 일반적 경험주의를 “재현적 재반복을 통한 조건화된 경험

의 주조”27)라고 하면서 “재현은 물질을 모델로 전사한 개념”28)이라고 하

며 초월적 경험론이 목표가 이의 극복이라고 한다. 이는 그녀가 재현을

기계적 재반복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반적

경험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은 차치하고서라도 차이적 이념론이 나오게 되

는 배경인 ‘재현의 비판’에 대한 인식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인식의 재현성 그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을 어떤 독단론의 차원에

위치하도록 가능케 하는 더 근본적인 차원인 ‘재인’의 문제를 놓치고 있

으며, 인식적 산물의 결과인 재현을 가능케 하는 재생산적 인식이 ‘재인’

이라는 칸트적 동일성 철학의 본질 또한 놓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들뢰

즈의 이념론은 본질주의가 아님을 스스로 명시하는데도 이념론이 “본질

을 굴절시켜 본질의 양상들을 다루는 결의론”29)이라는 식으로 이념의 본

성을 곡해하고 “문제는 자신이 노에시스적 다이어그램을 그려 주는 경험

적 실재에 내재적이다”30)라는 식의 무리한 개념간의 연결들 또한 들뢰

즈 독해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 또한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논문에서 재정립을 통해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보스와 소바냐르그

둘 다 개체화의 발생에 있어서 강도의 원칙이 동일성을 부인하게 되는

강력한 법칙인 카르노와 퀴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카

르노와 퀴리는 강도적 차원에서 미분법의 마이몬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들

이다. 강도적 원칙이 동일자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비가역성 때

문이다. 이 점도 이념론의 현실화 문제에서 핵심적인 원칙들이다.

조휴즈의 『들뢰즈와 재현의 발생』 (Hughes, 2008)31) 은 중요저작들

de France, 1973).

27) Anne Sauvagnargues, “The Problematic Idea, Neo-Kantianism and

Maimon’s Role in Deleuze’s Thought”.in At the edges of thought,

(Edinburgh, 2015), 46

28) ibid. 147.

29) ibid. 314.

30) ibid.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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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되게 흐르는 발생의 문제와 표상의 문제를 총체적인 발생의 관점

에서 다루려했다. 그런데 일관되게 경험 귀납적 종합-환원-발생의 도식

과 현상학적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이

념, 강도등 어떤 초월적 경험론의 원칙의 차원의 문제를 모두 칸트주의

적인(엄밀히는 재인-재현의 도식에 따른) 재현적 종합과정의 산물로만

본다. 이것은 이미 들뢰즈가 “경험적 개념의 전사”로 이념을 대치하려는

것은 오류라고 비판했던 내용이다. 이러한 휴즈의 들뢰즈 이해는 그의

저서의 46페이지에 나온 도식화32)가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주로

『의미의 논리』가 갖는 논의 영역이니만큼,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

상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 들뢰즈가 의미적 발생의 마지막단계를 영원회

귀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인 탈성화로 놓는데 비해 휴즈는 임의대로 3차적

층위라면서 의미의 부산물인 지시화, 기호화 등을 설정하고 정적 존재론

적 발생을 공통감과 양식으로 놓는다. 그런데 이는 들뢰즈 자신이 텍스

트에서 충분히 밝히고 있듯이 차이들이 고정되는 양식과 동일화 기능으

로서 공통감의 원리가 “원리들의 근원인 의미와 무의미를 그들의 이미지

에 따라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LS 141/216)이라며 본질적인 차원의

의미 생산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는 인식들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다. 하지만 이를 들뢰즈 이론의 발생원리라고 해석하여 어떻게든 양식/

공통감의 생산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들뢰즈가 비판하는 재현적 사유로

복귀하는 모순된 행보이다. 게다가, 휴즈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이념’

을 어떤 생산된 표상의 특별한 종류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차이와 반복』(DR 233-234/393-395)에서 아벨과 갈루아의 체

이론을 참조하는 부분에 이르게 되면 그 짐작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33)

갈루아의 ‘체(體’)이론은 어떤 수학적 솔루션에 대해 해(解)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감으로써 답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들뢰즈는 미분화

의 완결된 규정이 현실화의 조건들을 고착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31) Joe Hughes, Deleuze and the Genesis of Representation.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8).

32) ibid. 46.

33) ibid.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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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참조였다. 그러나 휴즈는

현상학적 방법론인 본질직관과 유사한 연속적인 상상적 변형의 사태 가

운데 “불변항 invariant”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보며 그 결과인 “불변항이

곧 이념”이라고 보고 있으며 잠재성, 이념등이 어떤 자의적 사유의 종합

적 산물로 보고 있다.34) 그러나 그것은 들뢰즈가 비판하는 아리스토텔레

스적 종합의 유(類)를 구성하는 방식이며, 어떤 본질을 가정해서 고정시

키는 방식이다. 그는 또한 들뢰즈가 말하는 “연속성continuity” 35)이 이

념의 즉자적인 면을 이해 못하고 시간의 형식에 종속된 한 형식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들뢰즈의 이념을 칸트주의적인 개념의

종합과 혼동하는 논의들이 저서를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된 문제점들을 다시 정리하면, 들뢰즈의 이념론이 반플라

톤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들뢰즈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들에게 당연하게

인정되면서도 플라톤과 관련한 연구도 많지 않고, 더구나 대화편의 표면

적 사태 말고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의식적인 독단론적 장치인 신화서

사자체를 좀처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 들뢰즈의 이념론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차이’ 이론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왔고 그것에 대한

안티테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플라톤주의를 외치면서 플라톤에 대

한 상세한 분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닌가? 그리고 칸트주의

에 대한 극복에 있어서의 외생적 문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이

몬과 관련지어 이루어진 연구는 그간 많이 이루어졌으나 마이몬만큼이나

중요한 ‘강도’의 원리를 제공한 퀴리와 카르노에 대한 참조가 거의 없는

점들은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들이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은, 들뢰즈의 이념론 자체라 할 수 있는 이념의 미분적 변증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해명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념은 순수개념이고, 들뢰즈적 이념론이 플라톤의 정태적인 이념과 다른

점은 생성적 이념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수개념인 이념의 생성적

34) ibid. 112.

35) ibid.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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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는 생물학적 분화가 아니라 개념적인 변증법적 특성을 띠고 그것을

다루는 것은 수학적 관념을 참조한 미분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미분적

변증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요청 과제들에 대한 해결 또한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다.

그동안 들뢰즈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는 의견들 또한 다양하게 지면화

되었다. 이 논문에 참조한 반론적 입장의 저서들은 알랭 바디우의 『들

뢰즈 - 존재의 함성』 “Deleuze: La clameur de l’être”(1997), 피터 홀워

드의 “Out of this world”36), 슬라보예 지젝의 『신체 없는 기관』

“(Zizek, 2004)37)이 그것들인데, 이 저자들은 들뢰즈에 대한 면밀한 독해

를 통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면서도 상반적으로 반론들을 제기한다. 그런

데 그들이 이 저서들에서 공통적으로 의문시하는 것들은 주로 이념론의

‘잠재성’에 관한 것들이다. 들뢰즈는 ‘질료-형상’ 도식이나 유사한 ‘실재-

본질’ 도식을 상정하지 않는다. 들뢰즈의 실존성에 관한 도식은 ‘현실화-

잠재성-이념’의 도식인데 이 중간의 잠재성이라는 단계가 많은 반론을

일으킨다. 대표적으로 바디우의 사례를 들면서 서론을 끝마치겠다. 들뢰

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강하게 분리 시켜 사유하며, 이러한 점에 있어

서 바디우는 “사실 가능한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실재적인 것으로부

터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면

존재의 지정할 수 없는 한 형식 안에서 선행하여 정립된 이미지이다.”38)

라며 들뢰즈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디우는 들뢰즈에게는 잠재력의

다양한 현실성 속에서도 어떠한 식으로든 어떤 일원적 본질, 일자가 전

제되어 있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다음처럼 이러한 생각을

36) Peter Hallward, Out of This World : Deleuze and the Philosophy of

Creation/ ( London, New York : Verso, 2006).

37) 슬라보예 지젝, 신체 없는 기관: 들뢰즈와 결과들, 김지훈,박제철,이성민

[공]옮김. (서울 :b, 2006). Originally published as Organs without Bodies

(Routledge, 2004 )

38) 알랭 바디우, 들뢰즈-존재의 함성, 박정태 옮김.(서울: 이학사, 2001), 116.

Originally Published as La clameur de l’Etre ,(Hachet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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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한다.

잠재적인 것은 실재적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잠재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의 일자의 측면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이처럼, 환영

들을 도래하게 하는 순수한 역능인 일자가 결코 한꺼번에 주어

지지 않는 하나의 분명한 양태를 사유하는 일로 되돌아온다. 일

자는 결코 한꺼번에 주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일자의 실재란 정

확하게 말해서 새로운 잠재성들을 끊임없이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9)

그러나 들뢰즈는 철저히 비본질주의적 입장이며, 그에게 일자를 거부하

고 실체로 상정되는 ‘다양체’는 실존자들, 개체들의 신적인 모체, 원형이

아니다. 들뢰즈는 철저하게 초월론적 경험론의 입장이며, 들뢰즈의 입장

에서는 이념의 실체성인 ‘다양체’는 단지 초월적 이념의 생성적이고 구조

적인 측면을 가리킬 뿐이다. 들뢰즈에게는 실체나 본질은 전제되지 않는

다. 들뢰즈의 철학은 쉽게 말해 ‘제 2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들뢰즈에 대한 연구적 상황과 반론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 논문에서 목표하는 바는 위의 고찰 점들을 중심으로 1) 들뢰즈의

이념론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비판 논리에서 출발했는가를 밝힌다. 익히

알려진 대로 반플라톤주의의 입장이지만 플라톤만큼이나 그에 대한 들뢰

즈의 전략적 비판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플라톤이 전제하는 동일자의

철학 안에 잠재된 자기 전복적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변증법의 논리와

신화서사의 무의식적 강제장치를 해명하여 ‘차이’의 철학이 플라톤주의에

대해 반정립적인 어떤 기원적인 논변을 갖는가를 해명한다. 2) ‘양식’과

‘공통감’으로 대표할 수 있는 데카르트와 칸트주의가 갖는 재현적 요소들

의 하부적 열쇠인 재인의 논리와 2분법적 외생주의가 차이적인 초월론적

39) ibid.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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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론에서는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해명하며 3) 위의 1),2)의 반정립에

대한 새로운 정립으로서의 들뢰즈의 이념론은 무엇이며, 특히 이념론의

생성 철학적이고 운동학적인 측면을 미분의 변증법적 차원에서 해명한

다. 그리하여 이념론의 종합 운동이 칸트주의적인 종합이 아닌 어떠한

미분법의 종합과 생성적 발전 이론인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본문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초반부인 2장에서 4장

까지는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 논변과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에 대한 비

판적 논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동일자의 철학이 갖는 인식과

존재론에 대해 반박을 통해 ‘차이(다름)’의 논리를 끌어내는 과정이다. 이

렇게 끌어낸 차이의 논리는 세부적으로 존재에 대해 비존재, 필연성에

대해 우연성(우발점), 정답에 대해 문제라는 차이의 논리를 확정 짓는다.

후반부 5장과 6장은 앞서 반박의 논리로 확립한 차이의 철학이라는 논리

로 들뢰즈 고유의 사유들이 어떠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관한

권리증명적인 해명을 한다, 특히 헤겔의 사유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적인 전통의 양상을 간직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헤겔의 변증법이 주장하

는 개념적인 절대정신이 모순, 대립을 이용한 변증법과는 반전적인 논리

를 주장하며, 절대정신의 회귀가 아닌 실존의 우위, 모순과 대립의 논리

가 아닌 미분의 논리로 구성되는 미분적 변증법을 주장하고 이념이 어떻

게 실존적 세계의 생성변화와 관여되는가를 해명한다.

그리고 몇몇 의미 있고 충분히 거론 될 수 있는 반론이라 생각되는 의

견들은 관련된 항목 뒤에 배치하여 답변을 시도하였다. 특히 들뢰즈가

새로이 주창하는 이론들은 어떤 입장에 대한 반론적 입장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이러이러한 새로운 사유에 대한 연역적인 권리증명이기 때문

에 반론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들뢰즈가 펠릭스 가따리와 공동연구를 하기 이전

의, 소위 ‘형이상학의 시기’라고 불릴만한 초중반기에 나온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그 가운데 나오는 핵심적 논의들을 재배치하여 문제제기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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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계열을 따라 해명하는 것이 이 논문을 구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직접적 인용은 주로 『차이와 반복』을 출전으로 하였지만 연구와 참조

를 한 대상은 『칸트의 비판철학』,『베르그송주의』,『경험론과 주체』,

『의미의 논리』,『니체, 철학의 주사위』,『스피노자의 철학』등 거의

모든 초중반기 텍스트와 다양한 논문들이 그 목록을 이루게 된다.

가장 중점적인 텍스트는 들뢰즈가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을 출간한 『차이와 반복』이다. 이 책은 자신의 형이상학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 토대적인 원칙에서부터 실재화의 문제와 물음의 변증법

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상세한 논증과 서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또

한 복잡하고 다중적인 이 저서에 대한 미시적인 독법을 제공해주려는 목

표도 함께 갖고 있기도 하다. 『칸트의 비판철학』은 역시 중요한 텍스

트로 칸트의 인식능력에 이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그 후의 이념

론이 전개될 토대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나오고 있다.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연구자들이 중요성을 크게 갖지 않는 『니체, 철학의 주사위』에서

는 사실 그 뒤의 텍스트들에서 상세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는 주제들이

형태상으로는 다소 성글지만 이미 적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들뢰즈의

초월적 이념론에 관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이 책을 통해서는 니이체

로부터 물려받은 계보학적 비판의식과 창조적 생성에 대한 사유를 참조

할 수 있었고, 『베르그송주의』에서는 잠재성과, 이념론의 실체적 측면

인 다양체 등에 대해 베르그송의 생각들과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밝혀

주고 있으며, 사실상 초월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는 데이비

드 흄을 꼽을 수 있는데, 흄의 철학을 다룬 『경험론과 주체』를 통해서

는 들뢰즈가 ‘초월론적 경험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인식론적 배경을 갖고 시작했는지 보여준다.

이상이 논문에 대한 대강의 구조이며, 본문은 2장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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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뢰즈의 기초 개념들

이 장은 부록적 성격의 사전식 설명이다. 논문의 전체적인 논의 과정의

흐름과 관련 없이 들뢰즈 독해를 위한 설명인데, 본문의 독해에 앞서 필

요할 수도 있어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수록하였다.

들뢰즈가 자신의 이념론적 사유를 개진할 때 사용하는 공리적인 개념들

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차이 ②강도 ③미분

④다양체 ⑤잠재성 ⑥역설감 ⑦통합적 인식능력. 서론에서는 본문은 서

술하기에 앞서 그 개념들을 간략히 예비적으로 일괄해 그의 이념론을 이

루는 기초개념을 보이도록 하겠다.

①차이 difference :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동일자의 ‘같음’이라는 원칙

하에 성립된 것이라면, 들뢰즈의 이념론은 ‘다름(차이)’라는 원칙하에 성

립된다. 모든 실존의 세계는 ‘차이’를 전제로 생성하고 운동한다. 차이가

없으면 생성적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는 ‘생성적 실존’ 그 자체와 다름

이 아니다. 동일자의 철학에서 ‘같음’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 ‘차이’들을

종속시키지만 들뢰즈에게 있어서는 ‘같음’은 차이들의 반복 이후에 사후

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에 지나지 않게 된다.

②강도 intensity : 원칙으로서의 차이는 그 차이가 적용되는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감성론의 영역으로 (연장과 시간, 공간, 질을 포

함하는) 실존적인 세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강도’와 순수한 개념상의 차

이를 나타내는 ‘미분’ 형식이 있다. 강도는 원칙이며 이는 강도량으로서

양을 갖는다. 실존적 세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각 준위간의 차이인 에너지

(중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의 양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준위간의 차이’(사물은 중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흐른다) 그

것이 강도이다. 즉 강도란 미시적인 차원부터 시작하는 모든 현상간의

차이이며 이는 인식상에 ‘잡다’라는 소여를 주는 ‘소여의 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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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분 differential : 강도가 어떤 현상적 차원의 차이라면 미분은 초월

적인 이념의 ‘순수개념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수학적 개념을 참

조하는 방식의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들뢰즈는 마이몬이나 보르다스 드

물랭등의 미분적 수학철학에서 착상을 얻어 형이상학적 원리로 삼는다.

이 미분의 철학은 헤겔의 변증법에 대응한다. 헤겔의 변증법이 ‘모순’,

‘대립’, ‘부정’의 원칙으로 개념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들뢰즈의

변증법은 미시적 차이인 ‘미분’의 원칙으로 이념의 운동을 일으키는 ‘미

분의 변증법’이다.(DR 231,234,235/391,395,396) 따라서 이 미분의 구도는

들뢰즈에게 있어 이념의 ‘종합’과 ‘현실화’라는 생성변화의 핵심원리로 작

용한다. 지성적 체계에서는 <현실적 개체-개념(보편자)-이념> 으로 도

식화 되겠지만 들뢰즈는 이것을 크게 <현실적 개체-미분비(보편자)-이

념>의 3단계로 도식화 한다.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이념의 초월론

적 의미는 수학적 의미가 1:1로 상응하는 도식성을 갖고 있다.

(1) 이념은 즉자적인, 그 자체의 상태에서는 어떤 분할되지 않은 ‘통

합적 연속체’로 간주한다. 수학적으로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

속성을 갖춘 함수이거나 적분된 상태이다.

(2) 이념에 최초의 미분이 적용된다. 이 상태를 편의상 ‘미분소’라고

부르자. 이는 수학적으로는 ,라는 ‘극한적 미분’ 그 자체를 나타내

기 때문에 대수적으로는 0에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념적으로는

‘미규정성’의 상태이지만 극한값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가능성’의 ‘양’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3) 미분소 그 자체는 0에 수렴하고 따라서 아무 의미도 없지만 와

라는 두 개의 미분소가 서로 관계하여


라는 ‘미분비’(differential

ratio, le rapport différentiel)라는 관계를 이룬다. 이념적으로는 ‘상호적

규정’이라는 원칙을 만들고 어떤 잠재적인 생성적인 본성이 드러난다. 이

‘미분비’라는 관계항은 수학적으로는 도함수라는 보편자적 함수를 도출

시키고 이 관계항은 곧 보편자의 역할을 한다. 이 미분적 보편자인 미분

비는 지성의 구도에서는 ‘개념’에 대응한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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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자인 미분비는 다시 미분을 적용하여 실재화를 위한 함수가

탄생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함수를 ‘완결된 규정’이라고 부른다. 수

학적으로는 (3)번의 도함수에 테일러 급수 공식(6-3절 주. 73 참조)41)을

적용하여 새로운 함수를 전개한다. 이 새로운 함수는 완결된 규정이지만

고정되지 않고 무한히 변이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여기까지가 미분

화(differentiation)의 과정이고 현실화를 위한 최종 단계가 남아 있다

(5) 미분이 연속되어 완결된 규정의 함수는 적분을 수행한다. 이것이

‘분화’ differetiation의 과정이고 이것은 실존의 완전한 현실화를 나타낸

다. 여기서 다시 적분이 수행되는 의미는 이러하다. 최초의 미분비가 통

합 적분된 상태의 이념은 미분비에서 완결된 규정의 상태로 계속 미분화

된다. 연속으로 미분화된 이념은 최종적으로 다시 적분화되면서 원시함

수(이념)을 복구하기를 시도한다. 즉, 최종적인 적분함수는 이념의 전체

성을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미분화와 적분화의 과정속에서 상실되는 오

차항과 상수항들로 인해 현실화된 적분함수는 원래 이념적 원형 함수와

같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이념의 실재적인 현실화이며 이러한 구도가

들뢰즈 이념론의 핵심을 이룬다.42)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된 미분적 개념들은 다음항의 다양체적 구조들의

실재적인 잠재적 요소들에 상응한다.

④다양체 multiplicity : 다양체는 순수차이적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에 적용되는, 실체로서의 개념이다. 가령 생물존재들의 ‘배’(胚)는 이

념이다. 이념적 다양체로서의 ‘배’(胚)는 그것을 어떤 단백질이나 효소들

40) 들뢰즈의 이념론에서는 개념은 미분비에 의해 발생되는 2차적 의미를 갖는

다.『차이와 반복』, ‘감성의 비대칭적 종합’ 참조.

41)  




′
  

′′
  

  


  



42) 간단한 예를 들어보이겠다. 원시함수가   라는 연속성을 갖는 함수

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을 미분하면 ′ 가 되어 원시함수의 상수항 4

가 사라지고 제곱의 차수 또한 줄어든다. 이것을 다시 부정적분을 할 경우

  가 되어 함수가운데 은 복구가 되지만 상수항 C는 임의의

표시로 원래 어떤 상수인지 알 수가 없다. 즉, 미분을 거친 함수를 재적분 할

경우 원형을 복구하려 하지만 같게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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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성체적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양체로서의 배는 어떤 잠

재적 요소들을 갖는데 그 잠재적 요소들이란 각 기관이 성장하는데 따른

기관이나 부분들간의 비율등이 잠재적 요소가 된다. 그 비율자체는 어떠

한 신체부위나 원자적 단위의 물질 요소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 연결된

두 실질요소간의 비율 그자체가 잠재성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형상-질

료 도식처럼 고정적인 형상을 갖거나 필연적인 목적적 본질이 아닌, 변

이적인 개념의 질서들이다. 다양체는 따라서 각 현상의 계열에 따라 생

물학적 개념, 언어학적 개념, 사회적 개념등으로 무수히 세분화 될 수 있

다. 즉, 이것은 기존의 유(類)에 대응하고 일자(一者)나 다자(多者)등의

근본 실체에 대응하는 구조주의자들의 개념과 비슷한 ‘구조’이다.

⑤잠재성 virtual : 실존의 과정은 잠재적인 미분화에서 현실적인 분화

로 이어지는 것인데, 잠재적 규정 상태는 위 ③번 항목에 열거된 (2)-(4)

의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잠재성이 서로 구별되는 종이나 부분들

안에서 현실화 되는 과정을 분화라 부른다” (DR 267/446). 분화의 과정

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들과 부분들, 성체들이 탄생하는 과정이고 잠

재성은 그 안 내재된 “어떤 비율적 관계와 점들, 어떤 장소와 기능들, 어

떤 위치와 변별화의 문턱”이다.(DR 267/446). 이 잠재성은 어떠한 형상

의 도상도 아니고, 모순 대립에 의해 사라지는 요소도 아니다. 그 자체는

실재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자체는 현실에 예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잠재적인 규정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점진적 규정” Progressive

determination 을 겪는다. progressive는 진행, 과정, 진보, 미래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잠재성은 따라서 차이의 변증법적인 점진적 규정을 갖는

다.

⑥역설감

동일자의 재현적 철학들이 ‘공통감’이라는 어떤 ‘일치’를 전제로한 토대

적 인식의 틀을 갖고 있었다면 차이의 철학은 그에 대응하는 ‘역설감’을

갖게 된다. 차이의 정의가 ‘같음’이 아니듯, 역설감은 ‘공통감’이 아닌 인

식을 말한다. 따라서 역설감은 일치가 아닌 ‘불일치’의 인식이며, 공통이

아닌 비동등의 조화를 말하는 개념이다. 또한 동일자의 철학이 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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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서 필연성을 전제한다면 역설감은 실존의 조건으로서 ‘우연성

(우발점)’을 전제한다.

⑦통합적 인식능력

이념은 지성의 개념이나 상상력의 표상처럼 어떠한 특정 인식능력의

대상이 아니다. 이념은 어떠한 인식능력의 조건화에 규정되는 대상이 아

니다. 다른 인식능력들의 사용은 공통감을 전제하는데 이념은 공통감에

상반적인 ‘역설감’을 전제로 한다. 마치 상상력과 이성처럼 서로 불일치

적이고 부조화하는 인식들이 어떠한 계기에 한계적 상황이 두 인식능력

을 조화롭게 하여 발생하는 ‘숭고’처럼, 이념은 역설감을 바탕으로 전 인

식능력에 걸쳐 있으며 불일치의 조화를 갖는 능력이다. 또한 칸트의 이

성이념처럼 개념의 총괄적 조건의 무한합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판단력

비판 2부에 나오는 자연목적적 개념처럼 현실에 관여하지만 무규정적인

인식능력이 이념이고 초월적 이념은 인식능력들의 공통감적인 내적 일

치가 아닌, 전 인식능력의 바깥에서의 통일이다. 따라서 이념의 인식능

력은 의식수준을 벗어나 무의식의 토대를 가져오며 끊임없이 무의식의

논리를 참조한다. 또한 이념이 갖는 비주체성은 무의식으로부터 연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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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2. 플라톤주의의 전복

『플라톤주의를 전복하기』 ‘Renverser le platonisme’. 이 논문은 1966년

도 ‘형이상학과 도덕평론’ revue de metaphysique et de morale 지에 실

린 들뢰즈의 논문으로, 이것은 1969년에 들뢰즈의 “Logique de sens”

『의미의 논리』에 다시 실리게 되며, 1968년도 『차이와 반복』의 초반

부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서술되어 서로가 보완적인 내용을 이룬다. 이렇

게 세 번에 걸쳐 지면에 실었던 만큼 들뢰즈가 이 논변에 대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이 논변에서 들뢰즈는

플라톤주의의 자기 전복성을 2단계로 구분하여 비판 논증을 수행 한다.

들뢰즈는 먼저 1차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가지는 “차이를 드러

내는 것, 즉 ‘사물’자체와 그의 이미지들을, 본래적인 것과 그의 사본을 ,

모델과 그의 환영을 구분”43)하는 나눔의 변증법에 주목하는데, 『소피스

트』44)와 『정치가』등의 대화편에 나오는 나눔의 변증법이 귀결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소피스트』편에서 비존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와 ‘다른’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며 비존재가 갖는 본성이 긍정된

다. 이에 따라 파르메니데스의 대원칙45)이 부인되는 결과에 이른다. 들

43)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생성과 창조의 철학사, 박정태 옮김.

L'île Déserte Et Autres Textes : Textes Et Entretiens, 1953-1974. Edited

by 박정태 and David Lapoujade. (서울: 이학사, 2007), 24

44) 이 대화편은 두 권의 한글 번역본을 갖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였다. 인용,

각주 뒤의 페이지 숫자는 번역본이 아닌 스테파누스 표기법을 따른 대화편

원본에 공인된 쪽과 단 숫자를 사용하였다.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

서 이후 모든 플라톤의 저서는 마찬가지의 페이지 표시 방식을 사용한다.

플라톤. 소피스트, 이창우 옮김. Edited by John Burnet and 이창우. (서울 :

이제이북스, 2011.)

플라톤, 정치가 ; 소피스트 : 후기 대화편들, 천병희 옮김,. Edited by 천병

희. (파주: 숲, 2014).

45) 『소피스트』에서 방문객은 테아이테토스에게 파르메니데스의 증언을 다음

과 같이 알려주게 된다. “위대한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자네 또래의 소년이

었을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산문이나 운문으로 다음과 같이 되풀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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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즈는 2단계로, 대화편들의 저변에 배치된 신화들의 전제들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신화에 내재한 ‘차이를 만드는 분유성’, ‘영원회귀적

인 시간성이 갖는 자기동일성에 대한 근거와해’, ‘신탁과 관련한 근원적

인 변증술’을 도출하는데 이른다. 즉, 신화는 단순한 은유나 극화적인 서

사가 아닌, 플라톤주의의 토대 근거를 위한 암묵적인 전제 장치로 작동

한다는 것이 들뢰즈 비판 논증이 목표하는 폭로이며, 그것의 자기 위반

적인 논리를 도출해 플라톤주의를 전복하려 하는 것이 들뢰즈의 2단계적

기획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네 가지로 선취 할 수 있는데, 1)아리스토텔레

스적인 동일성적 매개 중심의 종차와 유의 논리를 벗어난, ‘순수 차이적

인 방법’으로서의 나눔의 변증술, 2) 그 나눔의 변증술에 신화적 매개를

통합시킨 ‘문제적problematic’ 변증법의 고양, 3)『소피스트』편에 나오는

나눔의 극단을 통해 보이는 비존재-시뮬라크르의 긍정, 4) 영혼회귀의

역설적 시간성이 귀결되는 플라톤주의의 최종 전복으로서의 ‘근거와해’가

그것이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들은 이후에 전개되는 들뢰즈 이념론의 중

요 논거적 요소로 재차 활용된다.

2-1. 소피스트의 축출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들뢰즈가 결론내린 플라톤주의의 기본적

전제는 이런 것이다. ‘플라톤주의는 오직 도덕적 동기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모순적인 이상한 논지이다. 왜냐하면, 존재계의 보편성에

대한 객관적 반성이 목적이 아니라 충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이미 『국

가』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도덕적 입장을 위하여

글을 쓰며 이를 반박하셨네.

<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는 결코 입증되지 않으리라. 그러니

그대는 사유가 탐구의 이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라>” 『소피스트』 273a

(천병희 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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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편 철학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소피스트』에서 플라

톤은 이러한 의도를 처음부터 명백히 증언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도덕적 동기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드러난다. ‘참된 철학자로 혼동시키는

사기꾼 소피스트들을 완전히 쫓아 낼 수 있을까?’ 여기서 소피스트는 이

대화편 전체를 지배하는 철학적 주제이며 단순히 특정 사기꾼 무리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소피스트들의 양상은 그들답게 변증법이 진행 될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가는데, 소피스트는 가짜 철학자이지만 영혼을 정화

하는 논박을 수행하는 자이며, 원본을 닮은 것을 제작하는 자가 아닌 닮

아 보이는 가짜모상을 제작하는 자로 대표되며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불분

명한 자로 기술된다. 따라서 소피스트는 대화자들에게 사냥하기에 아주

힘든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화편의 전반적인 과정은 소피스트를

축출하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난제적 여정이다. 그 과정

을 따라 가보면, 초반에는 ‘기술을 가진 자라’고 보고 정의에 관해 나눔

을 시작하게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나눔의 방법은 일관성이 없이 2분법

으로 나아가다가 때로는 3분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정과 부의 양자택일

이 아닌 양쪽이 채택되기도 하는 등, 선별 기준의 방법은 정식화 되어있

지 않다. 또한 엄밀한 류적 기준에 의하지도 않으며 ‘에워 싸는 사냥’,

‘길들인 동물 사냥’, ‘아첨술’이라는 단순하고 유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지칭을 하며 당장의 성급한 종별화를 시도한다.46)그리하여 소피스트를

가려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많은 나눔을 시도하게 되고, 참된 모상제

작자와 가짜 모상제작자의 불분명한 정체성 논란은 결국 존재와 비존재,

있음과 ‘있지 않음’의 변증술로 옮겨간다.(246-242) 이 존재와 비존재의

논란은 결국 ‘존재만의 유일함’을 주장한 파르메니데스의 법칙을 폐기하

는 파국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비존재란 결국 ‘있지 않음이 아닌 존재’

와 ‘다른 것’이 되어 버려 ‘비존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있는 것’

46) 김태경은 논문에서 소피스트를 류로 설정하고 하위적인 종을 포함하는 세

분적인 종별화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나눔의 변증술은 단지 차이적 구분만

을 하기 때문에 거대류를 세분화하는 작업으로는 보기 힘들다. 김태경. "플라

톤의 『소피스테스』편에서 변증술과 존재론." 철학연구 60 (2003): 25-4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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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버린다.(252-259) 최종적으로는 소피스트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믿으면서 모방하고 모사하는, 참된 현자에 대한 거짓 이미지로

드러나지만 이 둘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대화편이 이끌어가는 문제제

기는 ‘결국 존재와 비존재, 참됨과 거짓됨의 확연한 나눔이 가능한가?’,

‘다름을 인정했을 때 동일성이 과연 특권적인 진리인가?’ 하는 것이 된

다. 또한, 처음에 설정되었던 소피스트 사냥을 위한 목표인 정체성 확립

의 기대는 이렇게 일관된 법칙이 없이 숨바꼭질 하듯이 뒤지는 비합리적

인 정의 상태에 다다르다보니 초기의 본질적 질문인 “그것은 무엇인가?”

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47) 이것은 곧,

나눔의 변증술의 도달점이란 본질에 대한 어떤 확립을 기대하게 되기보

다, 사태 규정적인 물음만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문제제기적‘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소피스트는 정체성을 가르는 특정한 법칙

이나 기준이 토대지어지지 않고 이런 저런 자의 모습으로 ’우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우발적 과정이 내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곧, 비존재들은 동일성, 필연성을 담지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 다

시 말해, 비존재는 필연성이 아닌 우발성을 따르며 우연에 긍정되는 속

성을 가진 자라고 정립되게 된다. 즉, 존재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그 자

체로 폐기 사상되거나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잉여항을 이룰 뿐이다.

2-2. 나눔의 변증술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것이 바로 기준이 없이 출발하는 나눔의 변증

술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눔의 방법이란 어떠한 변증술인가? 우리는 대

게 “플라톤의 나눔의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요구들에 입각해서 이해

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지니고 있다”(DR 83/151). 그것은 “하나의 유를

대립적인 종들로 나누는데 있다”(DR 83/151). 즉, 유genus 라고 하는 개

념적인 범주적 기준하에 대립적인 원칙으로 하위 종을 나누게 된다. 그

47) 이창우, 『소피스트』 역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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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나눔의 변증법에 나타나는 절차는 “합리적 이유를 결여하고 있을뿐

더러 어떤 사물이 다른 종이 아닌 바로 이 종에 속한다고 결정할 수 있

는 이유도 결여하고 있다”(DR 83/151). 즉, 여기서는 ‘매개’라고 하는 “중

간항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 동일성이 결여된 것이다”(DR

83/151). 바로 이 지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으로부터 갈리어지는

곳이다.48) 『정치가』에서도 “정치가는 ‘사람들을 방목’할 줄 아는 자로

정의된다. 하지만 상인, 노동자, 빵 굽는 사람, 체육 선생, 의사같은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인간 목동은 나다!’ 다른 한

편 『파이드로스』에서는 [...] 많은 지망자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한다

‘연인, 사랑은 바로 나다’”(DR 84/153). 지망자들을 경쟁시켜 선별하는 이

나눔의 방법에서 들뢰즈는 ”순수 차이“의 원칙을 도출한다. 순수차이로

서의 나눔은 2차적인 개념적 정의가 필요치 않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다.

들뢰즈는 이것을 “‘금찾기’ 바로 이것이 나눔의 모델이다”(DR 83/152)라

고 한다. 나눔의 변증술은 그냥 혼합물에서 ‘다른’ 것을 가리면 된다. 지

극히 단순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계통으로서의 이데아를 드러내기 위

48) 철학사가였던 힐쉬베르거의 설명은 이러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類)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공통적인 동등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때, 그는 엇비슷하게 동등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

로 동등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 본질적인 것은 다시 보편적인 것을 가

지고 있다는 사상에 의해서 한 층 더 좁게 규정되어지므로-본질이란 종이나

유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 우리들은 순환논법에 빠지게 마련이다.”(힐쉬

베르거 1987, 214) .따라서 무엇이 되었든 “유는 종적으로 다른 차이를 드러

내는 많은 것들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본질)라는 데에서 술어가 되는 것이

다”(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102a,35).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항상 다른 항 사

이의 본질인 매개항이 존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사

물의 “정의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 즉 본질을 나타내는 설명”인데, “정의는

유와 종차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103b,5,15) 그러

나 플라톤에게는 “유와 종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성격에 의해서 근거 지워질

필요는 조금도 없고, 스스로의 본질을 스스로의 형태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본질은 많은 것들에서 추상해냄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선천적으

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직관적으로 끄집어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화

함으로써, 종이 형성된다고 하는 문제는 성립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요

한네스 힐쉬베르거 지음, 서양철학사 ,강성위 옮김. Edited by 강성위. (서울

: 以文出版社, 1987), 215,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김재홍 옮김. Edited by 김재홍. (서울: 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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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DR 83/152) 방법이다. 그런데 파이드로스에서 마찬가지로 나눔의 행

보를 보이던 대화편은 “’광기’들을 구별하는 문제에 이르러 갑자기 어떤

신화를 끌어들인다. 육체로 들어오기 이전의 영혼들의 순회를 기술하고

이데아들에서 비롯되는 기억내용을 기술한다”(DR 84/154).즉, “윤회의 구

조를 동반한 신화는 그 자체가 언제나 근거세움 fondation에 관한 이야

기에 해당한다”49) 그렇다면 순수차이로서의 나눔의 방법은 다시 개념적

근거에 의존하는 유적 선별의 방법으로 가는 것인가? 신화는 다소 특수

한 사례이지만 유적 기준의 대립적 분류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회 신

화의 영혼들 중에서 “극도의 고양 또는 진정한 사랑은 상기될 수 있는

많은 회상을 소유한 영혼들에게”50) 속하지만 육욕에 빠진 망각적인 영혼

들은 거짓 주장자들로 밝혀진다.51) 이것은 존재자들이 차별적인 분유의

선별방법에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화 속에서 차별적인 분유는

역시 영혼간의 순수성의 차이들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채집과

수렵기술로 나누듯이 어떤 순수한 나눔의 방법의 하나이지, 유적 기준에

의한 대립적인 분류법이 아니다. 하지만 신화의 세계는 다른 무작위적인

나눔의 방법과 다르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윤회와 영원회귀의 형태를

가지며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몽환적인 신화의 세계는 명확한 명제

를 전달하기보다 수수께끼같은 형태로 작용한다. “신화는 언제나 완수해

야 할, 풀어야 할 수수께끼에서 시작한다”(DR 88/158). 여기에 대해 “사

람들은 신탁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신의 대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

이다. 변증술은 반어”(DR 88/158)가 된다. 신화나 고사에서 보이는 그리

스 델피 신전에서 얻어진 신의 답변들은 뜻하지 않은 답변이나 의미를

다시 추론해야만 하는, 항상 그 자체가 되묻기를 요구하는 속성이 있다.

“반어는 문제와 물음들의 기술이다. 반어의 본성은 사물과 존재자들을

어떤 숨겨진 물음들에 대한 각각의 답변들로 간주하고, 어떤 해결할 문

제들을 가리키는 각각의 경우들로 취급하는데 있다” (DR 88/158). 즉,

들뢰즈는 신화와 신탁의 세계에서는 늘상 질문과 신탁의 답변으로 이루

49)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28

50) ibid. 29.

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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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그 과정을 변증술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사물과 존재자

들, 실존의 개별자들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52)

2-3. 영원회귀와 ‘다름(차이)’이 일으키는 비존재의 정당화

다시 『소피스트』로 돌아가 보자.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사냥해 축출하

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피스트는 모상제작자답게

혼의 배울 거리를 파는 도매상인으로, 배울 거리를 직접 파는 자로, 논쟁

을 업으로 하는 토론 선수로 수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존

재성의 정의를 통해 비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비존재는 없는 것이 아니

라 ‘같음’으로서의 존재에 대해 단지 ‘다름’으로서의 존재로 증명된다.53)

52)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물음의 변증법은 진리탐구자들에게서 금지

당하고 폄하 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문을 던지는 변증술사들을 좋아하

지 않을뿐더러 유(類)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질문을 봉쇄하려 노력하는 모

습을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의 저작인 『소피스트적 논박』(172a)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변증술적 논의는 어떤 부류[영역]에 관해서 한정되

는 것이 아니고, 또한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보편적인 것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논의도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하는]것들이

어떤 하나의 유(類) 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존재하

는 것들은 같은 원리들 아래에 포섭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일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기술지(τέχν

η)도 질문을 내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세워진 그

질문에서 요구되는 두 선택지 가운데 어느 쪽을 받아 들이도록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양쪽의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추론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증술은 질문을 내세움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일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모든 것에 관해서는 아니라 하더

라도 적어도 [그 대상의]제1차적[원초적]인 것들과 그 고유한 원리들에 관해

서 질문을 내세우는 일은 억제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소피스

트적 논박, 김재홍 옮김. (한길사, 2007), 109

53) “하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입증했을뿐더러 존재하지

않는 것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밝혔네, 다른 것의 본성은 존재할뿐더러 세분

되어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나서, 우리는 다른 것의 본성의 어떤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 대립되든 간에

바로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말했으니 말일세” 『소피스

트』2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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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소피스트에서는 변증술의 과정에서 신화의 근거마저 생략해버

린다. 소피스트를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서 근거로서의 신화마저 철저히

배제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주장자[신화속 세계의 분유를 받아

상기의 내용을 갖춘 자]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거

짓된 주장자를 몰아세우기 위해, 그리고 환영의 존재[시뮬라크르](또는

차라리 비존재 non-etre)를 정의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데아의 분유

를 수여받지 못한 비존재인 소피스트는 신화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나눔의 변증술 속에서 시험을 받는 소피스트의 존재는

“생각과 의견과 환영같은 유들도 모두 우리 혼 안에서 거짓으로도 참으

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54) 혼돈스러운 사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정의와

미덕 일반의 겉모습에 대해 모방하여 “올바르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보이

는 데”55) 성공하는 사태에 이른다. 파르메니데스는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결코 강제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그대는 탐구할 때 이

길로부터 사유를 차단하라”56)며 비존재를 절대 인정치 않았다. 그러나

결국 소피스트를 사냥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스의 법칙에 대한 논박을 강

요당하는 ‘부친살해’의 사태에 이른다.57)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비존

재]이라고 말할 때는 존재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하

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듯하다”58)고 실토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기에

서 비존재를 부정적인 무화의 개념으로 처치하려 했던 기도, 거짓 철학

자, 환영 제작자인 소피스트를 축출하려는 최초의 기도는 실패한다. 단지

다른 존재인 비-존재는 “본연의 차이, 곧 반대가 아닌 다름”(DR 89/159)

이다.59) 비-존재가 단지 다른 존재일 때 존재의 부정negation은 설 자리

54) ibid. 263d.

55) ibid. 267d.

56) ibid. 237a.

57) ibid. 236d-242b.

58) ibid. 257b.

59) 부정의 모태가 되는 (비)-존재가 개념적 정의와 달리 어떠한 편견적인 철학

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하이데거의 한 논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의 논변을 요약하면, 존재와 비존재는 유와 무의 완벽한 관념의 구현이 아

닌 단지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자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였던 것이다.

즉, 마치 전제정치의 지배자들이 노예에게는 인간의 자격을 주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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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게 된다. 하지만 『소피스트』에서는 여전히 유사성에 근거한 유비

적 나눔을 사용한다. 또한 비존재성의 정의를 시도하는 논증에서는 ‘같

음’은 ‘다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같음’이 있고나서 분화된 사물

들이 ‘다름(차이)’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차이는 여전히 같음이나 일

자에 의존한다”(DR 91/162). 그러나 “같음을 개념 일반의 동일성과 혼동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같음은 오히려 사물 자체인 이데아의 특징이

다.”(DR 91/162) 하지만 아직도 플라톤 주의에서는 “차이를 그 자체로

사유하지 않는다. 그 대신 차이를 이미 어떤 근거에 관련짓고 같음의 사

태에 종속시키며, 또 신화적 형식을 통해 매개를 도입한다”(DR 91/162).

그런데 들뢰즈에게 “진정한 플라톤주의를 전복한다는 것, 그것은 모사에

대한 원본의 우위를 부인한다는 것을 말한다”(DR 91/162). 그렇다면 아

직도 신화의 세계의 상기라는 근거에 의존하는, 순수한 ‘같음’에 의존하

는 동일성의 이데아는 진정으로 영속하고 불변하는 진정한 원형이란 말

인가? 그것은 전복되어질 수 없는 참된 존재의 원본인가? 이 질문에 대

해 플라톤주의의 최종적 전복은 영원회귀에 이르러 그 답변을 획득하게

처럼, 임의의 등급의 차이를 다른 양상의 조작적인 관념에 대입했던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해명한다. “안티폰의 명제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침

대나 입상 혹은 의복이나 옷 등과 같은 것은 그것들이 청동이나 흙 혹은 그

와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한에서만, 다시 말해 그것들이 좀더 지속적으로 존

재하는 것으로부터 존립하는 한에서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

장 지속하는 것은 흙,물,불,공기이며. 다시 말해 ‘기본원소들’이다. 그런데 이

처럼 기본적인 것이 가장 잘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유형적인 것을 지탱해

주는 최초의 무형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퓌시스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더

불어 동시에 각각의 모든 ‘존재자’에 대한 해석은 이미 결정난 것이며, 또한

이렇게 파악된 퓌시스는 존재 그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서 설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속에는 우시아, 즉 지속적인 현존의 본질이 아주 특정한 하나의

방향 속에서 고착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물들은 –

그것이 자생적인 사물이든 인공적인 사물이든 상관없이 – 그것들이 아무것

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코 참답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말

해 존재자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존재자적인 것이 된

다. 이러한 비존재자와는 달리 존재의 본질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오직

[앞에서 지적한]기본 원소들뿐이다.” 마틴 하이데거,“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

스 개념과 그 본질에 대하여”,in 이정표, 신상희 옮김, (한길사 2005), 229.

Originally published as “Vom Wesen Begriff der Physik B 1”,in Il

Pensiero,Ⅲ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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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플라톤 신화에서 영원회귀란 “각각의 사물이 오로지 되돌아오는

가운데 실존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원회귀는 사물이 무한히 많은

모사들의 모사이고, 때문에 원본도 심지어 기원조차 계속 존속 할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DR 92/163). 즉, 회귀되어지는 것은 원형이 아니다.

회귀되어지는 것은 실존자들인데 실존자들은 원형(이데아)일 수가 없다.

실존자들은 모두 모사들일 뿐이고 진정으로 영원한 회귀라면, 그 영원한

시간과 순차 속에서 기원이나 원본은 들어설 수 없다. 영원은 시초의 의

미를 없애버린다. 끝도 찾을 수 없다. 그 가운데에는 모든 것은 ‘모사’[시

뮬라크르, 비존재] 일 뿐이다. 모상 제작자인 소피스트는 참된 철학자보

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회귀를 진정으로 긍정하게 되

면 “근거 전체를 파괴하고 삼켜버린다. 근거는 원본과 파생물, 사물과 허

상들 사이에 차이를 두는 심급이기 때문이다. 영원 회귀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근거와해를 목격하게 된다”(DR 92/163). 즉, 영원 회귀는 참된

주장자들의 토대적 근거로서 존재했으나, 영원의 시간적 모순성 이데아

의 동일성을 와해시키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선취된 네 가지 결론들은 최

종적으로 모두 정당화된다.

∴

그러므로 도덕적 동기에 의해 나타났던 보편 원칙이었던 동일성과 본질

주의적 존재론은 비존재로 상징되는 차이(다름)와 비본질주의적 존재론

으로 대체되며, 비존재의 우위성은 존재를 포함하게 되며, (철학자는 소

피스트가 될 수 없으나, 소피스트는 소피스트이면서 철학자가 될 수 있

다) 비존재적 원칙인 우발성은 필연성을 포함하는 더 큰 집합이 된다.

(필연적 계열은 우발적 계열을 배척하나, 우발적 계열 가운데에 필연적

계열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들은 이후 들뢰즈의 이념론을 형성하는 지

배적 원칙이 된다. 포괄하여 요약하면 들뢰즈의 이념론은 ‘비존재의 이념

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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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의 이미지와 인식적 공준들

앞장에서 본, 도덕적 동기로 추동되는 “플라톤의 이데아는 선(善)에 의

해 보증되는 원형에 해당하지만, 이런 이데아의 ‘같음’은 사유하는 주체

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근원적 개념의 동일성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DR

341/560). 따라서 “플라톤의 세계는 [동일자의] 재현의 세계로 미끌어

져”(DR 341/560) 들어갔으며, 재현의 세계는 단순한 표상이 아닌 “초월

론적 가상의 장소” 라고 할 수 있다(DR 341/560). “이 가상은 여러 가지

형식을 지니고 특히 사유, 감성적인 것, 이념, 존재 등에 상응하는 어떤

상호 침투적인 4중의 형식을 지닌다”(DR 341/560). 이 4중의 형식들은

근대로 이어져 “사유의 활동과 발생을 변질시키는 어떤 공준들로” 이루

어진 “어떤 ‘이미지’”들을 구성하게 된다(DR 341/560). 따라서 들뢰즈는

근대의 데카르트와 칸트에게서도 이러한 이미지로 대변되는 어떠한 암묵

적 인식이 동일성을 지지하는 하부구조로 작용함을 간파한다. “사유하는

주체는 개념에 기억, 재인, 자기의식 등과 같은 자신의 주관적 동반자들

을”(DR 341/560) 은밀히 제공 하게 되며, 그것을 데카르트에게서는 ‘양

식’bon sens이라는 형태로, 칸트에게서는 ‘공통감각, 공통감’ common

sense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이

어진 “도덕적 세계관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또 공통감

Cogitatio natura universalis 으로 언명되는 이 주관적 동일성 안에서 재

현 된다”(DR 341/560). 따라서 들뢰즈는 그것들이 수반하는 원칙과 전제

들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공준적인 전제들의 부당성을 폭로한

다. 이러한 비판 논증은 주로 『차이와 반복』의 3장, ‘사유의 이미지’60)

60) 들뢰즈는 표상이나 사유가 공준화되어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을 사유의 이

미지로 부른다. 비슷한 의미의 사용은 이전에 발터 벤야민에 의해서였다.

『사유이미지』“denkbilder”라는 저술이 그것인데,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사유

이미지를 언급하며 그 성격을 묘사한다, 들뢰즈와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표현들이 갖는 사유에 대한 유사한 개입적 성격을 읽을 수 있다.“벤야민

의 사유이미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불러낸다는 의미에

서 끼적거려놓은 수수께끼 그림들이다. 그 이미지들은 개념적 사유를 정지시

킨다기보다 그 수수께끼 같은 형상으로 충격을 주고 그로써 사유를 움직이고

자 한다. 그것은 사유가 전통적인 개념적 형태로 굳어진 채로 있고 인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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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어지는데, 들뢰즈는 암묵적 인식과 그 시퀀스로 8개의 공준을

제시한다. 1. 보편적 본성의 사유 2. 공통감의 이상, 3, 재인의 모델, 4.재

현의 요소 5. 오류, 6. 지칭의 특권, 7. 해의 양상들. 8. 결과로서의 앎. 공

준이라는 의미처럼 이것은 철학사에서 증명이 필요치 않은 자명한 원칙

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명제들이었다. 그러나 들뢰즈는 그 자명성에 대해

어떤 의문을 던진다. 그것은 정말 천연적으로 자명한 인식들인가? 특히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요소는 재인(再認)recognition 의

원리이다. 재인이라고 하는 인식 원리는 양식과 공통감을 기르고, 하부구

조로서의 양식과 공통감은 재인을 모델로 하여 형성되며, 재인과 재현은

독단적 교설의 중심적 생산원리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

원리들을 세분화한 각각의 공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논증을 해명한다.

3-1. 양식의 선철학적 전제성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가장 자명하다는 제 1 원리인 코기토의

원칙에 도달하였고, 이것을 학문의 최우선적 기초로 삼는다. 최우선적 기

초란 철학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전제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

미”(DR 169/289)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을 이

성적 동물로 정의하려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정의는 이성적

이라는 개념과 동물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가정

하기 때문”(DR 169/289)에 이성과 동물에 대한 정의를 가져오게 되면

무전제의 순수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방법적 회의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

라 그는 철학의 제 1 명제로 코기토를 발견한다. 그러면서 그는 “코기토

를 하나의 정의로 제시할 때 그는 유와 종차를 따르는 절차에 따라붙는

고 노화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양식으로 증명될 수 없으

면서도 강제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고의 자발성과 에너지를 자극하고, 또

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짐이 없이 일종의 지적인 단락을 통해 불꽃을 점화

시킬 것이다.”Th.W.Adorno. Bejamis “Einbahnstraß”,in: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d 11(=Noten zur Lieratur).(Frankfurt a. M.,1974),

68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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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객관적인 전제들을 몰아냈다고 주장한다”(DR 169/289). 그러나 우

리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코기토의 명제는 진정으

로 무전제의 제 1명제인가? 들뢰즈는 데카르트가 “어떤 개념 안에 담기

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어떤 느낌 안에 담기는 전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DR 169/289)고 간파한다. 그 어떤 느낌이란 ‘양식’이란 것인데,

데카르트가 『방법 서설』의 초두에 서술한 ‘양식’의 정의는 그 점을 확

인 시켜주고 있다.

양식bon sens 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사람

도 그것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

려 이는 잘 판단하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능력, 즉

일반적으로 양식 혹은 이성으로 불리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천

부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 우리가 각각 서

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성적이어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따라 생각을 이끌고, 동일

한 사물을 고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61)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양식이라는 인식이, 객관성이 전제되지 않은 주관

적인 경험적 판단임에도 참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뛰어나고 보편적

인 인식능력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양식이 누구에

게나 능력의 차이가 없는 보편적으로 갖추어진 능력이고 참된 판단력이

라면 이 인식 또한 보편적인 제 1의 전제라는 것은 반박할 수 없다. 이

것으로부터 양식의 전제가 있게 된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곧 경험적 자

아의 인식능력이다. 한편 무전제로 선언된 순수 자아는 양식을 소유한

61)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엮고 옮김.(서울:

문예, 1997) 146, Originally published as Discours De La Mé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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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자아와 순환의 범주를 이루며 무전제성은 깨지게 된다. 이 오류

에 대해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 각각이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아, 사유,

존재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나

는 생각한다’의 순수 자아가 어떤 출발점인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단지 이 자아가 자신의 모든 전제들을 경험적인 자아 안

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일 뿐이다[...] 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철학에서는 어떤 참된 시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혹은 차라리 철학의 참된 시작, 다시 말해서 차

이는 이미 그 자체가 반복이라는 것이다.[...]철학에 대해 순환의

이미지는 오히려 그것이 참된 시작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DR 169/290)

즉, 주체는 어떤 경험적 전제들을 자신의 경험적 자아에 몰아넣고는, 나

는 무전제의 순수자아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코기토’의 정체이다. 주

관적이고 암묵적인 전제는 데카르트의 텍스트 가운데 “그것은 ‘모든 사

람들은 ....임을 알고 있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재현의 형식이고 재현적

주체의 이야기 형식이다”(DR 170/291).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주관적

자아는 순수 자아(나는 생각한다)이전에 주관적 전제들을 성립시키며 ‘모

든 사람들은 ...임을 다 알고 있다 tout le monde sait’라는 자연적이고

천연덕스러운 태도로 가장하지만 이것은 순수 자아의 무전제성을 심하

게 훼손시켜 놓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다.

3-2. 공준 i) 보편적 본성의 사유라는 원리, 공준 ii) 공통감의 이상

들뢰즈는, “보편적 본성의 사유”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많은 철학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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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에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 모두가 인

정하고 있으며, 부인할 수 없고, 게다가 많은 이들의 이익에 합하기까지

한다는, ‘사유주체의 선한 의지와 사유의 올바른 본성’”이라는 자연적 사

유이다.(DR 172/293)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유들이 그 목적이 어떠한 도

덕적 선과 올바름에 관한 것을 표방하고 있으면 선뜻 그것을 부정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플라톤에게서처럼 이 도덕적인 사유는 ‘참’에 친연성

이 있다고 인식되면서,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사유는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게 되게끔 이끌려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는 오래도록 암묵적인 전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자연적 사유의 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본성과 선한 의지에 해당하는 어떤 공통감

의 요소 안에 있다.”(DR 172/293) 그것들은 재현이라 불리는 원리의 가

장 일반적인 형식이기도 하며, 철학적 사유는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기도

한다.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

는 데카르트의 선언처럼, 실제로 오래도록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들뢰즈는 이렇게 공준화된 자연적 인식에 어떤 문제

의식을 갖는다. 그것은 그에 관련한 철학적 명제들의 타당성 논란이 아

니라, 이 보편적 본성의 사유가 철학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며

“선(先)-철학적”인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데

에 있다는 것이다(DR 172/294). 따라서 이러한 독단적인 이미지들이 암

묵적으로 갖는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계보학학 방법을 창안했던

니이체는 “이 전제들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오로

지 도덕만이 우리에게 사유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사유 주체가 선한 의

지를 지녔음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오로지 선만이 사유와 참 사이에 가

정된 친근성을 근거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DR 172/295)라고 그 본질을

보았다. 이것은 도덕에 대한 회의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도덕성으로 가장

한 암묵적 전제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보편적 본성의 사유라는 틀은

양식bon sens 과 공통감으로 양식화 되어 “순수사유의 규정으로 간주된

다”(DR 173/297). 이 순수사유의 규정은 사실적 차원에서 검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철학함이 권리상 (quid juris) 쉬운 일이라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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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듯한 데카르트에게는 강력한 전제로 작동하게 된다(DR 174/298).

보편적 본성의 전제라는 것이 도덕성을 띠면서 강력한 토대가 될 때, 진

정한 사유, 진정한 철학은 출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계보학적

인 질문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다시 계보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본성의 전제라는 것들은 어떠한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인

가?

3-3. 공준 iii)재인의 모델, 공준 iv)재현의 요소, 공준 v) ‘부정적인 것’으

로서의 오류

들뢰즈는 양식과 공통감의 전제라는 것에 대해 어떤 기원적 모델을 찾

아낸다. “재인(再認) recognition 의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DR 174/298).

여기서 재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유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기억과 직접인상의 비교로 인한 대상인식의 평

범하고 자연적인 인식을 일컫는다. 재인의 능력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

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하다. 들뢰즈가 목표하는 것은 일상적인 인지 능력

의 파행이 아니라, 이러한 평범한 경험적 인식 작용을 기초로 어떤 전제

를 구축시키려는 사유의 독단화와, 그러한 고착화가 철학적 사유에 끼치

는 영향을 비판하려고 한다. 즉, 경험적 사고의 작동 방식을 어떤 철학적

개념의 전제로 전사시켜 “똑같은 것으로 가정된 어떤 대상에 대해 적용

되는 모든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라는 철학적 공준으로 끌어올린

다.(DR 174/298). 재인의 과정에 참여되는 인식능력들의 작업은 간단치

않다. 재인이란 감성적 직관을 상상력이 포착하고 재생하여 종합시킨 결

과물과 순수 지성 개념의 적용후의 다른 표상과의 일치를 확인하는 작업

이다. 따라서 재인은 인식능력들의 협동이라는 어떤 주관적 원리를 요구

하고 이것은 또 공통감을 요청한다(DR 174/298). 연이어 표상의 비교를

위한 전제인 대상의 동일성 형식이란 어떤 근거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이 근거는 사유 주체의 통일성 안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출발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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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기토가 의의를 갖게 된다.(DR 174/298) 62) 곧, 코기토와 공통감은

서로를 근거 짓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감과 양식의 차이에 대해 면

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순수 자아와 이 자아에 상응하는

이러저러한 대상 형식의 관점에 서 있는 공통감이 동일성의 규범이라면,

경험적 자아들과 이러저러하게 질화된 대상들의 관점에 서 있는 양식은

배당의 규범이기 때문이다”(DR 175/299).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독사

doxa의 양면을 이루게 되고 “본성상 올바른 사유, 권리상 자연적인 공통

감, 초월론적 모델로서의 재인이라는 이 3중의 가정된 수준”(DR

175/300)은 하나의 교설 체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재인이 일상적인 자연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 구성된 교설의 하나라고 인

정해보자.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유 때

문이다. 재인의 형식이 가져오는 교설은 “재인 가능한 것과 재인되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사태를 용인하지”(DR 176/301) 않는 강제성을 띠게

된다. 또한 “재인되는 것은 일단 어떤 대상이지만, 또한 그 대상에 실린

어떤 가치들이기도 하다”(DR 177/303). 따라서 재인은 동일성의 기준하

에 어떠한 확립된 가치를 대상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독단적 형식

을 띠게 된다. 이것이 재인이 갖는 도덕주의를 가장한 폭력성이다. 또한

들뢰즈는 칸트에게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한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의 1판에서 포착의 초월론적 종합을 어떤 경험적 포착에서 유도하는

데63) 들뢰즈는 이것을 “어떤 심리적 의식의 경험적 활동들을 기초로 이

른바 초월론적인 구조들을 전사(傳寫)하고 있음이 분명하다”(DR

177/302)며 비난한다. 바로 이 점, 경험적 차원의 사후적인 결과에 따른

원리들(아리스토텔레스적 귀납과 같은64))을 전사하여 초월론적 원리로

62) 나는 생각한다=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지만 반성적인 재인은 나의 표상

을 갖고 존재를 근거짓는다. 지성이 사유를 시작하면 상상력의 재인은 반성

적 자아의 표상을 만든다.

63) 『순수이성비판』,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 [A판], 제2절 A96-A130

64) 『변증론』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귀납적 방법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였

는지 알 수 있다. 『변증론』의 구절들을 보자. “그러나 한편, 논의(로고스)는

앞서 말한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이것들을 통해 그리고 이것들과 관계해서 나

아가게 된다는 것은 귀납(에파고게)에 의한 하나의 증명이다”, (103b, 5) “귀

납은 [추론보다도] 더 설득적이고 명료하다. 그리고 귀납은 감각에 의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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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버리는 작업들이 바로 들뢰즈가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이다. 이

는 재현적인 동일성 이론들이 갖는 기만적 행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인의 모델에 기초한 인식능력들의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공통감들

은 진정한 의미의 공통감과 인식적 발생을 형성하지 못한다. 다음 장에

서 상세히 고찰되겠지만, 지성의 논리적 공통감, 재인의 실천적 모델인

도덕적 공통감, 미감적 공통감들은 한 인식능력의 지배적인 주재하에 조

건적인 인식을 형성할 뿐이며, 그 근저에는 바로 이 재인의 모델이 형성

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인이 “가변성을 띠는 가운데 인식능력들의 올바른 사용을 고

정”(DR 179/306)해 버림으로써 재현의 교설과 법칙들이 등장한다. 재인

은 스스로의 지배적 위치에서 대상들이 가져야할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부과한다. 그것이 재현의 요소들이다. 그것에는 “개념안의 동일성, 개념

의 규정 안에 있는 대립, 판단 안의 유비, 대상 안의 유사성 등이”(DR

179/307) 그 특정요소들이 된다. 여기서 재현적 개념은 재인 안에 있던

‘같음’의 형식을 구성하고 개념의 규정은 대립의 비교를 함축하게 된다.

또한 따라야할 어떤 기준에 대한 동일성의 추구에 대한 정당화는 대상들

에게 유비와 유사성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현원리들은 실은 인식

주체에 종속되고 그로부터 재생산된다. 재현의 일반원리이자 인식들의

주체인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는 “이 요소들의 원천이자 이 모든 인식

능력들의 통일이다”(DR 180/308). 인식 주체는 코기토라는 명제 하에 자

기동일성의 어떤 ‘자아’라는 대상을 정립시킨다. 따라서 코기토의 재현적

원리는 동일성이라는 원칙하에 개념과 대상을 정렬시키고 창조의 시간은

재생산과 재기억의 순간들로 대체 된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재인과 재현

의 교설의 확립이 야기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

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차이가 재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나 개

념적으로 파악되는 어떤 동일성, 판단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유비, 상상

에 의한 어떤 대립, 지각상의 어떤 상사성과 관계 맺을 때이다”(DR

잘 알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공통된다.”(105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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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 따라서 “재현의 세계는 차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유”하지

도 못하고 반복을 “대자적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사유” 하는데 실패한

다. (DR 180/308). 즉 재현의 세계는 차이의 세계, 곧 있는 그대로의 실

존의 세계를 무력화시킨다. “철학적 재현은 열린 사유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억견을 보편화하고 이미 확립된 가치들의 목록에다 사유를 끼워

맞추는데 노력한다.”65)

이에 더하여 양식과 공통감의 “보편적 본성의 사유”라는 전제를 강화시

켜주는 5번째 공준은 ‘오류’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재난적 사태를 “오

류”의 형태로 환원시키려는 자동적 인식이다. 보편적이고 ‘참’과 친근하

며 ‘선(善)’한 본성은 어떠한 재난을 단지 실수, 결여에 의한 오류로 가정

한다. 왜냐하면 본성상 완전한 것은 잘못될 수 없고,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믿는 일”, 즉 실수 말고는 재난적 사태란 없는 것이다.(DR

193/329) 데카르트의 『성찰』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관점을 확인시켜준다.

내 자신이 최고 존재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결여하고 있기 때

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류 그 자체가 신에 의존하는 어떤 실재

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여일 뿐이며, 따라서 내가 신으로부터

잘못을 범하는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

해 신이 나에게 부여한 능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범

하는 것이다.66)

이것은 어떠한 완전함으로부터, 어떤 가정된 완전함(그것이 신이든 이

데아든)으로부터의 결핍은 나의 오류이며, 모든 인식은 완전하게 가정된

‘무엇’ 아래에 포섭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오류는 그 자체가 “어

65) 안 소바냐르그 .들뢰즈, 초월론적 경험론, 111

66) 르네 데카르트 지음, 성찰,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

석, 이현복 옮김. Edited by 이현복 and Ch Adam. (서울: 문예출판사, 1997),

82. Originally published as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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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공통감의 형식을 증언”하는 것이다.(DR 192/329) 따라서 완전한 본성

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가정된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립, 유비, 유사성, 동일성”이라는 재현의 형식을 절대적 가치의 기준

으로 삼아 그 정당성을 지지시켜준다. 따라서 오류의 공준으로 인해 재

현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의 사유라는 공준은 더욱 강화된다.

3-4. 인식능력들의 비조화적인 사용, 상기의 신화 서사

그렇다면 도덕적 독단과 그에 따른 재현적 사유의 강요를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차이’ 그 자체의 사유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들뢰즈는 그

재현적 사유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을 “마주침” rencontre 이라고 부른다

(DR 182/311). 플라톤의 『국가』 7권에 보면 동굴안의 어둠속에 갇혀

있던 수인이 태양빛 아래에 놓이면서 햇살에 시력이 적응이 되고난 후,

사물과 자연을 보고 태양을 중심으로 네 가지 계절이 생기고 변하는 우

주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과거의 어둠의 생활에 대한 원인까지 깨닫게

된다. 즉, 어둠속에 있던 수인은 이성과 지성으로써 앎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감각의 ‘마주침’으로 인해 각성을 하고 앎을 얻게 된다.

따라서 들뢰즈는 그를 ‘이성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감각적인 존재자’로

정의한다. 폭포와 같은 이 감각적 체험은 마치 “플라톤이 지적했던 것처

럼, 그와 같은 사태는 기억을 뒤흔들고 사유를 강제하면서 그런 강요의

체험을 다른 인식능력들로 전달하고 그 능력들을 무기력한 마비 상태에

서 깨어나게 한다”(DR 305/505). 그가 마주했던 마주침의 대상들은 “오

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으며, 또한 이 마주침의 대상은 “재인과 대립”

하게 된다 (DR 182/311). 왜냐하면 재인 안에서의 감성적인 것이란 재인

의 기억, 상상등의 작용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감각적인

것”은 감성적인 것의 “존재자” 이며 소여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

해 소여가 주어지는 것이다.(DR 182/312). 따라서 이것은 마주쳐지는 것

이지만 경험적 직관속에 기억의 대상으로 표상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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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을 넘어선 어떤 감성의 원천적 차원의 대상이며 비표상적 기호를 대

변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경한 경험 속에서 순간적으로 독해를

강요당하는, 어떤 기호들의 순간적인 집단적 수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어떤 순간적인 각성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사유를 강제

한다. 직관적 표상을 낳지 않는 이 마주침의 대상은 “그 기호가 마치 문

제를 머금고 있었던 양, 마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양 그렇게 강요

하는 것이다”(DR 182/311). 여기서 들뢰즈는 이 ‘마주침’에서 나오는 문

제나 물음이 “어떤 초월론적 기억의 독특한 대상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왜냐하면 이 초월론적 기억은 오로지 상

기”밖에는 될 수 없는 것들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주는 것에서

“어떤 배움[앎]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DR 182/311). 플라톤에 따

르면 우리의 앎은 사고나 경험적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혼에 남아있던 초월적인 이데아에 대한 어떤 전생의 기억들에 의해 ‘상

기’된다고 한다. 플라톤의 상기에서 어떤 초월적 사유의 실행이 연상되는

이유는 플라톤의 상기가 “태고적이거나 기억되어야 할 과거의 존재를 파

악한다고 주장하지만”(DR 182/311), 플라톤에게서 상기되는 대상들은 개

인의 경험적 차원에서의 재인과 재현에 따른 기억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경험적 실행 안에서는) 또한 상기 불가

능한”(DR 183/313)것이며 망각이란 사태에는 본질적 망각과 경험적 망

각의 이중의 층위가 존재한다. 나에게 경험적으로 망각된 것은 ‘망각’되

었을 만큼 너무 오래거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금 의식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망각’ 된 것이다. 나에게는 물리적 사건이든 의식의 사

건이든 그것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것은 나의 현재 속에서, 의식 속에서

‘망각’되었고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험적 기억에는 없는 “초월론

적 기억이 파악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고 일차적으로 오로지 상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DR 184/313) 바로 이것이 플라톤의 상기가 내포하

는 초월론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초월론적 기억이란 “우연한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존재 자체이자 모든 시간의 과거이다”(DR

184/313). 이것을 실제로 집단적 무의식속의 공유된 기억이나 천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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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되살린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종래 사유하

지 못했지만 마치 상기되듯이 떠오르는 새로운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월적 실행의 관점에서 ‘감각밖에 될 수 없는 것’의 존재는 연쇄

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감성은 마주침을 통해 감각되어야 할 것

sentiendum을 감각하도록 강요되지만, 이번에는 감성이 다시 기억을 강

요하여 기억되어야 할 것 memorandum, 오로지 상기밖에 될 수 없는 것

을 회상하도록 만든다. 또 마지막으로 초월론적 기억은 다시 사유를 강

요하여 오로지 사유밖에 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사유되어야 할 것

cogitandum”을 강요하여 철학적 본질을 파악하게 만든다. (DR 184/314)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이 플라톤의 상기론이 의도 했던 순수한 초월적

실행의 형식인가? 들뢰즈는 세가지 심급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그렇지 않

다고 부인한다. 첫째, 플라톤의 “『국가』는 본질적인 마주침의 대상, 모

든 재인과 구별되어야 하는 대상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상반적인

감각 작용’의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DR 184/315) 들뢰즈는 이 정의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고정적인 대상의 표상에 대립하여 상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질적인 것(단단한 것, 큰 것 등은 동시에 상대

적으로 무르고 작을 수밖에 없다)을 감성적인 것의 존재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순수한 감각 그 자체의 존재자가 아니라 “어떤 순수한 질적 존재

자”와 혼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DR 185/316). 게다가 둘째 심급은

재인과의 관계인데, 플라톤은 ‘상기되는 대상’을 ‘재인되는 대상’과의 ‘유

사성’에 의해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즉 “오로지 상기안의 상사성 형식을

통해서만” 파악된다는 것이다.(DR 185/316) 이는 과거의 존재와 ‘과거적

인 존재자’를 혼동하는 것이고, 상기 서사안의 ‘과거’는 실재의 현재였던

경험적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이거나 신화적인 현재를” 내세운다

는 것이다.(DR 185/316). 상기는 과거의 신화의 도입을 통해 “사유 자체

에 시간과 시간의 지속을” 끌어들였지만 이는, 영원회귀가 아니라 “자연

학적 순환 주기”로만 도입되어 “재인의 모델을 위한 어떤 도피처”를 제

공할 뿐이다.(DR 185/316) 다시 말해, 재인은 경험적 과거와 현재의 표

상이라는 두 극점의 순환이라면 상기는 신화속 과거와 현재라는 두 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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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환일 뿐이다.

세 번째의 심급은 오로지 사유밖에 될 수 없는 “순수사유의 심급”이다

(DR 185/317). 상기되는 것들은 이데아로서 분리되어 있는 절대적인 ‘상

반자’로 규정된다. ‘큼’big 은 단지 ‘큼’이고 ‘작음’은 단지 ‘작음’이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일 수 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상기속에서 캐내어진 본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

에 “실재적 자기동일성의 형식”을 따른다.(DR 185/317) 이것들은 또한

모두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선(善)의 이데아’와 강력한 친연성을 가진 것

들이고 따라서 플라톤은 “독단적이고 도덕적인 사유의 이미지를 그려낸

첫 번째 인물”이었으며 모든 인식능력들의 우월한 사용도 모두 “감성적

인 것 안의 대립 형식, 상기 안의 상사성 형식, 선 안의 유비형식”에 종

속시킨다(DR 185/317). 따라서 플라톤의 상기론이 관여하는 신화는 ‘재

현의 서사’일 뿐이며 어떤 독단론에 대한 토대를 준비시켰을 뿐이다.

3-5. 초월론적 경험론

4절 까지 논의해온 과정들은 그렇다면 초월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

을 요구한다. 초월론이 “경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경험 인식을 가

능하게 하는 인식의 체계에 관한 이론”이라는 칸트식의 정의를 이의 없

이 받아들인다면, 초월론이 “우월한 실행이나 초월적 실행”이라는, 경험

성을 넘어서는 인식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갈 것이다 (DR

186/318). 공통감은 “모든 인식능력들의 경험적 사용을 측정”하여 “인식

능력들간의 협력의 형식 아래 각각의 인식능력에게 되돌아오는” 경험적

원리를 기초로 구성된다. 반면 초월론적 차원이란, “일상적인 경험적 형

식들로부터는 귀납” 될 수 없다(DR 186/3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재인에 관한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공통감을 형성하는 이론들은 “일상

적인 경험적 형식들로부터” 귀납하여 원리를 구성하고 “경험적인 것을

기초로 초월론적인 것을 전사하여....초월론적 경험론을 대체”했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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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18). 따라서 초월론적 경험론의 정당한 철학적 인식은 경험론적 차

원을 기초로 하는 공통감의 형식이 주는 양식, 공통감, 재인, 재현적 사

고를 벗어나 각 인식능력들의 한계성에 대해 반성하고 거기서 철학적 사

유방식의 새로운 양태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동일성의 차원에서 구성

되는 원칙을 사유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초월적 우

발점”(DR 188/321)이라는 시점으로 사유의 출발을 요구받는다. 이는 “어

떤 공통감, 어떤 이성, 어떤 보편적 본성의 사유의 형식아래 머물러 있

는”상태를 거부하는 것이다. (DR 188/321). 철학적 사유의 태도가 재현

적인 일상성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차이’ 그 자체에 대한

사유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재현적 형식의 철학들이 대표하는 “대립, 유

사성, 동일성, 그리고 심지어 유비까지도 차이의 이런 여러 가지 현시 작

용들에 의해 산출된 어떤 효과들”, 즉 차이적 반복이 일으켰던 사태들이

경험적으로 귀납된 사후적 효과들일 뿐, 그것들이 “차이를 자신에게 종

속시키고 어떤 재현된 사태로 만드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

다.(DR 189/323).

초월론적 이념론이 지향하는 것은 이러한 재현적 형식들을 극복하는데

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재현적 형식을 만드는

인식능력들에 관한 이론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월적 인식론

의 인식능력 이론은 칸트의 3비판서에서 시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인식

능력이론에 대한 고찰과 비판을 수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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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칸트 인식론이 제기하는 공통감과 발생에 관한 과제들

우리는 앞장에서 재현과 재인의 인식을 생산하는 공통감이라는 항목이

칸트로부터 유래함을 보아왔다. 그런데 들뢰즈는 자신의 초월적 이념론

속에서 칸트를 수없이 참조하고 비판한다. 다음과 같은 다니엘라 보스의

말처럼, 들뢰즈의 초월론적 기획이 칸트로부터 유래함은 공공연한 사실

이다. “들뢰즈의 초월적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그것은 확실히 칸트주

의에 기원한다. 그러나 들뢰즈는 그 개념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보는

것을 (i.e.발생의 문제에 대한 해명의 실패) 해결하기 위해 ‘초월론’이라는

칸트주의의 개념을 변형하고 그것을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 그 자체에 대

항하기 위한 무기로 바꾸었다.” 67) 그렇다면 들뢰즈에게 참조되고 비판

된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칸트는 3비판서를 통해 입법적 인식능력들에

대한 연역 논증을 통해 초월론적 인식론의 얼개를 구성한다. 이 3비판서

에는 인식능력간의 일치가 항상 중요한 과제였고, 이 인식능력들 간의

일치는 ‘외생성과 내재성간의 이분법’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

이 들뢰즈가 파악한 사안이다. 그런데 그 선결문제는 양식과 유사한 공

통감의 증명이라는 과제 또한 수반한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공통감68)이라는 말로는 공통[공동체]적 감각의 이념을

뜻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이를테면 전체 인간 이성에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칫 객관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주관적인 사적 조건들로 인해 그 판단에 해로운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의 반성에서

다른 모든 사람의 표상방식을 사유 속에서 (선험적으로) 고려하는

나의 판정능력의 이념을 뜻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67) Voss, Conditions of Though,, 5

68)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gemeinsinn과 sensus communis 두 가지 단어

를 혼용해서 쓰는데, 맥락적인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의미는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단어 모두 ‘공통감[각]’(共通感[覺])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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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을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낱 가능적인 판단들에 의지해보고, 또 한낱 우리들

자신의 판정에 우연적으로 부수하는 제한들을 사상하여 스스로

타자의 위치에 서봄으로써 일어난다. (KU B157)

이 공통감의 의식은 『판단력 비판』에 와서야 전제된 것이 아니다. 그

가 『판단력 비판』에서 공통감이라는 표지를 하기 이전에도 인류 보편

적인 인식의 능력이 모두에게 잠재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은 다

음 『순수이성비판』의 구절로 확실해진다.

나는 여기서, 철학이 인간이성을 위한 비판의 힘든 노력을 통해 얻은

공적–이 공적이 결말에 가서는 한낱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이다 –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소간 언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대체, 모든 인간에게 관계되는 인식이 보통의 지성은

뛰어넘어야 하고, 철학자들에 의해서만 여러분에게 들춰내보여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여러분이 불평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까지의

주장들이 옳다는 최선의 확인서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리

볼 수 없었던 것을 들춰내 보여주니 말이다. 곧 자연은 인간들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어 있는 것에서 그것을 편파적으로 분여했다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며, 또 최고의 철학도 인간의 자연본성의 본질적

목적들과 관련해서는 자연이 가장 보통의 지성에게도 수여했던 지도

이상으로 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KrV A831/B859)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식]능력들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

능력들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화로운 균형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건전하고 올바른 본성의 이념”(PCK 33/51), 인식 주체들 간의 진

정한 공유가 상정되는 공통감의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곧 “최고

의 철학”이라 할지라도 자연이 부여한 어떤 공통적인 인식 밖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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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앎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공통된 인식

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식론의 시각에서는 선결과제가 하

나 더 요구 된다. “칸트 철학이 가진 가장 독창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능력들의 본성이 서로 다르다는 이념”(PCK 33/51) 인데 칸

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는 미감적/감성적 공통감, 건전한 지성

에게는 논리적 공통감”(KU B160) 이라는 판단의 종류가 분리되어 구분

될 수 있고, 각기 다른 조합의 인식 능력들 간의 일치가 선결되지 않고

서는 인식 주체들 간의 공통적 인식, “보편적 전달”은 불가능하다는 요

청을 기술하고 있다.(KU B160)69) 그렇다면 문제의 초점은 이리로 옮겨

진다. ‘공통감은 진정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인식능력들 간의 일치란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것이다.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철학』과 『칸트

철학에 있어서 발생의 이념』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탐문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이념론을 구성하는 초월적 인식론의

정당성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감이라는 용어가

이중적 방향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한다. 하나는 인식주체들에게 보

편적인 앎의 본성이라는 암묵적인 외재적이고 횡적인 가정이며, 다른 하

나는 인식능력들 간에 일치되는 공통감이라는 내재적이고 종적인 목표이

다. 그러나 이 내재적 목표 또한 칸트 스스로가 내린 결론의 방향성과는

다른 쪽에서 목적이 충족되어진다. 그것은 ‘숭고’와 ‘자연목적적 개념’ 이

라는 것이 선취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비판논증의 시각은 종적인 목표들

의 오류들에 모아질 것이며 공통감의 정당성은 ‘숭고’와 ‘자연목적적 개

념’ 속에서 합치될 것이다.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권의 책을 썼고, 2편

의 논문을 썼다. 칸트에게 있어서 ‘발생’과 관련해서는 주로 미학적 차원

에서 들뢰즈와 칸트와의 관계, 특히 숭고의 미감에 관련한 공통감의 발

69) 미감적 공통감의 활동에 대하여 칸트는 이렇게 기술한다. “오직 자유롭게

있는 상상력이 지성을 일깨우고, 지성이 개념들 없이 상상력으로 하여금 합

규칙적인 유희를 하도록 할 때에만 표상은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합목

적적 상태의 내적 감정으로서 전달 된다” (KU B161,V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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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라는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으나, 칸트가 예시한 이념의 발생은 숭고

의 문제를 포함한 4가지가 있다. 특히 마지막 4번째인 ‘자연목적적 개념’

은 들뢰즈의 생성적 존재론에 앞서는 예비적 고찰이 될 것이다. 이 장에

서는 공통감에 관련한 들뢰즈의 칸트의 인식능력과 발생이론에 대한 논

증을 해명하고 칸트의 초월론이 남기는 과제에 대한 비판논증과 해법을

들뢰즈의 시각에서 해명하기로 한다.

4-1. 인식능력들과 일치의 문제

칸트의 3비판서에는 다양한 인식 능력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감성, 지

성, 이성 외에도 판단력과 상상력 또한 인식능력으로서 열거하고 있다.

각각의 인식능력은 대상을 갖으며 대상에 대해서 입법하며 상위 형식을

띤다. 즉, 능력이 자신이 다른 대상이나 인식능력에 대하여 입법적인 위

치에서 규정적인 법칙들을 산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이 상위

형식을 갖는다고 말한다....그러므로 상위 형식의 관점에서 고려된 능력은

자율적이다. 각각의 비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상

위 인식 능력은 있는가? 상위 욕구능력은 있는가? 즐거움과 고통의 상

위 형식은 있는가?”(PCK 9/20) 그런데 각 인식들은 하나의 표상이 아닌

그 표상외의 다른 표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상들을 종합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은 2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후험적이고 경험적인

종합이며, 하나는 선험적인 종합이다. “선험성의 특징은 보편성과 필연성

이다”(PCK 9/22). “종합이 경험적일 경우 인식 능력은 하위 형식으로 나

타난다. 이 경우 인식 능력은 자신의 법칙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PCK 9/22) 경험들 속에서 사후적으로 찾아낸다. 그러나 “선험적

종합은 상위 인식 능력을 정의한다. 확실히 상위 인식 능력은 대상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어떤 법칙이든 대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반대

로 대상에다 표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험

적 종합이다”(PCK 9/22). 이로부터 우리는 선험성이 선험적 표상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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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인’같은 것이 그러하다. “원인은 귀납의 소산이

아니라 경험 가운데서 발생하는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

험적 개념이다” (PCK 9/22) 즉 “선험적이란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지 않

는 표상들을 일컫는다”(PCK 9/22). 여기서 우리는 초월론 철학이 갖게되

는 ‘선험성’이라는 첫째 인식원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표상들은 어떻

게 필연적으로 경험에 작용되는지 해명이 필요하며 경험 안에서 현전하

는 “이 표상들이 왜, 필연적으로 우리의 선험적 표상을 결정하는 원리들

과 동일한 원리들에 종속되는가?”(PCK 22/36)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바로 여기서 이 원리들에 대한 ‘권리상’의 증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곧 ‘초월적’ 원리를 요청하게 된다. “‘초월적’이란 경험을 우리의

선험적 표상들에 필연적으로 종속시키는 원리들을 일컫는다”(PCK 22).

따라서 우리는 인식론에서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통일적 심급이 어떠한

초월성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초월적 관점에서 다른 인식능력들간의

일치와 초월적 원리와의 조화에 대한 해명을 요청받게 된다.

지성은 상상력의 종합을 통해서 현상에 입법한다.(KrV A99-130) 지성

은 현상에 바로 입법하지 않는다. 상상력의 매개를 통해서만 입법하는데,

상상력은 잡다에 대해 포착과 재생의 종합을 수행한다. 상상력은 종합만

을 수행할 뿐 직관에 대해 규정적 입법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

의 개념 밑으로 가져온 표상은 다시 상상력에 의해 직관에 재현되며 이

러한 능력을 도식이라 한다. 이 도식은 “상상력의 고유한 활동이다. 오직

상상력만이 도식을 산출하는 활동을 한다”(PCK 29/45). 즉, 유적인 보편

적 개념조차도 도식에 의해 상상력은 직관의 표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상력은 지성이 주재하거나 또는 지성이 입법적 능력을 가질 때에만 도

식을 산출한다. 상상력은 사변적 관심 속에서만 도식을 산출 한다”(PCK

29/45). 도식은 지성에 종속적인 능력이며 지성의 규정 속에서만 활동한

다. 지성은 판단하고, 이성은 추리한다. “지성 개념이 주어져있는 상태에

서 이성은 매개항, 즉 그 지성 개념의 외연에 전적으로 포함되는 다른

개념을 찾는다. 이 다른 개념(매개항)은 한 대상에 대한 첫째 개념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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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건 짓는다(‘인간’은 ‘가이우스[사람 이름]’에 대한 필멸성[죽는다

는]의 속성을 조건 짓는다” (PCK 29). 70)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주와 같

은 선험적 개념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것보다 상위의 매개항을 어디에

서 찾을 것인가? 그 상위의 매개항이 바로 초월적 이념이라고 들뢰즈는

답한다. “선험적 개념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떤 다른 개념에(심지어 선험적 개념에조차도) 의지

할 수 없다. 대신에 이성은 경험가능성을 넘어서는 <이념들>을 형성해

야 한다. 그래서 이성은....모종의 방법으로 초월적 이념들을 형성하는 방

향으로 나아간다” (PCK 30/47. 강조 꺽쇠는 필자) 이 모종의 방법들이란

무한한 조건들(제약들)의 총합이며,71) 이로써 이념은 무제약자가 되며

이는 인식의 최종적인 심급이 된다.

4-2. 공통감의 과제

공통감으로 이어지는 인식능력들 간의 일치라는 과제에 대하여 3가지의

공통감이 제시된다. 지성의 입법능력이 주체가 되는 논리적 공통감, 이성

의 입법능력이 주체가 되는 도덕적 공통감, 미적 판단력에 관한 미감적

공통감이 그것들이다. 들뢰즈는 칸트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다. “칸트에

따르면 능력들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치는 공통감각을 정의한다. 칸트

는 공통감각이 이처럼 능력 집단의 선천적인 일치를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가 이 공통감각을 단순하게 개별적인 경험능력과 같

은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비판한다.”72) 여기서 논리적 공통감은 지성의

70) 이 예는 『순수이성비판』 변증론 1편 2절에 나오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렇

다. ‘가이우스는 죽는다’는 경험에서 얻어진 명제이다. 여기서 주어가 포함되

는 상위의 개념, 즉 ‘인간’이라는 개념이 갖는, 모든 외연에 걸쳐 타당한 조건

(모든 인간은 죽는다)을 찾아내서 포섭한다. 그것을 다시 경험적 대상에 적용

하여 그에 대한 인식을 규정한다. ‘가이우스는 죽는다’ (모든 인간이 죽기 때

문에 인간에 포함된 가이우스는 죽는다)

71) 주 88) 참조.

72) 들뢰즈, “칸트 미학에서의 발생의 이념”, in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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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규제능력이 주재한다. 감성계의 현상은 상상력의 종합을 통하여

범주 하에 지성의 개념 밑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상상력이 도식을 산출

하기보다는 “공상을” 하고, “지성이 개념을 현상에만 적용하는(‘실험적

사용’)대신 그것들이 즉자로서의 것들처럼 사물에 적용하기를 주장하는

(‘초월적 사용’)” 비합법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PCK 37/57). 그러나 “가

장 심각한 문제는, 이성은 지성 개념에 적용(‘내재적 또는 규제적 사용’)

되는 대신에 직접 대상에 적용되기를 주장하고, 또 인식의 영역 안에서

입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초재적 또는 구성적 사용’)”(PCK 37/57).여

기서 우리는 논리적 공통감이란 결국 지성의 입법적 규제 하에서만 합법

적으로 적용되는 한계적 공통감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이성

은 입법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칸트

는 ‘도덕적 공통감’으로 답변한다. 우리는 어떤 실천적인 도덕율을 감성

적 표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어떠한 재화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전

제로 한 득실을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재화로 인한 이익이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체감의 이익

이 달라지거나 혹은 부(負)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행복

감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도덕법칙

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므로 지성이 입법하지도 않으며 상상력이 상관되

는 영역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적 도덕 법칙에 대해 이성은 스스로

입법하며, 입법의 영역은 지성의 대상도 감성의 대상도 아닌 이성 스스

로의 대상이다. 게다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이상, “예지적 존재,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 인과성을 부여받은 예지적 또는

초감성적 세계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한다”(PCK 45/67). 자유의지가 감성

적 자연세계의 인과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자유의지의 정의

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이성이 입

법한다는 사실이 정립된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감성의 직관과 제약들

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다. 그리고 초감성적 자연은 감성적 자연으로부

터 독립해”(PCK 60/82)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렇다면 도덕성이란

결코 “감성적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그런데 “도덕적 선의 실현은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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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법칙들을 따르는)감성적 자연과 (초감성계의 법칙을 따르는)초감성

적 자연의 일치를 전제” 할 수 밖에 없다(PCK 60/83). 그리하여 실천이

성은 도덕법칙의 목적 자체로서인 이성적 존재에게 “실천적 사용에 있어

서만 완벽하게”될 뿐이다(KpV V121).

그런데 우리가 반성적 판단력이 작용하는 미감적 공통감이라는 인식에

있어서도 한 능력이 다른 능력을 종속시키는 지배적인 위상은 변하지 않

는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감정적 판단에 있어서 아무런 규정적

범주를 갖지 않는다. 모짜르트의 음악과 아테네 조각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어떠한 완전한 합법칙적인 논리적 규칙도, 그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규정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을 개념 밑에 종속시키는 규정적

판단력은 오로지 지성의 범주이다. 그런데 쾌,불쾌와 미와 추에 관한 최

종적인 판단 그 자체는 개념적 술어이다 (아테네 조각상은 아름답다. 술

어인 아름답다는 미(美)라는 추상적 개념이다). 따라서 규제되지 않은 상

상력의 최종 판단과의 자유로운 일치가 있기는 하나 어떤 판단의 유(類)

아래 종속되기는 매한가지이다. 단지 상상력은 규제됨이 없이 표상의 술

어를 자유롭게 찾아 갈 뿐이다. 규정적 판단력이 보편이 주어진 상태에

서 특수를 보편에 끌어들이는 반면, 반성적 판단력이 보편이 주어져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특수를 보편 안으로 끌어들이는, “다시 말해

순수하게 자유로운 상상력은 특정화되지 않은 합법칙성을 지닌 지성과

조화한다.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상상력은 ‘개념 없이 도식을 산출한

다’73)”(PCK 71/95). 이로써 우리는 인식능력들이 갖는 조화의 상태, 앎의

일어남이란 하나의 인식 아래 다른 하나의 인식이 종속되는 규제적 조건

에 종속되는 상태를 갖는다는 귀결을 갖게 된다.

4-3. 공통감의 발생과 이념의 현시

위 절에서 보았듯이 그렇다면 공통감의 목표였던 인식능력간의 일치의

73) KU § 35, V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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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종속적인 규제가 진정한 답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런 식의 조화

는 언제나 균형 잡힌 조화, 구속된 조화, 규정된 조화이다”74) 왜냐하면

사변적인 관심 안의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두 비판 속에서는 언

제나 입법을 하는 규정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75) 이것은 상호 조화

로 볼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이몬과 피히테는 어떤 근본적 물

음을 던진다. 칸트는 발생적 방법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것이고

칸트는 사실에만 의존하고 그 사실에 대한 ‘조건’만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다. 여기서 칸트는 어떠한 미리 전제된 능력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선 가정을 통해76) 위에서 본 결론같이 주재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한 균

형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그 뒤 마이몬의 문제제기는 “비판 일반이 단순

한 조건부여”77) 이기를 멈추고 어떤 “선험적 발생”이 되는 동기가 된다.

인식의 발생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인식이 단지 조건 지워진

규정 속에서만 산출되는 것이라면 예정 조화처럼 실존적 인식은 모두 인

식주체 이전의 주재적인 어떤 절대적인 법칙들 속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다양한 생성적 실존 또한 인식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연쇄적으로 조건과 외생적 소여라는 2분법을 벗어날 수 없

으며 진정한 초월적 인식론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칸트는 ‘숭고’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 숭고란 우리가 “자

연의 무형의 대상이나 기형의 대상(광대함 또는 강력함)과 맞닥뜨릴 때

체험되는”78) 인식인데, 이 때 상상력은 자신의 종합능력의 한계에 봉착

한다. 상상력은 연속적인 포착과 동시적 총괄이라는 두 차원의 활동이

있는데 상상력은 엄청난 거대함이나 힘과 마주쳤을 때, 최대치에 이르러

자기 능력의 한계선을 맞닥뜨린다. 상상력은 재생과 재현을 위해 유한한

영역으로 표상을 종합시키는 능력이고, 이성, 이념만이 개념들의 무한한

총괄이라는 어떤 무한성을 담지하고 있다. 따라서 둘은 본성이 다른 인

74) 들뢰즈, “칸트 미학에서의 발생의 이념”, 185

75) ibid. 185.

76) ibid. 194.

77) ibid. 194.

78) ibid.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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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능력이며 자체로서 불일치되는 인식능력이다. 그러나 광대함과 폭력

에 이르러서는 상상력의 유한한 영역의 종합은 깨어지고 이성일반만이

갖고 있는 무한의 영역과 일치하게 된다.

이 같은 불일치의 한복판에서 그 어떤 일치가 탄생한다. 사실

칸트가 능력들에 대한 변증법적인 개념화에 이 경우보다 더 가

까이 다가간 적은 없었다. 상상력이 이성에 의해 감성적인 것 속

에서 자기 한계의 현존을 항해 몰아세워진다면, 역으로 이성은

상상력에 의해 이성 자신 스스로가 이 무한한 감성적인 세계를

위한 초감성적인 기체 substrat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

게 된다. 맹렬함을 체험하면서 상상력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상력은 자기 고유의

한계를 대상으로 취해나가면서 어떤 초월적인 실행을 하기에 이

른다. 즉 모든 부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상상력은 그 자신 스스

로가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이념

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을 자기 자신에게 표상함으로써 또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접근 불가능성을 감성적인 자연 속에서

현시하는 어떤 것으로 만든다.79)

즉, 숭고에 이르러서야 인식능력은 진정한 공통감을 형성한다.80) 숭고감

은 어떠한 한 인식능력이 다른 인식능력을 주재하지 않으며 두 인식능력

의 조우 자체가 ‘숭고감’의 발생을 산출시킨다. 비로소 숭고의 분석에 와

서야 ‘발생’에 대한 인식적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81) 숭고이전

79) ibid. 196.

80). 조 휴즈는 이념을 점진적 규정으로부터나 우발점 발생에 뒤따르는 산출물

로 보고 있다.(Hughes 2008, 108, 114).이는 명백히 오류다. 왜냐하면 앞서도

보았듯이 이념은 수동적인 종합의 능력이고, 무한한 개념의 조건자들의 총괄

이지 발생되는 산출물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현시적 대상들의 원천이다.

81) 여기서 안 소바냐르그는 이념이 “사유를 그것의 무능 및 근거와해(인식 능

력들의 우월한 사용)와 폭력적으로 관계짓는 인식 능력들의 불일치하는 사용

속에서 시간적, 비자발적 침입에 의해 부과된다“ (소바냐르그 2016, 330) 며

숭고의 발생을 기술하는 듯한, 시간상에서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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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인식능력들의 논리적, 도덕적, 미감적 공통감에 대한 논의는 일치

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아주 이상한 난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숭고의

분석 이전에는 기실 인식의 산출에서 이념은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념은 보편자들의 통일이고 무조

건자로서 무한한 내포와 외연을 지녔다. 그런데 왜 이념이 허깨비처럼

아무 역할도 없었을까? 이념은 그 자체의 본성상 인식의 원천으로서 충

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념은 현시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념의

진정한 발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만 한다. “이념은 객관

적 가치를 지녔고, 재현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에 대해 칸트는 사실

우회적인 표현으로 판단력비판에서 답변을 시도하고 있었다. 우회적이라

함은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논증한 이성과 지성의 논리적 차이에 의

한 불일치 때문에 칸트는 적극적인 표현을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이념의

현시성이라는 과제에 대해 칸트는 네 가지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1)직접적이지만 소극적인 투사를 통한 ‘숭고’ 2) 미(美)에 관한 관심이 적

극적이지만 간접적인 반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적 상징주의’ 3) 적극

적 현시이나 이차적인 다른 하나의 창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재 혹은

예술적 상징주의’ (PCK 83/110)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찰해야할, 이념

이 현시될 수 있는 4번째 양식인 ‘자연목적적 개념’에 의한 양식이다.

“이 양식은 가장 완벽하며, 목적들의 체계로서 이해된 자연 안에서 이루

어진다.”82)

자연목적적 개념에 의한 이념의 현시에 대한 논증의 기본 얼개는 다음

과 같다. 우리의 개념은 자연 속에 현존하는 존재자들의 다양한(무한한)

실존양태에 대해 개별적 규정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며 경험적으로

리적 사태가 사유의 소여성이라고 단정 짓지만 이것은 오류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숭고의 사태는 이념이 현시되는 한 계기이지, (PCK 82/110) 이념이

사유속에 주어지는 순간이 아니다. 숭고감이 체험되는 순간은 이념 발생의

특권적 사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계열의 이념의 대상들이 갖는 기원이 인식

의 폭력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으로 돌려버리면 이념들이 보편자들의 통합체라

는 들뢰즈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82) 제2비판 『실천이성비판』에 이르는 전개 중 특히 이성을 대상으로 한 파

악과 구상력 개념의 확장을 반영해서, 처음 구상에는 없던 목적론에 토대한

『판단력비판』이 적힌 제1판은 1790년 리가에서 출간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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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알 수가 없다. 지성은 실재적 경험 현상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과

이 모든 대상들의 “개별적 법칙들을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PCK

88/116). 그리고 법칙이라는 것은 필연성이 내포되는 것이고, 모든 경험

적 법칙들의 통일이란 것은 그 법칙들의 개별적 측면에서 볼 때, “오로

지 우리 인간의 것과는 다른 지성만이 필연적으로 현상에 부여할 수 있

는”(PCK 88/116) 그런 통일적인 규정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모든 통일의 원리나 기체 속에서 “전체의 표상은 결과로서의 전체 자

체의 원인이 될 것이다”(PCK 88/116). 여기서 가정되는 것은 어떠한 범

신론이나 신학적 가정이 아니다. 이 자연의 개별 법칙들의 통일을 ‘원형

적 지성’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지성은 단지 “원형적 지성과 달리 개별성

을 규정하지 못하며, 최고원인의 의도적 인과성의 원리를 제외하고

는”(PCK 88/116) 모든 경험적 현상의 합목적적 통일을 구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은 자연목적의 합목적성에 어떻게 관여되는가? 이

성은 “현상의 합목적적 통일을 표현하는”(PCK 90/117) 자연 목적 개념

의 이념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은 현상의 모든 무한한 개별성에

대한 법칙모두에 규정을 가질 수 없지만, 이성이 이 자연목적성에 대해

갖는 “이 개념은 이성을 통해서 오로지 생각할 수만 있는 인과성 아래

자연을 포섭한다.”(KU § 77) 이성은 자연목적 개념의 모든 현상의 통일

속에 있는 인과적 법칙을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가 지성의 개념으로 성립

시킬 수 있는 인과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목적 이념의 “인과성을 따르

는 결과는 실제로 자연 속에 주어지기 때문이다”(PCK 90/117). 즉, 우리

지성은 원형적 지성처럼 모든 현상에 대해 입법하여 법칙을 얻어낼 수는

없지만 이성은 무한한 원형적 지성의 자연목적 이념이라는 ‘이념’, 인과

성을 가진 이성적 이념만은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자연

목적 개념과 다른 이념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KU § 77).

여기서 들뢰즈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이중의 운동으로 정리한다. 첫째,

자연 목적 개념(원형적 지성의 것이 아닌 인간주체의)은 이성의 다른 이

념들과 달리 대상(모든 개별적 자연적 현상)을 갖게 되며, 실재적 대상을

갖게 되지만 지성개념과 달리 대상을 규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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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즈에 따르면 “사실 이 개념은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상상력이 대상

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입”(PCK 90/118)하게 되는 전기적인

순간을 맞는데, 그 결과 현상을 직관에 종합, 재현할 수 있는 상상력은

대상을 얻게 되고, 상상력의 활동은 지성이 개념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결과적으로 “지성은 이성 자체의 이념들을 따르는 개념들을 ‘갖게

된다’”(PCK 90/118). 그리하여 자연 목적적 이념-상상력의 활동-지성의

개념산출이라는 행보 속에서 모든 인식능력은 조화를 얻고 일치를 이룬

다. 이 자유로운 일치는 자연의 경험적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을 반

성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목적론적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의 두

번째 전형이다”(PCK 90/118).

둘째, 이와 반대로 “자연 목적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성적 이념의

대상을 ‘규정’ 한다. 이념은 본래 규정된 대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경

험대상들과의 <유비>를 통해 이념의 대상은 규정될 수 있다”(PCK

90/118 꺽쇠 필자). 우리가 자연목적 개념에 근거하여 상상력과 지성의

행보를 갖게 되더라도 인간의 지성이 어떤 ‘원형적 지성’을 완전히 대리

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

다. 따라서 규정능력은 결국 ‘유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간접적인

유비적 규정은 “오로지 경험 대상 자체가 이 자연적 합목적적 통일을 현

시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이 통일에 대해 이념의 대상은 원리 또는 기

체로서 기여 해야만 한다” (PCK 90/118).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서를 통

해 “유비를 통해 규정된 최고원인의 이념에까지 도달하기 위해, 다양성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려진 자연적 합목적적 통일에 대해 반성한다(『판

단력 비판』§ 68,75,85)”(PCK 91/119)는 이념을 현시하는 새로운 양식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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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적 감성론

앞장에서 우리는 칸트의 인식론이 어떻게 공통감의 형성에 관여하고 감

성과 지성의 분리라는 초월론의 오류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따라

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직관과 실존성에 관여되는 감성적 지각에 대한 숙

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성적 지각의 원천을 감각기관

에 감지되는 질적 감각으로 보는 칸트의 감성론적 전제를 쉽게 받아들이

곤 한다. 한 가지 의문은, “과연 진정으로 감성의 원천은 감각적 질인

가?”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철학적 인식의 탐구라는 것이 자연적 인식

의 근거에 머무르는 것일 수 없는데, 그 본래적 원천에 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은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감성적 지각의 탐구가

물리적 감각기관의 작용에 대한 탐구로 대체되는 경향을 띠기도 하지만,

지금 초월론적인 이념론에서 전제되는 감성이란 초월론의 원칙적 차원에

포섭되는 영역인데 과연 이것에 대해 권리증명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갖

고 있느냐 하는 것이 탐문의 방향이다.

5-1. 존재론의 원칙으로서의 차이적 강도

칸트에게서는 잡다는 소여로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칸트의 감성론에

서는 감성적 지각은 그 자체의 발생에 관한 초월론적 원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의 표현처럼 “[외적]대상의 촉발에 의하여” 소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소여의 원인은 여전히 외부 대상에 있게

되는 것이고, 경험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식주체의 초월론적 인식이

아니라 여전히 외부인 것이다. 즉 칸트 스스로 자신의 전제와 모순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경험론의 잔재일 뿐 진정한

초월론적 감성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초월적 감성론의 근본 단위는 잡

다가 아니며 그보다 근원적인 어떤 것이 되야 한다. 그 원칙인 “차이는

잡다가 아니다. 잡다는 주어진 소여이다. 하지만 그 소여는 차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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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주어진다. 차이는 그것을 통해 소여가 잡다로서 주어지는 그 무

엇이다”(DR 284/475) 즉, 차이는 감각장의 잡다가 주어지는 발생원리로

위치하며, 감성적 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잡다의 소여와 순수직관이라는

조건화 이전에 그 발생적 원리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

이는 원리이지 그 원리의 발생물인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차이는 현상

의 본체(누메나)에 가장 가까이 있다”(DR 284/475). 그렇다면 원칙으로

서의 차이는 우리의 감성적 인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차이는

감성적 차원에서도 역시 실제적인 원칙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감성의

원천은 동일성적 조건규칙 아래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로서의 실

존적 생성의 흐름이 되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실재적인 차원의 존재성

아래에 강도적 원칙이 있다고 보았다. 즉, 감성이 외생적인 상태로 주어

지는 것이 아닌 인식주체의 초월론적 원리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면,

잡다는 무작정 주어질 수 없으며 어떠한 직접인상의 소여를 가능케하는

발생의 초월론적 감성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들뢰즈는 강도라 부른

것이다. 그렇다면 강도란 무엇인가? 강도란 intensity 차이가 일으키는

개체화의 최초의 실재성의 원칙이며 그것은 질적 감각 이전에 강도장

intensity field을 구성한다. 비연장적 조건하에서도 실존성을 갖는 양(量)

의 상태를 말하며 차이나는 두 준위 간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보편적 개

념이다. 일찍이 칸트는 지각의 예취란 단락에서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

어갔지만, 칸트에게 있어서의 강도란 비연장적 조건하이긴 하지만 감각

기관의 질적 강도라 불릴 수 있는 질적 차원의 밀도성을 나타낸 것이다.

들뢰즈가 통찰한 강도란 질적 차원보다도 더 원척적인 차원의 어떤 차이

를 말하며 강도란 것 자체는 실재 발생의 인식이며 하나의 원칙이다. 강

도란 감각을 가능케하는 초월론적 원칙이다. 그것은 강도량으로 발생한

다. 강도량이란 차이를 가지는 어떤 양 quantity를 의미한다. 강도량의

발생은 매크로한 감각 이전의 발생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포착되는 차

원이 아닌 근원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어떤 에너지적 흐름으로부터 기

인한다.“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그것을 조건 짓는 어떤 비동등이 자리한

다. 모든 잡다성,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그 충족이유로서 어떤 차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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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일어나는 모든 것, 나타나는 모든 것은 어떤 차이들의 질서들,

가령 고도차, 온도차, 압력차, 전위차, 강도차 등의 상관항이다”(DR

286/476). 들뢰즈는 이 비동등적인 차이의 강도량들의 흐름에 대해 퀴리

와 카르노의 법칙으로서 초월론적인 강도를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5-2. 퀴리와 카르노의 법칙과 강도의 형이상학적 원리

들뢰즈는 강도의 인식상의 형식적 형태에 대해 정의한다. “강도는 감성

적인 것의 이유에 해당하는 차이의 형식이다.”(DR 286/476) “모든 강도

는 E-E’ 이고 이때 E 자체의 배후에는 e-e’가 있고 e의 배후에는 다시

ε-ε’가 있으며, 이런 과정은 계속 이어진다. 즉 각각의 강도는 이미 어떤

짝짓기이고 (여기서 이짝의 요소들 각각의 배후에는 다시 또 다른 질서

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짝들이 있다) 그래서 양의 고유한 질적 내용을 드

러낸다”(DR 286/476). 강도는 상상적 추론에서 나온 원리가 아니다. 앞

으로 논의될 형이상학적인 실재의 원리에 과학적 성과가 끼어드는 이유

는, 결국 실존이란 물리적 차원에서의 실재성을 전제한다. 그래서 과학

원리는 실존의 원리와 관계 없거나 유비적이거나 은유항이 아니다. 잡다

의 소여가 결국 감각기관의 미세한 감각들의 집합이라는 것은 쉽게 수긍

되기도 하는데, 이는 어떤 수준이든 자연학적 차원의 대한 지식을 전제

한다. 철학이 도저히 우리의 현재적 실존과 관련이 없는 하늘의 신학을

다루지 않는 이상, 감각기관의 인지가 닿을 수 없는, 재현적 표상을 가질

수 없는 미시적인 원리적 차원의 문제는 자연과학적 탐구에 힘입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미시적인 에너지 차원의 강도의 문제를 다룬 “카르노

의 원리나 퀴리의 원리를 어떤 초월론적 원리의 국소적 표출로 간주하려

는 시도”(DR 287/478)는 물리학을 철학에 부적합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치부하기는 힘들다. 강도란 “이미 연장 안에서 국지화되고 할당 된 어떤

에너지형식들”(DR 287/478)이며, “그 에너지 형식들에 의해 질화된 어떤

연장들 뿐이다.”(DR 287/478) 따라서 에너지 이론은 강도적 요인과 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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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의 조합을 통해 에너지를 정의한다. 이 에너지란 결국 양인데, 양

은 현상적 에너지의 수준의 차이로 정의 된다.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중력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라는 차이를 통해 운동을 하

며, 전기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전위차가 클수

록 전기의 힘(양)은 강하다. 이것이 강도량이고 앞에 말한 짝짓기의 형식

은 이것을 나타낸다. 강도량의 표지는 에너지 준위의 두 지점을 필요로

하며,83) 두 지점은 어떠한 실제적 수준이며 무한 지점이 되지는 않는다.

강도는 하나의 원칙이며, 강도량은 강도의 원칙이면서 물리세계에 적용

되는 실재의 양적 측면을 말하기도 한다.

들뢰즈는 카르노와 퀴리의 원리로부터 강도의 형이상학을 도출했다. 계

속 들뢰즈의 강도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카르노와 퀴리의 법칙에 대해

기술하고 가기로 하자. 카르노는 19세기 프랑스의 과학자로 열기관에 관

한 연구를 했다. 그는 열을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다

지금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잘 알려진 물리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것을 간단히 기술하면 이러하다.<열은 높은 온도로부터 낮은 온도로 옮

겨질 때에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와 반대의 경우는 밖으로부터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현대적인 열역학 법칙으로 다시 기술하면

이러하다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 즉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가역과정이 아니다>. 이것을 강도적 입장에서

보면, 한 고립계에서의 에너지의 비가역성 자체가 차이의 본성을 잘 드

러내주는 것이다. 에너지가 가역적이라고 반례를 가정해보자. 만일 에너

지가 가역적이라면, 에너지가 높은 쪽 E에서 낮은 쪽 E’로 흐르다가 다

시 낮은 쪽 E’에서 높은 쪽 E로 흐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의 흐

름의 양을 규정했던 두 지점 E와 E’는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등한

지점이 된다. 만물의 생성은 에너지의 흐름인데, 가역적인 세계에서는 죽

83) 간단한 예를 들면 전압차를 들 수 있다. E는 100v, E’는 1v. 그렇다면

E-E’의 양화적 강도량은 99v이다. 전류는 이러한 비동등한 전압을 가진 두

지점을 흐른다. 동등한 전압에서는 전류는 흐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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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물이 살아나고, 늙은 자가 젊어지고, 중력에 의한 낙하도 없어진다.

세상은 온통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것이다. 오로지 비가역적인 원칙만이

생성의 질서를 실존시킨다. 즉, 동일성의 가역적 세상이라면 물리적 실존

의 기초단위인 에너지는 그 준위에 어떠한 의미도 없게 된다. ‘차이’ 자

체는 부수적인 현상이 되며 모든 것은 동등한 상태가 된다. 피에르 퀴리

가 발견한 법칙은 이 차이의 법칙을 더욱 강하게 지지해주는 차이의 연

쇄성과 관련한 원리로 이어진다. <물질 자화율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

다>가 퀴리의 법칙인데, 어떠한 물질을 자화시켰을 경우, 그 자화되는

정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계열의 강도량은 인접한 계

의 강도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퀴리의 법칙의 내포하는 의미이다.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주석에 인용한 퀴리의 친구였던 J.-H

.rosny의 『과학과 다원주의』“Les sciences et le pluralisme(Alcan

1922)”, p.18 의 내용은 강도량들끼리의 상호적 연관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에너지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작용은 온도차, 전위차, 고도차 등에

서 유래한다....모든 계산 가능한 에너지는 필시 E-E’ 형식의 요인

들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며, 이 요인들 중 E와 E’는 다시 그 자체

로 e-e’ 형식의 요인들을 감추고 있다.... 강도는 이미 차이를 표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정

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주지시켜야 할 점은 강도가

동질적인 두 항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질적

인 항들로 이루어진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계열들로 구성된다는

점일 것이다.(DR 287/477에서 재인용)

즉, 모든 강도량은 독립변수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된 형태를 띠

고 있다는 것이 퀴리의 법칙이 내포하는 원칙이다. 이것들이 카르노와

퀴리의 법칙인데 이 절 앞부분에 나오는 들뢰즈의 강도의 원리가 카르노

와 퀴리의 법칙에서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들뢰즈는 이 물리 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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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추상화함으로서 형이상학적 차원에 더 접근해 간다.

에너지 이론은 강도적 요인과 외연적 요인의 조합을 통해 에너

지를 정의한다. (가령 선형적 에너지는 힘과 길이로, 표면 에너

지는 표면 장력과 표면으로, 부피에너지는 압력과 부피로, 중력

에너지는 높이와 질량으로, 열역학적 에너지는 온도와 엔트로

피84)로... 정의된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도intensio는 외연

extensio과 분리될 수 없고, 이 외연을 통해 연장 extensum과

관계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 아래에서 강도 그 자체는

연장을 채우고 있는 질들(일차적 질서의 물리학적 질 혹은

qualitas, 이차적 질서의 감성적 질 혹은 quale)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강도는 이미 연장 안

에 개봉되어 있고 이미 어떤 질들에 의해 뒤덮여 있다. (DR

287/478)

위 구절에 따르면, 들뢰즈는 강도의 원칙으로부터 사물의 질과 연장이

라는 속성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 들뢰즈의 강도의 감성론과 실존재의

분화라는 주제는 ‘들뢰즈의 감성론이 메타 과학인가?’라는 의문을 줄 수

있다. 자칫 혼동을 줄 수 있는 대목인데, 들뢰즈의 강도의 감성론은 과학

적 원리의 재편을 요청하거나 재기술하려는 메타 과학이 아니다. 들뢰즈

의 강도론은 보편적 물리법칙을 통해 파악한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시도

84) 원래 엔트로피는 열역학적 계의 사용불가능한 에너지의 흐름을 기술할 때

이용되는 상태 함수를 나타내는 용어로, 주어진 열이 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유용가능한 에너지와 반비례하는 무용한 양을 나타내며,

엔트로피가 최대일 때 열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최소이고,

반대로 엔트로피가 최소일 때 열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

연히 최대가 된다. 엔트로피는 전체 에너지가 주어진 고립계에서 절대 온도

에 반비례하는 ‘사용불가능 에너지’의 일종이다.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으로 정

지하거나 증가만 하는데, 외부에서 그 계로 유용가능한 에너지가 유입될 경

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가역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

된 에너지가 원래 있던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계

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비가역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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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존재론이다. 즉, 강도는 사물자체의 창조적 측면에 관한 이론이 아

니다. 따라서 독해의 시점은 외적 사물들의 존재성이 이미 주어졌다고

인정하고 난 뒤의 존재자들의 운동과 변화가 일으키는 인식적 측면에 관

한 것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즉, 초월적 경험론에서는 질과 연장은 외생

적 차원의 기술이 아니라 초월론적 원칙의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들

뢰즈는 “순수직관에 해당하는 공간을 강도량”으로 간주한다. 지각발생의

원칙으로서의 강도란 곧 4중의 발생원천이 된다. “도식에 해당하는 외연

의 원천, 외연적 크기에 해당하는 연장의 원천, 연장을 차지하는 질료인

물리학적 질의 원천, 대상의 지칭에 해당하는 감각적 질의 원천”이 그것

이다(DR 298/495). 즉 원칙으로서의 강도는 ‘강도량’을 배태하고 그 강도

량이란 질의 크기와 연장의 크기라는 실재적 양을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사물의 성질에는 ‘차이’가 전제되어 있다. 그 차이

성(강도)이 없이는 지각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도적 감성론에서는

차이-강도가 실존의 지각와 표상에 있어서의 보편적 원칙이 된다.

지금까지의 법칙에서 우리는 동일자의 기원과 부정성의 원리도 도출할

수 있다. 열적 죽음인 엔트로피의 증가는 동등성을 지향한다. 그런데 변

화와 운동이 없는 동등성이 지배하고 완전한 평형 상태에서는 존재성은

완전히 무화(無化) 된다. 동일성이 완전한 평형과 동등함의 상징이고 목

표라면 그것의 실상은 존재의 존재성과는 모순될 수밖에 없다. 들뢰즈는

니이체를 인용하며 동일성적인 평형의 획득이 갖는, 시간 속에서의 부조

리함에 대해 언급한다. “만일 우주가 평형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만

일 생성이 끝과 마지막의 상태를 갖는다면 이미 그것은 획득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과거의 순간처럼 현재의 순간에 그것은 획득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힘의 평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

다”85). 들뢰즈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 부당함을 더욱 확증한다. “만

일 생성이 어떤 것이 된다면 왜 그것은 오래 전에 생성을 끝내지 못했을

85) 질 들뢰즈, 니체, 철학의 주사위, 신범순,조영복 [공]옮김. (서울: 인간사랑,

1994), 91. Originally published as Nietzsche Et La Philosophie (PUF,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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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만일 그 것이 생성된 어떤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어떻게 해

서 생성하기를 시작 할 수 있었을까?”86) 따라서 차이는 열적 사망의 평

형 상태가 아닌 비동등의 변화가 연속되는 실존의 상태이며 이쪽이 되려

진정한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이는 존재성에서 추방되

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진정한 본질이다. 그리고 부정성이라

하는 것도 단지 “차이의 전도된 이미지”이며, “밑으로부터 바라본 강도

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DR 302/502) 차이를 일으키는 비가역적인 준

위를 가역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전도된 이미지가 곧 ‘부정’이다. 동일성

의 평형 상태에서는 차이는 거슬리는 것들이고 그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동일자로 환원 돼야만 한다. 따라서 그것은 ‘부정성’이 된다. 즉

“차이는 동일성에 차이를 종속시키는 재현의 요구들에 의해 전도된

다.”(DR 302/503) 차이는 평형적 동일성의 상태를 망가뜨리는 것들이다.

따라서 동일성의 입장에서는 차이는 소멸되어 동일성으로 환원돼야 하는

부수적이고 열등한 위치로 전락해야 한다.87) 물리의 강도적 법칙으로 보

86) ibid. 91.

87) 부정에 대해 좀 더 논리적으로 살펴보자. 들뢰즈는 (비)-존재와 부정의 관

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적 제한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부정이라는 그림자

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이제 마지막 귀결이 따라 나온다. 그것은 부정의 지위와

관련된 귀결이다. 비-존재는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이나 부정은 없다.

어떤 비-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의 존재가 아니라 문제제기

적인 것의 존재이다…..부정적인 것은 어떤 가상이다. 단지 문제들의 그림자

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의 형식이 언제나 어떤 명제들과 더불어

출현한다면 명제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문제를 표현하되 언제나 그 문제를 변

질시키고 또 그 문제의 진정한 구조를 감추는 가운데 표현하기 때문이다. 문

제가 가설로 번역되는 순간, 각각의 가설적 긍정은 어떤 부정과 겹치게 되고

, 이제 이 부정이 대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게 배반당한 그 문제

의 상태이다….자연안에는 가설이 없다. 하물며 부정적인 것의 이념이란 있을

수 없다”(DR 261/437).

칸트 또한 그의 이념론에서 부정의 기원과 부정을 만드는 은폐된 장치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들려준다.

“그래서 무릇 사물들의 모든 가능성은 파생적인 것으로, 그리고 오로지 모든

실재성을 자기 안에 포섭하는 것(의 가능성)만은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부정성들 – 이것들이야말로 그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이 최고로 실재적

인 존재자와 구별되는 유일한 술어들이지만-은 보다 더 큰 실재성의 ,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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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엔트로피의 정점은 차이의 소멸이며 열적 죽음의 평형 상태이며 그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이 동일성이 내포하는 존재계의 궁극적

상태이다.

∴

요약하면, 강도란 질적 감성의 더욱 근원적 차원의 인식이며 존재의 생

성적 흐름이 인식과 맞닥뜨리는 차원이다. 따라서 개념이 질적 감성의

산출로부터의 인식의 종합적 차원에 있는 것에 비해, 이념은 강도적 세

계로부터 시작하는 종합의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적 차원의 인식

은 존재와 생성에 대한 근원성에 접근하며 이념이란 개념의 차원을 넘어

선 인식의 종합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종합의 능력은 초월적 원

리를 가진 인식 능력이다. 다음 장은 강도의 세계를 종합하는 이념적 능

력의 초월적 원리에 대해 논하는 장이 될 것이다.

고 궁극적으로는 최고 실재성의 순전한 제한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들은

최고 실재성을 전제하고, 내용상 그것으로부터 한낱 파생된 것이다. 온갖 사

물들은 오직 그것들의 공통의 기체인 최고 실재성 개념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식일 따름이다. 마치 모든 도형들이란 오직 무한한 공간을 제한하는 상이

한 방식들로서만 가능하듯이 말이다” (KrV B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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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이의 이념적 종합

앞장에서는 초월적 이념론이 제공하는 강도적 감성론이 해명하는 감성

의 발생적 측면을 보았다. 칸트주의의 직관과 지성의 2분법적 구성은 감

성의 외생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감성차원의 차이적 발생이 그 외

생성을 극복하고 강도적 감성론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립하는지

보았다. 그런데 논리적인 즉자적 차원에서 ‘이념’이라는 것은 실존에 관

여되는 직관과 감성의 차원이 아닌 순수개념의 차원이다. 그렇다면 초월

적 인식은 감성차원이 아닌 순수개념의 차원에서는 어떠한 사태와 행보

를 갖는가? 최상위 인식인 순수 이념의 종합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

는 ‘미분’differential 의 형식을 갖는다. 들뢰즈는 이 문제를 주로 『차이

와 반복』의 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념의 변증법이 드러나는 구도는 3

방향이다. 첫째는 진리론적인 방향으로 플라톤주의에서는 어떠한 ‘해답’

이 목표지향이 되며 ‘물음’은 그 해답을 가기 위한 발판이 되지만 차이의

변증법에서는 그 관계는 역전이 된다. ‘해(解)’는 문제에 종속이 되고 부

차적인 산물이 되며, 차이의 변증법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문제일 뿐

이다. 게다가 차이 생성적인 세계에서는 문제는 끊임없이 물음을 양산할

뿐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부분적인 부산물인 해로부터는 해가 나오게 된

체계를 온전하게 복구하고 전체적인 장을 그려낼 수 없다. 따라서 문제

만이 그 문제가 위치하는 영역의 전체적인 체계적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한 편, 차이의 변증법은 그 운동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미분의 철학

을 지향한다. 미분철학의 정당성은 헤겔의 모순, 대립적 운동을 거부하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위해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줄곧 헤겔을

반박한다. 들뢰즈는 “[헤겔이] 거짓 운동, 추상적인 논리적 운동, 다시 말

해서 ‘매개’에 머물러 있다”고 비난하는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의 비판을

인용하며, “형이상학이 운동성과 활동성을 띠게 되기를” 원하고, “형이상

학이 어떤 동작으로, 게다가 무매개적인 동작들로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재차 원용한다.(DR 16/41) 이들은 운동을 “새롭게 재현하는 것”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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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헤겔은 모순과 대립에서 개념의 동력을 삼았지만

들뢰즈는 진정한 운동의 동력을 ‘차이’와 순수개념적 형식인 ‘미분’에서

찾는다. 그러한 이유는 앞장에서 내내 비판해온 내용이지만, 헤겔의 매개

적인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적인 개념과 동질적인 부류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개’적인 개념이 참된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

기 때문에 헤겔 변증법의 원칙이 모순과 대립이 아닌 차이의 원칙을 갖

고 ‘미분’의 형식을 도입하여 변증법을 전개하려 하는 것이다. 왜 미분

(차이)의 법칙인가 하면 “차이는 대립을 가정하지 않는다. 대립을 가정하

는 것이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가정하는 것이 대립이다. 그리고 대립은

차이를 해소하기는커녕, ...차이를 왜곡하고 변질시킨다...즉자적 차이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DR 73/134). 헤겔은 매개적인 일

반성 개념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직접성인 ‘지금과 여기’또한 “텅 빈 동

일성, 추상적 보편성으로 정립되며, 이것들은 자신과 함께 차이를 끌고

간다고 주장한다.”(DR 73/135) 그러나 차이는 차이 그 자체로만 존재하

기 때문에 “분명 [동일성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DR 73/135). 즉, 헤겔

의 변증법은 모든 차이를 동일자로 되돌리고 환원시키려는 데 비해,

들뢰즈의 변증법은 모든 차이를 차이로서 지속적으로 산출시키려 하

는 것이다.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인용한 루이 알튀세르 또한

헤겔의 “내적 원리의 단순성”을 비판하며 동일자적 개념의 환원에 대해

부정적인 쪽에 선다(DR 73/135). 변증법을 이끌어가는 개념들은 차이를

인정할 수도 또 그 안에 모두 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실

존적 차이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일반성 안으로만 용해된다. 알튀세르

는 역사원리에 적용되는 모순의 단순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사실 헤

겔적 모순의 단순성은 오로지 모든 역사적 시기의 본질을 구성하는 내적

원리의 단순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주어진 역사적 사회(그리스,

로마, 신성로마제국, 영국 등)의 총체성, 무한한 다양성을 어떤 단순한

내적 원리로 환원하는 것이 권리상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모순에서

권리적으로 획득된 그 똑같은 단순성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

다.”(DR 73/135에서 재인용) 따라서 알튀세르는 헤겔이 전제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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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적 원환이 모든 형태들이 반영되고 보존되는 단 하나의 중심만을

갖는다고 비난 한다”(DR 73/135). 따라서 “운동 중에 있는 각각의 심급

들을 구성하는 차이들은...그것들이 어떤 실재적 통일성에 기초한다 하더

라도, 단순한 모순의 내면적 통일성 안에 있는 순수한 현상처럼 흩어지

지 않는다”(DR 73/135, 들뢰즈의 주에서 재인용)88) 결론적으로 개념의

통일성은 차이적 현상을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진정한 세계자

체의 운동의 변증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이’적 변증법이 요청되

는 것이다. 또한 이념의 변증법은 차이적 운동이면서 ‘종합’적인 차원이

기도 하다. 칸트에게서는 이념은 개념의 조건자들을 통합했지만 들뢰즈

에게 있어서는 이념은 미분적 보편자들을 통합하고 종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러한 미분의 법칙이 이념적 수준에서 어떻게 보편자들을 통

합하고 종합하여 다양체라고 하는 이념적인 생성적 구조체 structure 로

서 어떻게 조직화하며 실존적 차원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논증

의 해명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크게 이념의 변증법적 미분철

학의 성격 규명, 그 종합의 연역논증, 실존적 차원에서의 이념의 현실화

라는 3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6-1.문제제기적 이념

앞서 2장에서 수행했던 비존재의 정당성의 확보는 이념론의 권리증명을

위한 근거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들뢰즈의 이념론

의 목표란 바로 ‘비존재’의 이념론 자체이며, 따라서 이 이념론의 모든

논리와 관점은 비존재성으로부터 나오며 변증법의 심급은 문제제기 그

자체이다. 소피스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존재에게 할당된 문제제기에는

정립적인 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적 질문에 정답을 확보하지

못한 생성적인 실존적 사태는 문제와 물음 그 자체를 향해 이동한다. 그

것은 바로 답의 종착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념들은

88) Louis Althusser, Pour Marx(Maspero,1965),『모순과 과잉결정』,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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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문제 제기적’ 이다.”(DR 218/369)89). “문제들은 이념들 자체

이다.....이는 이성이 무엇보다 문제들 일반을 제기하는 인식능력이기 때

문이다”(DR 218/369). 문제들 일반을 제기하는 이념의 능력은 ‘해(解)’를

구하기 위하거나 종착지로 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는 지성이 갖고

있고 답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이념의

능력을 오직 ‘이성’의 능력으로만 정의한다. 왜냐하면 칸트에게는 “오직

이성만이”, “지성의 행보들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DR 218/370).

왜냐하면 지성은 “경험적이고 부분적인 물음이나 탐색들에 사로잡혀 있

을 뿐, 자신의 행보들 전체에 체계적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문

제’를 포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DR 219/370)90) 왜냐

89) 이성의 오류추리에서 칸트는 영혼의 불멸성과 우주론과 신에 관한 변증론

을 펼치며 이념을 대상으로 한 이성추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 할

만한 점은 각 이성추리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논리의 역설이다. 여기서 각

이념을 다룸에 있어 최종적인 해가 구해지지 않는 논리적 이유는 크게 다음

과 같다.

■ 규정자가 그 규정을 자기 자신에게 재귀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많은 역설적인 논리에서 드러나는 양상이다. 규정하는 자가 규정을 받

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결국 그 논증에서는 받게 되는 규정이 규정자로

부터 와야 하는데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어 제시한 규정이 재귀적으로 올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귀결을 갖게 된다.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영혼론

의 오류추리’)

■역시 위와 관련이 있는데, 지성개념의 조건을 역으로 이념에 사용할 경

우:

지성과 경험인식은 조건지워지는 피제약자이다. 그러나 이념은 무제약자이

다. 여기서 피제약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무제약자에게 사용할 경우 오류추

리가 되며 역설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결국 칸트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 때문에 (b691-694) 잘못된 불법적 이성의

사용만을 경계하며 이념의 현실화 문제에는 모호한 태도로 불가능성만 남겼

으며, 단지 도덕적 이념(이상)만을 실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만 남는다. 왜

냐하면 순수 이성의 이러한 사용법을 인정해버리면 모순율을 충족하는 지성

개념과 달리, 상반되는 입장을 모두 인정하거나 부정해버려 모순율(혹은 동

일율)이 위반 되고 대립적인 논증이 양립하거나 모두 부정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90) 초월적 이념은 순수이성이 가상의 세계에서 아무런 종합의 대상이 없이 홀

로이 발생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현실적인 경험인식과 관계를 맺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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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지성이 구성하는 ‘해(解)’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단일하고

체계적인 장’의 형성에 충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지성이 형성하

는 국소적인 문제들이나 답으로부터는 전체적인 이념을 구성할 수 없다.

해는 어찌되었든 문제에 대해 종속적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념은 해답 없는 문제들이다”(DR 219/371). 그런데 한편으로 이념들의

“문제들은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이념들은 어떤 점에서 대상을 지니고

있다”(DR 219/371). 허나 이념은 지성적 해답을 가질 수 없거나 불충분

있기도 하다.『순수이성비판』 ‘초월적 변증학’에 나오는 이성 이념의 논리적

형성과정은 이러하다. 초월적 이념의 다른 이름은 무조건자(무제약자)이다.

이는 초월적 이념이 다른 것에 의해 조건 지워지지 않는 논리적 특성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제약자는 어떠한 형식을 갖고 있는가? 일반적인 개체

적 표상이나 개념은 그것을 조건 짓는 상위의 조건자(개념이 될 수도 있고

원칙이 될 수도 있다)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그러면 그 조건자는 더 상위의

조건자에 의해 조건 지워지고…..조건 지워지고…과정을 되풀이하여 계속 조

건의 상위 계열로 올라갈 수 있다.이렇게 칸트는 삼단논증의 대전제가 다른

삼단논증의 결론이 되어 점차 위로 조건이 상승되는 전기 삼단논법의 논리를

들고 있다. 결국 조건 지워진 피제약자는 상승계열을 따라 가다 최종 심급에

서는 그 자신은 다른 것에 조건 지워지지 않는 (규정 되어 지지 않는) 초월

적 이념인 무제약자에 이르게 되며. 거꾸로 그 무제약자는 계열의 하위에 있

는 모든 조건을 다 포섭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월적 이성개념이란 다름 아

니라 주어진 조건적인 것을 위한 조건들 전체라는 개념이다” (KrV B379) 이

는 개념이 결국에는 초월적 이념과 관계 맺는 계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렇게 초월적 이념들은 전 지성사용과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삼단논증의 결

론이 다른 삼단논증의 대전제로 하강하는 계열인 후기 삼단논법은 피제약자

들의 계열이 무한히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강적 계열의 점진적 진행은 들뢰즈의 이념의 점진적 규정과 현실화와 무관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제약자=초월적 이념은 초험적이고 초재적인 세계의 존

재자를 이름이 아니라 계열의 모든 조건을 가진 초월적 관념임을 알 수 있으

며 개념과 논리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초월적 관념이지만

논리적으로 아래 계열의 피조건자들의 모든 조건을 잠재적으로 갖춘 중심적

이고 기원적인 관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자는 내포가 넓어지면

외연도 비례해서 넓어진다) 칸트는 이러한 논리성을 갖추지 못한 관념은 말

그대로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칸트는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지

닌 이념을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사고하는 주관(주체)의 절대적 통일,

둘째 현상의 조건들이 계열의 절대적 통일, 셋째는 사고 일반의 모든 대상들

의 조건의 절대적 통일이다. 이는 순수이성의 오류추리와 이율배반으로 널리

알려진 역설적 변증론의 대상들이 된다. 이상 상술한 계열의 논리는 『순수

이성비판』, ‘초월적 변증학 2절, 초월적 이념들에 대하여’(KrV B378-389)에

나오는 이념의 논리적 형성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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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이념의 대상인 “경험 바깥의 대상[예지계]은 오로지 문제제

기의 형식을 통해서만 재현될 수 있다.”(DR 219/371). 다시 이 구조를

확인해보자. 앞서 지성이 갖는 국소적이고 경험적인 규정은 이념의 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념이 [이념의] 실재적 대상[관

념적 지칭을 갖는]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문제로서의 문제’가 바로 이념의 실재적 대상임을 뜻한다.” (DR

219/371) 앞서 본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의 단락에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 이념의 대상은 경험적 대상인 아름다운 장미도 아니고, 개념 정

의의 순환만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도 아니고, ‘아름다움은 (...)?’가 이

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의문문 자체가, 물음 자체가 이념의 대상이

된다. “칸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념의 대상은 허구도, 가설도, 사변적

존재자도 아니다. 그것은 주어질 수도, 인식될 수도 없는 대상, 그러나

직접적으로 규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현[표상]되어야만 하는 어떤

대상이다.” 그러나 철학적 규정에 관련된 양상은 조금 더 복잡하다. “칸

트는 이념은 객관적인 가치와 미규정적인 가치를 동시에 갖는다고 즐겨

말한다. 이때 미규정성은 결코 단순한 인식상의 불완정성도, 대상안의 어

떤 결핍도 아니다”(DR 220/372). “그 미규정성은 전적으로 실증적인 어

떤 객관적 구조를 이루고 있고, 지평이나 초점의 자격에서 이미 지각 속

에서 활동하고 있다”(DR 220/372). 그렇다면 경험적 차원에서 규정 불가

능한 이념은 어떤 식으로 재현의 단계에 관여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들

뢰즈는 “경험적인 대상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유지되는 관계들을 중심으

로 이념에 어떤 ‘유비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간접적 규정에서 해결점을

찾는다.91) 하지만 “이념의 대상은 무한하고 완결성을 띠는 규정을 이상

으로 한다”(DR 220/372). 이러한 이유는 이념은 지성적 개념들의 종별화

룰 만들고, “바로 이 종별화에 힘입어 지성적 개념들은 점점 더 많은 차

이들을 포괄하는 가운데 그야말고 무한한 연속성의 장을 거느리게 되기

때문이다” (DR 220/372). 즉 문제로서의 이념은 지성적 개념들을 무한히

91) 예를 들면, 들뢰즈는 ‘자유’와 같은 이념의 체험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구질서가 은폐한 자유는 전복적 요소속에서 유비적으로 체험된다고

보았다.(DR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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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시키는 운동이며, 결국 “문제들은 언제나 변증법적이다” (DR

232/392). 따라서 차이의 변증법의 진리는 답으로 주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끊임없이 산출해 내는데 있는 것이다.

6-2. 이념의 세 가지 계기

이념은 대상의 객관적 현시를 지향한다. 이념이 대상들과 관계하는 규

정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계기를 갖는데, “이념적 대상안의 미규정성, 경

험대상들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규정 가능성, 지성의 개념들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무한한 규정성의 이상”이 그것이다(DR 220/372). 규정과 관련

한 문제들이 다중적인 이유는 이념, 지성, 경험대상들과의 관계가 달라지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념의 대상 자체92)는 어디에도 규정 받지 않

는 ‘무규정’이며, 지성에 관해서는 개념의 무한한 규정적 조건의 총합이

기 때문에 ‘규정성의 이상’이며, 경험 대상들에 대하여는 잠재적인 ‘규정

가능성’을 갖는다. 들뢰즈는 코기토라는 이념의 대상도 이 세 가지 규정

의 측면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는 미규정된 실

존이며, 이 실존에 ‘규정가능성’을 주는 것은 ‘시간’이며, 규정 자체에 해

당하는 ‘나는 생각한다’가 그것이다(DR 220/372). 즉, 생각을 하는 인식

주체의 실존 그 자체는 미규정적 존재이며, ‘나는 생각한다’는 명제는 코

기토를 선언하는 데 있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규정 자체이고, 이것

이 실존적인 시간성을 가짐으로 인해 규정가능해지기 때문에 코기토는

세 가지 규정을 모두 구현하게 된다.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는 하나의 대

상에서 이것들이 통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각과 지성을

분리하는데 따른 외생적인 측면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DR

220/372).93) 즉 칸트에게서는 이념이 경험대상이나 지성의 두 대상과 항

상 관계 맺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칸트에게서 이 계기들은 단지 3가지

92) 생물학적 이념, 사회적 이념, 언어학적 이념등이 이념의 대상 자체이다

93) 들뢰즈도 다른 시각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 바이지만, 한편으로는 칸트가

설정한 이성과 지성이라는 인식능력의 한계와 특수성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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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성 이념 (자아, 우주, 신)들이 각각 하나씩의 계기만을 보여준다.

“자아는 무엇보다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우주는 규정 가능하며, 신

은 규정성의 이상이다”(DR 220/372). 다시 말해, 코기토의 실존에 해당

하는 이성이념의 자아는 무규정이며, 대상들의 총합인 우주는 대상이 주

어지기 때문에 규정 가능하며, 지성으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조

건들의 총합인 신은 규정성의 이상인 것이다, 변증법적으로는 즉자적인

상태의 이념의 대상 그 자체는 무규정이며, 두 가지 이상의 항이 관련되

게끔 대자적인 어떠한 관계성이 주어지는 차원에서는 규정가능성을 갖게

되며, 지성적 조건들의 무한합적인 총체란 이상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

에 ‘규정성의 이상’이 된다. 그런데 칸트에게서는 이성의 이념은 세 계기

가 통일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 그리하여 결국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

역’이라는 것이 “발생의 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단지 조건화나 정당화

의 관점에 머물고 마는 진정한 이유들”(DR 220/372)이 여기에 있는 것

이다. 그리하여 들뢰즈는 미분의 변증법을 찾아낸다. 미분적인 방법은 존

재성에 있어서 <이념-상호적 규정-완결된 규정>, 혹은 <이념-잠재성-

현실화>라는 세 가지 심급을 드러낸다. 여기서 일반적인 지성의 개념은

이러한 발생 과정중의 2차적이고 사후적으로 성립되는 보편자로 여겨지

며 발생의 진정한 보편자는 미분비가 된다.

6-3.이념적 차원에서의 차이로서의 미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들뢰즈의 ‘미분의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에 대

한 ‘차이의 철학’의 응답이다.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 부정, 대립의 원칙

을 통하여 개념의 운동을 일으키지만 들뢰즈의 변증법은 ‘차이’를 통해

이념의 변화와 실존의 생성을 일으킨다. 그 ‘차이’가 이념적 차원에서는

‘미분’의 형식을 띤다. 이후에 전개되는 이념의 미분적 변화 양태와 구조

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지각-자기의식-이성-정신으로 전개되는

정신의 변증법적 구도에 대응한다. 하지만 차이의 철학은 절대자의 우월

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자에 대한 차이적 실존의 우위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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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다. 따라서 미분의 변증법은 더욱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방향으로 고

양되어 가는 것과는 달리 반대로 실존적 현실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나타

낸다. 이 전개과정의 논리적 방법이 곧 미분이다. 미분은 원래 수학적으

로 한 연속적 함수 내에서 접선의 변화량이 0에 수렴하는 극한의 차원을

나타낸다. 이러한 미분 개념은 함수에 대한 무한한 변화와 종래에는 정

의 불가능했던 차원을 제공한다. 또한 “미분법은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

었고 게다가 제기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들(초월적인 문제들)을 표현한

다는 것이다”(DR 229/387).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미분법은 하나의 수

학적 도구이자 수단”(DR 235/396)일 뿐이며, 이것 자체가 형이상학적 개

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수단은 “자신이 구현하는 변

증법적 이념”을 나타내며(DR 235/396), “폭넓은 의미에서 새길 때 미분

법은 변증법적 문제나 이념, 한 문제의 과학적 표현, 해의 장의 수립등으

로 이루어진 일련의 전체를 보편적으로 지칭”한다.(DR 235/396) 수학적

개념을 철학적 사유에 참조한 역사의 목록은 살로몬 마이몬, 보르다스드

물랭, 외네 브롱스키, 살로몬 마이몬, 라자레 카르노, 알베르 로트망 으로

부터 들뢰즈로 계승되어 왔음은 『차이와 반복』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나 이들에게 공통된 미분의 철학은 존재성을 표현하고 사유하

기 위한 무한, 극한에 의한 연속체의 절취와 연결, 실존자들의 무한 양태

적 다양성, 강도적 차원의 실재적 현상들에 대한 보편자로서의 기능과

보편자들의 종합으로서의 연속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의 이념적 차

원에서의 변증법적 원칙으로서 풍부한 의미들을 내포한다. 이러한 미분

은 현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빈번하게 쓰인다. 미분

이 갖는 수학적 특징은, 운동성, 차원의 변환, ‘차이의 극한을 사용한 정

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미분을 무한소나 0 자체로 보기도 했

지만, 현대 수학에서는 과거의 무한소를 엄밀한 정의로 보지 않아 극한

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즉, 부정적인 –minus의 상태로 보는 것이 아

니라, 양적 규정치를 고정시킬 수 없지만 추상적인 어떤 실제의 상태로

(양을 가진) 간주한다. 또한 미분을 통해 연속성에서 하나의 정태적 구간

이나 지점을 갖는 상태를 보이면서도 운동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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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한 함수에 관해 무한의 미분도 가능한 등,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가변적 성질을 가져, 미분의 발견은 수학사에서 혁

명적이라 할 만큼의 중대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살로몬

마이몬, 외네 브롱스키, 질 들뢰즈등에게 방대한 형이상학적 사유의 착상

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들뢰즈의 이념론에서는 감성적 실재의 차원에서 차이는 강도로서 드러

났지만 이념적 차원에서는 차이는 미분으로 나타낸다. 미분이 이념적

사유에 있어서 차이의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분은 순수한

관념에서 미시적 차이, 차이 자체를 나타내는 유일한 개념이기 때문

이다. 우리가 일반 언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사유의 절편

과 차이, 개념의 미시적 차이를 드러낼 수 없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감각

적 질과 연장성을 넘어서 아원자 단위의 에너지 밀도의 차를 강도량의

표현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경험적 직관을 넘어선 선험적인 순수한 개

념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해 보였다. 하지만 미적분학의 발달로 인해

수학적 관념을 통해서는 극미의 미시적 차이조차도 표현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차이의 상징(미분철학)은 모순의 상징에 대립하고 차이 그 자체

는 부정성에 대립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dx를 비(非)-A에 대립시킨

다.”(DR 221/374) 즉, 모순과 부정성은 동일성 철학의 법칙이다. 그러나

차이는 비존재의 법칙이다. 동일성 그 자체는 ‘같음’의 이데아이지만 ‘다

름’(차이)는 비존재의 이념이 된다. “요컨대 dx 는 이념이다. 플라톤적인

이데아, 라이프니츠 적이거나 칸트적인 이념, 다시 말해서 ‘문제’이자 그

문제의 존재인 것이다”(DR 221/375). 이 미분의 철학(차이의 철학)은 모

순율을 거부하기 때문에 미분의 철학을 이루는 인과성은 충족이유율이

된다. 이념 dx는 앞서 말한 이념의 세 계기 “각각에는 다시 충족이유를

형성하는 세 가지 원리가 상응한다. 즉 그 자체로 규정되지 않은 것(

  )에는 규정 가능성의 원리가 ,실재적으로 규정 가능한 것( 


[관계항 그 자체인 미분비])에는 상호적 규정의 원리가, 현실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것 (


[도함수]의 값들)에는 완결된 규정의 원리가 상응한



- 83 -

그림 2

다”(DR 221/375).

6-4. 미분적 변증법 운동의 규정과 발생에 따른 양화 가능성, 질화 가능

성, 완결된 규정

이 절에서는 윗 절의 규정적 규칙들을 사용하는 미분적 동력이 이념적

차원에서 어떠한 변증법적 변화와 운동을 일으키는지 보이게 될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미분94) 기호는 차이와 비존재의 상징기호이며, 생

성과정의 경계선을 이루는 정태적 연산자이다.95) 미분 기호는 동시에 3

94)

그림 1

미분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

창안된 계산법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곡선에서의 한 점에서의 순간변화율

이나 접점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단히 설명하면 A와

B 점 사이의 평균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m의 기울기가 될 텐

데, 축의 변화량은 가 되고 

축의 변화량은 로 나타낼 수 있

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가 될

것이고 이것이 변화율이 된다. 그런

데 이 변화량이 계속 줄어 B점이 A에 무한히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변화량을 나타

내는 가 0에 가까워질 때) 극한점에서의 기울기, 곧 직선 n의 기울기가 미분값이

된다.

미분을 수식으로 나타내보자. 위 그림이 아니라 아래 그래프처럼 원래의 곡선이

  라는 식으로 그려지는 곡선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것을 미분하여 기울기를 나타내는 도함수는 이

라는 2 제곱수에서 차수 하나를 줄이고 원래의 제곱수를

앞의 상수(여기서는 1)와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즉,

′ 가 미분한 도함수가 된다. 도함수는 


라는 비율적 형태로 표기하기

도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라는 분수형태의 탄젠트 함수(삼각함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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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양화의 기호로, 하나는 관계성의 기호로, 하나

는 생성적 실재들의 발산적 표지로 나타난다. 먼저 우리는 이념의 대상

을 수학적인 미분철학으로 다루기 이전에 이념에 대한 양적 정의를 정립

해야 한다. 이성의 이념은 개념의 조건자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즉, 이념

은 단순한 개념들의 집합이 아니라, 개념을 규정하는 조건자들의 총합이

며 그것은 무한성을 띄게 된다. 왜냐하면 이념의 외부에서 이념을 규정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념은 자체적으로 무한한 조건성을 함유한다.

따라서 최고등급의 “보편자인 이념은 지성의 개념에 대립하고, 그 외연

이 넓을수록 그만큼 더 광대한 내포를 지닌다”(DR 224/379)96). 즉, 미규

정자인 이념은 규정적 내포와 외연량은 무한하다. 따라서 “연속체는 이

렇게 이념과 결부되어야 하고, 또 이념의 문제제기적 사용과 결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따른다. 그것

은 연속체가 감각적 직관이나 심지어 기하학적 직관에서 빌린 특성들을

통해서는 결코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DR 221/376).

그러나 칸트의 이성의 이념 사례에서 보듯이 이념과 직관적 표상들의

보편자 (칸트에게서는 개념)는 본성의 차이로 인해 불일치의 간극이 존

재하며, 또한 이념의 대상이 대자적이거나 실재의 수준에서 현시되기 위

해서는 규정의 상태를 가져야한다. 그렇다면 실재의 규정성과 이념적 무

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할 때, 이 


의 미분점을 무한소라 하여 무한히

작아지는 점(라이프니츠)이거나 아예 0으로 간주(뉴턴)하기도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코시와 바이어 슈트라우스에 의해 어떠한 ‘양’을 갖지만 대수적으로는

0인 ‘극한’으로 정의된다. 들뢰즈의 미분철학에서는 현대수학적 입장을 따른

다.

95)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철학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유의 표상들과 관념들은 동태적이지 않으며, 정태적이

다. 따라서 사유를 위해서는 생성적 개념이라도 정태적 형태의 개념을 사용

할 수 밖에 없다.

96) 일반적으로 개념은 내포가 클수록 외연이 작아지고, 외연이 커질수록 내포

는 작은 본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념은 내포와 외연의 크기가 비례적이다. 이

것은 들뢰즈에 앞서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정의 내린 이념의 특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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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성의 이질적인 불일치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미분의 원칙이다. 연속체인 이념은 미분에 의해 양화될 수 있다. “이 양

화 가능성은 직관상의 고정된 양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지성적 개념

들에 해당하는 가변적인 양들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양화 가능성을 표현

하는 상징[dx,⊿] 역시 전적으로 미규정 상태에 놓여 있다”(DR 221/376).

반면에 “직관적 대상에 해당하는 양들[감성적 표상]은 항상 특수한 값들

을 갖는다”(DR 221/376). 이는 이념 자체는 직관에 표상될 수 없으나 직

관에 표상되는 것들은 질적이고 연장적인 어떤 실존적 양을 갖는다는 것

이다. 한편 “지성적 개념에 해당하는 양은 어떤 일반적인 값을 가진다.

여기서 일반성이 가리키는 것은 특수한 값들이 무한하게 많을 가능성이

다”(DR 221/376). 즉 인식의 각 층위를 수적으로 도식화하면

1) 이념 : 연속성의 무한,

2) 개념 : 변수라는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 값

3) 직관 : 특수한 particular 값

으로 나열할 수 있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보르다스 드물랭의

“Le Cartésianisme, Ou, La Véritable Rénovation Des Sciences”을 인용

하면서 일반적인 값을 나타내는 개념상의 가치가 미분에 의해 어떻게 미

분적 보편자가 되어 변화운동을 나타내는지 해명한다.97) 먼저 원의 둘레

에 관한 함수의 예를 들면서 시작한다. “가령      이라는 원

의 대수방정식이 그러하다. 하지만    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

다”(DR 222/376). 원의 방정식인     는 어떤 특수한 값들이

전제되는 일반항의 함수이다. 이 일반항의 함수는 R이라는 반지름의 양

97) “Différence Et Répétition”(Deleuze 1968)의 pp.222-226 본문에 설명되는 미

분적 변이에 관한 들뢰즈의 내용은 보르다스 드물랭의 저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참조한 것이다. 예로 든 수식들도 모두 보르다스 드물랭의 저서

에 있는 내용이다. Bordas-Demoulin, Jean Baptiste. Le Cartésianisme, Ou,

La Véritable Rénovation Des Sciences: Ouvrage Couronné Par L'institut

: Suivi De La Théorie De La Substance Et De Celle De L'infini. Edited

by Ernest Lamarle and F. Huet. (Paris: J. Hetzel, 1843), 384-3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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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태와 좌표상의 x와 y 를 규정하는 형태를 갖고있다. 그런데 이 식을

미분98)하면     이라는 도함수를 얻게 된다. 여기서 라는

보편인자를 통해 “이 미분 방적식은 ‘원주나 그에 대응하는 함수의 보편

자’를 의미”하게 된다(DR 222/376). 이 의미는 “직관상의 양과 개념상의

양, 일반적인 값과 특수한 값이 모두 소거된다는 점이다”(DR 222/376).

다시 말하면      이라는 함수는 “특정한 원주 certaine

circonférence를 나타내는 것이지, ‘원’이라고 하는 ‘원 그자체 la

circonférence même’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99) 의 제곱과 의 제곱

은 직관이나 현실에 그려지는 원주의 좌표상의 위치이며, 의 제곱은

원의 크기라는 특정한 값이며, 에 상수를 대입하면 특수한 particular

크기의 원을 얻게 된다.100) 일반 개념적 함수와 그 함수에 특정한 값의

대입에 의해 산출되는 구체적인 특수한 값의 관계가 원주의 함수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미분한 도함수에서는 그 일반항과 일반항에 대입되어

나오는 특수한 값들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  라는 보편자만 남

게 된다. 따라서 미분된 도함수의 방정식 “   은 어떤 특수한

particulier 원주도 표현하지 않으나, [원 그자체인] 보편적 원주를 표현한

다.”101)이것이 미분의 원칙이 일으키는 일반/특수항에서 미분적 보편자로

의 변환 과정이다. “여기서 한 유(類)에서 다른 유로 어떤 이행이 일어난

것이고, 말하자면 거울 이면으로의 이행이 일어난 셈이다. 함수는 가변적

인 부분을 잃어버렸거나 변이의 속성을 상실했다. 함수가 대표하는 것은

단지 연산을 통해 끌어낸 불변자일 뿐이다”(DR 220/372). 즉 미분적 종

합이란 보편자로의 전환은 의식의 배후에 있는 발생의 미시적 조건이며,

98) 본문의 원의 함수들처럼 여러개의 변수들에 관한 식을    처럼 나

타낼 때, 를 에 대한 음함수라고 한다. 현재와 같은 식

       을 에 대해서 미분하면




  


×


 


이 되므로  


  이 되어 


 



를 얻게 된다.

99) Bordas-Demoulin, Le Cartésianisme, Ou, La Véritable Rénovation Des

Sciences, 384

100) ibid. 384.

101) ibid.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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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에 대한 보편자이지만 이것이 어떤 현실적 규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미분의 변증법적 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미분

소인 는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미규정 상태에 있다”(DR 223/378).

즉, 수라는 양적 관점에서 0의 수렴이라는 무의미의 존재이며, “실존도

값도, 의미 작용도 지니지 않는다”.102) 하지만 는 ‘규정가능성’을 함

께 지닌다. 왜냐하면, 미분적 연산에서 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 라는 미분소들이 


라는 어떤 상호관계를 가질 때, 어떠한 운동

과 변화의 본성이 태어난다. 미분소이지만 2개 이상의 항이 관계성을 통

해 대자화가 정립되는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에서도 이 대자의 단계에

이르러 관념성ideality의 규정이 진입되는 것처럼103), 이 관계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으며, 이때 두 요소 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상호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관계의 한복판에서 작용하는 상호적 결정의 과정,

바로 이 상호적 결정의 과정이 곧 관계의 상징적인 본성을 정의할 수 있

게 해주는 것이다.”104) 도함수의 표지인 는 “보르다스 [드물랭]가

말하는 것처럼 ‘보편자의 비율적 관계들’”(DR 223/378) 이다. 이는 일반

값을 나타내는 나 3/4와 같은 직관상의 특정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

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어떤 상호적 규정의 원리가 관계의 규정 가

능성에 상응하게 된다”(DR 223/378). 앞서 보았던 “원시함수

     가 [원이라는] 곡선을 표현할 때, [도함수] 

 


는 이

곡선에 나타나는 어떤 삼각법적인 탄젠트, 즉 곡선에 접하는 선이 가로

좌표축과 함께 만들어내는 각도의 탄젠트를 표현한다”(DR 224/378). 즉

함수는 미분비에 의해 한 차원 변환이 되며 보편자적인 도함수를 생산한

102) 들뢰즈,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in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381

103) “In being-for-itself the determination of ideality has entered.”,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Encyclopaedia Logic, with the Zusätze :

Part I of the Encyclopaedia of Philosophical Sciences with the Zusätze ,

trans. T. F. Geraets, W. A. Suchting, and H. S. Harris. Ed. Théodore F.

Geraets, W. A. Suchting and H. S. Harris. (Indianapolis: Hackett, 1991).

§95, (152)

104)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381



- 88 -

다. 이 때 이것은 곧 잠재적인 순수한 질화의 가능성이라는 차원이다. 강

도의 감성론에서도 보았듯이 양은 질에 논리적으로 앞서고 질은 어떤 연

장성 extensionalité 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이 미분비를 “어떤 다른 질

과 관련하여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값이나 양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 함수 안에서 보편자가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다

른 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질화 가능성의 순수 요소이다”(DR 223/378).

이 질적 미분비 


는 따라서 이념의 실재화의 단계에서 규정을 가능하

게 해주는 관계항 그 자체와 관계항이 이끄는 보편자들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념은 미분비를 대상으로 한다. 즉 이념은 변이나 편

차를 통합, 적분한다. 하지만 이때 통합되는 변이는 더 이상 불변의 것으

로 가정된 어떤 비율의 가변적 규정(‘변이 가능성’)이 결코 아니다” (DR

223/378). 즉, 이념은 지금까지 보아온 보편인자들인 미분비들을 통합하

여 거느리고 있는 적분적인 종합 연속체이다.

지금까지 고찰해온 미분적 과정은 살로몬 마이몬이 칸트의 철학에 문제

제기했던 “개념과 직관의 대립”을 넘어서고자했던 과제에 대해 완전한

답변으로 가는 중요 단계이다. 미분의 철학으로 인해 개념과 직관의 대

립은 벽을 넘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얻게 된 것이다. 마이몬은 이

분법이 남기는 외생적인 문제가 진정한 초월론 철학의 수립을 가로 막

는다고 간주하였다. “개념과 직관이 도식의 매개를 통해 상호 적응하게

된다는 생각은 어떤 역설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초월론적 심급이

단순한 조건화나 정당화의 문제로 환원되고, 모든 발생론적 요구가 포기

되는 것은 그런 역설에서 비롯된다... 마이몬의 천재성은 철학적 초월론

에 대해 조건화의 관점이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DR

224/380). 즉, 여기서 발생론적인 잠재적인 미분비는 대상들에 대한 범주

적 조건자가 아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대상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떤 상호적인 관계항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성 개념들에

게서 “상호적 규정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지성은 가령 인과성이나

상호 작용의 범주를 통해 그 상호적 규정을 잘 알고 있다”(DR 2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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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개념하에서 인과성이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항에 관련

되는 제 3의 관계항이며, 이 관계항이 실질적인 발생의 연산 보편자가

된다. 따라서 이 미분적 상호 종합은 “실재적 대상들이 산출되는 원

천”(DR 224/380)이다. “바로 그런 상호 종합이 이념의 질료이고, 이 질료

는 자신이 몸을 담그고 있는 질화 가능성이라는 사유의 요소 안에 있

다”(DR 224/380). 이 미분비가 일으키는 인식적 조건들의 발생에 대한

들뢰즈의 서술은 계속 이어진다.

이로부터 3중의 발생이 뒤따른다. 먼저 질(質)들의 발생이 비롯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질들은 인식의 실재적 대상들 사이에 있

는 차이들이다. 다른 한편 시간과 공간의 발생이 뒤따르는데, 이

둘은 차이들은 인식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마지막으로 개념들의

발생이 뒤따르고, 이 개념들은 인식들 자체를 차이 짓거나 구별

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공간적 연장의 발생은 그 안에 서식하

는 대상들의 발생과 분리 될 수 없다. 이념은 이상적 연관들의

체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상호적으로 규정 가능한 발생적

요소들 간의 미분비들의 체계로 드러나는 것이다”(DR 224/380).

다시 헤겔을 원용하자면 “대자는 완결된 질”105) 이듯이, 즉, 질이나 시

간, 공간등 어떤 개체적 실존의 직관적 요소들은 그 발생의 배후에 어떤

(대자적인) 상호관계적 미분비가 있다. 106)왜냐하면 상호적인 차이 자체

105) Hegel, The Encyclopaedia Logic, §96

106) 마이몬은 일찍이 시공간도 선험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과 공간을 선험적 직관이라 가정한다면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여전히 직관이며 선험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오로지 직관적

인 관계들의 용어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관계 그 자체이며, 진리의 적법함이

아니다.”, Maimon, Essay on Transcendental Philosophy. ch 1,s.16, (영문판

에서 재번역)

칸트는 형이상학 서설에서 물리학이 다루는 시간과 공간이란 결국 인간의 선험

적 순수직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선험적인 보편적 타

당성을 지닌다고 한다. (『형이상학 서설 』A49-A103을 보면 선험적 인식의

필연적 타당성을 근거로 기하학과 경험적 자연과학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칸

트의 상당량의 논증이 서술되어 있다.) 우리가 연장적 사물의 넓이,크기등을



- 90 -

와 배후 요소들의 차이나는 비율적 요소들이 현상에 변별성을 만들어주

기 때문이다. 질(質)이란 곧 감각인상의 변별성이다. 존 로크의 경험론적

인 시각에게서는 질적인 성질들은 보편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2차적 성질

로 폄하된다. 그에게는 1차성질인 연장성은 “고유하게 실재적이고 본래

적인 성질”을 갖고 이 보편적인 객관의 양태를 가지고 있지만 “제2성질

들은 바로 제1성질들의 다양한 변양에 의존”107)하는 비본질적 성격으로

지각할 수 있는 장을 공간이라 하고 사태나 대상의 계기적 흐름을 시간이라

한다면, 칸트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깔고 있다. “우리는 시공간에

대한 선험적 순수직관을 인간 모두가 동일하게 선험적으로 갖고 있다고 가정

한다”. 따라서 외부에 보이는 사태변화를 양화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계

를 보고 모두 같은 시간의 흐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문씨와 박씨가 똑

같은 공장에서 아주 최고도의 기술로 정밀하게 제조된 동일 모델의 시계를

갖고 있다고 하자. 둘이 약속을 하거나 시간을 말할 때 서로 일치할 것이다.

또한 이 시계는 12시간만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닌 시작점을 기점으로 몇 년이

지났는지, 축적된 시간량도 기록가능한 정밀한 전자 시계라 가정하자. 그런데

한 사람이 지구 상공으로 인공위성 궤도의 우주 기지로 떠났는데 그 사람은

지구표면 보다 중력이 낮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한명은 평범하게 지구표

면상에 거주한다고 가정 하자. 우주기지에서 1년쯤 지내다 온 후에 두 사람

의 시계를 비교해 보면 중력차로 인해 차이가 날 것이다. ※( 2010년 제임스

칭원 초 박사팀은 ‘37억년에 1초’ 미만의 오차를 가진 초정밀 광시계를 이용

해 지표에서 두 뼘도 안 되는 높이에서도 중력차에 의해 시간지연 효과가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임스 박사와 사이언스 지와의 인터뷰 참고-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sci/suppl/2010/09/22/329.5999.1676-b.D

C1/SciencePodcast_100924.pdf ) ※

그런데 칸트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둘 중 하나의 시계가 고장 났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선험적 순수직관이 변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에딩턴이 중력으로 인한 빛의 굴절을 관측한 유명한 사건도

칸트의 선험적 순수직관이 상정하는 유클리드적 공간 내에서는 해석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눈의 지각이 감지하는 공간은 불변적 선험적

공간인데 그것이 중력에 의해 (유클리드적 관점에서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관측자의 착오나 관측장비의 착오로 들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시공간이 선험적 영역인지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같은

영역인지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다. 아인슈타인 이론을 완전히 불신하고

원래대로 뉴튼적 시공간을 인정하든, 아인슈타인 이론을 믿든 그건 개인의

믿음 선택 문제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시공간이론이 선험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공간은 결국 이론의 체계이며, 객관적 현실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바탕의 체계이다. 보다 상세한 과학철학적

논의는 John.D Norton,”Philosophy of space and time” i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cience,(Prentice,1992), 179-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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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하지만 초월적 이념론에서는 이 관계는 역전된다. 연장성은 2

차성질인 질에 의존되는 것이다. 질적 인식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변별적인 인식’ 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성의 인식이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때문의 미분비의 상호관계는 질적 인식을 낳고 질적 인

식이 연장성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미분비는 마지막으로 순수 잠재력으로 드러난다(DR 225/382). 순수 잠

재력이란 현실화 바로 이전의 미분비적인 잠재적 역량을 지닌 심급을 말

하는 것이다. 미분비 그 자체는 규정 가능성과, 상호종합에 의한 질화 가

능성의 보편자인데 여기서 도출된 도함수는 실재화에 대한 잠재적인 역

량을 나타낸다. “미분법의 첫 번째 행위는 아마 방정식의 탈 잠재화, 곧

거듭제곱 제거에 있을 것이다. (가령     대신 [미분에 의해]






 
를 얻는다.)...라그랑주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는 잠재력 제

거가 순수잠재력의 조건이 된다. 이는 그것이 한 변수가 함수적으로 전

개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DR 225/383). 미분에 의해 일반항은

보편자로 표현되는 규정가능성의 미분비로 전환되어 도함수가 도출되었

는데 여기서 “직관상의 양과 개념상의 양의 소거가 양화 가능성의 요소

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이었고, 질의 박탈이 질화 가능성의 요소가 출한

하기 위한 조건이었다....이번에는 잠재력 제거가 순수 잠재력의 조건이

된다. 이는 한 변수가 함수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DR 225/383).다시 말해, 미분에 의해(제곱수가 줄어드는 거듭제곱의 박

탈로 인해) 일반항의 함수는 잠재적인 가능성의 수준으로 도함수로 전환

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다시 재차 미분을 사용하여 완결된 잠재력을

갖는 새로운 함수로 전환시킨다. 이는 일반항이 갖는 가능성을 박탈시키

는 과정 (미분에 의해 차수가 줄어들고 상수항들은 사라진다)을 반복함

으로써 새로운 잠재력을 태동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테일러 급수등에

107) 존 로크 . 인간지성론 , 정병훈, 이재영, 양선숙 [공]옮김.(파주: 한길사,

201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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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학적으로 잠재력을 표현 할 수 있는데, 테일러 급수란 도함수들

의 한 점에서의 값으로 계산된 항의 무한합으로 해석함수를 나타내는 방

법이다. 즉, 규정가능성으로서의 도함수의 한 점에서 완결된 규정으로서

의 미분 함수를 다시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규정가능성의 보편자가

실재적 규정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미분(차이)의 원칙이 개입하여 어떤

완결된 규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도함수의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비연

속적 계수들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을 구성하는 미분

적 함수들을 통해서이다”(DR 225/384). 이 완결된 규정의 함수는 다시

제곱으로 나타나는 제곱함수가 되며 이 완결된 규정의 함수는 또 연속적

인 미분의 항들로 구성된다. 즉, 규정가능성으로서의 미분비로 구해진 함

수는 거기서 규정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도함수를 재차 미분하여

규정가능성의 도함수의 독립변수들의 영역이 순수 잠재력으로 표현되는,

다항식을 전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을 완결 지

으면서도 점진적인 progressive 어떤 멈춰서는 진행이 아닌 진행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실재성의 측면을 갖는 어떤

잠재력의 순수요소이다. 108) 이상의 과정들이 ‘미분화’의 과정이며, 이는

이념의 ‘잠재적’ 역량의 차원을 대변한다.

108) 이 완결된 규정에 관한 수학적 해명에 있어서 들뢰즈의 기술은 다른 장절

들에 비해 그리 명확하거나 잘 정리되지 않아서 정확한 독해가 힘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안의 핵심적 주장은 본문에 나온 바이며 엄밀한 해석이 요하는

세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테일러 급수란 어���함수   를 [여기서는 도함수] 어떤 점()주위에서

전개한다는 것이며, 그 함수를 다항식의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항식의 계수들은 전개점 에서 계산된 도함수값 ′ ″  등으로 표

시된다. 여기서 에는 0이외에 다른 점이 올 수 있다. 일반화된 테일러 급

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이 함수의   주위에서 함수 를 전개한 것을 매클로린 급수라 하는데,

이 경우에만 전개후에 원래의 다항식으로 복귀된다. 그러나 그 경우 이외에

는 잉여항의 존재 때문에 원래의 다항식으로 재차 변형될 수 없다. 간단히

이해를 위해    을 갖는 매클로린 급수의 예제를 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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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 규정의 함수에서 ‘특이점(독특성)’sigularity, singularité이라는

특별한 점이 얻어진다. 이 특이점은 수학적으로는 도함수의 미분비가 “0

이나 무한, 또는 0/0”이 되는 지점109)을 말한다.(DR 228/385) 쉽게 표현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미분하여 구한 도함수가   이라하자
이 도함수의  점에서 테일러매클로린급수를 구해보자
이함수의 도함수들구해진 도함수를 계차까지다시 미분한다은 다음과같다

′    차미분
″    차미분

따라서 여기에을 대입한다그러면 ′     ″   을구한다
그러므로 테일러매클로린함수는

  ′ 

″ 
 가 된다

즉도함수에서 테일러 전개에 의해 새로운 함수가 구해진 것이다

그러나 매클로린 급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되어 원함수와같다

위 예제처럼 도함수 의 모든 정의역 에서 함수의 전개는 가능하다. 물론

잉여항을 갖는 테일러 급수의 전개는 약간 다른데 이러하다. 이 잉여항이

다.

“임의의 함수가 주어지고,   에서 이 함수의 값과 이 함수의 도함수들의 값

[즉, ′″등]을 알고 있다면 이 함수는 점  주위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   

″   
 

     
 ≡ 

(※ 이 잉여항이다.)

위 수식 예제의 매클로린 급수와 다르게 잉여항을 갖는 일반적 테일러 급수는

잉여항의 존재 때문에 원래의 다항식으로 전환 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들뢰즈는 이렇게 말한다. “급수들에서 비연속적 계수들이 의미

를 지니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을 구성하는 미분적 함수들을 통해서이

다. 지성이 어떤 ‘비연속적 총합’을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총합은 양들의 생성 질료에 불과하다. 양들의 생성 형식은 오직 점진이나 연

속성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성된 형식은 이성의 이념들에 속

한다”(DR 227/384).

-위 수식 내용들은 A.C.Ching의 『경제수학입문』의 pp. 325-335 부분에서

참조하여 요약 정리 한 것이다. A.C.Ching 著, 경제수학입문, 鄭基俊, 李成舜

共譯.(서울:진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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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주 90)의   그래프의    인 지점처럼 기울기가 0이 되거나

함수가 발산하는 지점을 지시한다. 즉, 어떠한 변곡점이나 임계점을 이르

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점들이나 선들은 “어떤 특이점을, 그것도 매번

하나의 독특한 점을” 둘러싼다(DR 228/385). 이는 어떠한 수렴이나 접

속, 발산의 지점을 지칭한다. 따라서 완결된 규정상태의 함수는 갖는 독

특성의 이념적 의미는 “각각의 변이성 안에 독특성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념은 특이하거나 독특한 점들의 분배를 포섭하고 있다”(DR 228/385).

이 특이점들은 뒤에 후술될 분화/개체화 과정에서 전-개체적 특성을 지

니면서 개체의 부분들을 현실화하는 특성 지점이 된다. 따라서 이 특이

점은 특이점 주위의 점이나 선들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 과정에

서 어떤 “종별화”적 특성을 갖게 된다(DR 230/388).

‘미분화’ differentiation 의 잠재적 규정의 차원 이후에 이념은 최종적으

로 ‘현실화’을 위한 ‘분화’ differenciation 의 과정에 들어선다. 이 분화는

실존적 개체들의 현실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질들의 종별화와 부분들의

합성”을 이루어 낸다.(DR 285/473) 즉, 감성적 차원에서는 실제적인 표

상들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분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함수들은 미분의 연산들을 거쳤지만 분화의

과정에서는 함수는 적분을 시도한다. 적분된 함수의 값은 어떤 실제적인

109) 특이점은 현대에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들뢰

즈가 사용하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 상술해보면 특이

점은 주변과는 다른, 말 어떤 기준을 상정했을 때 그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지점을 통칭한다. 수학에서는 주어진 수학적 대상에서의 한 지점이

정의가 되지 않거나 무한발산을 하거나 미분가능하지 않는 점등을 말한다.

지리좌표계에서도 남북극은 특이점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지점에서 다 동서

남북 방향이 존재하지만 북극에서는 모든 방향이 남쪽이 되므로 북극점이 특

이점이 된다. 우주 공간에는 블랙홀의 특이점에 대한 것이 있다. 이 경우에는

블랙홀의 실체가 되는 지점으로, 거대한 중력에 의해 물리학적 법칙이 붕괴

하는 지점이 특이점이 된다. 블랙홀의 특이점은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

이즌Event Horizon) 을 넘어선 곳이라 하는데, 특이점이 내놓는 중력 때문에

이 지평선 안쪽으로는 더 이상 외부에서 관측 가능한 사건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특이점의 부피는 0이며, 밀도는 무한대로 추정된다. 다

른 사건과 경계를 만들어 내는 곳, 그것이 특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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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나타낸다. 미분이 0에 수렴하는 극한의 미분소에서 계속되는 추상

화를 시도했던 것에 비해 적분은 양을 산출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고 현

실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 적분되는 함수들은 멈추지 않는 어떤 진화

적인 변이성을 나타낸다. 또한 서론의 주 (21에서 보듯이 적분화는 어떤

원시 함수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적분의 의미가 함축

하듯이 존재자들은 이념을 현시하지만 절대로 이념 그 자체는 ‘개체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생명 유기체들의 성숙, 진화과정에서 보듯 분화는

어떤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태적

변화는 역동적으로 부단히 일어난다. 들뢰즈는 이념을 하나의 “알”에서

비유하며 그 실재적 전개과정을 “극화”, “드라마화” 라고 부른다.(DR

280/467) 현실화된 분화적 개체들은 다시 분화하고 또 분화한다. 알다시

피 생명 유기체들의 차원에서 종별화나 부분화들은 어떤 고정된 특성을

갖지 않는다. 질적인 종별화들은 세대를 거쳐 계속 변화하고 진화한다.

미분철학적 관점에서는 앞서 미분화의 시점에서 있던 미분비들은 종들

안에서 그 잠재성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DR 281/467)

# 반론

알랭 바디우나 알란 소칼등은 들뢰즈의 이 수학적인 참조를 은유로 폄

하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반 언어로 나타내는 개념과 양적

사고가 중심이 되는 수학 개념 사이의 격차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우리

가 이 수학적 참조를 정당한 철학적 사유의 한 형태로 여길 수 있는가?

## 답변

언어가 기호의 하나라면 철학적 사유가 꼭 일반 언어의 형태로 표현 되

야 할 어떠한 필연성은 없다. 게다가 알랭 바디우 자신도 『존재와 사

건』등의 자신의 저서에서 집합론에 영향받아 광범위하게 수학 기호를

사용한다. 들뢰즈가 단순히 수사학적인 이유에서 사용했다면 바디우 자

신도 동일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바디우도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듯 현

대수학의 성취는 철학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함축한다. 그것이 다른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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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소통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철학적 훈도를

받지 않은 독자들이 전문 철학서적을 독해하는 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난점은 존재한다. 게다가 본문에서도 밝혔지만 오로지 미분적 표현들만

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 순수 개념의 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지할 것

인가? 게다가 어떤 차이적 변증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미적분 함수가

갖는 변화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양태는 존재의 변이성을 간결하게 드러

내는데 적절한 기호이다.

6-5 이념의 실체로서의 다양체

들뢰즈의 이념론은 일자(一者)와 다자(多者간의 실체 논쟁에 대해 초월

론적 관점에서 ‘다양체 multiplicité ’로서 답변하려 한다. 종종 들뢰즈는

철학사에서 잊혀져간 논쟁들을 꺼내서 다시금 자신의 쟁점으로 삼고는

하는데, 일자의 문제는 어떤 명칭이나 정의항이 다소 변했을지라도 유

구하게 내려오는 동일자적 전통의 실체주의를 대표한다. 근원적 실체에

대해 초월론적 입장에서는 일자와 다자의 실체성도 인식의 사후적 구성

으로 보게 된다. 들뢰즈는 먼저 이념을 다양체로 정의한다. 그가 정의하

는 바에 의하면 “이념들은 다양체들이다. 각각의 이념은 어떤 다양체, 어

떤 변이체이다” (DR 236/397). 이념을 다양체로 정의하려는 까닭은 다양

체적 형식을 끌어들이려는 이유에서다. 위상수학의 발달로 인해 비유클

리드 공간의 사고가 가능해짐으로써 나오게 된 이 다양체 개념은 수학자

리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multiplicité, multiplicity는 다양성, 다원성,

잡다등의 의미도 있지만 들뢰즈가 이념론에서 의미하려는 것은 “훗설이

받아들이고110) 또 베르그손이 다시 받아들이는 의미의 다양체”(DR

110) “1891/92년 경 후설은 다양체를 집합개념과 혼용해서 사용한 칸토르의 글

을 인용하며 다양체와 단순한 집합 개념을 구분한다. (Hua XXI, p.95 이하)...

그러나 그것은 개념을 다소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이었다. 후설은 칸토르의

다양체 개념은 리만과 여타 기하학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양체는 단지 적합한 원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속’ 되어

있고, 더욱이 ‘순서가 정의된’ 집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만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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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97)이다. 이와 관련된 실체 형식에 대한 중요한 사유는 바로 “실사

(實辭)적 la forme substantive 형식”(DR 236/397)이다. 일자(一者)와 다

자(多者)라는 외생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존재자는 실체에 근원적으로 종

속되지만 존재자들의 다양성은 유비적으로만 적용된다. 그러나 내재적

사유의 초월론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타협적인 사고는 거부된다. 또한 토

대적 본질로서의 ‘존재자들의 근원성’에 대한 교설도 거부된다. “즉, 다양

체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기하학적 공간 개념을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전통적이고 일상전 ‘공간’ 개념과는 다른 고도록 추상적

인 수학적 공간 개념이다. 리만의 경우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이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개념 대신 ‘다

양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먼저 리만의 다양체 개념이 갖고 있는 탁

월함은 여러 종류의 공간, 가령 유클리드 공간이나 비유클리드적 공간들을

하나의 일반적 형식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기술적 절차를 제공한 점에 있

다. 더욱이 그것은 유클리드 공간이나 비유클리드 공간처럼 직관적으로 생각

하면 서로 모순적 관계로 보이는 두 공간을 일반화 했음에도 ‘모순’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방식을 보여준 사례였다”. 박승억. "현상학 - 체험의 기하학"

. in 철학과 현상학 연구 31 (11 2006): 35-55. 40

유클리드 공간은 바둑판같이 등방적인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균질의 등방

적인 공간이다. 차원과는 상관없이 유클리드의 5공준이 모두 타당하다. 반면

비유클리드 공간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공간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공간

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제5공준(公準)인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부정되는 공간이다. 이것은 다른

공준(公準)과 달리 복잡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의문을 가진 수학

자들에 의해 5공준을 부정하는 기하학 이론체계가 시도되었으며, 19세기가

되어 니콜라이 로바체프스키, 보여이 야노시, 베른하르트 리만 등에 의해 구

축되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다루는 공간은 원형의 지구본이나 말안장같

이 주로 곡율을 가진 곡면체들이 많으며, 유클리드 공간과 유사한 공간들도

있으나 그곳에서도 유클리드 제5공준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유클리드의 정

식적인 다섯 공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의의 점과 다른 한 점을 연결하는 직

선은 단 하나이다. 2) 임의의 선분은 양끝방향으로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3)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임의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작도가

가능하다.4 ) 직각은 모두 서로 같다.5) 두 직선이 한 직선과 교차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2직각(180˚)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시 2직

각보다 작은 내각을 이루는 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따라서 다양체는 원래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난 고차원을 설명하기 위한 수

학개념이다. 그 중 리만 다양체는 리만에 의해 제시된 위상수학적 공간인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인 근거가 되어 추상적인 수학적 관

념에서 실제적인 시공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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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다자와 일자 사이의 어떤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본연의 다

자 그 자체에 어떤 조직화를 지칭해야 한다. 이 조직화는 어떤 체계를

형성하지만 이를 위해 결코 어떠한 통일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자

와 다자는 [개념적으로 규정되는]지성의 개념들이고, 이 개념들은 매우

느슨한 그물코, 가령 대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변질된 변증법

의 그물코들을 형성한다”(DR 236/397). 따라서 실존자들을 구성하는 복

합적이고 비예측적인 양태의 보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와 다자는 충

분하지 않다. 일자와 다자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베르그송주의』에서

부터 이어진 것이다. 일자와 다자의 개념적 불충분성에 대해 들뢰즈는

이렇게 반문한다.

다양체의 개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의 이론 또는 다의 이론

과 구별되는 방식이다. 다양성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일’과 ‘다’의 견제

에서 생각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우리는 ‘일’과 ‘다’를 결합시키는 많은

철학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 이론들은 일반 관념들을 가지고서 실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추상물을 가지고서

실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너무 크거나 너무 일반적인 개념의 불충분함

을 그에 못지않게 크고 일반적인 대립 개념에 도움을 청함으로써 보상할

때 자신이 실재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변증법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

가? 하나의 일반성을 다른 일반성을 가지고서 교정함으로써 특이점에 이

르지는 못한다”(LB 37-38)

반면 들뢰즈의 이념적 다양체는 영원히 차이가 만드는 연속적인 “변이

성”을 대표하고, 여기서 일자와 다자는 다양체의 변이성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개념에 불과하게 된다. “다자조차 다양체이고, 일자도 다양체이기

는 마찬가지다. 일자가 어떤 하나의 다양체라는 사실(베르그손은 이 점

도 지적했다), 바로 이 사실만으로도 다자적-일자와 일자적-다자라는 두

유형의 형용사적 명제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족히 알 수 있다”(DR

236/398).

들뢰즈는 실체적 차원으로서의 이념을 “n차원을 띤, 정의되어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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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다양체” 라고 정의를 시작하고 있다(DR 236/399). 여기서 차원이

란 “하나의 현상이 의존하고 있는 변항이나 좌표들”을 의미한다. 즉, “색

의 이념은 삼차원의 다양체이다”(DR 236/399). 실존자를 구성하고 변이

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기초적 요소가 차원이다. 연속성이란 이념의 성

질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며, 개념적 차이를 일으키는 미분이 가능

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연속성은 “이 변항들의 변화들 사이에서 성

립하고, 더 정확히 이 변화들 간의 비율적 관계들의 총체를 뜻한다”(DR

236/399). 다양체의 조건을 들뢰즈는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앞서 미분

철학에서 보았던   로 상징되는 무규정의 상태를 가진다. “다양체의

요소들은 감각 가능한 형식도 개념적인 의미작용도, 따라서 지정 가능한

함수도 지니지 않아야 한다.”(DR 237/399) 다양체는 이념적인 무규정체

이며 미분적 보편자들이 통합, 적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것이 규정 가

능하다면 원형적인 다양체가 될 수 없다. 실존성의 이념인 다양체는 따

라서 즉자적인 어떠한 규정적인 형식을 갖지 않는다. 2) 이 요소들이 실

존과 생성속에서 규정되어가지만 그것은 “상호적”으로 어떤 “상호적 관

계나 비율들”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독립성을 띠는 완결된

규정이 아니며 개체성 이전의 잠재적이고 보편적인 인자를 뜻한다. 따라

서 미분철학의 


에 해당하는 어떤 상호적 규정의 상태를 갖는다. 3)

다양체가 실존적인 “시공간적인 결합관계들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미분적 관계의 요소들이 변이된 형식들 속에서” 규정 가능해지며 구현

가능해진다(DR 237/400). 이는 미분철학에서의 완결된 규정의 다항식 함

수로 표현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것이 다양체가 어떤 실존적 수준에서

의 현실적 발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어떤 보편적인 구조적 차원의 과

정형태이다. 이념들은 “수학적 실재와 결합관계에 상응하는 이념”들이

있고 “물리학적 사실과 법칙들에 상응하는” 이념들도 있으며, 이념들 각

각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 “유기체, 정신 현상, 언어, 사회적 현상”등에

상응한다(DR 238/401). 다양체는 생성적 변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질료

-형상 도식적 차원과는 달리한다. 이념적 차이가 일으키는 변이적인 생

성체인 다양체는 형상인으로서의 최종형태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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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어떠한 구조-발생을 드러낸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

은 서로 매우 다른 영역들을 통해, 그때그때 마주치는 거의 우연한 사례

들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DR 238/401). 따라서 이러한 이념이 갖는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 측면에 관해 들뢰즈는 첨언한다.“이념은 결코 본

질이 아니다. 문제는 이념의 대상이고 그런 한에서 사건들 쪽에 자리한

다. 이념은 정리적인 본질 쪽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건, 변용, 우연들

쪽에 있다...이념은 적어도 합리주의가 본질을 소유하고 포착하려 할 때

못지않게 단호하고 완강하게 비본질적인 것을 내세운다”(DR 242/408).

# 반론 : 바디우의 다자성 비판

바디우는 존재와 함성에서 들뢰즈의 다양체가 갖는 (다양체적인) 다자

성 개념에 대해 비판한다. “다자성과 독특성의 향연이라는 외견과는 달

리, 들뢰즈의 형이상학은 일원론적이고 금욕적이라는 것이다”111) 바디우

의 비판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 바디우는 그가 일원론으로 간주한 대

표적 사례인 영원회귀에 관해 의문을 표한다. “현상에서 일어나는 개개

의 우연한 사실들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연들을 포괄하는 보다 본질

적인 층위의 우연이 있다. 그리고 들뢰즈에게 영원회귀는 우연이 계속해

서 돌아옴을 의미한다. 두 가지 우연 중에서 전자는 양적 다자성에 해당

하며 후자는 질적 다자성에 해당한다.....그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사건은

단 하나이다....결국 들뢰즈의 다자성 개념은 하나의 ‘본질’이 여러 ’현상

‘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결국 하나지 여럿은 아니지 않

는가?” 112)

## 답변

우연의 다중적 사건이 하나의 본질에 환원된다는 것은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수 없이 비판하고 반론한 부분이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인 방법으로, 경험적 귀납에 의해 ‘본질’로 가정된 유(類)에 개체적 차이

111) 장태순. "들뢰즈와 바디우의 다자성 개념: 두 철학자의 논쟁을 중심으로."

in 철학연구 117 (2017): 169-89. 182

112) ibid.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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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두 종속시키는 방법이다. 그 본질은 유라고 불리든, 본질이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타당성을 가진 본질이

아니라 단지 경험적 귀납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같은 이치로, 오히려 일자로서의 실체적 본질은 다양체의 차이적 생성의

사후적인 개념적 구성일 뿐이다. 이론적으로 기존의 실체이론인 일자는

그 자체가 수많은 차이적 개체의 현상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하나의 본

질’인 일자가 여러 현상을 포괄한다면 그 모든 현상에 대한 차이적 발생

근거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본질주의적 실체론들은 그것을

해명할 도리가 없었다. 따라서 일자를 차이적 다양성보다 우월한 특권적

위치에 놓는 것은 오히려 전도된 해명이다.

6-6. 이념들의 실제적 유형으로서의 구조들, 잠재성과 현실화

들뢰즈의 이념론에서는 “칸트에게서처럼 이성은 더 이상 이념의 특권적

능력이 아니게 된다.”113) 우리가 이념을 이성 개념으로만 사고할 때 문

제점에 봉착한다. 칸트의 선험적 변증론에 나온 지성의 월권적 사용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의 최후에 자연목적적 이념

에 관한 장을 넣은 이유도, 이성적 이념의 틀 안에서는 이념적 차원에서

실존의 발생이라는 것을 도저히 해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 절들

에서 보인 발생론적 시각에서의 이념의 미분적 구조들은 어떤 실존적 존

재자들의 발생에 대한 잠재적 형태단계를 보인다. 그 잠재적인 단계에서

의 보편인자적 개념은 유나 종과 같은 귀납적 형태의 개념과 다른 본성

을 갖는다. 그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단계를 들뢰즈는 “개체화, 분화, 극

화”등으로 부른다. 이는 이념의 구조가 갖는 동태적인 잠재적 요소들이

일으키는 현실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적이고 생성적인 이

념은 실존의 각 계열을 따라 다양한 대상을 갖는다. 그것은 생물학적 이

113) Voss, Conditions of Though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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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서 생물 개체의 발생과 성장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되며, “사회적

이념은 사회들의 양화 가능성, 질화 가능성, 잠재력의 요소”(DR

240/405)114)가 되어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 사회의 변화 현상을 이루

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언어 현상이 미분적인 상호적 규정인 음소의 배

치에 따라 발화와 의미의 생산을 이루어가는 언어적 이념으로서도 존재

한다. 또한 소리의 발생과 같은 물리적 현상에 있어서도 이념적 도식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들뢰즈는 이 구조로서의 이념이 현실화되는 과

정을 잠재성이라는 중간적 단계로서 해명한다. 들뢰즈는 현실화 이전의

어떤 “잠재적인 내용이 규정되는 과정을 미분화 differentiation” 라고 부

르며, 이 잠재성이 “서로 구별되는 종이나 부분들 안에서 현실화되는 과

정을 분화 differenciation”라 부른다.115)(DR 270/446) “종 species 이나

부분들은 언제나 어떤 미분화된 문제와 관계하면서, 언제나 문제들은 어

떤 미분화된 조건들과 관계하면서 분화되고, 마치 문제에 대한 해의 경

우들에 상응하는 것처럼 현실화 된다”(DR 270/446). 들뢰즈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과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생성적 단계일 뿐이

다. 따라서 잠재성은 그 자제로 풍부한 실재성을 갖는 개념인데, 들뢰즈

는 잠재성을 가능성과도 구분시킨다. 들뢰즈는 ‘가능한 것의 관점’은 개

념의 동일성 형식에 의존하는, 동일성의 기준이 아니면 존재성을 부정성

에 의거한 것으로 보며 발생적 인자나 과정도 없이 결국 실존을 갑작스

레 생겨나는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라 본다(DR 273/456). 이는 가

능성의 실재화란 결국 ‘가능한 것’과 유사한, 동일성적 기준에 의해 “유

사한 것을 소급 적용시켜 사후적으로 조작, 구성된” 개념이라 보는 것이

114) 들뢰즈는 알튀세르의 이론을 수용하여 알튀세르가 전통적인 마르크스 주

의를 재해석, 비평하고 내놓은 이론들을 지지한다. 들뢰즈는 미분비적 사유를

알튀세르에게서 읽는데, 결정론적 시각을 비판하고 어떤 생산적, 사회적 요소

들의 자율성과 상호관계로 사회적 동력을 해석하는 관점이 더 사회적 역사현

상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DR 240-241/405-408)

115) 들뢰즈는 글자 하나의 차이로 현실화 과정의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이념의 잠재적 내용이 규정되는 과정을 미분화 differentiation 라고 부르며,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부분을 분화 differenciation 라고 이름한다. (중간에 t/c

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미분화란 차이의 본성적 규정을 말하며 분화란

완전히 개체적으로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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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잠재적인 것은 “이념 안의 순수한 다양성” 그 자체만을 지칭할

뿐이다(DR 273/456). 따라서 이는 차이, 발산, 분화를 통해 현실화 되며

이는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현실화는 유사성, 동일성의

바탕위에서 움직이는 재현의 과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로써 어떠한 확

실한 규정적 ‘종별화’에 의해 선별된 개체들과 이 후 태어나는 다른 특질

을 갖는 개체들 사이의 차는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흰

고니라는 종 사이의 교배에 의한 수정란은 하얀 깃털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정의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 검은 깃털을 가진 고니

가 탄생한다면 이는 가능성이라는 범주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그

것은 사후적으로 경험적 귀납에 의해 성립된 개념일 뿐 생물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아무런 지배력이 없는 개념이다. 가능성의 확율을 통계적

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라는 범주의 취약함을 방증할 뿐이다.

그러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잠재성이나 가능성이나 지칭이 어찌되었든

실존화 이전의 단계인데 어떤 차이로 구분될 수 있는가?’ 가능성의 요소

들이란 발생 표상의 한 재현적 요소를 가리킨다. 가령 ‘흰’ 깃털의 흰색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이란 그 재현적 요소보다 더 미시적이고 발

생적인 단계의 보편자를 가리킨다. 즉, 그 보편자 자체를 표상적으로 재

현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현실적 개체의 요소 발생을 일으키는 상호적인

인자를 가리킨다. 즉, 관계항적인 인자인 것이다. 미분적 보편자는 그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예화 될 수 없다. 들뢰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립한

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현실화 과정에서 유사성의 범주 그 자

체가 갈라짐의 범주, 차이의 범주, 또는 분화의 범주에 종속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본다. 비록 현실적 형식들이나 산물들

이 서로 유사할 수 있다 해도, 생산의 운동은 서로 유사하지 않

으며, 그 산물들은 그것들이 구현하는 잠재성을 닮지 않는다. 이

런 이유로 현실화와 분화는 진정한 창조이다. 전체는 그것이 현

실화될 때 따르는 다양한 계열을 창조해야만 하며, 그것이 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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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서 이용하는 비슷하지 않은 수단을 창조해야한다”(LB

110/149)

그렇다면, “사물들 자체 안에서의 현실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분화(현실화)는 [1] 서로 상관적 관계에 있는 질화이자 합성이고 [2] 종

별화이자 유기적 조직화인가?” 유기체의 분화 과정을 보자. 발생학의 시

초인 폰 바에르는 생물분류의 상위층에서 규정할 수 있는 ‘동역학적이고

구조적인 특징’들이 하위 단계의 ‘형식적 특징’보다 먼저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DR 276/460). 일단 ‘폰 바에르의 법칙’으로 그의 대표적인 이론을

보자.116)

1) 배아가 속한 그룹의 일반적인 특성(General characteristics)은 특

별한 특성을 갖기 전에 발생한다.

2)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구조 관계가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기 전에

형성된다.

3) 임의의 배아의 형태는 다른 명확한 형태에 수렴하지 않지만 그러

한 형태들과 자신을 분리한다.

4) 상위의 동물 형태의 배아는 덜 진화된 다른 동물의 성체와 결코

닮지 않으며, 단지 그것의 배아와 닮는다

그는 이것을 가장 높은 일반성에서 가장 낮은 일반성으로 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 과정을 일반성이라고 하는 제한성을 토대로

한 실재화로만 볼 수는 없다며 잠재성의 현실화에 대한 미시적이고 다양

한 측면을 이야기한다. 기관들의 발달은 시간에 따라 어떤 부분은 성장

정지를 하고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기도 한다. 여기서 잠재

성은 유기체 내부의 상태조건과 더불어 외부적 조건들과도 관련되어 규

정은 계속 더해지거나 변형 된다.(다항식의 연쇄적 생성) 진화의 과정이

116) Karl Ernst von Baes(1792-1876) 폰 바에르(혹은 ‘폰 베어’로도 읽는다)는

에스토니아의 과학자이자 탐험가로 발생학의 원조로 꼽히는 인물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Karl_Ernst_von_Bae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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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창조적이고 점진적인 여러 수준의 분화 과정이라

는 것이다. 잠재력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종별화와 부분화라는 점진적

과정의 역동성을 구현하면서, 미분비들은 종들 안에서, 특이점은 부분들

안에서 현실화된다. 이러한 다변적인 극화 안에서 개념 안에 가지고 있

던 자기 동일성과 재현 안에 가지고 있던 유사성은 상실 되기에 이른다.

(DR 278/462) <즉, 우리가 어떠한 유기체의 발생과 성숙에 있어서 어떠

한 일반성을 전제하던, 그것은 생장과정에서 그 일반성을 완벽하게 구현

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반성이 상실되어 가는 쪽

으로 분화, 전개되어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성으로 전제된 사실

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한 유기체의 생장 과정 속에서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종의 동일성, 일반성을 완전하게 대표적으로 구현한

개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 가능성과 잠재성의 차이이

다. 공통감과 양식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의 구성은 재현의 논리이며 예

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문제를 구성해간다. 그러나 잠재성은 예측

불가능하다. 하나의 개체가 어떠한 생성과정을 거치는지 누가 미래를 완

전히 알 수 있겠는가? 종별화라는 것은 개체적 차원의 단위를 넘는 변별

화이지 가능성의 재현이 아니다. 미분화의 과정이 잠재적 차원을 생성하

는 것이었다면, 적분화는 현실화의 구현에 있어서의 창조성을 나타낸다.

미분이 된 원시함수의 원형을 복구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

나 들뢰즈는 이것을 원형의 재현 실패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미분의 차이에 이어 두 번째 차이가 자신을 드러내는 변별적 특

징을 드러내는 이념의 현실화로 보았다. (6-4 이념의 완결된 규정과정

참조)117)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개체의 실존성은 어떤 동일성이 산출하는

117) 칸트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련한 함축적인 언급을 남겨놓고 있다. 『순수이

성비판』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냐하면 우유성[偶有性]들은 상

호 등위적이고 아무런 계열도 이루지 않으니 말이다. 실체와 관련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유성들은 본디 실체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자신이 실존

하는 방식이다.”(KvR B441) 우유성의 가치를 본질적인 수준으로 보지 않았

지만, 우유성속에 그것이 실존의 방식이라는 현실화의 과정을 이미 전제시켜

놓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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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라던가 자아의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다.(DR 331/544) 왜냐하면 형상

-질료적 도식처럼 존재자들의 차이적인 개체적 분화가 어떠한 목적적인

상태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체화는 “어떤 근본적인 불균

등성 위에서 구축되고....변동적이고 기묘할 정도로 유연하고 우발적”이

다.(DR 331/545) 따라서 개체란 “현실의 다양체를 형성하고, 이 다양체

는 어떤 특이점들의 응축, 어떤 강도들의 열린 집합과” 같다(DR

331/544). 여기서 우리는 개체가 그 종을 대표하는 유(類)보다 오히려 더

우월한 존재성을 지닌다는 것을 결론내릴 수 있다. 차이적인 실존의 개

체화 과정들은 개념적인 유와 종보다 특권적이다. 유와 종이 개체를 실

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실존이 유와 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반론 : 홀워드의 잠재성 비판

피터 홀워드는 자신의 저서인 “Out of this world(2006)”에서 들뢰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던진다. 그에 따르면 들뢰즈의 주장은 ‘존재가 필연

적으로 창조적이고 언제나 차이화 한다’는 것인데, 그의 철학이 실존의

현실적 조건인 물질the material 에 관해 어떠한 식견도 제공하지 못한

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들뢰즈의 사고는 문자 그대로 “다른 세상의”other

worldly, 모든 동일성을 신의 현현적인 자연의 자기 창조 안으로 융해시

키는 수동적 응시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8) 그는 들뢰즈의 현

실화 할 수 없으나, 실재적인 잠재성이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을 표한다.

“차이화나 창조는 연장적extensive 이기 보다는 잠재적이거나 강도적이

다....결정적인 부분은 이것이다. 이 이중적 기획의 생산적이고, 미분적이

거나 창조적인 힘은 잠재성에서 홀로이 나오는 것이며, 현실적 창조대상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119)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분법적인 단순한

결론을 내린다.“요약하면, 실재성은 구성된 것이고, 잠재성은 구성요소이

다. 이것이 들뢰즈의 창조에 관한 모든 존재론의 열쇠이다. 하나는 창조

자이고 하나는 창조된 것이다. 하나는 구성하고 하나는 구성된다. ”120)

118) Hallward, Out of This World . 31

119) ibid. 27.

120) ibid.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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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이것은 마치 생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린다. 들뢰즈는 강도론에서 보이듯 물질 세계의 인식

에 관해 아주 미시적인 측면에서 초월론적 인식론이 질과 연장, 공간에

물질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식내에서 조직화하고 인식하는지 그 원칙적이

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홀워드는

들뢰즈가 의도했던 초월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초월론의 기

획은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속에서 조직화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외부적이고 외생적인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체

인식의 입장에서 해명하려는 노력이다. 홀워드의 주장대로라면 단순한

경험론 이상의 어떤 이론이 그의 반론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재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과 같은 상반되어 보이는 표현

덕에 들뢰즈의 ‘잠재성 virtual’은 많은 오해를 받거나 잘못 이해된다. 잠

재성은 ‘가능성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생물적 단위의 잠재성은 신체의

부분 기관이나 원자단위의 효소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미시적이면

서 추상적이고 변이성을 갖춘 진화적 기제에 가깝다. 생물의 각 기관은

구성요소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 대상’이지 ‘잠재적 요소’가 아니다. 각

기관은 잠재력이 현실화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배’의 단계에서 잠재

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적 요소들 간의 비율과 관계성들이 잠재적 요소이

다. 그것은 항상 가변적이라 어떠한 고정 비율로 표시될 수도 없다. 들뢰

즈가 그토록 강조하는 ‘미분비’는 현실적 요소들이 출현하고 현실화하는

배후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관계성들, 관계들간의 비율적 요소형태 자체

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바로 하단에 이어지는 언어학적인 예

를 들 수 있다. 언어학적인 입장에서는 어휘나 문장의 원자단위인 음절

은 하나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분자 단위

의 음소, 더 정확히는 ‘최소대립쌍’이라는 그 음소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

적 관계가 잠재적 요소이다. 최소대립쌍은 사례로써 이해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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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나 그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현실화 될 순 없다. 현실 속에 내재하지

만 비현실적인 요소라는 이중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재성을 현

실 내에 감추어진 완전히 다른 층위의 성질이나 단순한 구성요소로 이해

하는 것은 오해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언어학적 이념은 확실히 하나의 구조가 지닐 수 있

는 모든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DR 262/439). 그 타당성을 살펴보자.

언어학이 발견한 언어의 가장 분자적인 단계는 음소인데, 이는 “연속적

인 음성의 흐름으로부터 절취된” 미분적 요소들이다.(DR 262/439)

“billard, pillard 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상이한 의미 작용을 지닌 두 단

어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언어학적 단위를 말한다”121). 이 음소

는 “문자,음절, 소리 속에서 육화”되지만, 결코 문자 음절 소리로 환원되

지 않는다. 게다가 문자, 음절, 소리는 “음소에게 어떤 독립성을 부여한

다”122) 언어는 음절 단위에서 fin/pin 이라는 예로 놓았을 때 in은 공통

으로 갖고 있지만 f/p가 달라져 이를 다른 음성과 의미로 인지할 수 있

게 된다. 여기서의 b/p라는 음소간은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여 최소의 변

별적 자질을 갖춘 음성 단위가 된다. 그러나 각 음소는 앞뒤의 다른 음

소에 따라 그 음소의 음성적 자질이 달라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도 없고 다른 언어의 사용자들, 예를 들면,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핀/핀으

로 같은 음절로 인지가 되고 발음이 되기도 하므로 최소 대립쌍은 타국

어 사용자에게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 게

다가 그 음소 하나로는 의미나 음성상의 실제적인 발화가 되지 않는

다.123) 그런데 음소는 다른 음소와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만 언어적 생성

121) 들뢰즈,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377

122) ibid.

123)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자 체계는 한글이다. 원래 서구의 음소 표기법

에서는 자음에 모음의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여 b,p 등이 음절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한글 시스템에서는 음소는 독자적으로 발화하지 못한다

는 미분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한 것이다. 오히려 독자적인 발화성을 없애

는 미분적 표식 때문에 음절과 발성표기의 인식이 간결해지고 분석이 용이하

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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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된다. 음소의 상호 관계에 따라 음절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며 이

음절은 또 조합을 이루어 단어를 이루고 단어는 문장을 이루며 의미를

형성하고 발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언어학적인 이념은 이러한 음소를

어떤 잠재적인 단위로 통합하여 있는 다양체이다. ‘최소 대립쌍’ 이라는

말에서도 보이듯이 언어학자들에게는 보통 관습적으로“ ‘대립’의 개념은

유별나게 복수화, 상대화” 되어 있지만, 들뢰즈는 최소 대립쌍의 공식을

“음소들 사이의 미분적 관계들”을 나타내는 상호 관계로 파악한다(DR

263/440). 이러한 미분비적인 상호관계는 “트루베츠코이124)의 분류법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대립은 공존하는 비율적 관계들의 변이성들 안에서 분

해되고 분배된다. 그 결과 그것은 더 이상 대립으로 남아 있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하거나 마구 주름 잡히는 변별화의 메커니즘으로 현존하게

된다”(DR 263/440). 즉 연속적인 공기의 흐름인 발화 현상에서 절취된

(미분된), 그러나 자체로는 구체화하지 않는 음소들은 그들의 미분적 상

호관계이자 보편자인 ‘최소 대립쌍’에 의해 음절이 만들어지며 언의 최종

목적지인 ‘의미의 발생’은 어휘와 통사라는 규칙속에서 완결된 규정을 갖

게 된다. 더 상세한 부분을 언급하자면, 최소 대립쌍이란 미분철학적 관

점에서는 미분비의 비율적 관계라 할 수 있는데 그 최소 대립쌍의 목록

은 수천,수만개의 헤아릴 수 없는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125) 그것은 또

한 지역과 시대마다 계속 변천한다. 또한 완결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통사와 어휘의 규칙 또한 시대적으로 무한히 변이해간다. 이것이 언어적

다양체의 형태이다.

124) Nikolai Trubetzkoy : 니콜라이 트루베츠코이는 1890년 모스크바에서 탄생

한 러시아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역사가이다. 그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프라

하 학파의 핵심인물로 음운론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들뢰즈의 저서에서 나오

는 음운론적인 부분은 주로 트루베츠코이를 참조한다. 대표적인 저서는 『음

운론의 원리』가 있다. Nikolaĭ Sergeevich Trubets︠k︡oĭ, Principes De

Phonologie., (Klincksieck, 1968). 한글 번역본은 N. S. 트루베츠코이 지음,

음운론의 원리, 한문희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25) 지금까지 발견된 모음의 수는 2개(압하스어)로부터 55개(세당어)의 차에

이르며 자음의 수는 6개 (로토카스어)부터 117개 (꽁옹어)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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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념의 인식능력적 문제

마지막으로 이념에 관한 인식능력의 문제에 답변해야한다. 다니엘라 보

스의 언급처럼 들뢰즈에게는 더 이상 이성이 특권적인 이념의 능력이 아

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념이란 어떠한 인식능력의 대상이란 말인가? 이

에 대한 들뢰즈의 답변을 간략히 대변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념을 독점

하는 인식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이념은 단순한 허상인가? 그렇지 않다.

“이념은 모든 인식능력들을 주파하고, 또 모든 인식능력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DR 249/419) 숭고의 분석론을 다룬 부분에서 우리는 ‘숭고감’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식능력 하나의 독점적인 규정 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상상력과 이성의 폭력적인 한계 상황이 지어낸 ‘발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념은 숭고감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념들은 차례차례 모든 [인식]능력들에 상응하고 그래서 결코 어떤 특

수한 [인식]능력의 배타적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 사유의 전유물도 아니

다”(DR 249/419). 그렇다면 이성, 지성, 감성 전능력에 공유되는 어떤 특

수한 ‘공통감’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초월론적 이념은 애시당초 인식

능력들 간의 ‘공통감’을 목표로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차이적인

원칙의 변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감의 형식을 전혀 재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방향을 취한다는데 있다...말 그대로 부조화

의 조화로서 공통감이 지닌 동일성, 수렴, 협력등의 형식을 배제한

다”(DR 249/419). 다시 말하지만 숭고의 상황처럼 어떤 인식능력들 간의

한계에 다다르는 불일치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인식능력들 간의 고리, 인식능력들을 묶는 관계항의 고리, 그 자체가 초

월적 이념의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양식”과 “공통감”의 반대인

“역설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칸트의 이론에서 인식능력들은 공통감을

바탕으로 능력들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일치를 기대하지만, 역설감을

바탕으로 한 이념은 인식능력들 간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게

다가 공통감이 전제하는 진리의 법칙은 필연성이지만, 역설감은 필연성

이 아닌 ‘우발성(우연성)’을 전제한다. 이것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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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될 수도 있지만, 이념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했을 때, 이념들은 “어

떤 특수한 능력의 대상은 아니지만 동시에 어떤 특수한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이 점에서 독특한 것이다”(DR 251/422). 또한 공통감을 위해서는

내부적 일치가 전제되지만, “이념들은 (모든 능력들의 역설감을 구성하

기 위해서) 그 능력들 바깥으로 외출하고 있는 것”으로, 바깥의 외출속

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항의 고리를 만들어 조화를 이룬다.(DR

251/422) 다시 말해, 이념은 어떠한 인식능력의 대상도 아니지만 모든 인

식능력과 관계하며 인식능력의 통일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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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1. 이념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종

합적인 정의를 시도 할 수 있다.이념이란 현상을 종합하는 초월적 인식

의 가장 상위의 인식 관념이며, 보편자의 종합적 보편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개념은 개체들의 공통분모의 집합으로서 ‘유(類)’를 나타내며 이

유를 규정하는 것이 곧 칸트의 이성이념이 된다. 그러나 들뢰즈가 말하

는 이념은 유의 상위관념이 아니며, 강도적 측면의 미분비라고 하는 보

편자의 상위관념이 된다. 그렇다면 미분비와 일반 개념의 관계는 무엇인

가. 미분비는 개념을 발생시키는 보편인자이다. 미분비는 어떠한 개체나

종들의 공통분모가 아니라 변이를 일으키는 최소 단위 요소들 간의 변별

적 ‘관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령 언어의 최소 단위인 음소가

미분비가 아니라, p/b처럼 미분화되는 하는 두 변별적 음소간의 ‘관계’,

그 관계가 미분비라고 하는 보편자인 것이다. 따라서 개념은 예화 될 수

있지만, 미분비적 관념은 예화 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념이란 이

미분비들의 종합이다. 그리고 이 미분비들의 생성적인 발생과정에서의

점진적 규정의 흔적들을 종합구성하는 것이 유(類)개념의 기원이 된다.

미분비가 이념의 보편자로 기능하는 이유는, 이념은 강도장의 미분적 인

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을 수행한다. 개념이 질적 감각장이 산출하는

연장성과 질을 종합하는 것과 달리 이념은 강도적 미분의 인식들을 종합

하는 초월적 원칙들인 것이다.

이념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념은 상위적 종합

의 보편자이지만 그것이 자체로 존재계의 모든 실상을 담지하고 재현의

모상이 되는 플라톤적 절대 이데아는 아니라는 것이다.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경험의 종합적 개념 자체가 존재의

본질적 실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념 또한 그러하다. 이념 자체가

본유적으로 진리의 실상을 담지하는 영원한 진리의 재현자가 아니다. 우



- 113 -

추상적 관념

이념 개념

이념의 초월성은 감성적 지각을

넘어선 강도적 차원과 관련되는

미분적 인지들에 대한 종합이다.

질적 감각이 산출하는 질과 연장

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이 수행되

어진다.

미분비의 종합이나 조건들의 총합

으로 구성 – 비본질주의적 구성

개체나 개념의 공통분모로 구성

–본질주의적 구성. 이념의 발생

리가 인간의 인식적 사유의 구조에 대해서 엄밀히 반성했을 때 이념은

개념과 다른 본성을 갖고 있는 관념이며 철학적 사유에 있어 그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

자체가 진리이며 존재와 본질의 대변이었지만 이념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며 존재와 본질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념에 관한 인식적

구조를 깊이 반성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관념을 존재의 본질로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념을 이념으로 착

오한다든지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념과 이념 두

가지로 관념적 사유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의 대상들이란 무엇인가? 이념의 대상들이란 어떤 현상계

열들을 대표하고 종합하는 이념을 말한다. 언어현상의 이념인 언어적 다

양체가 있고, 생물 발생과 성장의 이념인 생물학적 이념이 있고, 물질의

원소적 차원의 운동을 다루는 물리학적 이념들이 있고, 소리의 이념인

화이트노이즈가 있고 인간의 역사적 운동에 관한 사회적 이념 등이 있

다. 이 이념의 대상들은 생성적 구조로서 ‘다양체’라고 하는 형식을 갖는

다. 다양체는 n차원의 변이성을 갖고, 미분비들로 이루어진 현실화를 지

향하는 어떤 생성적 구조들이다.

아래의 도표는 이해를 위하여 지성의 대상인 ‘개념’과 초월적이며 모든

인식능력과 관계하는 ‘이념’을 비교한 것이다. 개념적 수준에서 이념의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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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결과들에 대해 지성이

사후적이고 경험적인 구성을 하게

된 것이 유(類)개념이다.

그 자체로 예화 불가능 (ex: 사회

적 자유는 이념인데 어떤 대상이

나 현상을 보고 자유라고 지칭할

수 없다.)

자체로 예화 가능(ex: 동물은 추

상적 개념이지만 고양이나 독수리

등을 보고 ‘이것은 동물이다’라고

지칭가능하며 그러한 문장에 아무

런 문제가 없다)

이념은 무한한 내포와 무한한 외

연을 상정한다. 내포와 외연은 정

비례해서 늘어난다.

개념은 내포가 넓어지면 외연이

줄어들고, 외연이 줄어들면 내포

가 넓어진다.
유비적이거나 미분적 전개로 현시

가능

상상력의 도식으로 직관에 표상

가능

현시되는 대상의 생성적인 전개를

함축

직관에 표상되는 대상의 완전한

규정을 지향

어느 특정 인식능력의 대상이 아

니지만전 인식능력과 관계한다
개념은 지성의 대상이다

충족이유율의 논리를 갖는다 동일율과 모순율을 갖는다

위와 같이 본성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개념

이 질적 감성의 차원으로부터 종합을 수행하는데 비해 이념은 감각 이전

의 강도적 차원으로부터 종합을 수행하며, 그 강도적 차원은 차이와 반

복이라는 보다 더 근원적 원칙들의 영역으로 종합의 결과들이 본성상 다

를 수 밖에 없다. 칸트 인식론에서 상정된 질적 감각의 감각장 이전의,

더 근원적인 강도장에 관여하는 것이며 강도장의 본성 자체가 감각장과

다르기 때문에, 초월적 원칙에서는 그 또한 초월성에 속하는 것이지만

분리해서 생각하면 질적 감각장과는 다른 본성을 지닌 강도장이기에 그

의 종합의 결과 또한 같을 수가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본 논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므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

만,126) 이념과 지성 개념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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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의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종합은 의식보다 무의식적

차원의 반복적인 대자 인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차이와 반복』2장

과 『의미의 논리에서는 무의식과 관련한 정신분석학을 광범위하게 참조

하며 의식과는 다른 구조를 지닌 무의식과 반복의 대자적 인식이 바탕이

되는 인식 주관의 각종 종합과 작용에 대해 이념과 관련한 측면들을 심

도있게 논하고 있다. 또한 이는 개념적 세계를 넘어서 강도적 세계, 차이

적 세계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신적 영역에 대한 초월적 인식의 탐구이자

해명인 것이다. 즉, 초월적인식의 객관적 지각측면을 본다면 강도장이 되

겠지만 종합하는 인식주체의 주관적인 측면을 본다면 무의식과 반복의

세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위에 형성되는 이념들은, 위 표에

드러난 상이한 모습처럼, 지성이 ‘공통감’이나 “동일성 형식을 전제”하는

것과 달리 이념은 “역설감”을 나타내며,(DR 250/420) “이런 역설감은 이

념들을 요소로 하고 있다”(DR 250/420). 들뢰즈의 표현대로 이념은 “무

의식의 현시”(DR 248/417)이다. 지성은 의식의 소산이다. 그러나 이념은

무의식을 토대로 지성과 관계한다. 따라서 의식이 규정하는 자아는 코기

토로 나타나지만 무의식은 그 코기토의 균열 속에 드러나고, “이 균열된

나는 사유의 무의식에 해당한다”(DR 257/432). 따라서 무의식적 주체의

논리는 역설감으로서 의식과 다른 본성을 갖게 되며, 이는 다른 관념을

배태하는데 참여하는데, 그것이 곧 ‘이념’이 된다. 이는 곧 이념의 연구란

무의식의 탐구를 요청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사유란 의식과 무의

식을 아우르는 일이다. “이 무의식이 없다면 [나]는 사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순수한 사유 대상을 사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의식의 평

범한 명제가 언표하는 것과는 거꾸로, 사유는 오로지 어떤 무의식을 출

발점으로 할 때만 사유할 수 있고, 또 사유는 이 무의식을 초월적 실행

안에서 사유한다”(DR 258/433). 무의식의 초월적 실행의 탐구, 이것이

이념연구의 인식주관적 측면에 있어서 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126) 『차이와 반복』내에서는 2장 ‘대자적 반복’장이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한

무의식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으며, 들뢰즈는『의미의 논리』,『안티 오이디

푸스』등의 저작등에서와 함께 프로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정신분석학을 참조

하며 철학적 차원에서 심층심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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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7-2. 논문의 의의와 미래의 철학

-논문의 의의

들뢰즈는 현대철학의 과제를 ‘플라톤주의의 전복’으로 선언한다. (DR

82) 그러기 위해서 그는 플라톤의 바깥이 아닌 안에서 전복적 비판을 시

도한다. 우리는 동일자의 철학이 스스로의 변증법에 의해 존재근거를 위

협받고, 보이지 않는 인식적 장치인 신화 속에 숨겨졌던 자기 전복의 요

소들이 들뢰즈에 의해 발굴되어 그 근거가 와해되기에 이르름을 보아왔

다. 또한 초월론을 표방했던 칸트의 철학은 너무나도 많은 경험론의 잔

재에 의해 플라톤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발전된 정교한 논리속

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마이몬의 비판적 문제의식에 힘입어 칸트 철학이

갖고 있던 강도의 원칙과 자연목적적 개념, 숭고의 법칙등은 다시금 후

기 칸트주의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시금석으로 들뢰즈에

의해 발굴되었음 보아왔다. 또한 최종적으로 여기의 비판 논리들이었던

‘차이’와 ‘역설감’은 진정한 이념론의 원칙이 되어, 추상적인 이념의 미분

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실존자들의 분화과정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생성

이론을 구축하였음을 보였다.

여기서 이 논문의 연구가 갖는 세부적인 의의를 들겠다.

첫째, 현대의 비평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동일성의 철학에 대한 비

판의 표적은 ‘재현’이었으나 실은 더욱 강력하고 암묵적인 ‘재인’과 ‘양

식’, ‘공통감’이 어떻게 토대적인 하부구조의 논리를 이루었는지 폭로하고

자 하는 들뢰즈의 의도와 논증을 더욱 새롭게 했다

둘째, 그간 반플라톤주의자들의 기존 플라톤의 대화편 비판은 소피스트

에 나오는 나눔의 변증법에 몰려 있었지만, 플라톤주의의 기원이 도덕적

동기에 기초한다는 것과, 변증법과 더불어 더욱 잠재적인 장치인 신화서

사들이 어떻게 동일성에 대해 뿌리깊은 근거를 갖게 되고, 들뢰즈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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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어떠한 비판논증을 수행했는지 해명하였다. 이는 계보학자로서

의 들뢰즈를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셋째, 칸트의 감성론인 소여의 전제들이 실은 강도의 원칙이라는 더욱

미시적이고 근원적인 초월론적 원칙에 의해 조직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세히 해명하였으며, 그 근거의 논리가 되는 카르노와 퀴리의 법

칙도 충분한 해명을 하였다

넷째, 들뢰즈의 이념론이 갖는 미분의 철학이 실은 헤겔의 모순과 대립

의 변증법에 대항하는 차이의 변증법이며 미분의 원칙들이 철학적 수사

가 아닌 실존자들의 변증법적 운동의 동력이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어

들뢰즈 연구에 동력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는 언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으로 들뢰즈 변증법의 핵심인데도 지

나치다 싶을 정도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었으나 본 논문에서 그 핵심적

사항들을 지적하여 들뢰즈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차이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인 우발점, 역설감, 불일치

의 조화라는 관점이 어떻게 이념을 떠받치고 조직화의 원리로 작동하여,

추상적인 이념의 미분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실존자들의 분화과정으로 나

아가는 변증법적 생성이론을 구축하는지 명백히 보여왔다.

따라서 이념의 구조를 더욱 확실하게 재구성하고 확립하여 미진했던 변

증술사로서의 들뢰즈와 계보학자로서의 들뢰즈의 모습을 확증하고 들뢰

즈 연구에 더욱 미시적이고 심도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게 된 것이 이 논

문이 갖는 의의이다

- 미래의 철학

이 논문에서 핵심적인 주축으로 삼은 들뢰즈의 두 가지의 기획은 실은

들뢰즈가 1962년도부터 『니이체와 철학』에서 보였던 니이체 해석의 두

가지 물줄기이다. 하나는 “기원의 가치와 가치의 기원을 동시에 의미하

는” 계보학적인 비판적 탐구방법이며,127) 다른 하나는 “영원회귀”로 대표

127) 들뢰즈, 니체, 철학의 주사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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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생성의 철학이다128). 이에 따라 들뢰즈는 니이

체와 칸트를 대비시키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대조시킨다.129)

1) 신념, 해석, 가치평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발생적이고 형성적

인 니이체의 원칙들과 사실에 대한 단순 조건들이 되는 칸트의 선험적

원칙

2) 이성에 반(反해)서 사고하는 계보학자인 니이체와 이성적인 입법을

믿는 입법가 칸트

들뢰즈는 칸트를 “고전적인 철학자의 마지막 사람”으로 간주하며, “진

리의 가치나 그것에 우리를 복종시킬 이유를 문제삼지 않는” 칸트의 독

단론에 대하여, “진리에의 의지는 비판을” 요청시켰으며 “권력에의 의지”

로서 경계선을 넘어가 초인이 되고자 하는 니이체를 대비시킨다.130) 결

국 들뢰즈가 바라보았던 미래철학의 동기는 니이체로부터 나오는 것이었

다. 이후의 들뢰즈의 행보는 인식론과 언어의 틀 안으로 숨어버린 철학

을 다변화한 학문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을 한다. 그 스스로도 미래 철

학의 가치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보인 것이다. 차이

와 반복 2장의 연장선적인 정신분석학과의 조우인 『안티 오이디푸스』

나 유목적인 철학적 사유의 분화를 전개한 『천의 고원』 외에도 문학,

영화, 기호론과 관련한 들뢰즈의 도주적 사유의 행보는 계속되었다.

영원회귀라는 것이 동일자의 기계적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 차이적

생성의 끊임없는 변이성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만 들뢰즈의 사유는 마

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속으로 되돌아가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기

초적이며 근본적인 사유들에 물음을 던진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

그것으로부터 들뢰즈의 철학은 시작하고 또한 미래 철학의 개편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한 것이다. 철학이라는 것이 지나간 흔적의 수집이 아닌

언제나 열려있는 새로운 사유가능성의 움직임이듯이 들뢰즈는 새로운 열

128) ibid. 57.

129) ibid. 163.

130) ibid.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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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사유를 하는 방법을 보여 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취지 속에서, 논

문을 끝마치며 들뢰즈의 사유가 함축적으로 제안하는, 학문에 적용되어

새로운 시각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론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대

변될 수 있다.

첫째, 미분적인 변증법은 완성태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도 무

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모순대립이 아닌 차이적 방법을 이용한 변

증법적 운동의 철학을 확장하는 것은 헤겔과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변증

법적 사유의 전통에 새로운 시대의 미래적인 변증법적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둘째, 인식론에 있어서의 계보학적 방법은 사실 들뢰즈만의 독창성은

아니며 니이체로부터 출발하여 푸코나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

이 사용한 방법이나, 인식 아래의 인식이란 이 탐사법은 철학사적으로

항상 유용하다. 이 계보학적 방법은 단지 서양철학의 전통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동양철학에서도 유사한 착상과 수행들이 있었지

만 그것을 더욱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들뢰즈와 같은 방

식의 분석법이다.

셋째,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가 이미 밝히고 있듯이 미분비의 상

호관계라는 보편적 잠재자의 개념은 혁신적인 학문적 방법론이 될 수 있

다. 트루베츠코이의 음소분석법이나 알튀세르의 자본론의 신해석적 방법

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들뢰즈 이전 세대이니 들뢰즈에게 영

향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들뢰즈가 그들의 방법으로부터 미분비적 개념

을 도출해 자신의 관념적 틀과 연결한 것이다.) 그것들은 온갖 분야들에

적용가능하며 새로운 개념 정립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예술, 동서양의

철학, 문학등등..

따라서 학문적 방법에 있어서도 역사의 재현적 요소를 따를 필요가 없

다. 영원회귀적 생성이란 항상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들뢰

즈의 철학은 우리들에게 항상 새로운 사유를 독려한다. 왜냐하면 이념

자체가 존재의 실상을 완전하게 담지하고 있는 관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의 실상은 영원한 차이적 반복 속에 구현되는 생성이며, 우리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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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사유 또한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갖고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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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Plato presupposed that the idea is the unchanging truth

itself, the idea by Deleuze is just the object of the transcendental

principle and a cognitive faculty. His theory of ideas is a synthetic

theory that is intended to expose transcendental principle of Being.

This essay has the goal which is the critical argument of Platonism

and to demonstrate the deductive argument of quid jury concerning

the theory of ideas by Deleuze. And this essay is intended to

demonstrate and reconstruct the dialectical thought and the

genealogical critic argument which did not appear clearly before.

Deleuze himself had two plans of such a theory of ideas. First, he

has the goal to reveal under the task of ‘Reversal of Platonism’ that

Platonism is just a fallacious theory which tries to elevates empirical

principles to the absolute transcendental level.

It is a critical exercise to reverse the epistemological ground of sub

structure which is bound behind identical doxa. Second, it is the

proper argument of the enterprise that the philosophy of the

difference, the intensity and the differential, newly establish the

transcendental theory of idea. For the existing study did not fully

investigate Deleuze’s theory, It’s called for more in-depth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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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gic of the critical exercise of platonism is divided by ancient

platonism and modern platonism, according to ages. Speaking of the

first, Plato himself is aware of his assertion’s overturning by itself

and then ascertains ‘Beingness’ of ‘non-being’. Then he takes

non-identical principles out of ‘non-being’ and dissolves the ground of

strong ambiguous doxa which belongs to mythical epics. The devices

of the epic is such that despite participation of true qualification

which belongs to the idea of former life is united to the dialectic of

the divide, It is compelled to subordinate to the same identity and

although the prisoner being awaken as sensual being in the cave

becomes aware of the knowledge through the reminiscent

transcendental memory, it is not pure true knowledge but the

pretense of re-cognition.

Deleuze reveals that Plato installed identical philosophy into the

mythical epic with intention of his moral motivation, then interfere

with the probable stream with the appearances of the myth and inject

his doxa. As second, he criticize that representational doxa modelled

to re-cognition and bipolar remnants of platonism are still immersed

into transcendental theory. He also argued that forms of doxa seizes

the transcendental position of cognition and being, corporating with ‘

good sense’ and ‘common sense’.

The antithetical principles established through a critique is

‘difference’ which is the principle of ‘non-being’, this difference is

newly established as two forms. these are the form of intensity

which is expressed as sensual ontology in the existence of inequal

becoming. The principles of intensity is foundational cognition beyond

the dimension of sensual cognition. It becomes the foundation that

overcomes externality remained in Kantian philosophy and can build

united transcendent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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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uze’s dialectic opposite to Hegel’s dialectic gives rise to changes

and movements with the dynamics of differential which is a

mathematical difference as Hegel draws the movements and the

developments of the ‘concept’ on the basis of the contradiction and

the opposition. Deleuze also reveals that his dialectic is reverse to

Hegel’s dialectic which moves from a entity to the higher spirit of

abstract.

In sum, the objective respect of transcendental cognition appears as

the intensity field of the becoming of the ‘difference’, and the

subjective respect appears as the dialectic of the ‘differential’. These

are more fundamental level of cognitive system than that of

sense-conception structure

The diversity of ideas, the union of differential ratios of the

virtuality, is a structural substance and has the reality of becoming

of a existant. The reality in which the change of ideas develops and

which differential principle becomes realized existentialy through the

process of a differenciation. It is very Deleuze’s differential dialectic.

That is to say, Hegel’s dialectic is toward to the abstract spirit of

the self identity. As opposite, Deleuze’s differential dialectic imply the

existential world which is given rise to by the differences of ideas.

So, Deleuze’s theory is grounded on paradoxical sense which is

non-conmmon sense and constitutes the world not with necessity but

with dispositions of the aleatory point as opposite to it. These are

entire enterprise designed by Deleuze

Keywords: Deleuze, Transcendental theory, Theory of idea,

Differential dialectic, Metaphysics of mathematics, Process of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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