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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들뢰즈의『차이와 반복』의 주제인 초월론적 경험론이 초

월론적 관념론 또는 초월론적 현상학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살피

고, 이를 통해 초월론적 경험론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한다. 『차이와 반복』에 국한하여, 초월론적 경험론이란

광의의 의미로 『차이와 반복』의 체계를 뜻하기도 하며, 협의의 의미로

“인식의 탈구적 실행”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초월론적 경험론의 정

체를 규명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본고는 첫 째,『차이와 반복』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둘 째, “인식의 탈구적 실

행”이라는 사태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들뢰즈의 철학사적 콜라주 기

법의 전략적 의도 및 효과를 분석한다. 들뢰즈는『차이와 반복』「머리

말」에서 더 이상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방식으로 철학 책을 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진 시대가 도래 하고 있으며, 새로운 철학적 글쓰기 방

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들뢰즈는 회화의 콜라주 기법에서 새로운

철학 글쓰기 방식을 모색한다. 콜라주란 일상적인 사물들을 포함하여 다

양한 사물들을 활용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의 일종으로서,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물들을 하나의 평면 위로 병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사물의 일상적인 맥락을 탈각시키고 그것을 파편

화하여 하나의 작품 속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즉 들뢰즈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철학적 글쓰기란 기존의 다양한 철학사적 개념들을 고유의

맥락에서부터 탈각시킨 뒤 새로운 평면 위로 재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차이와 반복』는 철학사적 콜라주 기법이 구사된 작품이다.『차이와

반복』은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철학사적 개념들을 하나의 구도 위로 종

합해내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차이와 반복』의 체계 정체 규명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파편적 요소들과 그것들을 하나의 평면 위로 불러

들이는 이질적인 종합에 대한 분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파편화된 요

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철학사적, 또는 정신분석적 개념들에 대한 들뢰즈

의 참조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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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초월론적 철학들이 초월론적 장을 의식적인 것으로 규명해 오

던 것과 달리, 들뢰즈는 초월론적 이념에 대한 재독해 등을 통해 무의식

을 초월론적 지평으로서 규명해낸다. 뿐만 아니라 들뢰즈는 사유의 본성

에 관해 철학사가 암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용해 온 공준들의 체계를 규

명함으로써, 철학사를 사유의 무의식적 역량들에 대한 억압의 역사로서

기술해내고 있다. 초월론적 경험론 기획이란 이러한 억압적 계기를 극복

하고 사유의 무의식적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들뢰즈는 정신분석의 무의식 개념을 재독해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이론 내부에서 이원론적이고, 물질적인 계기들은 탈각시켜 나간다. 그로

부터 전치와 위장이야말로 무의식적 반복의 발생 근거임이 드러나게 된

다. “대자적 반복”은 더 이상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없으며, 전치와 위장은 반복의 파생적 효과가 아니라 발생

근거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은 문제제기적이며, 미분

적이며, 계열적임이 드러나게 된다.

철학사적 참조와 정신분석적 참조는 콜라주를 구성하는 파편적인 요

소들의 기능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파편적인 요소들은 하나의 평면 위

로 재배치되어야만 한다. 초월론적 이념에 대한 들뢰즈의 재독해는 이러

한 이질적인 종합을 가능하게 한다. 초월론적 이념의 지평으로서 무의식

은 문제제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들은 정신분석적 참조를 통해 이미 분

석된 것들이다. 다만 정신분석은 임상 경험 등을 통해 귀납적인 방식으

로 무의식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초월론적 이념에 대한 재독해를 통해

드러나는 무의식의 본성은 초월론적 구도로부터 연역된 것이다.

따라서 초월론적 지평으로서 무의식에 대해 정신분석적 무의식은 하

나의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역으로 귀납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던 정신분석은 초월론적 구도 하에서 정초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에 대

한 참조와 정신분석에 대한 참조를 체계적인 관점 속에서 조망할 수 있

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즉 이와 같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콜라

주를 구성하는 파편화된 요소들과 이질적 종합이 각각 무엇인지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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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초월론적 경험론의 체계 규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용어: 초월론적 경험론, 초월론적 관념론, 초월론적 현상학, 무의식,

이미지 없는 사유, 인식의 탈구적 실행

학번: 2016-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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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이 논문에서 인용될 들뢰즈의 저작들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고자 한다.

한국어판의 쪽수를 병기할 경우 원서의 쪽수와 한국어판의 쪽수를 빗금

(/)으로 구분해 함께 표시해 두었다.

AO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1: L’anti-œdipe (avec Félix

Guattari), Minuit, 1972(2005).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옮김, 민음사, 2014.

B Le Bergsonisme, PUF, 1966(2007).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6.

CC Critique et clinique, Minuit, 1993(2006).

『비평과 진단』, 김현수 옮김, 인간사랑, 2000.

D Dialogues (avec Claire Parnet), Flammarion, 1977(1996).

『디알로그』, 허희정 외 옮김, 동문선, 2005.

DR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UF, 1968(1996).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ID L’île déserte. Textes et entretiens 1953-1974, Minuit, 2002(2004,

éd, David Lapoujade).

LS Logique du sens. Minuit, 1969(2005).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민음사, 1999.

MP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2: Mille plateaux, (avec Félix

Guattari), Minuit, 1980(2006).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NP Nietzsche et la philosophie, PUF, 1962(1977).

『니체와 철학』, 이경신 옮김, 민음사, 2001.

PCK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 PUF, 1963(2004).

『칸트의 비판철학』, 서동욱 옮김, 민음사, 2006.

PLB Le Pli, Leibniz et le baroque, Minuit, 19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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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4.

PP Pourparlers 1972-1990, Minuit, 1990(2005).

『대담』, 김종호 옮김, 솔, 1993.

PS Proust et les singnes, PUF, 1976(2010)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 외 옮김, 민음사, 2004.

PSM Présentation de Sacher-Masoch, Minuit, 1967(2007).

『매저키즘』, 이강훈 옮김, 인간사랑, 2007.

QP Qu’est-ce que la philosophie? (avec Félix Guattari), Minuit,

1991(2005).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옮김, 현대미학사, 1999.

2. 국역이 있는 저서들은 국역본을 참고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 수정했

다.

3. 인용문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된 것이 원문의 강조인지 인용자의 강조

인지 출처 표기와 함께 밝혔다. (예: DR 132/230. 인용자 강조)

4.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덧붙인 것들은 대괄호 안에 넣

었다.

5. 단행본 정기간행물의 제목에는 겹낫표(『』)를, 논문 단편의 제목에는

홑낫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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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서론 : 논문의 연구과제와 전개방향

1장. 문제제기와 논문의 연구과제

1절. 들뢰즈 철학적 주제로서 초월론적 경험론

들뢰즈는 1968년 국가박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차이와 반복』을 제

출했다. 이 논문은 1969년 P.U.F.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부논문으로 제출

되었던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은 Minuit사를 통해 1969년 출간되었

고, 잇달아 같은 해 『의미의 논리』까지 Minuit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차이와 반복』이 출간되기 이전에도 들뢰즈는 다양한 주제들에 천착하

여 여러 저서들을 남겼었다. 흄, 칸트, 니체, 베르그손 등의 철학사적 비

평의 성격을 지닌 저서들을 남기기도 했으며, 프루스트나 마조흐 등이

남긴 문학작품들에 대한 비평서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출간된 저서들을 통해 우리는 들뢰즈의 관심사가 얼마나 방대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발표된 다

양한 연구들은 서로 내용상 완전히 별개의 것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는 들뢰즈가 비교적 초기에 남긴 다양한 저술들 속을 관통

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들뢰즈『차이와 반복』출간 이전 초기 저술 곳곳에서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반감과 칸트의 비판철학의 불충분함에 대한 아쉬움, 그

리고 사유의 쇄신에 관한 갈망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로서 활동

초기의 다양한 저서들 속에서 파편적으로 등장했던 들뢰즈의 몇몇 문제

의식들은, 다소 목적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빌려 본다면, 『차이

와 반복』에 접어들어서 심화, 발전, 종합되고있다.
1)
이를 집약적으로 보

1) Christian Kerslake, “Deleuze, Kant and the Question of Metacritique”,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XLII, p.484. 커얼슬레이크는 여기서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은 들뢰즈의 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있는 작품이며, 이

작품 이전의 철학사 비평에 관련된 들뢰즈의 모든 작품은 『차이와 반복』으로 향하기

위한 단계들이었다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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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개념이 바로 “초월론적 경험론”(L'Empirisme transcendental2))이

다.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용어가 들뢰즈의 서술에서 본격적으로 등

장하는 것은 『차이와 반복』에서부터였고, 초월론적 경험론에 대한 해

명은 『차이와 반복』의 주제를 이룬다.3)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것이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자신의 개념적 연원으로서 참

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초월론적 경험론에서의 “초월론

적”인 것의 의미 계기는 경험의 조건이라는 칸트의 “초월론적”인 것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일부를 변형시키

는 방식으로서 출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이와 반복』에서 초월론적 경험론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이해

가능하다. 첫 째 협의의 의미로 사유의 발생, 특히 인식능력들의 “탈구적

실행”에 관한 해명 문제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감각 가능한 것 안

에서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강도를 포착하여, 그로 하여

금 인식능력들 사이의 폭력의 전이를 유발하여, 사유의 강제적인 발생을

보여주는 것이다.4) 이렇게 초월론적 경험론을 협의로서 한정지어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차이와 반복』의 「3장 사유의 이

미지」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들뢰즈가 보기에 “차이”와 “반

복”이라는 개념은 철학사 내내 소외를 겪어왔으며, 그러한 소외는 뿌리

2) “transcendental”, 칸트에게서는 대상 일반의 형식적 조건을 뜻하며, 후설에게서는 구

성작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본고에서 “초월론적”으로 옮기기로 한다.

3) 김상환, 「들뢰즈와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철학 인문학 상상력』, p.167, 김상환은

여기서 『차이와 반복』을 두 가지 상호 연관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그것은 존재론적 일의성과 초월론적 경험론이다. 들뢰즈 고유의 존재론의

설립으로서 주제의식은 그의 존재론적 일의성 테제로 집약되어 드러나고, 사유란 무

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이 주어지고 있다. 이때 초월론

적 경험론은 좁게 본다면, 진정한 사유에 대한 규명이며, 넓게 본다면, 결코 사유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와 분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론적 일의성 테제까지 포

괄하고 있는 것으로서 드러나기도 한다. “초월론적 경험론은 이런 차이와 반복의 관

점에서 철학의 두 가지 물음인 “존재란 무엇인가?”, “사유란 무엇인가?”에 답한다.”

4) 조 휴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입문』, pp.35-6: 여기서 조 휴즈는 재현의 발생

기술을 초월론적 경험론의 주제로 간주한다. 혹은 재현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이미

후설의 후기 발생적 현상학에서 선취되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로부터 조 휴즈는 들뢰

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발생적 현상학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가질 수 있는 한계도 명백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 2부에서 직접 다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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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독단적 개념들 또는 초월론적 가상들로서 “표상” 또는 “재

현”(représentation)5)에 의해 지속되어 온 것이다. 들뢰즈는『차이와 반

복』을 통해 재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이로부터 철학

사 내에서 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온전히 취급받을 수 없었던 “차이”와

“반복”을 구명해내어, 여태 재현이라는 올가미에 묶여있었던 사유의 창

조적 역량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들뢰즈는 이러한 자신의 철학적 프로그

램을 “초월론적 경험론”이라 명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둘 째 광의의 의미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은 『차이와 반

복』의 체계를 뜻할 수도 있다. 하나의 체계로서『차이와 반복』은 1장

“독단적 초월론적 가상”으로서 재현에 대한 비판, 2장 “대자적 반복” 규

명, 3장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 검토, 4장 차이의

이념의 종합 분석, 그리고 5장 강도적 종합에 대한 설명 등을 자신의 구

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광의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이란 이러한 구성요소

들로 이뤄진 체계 일반을 가리킬 수 있으며, 이때의 경우 초월론적 경험

론은『차이와 반복』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

다.6)

초월론적 경험론은 단순히『차이와 반복』이라는 저술 속에서만 중요

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들뢰즈 사상적 전체 여정을 이해하는 것에 있

어서도 가장 중추적인 위상에 놓여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

이 본격적으로 명시화되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차이와 반복』을 통

5) “représentation”, 이 단어는 철학에서 “재현” 또는 “표상”으로 번역가능하다. 특히, 근

대철학과 관련해서는 주로 “표상”으로 옮겨진다. 그런데 들뢰즈는 이 단어를 분석하

면서, 이 단어의 “re-”라는 접두사를 주목하고 있다.(PCK 16/28) 이 접두사는 다시

거머쥐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re-”라는 접두사가 “차이”를 제대로 포착

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을 다시 거머쥔다는 함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re-”라는 접두사의 의미가 들뢰즈의 차이의 철학 내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접두어 “re-”의 의미계기가 직접적으로

표현형으로 드러나고 있는 “재현”이라는 역어를 택한다.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는 “표

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6) 김상환, 「들뢰즈의 존재론의 기본 구도」, 『차이와 반복』 p.660에서는 초월론적 경

험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들뢰즈는 해체론적 전통이 도달한 일정한 지점

에서 새로운 높이의 형이상학을 펼쳐내고, 이를 ‘초월론적 경험론’이라 명명했다.”, 즉,

이러한 설명을 따르면, 탈-형이상학으로서 해체론과 고전적 형이상학 사이의 종합으

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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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이지만, 이미 이와 관련한 모티프들은 『차이와 반복』앞서의 저술

들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전의 들뢰즈 저술 속에서 “초월

론적 경험론”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이와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서 “니체

적 경험론”un empirisme nietzschéen7), “우월한 경험론”un empirisme

supérieur8) 등의 표현들이 앞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실재적 경험의 조건에 대한 탐구를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또한 “초월론적 경험론”이나 “우월한 경험론” 등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자허-마조흐 소개』에서 “초월론

적”인 것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서 들뢰즈는 “철학적 성찰은 “초월론적인 것”, 다시 말해 원리의 문

제에 대한 특수한 종류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를 “우리의 정신생활을 이 원리의 지배하에 복종하게끔 하는

최상위의 권위”로서 소개하고 있기도 했다.9)

이 중에서 『차이와 반복』이전에 초월론적 경험론이 이미 선취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니체와 철학』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는 초월론적 경험론의 초기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을 통하여

들뢰즈는 니체의 철학에 대해 독창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들뢰즈는 니체의 사유에서 초월론적 경험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다. 들뢰즈가 보기에 니체의 철학은 “칸트 이후 헤겔에서부터 포이어바

흐에 이르기까지”의 “칸트주의”의 방식을 피하면서 칸트의 초월론적 철

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10) 들뢰즈의 이러한 해석은 니체의 철학

7) NP 10/30: “니체는 부정, 대립, 모순의 사변적 요소를 긍정의 대상이자 향유의 대상인

차이라는 실천적 요소로 대체한다. 바로 그 점에서 니체적 경험론이 존재한다.”(인용

자 강조)

8) NP 57/103: “…권력의지가 좋은 원리이고 경험론을 원리들과 화해시키며, 어떤 우월

한 경험론을 구성한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권력의지가, 그것이 조건 짓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지 않고, 조건 지어진 것과 더불어 변신하며, 그것이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

각각의 경우에 있어 스스로를 결정하는 본질적으로 조형적인 원리라는 데 있다.”(인

용자 강조)

B 31/36: “그 계열들의 갈라짐 속에서, 그 계열들이 본성상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낸

실재의 탈구 속에서 이미 그 계열들은 우월한 경험론을 구성하는데, 왜냐하면 그 경

험론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으며 또한 경험을 넘어 경험의 구체적 조

건으로 나아갈 만한 역량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인용자 강조)

9) PSM 8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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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칸트 철학의 과격화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니체의 입

을 빌려, 칸트의 초월론적 기획의 불충분함을 고발하고, 그 기획을 과격

화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 들뢰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니체의 사

유가 칸트의 사유를 과격화하고 있다고 봤다. 첫 째 “내재적 비판”의 기

획, 둘 째 선험적 종합의 기획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칸트의 기획으로서 비판철학은 그 자체로서는 불충분한 것들이다. “칸

트는 비판을 비판인 한에서 전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

했던 최초의 철학자”였음에도11) 그러한 비판의 기획을 철저하게 완수하

지 못했다.『순수이성비판』「초월론적 변증론」에서 칸트는 형이상학적

가상이 이성 내부에 객관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음을 폭로하였지만,

이러한 가상들은『실천이성비판』에서 곧 바로 다시 요청되기에 이른

다.12) 따라서 니체는 칸트의 이러한 불충분한 비판을 과격화하고자 한

다. 그 다음으로 들뢰즈의 니체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을 과격화한다. 그

에 의하면 칸트의 선험적 종합은 전사(傳寫)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기

서 전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초월론적인 영역을 단순히 경험들의 일반

화에 의해서만 기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유나 인식에서의

내재적인 발생에 대한 고찰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칸트의 “초월론적

원리들은 내적 발생의 원리가 아니라, 조건의 원리이다. 우리는 이성 자

체의 발생, 그리고 또 지성과 그것의 범주들의 발생을 묻는다.”13)

들뢰즈는 이러한 초월론적 영역의 내적인 발생을 해명하기 위해 니체

의 “힘에의 의지”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요컨대 니체는 칸트의 선험적

10) NP 108/163

11) NP 109/165

12) NP 111/166: 칸트의 “전면적 비판은 타협책으로 돌아선다.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사

람들은 벌써 영향권들을 배분한다. 사람들은 세 가지 이상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을 구분했다. 사람들

은 그것들 각각을 제한하고, 잘못된 관행들과 남용들을 고발한다. 그러나 각각의 이상

의 비판될 수 없는 성격이 칸트 철학의 한복판에 과일 속의 벌레처럼 남아 있다. 즉

참된 인식, 참된 도덕, 참된 종교”

13) NP 113/168-169: 전사(傳寫)의 방식에 대한 비판은 발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의 발생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발생적 현상학에 있어서

발생의 문제와 들뢰즈가 보이고자 하는 발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와 관련된 의

문은 2부의 후반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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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념을 인수하면서, 칸트가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발생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힘에의 의지”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

이다. 더 나아가 들뢰즈는 힘에의 의지를 종합하는 원리로서 니체의 영

원회귀 개념을 해석한다. 이는 또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록 『니체와 철학』에서

“초월론적 경험론”라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초월론적 경험론과 밀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

겠다.

다만 과타리와의 협업의 시기의 책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공동 집필의 글쓰기 방식을 고수했었고, 이는 분명히 실험

적인 의도 하에서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천개의 고원』

에서 “저자”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비판은 그들의 협업

의 방식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통상

적으로 우리는 특정 텍스트를 마주하게 될 때면, 은연중에 텍스트의 주

인으로서 “저자”를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저자”라는 개념 속에는 단일

한 의식에 대한 믿음이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인 “저자” 개념을 들뢰즈와 과타리는 낡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결국

텍스트와 저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상적인 이해방식을 이들이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의 이해 방식에서는 저자가 텍스트의 주인

으로, 역으로 텍스트는 저자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저

자”라는 주체가 자신의 의도 하에서 텍스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환상”에 입각한 것에 불과하다. 들뢰즈와 과타리에 의하면 텍스트의 주

인은 저자라는 단일한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 오히려 텍스트는 의식적

인 주체를 넘어서 “흐르는” 것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텍스트란 비인격적

인 또는 집단적인 무의식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텍스트

를 특정의 저자들의 소유물로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둘이서 『안티 오이디푸스』를 썼다. 우리들 각자는 여럿이었기 때문

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것까지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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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교묘한 가명들을 분배해 놓았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이름은 남겨뒀는가? 관례상, 그저 관례상.……“해가 뜬다”고들 말하

지만, 그건 사람들의 어법일 뿐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라고 말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고 말하든 말하

지 않든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다.(MP 9/11)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협업은 하나의 실험이었으며, 이는 당연히 기존

의 분업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공동저술활동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굳이 이들 공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

뤄졌는지 따져 묻자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들뢰즈가 과타리를 번개에,

자신을 피뢰침에 비유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14) 과타리가

다양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개념들을 많이 착상해 냈다면,

들뢰즈는 이렇게 착상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이러한 협업의 글쓰기 방식은 이들의 실험의 일

환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들뢰즈와 과타리의 실험적인 기

획의도를 만일 진지하게 수용한다면, 우리는 섣불리 이들의 공동저서 속

에서 들뢰즈라는 저자를 발견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14) 들뢰즈는 1984년 7월 25일자 쿠니치 우노 Kuniichi Uno에게 보낸 편지에서 번개와

피뢰침에 관한 비유를 통해 자신과 과타리 사이의 협업을 설명하고 있다. : “selon

moi, Félix avait de véritables éclairs, et moi, j’étais une sorte de paratonnerre,

j’enfouissais dans la terre, pour que ça renaisse autrement, mais Félix reprenait,

etc., et ainsi nous avancions.”

15) 그리고 이러한 협업의 과정과 관련하여 이들이 고백하길 집필 당시에 들뢰즈와 과타

리는 서로가 어떤 개념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이들 서로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두 저자 사이의 불일치는 그들이

채택했던 실험적 글쓰기의 허약성을 드러낸다기보다, 오히려 이들의 실험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즉, 이들에게 공저자가 그들

이 활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저자”

개념의 극복이라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입각해본다면 심지어 바람직한 것이라고까지

얘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펠릭스가 내게 말했던 것을 나는 6개월이 지

나서야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그는 즉각, 내

취향으로 보면 지나치게 빨리 이해했고, 그는 이미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같은 기초 개념에 대해 글을 썼는데, 이후에야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개념을

파악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적도 있었습니다.”(『디알로그』,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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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에게[들뢰즈, 과타리] 귀를 기울이고,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간에

비인격화하고 또 개체화함으로써, 요컨대 서로를 사랑했지. 그래서 나온 것

이 『안티 오이디푸스』이고 그것은 하나의 진보였네. 이 책에 대해서 적대

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책이 둘에

의해 씌어진 것이라는 데 있지 않나 싶어. 사람들은 불화와 할당을 좋아하니

까. 그래서 그들은 구별해낼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 들고,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 정하려 들지. 하지만 우리 둘 다 모든 사람들처럼 각기 복수이기 때

문에, 따지자면 부지기수이지.(「어느 가혹한 비평가에게 보내는 편지」,『대

담』, p.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의 협업을 통해 탄생하게 된 『안티

오이디푸스』, 『천개의 고원』, 『철학이란 무엇인가』 등에서 들뢰즈를

식별가능하게 해줄 고유의 인장(印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자국을

발견해내려는 시도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글쓰기 실험정신에 위배되는 면

이 없지 않지만, 역으로 과타리와의 협업 속에서도 발견 가능한 들뢰즈

고유의 인장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들뢰즈가 그의 여러 철학적 이력 속

에서 얼마큼 일관적으로 특정한 문제의식에 천착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16) 우리는 이들의 협업시기에 쓰여 진 텍스트들에서, 특히

연작의 성격을 가지고서 출간되었던『안티 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

원』, 두 저서에서도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들뢰즈 고유의 인장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이들의 공동 저서들 속에서 초월론적 경험론 개념이

명시적이고 주제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상 이 개념을 구성하

고 있는 계기들이 함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들뢰즈, 과타리는 『천개의 고원』 「이탈리아어 판 서문」에서 『안

티 오이디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린다. “『안티 오이디푸

16) 역으로 들뢰즈에게 고유했었던 문제의식이 과타리에게 “흘러 들어가” 공유되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과타리와 들뢰즈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

제의식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들뢰즈가 혼자서 저술활동

을 하던 시기의 글과, 협업 시기 때의 글 속에서 유사한 주제를 발굴 가능한 것에는

변함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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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는 칸트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아마 이 책을 무의식 차원

에서의 순수이성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에 고유

한 종합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했다.”17) 이러한 평가를 따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의식과의 연관

하에서 선험적 종합을 해명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안티 오이디푸스』

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입각하여 선험적 종합을 해명하고 있는 작품

이다. 이처럼 들뢰즈와 과타리는 무의식의 선험적 종합 문제에 매진했다.

이는 이들의 협업 속에서도 협의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의 주제가 등장

하고 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의식적 욕망이 특정 대상의 결여에 의하여 발생

한다는 욕망을 둘러싼 기존의 통념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욕망이 결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생산하

는 것이고 창조적인 것임을 보이고자 했다. 정리하자면 이들은 『안티

오이디푸스』를 통해 무의식과 욕망을 둘러싼 독단적 통념들을 철저한

양상에서 비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무의식적 경험의 가능성을 모

색함으로써, 새로운 실천론 또는 새로운 윤리학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안티 오이디푸

스』 내에서 광의로서의 “초월론적 경험론”의 면모 역시 발견할 수 있게

된다.18) 그리고『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내재면의 구도를 일종의

17) 「이탈리아판 서문」『천개의 고원』, p.5

18) 사유의 폭력성으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을 이해해본다면, 이 개념은 들뢰즈 초기 저술

은 과타리와의 협업을 거치면서 훨씬 과격해졌다고 평가해볼 수도 있다. 『의미의 논

리』의 시기까지 들뢰즈는 조현병에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안티 오이디푸스』에서의 모색보다 훨씬 소극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조현

병”은 예전에는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분열반응이라고 불렸던 병으로 2011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조현병(調絃病)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전의 “정신분열증”

이라는 병명은 이 병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로부

터 환자들이 낙인효과를 두려워하여 병원을 찾는데 심리적 장벽이 된다고 판단되었으

므로, 기존의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 대신 조현병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조현(調絃)’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

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을 신경전달물질의 조절로 치료할 수 있다는 발전

된 의미가 담겨 있다. 조현병은 사고(思考),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

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그런데

“schizophrénie”라는 표현은 희랍어에서 “분열되다”라는 의미의 “σχίζω”와 “마음”을

의미하는 “φρήν”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schizophrenia의 문자적 의미는 마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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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경험주의” un empirisme radical19)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차이와 반복』에서의 초월론적 경험론이 들뢰즈와 과타리의 공저에서

도, 그리고 단행본으로서는 들뢰즈의 마지막 작품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

키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20)

종합컨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결에 도달할 수 있다. “초월론적 경험

론”의 주제는 들뢰즈의 초기저술에서 부터, 과타리와의 협업의 시기를

거쳐, 들뢰즈의 말년의 저술들에 이르기까지21) 들뢰즈 사유의 전반을 관

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초월론적 경험론은 들뢰즈 철학적 성

찰 전체를 일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의식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개념이 언제나 동일한 구도 위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22) 이러한 다양한 변주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립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해명하는 것

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라도, 적어도 우리는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주제 자체가 들뢰즈 철학의

열이나 정서적 안정성의 파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들뢰즈는 공통감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조현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들 간의 일치로서

공통감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들 간의 분열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들뢰즈의 문맥 내에서 “schizophrénie”라는 표현에서 “분열되

다”라는 의미계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표현 내의 “분열되다”

의 의미계기는 이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schizophrénie”을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 대신 조현병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였으므로, 본고는 개정된

표현을 따라, “schizophrénie”를 일관적으로 “조현병”으로 옮기도록 한다.

19) QP 49/73

20)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형식상 들뢰즈와 과타리의 공저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 작

품 집필 기간 동안 과타리가 직접적인 작업 참여가 적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실질적으로 들뢰즈의 단독 저서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롬 로장발롱, 브누아 프레트세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무한 속도. 1』은 설사, 실재

적인 집필은 들뢰즈 개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들뢰즈와 과타리의 협업 이후,

과타리의 영향이 들뢰즈에게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철학이란 무엇인가』역시 들뢰

즈와 과타리의 협업에 의해서 출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21) 우리는 들뢰즈가 말년에 남긴 저술들 속에서도 “초월론적 경험론”에 관한 언급을 했

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95년 들뢰즈가 사망한 해, 들뢰즈는 생전에 마지막으로

「내재성: 생명……」이라는 글을 발표했었는데,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철학적

주제로서 초월론적 장과 초월론적 경험론이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22) 가령,『의미의 논리』에서 기술되고 있는 무의식의 세 가지 종합과 『안티 오이디푸

스』에서 묘사되는 세 가지 종합들은 상이하다. 선험적 종합에 대해 들뢰즈는 서로

다른 저술들에서 상이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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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식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본다면, 들뢰즈 사유의 여정 전체에 있어서 『차이와

반복』이라는 저서가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상에 대해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이와 반복』은 이전의 다양한 철학사적, 문학적 비평 작업들

을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주제 하에 총괄하고 있는 작품이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작품이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개념을 본

격적으로 주제로서 다루기 시작한 첫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차이와 반복』 이후의 저술들 속에서도 이 개념이 명시적으로 참조되

고 있지 않을 때조차 그것은 여전히 각 저서들의 주제의식으로서 녹아

들어가 있다. 따라서 기원에 대한 환상을 부추길 수 있더라도, 우리는 과

감히 『차이와 반복』의 “초월론적 경험론”이 『차이와 반복』의 이전과

이후의 저술들 속에서 주제의식으로서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저서들 사이에 반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게 된다.23)

2절. 기존 연구의 한계 : 초월론적 경험론을 초월론적 관념론과

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규명하려는 시도들의 한계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명백히도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모

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들뢰즈의 철학과 칸트의 철학은 어떠한 관계 속

에 놓여 있는가?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을 비롯한 여러 저서들 속에

서 자신이 창안해낸 개념들을 칸트적인 표현들을 빌려 명명해왔다.『차

이와 반복』의 형식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의 구도를 차용하고 있음

은 명백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초월론

적 가상”이라는 칸트의 표현을 빌려 “재현”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가

상의 극복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그리고 특히 2장에서 들뢰즈는 프로이

23) 김상환, 「들뢰즈 존재론의 기본 구도」, 『차이와 반복』 p.659, 김상환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해당하는 들뢰즈의 대표작은

『차이와 반복』”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때 대표작이라는 것은 어느 사상가의 철학적

정수를 담고 있는 것, 또는 철학적 주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해볼 수

있겠는데, 김상환은 『차이와 반복』을 들뢰즈의 그러한 대표작으로 선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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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참조하면서 무의식 차원에서의 세 가지 종

합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들뢰즈는 첫 번째 이드의 종합을 “초월론

적 감성론”으로, 그리고 두 번째 수동적 자아의 종합을 “초월론적 분석

론”에 직접 대응시키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들뢰

즈는『차이와 반복』에서 자신의 철학적 개념들을 끊임없이 칸트의 철학

적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밝혀 보이고자 했었다.

형식상, 외면상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초월론적 경험론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은 그것을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과의 관계 하에서 다루고자 했으

며, 특히 그것을 칸트 이후 여러 독일 관념론 철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체를 해명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들

뢰즈의 사유의 정체를 칸트 또는 소위 포스트칸트주의자들24)의 사유와의

유사성 속에서 해명해 보이려고 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대해서 경각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 휴즈Joe Hughes(2009)는 들뢰즈의 철학이 궁

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재현의 발생 문제 해명에 있다고 보았으

며, 이런 식으로 상정될 수 있는 들뢰즈의 철학을 발생적 현상학의 일종

으로 규정했다.25) 커얼슬레이크Christian Kerslake(2009)는 들뢰즈의 형이

24) 이어 보겠지만, 이러한 연구 경향은 들뢰즈가 자신의 기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

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1967년 「드라마화의 방법」등에서 들뢰즈는 자신의 기획을

“포스트 칸트주의”의 것과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 칸트주의”는 칸트 이후, 칸

트의 철학을 발전적, 비판적으로 계승해나가는 철학 사조들을 총칭하고 있을 텐데, 이

때 어디까지가 비판적인 계승인지 등을 판가름하는 것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이 많

고, 실제로 발표 이후 들뢰즈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표현이 함

의하고 있는 의미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것은 들뢰즈가 거듭

해서 자신의 기획을 “포스트 칸트”철학과의 비교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들뢰즈에 관한 독립된 연구서적은 아니지만, 벵쌍 데꽁브가 『동일자와 타

자』에서 들뢰즈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고 있는 상징적 대목도 관찰해볼 수 있다. 들

뢰즈에 관한 그의 기술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질 들뢰즈는 무엇보다두 포스트 칸트

주의자이다. 그의 사상은 영혼, 세계 그리고 신의 관념들이 비판되는 칸트의 「초월적

론적 변증법」에 뒤이어 놓여 있다.” (벵쌍 데꽁브, 『동일자와 타자』, p.189)

25) 조 휴즈,『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입문』: 조 휴즈는 들뢰즈의 전략으로서 “자유

간접 화법”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들뢰즈의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텍스트로서 드러난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이면의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휴즈는 들뢰즈가 다방면의 분야들로부터 자신의 소재를 가지

고 오고 있을 때, 독자들은 주의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는 들뢰즈 텍스트 분석을 둘러싸고 많은 연구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주의가 조 휴즈의 논의에서는 선별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정신분석이나 물리학의 용어들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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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이 어떻게 소위 포스트칸트주의 철학들의 일종으로 위치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미발간 되어왔던 들뢰즈의 초창

기 강의록들에 주목했다. 그는 이 강의록을 통해 들뢰즈가 학술적 이력

초창기 시기동안 소위 독일 관념론 철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을 주목했으며, 이로부터 그는 여태 상대적으로 중시되어오지 않던 들뢰

즈 철학과 독일 관념론 철학 사이의 비교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잇달아 나올 수 있는 데 결정적인 기여

를 했다. 커얼슬레이크는 대상이 인식주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철저화하

는 것이『차이와 반복』을 비롯한 들뢰즈 철학의 주요 과제라 봤다. 그

리고 칸트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철저화라는 기획은 이미 셸링, 헤겔

등의 포스트칸트주의자들의 메타비판철학(metacritique)의 주제 의식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그들은 칸트의 비판이 그 자체

로 경험에 내재적(immanent)인 것인지, 비판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기

술이 비판 내적으로 충분하게 정당화 가능한 것인지 묻고 있었으며, 들

뢰즈의 철학 또한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응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다.
26)

그리고 그는 만일 메타 비판 철학이 성공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단

순히 비판철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학 자체를 선험적으로 자

기 정초 관계로 규명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 이를 위해 포스트칸

는 것을 비교적 경시하며, 그에 반해 칸트, 후설, 하이데거의 용어를 참조하는 것에

서 들뢰즈의 진의를 발견해내고자 한다. 그러한 선별적인 독해의 근거는 어떻게 마련

할 수 있는가?

26) Daniel W. Smith, ‘Deleuze, Kant, and the Theory of Immanent Ideas’, Deleuze

and Philosophy, pp.43-4. 다니엘 스미스도『차이와 반복』시기 들뢰즈 철학 성격 규

명을 커얼슬레이크와 유사하게 하고 있다. 스미스는 칸트적인 구도를 수용하면서, 들

뢰즈가 이념이 경험에 내재적이면서 미분적인 것을 보여주려는 기획으로 보고 있으

며, 그럼으로써 칸트를 인수하면서도 동시에 반-헤겔적인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칸트를 인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들뢰즈의 철학은 포스트칸트주의의 일종

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동일성 개념을 체계의 핵심으로 삼는 피히테, 셸링, 헤겔

등의 ‘메이저’ 포스트칸트주의가 아니라, 마이몬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것을 베르그손

과 니체로 연장선을 그려나가는 ‘마이너’한 포스트칸트주의라고 본다. 또한 그것은 데

리다와 다른 방식으로서 반-헤겔주의를 천명하는 철학을 하는 것이라 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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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주의자들은 칸트의 초월론적 통각과 자기의식 개념을 심화시켜나갔으

며, 가령 칸트의 자기의식 개념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정초적인

메타 비판 철학 체계의 분화가 헤겔에게서 새로운 포스트칸트적인 절대

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했다고 본다. 커얼슬레이크는 들뢰즈의 철학이 포

스트칸트주의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포스트칸트

주의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규명해내고 있다. 특히, 그는 들뢰즈의『차이와 반복』이 스피노자 철학

의 내재성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전-비판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포스

트칸트주의적인 방식으로 독해하고 있는 작품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연

구를 기점으로 들뢰즈와 휠덜린, 들뢰즈와 쉘링, 들뢰즈와 피히테, 들뢰

즈와 마이몬 등의 비교연구가 특히 영미권의 들뢰즈 연구자들에 의해 활

발하게 이뤄지게 되었다.27) 현상학 또는 독일 관념론 철학과 들뢰즈 철

학 사이의 비교연구는 분명 들뢰즈 철학의 정체 규명 문제에 있어서 필

수적임은 분명하다. 적어도, 들뢰즈가 자신의 사유를 개진해나가는 과정

에서 끊임없이 여타의 철학들을 참조하고 있으며, 독자로서 우리에게 우

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러한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이다. 따라서 독

자들이 들뢰즈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들뢰즈가 서술했던 여러 철학사적

참조를 경유하여 들뢰즈의 사유를 재구성해보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

한 일이며, 그러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들을 단지 유사성에 입각해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사성에 입각한 분석은 서로 다른 대상들 사이에

서 발견 가능한 유사한 속성들을 분석해내는 것이며, 이때 유사성은 자

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소크라

27) 이런 비교연구들은 들뢰즈 철학에 대한 일종의 철학사적 작업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들뢰즈의 철학적 서술들이 어떠한 외부적 연원들을 가지고 있

는지, 그의 구체적인 행적 속에서 규명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장 보프레의

강연을 통해 들뢰즈가 휠덜린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하게 되었었는지, 또는 들뢰즈가

이폴리트와 골드슈미트를 통해서 어떻게 “주체 없는 초월론”으로서 피히테의 철학을

접할 수 있었으며, 그런 영향들이 들뢰즈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등이 연구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연구들은 들뢰즈의 철학을 철학사적인 관점에서 독해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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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가 프로타고라스와 나눴던 대화 속에서 교훈이 될 만한 장면을 발견

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가 정의

와 경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28)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만일 가상의 대화자가 “‘경건은 정의로운 종류의 것이

아니고, 정의도 경건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종류의 것’”인

지, 혹은 “‘경건은 정의롭지 않은 종류의 것이고, 따라서 부정의한 것이

며, 정의는 불경한 것’”인지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할지 묻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은 만일 그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정의가 경건한

것이기도 하고 경건이 정의로운 것이기도 하다고” 답하겠다고 덧붙인다.

29)

이에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태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

으며, 자신이 보기에 경건과 정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다. 프로타고라스는 그럼에도 소크라테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다면,

“정의가 경건한 것이기도 하고 경건이 정의로운 것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30) 소크라테스는 이에 자신은 “‘당신이 원한다면’이나

‘당신이 보기에 그렇다면’ 따위를 검토하기 원하는 게 전혀 아니라” 자신

과 프로타고라스를 검토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라야 논변이 가장 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프로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된다.

그 분이 말했지. “아, 물론 정의는 경건과 뭔가 좀 닮아 있지요. 무엇이든,

어떤 것과도 적어도 어떤 점에서는 닮아 있으니까요. 하양도 검정과 닮은 구

석이 있고 딱딱함과 부드러움도 그렇고 서로 가장 반대되어 보이는 다른 것

들도 그렇지요.……그래서 당신이 원한다면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모든 것

이 서로 비슷하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프로타고라스, 331d)

프로타고라스는 무엇이든 적어도 어떤 점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것과

28) 이하로는 『프로타고라스』 331c-e의 장면에 관한 기술이 이어질 것이다.

29)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331b

30) Ibid. 3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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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가장 상반되는 것으로 보

이는 하양이나 검정 혹은 딱딱함이나 부드러움조차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로 닮은 구석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이와 같

이 비슷한 점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두고 서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프로타고라스는 유사성이라는 속성은 자의적으

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서로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들에서 조차 그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유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려

는 것이었다.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빠져나와 들뢰즈의 텍스트 내부

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자허-마조흐 소개』에서

들뢰즈는 사드-마조히즘적 실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들뢰즈는 그러한

허구적 실체 개념은 사디즘과 마조히즘 사이의 외견상 유사성에 기인하

는 것으로 추론하며, 그러한 실체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

이고 허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는 비록 어떠한 대

상들 사이에서 유사성이 발견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유사성이 실체적

인 무엇인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반성적으로 얻어질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비판이다.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 철학과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 철학 사이

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유사성이 발견 가능하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둘을 유사하다고 얘기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치 하양과 검정도 색이라는 점에서 동일함을 찾을 수 있듯, 우

리는 칸트와 들뢰즈의 철학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동일한 점들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착시효과로 작용하여 들뢰즈 철

학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가림막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분명

칸트와 들뢰즈, 그 둘 사이에서는 유사한 점들이 많다. 특히 각각의 작품

으로 한정지어놓고 본다면, 『차이와 반복』은 명백하게도『순수이성비

판』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들뢰즈가『차이와 반

복』에서 자신의 수동적 종합을 기술하고 있는 대목에서 자신의 개념들

을 초월론적 감성론, 초월론적 분석론 등의 칸트적 구도 위에서 대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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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직접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들뢰즈에게서 “반복”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

려해보자. 우리는 추후에 이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들

뢰즈가 주목하고 있는 반복이란 의식적이고 반성적인 차원에서의 반복이

아니며 무의식적이고 비-반성적인 차원에서의 반복임을 알 수 있다. 의

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복은 반복되는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이나

공통점들을 발견함으로써, 반복되는 것으로서의 사태가 반성에 의해 드

러나게 되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복은 동일성과 유사성

을 발생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전치와 위장을 발생근거로 하

여 이형(異形)으로서 반복하는 것이다. 가령 들뢰즈의 반복은 꿈에서의

반복과 가깝다. 꿈 속 대상들은 전치되면서 위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꿈에서 등장하는 여러 대상들은 해석의 대상이 된다. 우리

는 꿈속에서 반복하는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위

장된 것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해석

해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낡은 개념들을 마치 모든 창조를 주저케 할 의

향으로 뼈다귀처럼 쥐고 휘두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비평의 분야에서도 역

사의 분야에서도 그 어떤 긍정적인 업적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옛날의 철

학자들은 자신들의 개념들을 창조했으며, 적어도 오늘날의 비평가나 역사가

들처럼 뼈대들을 추스르고 다듬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철학사

마저도, 만일 그것이 잠자는 개념을 일으켜 깨워 새로운 무대에 다시 내세우

려고 작정하지 않는다면-비록 그 일이 개념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대가를 치루더라도-그야말로 아무런 흥미도 없을 것이다.(QP

80/123, 인용자 강조)

들뢰즈의 서술 내에서 드러나는 반복의 국면 또한 꿈의 기제에 의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는 기존의 개념들을 “새

로운 무대” 위로 세우 놓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들뢰즈가 참조하고

있는 철학사적 개념이 들뢰즈의 체계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떠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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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들뢰즈가 어떠한 새로운 문제의 지평을 형성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새로운 지평에 대

한 이해 없이 들뢰즈의 철학과 여타의 철학을 비교연구하게 된다면, 들

뢰즈 철학의 진정한 정체를 오해해버릴 소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앞

서 언급했었던 조 휴즈와 커얼슬레이크의 비교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들뢰즈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현상학

과 독일 관념론의 철학사적 개념들을 어떠한 새로운 평면 위로 끌고 갔

는가?” 만일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

리는 단순히 들뢰즈의 철학을 현상학적 지평과 독일 관념론 철학의 지평

위에서 재현적으로 재독해할 수밖에 없으며, 만일 상황이 그러하다면 우

리는 들뢰즈의 사유를 기존의 사유로 환원시켜버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설사 누군가 초월론적 경험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적 지평을

떠나서, 포스트칸트주의의 지평으로 그것을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독해는 여전히 들뢰즈의 사유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릴 공산이 크

다. 예를 들어 마이몬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발생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념

들을 미분적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4장 차이의 이념적 종합」에서 칸트에 대한 마이몬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뢰즈의 마이몬 참

조를 주목하면서도 들뢰즈의 철학이 마이몬 철학의 단순한 되풀이에 그

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는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

를 쫓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독창적 사유의 면모들을 발견해 낼 수

있을까?

비교 연구에 입각하여 들뢰즈 철학의 정체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들뢰

즈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는 방해물

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재현을 초월론적 가상과 연결 짓는 들뢰즈의 시

도 자체는 얼마나 과격한 것인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재현의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세계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는 주체와 대상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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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과 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식별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의 일상적인 경험세계는 재현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그런데 들뢰즈는 “재현은 초월론적 가상의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31) 이는 일상적 경험의 세계 전체를 두고 초월론적 가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 세계를

가상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지는 않은가?32)

들뢰즈 철학적 기획이 함의하고 있는 이러한 급진성과 과격함을 뒤로

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재현의 발생에

대한 정당화 또는 해명으로 간주하려는 조 휴즈 등의 시도는 들뢰즈 철

학에 대한 부당한 해석이지 않은가? 물론 들뢰즈의 철학 내에서 재현의

발생에 대한 기술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들뢰즈 철학

의 요체를 재현의 발생 기술로 파악하고, 들뢰즈의 철학을 발생적 현상

학의 일종으로 정체 규명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들뢰즈의 철학이 재현에

대한 비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들뢰즈의 철학을 단순히 발생적 현상학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재현에 대한 들뢰즈의 혹독한 비평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혹은 역으

로 재현의 발생을 규명하면서, 그러한 발생 규명을 통해 재현의 발생을

거슬러 올라가자고 주창하는 발생적 현상학도 기획해볼 수 있을까?

또한 들뢰즈는 “동일성을 띤 어떤 사유하는 주체가 개념 일반에 대한

동일성의 원리로 설정될 때” “사유의 활동과 발생을 변질시키는 어떤 공

준”이 절정에 이른다고 보았는데,33) 이는 곧 주체와 대상의 동일성을 뛰

어넘는 사유를 함의한다.34) 더 나아가서 재현에 대한 비판은 논리학에

31) DR 341/560

32) 물론 특정 주장이 과격하다는 이유로 부정될 수는 없다. 오히려 들뢰즈의 사유의 함

의는 그것이 단순히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경우, 상당히 과격한 사태들을 상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들뢰즈가 철학적으로 긍정하려는 사태가 급진적이고 과격

한 것이라면, 우리는 들뢰즈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격한 사태가

어떠한 사태인지 적극적으로 밝혀보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비교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온건한 철학사적 사유들을 경유하여서, 들뢰즈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

니,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사태들을 온순한 것들로 길들여버

리게 되는 외부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

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33) DR 341/560



- 20 -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논리학의 체계

는 역설을 배제하고자 해왔다. 가령, 러셀의 역설의 경우, 그러한 역설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상정되어왔다. 그리하여 러셀은 집합에 관한 기존

의 소박한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설정함으로써 또는 유형론 등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같이 특수한 집합들은

논외가 되었고, 이로서 역설은 배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들뢰즈의 사

유 체계는 역설을 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역설을 사

유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태로 수용하고 있다. 진정한 사유는 역설적 사

태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것이다. “사유를 하나의 단순한 행위, 스스로에

게 명료한 행위, 무의식 및 그 안의 무의미의 모든 잠재성을 작동시키지

는 않아도 되는 행위로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역

설들은 우리가 그것을 사유의 단초들로서 인정할 때에만 오락이 되는 것

이다.”35) 그리고 이는 곧 들뢰즈의 사유 공간은 모순율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함의한다. “모순율은 현실과 가능에 적용되지만, 그것의 원천

인 불가능 즉 역설에, 아니면 차라리 역설들이 표상하는 것에 적용되지

는 않는다.”36) 모순을 배제해야한다는 모순율은 현실적인 차원에 적용되

지만,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초월론적 사태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사유의 공간은 형식적인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한 공간은 형식적인 논리학의 적용으로부

터 자유롭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또한 초월론적 경험론이 얼마큼이나 초

월론적 관념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칸트는 형식논리학이 객관적 타당성 정초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체 내

부의 형식적 일관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불충분성을

비판했다. 하지만 형식논리학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형식논

34) LS 93/155: “그러나 어쨌든 역설들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나아가며, 이 효과들에서

어떤 때는 한쪽 면을 다른 때는 다른 쪽 면을 도드라지게 함으로써 동일성 확인을 불

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앨리스의 이중적인 모험이며, 미친 듯한

생성, 잃어버린 이름이다.”

35) LS 92/154

36) LS 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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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의 불충분한 점들을 꼬집는 것이었으며,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것으로서 형식 논리학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변적 관심에 있

어서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은 형식 논리학

을 필수조건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연역의 문제로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초월론적 공간은 논리학의 지배 속에 놓여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들뢰즈의 경우 논리학은 사유를 구속하고

있는 일종의 억압적 기제로서 드러날 뿐이다.

더 나아가서 과학의 공간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재현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이 얼마나 과격한 것인지 다시 확인가능하다. 들뢰즈는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을 상대화시켜버린다. 시간은 무질서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시간의 일방향성을 뜻하는데, 들뢰즈가

보기에 그러한 시간의 일방향성은 양식이라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참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들뢰즈의 사유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들뢰즈의

사유를 단순히 기존의 다른 철학들과 비교해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

운 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들뢰즈의 철학은 그만큼 기존의 철

학 내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들을 자신의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만일 비교연구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없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해봐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열역학 법칙을 상대화시

키고, 논리학이 통용되지 않는 차원을 허용하는 철학적 사유의 전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37)

37) 베르그손,『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제 3장 의식상태들의 조직화

에 관하여」에서 우리는 베르그손의 지속 개념이 열역학의 법칙을 상대화시키고, 논

리적 또는 수학적인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서 베르그손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떻게 심리적 차원의 오류로부터

형성되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을 직접 관찰하는 것

에 익숙하지가 않다. 대신 외부세계에서 빌려온 틀을 가지고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실제적인 지속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타성적 원자로서만 해명하려고 할 뿐이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은 외부

세계와 내부세계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제거해버리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외견상의

지속과 진정한 지속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지워버리게 된 것이다. “일단 그러한 길로

들어서면, 숙명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원칙을 보편적 법칙으로 세우는 데에” 이르게

된다.(p.198) 엄밀한 경험주의 입장에서는 경험으로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지만, 이러한 혼동에서부터 과학 곳곳에 형이상학적 편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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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철학사 참조라는 고유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

한 철학적 아이디어들을 개진해 나갔었는데, 우리는 들뢰즈가 끊임없이

여타의 철학자들의 아이디어들을 끌어다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그로부터 우리는 들뢰즈가 끌어다오는 철학적 아이디어들을 요소

로 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본다면 들뢰즈의 철학의 체계를 구성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들뢰즈

가 궁극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사태가 그가 끌어다 오는 철학사적 아이

디어들만 가지고서 온전히 물리적으로 조립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

임없이 의문을 제기해봐야 한다. 철학사적 부품들의 결합방식이 물리학

적인 것인지 화학적인 것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들뢰즈의 철

학을 현상학의 일종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러한 시도가 성공적인지 아닌

지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상학이 논리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를 분석해보면 될 것이다. 단순히 현상학이 논리학의 발생을 보여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현상학이 모순율의 거부라는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따져 물으면 된다.

들뢰즈는 사유의 문제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혼”을 경계했고, “순응주

의”를 비판했었다.38) 사유는 그러한 것들과 무관하게 공격적이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줄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사유라 볼 수 없다. 그만큼

들뢰즈가 상정하는 사유란 공격적이고 급진적이고 과감한 것이다. 그것

은 시간의 화살도 거스르며, 모순율의 적용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한다.

과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소위 과학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엄밀한 경험주의와 상

충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들뢰즈는 자신의 “이념적 다양체”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리만, 후설, 베르그손의 다양체 개념들과의 연관 속에서 밝히고 있다.(DR

236/397) 그리고 우리는 베르그손의 다양체 개념이 얼마나 프랑스의 학술적 사회 내

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지, 들뢰즈의 언술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물론

베르그손도 프랑스 철학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동화될 수 없는 어

떤 것이 있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하나의 충격이었고, 모든 반대자들의 집

결지였으며, 그토록 엄청난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지속이라는 주제 때문이

라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생성들”과 “공존하는 다양체들”에 대한 이론과 실천 때

문이었습니다.”(『디알로그』pp.32-3, 인용자 강조)

38) DR 2/19-20: “동일자에서 벗어나 있고 부정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차이들

을 불러들이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가장 큰 위험은 아름다운 영혼의 표상들

로 전락하는 데 있다. 그것은 피 흘리는 투쟁과는 거리가 먼 차이, 서로 연합하고 화

해할 수 있는 차이들에 그치고 마는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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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율의 적용을 거스르고 시간의 화살을 거스를 수도 있는 것은 “광기”

에 의해서라야 비로소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만일 들뢰즈의 철학

을 재현의 발생이라는 주제로서 또는 발생적 현상학의 일종으로서 간주

하려는 관점이 있다면, 그러한 관점들은 들뢰즈 철학의 급단적인 성격을

사상시켜버리는 것이다. 또한 코기토나 의식을 제 일 원리로 삼고 있는

철학들의 일종으로서 들뢰즈 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들 역시 부지불식간

에 들뢰즈의 “사유의 발톱”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양식(bon sens)의 울

타리 안으로 가둠으로써 들뢰즈 사유를 가축화하고 온순한 양으로 길들

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 모든 분배가 양식에 따르는 것은 아

니다. 광기의 분배들, 미친 할당들이 있는 것이다.”39)

3절. 가설도입: 꿈에서 읽은 『순수이성비판』으로서 『차이와

반복』

소바냐르그Anne Sauvagnargues는 『차이와 반복』을 『순수이성비

판』의 “적대적 오마주” 작품으로서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두 저서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단선적이지만은 않음을 시사한다.40) 어떻게 경의

의 표시를 뜻하는 오마주가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들뢰즈가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칸트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들뢰즈의 사유 속에서 칸트적

사유의 면모만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경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칸트의 개념에 대한 들뢰즈의 지속적인 참조는 오히려 은밀하고 전략적

인 위장술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는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이와 반복』 「머리말」에서 들뢰즈는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방식으로 철학 책을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41) 그리하여 그는 철학사 참조라는 방식을 통해

39) DR 289/481

40) 안 소바냐르그, 『초월론적 경험론』, p.47

41) DR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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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철학적 표현 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들뢰즈는 실

험적인 철학사 참조라는 방법을 고안해낸다. 통상적으로 학술적 공간에

서 철학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철학사적 대상을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수

용하고, 실증적인 전거들에 대한 엄밀한 독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해 정

확하게 기술해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특정한 철학사 독해는 이러한

실증적인 전거를 반드시 자신의 근거로 하여 그 철학사에 대한 해석과

비판 및 평가의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는 통상적으로 학술적인 규범으로 요구

되어져 오는 것들을 넘어선다. 학술적 규범으로서 통상적으로 전유되어

온 철학사 독해의 방식은 들뢰즈가 보기에 무의미할뿐더러, 어떤 의미에

서는 “억압적”이기까지 하다.42) 따라서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는 단순

한 되풀이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철학사적 참조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입될 뿐이다. 요컨대 들뢰즈는 철학

사 연구를 둘러싼 기존의 학술적 규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

으며, 그러한 비판의 일환으로서 자신만의 철학사 활용의 방법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플라톤주의자, 데카르트주의자, 칸트주의자로 머

42) PP 23/28-9 : “나도 한 세대, 철학의 역사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마지막 세대들

중의 하나에 속하네. 철학사는 철학에 있어서 분명 억압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지.

그것은 정확히 철학적인 오이디푸스인 셈이네.……하지만 그 시대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철학사를 일종의 비역 혹은, 같은 얘기지만, 무염시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지. 나는 어떤 작가의 등에 달라붙어서 그의 애를 만들

어낸다고 상상했지. 그것은 그의 아이가 될 것이고, 흉물스러울 것이었지. 그것이 그

의 아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인용자 강조)

이외에도 철학사에 대한 들뢰즈의 반감과, 그러한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 역으로 철

학사 참조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뢰즈는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 “해방기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철학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저, 헤겔, 후설, 하이데거 속으

로 뛰어들 뿐이었습니다.……철학사는 철학에서, 심지어는 사유에서도 언제나 권력의

앞잡이였습니다. 이것은 압제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하이데거와 그들에 관한 이러저러한 책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사유하기를 바라는가”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협박을 일삼는 어느 어처구니없는 학파는, 한편으로는 사상

전문가들을 양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 전문가 집단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문성에 더 잘 순응하도록 만듭니다.……그래서 나는 철학사가 여전히 강요

되고 있을 때, 철학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디알로그』pp.27-32,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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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개념들이 우리들의 문제들 안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창조해야 할 개념들에 영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철학자들을 따르는 최선의

방법이란 그들이 말한 바를 되풀이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했던 일을

하는 것, 즉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한 개념들을 창조하는

것인가?(QP 31/45)

예를 들어 플라톤에 대한 진정한 철학사적 고찰은 “더 이상 플라톤적

이지 않은 문제들에 플라톤을 접목할” 때 가능하다. “플라톤이 했던 것

처럼 철학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43) 이러한 철학사적 참조의

방식은『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참조하

면서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구상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볼 수 있다. 들뢰즈는 자신만의 칸트 독법을 통하여 칸트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칸트의 입을 빌려 말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칸

트가 상정하지 못했던 구도 위에서 칸트의 개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칸트가 남긴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론해보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가 수행하고 있는 철학사적 참조는 훨씬 폭력

적인 해석까지 감행할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44) 들뢰즈에게 칸트

의 개념들을 참조한다는 것은 그 개념들이 작동하고 있던 본래의 문맥에

서부터, 특정 개념만을 절취하여 그것을 새로운 문제 위로 옮겨놓는 것

을 뜻한다.

따라서 만일 초월론적 경험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면, 섣불

43) 『대담』, p.162

44) 그러한 추론들은 일관성에 대한 충족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암묵적 내용들로 추

론한 것들이 텍스트의 내용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암묵적인 것으로서 추론해낸

내용과 텍스트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해명이 요구될 것이

다. 하지만 들뢰즈의 철학사적 독해는 일관성의 규준을 진지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지

는 않은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p.123의 일부에서도 드

러난다. 거기서 들뢰즈는 단순한 비평을 위한 철학사 탐구에 대해 회의적이며, 개념을

창조하기 위해서 특정 개념이 본래의 철학사적 연구 안에서 이해되어오던 것과는 완

전히 다른 의미 연관을 가진 것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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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것을 초월론적 관념론과의 외적인 유사성으로서 설명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외적으로 유사해보이면 보일수록, 초월

론적 경험론은 그만큼 초월론적 관념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참조하는 칸트의 개념들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

테』가 아니라 보르헤스가 그려낸 가상의 인물인 피에르 메나르에 의해

쓰여 진 것이다.45) 따라서 모방된 책이 실재의 책과 똑같으면 똑같을수

록 거짓말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들뢰즈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펼치고 있

다. 또는 플라톤의 저술 속의 “개념적 인물”로서 소크라테스와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소크라테스는 구분 가능하듯, 들뢰즈의 칸트 역시 역사적

칸트에 가깝다기보다는, 차라리 고안된 것으로서 “개념적 인물”에 더 가

깝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46)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초월론적 경험론은 꿈

속에서 만난 초월론적 관념론이다.” 초월론적 경험론은 초월론적 관념론

의 이형으로서의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초월론적 경험론은 분명 초

월론적 관념론과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

은 서로가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다. 즉, 초월론적 경험

론의 핵심은 그것이 초월론적 관념론을 위장하고 전치하고 있는 대목들

에 숨어 있다. 꿈 또는 무의식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위장과 전치를

통해 숨겨 놓는 법이다. 이러한 가설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차이와 반

복』 내용과 형식상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용상 “차

45) DR 3/19, “이제 과거 철학의 실질적인 책에 대해 말하되 마치 그것이 상상의 책, 위

조된 책인 것처럼 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르헤스

는 상상의 책들을 설명하는 탁월한 재주를 지녔다. 하지만 그는 실재의 책을 다룰 때

더 멀리까지 나아간다. 예를 들어 그는 『돈키호테』를 다루되 그것이 상상적 저자인

피에르 메나르에 의해 재기록 된 어떤 상상의 책인 것처럼 말하고, 더욱이 그 상상적

저자를 마치 어떤 실재의 저자인 양 마주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엄밀한 반

복은 극대치의 차이를 상관항으로 한다.”

46) QP 65/97: “개념적 인물들은, 니체에 있어서나 다른 경우에 있어서나, 신화적 인격화

도, 역사적 인물도, 문학이나 소설의 주인공들도 아니다. 플라톤에 있어서의 소크라테

스라는 인물이 역사의 소크라테스가 아니듯이, 니체의 디오니소스도 더 이상 신화의

디오니소스가 아니다. 생성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디오니소스는 철학자가

되며, 그와 동시에 니체는 디오니소스가 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도, 시초는 플라

톤이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철학자가 되게끔 한 동시에 그 자신은 소크라테스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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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복”의 사태를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식상 “차이” 나는 “반

복”으로서『순수이성비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 문학

적인 수사를 빌리자면, 우리는『차이와 반복』을 꿈에서 읽은 『순수이

성비판』으로서 소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 속에서 가장

관건이 될 만한 것은 그 두 작품들 사이에서 어떠한 유사성과 동일성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두 작품 사이에서 드러나

는 외견상의 유사성 이면에 숨어있을 차이들을 밝혀 보이는 것이 되겠

다.

4절. 가설발전: 초월론적 경험론은 초월론적 지평으로서 무의식

을 상정하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차이

와 반복』에서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들뢰즈가 어떠한 새로운 지평 하에

서 칸트의 개념을 재전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들뢰즈

는 칸트의 개념들을 무의식의 지평이라는 새로운 지평 위로 옮겨 놓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다.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칸트의 초월론적 관

념론의 체계는 의식을 제 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코기토 철학

의 진영에 위치시킬 수 있다면, 이에 반해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코기토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의식적인 것과의 연관 속에서라야만 제대

로 포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47) 그리고 들뢰즈가 라이프니츠를 비

롯하여 마이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들이 미세지각이라는 개념을 통

해서 무의식의 개념을 선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

론적 관념론을 두고, 그것이 발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

47) 「주체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p.527: 여기서 들뢰즈는 칸

트의 철학을 “주체의 철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은 주체의 철학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독특성에 관한 철학으로 설명한다. 즉, 『차이와 반복』한참 이후

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언술들을 통해서 들뢰즈가 자신의 독특성에 관

한 철학이 주체의 철학과는 구분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

인해볼 수 있다. 그는 옮겨진 구도에서 새로이 칸트적 구도를 차용하고 있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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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칸트에게서는 무의식 개념이 철학적인 대상으로서

제대로 고찰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의식에서 특정 지각

이 이뤄진다면,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은 의식에 지각된 것을 단순히

초월론적 영역으로 전사(傳寫)시켜버리는 방식으로서 의식적 경험을 정

초 짓는 것에 그치고 만다. 그에 반해 라이프니츠와 마이몬의 체계는 재

현-하부적인 미세지각인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참된 발생을 해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의식에 대한 들뢰즈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기 위해서는 우리

는 암묵적으로 들뢰즈의 연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이름을 다시 호

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프로이트라는 이름이다. 무의식에 대

한 천착은 들뢰즈 사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음에도, 놀랍게도

들뢰즈의 사유에 있어서, 특히『차이와 반복』에 있어서 무의식 개념은

크게 주목받아오지 못했다.「2장 대자적 반복」에서 절반가량의 분량을

할애하여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참조하여 자신만의 수동적

종합 또는 무의식적 종합을 구상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48) 그럼에도 우리는 들뢰즈가 『안티 오이디푸

스』를 저술하기 이전까지는 정신분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었다는 사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9) 특히 『차이와 반복』과 같은 해에 출간되었

48) Somers-Hall(2010)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째, 기존의 연구가들이

대자적 반복과 관련하여 들뢰즈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설명 중에서 보다 더 큰 관심

을 보여 온 것은 들뢰즈가 칸트 혹은 현상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있

는 대목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안티 오이디푸스』이후의 저술들이야말

로 들뢰즈가 정신분석과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뢰즈와 프

로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차이와 반복』보다는 그 이후의 저서들

에 더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49) 또한 들뢰즈와 과타리가 정신분석가 펼쳤던 전면전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목해봐야

한다. 「제 3장 송장이 된 정신분석을 분석하시오」『디알로그』,p.143: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많이 언급하고 심지어 그 무의식을 밝혀내기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

나 실제로는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축소하고 파괴하며 악령을 몰아내듯 쫓아

버리기 위해서만 무의식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들뢰즈와 과타리가

정신분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정신분석 내부에

깃들어 있는 순응주의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오이디푸스라는 순응주

의로부터 무의식의 해방 전쟁을 펼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무의식에

관해 고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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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의미의 논리』에서 들뢰즈는 자신의 저술이 “논리학적이고 정신분

석적인 소설이 되고자 한”다고 직접 표명하고 있으며,50) 이 저서에서 들

뢰즈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참조하고 있었

다.51) 이를 통해 우리는 『차이와 반복』이 저술되는 동안에도 들뢰즈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오히려 우호적이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론해볼 수 있

을 것이다.52)53)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과 무의식 개념 사이의 연관을 드러내 줄 흥

미로운 일화도 있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이 출간되기 이 년 전인

1967년 「드라마화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가졌다. 여기서 들뢰

즈는 특히 이념의 극화라는 자신의 철학적 주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우리가 드라마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히 칸트적인 도식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칸트가 말하는 도식이란 곧 공간과 시간을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선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다만 칸트에게는 개념과 관련

한 이 같은 능력을 도식이 과연 어떻게 지니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여전

히 전적으로 신비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50) LS 7/40

51) 장-자크 르세르클 『들뢰즈와 언어』 p.180에서는 『차이와 반복』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안티 오이디푸스』이전에 『차이와 반복』이 출간되었던 같은 해에 출간

이 이뤄졌던 『의미의 논리』에 대해 흥미로운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의미의 논리』

의 서문에서 들뢰즈는 “un essai de roman logique et psychanalytic”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정신분석적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psychanalytic”이 영역될 때, 그것

이 정신분석적이라는 뜻으로 옮겨지지 않고, 심리적이라는 뜻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역에 대해 르세르클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인다.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오역의 발발 원인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의미의 논리』가

『안티 오이디푸스』가 번역된 지 꼭 7년만에 뒤늦게 영역된 탓에 악명 높은 정신분

석 비판가를 정신분석적 소설의 저자로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52) PP 197/155: 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뢰즈는 리베라시옹지와의 88년에 이뤄진 어느 인

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기도 했었다. “재미있는 것은, 정신분석

으로부터 내가 펠릭스를 끌어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가 나를 끌어냈다는 사실입니

다.” 역으로 말해, 들뢰즈는 과타리와의 협업 이전에는 들뢰즈가 굳이 정신분석과의

전면전을 구상하고 있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53) Fraçois Dosse, Gilles deleuze&félix guattari intersecting lives p.160.: 프랑스와 도

스는 들뢰즈에 관한 전기문에서 60년대의 여느 지식인이 그러했듯, 당시 들뢰즈는 정

신분석을 탁월한 학문으로 간주했었으며, 이 무렵 그가 자크 라캉과 세르쥬 르클레어

의 저서들을 탐독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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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칸트주의는 바로 이 감추어진 예술의 신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고 말할 수 있다.54)

이때 “포스트칸트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들뢰즈는 발표 내에서 추가

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맥락을 고려해본다면, 이 표현의 내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론해볼 수

있다. 여기서 “포스트칸트주의”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을 발생의 관점에

서 해명해 보이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들뢰즈가 보기에 칸트는 종

합의 발생의 문제는 제대로 고찰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포스트칸

트주의”란 칸트의 선험적 종합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칸트가 해명하지

못했던 발생의 영역을 해명하려는 시도들을 가리킨다. 들뢰즈는 개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념의 공간을 미분적 요소

들로 구성된 다양체로서 설명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미분적 요소들 사이

에서 일어나는 상호규정과 완결된 규정을 통해 들뢰즈는 칸트가 해명하

지 못했던 발생의 문제를 설명해보이고자 했다.

들뢰즈의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었

다. 필로넨코Alexis Philonenko는 들뢰즈가 발표에서 사용한 “포스트칸

트주의”라는 표현의 애매함을 지적하며, 그는 들뢰즈가 이 표현을 사용

할 때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염두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 들뢰

즈는 마이몬과 노발리스라고 대답을 한다. 그리고 들뢰즈는 특히 마이몬

의 예지체로서 미분적 이념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마

이몬에게 미분적 이념은 감각의 기원 또는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원리였

다. 들뢰즈는 마이몬의 이러한 미분적 이념을 통하여 칸트가 해명하지

못했던 발생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55) 필로넨코는 들뢰

즈의 대답 이후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갔다. 만일 마이몬의 예지체로서

54) 「19.드라마화의 방법」,『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p.498. (인용자 강조)

55) DR 225/380: “마이몬의 천재성은 철학적 초월론에 대해 조건화의 관점이 얼마나 불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실재적 대상들이 산출되는 원천은 미분비들의 상호

종합에 있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명시적으로 마이몬의 철학을 참조하면

서, 칸트의 초월론적 기획 안에서 제대로 고찰될 수 없었던 발생의 문제에 천착해 들

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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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적 이념을 수용하게 된다면, 마이몬이 실제로 그러했듯 회의주의적

귀결에 닿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에 대해 들뢰즈의 의견이 무엇인지

물었다.56) 이에 들뢰즈는 마이몬의 체계 내에서 미분적 요소의 개입은

회의주의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궁극적으로는 마이

몬 철학 자체를 설명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방식으로 답하게 된

다. 덧붙여 자신은 라이프니츠나 마이몬에게서의 무의식 개념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 답한다. 그런데 그 다음의 대

답이 의미심장한데, 들뢰즈는 발표와 토론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프로이

트의 이름을 거론하게 된다.57) 이 답변에서 프로이트는 라이프니츠와 마

56) 프레드릭 바이저, 『이성의 운명』 「제 10장 마이몬의 비판 철학」마이몬의 철학에

서 등장하는 회의주의의 계기는 다양하다. 첫 째, 마이몬은 칸트 철학 내부에서 회의

주의를 발견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둘 째, 마이몬의 체계는 물자체 개념을

거부하고, 대신 경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경험의 기원에 관한 회의주의로 볼 수 있다. 우선 “10.2 마이몬의 회의주

의”pp.584-597에서는 첫 번째의 회의주의가 설명되고 있다. 마이몬은 칸트의 초월론

적 연역의 불충분성에 대해 비판한다. 비판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칸트

가 자신의 선험적 종합 개념들이 후험적 직관들에 언제 적용되는지를 규정할 기준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칸트의 초월론적 연역은 이종적인 두 인

식능력으로서 지성과 감성의 일치를 상정한다. 그런데 이때 두 능력이 이종적임에도,

어떻게 그러한 능력들 사이에서 일치가 가능한지 마이몬은 묻는다. 그리고 마이몬은

이러한 회의주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한한 지성의 이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

해 마이몬은 감성이 직접적인 소여가 아니라, 무한하게 분석 가능한 지성 이념으로

상정함으로써, 칸트의 감성과 지성 사이의 이질적 관계를 동질적인 것으로 변환시키

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의 회의주는 마이몬에게서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경험의 기원에 관한 회의주의도 있다. 이는 앞의 책 “10.7 사물 자체의 제

거”pp.616-31에서 다뤄지고 있다. 마이몬은 물자체 개념이 칸트의 비판적 원리들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경험의 기원으로서 물자체는 상정되겠지만, 비판철학 내의

가능한 경험 내부에서 물자체가 수용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마이몬은 물자체 개념은 어떠한 설명적 가치가 없으므로,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요컨대 마이몬의 미분이론은 칸트의 능력들 간 이종적인 성격으로부터 비롯하는 회의

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미분적 이념을 예지체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의 구

성으로부터 경험의 가능근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변영역에서 물자체와 같은 개념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미분이념은 물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57) 이 당시의 발표 및 토론은 몇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 째, 67년의

발표에서 차이와 반복의 주요 아이디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1장 즉자적 차이, 4장 차이의 이념적 종합, 5장 감성적인 것의 비대칭적 종합 등에서

개진될 아이디어들이 이 발표에서 전부 선취 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회

적인 발표의 기회만을 가지고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논

문의 형식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

따르게 마련이다. 비록 발표자의 노력에 따라, 내용전달을 생동감 있게 할 수도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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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몬의 무의식 개념과는 상이한 무의식 개념을 제시한 사람으로서 거론

되었던 것이다.58) 이는 곧 들뢰즈가 자신이 마이몬의 무의식 개념을 온

전한 양태로는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마이몬의 개념 중 일부만을 수용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면에서는 들뢰즈가 회의주의

적인 귀결을 피하면서 동시에 초월론적 영역 내부의 미분적 요소를 받아

들일 수 것으로서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수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들뢰즈가 라이

프니츠와 마이몬이 공유하고 있던 무한 지성이라는 형이상학적으로 고전

적인 개념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변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이몬의 미분적 요소에 대해서 칸트는 그것이 다

시 라이프니츠의 고전적이고 독단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무한 지성

지만, 무엇보다 발표의 형식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크게 작용하게 되며, 청자들에게

전달가능한 정보량에 있어서도 비교적 제약이 따른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제약들 때문에 들뢰즈가 무엇을 선별적으로 말했는가에 대해 눈 여겨 볼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발표라는 형식적 제약이 들뢰즈의 말하기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에 대해서도 고심해볼 수 있다. 들뢰즈는 끊임없이 문체에 관심을 기

울였던 철학자였다. 그에게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철학적 문제와 문체가 결코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들뢰즈가 남긴 많은 서술들을 통해 고도의 문체가로서,

실험적 글쓰기 작가로서 그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학술적 글쓰기

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바로 이러한 면모 때문에 들뢰즈 서술은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역으로 이는 들뢰즈 연구에 있어서 해석상

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그는 공식적인 학술적 대회 등에도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글쓰기나 말하기에 있어서 학술적 규범에 종속되

어 있는 들뢰즈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67년의 발표는 들뢰즈가

국가 박사 학위 취득 이전 자신보다 한 세대 위의 선배 철학자들 앞에서 이뤄진 발표

였으며, 발표자와 청중들의 이러한 관계 등을 고려해본다면 그가 나름 학술적인 규범

에 어긋나지 않도록 발표문을 준비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이트

에 대한 언급이 발표 동안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못하다가, 토론 시간 라이프니츠와

마이몬 등의 철학사적 참조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줄 것을 요청받자, 들뢰즈가 자신은

라이프니츠, 마이몬 철학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무의식론

과 어떤 면에서는 구분되는 무의식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라이프니츠와 마이몬의 무

의식론과 다른 무의식론의 주창자로서 프로이트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심

장한 대목이 있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라는 이름의 발언 이전에도, “드라마화”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들뢰즈는 정신분석에서의 가족 소설의 예를 들고 있기

도 하고, 강박 신경증 환자들이 보이는 강박적 증상들을 그 예로 들고 있기도 했다.

드라마화의 개념, 즉 이념의 현실화라는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자에게 들뢰즈가 이해를 돕기 위해 거듭 정신분석이 기술하고 있는 사태로 돌아가는

것은 눈 여겨볼만한 점이다.

58) ’The method of dramatization’, Desert Island and other text 1953-1974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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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재도입한 것이라 비판을 가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칸트가 이념들

의 미분적 요소에 대해 가했던 비판에 대해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답하

게 될 것이다.

만일 칸트와 같은 편에 서서 이런 개념화[미분적 요소]는 무한 지성을 재도

입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면, 아마도 여기에서 무한은 유한한 지성 내의 무

의식의 현존, 유한한 사유 내의 사유 불가능한 것의 현존, 유한한 자아 내의

비-자아의 현존과 같은 것일 뿐이다. 칸트가 규정하는 자아와 규정 가능한

자아 사이의 차이를 벌릴 때 칸트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발견하게 될 그

러한 현존인 것이다. 라이프니츠에게서처럼 마이몬에게도, 차이소들의 상호

규정은 신적 지성이 아니라, 유한한 자아 안에 있는 세계의 표상자로서의 미

세 지각들을 지시한다.(PLB 118/163, 인용자 강조)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이 초월론적 통각을 중심으로 코기토와 관련된

형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 반해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

론은 초월론적 통각이 분쇄되는 지점, 즉 코기토가 자기반성 또는 자기

의식화를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59)

그런데 의식이 자기의식화에 있어서 좌절을 겪게 되는 지점은 바로 무의

식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은 의식에

한정되어 있지만 들뢰즈는 그러한 초월론적 관념론을 더 이상 의식의 지

평에만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대신하여 그는 칸트가 주제적으로

사유하지 못했었던 무의식이라는 지평 위로 그 기획을 새로이 끌고 간

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무의식의 공터에서부터 미세지각론의 설립은 가

능해진다. 미세지각에 관한 이론은 따라서 독단적 형이상학의 부활이 아

니라, 초월론적 구도 안에서 자신의 터전을 연역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초월론적 경험론에 대한 소바

냐르그의 규정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소바냐르그는 초월론적 경험

론이 초월론적 관념론에 대한 “적대적 오마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59) DR 2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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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적대적 오마주”라는 형용모순과도 같아 보

이는 표현 앞에서 망설였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형용모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초월론적 경험론이 여전히 초

월론적인 기획을 인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오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초월론적 경험론은 칸트 고유의 맥락으로부터 특정

개념들을 탈취하여 새로운 문제의 지평 위로 그것들을 강압적으로 옮겨

놓고자 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초월론적 경험론이 초월론적 관념론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것과도 상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

락에서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에 대해 적

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어져야 할 의문은 과연

새로운 지평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들뢰즈가 어

떻게 무의식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의 기획에 대해서 진전된 방식의 이해

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장. 방법론 및 개요

1절. 방법론 : 들뢰즈 철학사 비평 전략 분석

우리는 이제 철학사의 활용 방식에 대해 물을 수 있다. 우리에게 철학사는

회화에서 콜라주가 맡는 것과 전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DR 7/22)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머리말」에서 철학적 글쓰기 방식의 쇄신

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들뢰즈는 현대 예술의 다양한 기법 중에서 콜

라주 기법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철학사 서술 역시 콜라주 기법과 같

은 것이 될 것임을 밝힌다. 콜라주란 일상적인 사물들을 포함하여 다양

한 사물들을 활용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의 일종으로서, 일상적인 맥락 속

에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물들을 하나의 평면 위로 병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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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법은 사물을 일상적인 맥락으로부터 탈각시키고

파편화하여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예술 감상자로 하여

금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다.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회화의 영역에서 콜라주 기법에 착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철학

적 문체 계발의 필요성을 설파하였고, 이러한 실험적 문체 개발은 이후

들뢰즈의 서술 속에서도 유지되었다. 들리즈는 철학적 사태를 기술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셈이며, 적어도 그에게 있

어서 철학적 내용과 형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였다. 들뢰

즈는 철학사적 비평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철학을 철학사적 고유의 맥락으로부터 탈각시키고 파편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작업 평면 위로 재배치시키고 있다. 특정 철학자의 철학은 하나

의 논리적 체계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 체계 안에

서는 그 철학자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에 비

해 다소 부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들뢰즈는 특정 철학의 전

체적인 기획 의도를 고려하면서 그 안에서 그 철학자의 핵심적인 개념들

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참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체계

의 구축을 위한 도구적 구성물로서 발견해내고자 한다. 특정 철학사적

체계에서 비교적 부차적인 개념들이라 할지라도 들뢰즈는 그러한 철학적

개념들을 그 고유의 맥락에서부터 탈각시켜서 자신의 철학적 평면 위로

불러들인다. 철학사 안에서 등장 했었던 다양한 개념들을 파편화하여, 들

뢰즈 자기의 주제의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재배치시켜 하나의

이접적 종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60)

60) Michel Foucault, Theatrum Philosophicum: 푸코는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가 소위

주류 철학으로 인정받아오던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류의

계보로부터 벗어나 있던 것으로 간주되어오던 철학들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가 “엄격히 프로이트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다.: “에피쿠로스와 제논학파에 대한, 그리고 루크레티우스와 크리시포스에 대한 그의

토론 속에서 들뢰즈를 관찰해 보면, 나는 그의 절차가 엄격히 프로이트적이라는 결론

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는 서양철학으로의 거대한 억압을 향해-북을 치며-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마치 경유하듯이 이전에 간과되었던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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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머리말」에서 밝혔던 바대로, 이

작품을 거대한 철학사적 콜라주 작품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들뢰즈가 철학사적 참조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롯이 자

기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는 대목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61) 들뢰즈는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 이 단행본에서

철학사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주재료로 삼아서 책을 구성해내고 있다.

비평들을 엮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의 방식을 통해 들뢰즈는 자신 나름의 초월

론적 경험론으로서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들뢰

즈의 콜라주적 글쓰기 방식이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 살핌으로써, 초월론

적 경험론의 정체를 규명해내고자 한다. 콜라주는 일상적인 맥락으로부

터 사물을 탈각시키고, 파편화된 재료들을 하나의 평면 위로 끌어 모으

고 있다. 따라서 들뢰즈의 콜라주 글쓰기 기법의 전략을 따라가기 위해

서는, 그가 어떻게 기존의 철학사적 개념들을 고유의 맥락으로부터 탈각

시키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마련된 파편화된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의 평면 위로 재배치시키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기존의 철학사적 개념들과 들뢰즈의 철학이 어떤 면에

서 서로 접속하고 있고 분기하게 되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며, 외

견상 별개의 것들로 보이던 다양한 사상사적 개념들 사이에서의 이접적

인 종합 국면을 발견함으로써 『차이와 반복』의 체계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초월론적 경험론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개요

61) 조 휴즈(2009), 고쿠분 고이치로(2013)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문학에서의

“자유간접화법” 기법을 통해 들뢰즈의 문체를 분석하고 있다. “아마도『차이와 반

복』의 가장 어려운 측면은 들뢰즈의 사유의 복잡성이 아니라 그의 표현 양식에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일컫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

신 그는 모든 것에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조휴즈『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입

문』p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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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고의 2부를 통하여 칸트에 대한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 및 철

학사적 비평 작업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의미의 논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들뢰즈가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비평을 했었

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 및 사르트르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들

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개념들을 탈-맥락화하고 파편화하여 자신

의 초월론적 경험론의 평면 위로 모으고 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이는

곧, 들뢰즈의 철학이 칸트와 사르트르의 철학과 어떠한 지점에서 서로

만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지점에서 서로 분기하고 있는지 밝히는 작

업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들뢰즈의 철학적 주제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이

초월론적 관념론 또는 현상학을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초월론적 경험론은 무의식에 의한 혁명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다. 초월론적 경험론은 여태 초월론적인 영역 내에서 소외되어 왔던

무의식의 권리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2부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3부를 통해서는 『차이와 반복』「3장 사유의 이미지」에서 들뢰즈가

“재현”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살피겠다. “사유의 이미지”(L’

Image de la pensée)에 대한 비판은 철학사 전체에 대한 들뢰즈의 비평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뢰즈는 “사유의 이미지”라는 개념을 통해

“철학”이 암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용해왔었던 독단적인 공준들

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연유에서 독단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비판받을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다.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 비판은 크게 두 가지를 요점으로 하고

있다. 첫 째, 몇몇의 철학들은 무전제로부터 출발이라는 철학의 고전적

이념을 현실화하였다고 평가받지만, 사실상 그러한 기획들은 엄밀한 의

미에서 무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무전제로부터 출발하



- 38 -

는 척하면서 암묵적인 공준들을 수용해왔던 것이다. 둘 째,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공준들은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

준들의 암묵적 수용의 결과, 사유의 창조적 역량으로서 본성은 망각되기

에 이르렀으며, 사유를 의식적인 것과의 연관 하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

것으로 왜곡하게 되었다. 사유의 창조적 역량은 사유의 이미지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왔으며, 그리하여 사유의 문제는 일상적이

고 범속한 것으로서만 이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거

듭하여 진정한 사유란 역설적인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역

설적 사태는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확

인해 보게 될 것이다.

2부에서는 들뢰즈가 칸트, 사르트르 등 특정 철학자들의 철학에 대해

서 들뢰즈가 어떻게 비평을 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초월론적 경험론

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한다. 반면 3부를 통해서는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을 분석함으로써 이미지 없는 사유의 가능성과 초월론적

경험론으로서의 철학적 체계의 건립 가능성을 가늠해볼 것이다. 2부와 3

부에서 수행될 작업들은 주로 기존 철학들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을 경유

하여 초월론적 경험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성의 철학들

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음화

(negatif)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의 정체를 구획해 볼 수 있게 된다. 기존

철학들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그것들이 무의식의 참된 역량을 무시해

왔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목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석을 따르면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과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 사이

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양상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러한 시도들과 달리 4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양상에서 들

뢰즈의 무의식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들뢰즈가 정신분석의

무의식 개념을 어떻게 참조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초월론적 경험론을 위

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차이와 반복』

「2장 대자적 반복」에서 무의식에 관한 세 가지 수동적 종합을 분석한



- 39 -

다. 여기서 들뢰즈가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어떻게 자신의 세 가지 수동

적 종합 이론으로 재구성해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첫 번째 수동적

종합은 개체화의 장에서 애벌레-주체들이 강도적 차이들을 응시-수축함

으로서 흥분을 묶어 내는 하비투스의 종합이다. 두 번째 종합은 자아가

잠재적 대상과 관련을 맺는 에로스, 므네모시네의 종합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대상 리비도 집중 철회로부터 구성되는 죽음본능62)에

관한 것이며, 이는 타나토스 나르키소스적 자아의 종합이다. 4부에서 정

신분석적 개념들의 쇄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무의식은

미분적이고, 문제제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부에서는 칸트의 초월론적 이념에 대한 들뢰즈의 재독해를 통해, 그

것이 어떻게 칸트의 맥락으로부터 탈각되고, 정신분석에서의 죽음본능

또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유로 접속하게 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를 위해 『차이와 반복』「4장 차이의 이념적 종합」을 집중적으로 분석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초월론적 이념은 무의식적 지평이며, 그것은

미분적이고, 문제제기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드러나게 되는 무의식의 고유한 속성들은 이미 정신분석에서 쇄신된

무의식의 속성들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우

리는 정신분석적 무의식이 초월론적 이념에 대한 한 가지 실증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역으로 귀납적인 차원에 머

62) “l’instinct de mort”에 대한 역어이다. 프로이트의 Todestrieb은 처음 영어권과 불어

권에 번역될 때, Trieb는 Instinct로 번역되었지만, 라캉 등은 이러한 번역은 불충분한

번역이며 Trieb를 Pulsion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프

랑스 내에 수용됨으로서 Trieb는 Pulsion으로 번역어가 정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들뢰즈는 Todestrieb의 역어로서 la pulsion de mort 대신, l’instinct de mort

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신지영(2012)은 들뢰즈가 굳이 “Trieb를

본능으로 옮긴 것은 충동으로부터도 거리를 두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그만의 독

특한 방식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하간 국내에

서도 Todestrieb의 역어를 죽음충동으로 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럼에도 들뢰즈가 Todestrieb를 굳이 l’instinct de mort로 옮기며, 이는 번역하자면 죽

음본능으로 옮겨질 것이다. 따라서 직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l’instinct de mort는 죽음

본능으로, 그리고 Todestrieb는 죽음충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으나, 들뢰즈가

Todestrieb의 불어 역어로서 l’instinct de mort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번역의 문

제가 복잡하게 되었다. 본고는 Todestrieb이든 l’instinct de mort이든 들뢰즈의 표현

형에 보다 부합하도록 “죽음본능”으로 일괄적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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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던 정신분석적 무의식 개념이 초월론적으로 정초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초월론적 이념에 관한 논의를 통해 3부에서의 “이미지 없

는 사유”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논해봄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실천

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지 없는 사유”의 이념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그것이 숙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인 실천론으로서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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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비판

들뢰즈는 자신의 철학적 주제를 “초월론적 경험론”이라 명명한다. 이

는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참조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참조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해볼 필요가 있

다.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으로부터 어떠한 영감을 이어 받고

있으며,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가?

2부에서는 초월론적 관념론 또는 초월론적 현상학과 초월론적 경험론

사이의 비교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의 경향 분석을 통해, 그러한

경향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칸트의 내감의 역설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비평하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의미의 논리』에서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에 대해 어떻게

비평을 가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들뢰즈는 초월론적 관념

론과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어떠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 비판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초월론적 관념론과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의 요지는

그것들이 여전히 초월론적인 영역을 의식과의 연관 하에서만 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에 반해 들뢰즈는 초월론적 지평을 권리상 무의

식적인 것으로 규명하고자 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장. 초월론적 관념론에 대한 비판

1절. 초월론적 경험론과 초월론적 관념론 및 초월론적 현상학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의의와 한계

들뢰즈의 사유는 대부분 자신의 철학사 비평을 거쳐서 이뤄지고 있으

며, 따라서 들뢰즈의 사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비평에 대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즉 그가 특정 철학사적 개념들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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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

이다. 들뢰즈 서술의 특수성에 의해 들뢰즈 철학 연구는 비교연구를 필

요조건으로 가지게 되었다. 들뢰즈 고유의 사유에 접근하기 위해서 들뢰

즈가 플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비평을 하고 있었는지, 또는 칸트에 대해

서 어떻게 비평하고 있는지 등을 선행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63)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뢰즈 철학 정체 규명과 관련하여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비교 연구는 초월론적 관념론을 비롯한 독일 관념론 철학, 또

는 초월론적 현상학과 들뢰즈의 철학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들뢰즈가

자신의 철학적 주제를 “초월론적 경험론”이라 명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

고 지속적으로 독일 관념론 또는 현상학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 등에 입

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 연구들은 공통의 전제를 수용

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들뢰즈의 철학과 들뢰즈가 참조하고 있는 철

학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함으로써 들뢰즈의 철학적 주제를 파악할 수 있

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

겠다.

들뢰즈와 관련된 수많은 비교연구 중 최근에는 들뢰즈와 독일 관념론

철학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커얼슬레

이크 Christian Kerslake(2009)는 “내재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들뢰

즈 철학을 조망하고자 했다. 그는 특히 56년, 57년 리세 루이르그랑

Lycée Louis-le-Grand에서 “근거란 무엇인가?”(Qu’est-ce que fonder?)

라는 제목으로 시행되었던 강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커얼슬레

이크는 이 강연록을 통해 들뢰즈의 철학적 기획들이 포스트칸트주의의

결정적인 영향 하에서 구성되고 있는 국면들을 발견해내고 있다.64) 뿐만

63) 알랭 바디우, 『존재와 함성』: 들뢰즈 텍스트 성격 분석과 관련해서 바디우의 관점

은 독특하다. 바디우는 들뢰즈가 다양한 참조들을 이끌고 와서, 수없이 다양한 영역들

의 얘기를 양산해내고 있지만, 결국 들뢰즈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자로서의 존재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구사하고 있는 비평적 서술문들은 일

종의 겉치레에 불과하며, 바디우는 그 속에서 들뢰즈가 매번 동일하게 반복하는 얘기

가 무엇인지, 즉 일자의 존재론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

다.

64) Christian Kerslake, Immanence and the vertigo of philosophyI,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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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는『차이와 반복』,『의미의 논리』등 이후 들뢰즈 주저들의

철학적 주제의식들이 이 강연에서 선취되고 있다고 본다.65) 그는 이러한

문헌학적 분석 작업을 거쳐,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포스트칸트주

의의 주요 문제로서 절대자의 자기 정초 문제 해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들뢰즈는 자신의 스피노자의 내재성 개념 독해를 기반으

로 헤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절대자의 자기 정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헤겔의 변증법은 절대자의 단선적인 자기 개현 운동으로서

이해가능하며, 사유와 경험은 기억 또는 내화(Erinnerung)를 통해 일치

가 가능하다면, 반면 들뢰즈는 후기 셸링에서와 같이 이러한 단선적 모

델을 거부하고, 내적으로 스스로 복잡화를 겪는 차이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커얼슬레이크 이전에도 칸트나 후설을 통하여 들뢰즈를 이

해해보려는 시도들은 있었지만, 커얼슬레이크의 등장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독일관념론 철학과 들뢰즈 철학 사이의 비교 연구는 더

욱 활발해진 양상을 띨 수 있게 되었다.

크렉 런디와 다니엘 보스Craig Lundy and Daniela Voss(2015)는 영미

권을 중심으로 들뢰즈 연구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의 소논문을 엮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들뢰즈가 어떻게 피히

테, 쉘링, 횔덜린, 헤겔, 마이몬, 클라이스트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

는지 확인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과 초월

론적 관념론, 초월론적 현상학 등의 비교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들뢰

즈가 거듭해서 초월론적 관념론이나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핵심 개념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몇몇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용이 들뢰즈가 단순히 어

휘만을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칸트와 후설로부터 연원한 아이디어들이

들뢰즈 철학 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

고 있다. 가령 『차이와 반복』에서의 “초월론적 경험론”, 『의미의 논

리』에서 “초월론적 장”,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내재면의 개념” 등

은 들뢰즈 철학 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며, 동시에

이 개념들의 연원이 공통적으로 칸트 또는 현상학에 있다고 간주하는 것

65) Ib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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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들뢰즈가 유작으로 남긴 소논문「내재성: 생명」에서도 그는 피히테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초월론적 장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저술을 남길 때까지 “초월

론적”인 것에 관한 주제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를 위해 피히테

등의 독일 관념론 철학을 참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초월론적인 것에 대한 들뢰즈의 지속적인 주제의식은 단순히 그

의 철학적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개념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그의 사유 여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핵심 개

념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의 여러 텍스트에 걸쳐서 변주되고

있는 “초월론적” 개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들뢰즈의 초월

론적 경험론이 여타의 초월론적 철학과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등의

문제가 들뢰즈 철학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독일 관념론과 초월론적 경험론의 비교 연구 이외에도, 초월론적 경험

론을 초월론적 현상학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해보고자 하는 흐름들도 존

재한다. 조 휴즈 Joe Hughes(2008)의 경우 들뢰즈 철학을 발생적 현상학

의 일종으로 규정짓고 있다. 휴즈는 들뢰즈의 사유의 제일 문제가 공통

감의 발생을 해명하는 것에 놓여 있다고 본다. 즉 재현의 발생 문제가

들뢰즈 철학을 꿰뚫고 있는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들뢰즈는 『판단력 비

판』에 관한 자신의 소논문「칸트 미학에서의 발생이념」에서『판단력

비판』이『순수이성비판』과『실천이성비판』에서의 공통감을 발생적으

로 정초시켜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휴즈는 칸트에 대한 이와 같은 들뢰

즈의 독해가 단순히 들뢰즈의 칸트 해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뢰

즈 본인의 사유의 핵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봤다. 또한 후설에 대한

리쾨르의 해설에서 이미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었

으며, 현상학은 초월론적 의식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의식의

외부”에서부터 경험의 발생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학 그 자체

가 바로 초월론적 경험론이라 주장하고 있다.66)

66) 조 휴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입문』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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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로우러 Leonard Lawlor(1998)나 보리우 Alain Beaulieu(2005)는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의 태도가 양가적이라 분석한다. 로우러는 메를로-

퐁티를 중심으로, 보리우는 후설을 중심으로 들뢰즈가 현상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독립적인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들

뢰즈의 철학을 구성하는 핵심개념들이 현상학에서부터 연원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로우러는 현상학의 핵심 과제가 초월론에 관한 것과 경

험론에 관한 것인데, 들뢰즈는 이 두 계기를 모두 인수하고 있음을 지적

했다. 또한 로우러는 여러 현상학 사조 중에서도 들뢰즈 철학은 특히 메

를로-퐁티의 철학과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봤다.『지각의 현상학』에서

“결코 현재화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개념과 들뢰즈의 “역설적 심급” 또

는 “우발점(point aléatoire)”이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의미와 의미의 공-현존이라는 핵심적인 테마가

두 철학자들의 철학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유사성

에도 불구하고 로우러는 두 철학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간극 또한 발견해

내고 있다. 그의 설명을 따른다면 메를로-퐁티는 다시 주체에 상응하는

개념을 자신의 논의 지평 위로 도입하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후기에

“애매한 주체”개념과 같은 것을 도입했다. 로우러는 그것이 아무리 기존

의 주체론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체인 한 들뢰즈는 그

개념을 거부할 것이라 예사한다. 또한 메를로-퐁티에게서 “살”과 같은

개념이 들뢰즈에게는 여전히 “초월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 추정하기

도 했다.

보리우의 경우는 들뢰즈의 서술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철학자들은 들

뢰즈의 친구이냐 적이냐로 규정가능한데, 칸트와 후설만은 어디에 속하

는지 확실하게 단언하기 어렵다고 서술한다. 그리하여 그는 들뢰즈의 철

학 내부에서 후설은 “사랑받는 적(enemie aimée)”으로서 규정내렸다. 그

가 봤을 때, 들뢰즈의 경험론은 근본적인 내재성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과 현상학 사이에서는 대

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대립은 카오스모스와 세계의 대립, 욕

망하는 기계의 분열 분석과 현존재 분석 사이의 대립, 기관 없는 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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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몸 사이의 대립 등으로도 정리될 수 있다. 보리우는 현상학과

들뢰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들뢰즈의 초

월론적 경험론과 현상학은 서로 대항하는 것(contre)이 아니라, 함께

(avec) 가는 것이라 봤다.

이처럼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독일 관념론 또는 현상학과 비교

하는 연구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여러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이 독일 관

념론 또는 발생적 현상학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

해 의심을 가지는 연구자는 거의 없을 듯하다.67)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입장에서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초월론적 관념론 또는 초

월론적 현상학과 비교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앞

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혹자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포스트칸트

주의 전통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며, 혹자는 초월론적 경험론을 

발생적 현상학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또 어떤 혹자들은 초월론적 경

험론과 발생적 현상학 사이의 양의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

면서도, 둘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이 기성의 철학

적 개념들과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낸다면, 들뢰즈의 철학

67) 알랭 바디우, 『존재의 함성』, pp.66-8. : “들뢰즈가 제기하는 질문은 분명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들뢰즈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철학을 사유의 목소리로서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함성으로서 통일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존재 그 자체이

다. 이렇게 볼 때, 들뢰즈의 철학은 결코 비판 철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들뢰즈에게

있어서는 존재에 관한 사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때의 가능성 또한 오로지 존재

가 사유 안에서 굴절되어짐과 동시에 발음되어지는 한에 있어서만 성립하기 때문이

다.” 바디우는 들뢰즈의 철학을 현상학이나 비판철학의 일종으로서 보는 것을 경계하

고, 그것을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뢰즈의 철학을

비판철학이나 현상학으로서 이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바디

우의 비판은 비판철학과 형이상학 또는 현상학과 존재론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자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

다. 가령 비판철학으로부터 형이상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칸트 이후 독일 관념론의 주

제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현상학과 존재론

의 양립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저서이지 않은가? 하이데거는 오히려 존재론은 현상

학이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 않았던가? 따라서 들뢰즈의 철학이 존재론이라는 사

실이 그것이 비판철학 또는 현상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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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획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듯하

다. 들뢰즈가 콜라주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한, 들뢰즈의 철학과 그가 

참조하고 있는 철학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

은 분명하다. 하지만, 오히려 콜라주 작품이 사물의 일상적인 맥락을 탈

각시킴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파편화한다는 점에 입각해본다면, 우리는 

들뢰즈가 기성의 철학적 개념들을 어떻게 비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들뢰즈의 철학이 기성의 철학적 아

이디어들과 가지는 유사성에 주목하기보다, 그의 철학이 어떻게 기성의 

철학적 아이디어들로부터 분기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초월론적 경험론 

정체 규명에 보다 중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들뢰즈가 참조하고 있는 철

학들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며, 들뢰즈의 서술은 따라서 다양

하고 이질적인 철학적 개념들의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과 그가 참조하고 있는 다양한 철학사적 개념 사이

의 유사성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들뢰즈가 이접적으로 종합하고 있

는 다양한 개념들의 체계적 연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파편화된 

개념들 사이의 유사성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존의 비교 

연구는 들뢰즈의 사유를 다른 철학적 아이디어들로 환원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을 파편화된 아이디어들의 병치로서만 이해하

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앞으로 우리는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관

념론과 후설, 사르트르 등의 현상학에 대해서 비평하고 있는 대목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비틀고 있으며, 어떻게 분기해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틀기를 통해

서 확보된 개념을 들뢰즈가 체계로서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비틀어진 개념이 들뢰즈 초월론적 경험론의 체계

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     

2절. 데카르트 신 존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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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차이와 반복』「2장 대자적 반복」3절에서 칸트의 소위

내감의 역설에 대해 비평을 한다. 이와 관련된 들뢰즈의 서술은 입체적

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대목은 들뢰즈 철학을 이해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목에서의

들뢰즈 서술이 입체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대목이 메타 비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순수이성비판』분석론 25절 등에서, 칸트는 나

자신의 현존재에 대한 규정은 선험적 감성으로서 시간의 형식 안에서 가

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대목은 소위 내감의 역설로 불려왔으며,

들뢰즈는 데카르트의 성찰과의 비교하는 방식을 택해, 이 대목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시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 문제와 코기토와 신 사이의 관계

문제 등을 두고, 들뢰즈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철학을 비교한다. 그리하여

칸트의 내감의 역설은 데카르트의 코기토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들뢰즈는 여기서 초월론적 관념론의 독창성을 발견해낸다. 그

러나 이러한 독창성은 들뢰즈가 보기에 칸트의 체계 내에서 지속되지 못

했고, 이에 대해 들뢰즈는 비판한다. 그리고 들뢰즈는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칸트의 독창성을 계승하는 것으로 위치 짓는다. 따라서 내감의

역설과 관련한 들뢰즈의 서술은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있는 칸트의 목소

리와 칸트를 비판하는 들뢰즈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져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목이 입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내감의 역설을 토대로 들뢰즈가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기획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들뢰즈의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데카르트의 『성

찰』 중 특히, 「제 3성찰」에 주목하여, 데카르트의 신 존재 증명을 확

인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의 성철 내에서 시간의 본성은 어떻

게 이해되고 있으며, 신과 코기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확

인해보겠다. 그 다음으로는 내감의 역설과 관련한 칸트의 서술에 주목하

여 칸트에게서 시간의 본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신과 코기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그 다음으로는 들뢰즈가

내감의 역설을 통해 주목하고 있는 철학적 사태가 무엇이며,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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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기획해나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과장된 회의의 방법을 채택하여 아무리 과

장된 회의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회의도 더 이상은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발견해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

르트는 바로 이 명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나

는 생각하고 따라서 존재한다, 나는 사유하는 어떤 것이다.” 데카르트는

어떠한 과장된 회의로도 부정 불가능한 것으로서 사유 주체인 나의 존재

를 발견하였고, 이를 철학의 가장 확고한 토대로 삼는다. 그런데 이 확고

한 토대로서 코기토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것 이외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거둬들일 수 없다. 심지어 가

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던 수학적 진리마저도 여전히 의심 가능한 것으로

남아있다. 만일 전능한 기만자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확고하게 참이라

받아들이고 있는 수학적 진리들과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 기만자의 기만

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참으로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존재의 확실성 이외의 또 다른 확실한 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제 3성찰」에서 신 존재 증명을

통해 이러한 기만자로서 악령의 가설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데카르트는 「제 3성찰」에서 신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전

능한 존재가 기만자일 수 없으며, 전선한 존재임을 밝혀보이고자 했다.

「제 3성찰」에는 총 두 가지의 신 존재 증명이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관념의 실재성의 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신 존재 증명이고, 나머지 하

나가 신 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의 원인으로서 신의 존재를 연역해내는

것이다. 그 중 들뢰즈는 두 번째 신 존재 증명에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신 존재 증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나는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기 원인적 존재라면, 내

안의 신의 관념을 통해, 나는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불

완전한 존재이며, 후건 부정에 의해 나는 자기 원인적 존재가 아니다. 그

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보존은 나의 존재에 대한 창조와 동일한 힘이 요

구되며, 나는 스스로를 보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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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내 삶의 시간 전체는 무수히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부분 각각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며,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현존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현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원

인이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야, 즉 나를 보존해야하기 때문

이다.”68)

그런데 나의 존재의 보존이란 것은 사실로서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해

나의 존재의 보존은 나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나의 존재

의 보존이라는 사태는 사실로 주어져 있으므로, 나의 존재의 보존의 원

인은 내가 아닌 곳에 있음이 분명하다. 나의 존재의 보존의 원인이 되는

존재자는 자기 자신에 의해 존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전자라면, 그러한 존재자는 신이다. 그러나 만일 후자라면, 그러한 후자

는 자기 원인이 아님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기가 아닌 존재 원

인을 가져야 한다. 존재 원인에 대한 소급을 거듭하다보면, 궁극적으로

존재의 원인으로서 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신은 나의 존재의 보존

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

의 존재가 증명되었다면, 이러한 신이 기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 존재 논증은 내가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했었다. 신에 대한 관념은 감각자료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관념은 내부에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나는 이 관념에서 어떤 것도 제거할 수 없고, 추가할 수도 없기에 말이

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내 자신의 관념이 나에게 본유적이듯이,

그 관념도 본유적이라는 것이다.”69) 신에 대한 관념은 창조주가 피조물

에 새겨놓은 표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신의 표식은 내가 신과 모종

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 나와 신의 모종의 유사성은 내가

나 자신을 지각하는 것과 동일한 능력에 의해 지각될 수 있다. 비록 나

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하고 무한한 것으로서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신의 관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

68) 데카르트, 『성찰』, pp.74-5.

69) Ibid.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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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완전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결함도 지니지

않는”다.70) 따라서 신은 기만자일 수 없다. 이로부터 전능한 기만자가 있

어서, 기하학, 산술과 같이 확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앎들을 기만하고 있

을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3절. 내감의 역설

앞서 살펴본 데카르트 「제 3성찰」에서의 신 존재 증명은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변이다. 이 논변은 인과성을 통해

신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논증은 다음과 같이 이뤄져 있다. 세계의 모든

사건은 그것에 선행하는 어떤 사건이 원인이다. 원인은 반드시 무한소급

되거나 또는 제 1원인으로 소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인의 무한 소

급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제 1원인으로서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

다. 칸트는 이러한 인과성에 근거한 신 존재 증명을 우주론적 증명이라

명명한다. 그런데 이는 최초의 무제약자가 상정되어야만 한다고 할지라

도, 그리고 그것이 타당할지라도, 무제약적인 필연성으로부터 그것의 실

재성을 곧 바로 도출해낼 수가 없다. 우주론적 종합은 제 1원인의 필연

성으로부터 그것의 존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한 이념

으로부터 그것의 실재성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논증

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는 “실질적”인 술어가 아니다. “즉, 한 사물의 개념에 부가될 수

있는 어떤 무엇에 관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사물의 혹은

그 사물의 어떤 규정들 자신의 정립일 뿐이다.”71) “신이 존재한다”와 같

은 존재 명제는 분석 명제가 아니라 종합 명제이다. 가령 100탈러의 개

념은 내가 주머니에 그 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성의 주관적 원리를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70) Ibid. p.78.

71) KrV, B626 - 이하 칸트의 저작을 다음과 같은 약호로 인용한다. 『순수이성비판』:

KrV, 『실천이성비판』: KrP, 『판단력비판』: Ku, 『형이상학서설』: Prol,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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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초월론적 가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론적 신 존재

증명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비판은 데카르트의 후험적 신 존재 증명에도

귀속 가능하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내부의 본유 관념으로서 신에 대한 관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연역적으로 신 존재를 논증했다. 인식에 있어서 가장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나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나로부터

신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 나는 신의 인식근거이다. 그리고 후험적 신 존

재 증명을 통해 신은 나의 존재 원인으로서 드러난다. 즉 신은 나의 존

재 근거이다. 이러한 신은 연속 창조의 작인이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본유관념의 출처는 신이다. 신에 대한 본유관념은 생각하는

내가 신의 형상과 닮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성찰의 구도에서 신 개념은 시간으로서 연속 창조의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신은 나의 존재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며, 나의 존재의 보존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동

일한 것이므로, 신은 매순간을 연속적으로 창조해내고 있다. 따라서 신의

연속 창조로부터 나에 대해 가정된 동일성은 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설사 데카르트의 성찰은 인식의 제 1원리를 신이 아니라 코기토에서 발

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뢰즈가 보기에 “‘신’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대

체한다는 것은 보통 말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

니”다.72) “하나가 보존하는 동일성은 정확히 다른 하나에 의존하는 동일

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존속성, 단순성, 동일성을 향유하는 한에서 신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이다.73)

반면 칸트는 사변의 영역에서 신 존재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라 봤으

며, 신을 오직 초월론적 이념으로서 규제적인 사용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허가했다. 사변의 영역에서 신 존재에 대한 판단중지는 내 안의 본유관

념이 신의 형상과의 유사성을 보증한다는 판단 또한 괄호 치도록 만들

며, 신의 연속 창조에 의해서 나의 지속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72) DR 117/204

73) DR 117/204



- 53 -

괄호 치도록 만든다. 그 결과 나는 실체로서의 “존속성, 단순성, 동일성

등”의 속성들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신의 죽음은 나의 동일성을 존속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오히려 신의 죽음

을 통해 내 안에 있던 신의 표지나 인장은 사라진다. 그 대신 어떤 본질적

비유사성, ‘표시 삭제’가 생겨나고 내면화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바로 이 점을 적어도 한 번은 아주 깊이 꿰뚫어 보았다. 즉 이성 신학과 이

성 심리학은 동시에 소멸하고, 신의 사변적 죽음은 나의 균열로 이어진

다.(DR 118/205)

칸트에게서 시간은 더 이상 데카르트에게서처럼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

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내재적인 초월론적인 구도 하

에서 이해되기에 이른다. 데카르트의 성찰 속에서 시간은 신의 연속 창

조로서 이해된다면, 반면 칸트에게서 공간과 시간은 더 이상 외부에 실

재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감성의 형식으로서 규명되

는 것이다. 감성은 표상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을 뜻하며, 대상은 우

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시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공간은 “외감의 형식”으

로서 외적 대상을 직관하는 형식이고, 시간은 “내감의 형식”으로서 우리

의 내적 상태에서 표상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식이다.74) “현상은 가상

이 아니며 우리 활동의 소산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수동적이고 수용

적인 주체인 한에서 현상은 우리를 촉발한다. 분명 현상은 물자체가 아

니기에 우리에게 종속될 수 있다.”75) 감성에 의해서만 대상에 관한 직관

이 주어질 수 있으며, 직관을 가지고서 지성은 임의의 대상에 대해 그것

이 객관적 실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만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고서, 그것을 인식하려고 할 때도 마찬

가지로, 그러한 자기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직관과, 그와 관련된 지성이 요구된다.

74) KrV, A33/B50

75) PCK/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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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표상 일반의 잡다의 초월적 종합에서, 그러니까 통각의 종합적 근원적

통일에서 나를 의식하는데, 내가 나에게 현상하는 대로도 아니고, 나 자체인

대로도 아니며, 오직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이 표상은 사유이지 직관

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직관의 잡다를 통

각의 통일로 보내는 사고작용 이외에 이 잡다가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일정

한 방식의 직관이 필요하므로, 나 자신의 현존재가 현상은 아니지만 (더구나

한낱 가상이 아니지만), 나의 현존재의 규정은 오직 내감의 형식에 따라서,

내가 결합하는 잡다가 내적 직관에 주어지는 특수한 방식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KrV, B157-8, 인용자 강조)

나는 초월론적 통각의 종합 작용을 통하여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

다. 그런데 초월론적 통각으로서 자기의식은 현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자기의식에 대한 직관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을 객관적

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감에 대해서 오직 내가 외적

으로 촉발되는 한에서 객관들을 인식할 수 있듯이, 내감에 대해서도 내

적으로 나 자신에 의해 촉발되는 한에서, 자기 자신을 직관할 수 있다.

나는 내적 직관과 관련해서 자신의 주관을 오직 현상으로서만 인식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것은 주관 자체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76) 직관되지 않고 다만 사유하는 활동의 주체로서 나는

나의 현존재자체를 규정하고자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자기의 종

합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다만 내가 나에게 내감의 형식

을 통해 현상하는 대로의 인식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자기의식은 자기인식과 동일한 사태가 아니다. 초월론적 통각이 표상

들을 통일하는 작용을 통해 자기의식은 가능하다. 자기의식은 어떠한 직

관적 소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자기인식은 직관적 소여를 필요

로 하며, 자기촉발을 통해 내감의 형식으로 나의 현상이 주어질 때라야

가능하다. 자기의식과 지기인식의 구분은 칸트에게서 초월론적 통각과

경험적 통각과 일반적으로 상응한다. 초월론적 통각은 자발성을 가지고

76) KrV, B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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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것은 직관의 형식 하에서 주어질 수 없다. 반면 경험론적 통각

은 수동적인 것이며, 내감의 형식을 통해 현상으로서 드러난다.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안에서 내가 의식하는 자발성을 어떤 실체적이고 자발

적인 존재자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수동적 자아의

변용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이 수동적 자아는 자신의 사유, 자신의 지성,

자신이 ‘나JE’라고 말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

에게 힘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의한 것

이 아님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없이 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이야기는 “나는 어떤 타자이다.”, 혹은 내감의 역설로 집약된다.”77) 경험

적 통각의 초월론적 통각을 근저에 불변적 주체로서 전제한다고 하더라

도, 초월론적 통각은 이론적 인식론적 주관의 기능의 동일성으로서만 이

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러한 초월론적 통각을 실체적인 것

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오류추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실체로서 주체 개

념은 초월론적 가상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로서 자아에 대한

오류추리 비판은 데카르트의 유한 실체로서 사유실체 개념에도 귀속 가

능하다.

데카르트와 칸트의 시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는 따라서 결

코 통각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간 이론의 관점

에서 칸트적 코기토와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차이보다 더 교훈적인 것은

없다.”78) 데카르트는 사유 실체를 인정하지만, 칸트는 초월론적 통각의

실체적 지위는 초월론적 가상에 의한 것이라 비판한다. 사유 실체를 두

고 발견되는 이러한 대립은 데카르트와 칸트가 각각 어떠한 논리치를 받

아들이고 있었는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의 구도에

서는 오로지 두 가지의 논리치만 수용되고 있다. 그것은 규정과 미규정

이다. “나는 생각한다”는 규정은 “나는 존재한다”는 미규정을 함의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정확히 그 규정되지 않은 실존을 사유하는 존재자의

실존으로 규정한다. 즉 나는 생각하고 따라서 존재한다, 나는 사유하는

어떤 것이다.”79)

77) DR 117/203, 인용자 강조

78) DR 1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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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데카르트의 사유 실체 추론과 관련하여 “나는 생각한다”라는

규정이 “나는 존재한다”는 미규정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받

아들인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데카

르트에 대한 칸트의 가능한 비판은 그로부터 “나는 사유하는 어떤 것이”

라는 사실이 귀결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순전한 사고 작용을 할 때에

나 자신에 대한 의식에서 나는 존재자 자체이다. 그러나 물론 이로써 이

존재자에 의해 나에게 사고 작용을 위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80) 따라서 사유하는 나는 미규정적인 현존만을 함의하고 있을 뿐, 현존

과 관련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규정성도 획득할 수 없다.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현존재를 규정하는 작용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나의 현존재는 이미 주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현존재를 규

정하는 방식, 곧 내가 나의 현존재에 속하는 잡다를 내 안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방식은 이것을 통해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주어지기 위

해서는 하나의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형식, 곧 감성적이고 규정되는 것의 수

용성에 속하는 것인 시간을 기초로 한 자기 직관이 필요하다.(KrV, B157)

칸트는 데카르트와 달리 규정가능성으로서 내감의 형식인 세 번째 논

리치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미규정적인 나의 현존은 규

정 가능하게 된다. 이는 즉, 규정되지 않은 나의 현존은 오로지 시간 안

에서만 규정 가능함을 뜻한다. “이 세 번째 가치는 논리학을 어떤 초월

론적 심급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본연의 차이 자체의 발견을

구성한다.…그것은 본래적 규정 자체와 그것이 규정하는 것 사이의 초월

론적 차이다. -존재와 사유를 분리하는 외면적 차이가 아니라 그 둘을

79) DR 117/202: 이와 관련한 대목은 데카르트의 「제 2성찰」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가

능하다. 내가 영혼에 귀속시켰던 것 가운데 나에게 속하는 것은 없을까?……사유한다

는 것은 어떤가? 여기서 나는 발견한다. 사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만이 나와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내가 사유하

는 동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하기를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기 때

문이다. 지금 나는 필연적으로 참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나는 정확히 말해 단지 하나의 사유하는 실체(res cogitans)이다.(「제 2

성찰」p.46)

80) KrV , B429 (원저자 강조)



- 57 -

선험적으로 관계시키는 내적 차이”이다.81)

4절. 초월론적 통각의 형식적 동일성에 대한 비판

칸트의 내감의 역설과 관련한 대목은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이

해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들뢰즈가 칸트의 내감의

역설을 통해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더라

도 그것은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들뢰즈는 내감의 역

설에서 드러난 초월론적 관념론의 독창성은 초월론적 관념론 체계 내에

서 지속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칸트에 대한 들뢰즈의 이

와 같은 평가는 어느 정도 폭력적인 해석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듯이 보

인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들뢰즈가 발견하고 있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

이며, 이러한 비평을 토대로 들뢰즈는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의 프로그

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에서 그것이 사유로 시간의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통각은 이중적

균열을 겪고 있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코기토의 이중적인 균열의

발견은 따라서 칸트 철학의 의의와도 직결되어 있다. 코기토의 이중적

균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수동적 자아와 능동적 자아 사이의

균열이 있다. 내감의 역설과 관련하여 미규정적 현존은 내감의 형식을

통해서만 규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초월론적 통각은 그것이 지

적 직관이 아닌 이상, 원리상 그 자체로는 직관될 수 없다. 따라서 규정

되는 것은 내감의 형식에 주어지는 경험적이고 수동적인 자아일 뿐이며,

나의 현존재 자체는 어떠한 규정성을 획득할 수가 없다. “수동적 주체는

능동성을 행사한다기보다는 표상한다. 이 주체는 능동성을 창출한다기보

다 그 능동성의 효과를 느끼며, 능동성을 자신 안의 어떤 타자로 체험한

다.”82)

81) DR 116/202

82) DR 2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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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주체 또는 통각 처한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균열된”(fêlé)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나의 현존 자체와 나의 규정된 현존

의 간극, 또는 초월론적 통각과 경험적 통각 사이의 간극을 하나의 균열

로서 볼 수 있다. “나는 시간의 순수하고 텅 빈 형식에 의해 균열되어

있다. 이런 형식을 통해 볼 때, 나는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수동적 자아

의 상관항이다.”83) 그러나 이러한 균열 외에도 또 다른, 그리고 더 극심

한 코기토의 균열이 존재한다.

둘 째, 초월론적 통각 자체에서의 균열이 있다. 신은 주체의 동일성의

근거이며, 주체의 동일성은 오직 신에 의해서만 근거지어질 수 있다. 신

에 대한 판단중지는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근거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

라서 주체는 더 이상 어떠한 동일성도 자신의 속성으로 가지지 못한다.

역으로 만일 내가 “존속성, 단순성, 동일성을 향유하는 한에서 신은 계속

살아 있다.”84)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바로 이 점을 적어도 한

번은 아주 깊이 꿰뚫어 보았다. 즉 이성 신학과 이성 심리학은 동시에

소멸하고, 신의 사변적 죽음은 나의 균열로 이어진다.”85) 칸트에게서 초

월적인 것은 원리상 사변적으로 인식 불가능하다. 무한실체로서 신, 유한

실체로서 사유실체 등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념들에 대한 직관은 주어지

지 않으므로,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타당성 정초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의 죽음과 함께 도래하는 나의 균열은 단순히 초월론적 통각의

실체성의 부정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을

본다면, 들뢰즈가 초월론적 통각의 종합으로서의 기능적 동일성에 대해

서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86)

물론 칸트는 이런 창의성[죽은 신, 균열된 나, 수동적 자아의 발견]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 즉 신과 나는 실천적 차원에서 부활하게 된다. 심지어 사

83) DR 204/118

84) DR 205/118

85) DR 205/118

86) QP 57/86, 초월론적 통각의 동일성에 대한 들뢰즈의 논평을 확인할 수 있다. 초월론

적 통각의 동일성에 대해 들뢰즈는 그것을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하고 있다. “소리가

나는, 소의 머리를 한 ‘나는 생각한다.’ 끊임없이 자아=자아를 반복한다.”(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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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 영역에서조차 새로운 형식의 동일성, 능동성을 띤 종합적 동일성을 통

해 그 균열은 곧바로 메워진다. 반면 수동적 자아는 단지 수용성에 의해 정

의되고, 이런 자격에서 어떠한 종합의 능력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DR

118/205)

비록 칸트는 초월론적 통각의 실체성이 초월론적 가상임을 폭로했지

만, 들뢰즈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실천의 영역에서 최고선

의 이념으로서 신은 요청되며, 신은 철학 안에서 부활한다. 그런데 들뢰

즈는 『실천이성비판』이전『순수이성비판』에서 이미 신의 부활 장면을

찾아낸다. “심지어 사변적 영역에서조차 새로운 형식의 동일성, 능동성을

띤 종합적 동일성을 통해 그 균열은 곧바로 메워”지고 있었던 것이다.87)

경험은 직관의 잡다가 지성의 범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통일될 때

성립가능하다. 이는 표상의 통일을 전제하며, 초월론적 통각은 이러한 표

상의 통일적 심급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초월론적 통각은

능동적 종합의 주체인 것이다. 그런데 비록 칸트가 초월론적 통각을 실

체적 동일성이 아니라 기능적 동일성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능적 동일성 역시 들뢰즈가 보기에는 신의 가호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다. 따라서 칸트가 기능적 동일성으로서 초월론적 통각의 개념을 수용하

고 있는 한, 그것은 신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을 뿐이다.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통각의 기능적 동일성이라는 신화를 고발하고서, 초월론적 통

각 내부에서 또 다른 균열을 발견해내고자 한다.88)

87) DR 118/205

88) 소바냐르그, 『초월론적 경험론』 pp.23-49, 두 가지 균열 중에서 첫 번째만을 주목

하고 있는 듯하다. 그녀는 신의 죽음으로부터 귀결되는 코기토의 분열에 대해서도 그

것을 경험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 사이의 균열로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들뢰즈는 경험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 사이의 균열 이외, 초월론적 자아 자체 내부

의 또 다른 균열에 주목하고 있다. 경험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 사이의 균열은 이미

칸트에게서도 발견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균열의 국면은 초월론적 관념론 전체를 지

속해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균열과 관련하여 칸트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단순히 경험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 사이의 균열로 귀착되는 것이 아님은 분

명하다. 차라리 들뢰즈는 그러한 균열을 칸트의 초월론적 발견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발견은 초월론적 관념론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들뢰즈가

보기에 그러한 코기토의 균열로부터 통각의 실체적인 속성들이 사상되었다고 할지라

도, 여전히 칸트는 초월론적 통각을 기능적 통일성으로서 상정하고 있으며, 들뢰즈는



- 60 -

그런데 표상에 대한 통일적 종합의 기능으로서 초월론적 통각의 동일

성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들뢰즈의 제한적 표현들이 상정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칸트는 바로 이점을 적어도 한 번은 아주 깊이

꿰뚫어 보았다.”89) 칸트에 대한 들뢰즈의 찬가는 어떤 면에서 냉소적 풍

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초월론적 통각의 기능적 동일성을 주춧돌로 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그러한 주춧돌은 부정하고서 다른 곳에서 그 체계

의 의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자는 그 체계에 대한 익살

스러운 전복을 염탐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두 번째 의미의 균열와 관련해서 들뢰즈는 칸트 사유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발견하고 있다. 칸트가 영혼과 신을 초월론적 가상으로서 판단

중지를 요청할 때, 그때 초월론적 관념론은 “죽은 신, 균열된 나, 그리고

수동적 자아”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그것이 곧 초월론적 경험론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뜻한다. 바로 여기서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

적 관념론의 의의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칸트의 판단중지는 초월론적 통각의 실체적 속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의 기능적 동일성에 대해서 까지는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칸트는 함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초월론적 구도

에 신을 은밀하게 재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능동적 종합의 주체로서 기

능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초월론적 통각은 또 다른 신에 대한 본유관

념이며,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표식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은밀한 신의

도입과 능동적 주체로서 초월론적 통각의 기능적 동일성의 수용에 대해

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감의 역설을 통해 드러났던 것은 능동적 자아와 수동적 자아는 분리

이러한 기능적 통일성으로서 초월론적 통각 개념 자체에 대해서까지 균열을 발견하고

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월론적 통각에서의 균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 것일까?

89) DR 205/118,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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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월론적 관념론에

서는 능동적 자아만이 종합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동적 자아는 수

용적인 것으로만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칸트적 할당 방식을 유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재현의 세계를 구제하기 위한 최상의

노력”이었을 뿐이다.90) 역으로 재현의 세계는 초월론적 통각이라는 가상

의 도입에 의해서만 구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기획은 초월론적 통각의 기능의 동일성마저 판단 중지하고자 한다. 능동

적 종합 주체로서 초월론적 통각을 위한 자리는 초월론적 경험론에서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의 기능은 더 이상 능동적 자아에게 귀속되는 것

이 아니라, 수동적 자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칸트적 창의성이 회복될

가능성은 바로 이 수동적 자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데 있다.”91)

2장.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한 비판

1장 1절에서 살펴본 바, 초월론적 현상학, 그 중에서도 발생적 현상학

과의 연관 속에서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들

은 계속되어 왔었다.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차이와 반복』,『의미의 논

90) DR 205/119

91) DR 119/205: 서동욱,「지킬 칸트와 하이드 들뢰즈 씨: 선험적 종합에서 경험적 종합

으로」,『칸트의 비판철학』, pp.155-214. 여기서 서동욱은 초월론적 경험론의 핵심과

제가 결국 초월론적 관념론에서와 같이 종합의 문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

여 들뢰즈의 종합의 문제가 무의식적인 것이며, 특히 프로이트의 사후성 개념과 직결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칸트에게서 종합의 문제는 특정 개념이 분석적으로 분

석되지 않으면서도, 필연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해명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

이 있었던 것이다. 감성의 형식을 통해서 특정한 현상들이 연속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러한 시간적 인접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선험적이고 논리적 범주로서

인과성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흄의 경험론이 인과성을 심리적 연상주의를 비롯

하여 습관의 기제로서 설명하고 있었더라면, 칸트는 그것의 초월론적 정초 근거를 밝

히고, 그것이 개연적이거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속성을 가지

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경험에 대한 논리 적용 문제는 칸트의 초월론적 연역의 주

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월론적 경험론에서 들뢰즈의 종합은 칸트의 선

험적 종합의 문제에서처럼 인과적 필연성 정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

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들뢰즈의 종합의 문제가 사후성 등의

정신분석적 기제와 연관이 있다면, 이때 사후성으로서 종합은 심리주의를 넘어 초월

론적 정당화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혹 가져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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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등에서 들뢰즈가 현상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초월론적 경험론과 발생적 현상학을 비교해보고자 한

다. 1절에서는 발생적 현상학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2절에서는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들뢰즈가 어떻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는 들뢰즈가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전유하고 있는지 분석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

1절.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얼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

후설의 『이념들I』에서 초월론적 주관은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자아

의 반성적 시선에 의해 필증적인 명증의 양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구성

기능의 발산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92) 그러나 이러한 후설 초중기의

초월론적 주관은 그의 지향성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의미 확장을 이루게

된다. 후기에 접어들어 후설의 지향성 개념은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성기능 역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기능을 그 중심으로 하

는 초월론적 주관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초월론적 주

관은 초월적인 작용을 통하여 대상을 구성해낸다. 후설은 자신의 철학이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러한 맥락 아래에서만이 초월성 개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될 수 있

다. “우리의 상황”은 대상구성의 가능근거에 대한 해명과 연관이 있다.

후설에게 있어 구성이란 “더 많이 사념함”을 뜻하며, 이러한 구성작용을

통하여서만 “초월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초월론적 주관은 구

성작용의 발산을 통하여 초월적인 것을 자신의 상관관계로 가지게 된다.

이처럼 후설 후기에 접어들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분이

등장한다. 두 현상학은 각각의 지향성의 개념이 다르다. “초월론적 주관

은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정적 현상학에서는 객관화

적 작용의 발산 중심으로 정의된다. 객관화적 작용만이 타당성의 탐지자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생적 현상학에서 초월론적 주관은 모든

92)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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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지향성 - 객관화적이든 비객관화적이든,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 발산 중심으로 정의된다.”93) 이렇듯 발생적 현상학에서 모든 유형의

지향성을 전개해나가는 초월론적 주관을 두고, 후설은 그것을 “초월론적

모나드”라 부른다. 초월론적 모나드는 좁은 의미에 한정된 지향성 개념

이 아니라, 본능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지향성 개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성적 활동이라는 특수한 경우만을

탐구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동물, 식물 그 외 여타의

존재들까지 모두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지향성 개념이 확장함에 따라, 초월론적 주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개념 역시 넓어져야만 한다. 발생적 현상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

기 이전의 후설은 초월론적 기능을 “더 많이 사념함”으로 보았는데, 여

기서 사념한다는 것은 객관화적 작용으로 한정되어 이해될 수 있다. 그

런데 후기 발생학적 현상학에서 지향성은 단지 객관화적 작용이라는 좁

은 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과 다른 다양한 비객관화적 작용 역시

다루게 됨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초월론적 주관의 초월론적 기능 역

시 그 의미변화를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 초월론적 기능은 “더

많이 사념함” 대신 “더 많이 하려함”으로 이전보다 확장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발생적 현상학과 정적 현상학의 구별은 우리에게 불투명한

것으로 남아있는 듯 보일 수 있다. 후설의 후기 저술들을 통해 보건데,

심지어 후설 스스로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 사이의 구별을 명확

한 양상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도 있다.94) 그

런데 이처럼 두 현상학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해 보이는 것은 두 가지 관

점의 혼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시간의 형식 속에서의 대상 구

성 작용과 관련하여 “발생적 진술”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발생

적 현상학은 정적 현상학을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93)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p.329

94)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p.312: 초월론적 현상학 내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

상학의 구분을 참조하기 위해서 본고는 이남인의 『현상학과 해석학』의 4장을 집중

적으로 독해하고, 이하부터 2절, 3절에서는 이를 요약함으로써,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서 발생적 현상학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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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입장 아래에서는 정적 현상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밝혀 보이는

것이 발생적 현상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발생

적 현상학 안에서 정적 현상학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발생적 현

상학과 정적 현상학의 사이에는 본성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떠한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도의 차이만을 가지면서 둘은 연결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에 있어, 이 둘은

단순히 정도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

한 입장과 달리,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사이는 본질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향적 소급 지시 관

계”를 둘러싸고 드러난다. 정적 현상학에 있어서 지향적 소급지시 관계

는 타당성과 연관이 있다. 정적 현상학은 보다 타당하지 못한 소여방식

으로부터 보다 더 타당한 소여방식으로 향하는 지향적인 소급 지시 관계

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보다 덜 타당한 소여방식의 정초 근거

로서 보다 더 타당한 소여방식을 마련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이렇게 타당성을 기준으로 지향적 소급 지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애초에 분석에 있어서 시간적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뜻한

다. 따라서 정적 현상학에서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초시간적이며 논리적인 관점 아래에서 자신의 분석을 이끌

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정적 현상학과 달리 발생적 현상학은 시간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 지시 관계를 분석한다. 따라서 발생적 현상

학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소여방식으로부터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소여

방식으로 향하는 지향적인 소급 지시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는 “발생적으로 선행하는 소여는 발생적으로 후행하는 소여에

대해 “발생적 정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살펴본 정적 현상학에서는 타당성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정초작용

을 볼 수 있었으며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정초

작용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초작용은 곧 현상학의 주제인 지향

성의 본성과 직결해 있다. 지향성의 본성은 초월 작용이자 구성 작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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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곧 지향성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사념함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 작용은 정초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정적 현상학

의 경우에서는 타당성의 관점에서 정초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초월 작

용 역시 타당성의 정초관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발생적 현상학

의 경우 시간을 두고 정초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초월 작용

은 시간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정적 현상학에서 타당성의 경우, 그것의 유일한 담지자는 객관화적 작

용, 이론이성이다. 따라서 “정적 현상학의 경우 본래적인 의미의 구성은

오직 객관화적 작용에 의해 수행된다.”95) 반면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오

직 시간적인 관점에서 정초관계를 해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객

관화적 작용이냐 비객관화적 작용이냐의 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처음에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 소급적 지시 관

계를 기준으로 구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는 곧 현상학에서 핵

심적인 주제인 지향성과 그것에 의한 정초관계에 대해서도 둘은 본질적

인 차이를 안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즉,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

학 각각의 근본이념이 처음부터 다른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에 의

해 후설은 이 둘을 “현상학의 두 얼굴”이라 표현할 수 있다.

2절.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한 비판

후설을 비롯한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그의 다양한 저서들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차이와 반복』「제 3장 사유의 이미」, 『의미의

논리』「계열 14 이중 인과」등에서 들뢰즈는 후설의 발생에 관한 해명

의 불충분함을 비판하였고, 『철학이란 무엇인가』「내재성의 구도」세

번째 예 등을 통해서 들뢰즈는 후설의 현상학이 “내재성”을 주체로 귀속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기도 했다.96)

95)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p.326

96) 후설에 대한 들뢰즈의 이러한 지속적인 비판은, 그것이 제시되고 있는 맥락들에 있

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비판들 사이에서 몇몇의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다. 첫 째, 후설 현상학에서의 초월론적 주관성(transzendentale Subjektivität) 개념

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현상학이 초월론적인 영역을 의식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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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반복』,『의미의 논리』에서 후설을 비롯한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현상학이 대상 일반의 형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러므

로 현상학은 발생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낼 수 없다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 대신하여 들뢰즈는 자신만의 발생에 관한 규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들뢰즈 철학을 발

생적 현상학과의 연관 속에서 규명하고자 해왔다. 조 휴즈(2009) 같은

경우 들뢰즈의 철학을 발생적 현상학의 일종으로서 해석했다. 또는 들뢰

즈의 현상학에 대한 문제제기는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의 불충분

한 이해로부터 가능했다고 보는 입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발생의 문제에 관한 들뢰즈의 후설 비판을 두고 그것이 후설 현상학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부터 비롯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2절을 통해서는 후설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의 논평을 분석하고, 그로

부터 들뢰즈가 발생의 문제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발생적 현상학의 문

제가 아니라 정적 현상학의 문제임을 살펴보겠다. 이는 곧 들뢰즈의 “정

적 발생”에 관한 문제의식은 시간적 소급 지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소급 지시 관계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들뢰즈의 철학을 발생적 현상학과의 연관 속

에서 규명하려던 기존 시도들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후설의 현상학이 발생의 문제 규명과 관련하여 의의를 가지

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97) 우선, 들뢰즈가 후설

의 현상학에서 어떠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들뢰즈는 후설이 의미를 대상과 작용과 구분하고 있으며, 의미의

독립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이로부터 발생의 문제

가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의미로서 “노에마의 핵”은 대상으로

부터 독립적이며, 이는 의미가 대상의 물리적 성질로부터 구분됨을 뜻한

상정하고 있다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둘째, 많은 경우 후설에 대한 비판은 메를

로-퐁티와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셋째,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un

champ transcendental)”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97) LS 11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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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지향할 때, 개념이나 기술 혹은 관점을 전제해

야만 한다. “덴마크의 수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닐스 보어가 태어난

도시에 대해 생각하는 것, 힐러리 클링턴의 남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20세기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 2더하기 4의 합계

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5+1의 합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 스위스의 별장

을 아래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 이 네 가지 경우의 각각에서 우

리가 생각하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기술, 개념, 관점은

상이하며, 작용의 질료는 상이하다.”98) 따라서 의미와 작용은 대상으로부

터 구분가능하다.99)

둘 째, 의미로서 노에마의 핵은 작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는 의

미가 양상들, 정립부터 독립적임을 뜻한다. 대상과 의미는 의식에 대해

초월적이다. 반면 지향적 작용은 내재적이다. 가령 내가 펜을 관찰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나는 특정한 시간 동안 펜을 들고서 펜의 다양한 측

면들을 관찰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나에게 지각되는 대상은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대상으로 파악됨과 동시에 그것에 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나에게 감각적 소여로서 주어지는 것은 시간 속에서 매순

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나는 내적인 지향

적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 소여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감각 소여들을 통해서 동일한 대상을 구성하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작용의 내재적 내용은 비주제적이며 선반성적인 체험

이며, 의미부여를 통해 그것에 대해 객관화하는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98) 단 자하비, 『후설의 현상학』, p.47

99) 대상과 의미의 이러한 구분은 후설의 노에마를 관념적인 것으로 혹은 프레게적인 의

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들뢰즈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수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음을 보라. “후설은 스토아적 영감의 생생한 원천들을 재발견하는 데 마이

농에 뒤지지 않는다. 예컨대 후설이 ‘지각적 노에마’ 즉 ‘지각 작용의 의미’를 탐구할

때, 그는 그것을 물리적 대상과 물론이고, 심리적 체험, 정신적 표상, 나아가 논리적

개념들과도 구분한다. 그는 그것을 무감응적인 것, 비물체적인 것, 물리적 존재도 심

리적 존재도 아닌 것, 작용을 받지도 가하지도 않는 것, 결국 순수한 결과, 순수한 ‘외

관’인 것으로 제시한다. 실제 나무(지시된 것)는 불탈 수 있고 목수의 작업을 위한 재

료가 될 수 있고 다른 것과 뒤섞일 수 있지만, 나무의 노에마는 그럴 수 없다. 하나의

동일한 지시 대상에 여러 개의 노에마들 또는 의미가 상응할 수 있다. 아침의 별과

저녁의 별은 두 노에마들. 즉 하나의 동일한 지시 대상이 표현들 속에 나타나는 두

방식이다.”(LS 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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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이념적인 것에 속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지향이 가능

하다. 역으로 구체적 지향의 본질은 이념으로서 의미이다. 이러한 이념적

의미와 지향적 작용은 예화관계로 이해 가능하다.100) 따라서 지향적 작

용은 의식에 내재적인 반면, 의미와 대상은 초월적이며, 의미와 대상으로

부터 지향적 작용은 분간 가능하다.

따라서 노에마의 핵으로서 의미는 대상과 작용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

로 드러난다.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의 요구에 맞추어 이 일

련의 양상들이나 관점들에 관련한 의미의 독립성을 뛰어나게 논증했다

.”101) 들뢰즈는 특히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사태에 주목하

며, 이로부터 “다름 아닌 의미 자체가 실재로서의 대상과 맺는 관계, 즉

이제 초월론적 방식으로(transcendantalement intime) 발생되거나 구성되

어야 할 관계와 실재”의 문제에 주목한다. “대상에 대한 노에마의 관계

는 그 자체 노에마의 궁극적 구조인 초월론적 의식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102)

후설은 발생을 생각하긴 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필연적으로 ‘역설적’이

고 ‘동일화 불가능한’(그 고유한 시원과 동일성을 동시에 결한) 심급에서 출

발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대상의 동일성을 설명해줄 공통감(sens

commun)의 시원적인 능력에서 출발해, 더 나아가 모든 대상들을 무한히 동

일화하는 과정을 설명해줄 양식(bon sens)의 능력에서 출발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의견(doxa)에 대한 후설의 이론에서 확인한다. 이에 따

르면 믿음의 상이한 양식들은 근원적 독사(Urdoxa)에 의해 발생하며, 이 근

원적 독사는 각각의 능력들에 관련해 공통감의 능력으로서 기능한다.(LS

118/186)

후설의 현상학은 의미의 독립성에 주목함으로서 발생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들뢰즈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럼에

도 후설의 현상학은 발생의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100) 단 자하비, 『후설의 현상학』, p.50

101) LS 123/192

102) LS 118/185, 원저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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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특히 들뢰즈는 후설의 “근원적 독사(Urdoxa)” 개념이 일종의

공통감을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의 문제가 제대로 해명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의식은 대상 또는 세계를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서 정립(Setzung)한다. 정립이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대상 또는 세

계가 존재 한다”라는 지각 대상에는 “우리가 그것을 정립 한다”라는 지

각 작용이 상응한다. 즉 정립이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대상 또는 세

계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으로서 확신된다.103) 생활세계의 세계

는 독사의 세계, 혹은 근원적 독사(Urdoxa)의 세계인 것이다.104)

이러한 근원적 독사(Urdoxa) 또는 근원신념(Urglaube)은 “양상화 되어

있지 않은 바의 근원형식"이다. 이러한 근원신념은 따라서 노에마의 핵

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각작용이 개입함으로써, 우리는

대상을 구성해낼 수 있게 된다. 가령, 우리는 근원적 독사를 기본으로 하

여 어떠한 대상을 확실존재로서 정립할 수 있으며, 이에 변양을 가하여

우리는 특정 대상을 때로는 가능한 존재(möglich-seiend)로, 때로는 개연

적인 존재(wahrscheinlich-seiend)로, 때로는 문제적인 존재

(fraglich-seiend)로, 때로는 의심스러운 존재(zweifelhaft-seiend) 등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근원적 독사는 대상 인식에 있어서 기본적 원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상의 동일성 형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105) 그리

고 바로 이러 한에서 근원적 독사는 들뢰즈에게 일종의 공통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제 아무리 어떤 초-시간적 형상이 발견된

다거나 심지어 어떤 시간 이하의 제 1질료, 지하나 근원적 독사가 발견

된다 해도, 사람들이 똑같은 동굴에 갇혀 있거나 당대의 관념들에 갇혀

있는 한에서는 한 발자국의 전진도 기대할 수 없다.”106) 이는 후설의 현

상학이 칸트의 대상=x와 유사한 것으로서, 어떤 것(quelque chose)=x를

103) 노에 게이이치 외 『현상학사전』, “정립” 항목

104) 한전숙, 『현상학』, pp.228-9

105) LS 124/193, “후설은 양식과 공통감을 부당하게도 일종의 모체로서, ‘양상화되지 않

은 어머니-형식’(forme-mère non modalisée=Urdoxa)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가 초월

론적인 것 안에 의식의 형식을 붙들어두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106) DR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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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107) 이는 임의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 대

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초월론적

영역이 동일률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들뢰즈가

보기에 “초월론적 장은 의식의 형식을 거부한다.”108)

그렇다면 후설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 비판을 토대로 들뢰즈의 초월론

적 경험론을 발생적 현상학과의 연관 속에서 규명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서 평가해보도록 하자. 조 휴즈(2009)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발

생적 현상학의 일종으로 위치 짓는다. 그는 재현은 연장과 질이 부여되

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리고 들뢰즈의 강도는 재현 이전의 차원이고, 그

것 자체는 연장과 질이 없으며, 그로부터 대상에 연장과 질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이로부터 들뢰즈의 “정적 발생”을 발생적 현

상학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들뢰즈의 현상학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재고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능한 비판을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후설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 비판의 요는 그것이 발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충분하게

발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판은 들뢰즈가

후설의 현상학을 정적인 현상학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는 것이다. 즉 만일 들뢰즈가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정적 현상학

과 발생적 현상학의 두 얼굴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발생

적 현상학에 주목한다면, 후설에 대한 그의 비판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

라 생각해볼 수 있다.109) 특히, 이러한 가정적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것

107) LS 118/185

108) LS 「계열 15」 중 소제목이다. 그리고 들뢰즈가 규명하고자 하는 초월론적 장의

세계는 대상의 동일성 형식이 유지되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대상이 동일성의 적용

으로부터 자유로운 차원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에마의 핵이 차라리 무의미

(Unsinn)나 반의미(Widersinn)로서 상정되는 것이다. 반의미의 대표적인 예는 “둥근

사각형”이며, 들뢰즈는 이러한 것이야 말로 공통감을 넘어서서 역설적인 심급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09) 이남인, 「데리다의 후설 비판」, 『철학논구』 20(1992), pp. 21-50. 이남인은 후설

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을 정리하고, 그러한 비판의 정당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후설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의 요점은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는 현전의 형이상학적

요소가 침투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

는 것에 있다. 이남인은 이러한 비판이 현상학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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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들뢰즈가 발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전거는

『이념들 I』이며, 이 저술은 후설의 정적 현상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알려져 왔다. 들뢰즈는 정적 현상학적 내용을 참조하고 있으면

서, 후설이 발생의 문제에 대해서 불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이 발생적 현

상학과 어떤 면에서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조휴즈는 들

뢰즈의 정적 발생 자체가 발생적 현상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며, 이

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발생적 현상학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들뢰즈의 현상학에 대한 비판

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입장 역시, 들뢰즈가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현상학이 발생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상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는 들뢰즈가 주목하고 있는 발생의 문제가 발생적 현상학의 발생과 연관

이 있을 것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발생에 관한 들뢰즈의 후설 논평에서 이러한 견해가 타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첫 째 들뢰즈가

후설을 논평하고 있는 대목에서 상정하고 있는 발생의 문제는 발생적 현

상학에서의 발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둘 째, 후설에 대한 들뢰즈의 비

판은 정적인 현상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비판은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서까지도 적용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1절을

통해서 지향적 소급 지시 관계에 따라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구분해보았다.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지향적 소급 지시 관계를 규명하

정해본다. 그리고 비단 데리다뿐만 아니라 “프랑스 철학자들”에게서 후설에 대한 편

파적인 이해와 그로 말미암아 특정한 오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Jack Reynolds & Jon Roffe(2006)는 이와 유사한 비판을 들뢰즈에게

하고 있다. 메를로퐁티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 역시 메를로퐁티가 감성적 공통감을 주

장하고 있으며, 그런 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발생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

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Jack Reynolds & Jon Roffe(2006)에 의하면 메를로퐁티에

대한 들뢰즈의 이러한 비판 역시 메를로퐁티 현상학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했을 가

능성이 있다. Jack Reynolds & Jon Roffe(2006)은 메를로퐁티에게서도 칸트의 공통감

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계기들이 발견 가능하며, 들뢰즈가 이러한 계기들에 대해서 공

정하고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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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정적 현상학이었다면, 반면 시간적 소급 지시 관계에 대해 고찰

하는 것이 발생적 현상학이었다.

이에 입각해본다면, 들뢰즈가 후설을 논평하고 있는 대목에서 상정하

고 있는 “발생”의 문제는 발생적 현상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

적 현상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

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즉 발생은 시간 속의 어떤 두 현실적인 항 사이

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항들이 아무리 작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

지다. 발생은 다만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역동성 없는

발생, 왜냐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초-역사성의 요소 안에서 진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적인 발생, 왜냐하면 이것은 수동적 종합 개념의

상관자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자신이 다시 이 개념을 해명하고 있기 때

문이다.”110) 즉 정적 발생은 시간적 연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시간적 소급 지시 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적 발

생에서의 발생 문제가 발생적 현상학의 발생 문제로서 이해될 수 없다.

차라리 『이념들 I』의 정적 발생학의 과제로서 제시되었던 “의미부여

(Sinngebung)”와 관련한 대목이 들뢰즈가 자신의 정적 발생을 통해 규

명해보이고자 하는 사태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만일 후설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정

적인 현상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은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서까

지 확장 가능할 것이다. 들뢰즈는 현상학이 공통감 또는 양식을 수용하

고 있으며, 그로부터 대상의 동일성 형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

하고 있는데, 발생적 현상학 또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을 듯 보인다. 실제로 들뢰즈는 발생적 현상학으로 간주될 수 있을 메를

로-퐁티111), 사르트르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110) DR 237/401

111) Michel Foucault, Theatrum Philosophicum, 푸코는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

리』에 대한 서평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들뢰즈의 『의미의 논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한다. “『의미의 논리』는 『지각의 현상학』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한 가

장 동떨어진 책으로 읽힐 수 있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몸-유기체는 사물의 지각

으로부터 발생하는 최초의 의미작용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들뢰즈에 따르면, 환상들은 신체의 침투불가능하고 실체 없는 표면을 형성한다. 위상

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잔혹한 이 과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중심화된 유기체로 거짓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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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들뢰즈가 보기에 메를로 퐁티나 하이데거와 같은 현상

학자들 역시 공통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메를로-퐁티의 현상

학에 대해서 들뢰즈는 그것이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 4의 공통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공통감에 대해, 또 재인 모델의 끈

덕진 존속은”『지각의 현상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112) 하이데거

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이뤄진다.『동일성과 차이』에서 하이데거는

“같음”과 “동일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동일성”은 형식 논리학적 개념이

며 이러한 동일성에는 어떠한 차이도 개입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반해

“같음”은 차이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그런데 하이데거

가 아무리 동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차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같음”을 우위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같음인 한에

서 하이데거 역시 공통감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증여와 선물의 은유들”이다.113) 들뢰즈는 이에

대신하여 폭력의 은유를 주창하게 될 것이다.

3절. 초월론적 장 개념에 대한 비판

들뢰즈는『의미의 논리』에서 초월론적 장(un champ transcendental)

개념을 적극 참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참조는 나중의 과타리와의

공저로 집필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시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

으로 「내재성: 생명...」에 가서 내재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들뢰즈

는 다시 이 표현을 참조하고 있다. 이 개념은 『차이와 반복』에서는 직

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더

라도,『차이와 반복』에서 초월론적 장의 의미계기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먼저 들뢰즈가 「주체의 질문에 대

한 답변」에서 초월론적 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대목을

시하는, 그리고 그것의 주위에 사물의 점증하는 원격성을 분배하는 무엇인가가 형성

된다.”

112) DR 178/306, 95)주석 참조, 들뢰즈가 메를로-퐁티의 “살(la Chair)”에 대해서 비판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3) DR 188/322



- 74 -

살펴보도록 하자. “말하자면 독특성들의 방출들, “주사위 던지기” 유형의

방출들이 곧 주체가 배제된 초월론적 장을 구성하는 것이다.”114) 초월론

적 장에 대한 들뢰즈의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면, 우리는 『차이와 반

복』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가령 『차이와 반복』「4장 차이의 이념적 종합」은

미분적 이념들로 구성된 이념적 다양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 대

목에서 들뢰즈는 미분적 이념들의 완결된 규정으로서 독특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독특성의 배분을 니체의 텍스트에 입각하

여 신적인 주사위 놀이로서 설명하기도 했다. 비록 “초월론적 장”이라는

직접적인 언명은 『차이와 반복』내에서 부재하고 있지만, 초월론적 장

에 해당할만한 개념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초월론적 장 개념은 발생적 현상학으로부터 연원한 것인데, 들뢰즈는

특히 초월론적 장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르트르의

『자아의 초월성』에서의 초월론적 장에 대해 주로 논평하고 있다. 들뢰

즈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 내의 초월론적 장 개념은 사르트르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수용 결과로 볼 수 있다.115) 특히 이와 관련한 논평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던 것은 『차이와 반복』과 같은 해에 출간

되었던『의미의 논리』를 통해서 부터였다. 특히 『의미의 논리』,「15계

열 독특성」에서 들뢰즈는 사르트르의 『자아의 초월성』에 대해 본격적

인 비평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가 사르트르에 대해 어떠한 비판을 가하

고 있는지 검토해봄으로써, 첫 째 들뢰즈가 재독해하고 있는 초월론적

장의 독창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둘 째 들뢰즈의

114) Desert Islands: And Other Texts, 1953-1974, p.528

115) 『디알로그』 pp.27-8, 우리는 여기서 현상학에 대한 들뢰즈의 반감, 그리고 사르트

르에 대한 존경을 발견할 수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들뢰즈가 실존주의자이자 현상학

자인 사르트르를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실존주의와 현상학 자체 대해서는 반감을 보이

고 있다는 사실이다. : “해방기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철학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

다. 그저 헤겔, 후설, 하이데거 속으로 뛰어들 뿐이었습니다.……다행히 그때 사르트르

가 있었습니다.……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 시기의 실존주의나 현상학에 매력을 느끼

지 못합니다.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의 실존주의나 현상학에서 당

신이 너무나 많은 방법, 모방, 주석이나 해석을 얻을 때 이것은 이미 역사입니다. 오

직 사르트르만이 예외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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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론적 경험론이 발생적 현상학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

해서도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르트르에 대한 들뢰즈의 논평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 개념이 『자아의 초월성』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사르트르는 후설이 의식에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술한다는 현상학적 기획을 고안해냈지만, 그러한 기획을 충실히

실행시키지 못한 대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의식에는

표상들의 통일적 심급으로서 통각과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

지만, 후설은 그러한 통각이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기 때문

이다.116) 사르트르는 후설이 『논리연구』에서 자기가 의식의 종합적이

고 초월적인 생산물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를 참고한다면 후

설이 처음부터 가상에 빠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념들 I』 57절에서 현

상학적 환원을 수행하면서 오류에 빠지게 됐다고 본다. 거기서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현상학적 판단중지의 대상이 되

는데, 그렇다면 “순수 나”도 환원의 대상에 속하는지 후설은 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곧 “순수 나”라는 것이 환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바로 여기서

후설은 “초월론적 나”라는 전통적인 견해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후 후설에게서 “초월론적 나”는 의식의 필연적인 구조로 이해된다. 따라

서 초월론적 의식은 전적으로 인격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르트르는 통각에 관한 가상을 해체하기 위해, 먼저 통각이 칸트 초

월론 철학에서 맡고 있는 기능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통각의 기능은 반

드시 통각의 도입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

다. 통각의 기능은 의식의 통일화 작용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의

식의 통일성은 사르트르에게 주어진 사실이다. 초월론적 통각은 이렇게

사실로 주어진 의식의 통일성을 근거 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통각의 필연성을 입증해주지 못한다. 통각의 기능은 통각이 아닌

것을 통해 수행가능하며, 그것은 현상학적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

116) 장 폴 사르트르,『자아의 초월성』,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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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갖고 있다. 사르트르는 “초월론적 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첫째, 초월론적 나라는 개념은 의식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르트

르는 의식의 본성을 비정립적 자기의식으로 본다. 따라서 초월론적 나라

는 개념은 불필요한 것이며,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 “만약 초월론적 나

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의식을 의식 그 자신으로부터 쫓아낼 것이며, 의

식을 분할할 것이고, 불투명한 금속 날처럼 각각의 의식에 비집고 들어

갈 것이다. 초월론적 나, 그것은 의식의 죽음이다.”117) 의식은 본성적으

로 자기 의식적인 것이다. 그에 반해 의식의 대상은 의식에 대해 초월적

이다. 만일 초월적인 것으로서 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면, 그

러한 의식은 초월적 대상으로 향한 의식을 다시 의식하고 있는 한 의식

은 내재적인 것으로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 그

자신은 스스로를 오직 절대적인 내부성으로 이해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

한 의식을 첫 번째 층위의 의식 혹은 ‘비반성된’ 의식이라고 부를 것이

다.”118) 즉 대상에 대한 의식은 불투명할 수 있지만, 대상으로 향하고 있

는 의식에 대한 의식은 자기의식으로서 비반성적이며 비정립적인 것이

다.

둘째, 의식의 통일성은 초월론적 나가 아니라 의식의 지향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사르트르는 통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사실로 주

어진 의식의 동일성을 해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 후설의 『시간의식』

에 주목한다. 통각과 같은 중심점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과거지

향, 현재지향, 미래지향 등의 지향성들의 조직으로서 의식의 동일성을 설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의 통일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월론적 나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르트르는 그리고 비반성적이고 비정립적인 의식 속에서 우리는 의식

의 절대적 내부성을 발견해낸다. “의식은 그 자신을 대상으로 정립하지

않는” 것이다.119) 만일 이러한 비반성적이고 비정립적인 자기의식을 “나”

117) 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 p.35

118) 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 p.36

119) 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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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심급을 통해서 실체화해 버린다면, 의식의 구조는 변화하게 되며,

의식의 절대적 내부성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식 내부에

통각을 도입하는 것은 자기의식으로서 의식의 내부성이라는 본성을 훼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결코 의식, 혹은 의

식 내부의 숨겨진 심급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초월적 대상들과 마찬

가지로 ‘나’는 ‘존재자’이다. 나는 오로지 비반성된 의식의 활동이 반성하

는 의식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 출현할 수 있을 뿐이다.120) 즉 ‘나’는 반

성된 대상이다.

비반성적인 의식으로서 의식은 일반적으로 반성적 의식에 대해 발생적

인 선행 관계를 가진다. “물론 우리는 특정한 경우에 의식이 반성된 것

으로 직접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비반

성된 것은 반성된 것에 대해 존재론적 우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비반성

된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반성된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반성은 두 번째 층위에서 의식의 개입을 가정하기 때문이다.”121) 행위

통일성의 주체로서 여러 철학들이 상정해왔던 “나”라는 심급, 그리고 상

태, 성질과 관련하여 통일된 담지자로서 심리학 등에서 상정해왔던 “자

기”라는 심급 등은 모두 반성적 지향의 노에마적 상관물로 반성 행위와

함께 나타날 뿐이다. 사르트르는 이와 같은 논증들을 통해서 초월론적인

영역이 비인격적인 것임을 입증해낸다. 그에 의하면 의식의 본래성은 비

반성적이며 선술어적인 사태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초월론적 장은 비인격적 장으로서, 종합 작용을

하는 인격적 의식이라는 또는 주체적 동일성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주체는 언제나 구성된다.”122)

그럼에도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 개념은 들뢰즈가 보기에 한계가 있

다. 왜냐하면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은 “전개체적인 독특성”들을 제대

로 포착하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자아의 내부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전개체적 독특성()”들은 “무의식적 표면 위에서” 방출되는 것들이

120)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121) 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 p.62

122) LS 12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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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23) 따라서 들뢰즈가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

는 것은 그것이 여전히 의식적인 것으로만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다. “비인격적 또는 전인격적인 초월론적 장이라는 관념은 매우 중

요하다. 사르트르가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까닭은 그가

비인격적인 초월론적 장을 여전히 의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 생각

했기 때문이다.”124) 초월론적 장은 “의식의 장으로서 규정될 수 없다

.”125) 사르트르는 초월론적 장에서 초월론적 통각이 없다는 것을 밝혔지

만, 그가 초월론적 장을 의식적인 것으로 보는 한, 의식의 동일화를 상정

할 수밖에 없다. 자아-극 없이 시간의식과 관련된 지향성들을 통해서 의

식을 설명하려고 해도, 여전히 의식은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들뢰즈는 초월론적 통각의 자기동일성뿐만 아니라, 지향성들의 조직으

로서 의식의 동일성도 거부하고자 한다. “초월론적인 것을 의식으로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의 오류는 초월론적인 것을 그것이 정초하겠다고

하는 것의 이미지에 따라, 그것과의 유사성에 따라 이해하려는 데 있다

.”126) 사르트르는 초월론적 장에서 초월론적 통각을 추방시킴으로서 초

월론적 장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규명하는 등 진일보를 가능하게 했지만,

들뢰즈가 보기에 그것은 불충분한 것에 머물러 있다. 사르트르의 초월론

적 장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그것을 의식과의 연관 하에서 규명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초월

론적 장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3장. 초월론적 관념론 및 현상학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평

가: 권리/사실문제에 관하여

1절. 문제제기: 권리/사실 문제 혼동 가능성

123) LS 125/194

124) LS 121/188

125) LS 125/194

126) LS 12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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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론적 관념론 및 발생적 현상학에서의 초월론적 장 개념에 대한 들

뢰즈의 비판은 그것들이 초월론적인 영역을 의식과의 연관 하에서만 다

루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비록 발생적 현상학이 칸트의 “초

월론적인 것의 발견”을 재조명하여서 수동적 종합의 가능성을 밝혀 보인

다고 하더라도, 발생적 현상학에서와 같이 의식 연관 하에서 수동적 종

합이 이해될 경우 그것은 진정한 “초월론적인 것의 발견”이라 할 수 없

다. 들뢰즈는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통하여 현상학적 개념으로서 초

월론적 장을 재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들뢰즈가 초월론적 장

을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이해한다.

그런데 초월론적 장에 대한 들뢰즈의 이러한 해석은 칸트의 권리 문제

와 사실 문제의 구분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칸트의 서술을 검토해본다면, 칸트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차

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대목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칸트는『인간학』에서 “표상을 지니고

는 있지만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의 무의식

(Unbewußtsein)에 대해 다루고 있다.127) 분명 칸트의 체계 내부에서도

우리는 무의식에 관련된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무의식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의 대상이 아닐 뿐이다. 무의식과 관련된 현상들

은 단순히 사실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월론적 관념

론이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경험적 의식이

아니라 대상 구성 일반의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적 · 논리적 의식인

셈이다.

법학자들은 합법성과 권한에 관한 문제를 사실에 관한 문제와 구분한

다. 칸트에게서 권리문제란 “초월론적 연역”을 통해 범주의 객관적 실재

성의 증명해내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범주에 관한 초월론적 연역

127) 칸트,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B81 : “수면 중에 공상이 인간과 하는 놀이가

꿈이며, 그것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일어난다. 그에 반해 그런 놀이가 깨어 있을 때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병적 사태를 노정하는 것이다.-수면은 외적 지각들의 모든 능력

및 특히 자의적인 운동들을 이완시키는 것으로서 모든 동물들에게, 정말이지 식물들

에게조차도 (후자를 전자와 유비해보면) 깨어 있을 때 소비된 힘들의 축적을 위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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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수 지성 개념을 경험에 적용하는 권리의 문제, 선험적 개념의 경험

에 대한 적용 가능성의 근거와 관계한다.128) 따라서 초월론적인 영역을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과의 연관 속에서 밝히려고 하는 들뢰즈의

시도는 칸트가 구분해놓은 사실문제와 권리문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들뢰즈가 거듭해서 참조하고

있는 전거로서 『자아의 초월성』에서, 초월론적인 영역을 무의식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어떻게 비판을 가하고 있었는

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비판에 의해 규정된 가능 조건들을 ‘현실화’하는 것은 현대 철학의 위험한

한 경향이며, 우리는 이러한 경향의 흔적들을 신칸트주의와 경험적 비판주

의, 그리고 브로샤르와 같은 주지주의에서 발견한다. 이 경향에 의해 몇몇

저자들은 이를 테면 ‘무엇이 “초월론적 의식”인가’와 같은 물음을 품게 되었

다. …칸트는 결코 경험적 의식이 ‘사실상’ 구성되는 방식에 몰두하지 않았

다.……그에게 초월론적 의식은 단지 경험적 의식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조

건들의 전체이다.(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 p.p.19-21.)

들뢰즈 이전에도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무의식적인 것과의 연관

하에서 다루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하르트만을 위시한

소위 신칸트주의자들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이미 칸트의 초월론적

영역을 무의식으로 해석하고자 했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비판은 이러

한 시도들을 향하고 있는데, 사르트르가 보기에 초월론적 영역을 무의식

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칸트의 기획이 초월론적인

영역의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권리와 사실의 구분을 명확히한다면, 사실로서 무

의식적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서 초월론적인 지

128) 김상환, 「2. 해체론으로 가는 이정표 –칸트에세 데리다까지」 『해체론 시대의 철

학』, pp.55-74. 여기서 칸트의 초월론적 연역은 논리, 또는 기하학적 연역이 아니라

법률적 연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의식이 자기촉발을 통해 어떻게

경험으로의 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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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무의식으로 봐야한다고 말할 수 없다. “철학이 권리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어떠 사유의 이미지 안에서 자신의 전제를 찾고 있는 이상, 우

리가 이 전제를 반박하기 위해 반대의 사실들을 들이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노릇이다.”129)

사르트르의 초월론적 장 개념은 초월론적 통각에 대한 비판을 함의하

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아의 초월성』의 초반부에는 사르트르

가 후설의 현상학과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비교하고 있는 대목이 있

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은 의식의 권리상 차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 반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사실상 의

식에 드러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내는 것이다.130) 현상학은 초

월론적 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초월론적 의식이란 “현상학적

환원”이 실행되기만 하면 우리들 각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실재적 의식을

뜻한다. 후설은 “경탄할 만한 여러 기술들을 통해, 경험적 의식 안에 틀

어박힘으로써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의식을 보여주었다.”131) 후설의

현상학이 사실상의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칸트의 초월론적

통각은 오직 권리상 차원의 개념이다. 그리고 권리와 사실의 차이로부터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은 귀결을 내린다. 의식의 사실상의 차원에서는 통

각과 같은 것이 의식에 직접적인 양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

일 의식의 사실적 차원에 있어서 누군가가 초월론적 통각이 마치 현실화

되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의 차원에서 “나”또는 “자아”와 같은 개념은 직접적

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의식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129) DR 174/297-298.

130) 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pp.23-4 : “만약 우리가 후기 칸트주의자들에 의

해 관철된 “나는 생각한다”에 대한 모든 해석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의식에서 나의 ‘사실상의’ 현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도정에서 우

리는 후설의 현상학과 마주친다. 현상학은 의식에 관한 학적 연구이며, 의식에 관한

비판이 아니다. 이 연구의 본질적인 방식은 직관이다.……후설이 현상학을 ‘기술하는’

학으로 명명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현상학은 ‘사실’에 관한 학이며, 현상학이 제기하

는 문제들이란 ‘사실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31) 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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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초월적인 것”이다.132)

하지만 유의해야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르트르가 초월론적 영역에

있어서 초월론적 통각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사르트르는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과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

사이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각에게 권리상 문제와 사실상의 문제

를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르트르는 후설과 칸트의 철학이 양립 가

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초월론적인 영역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해명해 보이려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 기획은 권리와 사실

에 대한 혼동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의 고유한 목표는 단지 경험적 의식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

의 전체들의 규명일 뿐이며, 따라서 무의식적 사태를 들어서 그러한 권

한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사르트르의 해석에 의하면, 칸트의 초월론적 통각과 관련하여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표상이 “동반‘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봤었는데,

이는 분명 “나는 생각한다”라는 표상이 동반되지 않는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133) 그럼에도 들뢰즈는 단순히 “나는

생각한다”라는 표상이 동반되지 않는 의식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해서 무의식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

각하여 초월론적 영역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밝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

닌가? 만일 들뢰즈가 이러한 사실들에 입각하여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

을 고찰하고 있는 것이라면, 들뢰즈는 초월론적 의식의 권리문제를 다루

고 있는 칸트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비판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처

럼 보인다. 과연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사실과 권리 구분에 대한

132) 사르트르의 전략은 통각은 권리상으로만 존재하며, 사실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에 있다. 하지만 들뢰즈의 경우 통각은 권리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

이다. 하지만 이때 사르트르와 들뢰즈가 “권리/사실”이라는 표현을 동일한 의미로 사

용하고 있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들뢰즈에게 권리상의 문제는 초월론적 영

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르트르에게 권리상의 문제는 초월론적 영역에 그

러한 것이 실재한다고 보기보다, 요청되는 것 정도로 보인다.

133) 장 폴 사르트르, 『자아의 초월성』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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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절. 해답제시: 무의식의 권리문제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 및 초월론적 장은 그와 관련된 여러 전거들

을 참조한다면 들뢰즈의 논의는 분명히 권리상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

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칸트주의자들이 사실문제와 권리문제를

혼동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과 달리 들뢰즈는 이러한 혐의

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134) 다만 들뢰즈는 권

리와 사실과 관련하여 칸트 및 사르트르가 수용하고 있었던 할당방식과

는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철학이 권리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어떤 사유의 이미지 안에서 자신의 전

제를 찾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전제를 반박하기 위해 반대의 사실들을 들

이대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토론을 권리적 차원 자체에 위치

시켜야 하고, 또 이 이미지가 순수사유로서의 사유의 본질 자체를 배반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권리상 타당한 한에서 이 이미지는 경험적인 것과 초월

론적인 것 사이의 특정한 할당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 할당이야말로 판단

해야 할 대상이다.(DR 173/297-8, 인용자 강조)

들뢰즈는 사유의 본성에 관한 암묵적인 선입견이 권리상의 차원에서

스며들고 있는 이상, 그러한 암묵적인 공준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토론을 권리적 차원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본다. 들뢰즈가 문제의

현안이 권리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들뢰

즈는 권리문제와 사실문제가 “경험적인 것과 초월론적인 것 사이의 특정

134) PCK 37/56: 들뢰즈는 칸트의 논의가 권리/사실 문제의 구분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가 선험적 표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이 표상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경험에 필연적으로 적

용되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이 표상들이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왜, 또 어떻게 경험 안에 나타나는 주어진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선험적 표상을 결

정하는 원리들과 동일한 원리들에 종속되는가?(이렇게 종속됨으로 해서 우리의 선험

적 표상 자체에 종속되는가?) 이것이 바로 권리의 문제이다.”(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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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할당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문제와 권리문제는 따라서

들뢰즈가 초월론적인 것과 경험론적인 것 사이의 관계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한 매우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들뢰즈는 기존의 초월

론적인 것과 경험론적인 것 사이에서 설정되었던 관계 자체, 그것들 사

이에서 설정되어왔던 특정한 할당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들뢰즈는

기존의 할당 방식을 대신하여 새로운 할당 방식을 모색한다. 이는 초월

론적 영역에 대한 소유권이 더 이상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파산 선고를 내리고, 무의식이 그것의 소유권을 강탈하도록 부추기는 것

이다. 즉, 들뢰즈는 분명히 새로운 권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초월론적인 영역을 무의식적인 것과의 연관 하에서 규

명해보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무의식이 사실상의 차원에서 발견 가능

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권리 차원에서 다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구도에서는 초월론적 통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권리문제

였고, 그 외 초월론적 통각으로 포섭되지 않는 의식과 관련한 차원은 사

실문제에서 할당이 이뤄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월론적인 영역을 무의식

적인 것으로 해명해보이고자 했었던 신칸트주의에 대해 사르트르는 그들

이 사실문제와 권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비

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어디까지나 초월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사이의 특정한 할당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당

내에서 권리의 주체는 의식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들뢰즈가 초월

론적인 영역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식

과 관련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월론

적인 영역 내부에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었던 무의식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였을 때, 진정한 발생 해명이 가능하며,

전사(傳寫)의 방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경험과 의식 등의 권리문제를

제기했던 칸트는 “놀라운 초월론적 영역을 발견”135)했지만,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초월론적인 것을 규명하기 위해 경험론적인 것을 거기에다

135) DR 17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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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만약에 진사(辰砂)가 때로는 붉고 때로는 검고,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겁

다면, 인간이 때로는 이런 동물의 형상으로 때로는 저런 동물의 형상으로 변

한다면, 낮이 긴 날에 대지가 때로는 과실들로 때로는 빙설로 뒤덮인다면,

나의 경험적 상상력은 결코 붉은 색의 표상에서 검은 진사를 생각해 낼 기

회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KrV, A101)

칸트는 경험적 대상들에 대한 재생적 종합의 선험적 근거로서 포착의

종합을 설명했다. 잡다는 포착의 종합을 통해 ‘무엇’ 또는 ‘어떤 것’으로

서 인지된다. 따라서 “모든 경험의 가능성에도 기초로 놓여 있는 상상력

의 순수한 초월적 종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136) 이러한 포착의 종합

은 “모든 인식-경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선험적인 순수한 인식-일반의

가능성의 초월적 근거를” 이룬다.137) 이와 같은 장면은 칸트가 특정한

경험적인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험적 인식의 조건으로서 초월론적

영역을 해명하고 있는 대목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칸트는 특정 심리적

의식의 경험적 활동들을 기초로 초월론적인 구조들을 전사(傳寫)하고 있

는 것이며,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심리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즉 의식

을 통해 가능한 경험들을 초월론적 영역으로 복사함으로, 초월론적 영역

이 의식적인 것으로서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칸트의 권리는 경험적이고 정주적인 분배만을 뒷받침하고 있

을 뿐이다. 그러나 들뢰즈의 경우 그러한 정주적 질서로부터의 탈주를

희망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되고 있는 칸트의 글에 대해서 들뢰즈는 다

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 상상력은 초월론적 상

상력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초월론적 상상력 내에서는

진사가 때로는 붉고 때로는 검고,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거울 수 있는

것 아닌가?” 경험적인 영역이 정주적 모델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필연적으로 초월론적 영역 또한 정주적 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136) KrV, A102

137) KrV, A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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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칸트가 말하는 재생의 종합이 실제로 이뤄

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논리적 전제는 포착의 종합일 수도 있다.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포착의 종합이 경험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론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가? 초월론적 영역 내에서는 어떠한 유목적인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은 아닌가?

칸트의 권리문제가 정주민들의 권리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로부터 토

지대장이 만들어지고 경작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들뢰즈는 초

월론적 영역 내의 유목민들에 대한 권리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해볼 수 있다.138) 들뢰즈는 포착의 종합 자체가 허구적 개념이라고 비

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초월론적인 것으로 규명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비록 칸트에게서는 재생적 종합은

경험적이고, 포착으로서의 종합은 초월론적인 것이라 다뤄지겠지만, 그것

들이 모두 정주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포착의 종합은 진정한 초월

론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험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139)

들뢰즈는 칸트와 다른 방식으로 초월론적인 것과 경험론적인 것 사이

의 할당을 구상하고 있으며, 칸트와는 다른 맥락에서 권리의 문제를 제

기하고 자 한다. 칸트는 초월론적인 영역을 정주적인 체계로서 규명하고

138) KrV, AIX: 우리는 칸트에게서 유목민의 비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

은 대목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그것은 이뤄져야 할 통합을 가로막고, 분열을 야

기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 “처음에 형이상학의 지배는 교조주의

자들의 주재 아래서 전제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법칙수립은 아직도 옛날 야만성의 흔

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으로 인해 점차로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퇴

락했고, 회의주의자들은 정착해서 땅을 경장하는 것을 일절 싫어하는 유목민들과도

같아서 시시때때로 시민들의 통합을 분열시켰다.”(원저자 강조)

LS 130/201 : 그에 반해 우리는 들뢰즈에게서 유목민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참조해볼 수 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서 서술

되고 있다. “유목민적 독특성들, 개체적이지도 인칭적이지도 않은, 그럼에도 특이한,

결코 미분화된 심연이 아닌 어떤 것, 한 독특성에서 다른 독특성으로 뛰어다니면서

언제나 각 수(手) 안에서 파편화되고 변형되는 동일한 하나의 던짐의 부분을 이루는

주사위 놀이를 실행하는 어떤 것, 의미를 생산하는 디오니소스적 기계.”

139) DR 176/302 : “칸트는 어떤 심리적 의식의 경험적 활동들을 기초로 이른바 초월론

적인 구조들을 전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령 포착의 초월론적 종합은 어떤 경험적

포착에서 곧바로 유도되는 것이고,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2판에서 이 대

목을 삭제하는데, 이는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절차를 감추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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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적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칸트의 비판은 초월론적 터전에 의

식의 권리를 찾아주는 기획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사유는 그 바탕이 선

하고, 어떤 자연적인 선한 법을 지니고 있으며, 비판은 이런 법에 그 민

법상의 효력을 승인해준다. 또 권리 범위, 관심, 경계, 재산들 등은 어떤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에서 축성되고 정초된다. 비판에는 치안판사의 법

정, 등기소, 토지대장 등 모든 것이 있다.”140) “단지 사유의 이미지를 전

복해버릴 새로운 정치의 역량만이 없는 것이다.”141)

반면 들뢰즈는 유목적인 체계로서 초월론적 영역을 규명해내고 있다.

들뢰즈가 보기에 칸트의 권리문제는 초월론적 영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로부터 잘못 제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들뢰즈는 칸트의 권리문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역량”을 마련하고자 한다.

양식(bon sens)이 언제나 이차적으로 도래하므로, 그것이 수행하는 정주적

배분이, 마치 울타리의 문제가 우선 임자 없는, 개방되어 있는, 끝없이 펼쳐

져 있는, 언덕이나 둔덕 옆의 공간을 전제하듯이, 어떤 다른 배분을 전제하

기 때문이다.(LS 95/157)

들뢰즈는 경험적인 차원은 양식의 지배하에 있더라도, 초월론적 차원

은 그것과 본성상 다른 것으로서 규명하고자 하며, 들뢰즈의 권리문제는

초월론적 영역에서 더 이상 정주민들의 거주 권한이 없으며, 오직 유목

민들의 권리만이 존속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유한하고, 의식적인 것들의 부당한 권리를 고발하고, 무한하고 무의식적

인 것들의 권리장전이다. “사유의 이미지는 사실과 권리의 엄격한 분할

을 의미한다.……사유는 오로지 무한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만을 요구한다. 사유가 그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 사유가 선별하는 것은

무한한 움직임 혹은 무한의 운동이다. 사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142)

140) DR 178/307 (원저자 강조)

141) DR 179/307 (인용자 강조)

142) QP 40/59 (원저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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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목민과 정주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벗어나서도, 우리는

「내재성: 생명」에서 들뢰즈가 초월론적 장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서, 권

리문제와 사실문제를 다시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

다. 의식은 초월론적 장에 대해 더 이상 실효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연역과 관련한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이때 의

식은 명목적이고 이념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드러나고 있

다. 그리고 의식은 단지 주체와 대상 모두가 장 바깥에서 “초월적인 것

들”처럼 나타나면서 주체가 자신의 대상과 더불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

에 한해서만 어떤 하나의 사실로서만 드러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반대

로 의식이 초월론적 장을 무한한 속도로 가로지르면서 초월론적 장 이곳

저곳에 퍼지는 한, 그곳에서 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초월론적 장의 입주권한 또는 입법권한은 무한 속도로서의 무의식이 가

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식은 의식 자신을 대상에 연결하는 주체 위

에서 반성할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의 사실로서 표현될 수 있다.143) 초월

론적 장 자체는 사실의 차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지 의식뿐이다. 달리 말하면 경험 가능한 것은 의식뿐이

며, 초월론적 장 자체는 경험을 넘어서 있는 영역이다. 초월론적 장은 주

체와 대상 연관 속에서 드러날 수 없다. 초월론적 장은 “그 어떤 내재성

의 순수 평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절대적 내재성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어떤 것 속에 있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하여 있지도 않으며,

어떤 대상에 의존하지도, 어떤 주체에 속하지도 않는다.”144) “내재성 자

체가 이들 주체와 대상에 할당된다고 한다면, 초월론적인 것은 이제 완

전히 자기의 본성을 잃게 되어 (우리가 칸트에게서 그 경우를 볼 수 있

는 것처럼) 오로지 경험적인 것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며, 또 내재성이

왜곡되어 이제는 거꾸로 내재성이 초월적인 것 속에 포함될 것이다.”145)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도 들뢰즈에게 권리문제와 사실문제가 초월

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들 사이의 할당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143) 「내재성: 생명...」,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p.510

144) 「내재성: 생명...」,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p.511

145) 「내재성: 생명...」,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p.511



- 89 -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경험 가능한 차원은 의식적 주체가 있고, 그러한

주체는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가능한 차원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문제를 함의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들뢰즈에게 권

리문제는 초월론적 장에서의 “무한한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그것

은 이념적인 차원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본다면, 신칸트

주의자들로 향했던 사르트르의 비판은 들뢰즈에게 적용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뢰즈는 여느 신칸트주의자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차원

에서 사실문제와 권리문제를 다루고자 했음은 분명하다. 적어도 우리는

들뢰즈가 부지불식간에 권리문제와 사실문제를 혼동함으로써 초월론적인

영역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규명하려 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들뢰즈가 권리문제와 사실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것이 초월론적 영역을 의

식과의 연관 하에서 규명하려는 기존의 시도들과 어떻게 결별을 준비하

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다.

3부.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이 연구를 사유론(noologie)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철학의 총론과 같은 것이겠지요.『차이와 반복』의 진정한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유의 이미지에 담긴 공리적 속성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대담』, 162)

“사유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사유의 본성에 관해 묻는 것이다. 들뢰

즈는「3장 사유의 이미지」을 통해 사유를 둘러싼 기존의 이해방식에 대

해 비판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진정한 사유로서 “이미지 없는 사유(La

pensée sans image)”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 여기서 들뢰즈는 사유의

본성에 관한 기존의 철학사적 해명들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어떠한 점

에서 불충분했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들뢰즈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진다. 첫 째, 사유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철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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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치 무-전제의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특정

한 전제들을 단지 암묵적인 양상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철학이 수용하고 있던 무-전제의 출발이라는 이념은 기만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둘 째, 기존의 철학들이 상정하고 있는 사유

는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범속한 것일 뿐이며, “새로운 것”을 사유할 줄

모르고, 오로지 “진부한 것들”의 주변만을 맴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들뢰즈의 다양한 비판들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바로 사유의 본성에 관한 기존의 입장들은 활동으로서 사유를 의식

적인 활동으로서만 이해하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사유의 이미지의 역사

는 사유의 무의식적 역량을 억압해온 역사이며, 무의식의 역량을 “이성

의 잠”으로서만 간주해오던 역사이다. 사유의 본성은 단순히 의식적인

활동으로서 이해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의 산물과의 관련 하에서만 이

해될 수는 없다. 진정한 사유는 재현과 표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재현이

란 들뢰즈에 의하면 “초월론적 가상”에 속할 뿐이다. 진정한 사유란 재

현과 표상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는 사유가 의식적인 활동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 진정한 사유는 무의식적인 활동과 본질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이성의 잠만이 괴물을 낳는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 괴물

을 낳는 것은 또한 사유의 깨어 있음, 불면증이기도 하다.”146) 따라서

『차이와 반복』3장에서 들뢰즈의 주요 과제는 사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의식적인 것으로만 제한시키려는 선입견들을 비판하고, 사유에

무의식적 역량을 되돌려주는 것이 된다.

1장. 사유의 이미지 의미

1절. 사유의 이미지의 다양한 의미

들뢰즈는 철학과 양식(bon sens)의 영역에서 사유의 본성에 대해 암묵

적으로 수용해오던 전제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유의 이미지”(L'image

146) DR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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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pensée)라는 표현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는 곧 『차이와 반복』3장

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표현은 들뢰즈의 여러 저작들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차이와 반복』이전에는『니체와 철학』(1962),『프루스트와

기호들』(1964)에서 등장하였으며, 이후에『운동-이미지』(1985),『철학

이란 무엇인가』(1991)등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이 표현이 들뢰즈의 여

러 중요저작들을 관통하고 있으면서도 거듭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이 표현이 들뢰즈 철학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겠다.

철학에서의 개념적인 사유는 암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암묵적인

전제가 바로 사유의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공통감각[또는 상식]의 순수한

요소로부터 빌려온 전철학적이며 당위적인 것이다. 이 이미지에 따르면, 사

유는 참과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참을 원한다.(DR 172/294)

기본적으로 사유의 이미지는 사유의 본성을 둘러싼 선입견과 같은 것

을 뜻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다양한 시기에 걸쳐 다양한 문맥 속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서 드러난다. 사유의 이미지는 경우에 따라서 중립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며, 때로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개념들의] 내재성의 평면은 사유되거나 사유 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사유의

이미지이다. 사유의 이미지라는 것은 사유가 사유하다, 사유를 사용하다, 사

유 안에서 방향 잡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이미지를 말한다.……이론적으로 사유가 요구하는 것, 사유가 선별

하는 것은 무한한 운동 혹은 무한한 것의 운동이다. 그것이 바로 사유의 이

미지를 구성한다.(QP 42/52)

『니체와 철학』,『프루스트와 기호들』과 같은 초기작의 경우는, “사유

의 이미지” 자체가 중립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는 상호 대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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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 가지의 이미지로 세분화된다. “독단적인 사유의 이미지(une image

dogmatique de la pensée)”147)와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une nouvelle

image de la pensée)”가 바로 그것들이다. 독단적인 사유의 이미지가 부

정적인 사유의 이미지로 그려진다면, 반대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는 긍

정적인 사유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니체와 철학』,『프루스트와 기

호들』에서는 이러한 대립적인 사유의 이미지들이 설명되고 있으며, 이러

한 대립적인 이미지 각각을 대표하는 작인들도 제시된다. 우선, 독단적인

사유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두 작품 모두 기성의 “철학”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반면,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수용하

고 있는 것의 주체에 대해서는『니체와 철학』과『프루스트와 기호들』

에서 차이가 보인다. 전자에서는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있

는 것은 “새로운 철학”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후자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서 “예술”이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후기 작품에서 “사유의 이미지”는 진정

한 사유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 또는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철학적인 개념의 창조는 가능하며, 이때 사

유의 이미지는 선-철학적 평면으로서 이해된다. 철학적인 사유의 가능

근거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때의 사유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의미 또는

적어도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와 반복』에서는 대문자로 표기되는 사유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때 대문자로 표기되는 사유의 이미지는 주로 부정적인 함의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사유의 이미지란 표현은 사유

의 본성을 재현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이해하려는 암묵적인 방식 일

체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작품 속에서의 소문자 사유의 이미지

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차이와

반복』에서의 대문자 사유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함의만을 제한적으로 가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 사유의 이미지는『니체와 철

학』과『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의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와 동치로 볼

147) NP 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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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니체와 철학』과『프루스트와 기호들』을 통해서 들뢰즈

가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

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있었더라면, 그에 반해『차이와 반복』에서는

사유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이미지 없는 사유”의 가능성

을 가늠해보고 있다.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와 이미지 없는 사유는 내용

상 그것들 각각이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활용되고

있는 표현형들만을 두고 봤을 때, 사유의 새로운 이미지라는 표현 안에

는 “이미지”라는 계기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나,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표현은 사유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미지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함의까지

추가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보아 우리

는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표현 속에서 이미지 자체에 대한 들뢰즈의 보

다 강화된 거부의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연대기 순으로서 이 개념의 의미 변화를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저술들 속에서 등장하는 사유의 이미지라는 표현은 대체적

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와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로 세분화 가능하며, 이 중 독단적 사유

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그리고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이와 반복』에서는 대문자 사유의 이미지라는

표현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때 이 표현은 사유의 본성에 관한 부정적

인 선입견들을 통칭한다. 그리고 초기의 저술들에서는 독단적 사유의 이

미지에 맞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에 반해,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독단적 사유로부터 해방된 사유의 양태를

지칭하기 위해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이와 반복』이후의 인터뷰나 저술들에서는 사유의 이미지를 보다 중

립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철학의 본령인 개념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

수적인 조건들로서 서술된다.

“사유의 이미지”라는 표현은 따라서 들뢰즈의 서술 전반을 관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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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해서 언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맥락 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이 표현에 대한 들뢰즈의 다양한 태도가 일관적인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는지 혹은 아닌지와 관련해서 해석상의 논쟁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는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가 제시했었던 이미지 없

는 사유가 결국 철회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된 질문들과도 무관

하지 않다. 이미지 없는 사유를 둘러싼 이와 같은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서는 대표적으로 로베르 싸소 Robert Sasso(2003)와 소바냐르그 Anne

Sauvagnargues(2009)의 입장을 비교해볼 수 있다. 르베르 싸소는 이미

지 없는 사유의 기획이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사유의

이미지가 재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방식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

때 이미지의 의미가 재현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없는 사

유라는 것은 그 어떠한 재현으로부터도 해방된 사유를 뜻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 로베르 싸소는 의문을 제기한다.

들뢰즈가 결국에 이미지 없는 사유의 기획을 통해서 기존의 사유를 비판

할 때에도, 그것은 기존의 사유 방식을 재현해내야만 가능하며, 그 이후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재현을 요소

로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만 사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베르 싸

소의 입장은 들뢰즈의 이미지 없는 사유의 기획이 이러한 모순 속에 놓

여 있었던 것이며,『차이와 반복』이후 들뢰즈가 사유의 이미지를 진정

한 사유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도 이러한

모순의 극복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소바냐르그는 이미지 없는 사유가 후기에 가서 철회된 것이 아

니라 본다. 그녀는 『니체와 철학』, 『프루스트와 기호들』과 『차이의

반복』사이에서 사유의 이미지라는 표현이 앞선 두 작품에서는 소문자로

표기되었던 것과 달리, 『차이와 반복』에서 대문자로 표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들뢰즈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문맥 하에서 이 단어는

주로 소문자 사유의 이미지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때 이 단어는 비교

적 중립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덜 명시적이

기는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입장은 『니체와 철학』,『프루스트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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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의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를 『차이와 반복』에서의 대문자 사유

의 이미지와 동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앞의 두 저술들 속에서 등장

했었던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차이와 반복』에서의 이미지 없는 사

유와 동치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두 입장은 『차이와 반복』에서의 이미지 없는 사유의 기획이 이후에

도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

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반된 입장들은 들뢰즈의 사유 내에서

“이미지”라는 개념 자체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태도 변화

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베르그손의 “이미지”론을 적극 참조하

면서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베르그손을 참조함으로써 그는 관념론적이

지 않은 이미지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들뢰즈가 이미지, 재현, 그리고 그 둘

의 관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소바냐르그와 로베르 싸소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로

베르 싸소는 이미지와 재현을 들뢰즈의 문맥 내에서 동의어로 보려고 하

며 들뢰즈가 이미지 없는 사유의 기획을 철회하고 다시 사유의 이미지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해왔던 재현적인 요소를 사유에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소바냐르그는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표현 속 “이

미지”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재현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싸소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 그런데 그녀의 입장이 싸

소와 구분되는 지점은, 들뢰즈가 베르그손의 이미지론을 적극 참조함으

로써 재현이 아닌 것으로서 이미지의 개념을 발견해내고 있다고 그녀가

해석해내는 지점에 있다. 따라서 『차이와 반복』에서 이미지라는 표현

은 재현과 관련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후의 사유의 이미지

와 관련된 들뢰즈의 언술들은 베르그손의 이미지론으로부터 수혜를 얻고

있으므로, 이때의 이미지론은 재현적인 것과 별개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소바냐르그는 또한 전기와 후기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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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의미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 변화 자체가 들

뢰즈의 기획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이미지 없는 사유의 기획에서부터 보다 이후 저술

들 속에서 사유의 이미지론을 재정비하기까지 오히려 일관되게 사유를

재현적인 요소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2절.『차이와 반복』에서 사유의 이미지의 고유한 특징 : 무전

제성의 이념

사유의 이미지라는 표현은 들뢰즈가 남긴 여러 서술들 속에서 다양한

맥락 하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의미나 뉘앙스는 맥락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우리는 사유의 이미지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사유의 본성에 관해 암묵적으로 수용되어오던 다양한 전제들

을 지칭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차이와 반복』에서 사유

의 본성에 관해 암묵적으로 수용되어오던 전제로서 비판의 주된 대상이

되는 대문자 사유의 이미지는 사유의 본성이 재현적인 것과의 연관 속에

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선입견들을 총칭한다. 『차이와 반복』이전에도

『니체와 철학』을 통해 들뢰즈는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를 비판했다. 기

성의 철학은 사유의 본성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독단적인 전제를 암

묵적인 양상 하에서 수용해왔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러한 독단적 전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능하다. 첫째 철학자들

은 진정한 사유가 본성적으로 참을 추구하는 것으로 봤다. 그리고 둘 째

이러한 참의 추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을 오류로서 간주되며, 그들은 오

직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만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성의 철학자들은 방법론에 천착했는데 이는 그들이 누구나 제대로 된

방법을 따른다면 필히 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

해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들뢰즈는 사유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전제 또한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로서 비판한다.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전작들에서의 비판은 『차이와 반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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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상 보완되고 구체화된다. 사유의 이미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

것이 여타의 저술들과 『차이와 반복』에서 설명되는 방식을 비교해본다

면, 이미지론과 관련해서『차이와 반복』만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기의 저술들은 단순히 이항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독단적 사유의 이미

지와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으며, 주로 독단적 사유의 이

미지는 기성의 철학자들이 수용해온 것으로 간주되다는 점에서, 이전의

저술들 속에서는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외재적인 비판이 주를 이

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에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는 니체의 혁신적인 철학에 의해서 또는 프루스트의 예술론에 의

해서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것들은 사유의 본성 해명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기성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지평 위에 놓여 있는 것처

럼 다뤄진 것이다.

하지만 『차이와 반복』은 이러한 전기에서의 서술들과 다르게 기성

철학에 대한 내재적인 비판을 경유하여 사유의 이미지의 독단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철학의 본성과 관련해서는 여타의

학문들이 특정한 전제들을 수용함으로써 성립 가능한 반면 철학은 무전

제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이념을 가졌었다. 철학이 어떠한 전제로부

터도 자유롭다는 이러한 이념에 대해서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내재적인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의 철학적 체계가 무전제로부터 출

발한다고 주장했던 철학자들의 체계는 참으로 무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

는 것인가? 그와 더불어 진짜 철학은 참된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전의 저술들을 통해 들뢰즈는 철학이 독단적인 전제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주로 비판하고 있었더라면, 『차이와 반복』에서는 더 나아가

무전제로서 시작을 기획했던 철학 체계들도 실은 암묵적으로 특정한 전

제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으며, 들뢰

즈는 무전제로서 출발이라는 철학의 고전적 이념을 재전유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고전적 이념의 현실화 가능성을 직접 가늠해보고 있다. 따라서

『차이와 반복』에서 등장하는 이미지 없는 사유의 정확한 내포가 무엇

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무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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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는 철학을 가리키고 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는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전작들에서는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외재적 비판이 이

뤄지고 있었으며, 여기서는 기성의 철학들이 무전제의 출발을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가하고 있지는 않았다. 기성의 철학들이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수용하고 있는 전

제가 독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차이와 반복』에서는 들뢰즈가 철학사에 대한 비평을 통해 그것이 무

전제로부터 시작이라는 고전적 철학의 이념을 철저화하지 못했으며, 그

리하여 비록 객관적인 전제들을 섣불리 수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것은 암묵적인 방식으로 몇몇의 전제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

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 내재적 비판을 통해 그는 철학의 고전적

이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전유하고자 했던 것이다.『차이와 반복』에

서 이미지 없는 사유란 이러한 고유한 기획의 일환으로서 이해되어야 한

다.148)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저술들과 달리, 『차이와 반복』에

서는 “이미지 없는 사유”의 개념이 등장 가능했었을 것이다.

2장.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

「3장 사유의 이미지」는 사유의 본성에 관한 들뢰즈의 철학사적 비평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평 작업은 철학사가 어떻게 하나의 억

압기제로서 작동해왔는지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149) 철학은 독단적

148) 그러나 이후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유의 이미지, 사유의 필수적인 전제로 수용

하고 있다. 내재면은 창조적 사유의 가능근거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본다면,

무전제로서의 출발이라는 고전적 이념은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또

는 『차이와 반복』에서 무전제로서의 시작이라는 고전적 철학의 이념을 들뢰즈가 유

머 또는 익살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지 없

는 사유라는 개념 또한 들뢰즈가 진지하게 고안해낸 것이라기보다는, 고전적 철학의

이념을 유머의 방식을 통해 조소하는 방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49) 철학사가 억압기제라고 할 때 이 때 철학사가 의미하는 바는 다의적이다. 첫 째, 대

학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학제 시스템의 교육 방식이 억압적으로 이뤄지고 있

다는 뜻이 있다. 이와 관련한 의미는 들뢰즈의 몇몇의 인터뷰나 서신 등을 통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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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암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유의 본성

을 왜곡해 왔다. 진정한 사유란 새로운 것의 창조를 포함하며, 이러한 창

조는 무의식적 역량으로부터 발생 가능하다. 그런데 사유의 독단적 이미

지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처럼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의 혁명적 역

량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운 것으로서 만들어 낸다.150) 대신 그것은 사유

의 본성 해명이라는 과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의식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공고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다. 철학사 비평을 통해 들뢰즈는 철

학사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사유에 관한 공준들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이러한 공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사유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와 관련된 공준들이 어떻게 사유의 창조적인 본성을 제대

로 드러낼 수 없는지를 보이고, 사유의 본성 해명이라는 과제가 이러한

공준들로부터 어떻게 아무런 창조도 포함하지 않는 의식적 활동의 정당

화 문제로 축소되었는지, 특히 재현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재인의 정

당화 문제로 축소되게 이르는지 보이고자 한다.

이때 통시적 분석 대상으로서 철학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철학으

인 가능하다. “나도 한 세대, 철학사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마지막 세대들 중의 하

나에 속하네. 철학사는 철학에 있어서 분명 억압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지. 그것은 정

확히 철학적인 오이디푸스인 셈이네. “네가 이런저런 것을 읽지도 않고서, 이런 것에

대해 저렇다고, 저런 것에 대해 이렇다고, 감히 네 이름으로 말하려 들지는 않겠지.”

나의 세대 중에서 이런 억압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대담』, p.28)

들뢰즈는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는 사유를 범속적인 것으로 만들며, 그리하여 새로

운 것의 창조라는 사유 고유의 역량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철학사

교육이라는 것은 문헌학적인 작업 등을 바탕으로 특정 철학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구

성해내고 그것을 재생산해내는 것인데, 들뢰즈는 이러한 방식으로 철학사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 오히려 들뢰즈는 철학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전유하는

것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둘 째, 철학의 역사 자체가 하나의 억압 또는 소외의 기제로서 작용해왔다는 뜻이

있다. 들뢰즈가 철학사를 일종의 억압기제로 본다는 것은 철학이 전개되어온 역사 속

에서 의식이 은밀하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무의식적인 것들을 억압해왔다고 볼 수 있

다. 그것이 재현을 중심으로하는 철학사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들은 완전히 무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들뢰즈가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특히 두 번째 의미와 관련이

있다.

150) 안 소바냐르그, 『들뢰즈, 초월론적 경험론』 p.52: “이미지라는 용어는 그것이 맑스

의 이데올로기 개념-거울에 반사되어 뒤집어진 이미지로서의 표상-에서, 그리고 의식

이 그 자체로 투명하다는 신화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사상가

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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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려오는 것들 전체의 역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실제로 들뢰즈는 3장에서 각각의 공준들을 설명하면서 여러 철학자들 또

는 여러 철학 분파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게 되는데, 비판의 범위는 상당

히 넓다.151)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헤겔, 분석철학 등에 대해서는 비

교적 일관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플라톤, 칸트 등에 대해서는 한

계와 의의를 동시에 인정한다. 그럼에도 플라톤, 칸트에 대해서도 공준들

로부터 비롯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극복하지 못한 자들로서 간주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이들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의 여러 서술들을 종합해본다면 암묵적인

공준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오직 니체뿐이다.

그러므로 들뢰즈의 비판은 소위 철학자들로 역사상 인지되어왔었던 철

학자들 전체로 귀속되며, 그런 의미에서 들뢰즈의 비판은 상당히 급진적

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판 적용 대상 범위가 넓다

는 것 이외에도 들뢰즈가 비판하고 있는 공준들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 공준들은 철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

으로서도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상의 측면에 있어서도

들뢰즈의 비판은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는 독단적

공준에 의해 철학이 의미의 문제에 천착해온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만 천착해 왔었다고 비판하는데, 이러한 독단적 공준에 대

한 들뢰즈의 비판은 철학의 본성 또는 철학의 정체가 진리의 문제를 다

루는 것이라는 철학사 내에서의 통상적인 이해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

지는 것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그러한 통상적 이해방식에 맞서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나 참이 아니라 의미의 문제이며, 이는 “거짓의

역량”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

151) DR 169/289 : “이런 사유의 이미지를 우리는 독단적 혹은 교조적 이미지, 도덕적

이미지라 부를 수 있다. 물론 이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변이형들이 있다. 가령 ‘합리

론자들’과 ‘경험론자들’은 모두 이 이미지를 확립된 것으로 가정하지만,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철학들에 따라 바

뀌게 되는 이러저러한 사유의 이미지가 아니라 철학 전체의 주관적 전제를 구성

하는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 일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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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사유를 의식적인 것으로 구속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들뢰즈는 3장에서 전체 여덟 가지 사유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원리의 공준 혹은 보편적 본성의 사유, 2) 이상(理想)의 공준 혹은 공통

감, 3) 모델의 공준 혹은 재인의 공준, 4) 요소의 공준 혹은 재현의 공준,

5) 부정적인 것의 공준 혹은 오류의 공준 6) 논리적 기능의 공준 혹은

명제의 공준 7) 양상의 공준 혹은 해들의 공준, 8) 목적이나 결과의 공

준, 앎의 공준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들뢰즈는 철학의 역사를 관통

해 온 공준들을 이와 같이 여덟 가지의 공준들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준들은 주로 암묵적인 방식으로 철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용되어왔던

것이며, 각각의 공준들은 상호 함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들뢰즈는

철학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통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철학사가 공통적으

로 수용해온 공준들의 체계를 기술해내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사유의 이미지에 대해 비판한다. 첫 째,

들뢰즈가 보기에 무전제로부터 출발이라는 철학적 이념을 실행했다고 간

주되어오던 철학적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특정한 주관적인 전제들을 은연

중에 수용하고 있다. 즉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암묵적인 전제들을 수용하

고 있으면서, 그런 한 그러한 기획들은 무전제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철학

적 이념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들뢰즈

는 특히 데카르트의 철학을 자신의 주요한 비평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

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명제에서

도 특정한 암묵적인 사유에 관한 이미지들이 침투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들뢰즈의 분석을 1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둘째, 사유의 이미지는 사유에 대한 선입견으로서 독단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유의 본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불가하게

만든다. 들뢰즈는 따라서 사유에 관한 암묵적인 공준들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왜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낸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는 2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이 철학사 일반을 겨누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구체적으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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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테제를 수용하는 코기토 철학들에 대해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

고 있다. 그렇다면 코기토 철학에 대한 비판의 함의는 무엇일지에 대해

서 3절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들뢰즈는 초월

론과 경험론 사이의 어떠한 새로운 할당을 구상하고 있었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절. 무전제성의 이념

이성은 가설들을 원리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가설들로서 대하네. 즉 ‘무

가설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인(근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출발점들처럼 말일세. 이성 자체가 이를 포착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고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결론(종결) 쪽으로 내

려가되...(플라톤,『국가』 VI, 511b)

어떠한 전제나 가설로부터도 해방되어있는 곳에서부터 철학적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사 내를 지탱해온 고전적 이념 중 하

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철학은 그러한 이념을 성공적으로 현실화

한 것으로서 철학사 내부에서 신화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

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데카르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과장된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회의도 불가능한

지점으로서 의식을 발견해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는 결코 가언적인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가장 확고부동한 것으로서

철학적 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서 철학사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

다.152) 들뢰즈는『차이와 반복』「3장 사유의 이미지」를 통해 철학적

152) 들뢰즈는 무전제와 관련한 철학의 이념에 대해 언급할 때, 데카르트, 헤겔, 하이데

거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후설을 직접 언명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데카르트의 『성

찰』이 비판의 도마 위로 오르게 되는데, 이때 데카르트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후

설의 “제일 철학(Erste Philosophie)”의 이념에 대해서도 귀속 가능함이 분명하다. 후

설에게 제일철학이란 "모든 철학 가운데 제1의 철학"으로서 "완벽한 무전제성"과 자

기 자신에 관한 "절대적인 반성적 통찰"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설은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론을 제시한다.(『이념

들 Ⅰ』, §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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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이념으로서 무전제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이념에 대해서 비평 작업

을 수행한다. 무전제로부터 출발이라는 이념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오던 철학들 특히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들뢰즈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무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은연중에

특정한 전제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

기 위해 들뢰즈는 전제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철학에서 시작의 문제는 언제나 아주 미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왜냐하면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전제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의 전제들은 엄밀한 공리 체계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전제들인 반면, 철학의 전제들은 객관적인가 하면 또한

주관적이다.(DR 169/289)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코기토 테제는 철학사 내에

서 무전제의 토대를 발견한 특권적인 예로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들뢰

즈는 이러한 코기토 테제가 진정한 무전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객관적인 전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객관적 전제란 특정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나를 과연 무엇이라고 믿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그 다음에 이것들 가

운데 앞에 제시된 근거에 의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

시켜 나가자. 이렇게 되면 결국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마지막에 남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전에 나를 무엇이라 믿고 있었는가? 물

론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또 무엇인가? 이성적인 동물이

라고 말하면 되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다시 동물이란 무엇이

고, 이성적인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한 문제

에서 더 곤란하고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성찰』「제 2성찰」pp.44-5)

데카르트는 『제 2성찰』에서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정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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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아리

스토텔레스식의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동물”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인

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를 정의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의에 관한

형식적 구성요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한다. 즉, 유가 무엇

인지 종차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동물이라는 유에 이

성적이라는 종차가 결합되었을 때 인간에 대한 정의가 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그러한 명시적

규준들에 대해 과장된 의심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자신

의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그는 객관적 전제들을 수

용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들뢰즈가 보기에 데카르트는 설사 객관적 전제들로부터 자유롭

다고 할지라도 데카르트는 암묵적인 양상에서 특정한 주관적인 전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 주관적 전제란 “어떤 개념 안에 담기는 것이 아

니라 어떤 느낌 안에 담기는 전제들”이다.153)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전

제는 “모든 사람들은 ……임을 알고 있다”라는 형식을 취하고서 암암리

에 개입한다. 이러한 주관적 전제는 객관적 전제와 같이 특정 개념에 대

한 명시적 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관적 전제들은 일반적으로 명시적

인 규정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느껴지는 것들로서 간주되며,

따라서 그러한 전제들은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양상에서 수용되게 된다.

주관적 전제는 “개념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선-철학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유한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알

고 있다.……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철학

자는 자신의 전제들이 포함하는 보편자, 곧 존재와 사유의 의미가 암묵적으

로 이해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그리고 어느 누구도 회의하는 것이

사유하는 것이고 사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재현의 형

153) DR 16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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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고 재현적 주체의 이야기 형식이다.(DR 172/291, 원저자 강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확고부동하고

무조건적인 토대로 발견 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한다” 또는 “사유한다”

라는 행위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특정한 그리고 암묵적인 선입견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확고부동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오로

지 데카르트 개인적인 주관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라는 개

인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임을 뜻하고 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언술 할 때, 데카르트는

암묵적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유

한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

다.”

데카르트의 과장된 회의주의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 어떠한 전제들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기획이었다. 그리고 철학사 내에서 데카르트가

입지전적의 신화적 인물로서 회고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획이 성

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들뢰즈는 전

제의 종류를 구분함으로써 그는 데카르트가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전제들은 객관적인 전제들과 관련된 것들뿐이며, 어떤 느낌 안에 담기는

것으로서 주관적 전제들은 엄밀한 판단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해

낸다. “따라서 암묵적이거나 주관적인 전제들 위에 자신의 출발점을 둘

때 철학은 순진무구한 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154)

2절.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

들뢰즈는 3장에서 전체 여덟 가지 사유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원리의 공준 혹은 보편적 본성의 사유, 2) 이상(理想)의 공준 혹은 공통

감, 3) 모델의 공준 혹은 재인의 공준, 4) 요소의 공준 혹은 재현의 공준,

5) 부정적인 것의 공준 혹은 오류의 공준 6) 논리적 기능의 공준 혹은

154) DR 17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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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의 공준 7) 양상의 공준 혹은 해들의 공준, 8) 목적이나 결과의 공

준, 앎의 공준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공준들은 주로 암묵적

인 방식으로 철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용되어왔던 것이며, 각각의 공준

들은 상호 함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앞의 다섯

가지 공준들을 주목하여,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의 본성을 분석해볼 것이

다. 특히 각각의 공준에 대한 들뢰즈의 분석을 살펴보고, 그러한 공준들

이 어떠한 점에서 독단적이라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

겠다.

첫 번째 공준은 “보편적 본성의 사유라는 원리(le principe de la

cogitatio natura)”이다. 이 공준은 사유를 인식능력의 자연적 실행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실행은 “사유 주체의 선한 의

지와 사유의 올바른 본성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참에 대한 자질을 지

니고 있고, 참과 친근한 관계에 있다.”155) 들뢰즈가 직접 드는 예는 아

니더라도, “옳다”라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첫 번째 공준을 상징

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볼 수 있다. “옳다”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는 인

식론적 함의와 도덕적 함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공준으로 드

러나게 되는 사유의 이미지는 사유란 “옳은” 것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사유의 이미지를 우리는 독단적 혹은

교조적 이미지, 도덕적 이미지라 부를 수 있다.”156) 사유는 “선한 본성”

을 가지고 사유 주체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

는 본성상 참된 것만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사유와 관

련된 실천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 번째 공

준에 대한 비판은 사유가 참에 대해 친연성(Πυλί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철학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마저 비판하는 것

이다.157) 참 또는 진리는 전통적으로 철학이 추구하는 대상들이다. 그런

데 들뢰즈는 참에 대한 추구조차 사유에 관한 어떠한 선입견으로서 규정

155) DR 172/293, (원저자 강조)

156) DR 173/295

157) DR/311, “또 사유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지혜 사랑 philosophie을 상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은 어떤 지혜 혐오 misosophie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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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괄호를 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공준 하에서 사유는 권리상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사유는 참

과의 친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사유가 참을 소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연적인 양식과 공통감을 수용해야만 한

다. 역으로 양식과 공통감에 부합하는 것이 사유가 추구하는 참이라는

사태이다.

두 번째 공준은 바로 공통감, 상식의 이상이다. 들뢰즈는 두 번째 공준

이 어떠한 방식으로 철학사 내부에 침투를 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주

로 데카르트와 칸트의 철학을 자신의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다. 칸트에게

서 공통감(sens commun)은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concordia

facultatum)를 뜻한다.158) 그리고 그것은 모든 ‘소통가능성

(communicabilité)’의 주관적 조건이기도 하다. 인식 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는 대상의 동일성 형식에 의해서 가능하며, 동일성 형식을 갖춘 것

으로서 대상은 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가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인식능력들의 일치는 코기토의 동일성에서 자신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출발점으로서의 코기토가 지닌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코기

158) 칸트, 『판단력 비판』 (KU. 64): “만일 취미판단이 (인식판단과 마찬가지로) 일정

한 객관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원리에 따라 취미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자

신의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 만일 취미판단이 순전한 감

관취미의 판단처럼 아무런 원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취미판단의 필연성이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취미판단에는 무엇이 만족을 주는가 또는 무엇이

불만족을 주는가 하는 것을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정에 의해서 규정하는,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하게 규정하는 주관적 원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같

은 원리는 공통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공통적 지성(상식)도 또한 공통감sensus communis이라고 부

르고 있지만, 이 공통감은 그러한 공통적 지성(상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후

자는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념에 따라 ― 비록 대개는 불분

명하게 표상된 원리로서의 개념에 지나지 않지만 ―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통감이 (그러나 이 공통감이란 외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

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에서 나오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 즉 거듭 말하자면 그러한 공통감을 전제해야만 취미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칸트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공통감을 상정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 대목은 칸트가 취미판단의 공통감과 논리적 공통감을

구분 짓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서로 다른 두 공통감

을 통하여, 공통감 일반의 의미를 추론해볼 수 있다. 공통감은 인식능력들 간의 일치

문제이며, 또한 필연성의 가능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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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는 주체 안에 있는 모든 인식능력들이 주관적 자기동일성을 반영하는

어떤 하나의 대상 형식과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한다.…코기토는

그 자체가 철학적 성격을 띠게 된 공통감이다. 데카르트는 물론이고 칸

트에게서도, 모든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를 근거 짓고 똑같은 것으

로 가정된 어떤 대상의 형식 위에서 이 능력들이 합치함을 근거 짓는 것

은, “나는 생각한다.”의 자아가 지닌 자기동일성이다.”159)

세 번째 공준은 재인(récognition)의 모델이다. 재인은 기억 작용의 한

가지 형태로, 개인이 현재 대하고 있는 인물, 사물, 현상, 정보 등을 과거

에 보았거나 접촉했던 경험이 있음을 기억해 내는 인지 활동을 뜻한

다.160)세 번째 공준에 의해서 재인은 사유의 모델이 된다. 재인은 사유를

대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인의 공준은 공통감의 이상과 동

전의 양면관계를 이루고 있다. 재인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것으

로 가정된 어떤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

치”이기 때문이다.161) 철학사 내에서 재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는「제

2성찰」에서의 데카르트 밀랍 논증이다.162) 밀랍은 녹기 전 신선함, 달콤

한 냄새가 남, 단단함, 차가움, 쉽게 만져짐, 손가락으로 쳤을 때 소리가

남 등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밀랍을 녹인다면, 밀랍이 본래 가지

고 있던 감각적 속성들은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밀랍을 녹였다 해도 그

것은 녹이기 전의 밀랍과 동일한 밀랍으로 지각된다. 만일 밀랍에 대한

지각이 감각에 의한 것이라면, 녹이기 전의 밀랍과 녹인 밀랍이 동일하

다는 것을 지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녹기 전의 밀랍과 녹고 나서의

밀랍이 동일한 것임을 재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물체조차도 본

래는 감각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오직 오성에 의해서만 지각된다는 것을,

물체는 만져서 혹은 보아서가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지각된다는 것을 알

159) DR 175/299

160) 곽호완 외,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재인” 항목

161) DR 174/298

162) DR 176/300: 사유를 재인의 모델을 통해서 이해해오던 것은 철학사의 오랜 전통과

도 같아 보인다. “재인의 모델은 사유의 이미지 속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데카르트의 『성찰』,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살펴본

다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재인의 모델이고,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

한 철학적 분석을 ‘정향’하는 것도 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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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163)

네 번째 공준은 재현적 요소의 공준이다. 재현은 개념과 대상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다. 재현은 개념의 동일성, 개념의 규정 안에 있는 대립,

판단의 유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전제한다. 첫 째, 개념의 동일성은 재

인에서 같음의 형식을 구성한다. 경험적 개념으로서 밀랍은 동일성을 가

지고 있고, 그로부터 밀랍은 녹기 전이나 녹은 후에나 동일한 것으로 재

인가능하다. 둘 째, 대립하는 두 가지 술어는 동시에 하나의 주어로 규정

가능하지 않다. “규정가능성(Bestimmbarkeit)의 원칙”이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두 개의 술어규정의 동시적 귀속을 배제함을 뜻한다. 셋 째, 판

단의 유비는 규정 안에 대립을 전제한다. 특정 개념에 대한 규정은 규정

가능한 술어들과 이에 대립하는 술어들 간의 비교를 함축하는 것이

다.164) 유비는 “규정 가능한 최고의 개념들에 의존”하는 것을 뜻하거나,

또는 “규정된 개념들과 이 개념들 각각의 대상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

들에 의존”한다.165) 넷 째, 판단에서의 유비는 대상의 유사성을 전제하고

있다. A라는 개념이 B라는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가 C라는 개념과 D라

는 개념이 맺고 있는 관계와 질적으로 유사할 때, 우리는 유비적인 관계

를 발견할 수 있다. “개념의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이 대상은 그 자체로

서든 그것이 다른 대상들과 맺는 관계에서든 어떤 유사성에 의존하고,

이 유사성은 지각 안에 있어야 하는 어떤 연속성의 요건에 해당한다

.”166)

우리는 지금까지 보편적 본성의 사유라는 원리, 공통감의 이상, 재인의

모델, 재현의 요소라는 네 가지 공준들이 각각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러

한 공준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는 네 공준

들의 관계를 “침전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167) 공준들은 단계적으로 논

163) 데카르트, 『성찰』 p.55

164)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p.245 : “칸트의 상징은 이념을 현시하되 유비적

으로 현시한다. 이 유비는 개념적 사유의 수준에서 일어난다. 유비는 이념으로 향한

개념적 재현의 상승적 이동이다. 이때 이념은 개념적 재현의 외부에 있다.”

165) DR 179/307

166) DR 180/308

167) DR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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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귀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제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인 정도

가 다르다.168) 코기토 테제는 보편적 사유의 본성으로서 사유의 이미지

를 은밀하게 전제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유의 이미지에 관한 전제는

그것의 이면에 더욱 암묵적인 전제를 감추고 있다. “먼저 본성상 올바를

뿐 아니라 사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어떤 사유의 이미

지가 있고, 그 다음 이 사유의 이미지로부터 ‘권리상’ 따라 나오는 공통

감의 순수 요소, 마지막으로 재인의 모델 혹은 이미 이 모델에서 따라

나오게 되는 재현의 형식 등이 있다.”169) 암묵적인 정도에 있어서 차이

가 나는 공준들은 그럼에도 논리적 귀결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준들은 논리적으로 상호 함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공준은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오류이다. 선한 본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서 사유는 자신만의 방법론을 갖추고서, 이러한 방법론을

충실히 이행했을 시 반드시 참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만일 참을

얻는 것에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외부의 특정한 요인에 의

한 것일 뿐이다. 외부의 특정한 영향에 의해서 참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

168) 사유에 관한 공준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수

록 효과적이다. 따라서 들뢰즈는 이러한 공준들이 철학사 내에서 명시화되고 있는 부

분들을 통해서 공준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또 숨어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유의 공

준이다. 들뢰즈는 사유의 선한 본성과 관련한 공준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도 한다. “아무리 철학자가 진리는 결국 ‘어떤 도달하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해도, 이 이미지는 암묵적인 상태에서 계속 굳건

하게 버티고 있다.”(DR 172/295)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들뢰즈가 철학사 내에서 사유의 암묵적 공준들을 밝혀내

는 작업은 무의식에 대한 분석 작업과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록 누군가가

자신은 사유의 암묵적인 공준을 비판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고 아무리 강하게

항변해보아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들뢰즈의 분석에 의하면 의식 바깥에서 독

단적 공준은 끊임없이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공준들이 어

디서 어떤 양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입증부담을 가지게 된다. 진리를 얻는 것

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의 사유 속 어디에서 다시 사유의 선한 본성에 대한 공준

들이 개입하게 되는지 등을 설명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가 3장 사유의 이

미지 내에서는 그와 관련된 입증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들뢰즈가

기술하고자 하는 사태는 “심지어” 사유의 선한 본성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려고 했던

자들조차, 이러한 공준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있는 듯하다.

169) DR 175/300



- 111 -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류이다. 그리고 오류의 공준은 앞서의 네 가지

공준들에 대한 이면(裏面)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류로서의 공준은 재

인으로서의 공준과 동전의 양면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류는 보편적인

본성의 사유라는 가설 안에서 자연스럽게 개진되는 ‘부정적인 것’이다

.”170) 이러한 공준들에 의해 사유는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 사유는 재인을 기준으로 성공 아니면 실패의 기로에 위

에 서있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준은 사유가 재

인이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한 경우를 모두 오류로서 간주해버리도

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사유에는 “오류 이외의 다른 재난들, 훨씬 이겨내기 어려

운 어떤 치욕들, 유달리 개봉하기 어려운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

다.171) 다섯 번째 공준은 이러한 것들은 오로지 사실적인 것으로서만 치

부할 뿐이며, 그리하여 사유의 선한 본성이라는 권리를 방어해내고 있다.

“철학이 권리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어떤 사유의 이미지 안에서 자신의

전제를 찾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전제를 반박하기 위해 반대의 사실들

을 들이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노릇이다.”172)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공준들은 들뢰즈에 의하면 철학사에서 공통적

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수용되어오던 것들이다. 이러한 공준들을 암묵

적으로 수용해옴에 따라 사유의 본성은 왜곡되기에 이르렀다. 여러 공준

들 하에서 사유의 본성은 재인으로서 오인되어 왔다. 그리하여 사유의

문제는 “이것은 책상이다.”, “안녕, 테아이테토스” 등과 같은 식별의 가능

근거를 해명하는 문제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재인의 가능 근거에 대한

해명 문제는 “사소한 것”에 속할 뿐이다. “재인을 위해 벌이는 자발적인

싸움들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여기서 싸움은 오로지 어떤 공통감이나

상식 아래에서 오로지 확립된 가치들을 둘러싸고만 벌어질 뿐이며, 통용

되는 가치들(명예, 부, 권력 등)을 차지하거나 주무르기 위해 벌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의식들이 벌이는 싸움”일 뿐이다.173)

170) DR 193/331

171) DR 193/331

172) DR 174/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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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대상을 재인하는 데 얼마든지 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열중과 동원은 사유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174) 사유의 운명

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사유한다는 것은 창

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175) 따라서 들뢰즈는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사유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일체의 암묵적인 전제들을

거부하고자 한다. 사유의 선입견으로서 그 어떠한 사유의 이미지도 받아

들이지 않고자 하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이미지 없는 사유를 추

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 없는 사유란 사유에 관한 어떠한 전제들도

수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무전제로부터의 출발이라는 고전적

인 이념을 인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절. 코기토 철학에 대한 비판

사유의 선한 본성, 선한 의지에 관한 공준과 재인의 모델과 관련된 공

준들을 설명할 때 들뢰즈는 주로 사유에 관한 데카르트의 철학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고, 지칭의 특권과 관련된 공준과 관련해서는 형

식논리학을 철학적 수단으로서 적극 수용하고 있는 분석철학 분파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176) 비판의 대상은 그 외에도 플라톤, 아리스

173) DR 177/304

174) DR 181/309

175) DR 194/328

176) 『차이와 반복』에서는 분석철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이 가해지는 것 같아 보이

지는 않다. 물론 독단적 사유의 공준들에 대한 비판의 함의 속에 분석철학 전통에 대

한 비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의미의

논리』를 참조해볼 수 있겠다. 프레게, 러셀에 대한 들뢰즈 나름의 비판적이면서도 동

시에 긍정적인 수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게, 러셀에 대한 들뢰즈 나름의 비판적 수

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 들뢰즈는 여기서 프레게와 러셀을 상당히 과격한 방식으로

비틀면서 자기 철학 내부로 재전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들뢰즈는 마이농의 대

상이론을 긍정하고 있으며, 러셀의 역리 등에 대해서도 러셀 자신이 실제로 해결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서 들뢰즈는 역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들뢰즈에게 역설적

인 사태, 모순적인 사태는 배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되어야

할 것인데, 러셀의 역리에 대한 들뢰즈의 수용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러셀의 역리는

어떤 본질적인 사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극복되어야 할 사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상당히 과격한 방식으로 비틀면서 러셀이나 프레게 등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프레게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지시체와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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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텔레스를 비롯하여, 칸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판 대상의 외연에 대

해 들뢰즈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없지만, 그의 서술을 따

른다면, 그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는 철학사 일반을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따라서 들뢰즈의 비판의 범위는 광범위하

며, 들뢰즈의 비판의 대상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다양한 사조들은 독

단적 사유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들뢰즈의 입장에서는

동류의 철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에

종속되어 있는 다양한 철학 사조들은 사유의 본성을 의식적인 활동으로

서만 또는 그러한 활동의 결과물로서만 한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다.

사유의 이미지에 종속되어 있는 철학사조들의 범위는 넓음에도 들뢰즈

가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 비판을 통해서 주요하게 겨누고 있는 것은 데

카르트의 철학이었다. 그가 무전제로부터 출발이라는 철학의 고전적 이

념에 대해서 논할 때, 들뢰즈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던 것도

데카르트였다. 데카르트는 순진무구한 척하면서 자신의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전제들에 대해서도 판단중지를 수행하고 있는 듯 보였지

만, 암묵적인 양상으로는 주관적인 공준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런 한에

서 데카르트는 결코 무전제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이념을 실제로 실행할

수 없다. 그것이 “나는 사유한다.”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

한 출발점은 필수적으로 사유의 암묵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장된 회의라는 방법적 기획 자체도 필연적으로

사유의 이미지는 개입하게 된다. 과장된 회의는 아무리 회의를 과장되게

하고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되고 있

는 것이며, 그런 한 그것은 사유의 도덕적 이미지를 전제하고 있을 수밖

에 없다. “이는 확실성과 의심을 본질적으로 구별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시체 사이에 무한 소급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프레게의 역설로서 설명하고 있고,

들뢰즈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설을 초월론적인 것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는 와

중에도 들뢰즈는 이러한 무한소급을 방지하려는 장치를 마련한 자로서 카르납에 대해

서는 비판을 가한다. “존재의 무한증식이라는 이 원리는 현대 논리학자들의 많은 근

거 없는 반론들을 낳았다. 다음을 보라. Carnap, Meaning and Necessity, Chicage,

1947, pp.130-138.” (LS 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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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려는 의지가 이미 사유에 있다는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177)

설사 코기토를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의 빛’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의 빛’은 ‘명석-판명’한 인식과

분리 불가능하며, 사유의 선한 본성으로서 ‘본유성’을 상정하고 있을 뿐

이다. 그리고 이는 재인의 모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유의 이미지에 대

한 들뢰즈의 공격은 자기의식으로서 코기토를 중심으로 자연의 빛을 투

사함으로써 앎을 확장시켜나가는 기획들 전반을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 관념론 및 초월론적 현상학은 데카르트 성찰의 수혜

자들이었으며 이후 그들의 철학적 과업은 데카르트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계승해나가는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러한 철학을 통칭해서 “주체 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에게서는 공통적으로 확고부동한 것으로서 주체가 설정되고, 주체는 대

상을 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상일반의 형식은 주체로부터 기인

한 것이다. 가령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에는 모든 표상을 종합하는 심

급으로서 초월론적 통각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는 대상을

구성하며, 대상은 주체에 대해 필연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대상

일반의 형식은 의식의 통일의 상관물로서 설명된다.178)

들뢰즈는 칸트, 후설 등의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과 다른 새로운 초월

론적 철학을 기획하고 있다. 칸트와 후설의 철학은 독단적 사유의 이미

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 철학도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들이다. 특히 그들의 초월

론적 철학들은 공통적으로 공통감의 공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177) DR 182/310

178) PCK 25/41, 나의 표상들은 의식의 통일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에서 나의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는 이런 식으로 표상들을 수반한다. 그런데 표상들은, 그 표상들이 종

합하는 다양이 위의 재인의 방식으로 어떤 대상과 관련되지 않고는 하나의 의식 속

에서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다. 확실히 우리는 규정된 (잡다를 통해 이런저런 것으로

규정된) 대상들 외에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 일반 (‘어떤 대상’, ‘대상

=X’)으로서의 객관성을 갖지 않는다면 잡다는 전혀 대상과 관련되지 못한다. 이 형식

은 어디서 오는가? 어떤 대상은, 나는 생각한다, 또는 의식의 통일의 상관물이다. 그

러므로 코기토의 표현, 즉 코기토의 형식적 객관화이다. 따라서 코기토의 진정한 (종

합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를 생각한다, 그리고 사유하는 나 안에서 어떤 대

상을 생각한다. 그 대상은 내가, 표상된 잡다를 그에 관련시킨 대상이다.(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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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철학적으로 주요한 과제는 인식 능력들 사이의 일치를 해명하는

것이 되었다. 다만 칸트는 의식적인 영역 내에서 이성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개의 공통감이 있다고 봤으며, 후설을 비롯해 현상학자들은 수동적

종합 개념 등을 통해서 무의식적 혹은 전의식적 영역에서의 공통감 해명

문제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들에게 초월론적인 영역은 주로 의식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주체 또

는 자아와 상관하는 것으로서 여겨져 왔으며, 또한 초월론적인 것은 경

험의 가능근거로서 규명되어왔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경험적인 것을 초월론적인 영역으로 전사(傳寫)시켰다. 경험적이고 의식

적인 차원에서 성립 가능한 논리들을 초월론적인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

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논리적 가능성 또는 물리적

가능성 등의 개념으로서 초월론적 영역을 기술해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들뢰즈는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의 독단적인 면모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히 경험적인 것들을 토대로 초월론적인 영역을 규명하려는 전사의 방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전사의 방법은 초월론적인

영역과 경험론적인 영역 사이의 본성상 차이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에서 초월론적인 영역은 경험 일반의 가능성

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의 초월론적인 영역은 경험 일반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경험의 영역이 표상 또는 재현 가능한 영역

이라면, 초월론적 지평은 재현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리고 경험 또는

의식의 영역에서 칸트적 범주를 비롯하여 형식 논리학의 적용이 성립된

다면, 초월론적 영역은 그러한 형식 논리학적 적용으로부터 자유롭다. 가

령 모순율과 같은 것들은 의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지며

그러한 차원에서는 모순되는 사태는 의식적 사태에 한해서 성립 불가능

한 것이다. 반면, 초월론적인 영역에서는 그러한 모순 또는 역설들이 성

립 불가하지 않다. 오히려 들뢰즈는 초월론적 영역에서 그러한 역설과

모순들을 발견하고자 하며, 그것을 단초로 하여 이미지 없는 사유를 실

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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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을 정의하는 것은 역설감(oara-sens) 안의 이념들이 지닌 명제 외적이

고 비현실적인 특성일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을 정의하는 것은 또한 능력들

의 역설적 실행이 지닌 비경험적 특성일 수도 있다.(DR 251/421)

들뢰즈는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과 관련해서 초월론적인 영역을 의식

이 아니라 무의식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들뢰즈의 서술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들뢰즈는 문제와 해답

과 관련한 공준에서 문제를 잠정적인 해답으로서 간주하는 공준에 대해

서 비판했으며, 이는 기존의 철학은 해답과 본성상 다른 것으로서 문제

그 자체의 차원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였고, 언제나 해답을 기준으로

그것의 중성화된 명제를 질문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었다.

물음들의 역량은 언제나 대답들과는 다른 곳에서 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바탕을 향유한다. 물음이나 문제들이 보여주는 끈덕진 요구와

내속성, 초월성, 존재론적 풍모는 충족이유에 따르는 목적론적 형식(“무엇을

위해?” 혹은“왜?”)을 통해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어떤 차이가

있지?”, “조금 반복해보지.”등과 같이 차이와 반복의 이산적 형식을 통해 표

현될 뿐이다. ……따라서 문제와 물음들은 무의식에 속한다.(DR 142/245)

독단적 공준으로서 문제와 해답의 혼동은 결국 의식과 무의식의 혼동

과도 같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본성상 차이,

또는 물음과 해답 사이의 본성상 차이를 혼동하여 무의식을 의식적인 것

으로 환원시켜 이해해버리는 것이다. 들뢰즈의 구도에서 문제나 물음은

언제나 명약관하하게도 무의식적인 것이며, 이것은 초월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 해답은 의식적인 것이며 경험적인 차원에 속한다.

또한 우리는 공통감의 공준에 대해서도 들뢰즈가 비판했었음을 앞서

살펴봤었는데, 공통감에 대한 그의 비판 역시 그것이 초월론적 영역을

의식화시켜버리는 기제이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다. 대신하여

공통감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들뢰즈는 역설감(para-sens)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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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은 무의식의 능력이라 해도 놀랄 것은 없다. 그것은 언제나 두 의

식 사이에서, 양식에 반하며, 또는 의식의 등 뒤에서 공통감에 반하여 발

생한다.”179) 공통감은 의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역설은 무

의식적이고 초월론적인 차원의 것이다.

이외에도 재현의 공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도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

험론이 무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재현되

는 것이 의식적인 것이라면, 그에 상반되는 것은 미분적인 것이며, 이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무의식에서의 “부분 대상들은 미세 지각들의 요소들

이다. 무의식은 미분적이고 어떤 미세 지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무의식은 의식에 대해 본성상의 차이를 지닌다.”180) 들뢰즈는 미

분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을 통하여 초월론적 영역을 해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칸트나 후설의 초월론적 철학의

초월론적 기획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서로 연속선상에 있

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기획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들뢰즈는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통해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이 상정하고 있던 초월론

과 경험론 사이의 구도를 쇄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과 서로 불연속

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은 사유의 독단

적 이미지에 구속되어 있고, 그로부터 초월론적인 영역을 의식적인 것으

로만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통해

무의식으로서 초월론적인 영역을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들뢰즈에게 진

정한 사유란 오로지 의식적이기만 하거나, 데카르트에게서처럼 명석 판

명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또는 칸트에게서의 선험적 종합 판단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초월론적 경험론의 구도 하에서 진정한 사

유란 훨씬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3장.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평가

179) LS 99/162 (인용자 강조)

180) DR 1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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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두 가지로 이뤄져있다. 첫 째,

무전제성의 이념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둘 째, 독단적 사유의 이미

지를 수용함으로써, 사유의 본성은 왜곡된다. 이러한 비판은 철학사 전반

을 향하고 있지만, 특히 주체 철학 일반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그와 관련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는 듯 보이며, 또한 재고를

통해 들뢰즈 비판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절에서는 무전제성의 이념과 관련하여 수행되었던 들뢰즈의 비판으로

부터 들뢰즈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2절에서는 철

학이라는 학문은 진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또는 진정한 사

유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들뢰즈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주체 철학 일반, 혹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

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며, 과연 그러한 비판은 정

당한 것이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절.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이미지

사유의 암묵적인 공준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들뢰즈는 이것들

에 대해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과격함은 결국

들뢰즈 자신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

든다. 들뢰즈는 사유의 모델로서 기존의 재인의 모델을 부정한다. 대신

“이미지 없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지 없는 사유란 선한 본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공통감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재현과 재인으로부터도 자

유로울 것이다.

들뢰즈가 사유의 암묵적인 전제들에 대해서 가하는 비판의 성격을 보

자면, 들뢰즈는 그러한 전제들에 대해서 판단중지를 요청하기보다는 그

것들에 대한 부정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들뢰즈도 이미 어떤 전제들을 투입시키고 있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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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이 사유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이라면, 들뢰즈 또한 특정한 사유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유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181)이라는 들뢰

즈의 설명은 이미 들뢰즈가 자기 나름의 사유에 대한 이미지를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지 없는 사유는 여전히 사유

의 창조적 역량에 관한 하나의 이미지를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사유의 이미지와 이미지 없는 사유의 이미지는 이미지

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사유의 이미지가 “모든

사람은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다”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반해 이미지 없는 사유에서는 사유의 창조적 역량에 대해 전제하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모든 사람은 사유의 창조적 역량을 알고 있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지 없는 사유의 이미지는

모든 사람이 사유의 창조적 역량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유하고 또 소수의 사람

들만이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다. 여기

서는 오히려 거꾸로 단지 한 사람뿐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 겸손하

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

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을 겸손하게 부정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오

로지 이런 사람만이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또 실질적으로 반복한다.”182)

따라서 들뢰즈가 사유의 창조적 역량을 수용하고 있는 듯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들뢰즈가 기존의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에 대립하는 것으

로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그런 한 무전제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철학적 이념을 인수하고 있던

들뢰즈의 기획에 대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지

없는 사유의 이미지는 형식상 또는 본성상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와 구분

가능한 것이며, 또한 사유의 이미지와 이미지 없는 사유의 이미지는 내

용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사유의 이미지가 재현에 구속되어 있는 사유의 이미지라면, 이미지 없

181) DR 194/328

182) DR 17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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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의 이미지는 어떠한 재현적 구속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는 추상

적 이미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지 없는 사유의 이론”을

기획한다는 것은 “회화에서 회화를 재현으로부터 추상예술로 넘어가게

만든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183) 추상 예술이 어떠한 재현으로부터 벗어

났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서 재현을 발견하

고 있을 것이다. 만일 추상 예술 역시 그것이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 특정한 재현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추상

예술에서의 이미지와 재현 예술에서의 이미지는 본성상 차이가 나는 것

이다. 그리고 추상 예술에 빗대어 지고 있는 이미지 없는 사유 또한, 그

것이 사유에 관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한에서, 또 다른 주관적 전

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나, 그때의 전제는 독단적 사유의 전

제와는 형식도 다르며, 따라서 본성상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진리 추구에 대한 비판

그러나 철학자들은 사유인 한에서의 사유는 진리를 추구하고, 권리상 진리를

사랑하며, 권리상 진리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사유와 진리의 권리 관계를 설

정하고, 순수 사유자의 의지를 진리에 접근시킬 때 철학은 진리를 자신의 소

유일지도 모르는 구체적 의지에, 힘들의 어떤 유형에, 권력의지의 어떤 성질

에 접근시키길 회피한다.……니체는 진리에 대한 허위의 열망을 비판하는 것

이 아니라, 진리 자체, 즉 이상으로서의 진리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다.(NP

108/175, 원저자 강조)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들뢰즈가

어떠한 것들을 독단적이라 비판을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들뢰즈가 진정한 사유의 국면으로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 과

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사유의 독

단적 이미지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철학의 정체가 진리에 대한 탐구라

고 하는 철학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방식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 들

183) DR 35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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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즈는 철학의 본업이 진리추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철학의 역사가 전개되어오면서 진리의 본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

지 입장들이 있어왔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치론과 정합론 등

이 있는데, 들뢰즈의 비판은 이러한 진리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들에 대

한 비판까지 함의하고 있다. 일치론은 주관과 객관의 일치, 또는 능력들

사이의 일치가 진리라고 보는 입장이다. 들뢰즈는 공통감에 대한 공준

비판을 가하는데, 이는 일치론에 대한 비판 또한 함의하고 있다 볼 수

있다. 혹은 들뢰즈는 명제의 의미적 차원과 대상적 차원을 구분하며, 참

과 거짓의 문제는 지시체로서 대상과의 연관 속에서 규명가능하며, 의미

적 차원은 참과 거짓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4)

그리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말은 너무 지나치거나 혹은 충분치 않다.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근거에 대한 탐구는 우리에게 사유의 새

로운 방식들에 대한 영감을 주어야 하는 어떤 ‘비판’의 핵심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것이 충분치 않은 것은, 근거가 자신에 의해 근거지어

지는 것보다 훨씬 넓은 외연을 지니는 한에서, 이 비판은 단지 전통적인

사유 방식들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85) 따라서 의

미가 지시체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

는 것은 재인의 논리적 형식 속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일치의 모델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합론이란 무-모순적인 체계를 진리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모순되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율을 따르는 것이다. 철학은

일반적으로 모순율을 수용해왔다. 많은 철학자들은 모순적인 사태를 회

피되어야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뤄왔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

여주는 것은 러셀의 역설과 연관이 있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자기 자신

의 수염을 깎지 않는 자들의 수염만을 깎아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세비

야의 이발사는 자신의 수염을 깎아야 하는가, 깎지 말아야 하는가? 이발

사가 자기의 수염을 깎는다면, 그것은 그 자가 자기 스스로 면도를 하는

184) DR 198/339

185) DR 19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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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면도해준 것이므로 모순이 된다. 반면 만일 이발사가 면도를 하

지 않는다면, 그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를 하지 않는 자들 중 한명이 되

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발사는 면도를 시켜주기로 했으므로,

면도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발사가 처한 역설은 러셀의 역설을 우화로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러셀은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형론을 도입하였고, 이

는 집합론의 체계를 정교화 하는 방식으로 이발사의 역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즉 러셀은 군대의 이발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규준들을 재정비한 것이다.

군대의 이발사는 실존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집합도 마찬가지라고 말함으

로써 역설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역으로 역설들은 언어

안에 내속하며, 중요한 것은 언어 자체가 그러한 존재들의 내속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기능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설들은

사유의 그릇된 이미지, 엉터리 같으며 쓸데없이 비비 꼬인 이미지라고 말해

서도 안 될 것이다. 사유를 하나의 단순한 행위, 스스로에게 명료한 행위, 무

의식 및 그 안의 무의미의 모든 잠재성을 작동시키지는 않아도 되는 행위로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역설들은 우리가 그것을 사유

의 단초들로서 인정할 때에만 오락이 되는 것이다.(LS 92/154)

러셀을 비롯하여 수학자들, 논리학자들은 러셀의 역설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준들을 정교화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모순율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역설

의 상황을 회피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

로 수용해야할 대상으로 본다.186) 사유는 “스스로에게 명료한 행위”가

아니며 그것은 “무의식 및 그 안의 무의미의 모든 잠재성을 작동”시킬

186) 모순율을 따르지 않고, 즉 모순적 사태를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게 될 때 야

기될 수 있는 귀결은, 모든 명제들의 타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며, 참과 거짓

의 구분 기준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체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방어될 수 있을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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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라야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잠재성을 작동시키는 것이 바

로 들뢰즈에게는 역설인 것이다. 역설은 회피되어야 할 것도 아니며, “사

유의 그릇된 이미지”도 아니다. 그에게 역설은 오히려 초월론적 경험의

발생 근거이며, 필요조건이다. 적어도 들뢰즈는 초월론적 영역과 관련해

서는 모순율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는 논리학적 체

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의 사태를 회피해야할 부정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들뢰즈의

이러한 입장은 무-모순으로서 정합적 체계를 구성하려는 정합론과는 거

리가 멀다.

들뢰즈는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에 대한 비판은 철학이 진리를 추구해

야 한다는 관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철학적 입장은 초월론적 영역과 관련하여 일치론과 정합론 등의 고전적

진리론의 모델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의 영향 하에

서 사유는 본성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또 해야 하는 것으로 간

주되지만, 들뢰즈는 진리 추구와 무관한 사유의 본성을 발견해내고 있는

것이다. 사유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일치, 또는 인식능력들 간의 일치 속

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정합적인 체계의 설립을 통해서도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187)

“우선 사유의 새로운 이미지는 진리가 사유의 요소가 아

187) 피터 홀워드, 「6장 진리의 기준들」 『알랭 바디우: 진리를 향한 주체』, 바디우와

들뢰즈의 철학은 전통적 의미의 진리론에 대해 대립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진리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은 새로움에 대한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계로서 보고 있다. 피터 홀워드는 바디우에게서 진리의 기준들에 관한 문제들

을 다루는데, 그는 바디우의 입장이 일치론, 정합론, 반실재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임을 밝힌다. 바디우의 진리론은 세 가지 기준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다. 따라서 바디우가 제시하는 진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다. 첫째, 바디우의 진리는 일관적이다. “왜냐면 유적절차가 반드시 조사와 조건에 있

어 내부적으로 일관된 집합을 분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진리는 분명히 상황

에 대한 현실 위에 정초되고, 그것은 진리치의 제약되지 않은 사용을 함의한다. 그리

고 그것은 효과적으로 자기검증하며, 증가하는 단계들의 수고로운 연속의 시간을 넘어

서며 구성된다. 셋째, 주체화 그 자체가 대상의 부재 속에서 진리에 대한 확증을 제공

한다. 바디우는 일반적인 진리는 없다고 보았으며, 오직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특정한

진리만 있을 뿐이라 보았다. 상황에 대한 진리로서, 각각의 진리는, 본질적 비일관성

속에서, 존재의 “같음”을 보여주었다. “상황”은 요소들을 하나로 셈하고, “상태”는 요

소들에 대한 무리를 하나로 셈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직 “유적 절차”만이 상황 속에

서 셈해지는 것에 대한 진리, 즉 비정합적인 존재를 드러낸다. 유적절차는 현시

(presentation)의 무차별성 속에서 셈해지거나 현시되는 것을 드러낸다. 진리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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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사유의 요소는 의미와 가치이다. 사유의 범주들은

참과 거짓이 아니라 사유 자체를 독점하고 있는 힘들의 본성에 의한 우

아함과 비루함, 고귀함과 저속함이다.…우리의 보다 고귀한 사유들은 거

짓을 고려한다.”188)

3절.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의 폭력성

앞서 2장 3절을 통해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비롯해, 주체 철학

일반이 사유의 이미지에 관한 들뢰즈의 주요 비판 대상이었음을 확인했

다. 사유의 독단적 공준들은 사유의 무의식적인 역량을 억압하고, 사유의

창조적 본성을 왜곡한다. 그로부터 사유는 새로운 것을 발생시킬 수 없

으며, 사유는 재인의 모델에 갇혀서 사유의 문제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틀 안으로 제한되어 버린다. 이것이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의 독단성

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주체를 출발점에 두

는 주체 철학 일반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체 철학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폭력적

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성향들은 들뢰즈가 니체의 비유를 활용하고

있을 때,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헤겔뿐 아니라 칸트까

지도 “철학의 노동자들”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들의 철학이 이 지울 수

없는 재인의 모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189) 철학자들이 사유의 문

바디우의 철학적 주제 의식으로 보다 분명하게 표명되어왔고, 진리에 관한 고전적 입

장들과 대결하여 새로운 진리론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철학적 프로그램의 일

부를 이루고 있었더라면, 들뢰즈는 진리에 관한 고전적 의견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

서, 철학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표면적

으로 각 철학자들이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구도에 입각해 본다면,

바디우가 기존의 진리론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진리론을 제시하고자했다면, 들뢰즈

는 기존의 진리론에 대해 비판하며 진리론 대신 의미에 관한 철학을 개진하고자 했었

던 것이다. 따라서 바디우가 진리론을 재전유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들뢰즈는 철학적

문제로서 진리론과의 결별을 택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

효과상 그러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바디우의 새로운 진리론과 들뢰즈의 의미론은 모두

지식론이 아닌 것으로서 자신만의 철학적 대상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대목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두고 두 철학자들에 대한 보

다 면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8) NP 1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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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재인의 모델에 입각하여 규명하고 있는 한, 철학자들의 작업은 “노

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노동은 현행적 가치들의 재생산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유는 현행적 가치들의 공고화에 봉사할 뿐,

현행적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함구할 뿐이다. 반면

이와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철학의 노동자들”에 대해 들뢰즈는 과소평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철학의 노동자들”은 새로움의 생산 주체이

며, 인식론적 지평의 확대라는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철학의 노동자들”에 대한 들뢰즈 비판은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들뢰즈의 비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지 않은가?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 비판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철학의 노동자”로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에 대한 들뢰즈 비판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겠다. 들뢰즈는 『순수이성

비판』이 재인의 모델에 입각하여 기술된 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칸트가 재인의 모델에 입각하고 있는 이상, 새로움의 생산은 불가능하다

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순수이성비판』은 재인의 정당화 문

제를 주제로 하고 있기 보다는, 선험적 종합 판단 해명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들뢰즈는 독단적 사유의 이미지와 관

련된 공준들을 상호 함축의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선험적 종합 판단의

문제 역시 재현을 요소로 하고 있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공통감의 이상

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재인의 모델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것

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재인과 선험적 종합판단은 구분가능하다.

그리고 선험적 종합 판단 해명이 칸트에게서 철학적 주제로 부상하게

된 것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결정적이었던 것은

인식의 확장이 불가능한 분석명제를 넘어서, 인식 확장이 가능하면서 동

시에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종합명제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있었을 것

이다.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의 문제는 그 동기부터 인식의 확장이라는 새

로움의 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입각한다면, 칸트의 철학이

189) DR 178/304,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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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새로운 것을 사유할 수 없다는 들뢰즈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거나,

둘 째, 이때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새로움”이라는 사태가 단순히 과

학적, 또는 학문적 인식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들뢰즈의 비판이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선

택지는 후자의 것이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칸트를 비롯한 주체 철학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의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먼저 재인과 재현, 그리고 선험적 종합 판단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 물

을 수 있다. 들뢰즈는 이러한 개념들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

고 있다. 칸트의 재인의 모델이 재현을 요소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재인

의 모델은 필연적으로 재현의 요소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재인의 모델이 “일상적”이라는 지적 또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안녕, 테아이테토스, 이것은 책상이다.”등과 관련된 사고 판단은 분명

일상에서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식별과 관련된 판단들

은 일상에서 수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인의 모

델이 선험적 종합 판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

겠다. 선험적 종합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분명 특정 단계에서 재인

의 종합이 필요하겠으나, 선험적 종합 판단은 재인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하게 될 때, 그

비판의 적용 범위는 재인의 모델에 까지는 미칠 수 있으나, 그것을 선험

적 종합 판단에 대해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들뢰즈는 재인의 모델이 일상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가하는데, 그렇

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일상적이

라고 할 수 있을까? 가령, “삼각형 내각의 합이 두 직각이다”라는 사실

을 인류가 알고 있지 못하다가, 누군가에 의하여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도 사소하거나 일상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2는

서로소인 두 정수의 비로 표현 불가능하다.”는 히파소스의 발견은 새로

운 것이 아닐까?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앎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상의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한 일들이지 않은가? 분석적 판단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을 이뤄낸다는 것은 단순히 재인의 모델을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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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190) 과학적 앎이나 기하학적 앎이 반복적

인 학습을 통해 습득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러한 앎은 비교적 일상의 영

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될 터이며, 그때서야 삼각형 내각의 합이

두 직각이라는 것이라고 식별하게 될 것이다. 즉 특정 지식이 습관화 되

었을 때, 그때 그 앎을 통해 우리에게 재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

서 재인과 선험적 종합 판단을 같은 것이라 볼 근거는 없다.

산수도 칸트에게서는 선험적 종합판단의 일종이며, 덧셈의 연산으로부

터 구성되는 곱셈 역시 선험적 종합판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곱셈과 관련하여 암기를 하고 있으며, 특정

곱셈 연산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암기된 지식을 통해 식별을 하듯 답을

내어놓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목 때문에 재인과 선험적 종합 판단이 구

분이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둘은 분명 차이가 있다. 누군가가

교육을 통해 근의 공식을 외우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근의 공식이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재

인과 선험적 종합 판단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은 재인의 모델과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선험적 종합

판단이 이뤄질 때는 재인의 모델로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처럼 보인다.191)

또한 더 나아가서, 선험적 종합 판단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재인

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앎을 얻을 수도 있다. 가령 샛별과 개밥바

라기 별이 같은 별이라고 식별하고 있지 못하다가, 망원경의 발견 등을

190) 수학적 진리들이 종합명제이냐, 분석명제이냐 논쟁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설사 수학적 진리들이 분석명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석명제는 인간의 인지와 관

련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후에는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191) 들뢰즈도 재인과 선험적 종합판단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실험

을 통해 과학에서 법칙과 관련한 앎을 얻게 될 때, 아주 짧게나마 반복이 개입한다고

보고 있다. 즉, 유사성의 질서에서 동일성의 질서로 옮겨가게 될 때, 새로움과 관련한

것이 개입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질서를 다른 하나의 일반적인 질서로, 곧 유사성의 질서를 동등성의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적은 어떤 동등성을 발견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유사성들을 허물어야 한다.……여기서 반복은 하나의 일반성의 질서에서 다른 하나의

일반성의 질서로 향하는 이행 안에서만 나타난다.”(DR 9/30) 이를 통해 우리는 선험

적 종합이 안겨다 주는 새로움은 들뢰즈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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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두 별이 하나의 동일한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는 그

별에 대한 식별과 관련해서도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인식적인 변화를 일상적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인의 모델이

단순히 일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모델 안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재현적 사유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의 핵심은 그러한 사유가 새로운 것

을 사유해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들뢰즈가 역설하는 사유의 본래적인

창조적인 역량은 재현을 요소로 하여 완전하게는 설명이 불가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칸트의 선험적 종합의 문제가 공통감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리하여 대상적 형식의 동일성과 주체의 동일성을 고수하고

있는 한, 칸트가 상정하고 있는 사유는 재인의 모델로부터 자유로울 수

가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칸트가 상정하고 있는 선험적 종합 판단은

그 어떠한 새로운 것에 대한 사유도 불가할 것이다.

재현을 요소로 하는 한, 들뢰즈의 관점에서는 선험적 종합 판단 역시

일상적인 경험만을 정당화해줄 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선험적 종합 판

단 역시 범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뉴턴의 역학의

체계만 하더라도 그것이 선험적 종합 판단으로부터 귀결된 명제들로 구

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명제들은 분명 어떠한 면에서는 새

로운 면모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뉴턴의 역학 체계의

설립은 인류 지성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진보라고 평가 가능할 것

이다. 비단 뉴턴의 역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문 세계에서

진보를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진보의 관념 속에서 새로움의

계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현상학에서는 상호주관성 같은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학문적 진보를 기술해내고자 할 것이다.192) 따라서

재현과 공통감에 의하여 지식의 성립을 설명하는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움의 관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들뢰즈가 재현과 공통감을 바탕으로 사유를 이해하는 것이

192)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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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창조적인 역량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현적 사유는 새로운 것을 사유할 수 없으므로 초월

론적 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

단은 재현적 사유의 일종이면서도 동시에 학문적 진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첫 째, 재현을 초월론적 가상이라 간주했던 들뢰즈의

비판의 타당성을 의심해보거나, 둘 째,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새로움이

라는 것이 선험적 종합을 통해 설명 가능한 학문적 진보에서의 새로움과

는 차원이 달랐다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간단하게 들뢰즈의 비판이 타당하지 않았다고 택하기 보다는, 들뢰즈

가 상정하고 있는 사유의 창조적 역량이 학문적 진보에 의해서 설명 가

능한 차원을 넘어서는 있는 것이라고 해보자. 만일 이러한 가정이 사실

일 경우, 칸트에 대한 들뢰즈 비평의 성격에 관해서 더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칸트의 선험적 종합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들뢰즈

의 가능한 비판은 내재적 비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들뢰즈는 칸트 철학 내에서 논리의 허술함을 지목하거나 일관적이지 못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칸트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외

재적 비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선험적 종합 판단을 사유의 모델

로 삼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 들뢰

즈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을 사유의 문

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사유는 선험적 종합 판단의 울

타리 내부에 갇혀 있게 될 공산이 클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들뢰

즈가 해명해 보이고자 하는 사유의 창조적 역량은 제대로 드러날 수 없

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들뢰즈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 해명에 대해서 내재적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주제

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비판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고 이는 얼마큼 칸트와 들뢰즈가 각각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

가 달랐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칸트는 선험적 종합판단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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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자신의 초월론적 관념론의 핵심

과제로 여겼다면, 들뢰즈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선험적 종합에 관

한 두 철학자의 입장 차이는 초월론적 관념론과 초월론적 경험론 사이의

친연성의 정도를 측정가능하게 해 줄 시금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금석에 의하면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사유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과 전혀 다른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4부. 정신분석적 무의식에 대한 비평

우리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이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차이

나게 반복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의식적인 것으로 국한되어 왔던 기존의

초월론적 영역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초월론적 영역을 무의식적 차원

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앞서 다뤄봤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무의식에

대한 들뢰즈의 개념은 초월론적 경험론의 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으로서 드러나게 되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본다면 정신분석에 대한 들

뢰즈의 참조가 단순히 들뢰즈 철학 체계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추정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차이

와 반복』을 중심으로 들뢰즈의 철학이 정신분석과 맺고 있는 관계에 주

안점을 두고, 들뢰즈가 무의식 개념을 통해 자신의 반복 개념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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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해내고 있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들뢰즈 철학과 정신분석 관계 문제부터 검토해본다. 들뢰즈

철학과 정신분석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정적 경향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경향성 형성의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

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안티 오이디푸스』를 전

후로 하여, 들뢰즈의 다양한 저서 속에서 정신분석 또는 프로이트의 이

론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었는지 확인해본다. 이로부터 들뢰즈의 주요한

철학적 문제의식이 무의식 개념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프로

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들뢰즈의 양의적 평가에 대해서 분석해본다.

[칸트에게서] 수동적 자아는 단지 수용성에 의해 정의되고, 이런 자격에서 어

떠한 종합의 능력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우리는 변용들

을 겪는 능력인 수용성은 어떤 귀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수동적 자아

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그 자체가 수동적인 어떤 종합(응시-수축)에 의해 구

성된다는 것을 보았다.……칸트적 창의성이 회복될 가능성은 바로 이 수동적

자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데 있다. 이 새로운 평가 안에서 시간의 형식

은 죽은 신과 균열된 나를 동시에 지탱한다.(DR 118/205)

마지막으로 『차이와 반복』「2장 대자적 반복」에서 들뢰즈가 어떠한

정신분석 개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수동적 종합에 관한 이론을 개진하

고 있는지 분석해본다.

1장. 들뢰즈 철학과 정신분석 관계 문제

1절. 들뢰즈 철학과 정신분석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부

정적 경향성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의 기획은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을 변용하

고 있다. 초월론적 관념론이 초월론적 주체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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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구성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면, 그에 반해 초월론적 경험론은 전통

적인 주체 개념을 비판하고 자기의식화가 불가능한 지점으로서 무의식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초월론적 관념론에서 초월론적 영역은 의식적인

것으로 설정되어있다면 들뢰즈는 이러한 설정 자체가 사유의 독단적 이

미지에 의한 착시이자 가상임을 폭로한다. 초월론적 영역은 의식적인 것

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초월론적 경험론은 초월론적 관념

론의 초월론적 기획을 수용함과 동시에 초월론적인 영역을 의식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차이와 반복』에서는 프로이트 및 클라인, 라캉 등의 정신분석을 적

극 참조함으로써 들뢰즈는 자신의 무의식론을 구상해내고 있다. 같은 해

출간된 『의미의 논리』에서 들뢰즈는 자신의 저술이 “논리학적이고 정

신분석적인 소설이 되고자 한”다고 직접 표명하고 있었다.193) 적어도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시기 까지 들뢰즈는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적 계승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194) 가령 『의미의 논리』「보

론1 플라톤과 시뮬라크르」에서 들뢰즈는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설명하

기 위해 프로이트의 환상에 관한 이론을 참조하고 있었으며,195) 더 나아

가 그는 라캉의 세미나에서 오두아르 Xavier Audouard가 플라톤『소피

스트』편에 관한 발제를 하면서, “시뮬라크르”(simulacra, φάντασμα)를

정신분석적 환상으로 재독해하고 있는 것을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시뮬

라크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었다.196) 역으로 60년대 말 두

번에 걸쳐 들뢰즈에 관한 라캉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1967년 『자허마조

흐의 소개』 출간 뒤 세미나가 이뤄졌고, 이후 1969년 『의미의 논리』

출간 뒤 또 한번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두 번에 걸친 세미나에서 라캉

193) LS 7/40

194) 『대담』, 155: “재미있는 것은, 정신분석으로부터 내가 펠릭스를 끌어낸 것이 아니

고 바로 그가 나를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조허에 대한 연구에서, 그 다음 『의미

의 논리』에서, 내가 사드-마조허의 허위적 일치에 대한 혹은 사건에 대한 결과로서

이끌어낸 것은 정신분석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반되는 것도 아니었

습니다.”

195) LS/415

196) LS/412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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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들뢰즈의 저작들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

으며, 『의미의 논리』에 관한 세미나의 경우는 그가 자신의 제자인 나

지프 Jacques Nassif 에게 별도로 발제를 요청하여, 세미나가 진행되었

다. 분명 초중기 시기의 들뢰즈 철학과 정신분석 사이에서는 상호 교류

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와 반복』에서의 무의식 개념에 대한 연구는

주변적인 것으로 너무 쉽게 밀려나와 있었으며 더더군다나 들뢰즈의 철

학이 정신분석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차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은 더

더욱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난 채로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

인들을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들뢰즈는 라캉의 제자였던 과타리

와의 협업을 통해서 『안티 오이디푸스』등의 작품을 내어놓았고, 그것

은 들뢰즈의 출세작이 되었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들뢰즈와

과타리가 정신분석과의 전면전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였으며,

들뢰즈와 과타리는 반-정신분석의 상징적인 기수로서 반-정신분석의 화

신이 되었다.『안티 오이디푸스』이후 들뢰즈는 정신분석에 대해 전면적

인 비판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들뢰즈 연구자들은 정신분석에 대한

『안티 오이디푸스』의 들뢰즈의 이러한 전면적인 비판을 이전의 그의

작품들로까지 투사시킴으로써, 들뢰즈가『안티 오이디푸스』이전의 작품

들 속에서 정신분석적 아이디어들을 적극 참조하고 있는 대목들에 대해

서까지 그것들을 들뢰즈의 철학적 체계 내의 사소한 것으로서 치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왔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분석 자체에 대한 세

간의 관심의 감소 또한 들뢰즈의 철학과 정신분석 사이의 관계 조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다.197)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차이와 반복』등에서 들뢰즈가 정신분석적인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음에도, 들뢰즈의 철학과

정신분석 사이의 관계 규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들

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그러한 요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차치

197) 『디알로그』“3장 송장이 된 정신분석을 분석하시오.”에서 들뢰즈는 이미 정신분석

을 송장에 비유하고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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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서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들뢰즈를 둘러싼 특정한 연구의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들뢰즈의 철학 내부에서 정신분석적인

아이디어들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해내는 일에는 많은 절

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

분명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들뢰즈의 철학을 기

술하는 연구들에 있어서 그것이 고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들뢰즈의

철학 내부에서 정신분석적 면모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내에서 들뢰즈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들뢰즈 개념어 사

전』(2003),『질 들뢰즈의 사유의 원천1』(2005)등의 성과물들이 비교적

최근에 나오게 되었다. 전자는 들뢰즈의 철학 사전으로서 출간된 것이며,

백과사전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들뢰즈의 철학적 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개념어들의 의미

가 연대기 안에서 어떠한 변천을 겪고 있는지 기술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에 대한 철학적 비평들까지 첨가되어 있다. 후자는 들뢰즈의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을 추려

서 그러한 인물들의 사유가 들뢰즈의 철학적 체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작품은 모두 들뢰즈 철학

내에서 들뢰즈가 정신분석을 참조하고 있는 국면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

다. 추정컨대, 이는 정신분석을 참조하고 있는 대목이 들뢰즈 철학을 이

해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암묵적으로 반영된 결

과일 것이다.『질 들뢰즈의 사유의 원천1』의 경우 들뢰즈가 직접적으로

존경을 표했던 그의 은사들 이폴리트, 알퀴에서부터, 들뢰즈가 비교적 적

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 아낙시만드로스나 둔스 스코투스에 대해서

도 그것에서 들뢰즈가 자신의 사유의 영감을 어떻게 얻었을지 추정해보

고 있지만, 그에 반해 들뢰즈가 훨씬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왔었던 정신

분석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서술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허락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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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연구가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서술을 이어나가다보면 어떤 부분들은 그러한 체계적 서술 내부로 포괄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구라는 행위 자체가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을 정당화해내고 입증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연구가 특정

한 관점 이외의 것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비판

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하였던

두 저술과 같은 경우를 본다면, 그러한 작품들은 단순히 들뢰즈의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서 진행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들은 사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들뢰즈 사유에 있어서 중요하다

고 여겨지는 것들은 최대한 빠짐없이 총괄하고자 하는 기획 속에서 집필

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에서조차 정신분석

과 관련된 들뢰즈의 참조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들뢰즈 사유를 이

해하는 것에 있어서 정신분석적 참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의 반

영 결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들뢰즈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들뢰즈가 정신분석에 대해 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관점의 타당성을 해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입증 책임을 안고 있었다. 소머스-홀 Henry Somers-Hall(2017), 장

-자크 르세르클 Jean-Jacques Lecercle(2002), 키스 포크너 Keith W.

Faulkner(2006) 등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공통적으로 들뢰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신분석적

참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연구경향들과

달리 왜 그들 각자가 들뢰즈 철학을 정신분석적인 길을 통해서 접근하고

자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을 뚫고서도

자신이 왜 정신분석적인 길을 통해 들뢰즈 철학의 진면목을 이해하고자

하는지 입증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198).

들뢰즈의 철학과 정신분석의 관계에 대해 규명의 필요성이 있다. 들뢰

즈 철학과 정신분석 관계에 대한 선입견들을 괄호 쳐 두고, 들뢰즈의 텍

198) 48번, 51번 주석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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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 돌아가, 들뢰즈가 프로이트, 라캉 등에 대해 어떠한 서술들을 남

겼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흔히 정신분석에 대한 태도의 급변기로 알려

진 『안티 오이디푸스』를 기점으로 해서,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서

술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 해볼 것이다.『안티 오이디푸스』이

전만 하더라도 들뢰즈는 죽음 본능,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거세 콤플렉스

등의 정신분석 개념들을 소극적으로든 비판적으로든 수용하고 있었으나,

『안티 오이디푸스』부터 이러한 정신분석적 핵심개념들을 수용하길 거

부했다. 이 저술을 기점으로 들뢰즈의 철학은 정신분석과 더 이상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님이 확신 시 된 듯하다. 그러나 정신분석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들뢰즈가 초중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시

기까지 끊임없이 정신분석적 개념들과 대화하고 대결해왔으며, 그러한

대화 또는 대결의 연속은 무의식에 관한 그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관심

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분

석에 대한 후기의 격정적인 비판은 이미 이전부터 예고되어오고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절.『안티 오이디푸스』이전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 참조 분

석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태도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다.『안티 오이디푸스』이후 반-정신분석의 기수로서 들뢰즈가 이해되어

오던 흐름이 있었고, 이 흐름은 정신분석과 들뢰즈의 철학이 단순하게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인상을 강력하게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강

력한 인상들로부터 일각에서는 들뢰즈의 서술들 내부에서 정신분석적 흔

적들을 과소평가해서 보려는 시도들이 따라 나올 수 있게 되기도 하였

다. 하지만 정신분석과 들뢰즈 철학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과 들뢰즈 철학이 적대적인 관계였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가 정신분석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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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 철학에 드리운 반-정신분석적 인상에 대해 괄호를 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들뢰즈가 특히 『안티 오이디푸스』이전 시기 정신분석을 어

떠한 방식으로 참조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199)『안티 오이디푸

스』이전의 시기까지 들뢰즈에 대해서는 그가 정신분석을 비판적으로 수

용해왔다고 평할 수 있다. 특히 그 무렵 그가 남긴 상당수의 텍스트들

속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정신분석에 대한 직간접적인 서술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우리는 정신분석에 대한 접근방식의 양상에 따라서 들뢰즈

초 중기 저술들을 세분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텍스트의 주제가

정신분석과 직결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다. 이에는 『자허마조흐 소개』,

『의미의 논리』등이 해당한다. 둘 째, 텍스트의 핵심 주제의 내용이 정

신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들뢰즈가 특정 철학자나 예술가의 철학적 체

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면서, 그러한 재구성 도중 정신분석을

참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니체와 철학』,『프루스트와 기호들』, 『베르그손주의』등 이 있다.

셋 째, 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서술들도 있다. 『차이와 반복』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복합적이라 함은 정신분석에 대한 적극적인 참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정신분석과 상관이 없어 보

199) 통상적으로 『안티 오이디푸스』시기부터 정신분석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구분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틀림없다. 가령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안티 오이디푸스』와 정신분석은 완전히 양립불가능

한 것인가? 다니엘 스미스(2012)와 같은 경우, 라캉과 들뢰즈 관계에 관한 지젝과의

논쟁에서 들뢰즈는『안티 오이디푸스』에서도 라캉을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계승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처럼 들뢰즈와 정신분석 또는 들뢰즈와 라캉의

관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라캉의 정신분석 자체가 일관적이지 못한 부

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끊임없이 변모해왔으며, 크게는 세 가지 시기

로 구분가능하다. 지젝의 경우는 중기의 라캉을 기준, 라캉과 들뢰즈 철학 사이의 비

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면 라캉의 정신분석은 『차이와 반복』,『의

미의 논리』 등과는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목들에서 상통하는 것들도 있

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면『안티 오이디푸스』부터 들뢰즈가 라

캉과 완전히 결별한다고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 스미스의 경우, 라캉의 정신

분석적 체계도 중기와 후기를 구분해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라캉의 후기의 정신

분석적 사유는 중기 시기에 대한 자기비판 속에서 등장할 수 있었으며, 상징계를 주

제로 하고 있던 중기와 달리, 후기에는 주로 실재계를 주목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후기 라캉의 사상은 들뢰즈가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무의식적 생산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사태와 상통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음을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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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작품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작품만큼 그 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전체가 직

접적으로 정신분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차이와 반복』의 일부

로서「2장 대자적 반복」은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 고유의 독창적 비평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정신분석에 대한 비

평 이외의 중요한 내용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들뢰즈 초 중기 대부분

의 텍스트들은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신분석을 참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그리고 어떠한 유형이 되었든 우리는 초

중기 서술 속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직간접적인 참조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유형들 중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을 확

인해봄으로 들뢰즈 철학과 정신분석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작품의 주제의식 또한 정신분석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경

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분석에 대한 나름의 내재적 비판이 수행되

고 있다. 들뢰즈는 『자허마조흐의 소개』을 통해서 당시 정신분석 담론

에서 통용되고 있던 “사도-마조히즘적 실체”라는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

“사도-마조히즘적 실체”라는 개념에 의하면 마조히즘은 변형된 사디즘으

로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들뢰즈는 그러한 개념 자체에 반대한다. 이

를 위해 들뢰즈는 사디즘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해 대칭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서만 이해되어오던 마조히즘 개념을 비판하고, 마조흐가 남긴 문

학 작품들에 대한 정교한 문학비평을 통해 마조히즘은 사디즘의 일부 구

성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정신 역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기

술한다. 사디즘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상대로서 마조히즘적 인물을 찾는

다는 것은 따라서 사실과 다르며, 사디즘은 자신만의 상대를 찾고, 마조

히즘 역시 자신만의 상대를 찾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들뢰즈는 여타

의 정신분석에서의 핵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자기만

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들뢰즈는 정신분석의 담론 내

부의 논리를 따르면서, 사도-마조히즘적 실체 등의 특정한 개념들에 대

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사디즘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은 인정하면서, 들뢰즈는 마조히즘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대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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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고 있다. 들뢰즈의 정신분석적 참조는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적 계승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은

이 작품 속에서 들뢰즈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

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목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기존의 라캉

의 입장을 향해 상당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정신분석적 담론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여성들은 아버지의 모습이 영원히 폐기되는 상징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가장 견식 있는 정신분석자들조차 상징적 질서의 출현

을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시켰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이것은 단지 어

머니를 자연으로, 아버지를 문화와 법의 유일한 원리와 대표자로 보는 비분

석적인 개념에 집착하는 것일 뿐이다.(PSM 57/76 인용자 강조)

들뢰즈는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라는 정신분석적 구도 자체를 부정하

지 않는다. “아버지의 이름”(Nom-du-Père)이라는 정신분석적 개념의 실

재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버지의 이름”이

란 라캉으로부터 연원한 개념이며, 1955~56년의 정신증에 대한 세미나에

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 기표는 주체에게 법을 비롯한 상

징질서로 편입을 유인하며, 근친상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만약 이 기표가 '폐제'(foreclosure)된다면, 즉 상징계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다면 정신증이 유발된다. 들뢰즈는 이 개념을 수용하는 동시에 상대

화하고자 했다. 그는 문화와 법의 차원으로서의 상징계가 오직 그리고

유일하게 아버지의 이름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는 라캉의 이론을 향해 상당히 도발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라캉처럼 “가장 견식 있는 정신분석자들조차” 주체가 문화

나 법의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주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하는 것

과 동일한 사태로 이해하고 있지만, 들뢰즈는 마조히즘의 사례를 근거로

주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문화나 법의 차원으로 진

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아버지의 이름의 개입 없이도 세 가지

어머니의 유형들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주체는 문화와 법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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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들뢰즈는 이를 위해 직접적

으로 조어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들뢰즈가 “아버지의 이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 또한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이해할 수 있

다. 분명 이는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단

편을 통해서 들뢰즈가 나름 얼마큼 정신분석에 있어 정통했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텍스트 내에서 들뢰즈가 정신분석 담론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가 정신분석에 대한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도발적인 비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0)

둘 째, 정신분석과 관련된 논의가 작품의 주제 의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분석에 대한 참조가 주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조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서술을

우리는 『베르그손주의』, 『니체와 철학』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개

철학사 재독해를 하고 있을 때, 들뢰즈는 철학자들의 특정 이론과 프로

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니체를 분석

하고 있을 때, 니체의 힘에의 의지 이론과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비

교하거나, 베르그손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베르그손의 순수 기억 이론

과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비교한다. 이때 정신분석은 들뢰즈가 주요

서술 대상으로 삼고있는 철학자들의 철학들과 대립하기도 하며, 공통점

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들뢰즈는 대립되는 지점을 주목하

며, 특정한 철학 개념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 비견해 가질 수 있는

우월함 또는 특징들을 주목한다. 이는 그가 철학사적 비평 작업을 수행

하면서 정신분석에 대해 가졌을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한다.『베르그손주

의』에서 들뢰즈는 무의식을 주제로 베르그손과 프로이트의 이론을 대비

시키고 있다. 들뢰즈는 베르그손의 순수기억의 “즉자적”이고 “잠재적”인

200) PSM 58/77-78: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들뢰즈가 라캉의 실재계,

상징계, 상상계의 구도를 수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대목은 아버지의

이름이 폐제되었을 때, 그것은 실재계를 통해 끊임없이 귀환을 함으로써 환각을 유발

하며, 마조히스트들은 이러한 환각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비록 상징적 질서에서는 쫓겨났지만 실제적인 또는

경험의 질서 내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크 라캉이

최초로 공식화시킨 근본적인 법칙에 따르면, 상징적 차원에서 폐제(foreclosure)되었던

대상은 환각의 형태로서 “실재계”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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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의 비교를 수

행한다. 들뢰즈의 비교에 의하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심리학적인

대상에 불과하지만, 베르그손의 무의식 개념은 존재론적 대상이다.201)

베르그손이 “순수기억”이라 부르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 이

것이, 왜 그것이 잠재적이고 무기력하고 무의식적이라고 얘기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이 모든 말들 특히 프로이트 이래로 특별히 효력 있고 활동적인

심리학적 실존과 뗄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무의식”이란 말은 위험하다.

우리는 프로이트적 무의식과 베르그손적 무의식을 대면시켜야 할 텐데, 왜냐

하면 베르그손 자신이 그 비교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이 지점에서 베르그손은“무의식”이란 말을 의식 바깥에 있는 심리학적

실재를 가리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심리학적인 실재, 다시 말해 즉자적인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 채용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B 50/74)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그것이 의식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심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심리적 현상들과 직접적

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특별히 효력 있고 활동적

인 심리학적 실존과 뗄 수 없다.” “아주 엄격히 말하면, 심리학적인 것은

현재이다. 현재만이 “심리학적”이다; 그러나 과거는 순수한 존재론이며,

순수 기억은 오직 존재론적인 의의만을 갖는다.”202)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들뢰즈가 베르그손의 순수기억을 무의식

이론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존재론

적인 차원으로서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주석서로

201) 주재형, 「베르그손의 순수 기억의 존재 양태에 대하여」, 여기서 주재형은 순수기

억을 잠재태로 해석하는 들뢰즈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보고 있다. 순수기억은

단순히 기억의 저장소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원뿔도식 등과 관련한 부분을

재독해함으로써 순수기억의 현행적이며 의식 의존적인 속성들을 분석해내고 있다. 그

런데 들뢰즈의 잠재태 개념 내부 자체에서도 어떤 긴장감이 발견되고 있는 듯하다.

그는 반복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반복 개념을 전복시킴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것 대신, 반복하기 때문에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잠

재적인 기억과 같은 것이 끊임없이 현행화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억압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2) B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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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들뢰즈가 베르그손의 순수기억에 착

안하여 잠재태와 관련된 자신의 철학적 아이디어들을 구상해내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203)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들뢰즈의 잠재태 개념

이 무의식과의 연관 하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때의 무의식이 심리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존

재론적으로 확장된 무의식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니체와 철학』에서도 정신분석은 니체의 철학의 비교대상으로서 등

장한다. 들뢰즈는 의식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독해하고, 니체의 신체론을

일종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으로서 해석한다. 니체의 텍스트 내에서 드러

나는 의식과 신체의 대립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으로서 변환 가능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니체에게서 신체는 힘들 간의 관계로서 규정되며,

“신체는 항상 니체적 의미에서 우연의 산물이고, 가장 “놀라운” 것, 사실

상 의식과 정신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보인다.”204) 들뢰즈는 순수

기억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론을 하나의 무의식 이론으로서 다시 읽어낼

때와 마찬가지로, 니체의 의식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신체, 힘에의 의지의

관계 터전으로서 신체 역시 하나의 무의식 이론으로서 규명해내고자 한

것이다.205)

203) “하지만 그 시대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철학사를 일종의

비역 혹은, 같은 얘기지만, 무염시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지. 나는 어떤 작가

의 등에 달라붙어서 그의 애를 만들어낸다고 상상했지. 그것은 그의 아이가 될 것이

고, 흉물스러울 것이었지. 그것이 그의 아이라는 사실이 중요해. 실제로 그 작가는 내

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어야 하니까.……베르그손에 관한 나의 책이 좋은 본보기이

지” 흔히들 들뢰즈를 베르그손주의자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들뢰즈의 베르

그손에 대한 주석은 들뢰즈의 다른 철학사적 작업에 비해, 통상적인 철학사적 방식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는 많다. (『대담』,

29, 인용자 강조)

204) NP 45/87: NP 47/90-91: “필연적으로 무의식적인 힘들의 활동은 신체를 모든 반작

용들보다 우월한 어떤 것 그리고 특히 의식이라고 불리는 자아의 반작용보다 우월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참된 과학은 활동성actualité의 과학이지만, 활동성의

과학은 또한 무의식에 대한 필연적 과학이다. 과학이 의식과 동일한 방향 속에서 동

일한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부조리하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서 도덕이 싹트는 것을 느낀다.”

205) NP 129/203 “사람들은 니체의 저작 속에서 무의식의 여러 종류가 있음을 주목할

것이다. 활동은 본래 무의식적이지만, 그 무의식은 반응적 힘들의 그것(무의식)과 혼

동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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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란 무엇인가? 프로이트처럼 니체도 의식은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moi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식은 현실의 관점에서의 외

재성보다는 가치의 관점에서의 우월성과 관련해서 정의된다. 이 차이는 의식

과 무의식의 일반적 입장에 있어서 중요하다.(NP 44/86)

들뢰즈는 니체의 이론을 프로이트의 “위상학적 가설”과 비교했다. 들

뢰즈의 비교에 의하면 니체와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관련하여 유사한 위

상학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프로이트의 특정한 위상학

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기능들을 할당하

고 있다. 의식은 현재적 지각이 일어나고 있는 심급이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각들을 수용하는 터전으로서 설명된다. 의식은 순간적은 흥분

들로서 지각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의식은 의식에 드러나는 지각

들을 “항구적인 흔적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종종 그가 “위상학적 가설”이라 부르는 삶의 도식을 설명한다.

흥분을 수용하고 그것의 항구적인 흔적을 보존하는 것은 동일한 체계가 아

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장치의 외적 체계가 지각될 수 있는 흥분들을 수

용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못하므로, 기억을 갖지 못하고

그 체계 뒤에 첫 번째의 순간적인 흥분을 항구적인 흔적들로 변화시키는 다

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 두 체계 혹은 두 기록은 의식

과 무의식의 구별에 상응한다.……프로이트는 그런 위상학적 가설을 책임지

지도 않으며, 무제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니

체의 저작 속에서 그 가설의 모든 요소를 발견한다. 니체는 반응적 장치의

두 체계, 즉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한다.(NP 129/203)

들뢰즈는 힘에의 의지에 관한 니체의 이론을 프로이트의 “위상학적 가

설”에 덧대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을 따르면, “사실상 우리는 니체

의 저작 속에서 그 가설의 모든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들뢰즈가

니체의 위상학을 수용한다면, 그는 프로이트의 위상학에 대해서도 우호

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프로이트와 니체가 유사한 위상학을 주장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위상학에 대한 태도는 차이를 보인다. 위상학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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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로이트의 태도가 보다 과학자의 태도에 가깝다면, 니체는 형이상학

자의 태도에 가깝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위상학을 단지 하나의 가설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그런 위상학적 가설을 책임지지도 않으며, 무제한

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에 반해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하나의 철학적 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다.206) 들뢰즈는 위상학에 대한 프

로이트와 니체의 태도 중에서 자신의 입장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 직접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서술들의 맥락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는 들

뢰즈가 위상학에 대해 프로이트처럼 가설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니체와

같이 하나의 실재로서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런 면들을

종합해본다면, 우리는 들뢰즈가 프로이트의 위상학의 내용적인 측면들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프로이트보다 훨씬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흥미로운 주석을 통

해서도 들뢰즈가 니체와 프로이트를 직접 비교하고 있는 대목을 찾아볼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들뢰즈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 어떤 점을 비

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니체(1844-1900)와 프로이트(1856-1939)에 대한 노트: 우리는 앞에서부터 니

체가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지어야만 하는가? 존스 Ernest

Alfred Johns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부정했다.……사람들

은 니체가 프로이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바를 상상할 수 있다. 바로 거기

서 그는 정신적 삶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적인” 입장, 참된 “활동”에 대한

무지, 참된 “전환”을 구상하고 야기함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고발할 수도 있

었을 것이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생도들 가운데 진짜 니체주의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더 사실처럼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 오토 랑

크 Otto Rank (1884-1939)는 프로이트에 있어서 “승화라는 생기 없고, 흐릿

한 관념”을 비판해야만 했다. 그는 프로이트가 의지를 가책이나 죄의식으로

부터 해방시킬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로이트주의의 무의식이란 미지

206) 물론, 동일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설로서 수용하는 자와 하

나의 원리로서 수용하는 자는 서로 다른 입증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니체

가 프로이트보다 더 많은 입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입

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들뢰즈는 별도의 설명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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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 힘들에 의거하면서 승화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의지로 대체하길

원했다. 그 점이 그를 다음과 같이 말하게 만든다. “나와 프로이트의 관계는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관계와 같다.”(NP 131/206-207)

들뢰즈는 여기서 프로이트와 니체를 비교하고 있다. 들뢰즈는 니체의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이 어떻게 비판될 수 있을지 구상해보고 있으

며, 이를 위해 프로이트의 제자 중 오토 랑크207)가 자신의 스승에 대해

어떠한 비판이 이뤄졌는지 참조한다. 랑크는 니체를 프로이트 이전 무의

식 개념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철학자로 봤으며, 니체의 다양한 철학적

개념들을 적극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정신분석 담론을 갖춰나가고자 했

다.208) 이러한 오토 랑크의 목소리를 빌려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프로이트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그것이 여전히 “순응주

의”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며, “도덕적”이며, “반동적”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승화 개념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도덕적이고 순응주의

적인 면모를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승화란 억압된 충동이나 욕구를 사회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표출하고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무분별해질 수 있는 성적인 충동을 사회적으로 길들이는 기제가 바로 승

화이다. 오토 랑크는 승화의 기제가 무의식을 반동적인 형식으로 길들이

려는 전략과 연관이 있음을 꿰뚫어보고서 이를 비판하고 있었다. 들뢰즈

는 이러한 오토 랑크의 비판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와 같은 자유간접화법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첫 째, 들뢰즈가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 보이는 애매한 태도이다. 들뢰

즈는 프로이트의 특정 이론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쇄신하면서 참조하고

207) 프로이트는 아들러에 의해 오토 랑크를 소개 받은 후, 그는 1905년부터 20년간 프

로이트의 애제자로서 인정받아왔었다. 하지만 오토 랑크는 『출생의 외상』등을 통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이외에도 자신의

스승의 여러 이론들에 대해 학문적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종국에는 프로이트와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8) 김정현, 「니체사상과 오토 랑크의 심리학-랑크의 니체수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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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를 프로이트의 비판적 계승자로 식별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 주석을 통해 우리는 후에 『안티 오이디푸스』

에서 수행될 프로이트 비판이 선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9) 정신

분석은 무의식을 일종의 순응주의적인 틀 안에 가두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 중기 작품들을 대상으로 들뢰즈가 정신분석을 어

떻게 참조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해봤다. 이를 위해 들뢰즈의 서술이 정신

분석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작품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유형은 작품의 주제 자체가 정신분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유형의 작품들에는 『의미의 논리』,『자허마조흐의 소개』등이 있

으며, 들뢰즈는 정신분석의 내부 논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특정 개념들

에 대해서는 내재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

은 들뢰즈가 여타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재독해하면서, 부분적으로 프로

이트의 이론 또는 정신분석을 참조함으로써 서술 대상이 되는 철학자의

이론과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니

체와 철학』,『베르그손주의』등의 작품이 속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첫 째 유형과 둘 째 유형의 복합 유형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은

정신분석적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철

학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대목에서 정신분석을 부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차이와 반복』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210)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참조들의 성격을 분석해봄으로써, 들뢰즈가

적어도 『안티 오이디푸스』이전 프로이트의 이론 또는 정신분석에 대해

209)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프로이트가 그토록 격렬히 정신분석을 비판했던 것 역시,

그것이 순응주의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안티 오이디푸스』전후로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정신분석 내에서 순응주의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한 들뢰즈의 이해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초 중기까지 들뢰즈는 순응주의로부터 해방된 정신분석의 기획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믿었을 듯하다. 하지만 『안티 오이디푸스』를 기점으로 그러

한 기획에 대한 모든 신뢰를 철회했을 것으로 보인다.

210) 그런데 세 번째 유형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는 별도의 서술을 하지 않았다. 이는 복합 유형의 특성상 그것이 첫 째 유형과 둘 째

유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린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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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지 입체적으로 재구성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 째, 들뢰즈는 정신분

석에 대해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 그는 때로는 프로이트나 라캉의 이론

등에 대해 상당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으며, 그것이 정신분석

과의 결별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차라리 그러한 비평들을 통해

들뢰즈는 정신분석적인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특정 정신분석적 개

념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전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면

에서 그를 정신분석 이론가로서 평할 수 있다.

둘 째, 철학사적 비평 작업에 있어서나 자신의 고유한 철학적 체계를

설립하는 작업에 있어서나 들뢰즈는 무의식 개념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

로서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르그손의 순수기억 또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는 무의식 이론으로서 재독해 되고 있다. 순수기억과 힘에의

의지는 베르그손, 니체 각각의 철학 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들

이며, 들뢰즈는 이러한 중추적인 개념들을 재독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프

로이트의 무의식과 비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니체, 베르그손 등에 대한

들뢰즈의 재독해가 무의식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

었다. 니체, 베르그손, 프로이트의 이론들은 무의식을 주제로 압축되고

있는 것이다.

셋 째,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이 여타의 철학자들의 특정 개

념들과 비교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들뢰즈 자신의

무의식 이론을 프로이트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수용하고자 할

것인지 확인 가능하다. 특히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가설적이

고, 심리주의적인 성향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순응

주의적이고 반동주의적인 면모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들뢰

즈는 이후부터 이러한 면들을 탈각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무의식 개념

을 주창하게 될 것임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3절.『안티 오이디푸스』이후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참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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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와 과타리는 1972년『안티 오이디푸스』를 출간했다. 전적으로

니체『안티-크리스트』의 영향 아래에서 쓰여 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들은, 마치 니체가 『안티-크리스트』를 통해 기독교와의 전면전을 벌였

듯, 정신분석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초·중기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이 과격화되고 급진화된 결과로도 볼 수가 있다. 우

리는 2절에서 이미 오토 랑크의 입을 빌려 들뢰즈가 우회적으로 프로이

트 정신분석의 순응주의적인 면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봤었

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본다면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 비판의 연속성

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초 중기 시기까지 이뤄졌던 비판들이

주로 정신분석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는 정도에 그친 것이었

다면,『안티 오이디푸스』를 기점으로 들뢰즈의 철학은 더 이상 정신분

석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이뤄진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 과

타리의 비판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었다.211) 그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

석에 대해 의의와 한계를 모두 찾고 있으며, 라캉 등을 통해 정신분석

내부에서 정신분석의 한계가 극복되고 있는 지점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들이 보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욕망의 경제학을 정초했으며, 학

문에서 재현 가능한 기본 요소로서 리비도에 관한 이론을 확립했다. 마

치 리카르도는 재현 가능한 모든 가치의 원리로 양적 노동을 발견함으로

써 정치경제학 또는 사회 경제학을 정초했듯,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이트

211) 칼 포퍼, 『추측과 논박1』 pp.78-80. 들뢰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포퍼 등에

의해서 정신분석이 비판의 도마 위로 오르는 것을 수없이 목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들 전부는 정신분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그들이 정신분석에 대

해 어떠한 지점에 있어서 어떠한 연유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들이

가하고 있는 비판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정신분석 담론

의 체계를 구성하는 명제들이 반증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정신분석이 유사과학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적대적 관

계라고 하더라도, 그런 적대적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양상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만일 들뢰즈가 정신분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면 정신분석에 있어서 어떠

한 지점을 어떠한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서 단순히 들뢰즈의 철학을 정신분석에 대해 적대적이라고만 상정하는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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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망의 대상들과 목표들의 모든 재현의 원리로 양적 리비도를 발견함

으로써 욕망 경제학을 정초한 것이다. 즉 리카르도가 “단적인 노동 자

체”를 뽑아낸 최초의 사람이듯, “프로이트는 단적인 욕망 자체를 최초로

찾아낸 사람으로, 이를 통해 이들은 재현을 실효적으로 넘어서는 생산

영역을 최초로 찾아냈다.”212)

이처럼 정신분석은 재현을 넘어서고 있으며, 탈코드화된 차원을 개방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친연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특정하고 거대한 객관적 재현들의 붕괴를 내포하며, 이는 보편적 내부

본질로서의 생산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해 재현의 세

계를 떠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세계의 광대한 전환을 조작하여, 이

세계에 무한한 주관적 재현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부여한다.”213) 정신분

석 역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재현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리비도를 발

견하는 것과 동시에, 무한한 주관적 재현으로서 신화와 비극 개념을 창

안해낸다.

따라서 정신분석은 두 가지 벡터로 이뤄져있고, 한 편으로 그것은 재

현을 넘어서는 운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재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정신분석은 욕망적 생산으로 여겨진 주체적 본질을

위해 객관적 재현들의 체계(신화, 비극)를 파괴한다. 욕망적 생산을 주관

적 재현들의 체계(신화와 비극으로 발전 내지 투사되었다고 정립된 꿈,

환상)를 경유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신분석은 객관적 재현으로

서 신화와 비극을 거부했지만, 주관적 재현으로서 신화와 비극을 수용하

였고, 그리하여 남게 된 것은 내밀한 가족 극장이다.

이로부터 정신분석은 믿음의 체계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무의식은

오이디푸스를 믿는다, 무의식은 거세, 법……을 믿는다.”214) 믿음의 체계

와 더불어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재현되는 것으로 환원시켜 버린다. 그리

고 욕망적·사회적 생산을 이중적으로 변질시키는 심급으로서 가족을 도

입하고, 무의식을 재현으로 철저하게 환원하기 위해서 신화와 비극을 적

212) AO 357/500, 원저자 강조

213) AO 361/506

214) AO 35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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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차용하여 무의식을 분석한다. 정신분석은 신화와 비극을 다루되, 이것

들을 사적 인간, 즉 호모 파밀리아(Homo familia)의 꿈들과 환상들로 다

루는 것이다.215)

극장의 모델은 이러한 주관적 재현에 어떻게 믿음이 되살아나게 되는

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주관적 재현 이면에 보편적 구조가 발견된다.

마치 튀케(Τύχη)를 벗어날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처럼, 무한하기만 할 것

같던 주관적 재현도 운명에 종속되어 있다. 오이디푸스“조차” 자신의 운

명을 거스를 수 없었다. 하물며 오이디푸스가 아닌 범인들의 경우에는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모두 극장의 귀염둥이 아기로, 오이디푸스 앞에서

울부짖는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

요!”216) “즉 정신분석은 한 손으로는 욕망적 생산으로 여겨진 주체적 본

질을 위해 객관적 재현들의 체계(신화, 비극)를 파괴하고, 다른 손으로는

이 욕망적 생산을 주관적 재현들의 체계(신화와 비극으로 발전 내지 투

사되었다고 정립된 꿈, 환상)로 옮겨 붓는다.”217)

들뢰즈와 과타리는 정신분석 담론 내부에서 재현과 생산의 갈등이 암

묵적으로 내재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정신분석이 무의식적

생산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의식을

재현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

다. 따라서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와 과타리의 평가는 단선적이거나 일

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한 평가는 그것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입체적인 고려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욱이 들뢰즈는 정신분석 내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자기비판의 단초를 라

캉에게서 발견하고 있다. 이는 정신분석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이 정신분

석 내부에서도 발견 가능한 것이며, 그런 면에서 이들이 창안해낸 분열

분석과 정신분석 사이가 완전히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에 의하면 라캉은 극장의 이면의 실재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으

215) AO 362/507

216) AO 367/512

217) AO 3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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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로부터 라캉의 담론 내부에서는 오이디푸스를 비판할 수 있는 단

초가 확보되고 있었다.218) 들뢰즈는 여느 정신분석자들과 달리 “라캉은

전혀 다른 길을 밟았”다고 봤다.219) 욕망 기계는 부분대상이며, 이러한

부분대상들은 두 가지 총체화에 의해 이중으로 유괴된다. 첫째, 상징계

218) Daniel W. Smith. ‘The Inverse Side of the Structure: Žižek in Deleuze on

Lacan’, pp.312-24. : 지젝의『신체없는 기관』에 대한 리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지젝은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뒤집은 것으로서 “신체 없는 기관”

이라는 개념의 가능성에 대해 천착해 들어간다. 그리고 들뢰즈 철학이 들뢰즈 스스로

표명하는 것보다 훨씬 헤겔과 라캉에 가까웠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지젝은 이 저

술을 통해서 들뢰즈 철학과 라캉의 정신분석에 대한 관계 규명을 통해서, 들뢰즈 철

학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들뢰즈에 대한 지젝의 분석은 요약하자

면 다음과 같다. 라캉과의 연관에 입각해본다면 『의미의 논리』와『안티 오이디푸

스』는 불연속선상에 있다. 『의미의 논리』에서는 의미의 중립성과, 의미의 생산이라

는 두 가지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의 긴장으로도

독해가능하다. 특히 이중에서 관념론적인 면모, 혹은 의미 또는 사건의 중립성과 관련

한 대목은 라캉 정신분석의 실재의 귀환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 『의미의 논리』의

철학적 의의는 라캉의 정신분석 담론을 들뢰즈가 철학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그런데 『안티 오이디푸스』에서부터는 라캉의 실재의 귀환이라는 테마는 사라지

고, 오직 의미, 사건의 생산이라는 유물론적인 성향만이 주제로 남아 있다. 즉, 지젝이

보기에 라캉적 계기가 들뢰즈 철학에서 탈각되고 있었으며, 이는 일종의 퇴행으로서

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퇴행은 과타리로부터의 “오염”에 의해 가

능했었을 것이라 추론한다. 따라서 상당히 거칠게 정리를 해보자면, 『안티 오이디푸

스』에 대한 지젝의 신랄한 비판은, 그것이 더 이상 라캉의 정신분석이 충실하게 반

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스미스의 반론은 흥미롭다.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잘 알려진

반감에 입각해본다면, 여느 들뢰즈 연구자라면 라캉으로부터의 해방을 긍정적인 사태

가 아니라, 퇴행으로 보고 있는 지젝의 관점을 비판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스미스

는 역으로 『안티 오이디푸스』 또한 라캉의 영향 하의 작품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다. 우선 스미스는 『안티 오이디푸스』가 분명 기존의 라캉의 담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탈주의 계기가 이미 라캉 담론 내부서부터 있었다

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안티 오이디푸스』는 들뢰즈와 과타리가 라캉의 자가

비판 auto-critique을 라캉의 정신분석으로 귀속시켜준 것으로 본다. “그것의 명성에

도 불구하고, 『안티 오이디푸스』는 라캉에 관해 한 마디도 부정적인 논평을 포함하

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는 들뢰즈가 라캉과 있었던 흥미로운 일화에 대해

인터뷰를 했었던 것을 소개한다. 그것은 『안티 오이디푸스』출간 몇 달 후 라캉이

들뢰즈를 자신의 연구실로 “소환”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들뢰즈 앞에서 자신의 수하

생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목록을 펼쳐 들고서, 그 중에서 밀레 Jacques-Alain Miller 만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쓸 모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라캉은 들

뢰즈에게 “내게 필요로 한건 자네 같은 사람이라네.(C’est quelqu‘un comme vous

qu’il me faut.)”라 덧붙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스미스는 간접적으로 지젝과

같은 라캉주의는 자가-비판을 통하지 않은 교조적 라캉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이러한

라캉 재독해는 라캉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219) AO 36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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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들의 구조적인 통일, 둘 째 상상계 기의들로써 인물적 통일, 이러한

통일들에 의해 부분대상들은 어떤 총체화된 질서로 편입된 것으로밖에는

이해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라캉은 이러한 총체화 너머, 총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재계를 발견하였다. 실재계는“분자적 요소들의 <현실적

비조직화>이다.”220) 기계로서 소타자와 비-인간적 성으로서 대타자를 통

해 라캉이 발견한 것은 바로 구조의 이면 전체로서 실재이다. 구조의 이

면의 발견은 구조주의 자체를 상대화시키게 된다. 오이디푸스 자체가 절

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재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분대상들로 이

뤄져있고, 강도적이다. 정립적인 순수 다양체들이다. 횡단적 연결, 포괄적

분리, 다의적 결합 등의 종합으로 구성된다. 요소들은 기표 사슬을 구성

하지만 그 자체가 기표는 아닌 욕망의 기호들로, 이 욕망의 기호들은 언

어학적 체스 놀이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낱말, 때로는

한 그림, 때로는 한 사물이나 사물의 조각을 나오게 하는 복권 놀이의

제비뽑기를 따르며, 제비뽑기의 우연한 지설에 의해서만 서로 의존하고,

연줄의 부재를 통해서만 집합을 유지하며, 그 자체로 분산된 욕망 기계

들의 분산된 요소들이라는 지위만을 갖고 있다.”221)

그리고 이로부터 구조에 대한 정신분석의 자기비판이 가능해 진다. 구

조는 실재라는 외부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의 외부를 그 자체로 파악하

는 것에 있어서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욕망의 생산은 하나

의 집합에 그 모든 요소를 통합하지만 그 자신은 이 집합의 부분을 이루

지 않는 하나의 외삽된 기호와 관련해서만 재현될 수 있다.”222) “바로

여기서 연줄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부재로 나타나며 더 이상 정립

적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욕망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결

핍을 만드는 항에 관계되는데, 이 항의 본질 자체는 결핍되어 있다는 데

있다. 욕망의 기호들은 기표들이 아니므로 부재 내지 결핍의 기표와 관

220) AO 368/513

221) 들뢰즈는 이 대목에서 주석을 통해, 기관 없는 몸=실체, 부분대상=속성이라는 구도

를 제시하고 있다.

222) 러셀의 역설과 결부시켜 읽어볼 대목.



- 153 -

련해서만 재현 속에서 기표가 된다. 구조는 결핍으로 정의되는 상징적

항과 관련해서만 형성되고 나타난다. 재현 속에서, 비-인간적 성으로서

의 대타자는, 언제나 결핍을 만드는 항, 너무나 인간적인 성, 그램분자적

거세의 남근 따위로서의 대타자라는 기표로 대체된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라캉이 기표로 대체되기 이전의 욕망의 기호, 또는 실재를 발견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정신분석 담론이 무의식적 재현이라는 가상을 주요

요소로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그로부터 자신들의 분열분석을 고안해

낸다. 재현적 요소로 말미암아 정신분석은 이중의 포획을 시도하는데,

“하나는 탄압적인 사회적 생산이 믿음들로 대체되는 조작이요, 다른 하

나는 억압된 욕망적 생산이 재현들로 대체되는 조작이다.”223) “분열-분

석은 거꾸로 전력을 다해 필요한 파괴들에 전념해야 한다. 믿음들과 재

현들, 극장 무대들을 파괴하라. 이 과업을 위해서는 그 어떤 악의적 활동

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리라.”224) “만일 우리가 정신분석의 본성상 변태

적 성격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면, 이는 변태 일반이 욕망의 흐름들의

인공적 재영토화이며, 그 반대로 욕망 기계들은 탈영토화된 생산의 지표

들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은 소파 위에서, 오이디푸스와 거세의 재현 속

에서 재영토화한다. 이에 반해 분열-분석은 욕망적 생산의 분자적 요소

들 속에서 욕망의 탈영토화된 흐름들을 뽑아내야 한다.”

하지만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된 흐름들은 재현적 영토성으로 복귀하

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도착증이란 성기가

아닌 다른 대상에 성애를 가지는 증상이다. 즉, 도착증은 성기에 집중되

어야 하는 리비도가 성기로부터 탈영토화하여 다른 대상에 재영토화된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영토화되지 않고, 탈영토화를 추출해내야 하는 분

열분석의 목표는, 도착증으로 귀착되지 않으면서 분열증적 과정에 도달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하는 서로의 이면

이다. 우리의 사랑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복합체이다. 우리가 사랑하

는 것, 그것은 언제나 어떤 흑백 혼혈 남녀이다. 탈영토화는 그 자체로는

223) AO 374/521

224) AO 3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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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영토적 재현들과 관련한 탈영토화의 지표

들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225)

꿈은 재현으로의 재영토화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재현들은 기계적 배

치에 의해서 이뤄진다. 꿈은 자신의 무대에 갇히고 자신의 재현 속에서

체계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절단들과 흐름들을 도입한다. “기계는 다

른 데서나 밖에서 발전될 무의미의 환원 불가능한 용인을 실재계 자체의

연결들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든다. 정신분석은 오이디푸스를 고집하고 있

어서 이 요인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인물들과 환경들 위에서

는 재영토화가 일어나지만, 기계들 위에서는 탈영토화가 일어나기 때문

이다. 슈레버의 아버지는 기계들의 매개를 통해 작용할까, 아니면 반대로

기계들이 이 아버지의 매개를 통해 기능할까? 정신분석은 재영토화의

상상적·구조적 재현들 위에 고착되어 있는 반면, 분열-분석은 탈영토

화의 기계적 지표들을 따른다.”226)

『안티 오이디푸스』는 무의식의 생산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들뢰즈

와 과타리는 이와 관련한 최초의 발견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정신분석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인정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점에 미루어보아 정신분석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단선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재현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

서, 자신들만의 분열분석을 고안해내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분열분

석이 실재계에 주목하는 라캉의 정신분석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이중적 평가는『안티 오이디푸스』이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캉의 “아버지의 이름” 개념을 상대화한다거

나, 오토 랑크의 입을 빌려 정신분석 내에 잠입하고 있는 순응주의에 대

한 폭로가 이미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안티 오이디푸스』

이전의 들뢰즈는 오이디푸스콤플렉스, 거세 공포, 죽음본능 등의 정신분

석에서의 핵심적 개념들을 상대화 전략을 통해 비판적으로 재전유하고

225) AO 377/525

226) AO 378/525 (원저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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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더라면,『안티 오이디푸스』를 이후부터 들뢰즈는 이와 같은 개념들

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안티 오이디푸스』를 기점으로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태도는 결정적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재현을 벗어

난 무의식의 종합 또는 생산이 들뢰즈 철학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주제

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개진하

는 것과 관련해서, 정신분석은 들뢰즈의 중요한 대화 상대이자 대결 상

대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본다면,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참조는 들

뢰즈 철학의 체계를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사소한 것으로서만

치부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2장. 습관으로서 무의식적 반복

2부, 3부를 통해 초월론적 경험론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을 초월론적

지평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2부에서 칸트의 내감의 역설에 대

한 비평을 중심으로 들뢰즈가 초월론적 경험론의 주요 기획들을 구상하

고 있는 대목을 분석했다. 초월론적 경험론은 신의 죽음, 나의 균열, 수

동적 자아를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다. 초월론적 관념론 내에서는 초월

론적 통각의 기능적 동일성이 도입되었고, 이는 은밀하게 개입하는 신의

기적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초월론적 통각은 능동적인 종합의 작인으

로 설정됨에 따라, 모든 종합은 능동적인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초월론적 통각이 없는 초월론적 철

학의 기획을 꿈꾸는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초월론적 통각의 종합에 관

한 독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대신 이는 수동적 종합에 관한 해명을

요하게 된다. 수동적 종합 개념은「2장 대자적 반복」을 통해 본격적으

로 다뤄진다. 수동적 종합이라는 개념은 발생적 현상학에서 그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능동적 종합이 의식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종합이라면, 그에 반해 수동적 종합은 명증적으로 의식되고 있지 않는

차원에서의 종합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들뢰즈는 수동적 종합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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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신의 무의식적 “대자적 반복” 이론을 구상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동적 종합의 문제는 반복의 종합이며, 무의식의 종합인 것이다.

『차이와 반복』「2장 대자적 반복」에서는 전체 세 가지의 수동적 종

합이 다뤄지고 있다. 첫 번째 종합은 습관의 형성과 관련된 종합이고, 두

번째 종합은 기억과 관련이 있는 종합이다. 마지막 세 번째 종합은 죽음

본능과 관련된 무의식적 종합이다. 이 장은 설명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도 유명한데, 들뢰즈는 철학, 정신분석, 그리고 물리학 등의 개념들을 복

합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우선 흄, 베르그손, 칸트, 니체 등 철학사 참조

를 통해서 세 가지 종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이후 프로이트, 라캉 등

의 정신분석과 물리학 등의 개념들을 동원하여 세 가지 종합의 사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 대목의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판본들이

제시되었다. 우선적으로 들뢰즈의 철학사적 설명, 정신분석적 설명, 물리

학적 설명은 동일한 사태를 들뢰즈가 세 가지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세 가지 설명 중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의 갈래 길들을

제시하게 되었다.227)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종합과 관련해서는『차이와 반복』이전의

『자허마조흐의 소개』,『니체와 철학』등에서 유사한 개념들이 발견되

고 있으며,228) 이때 들뢰즈는 공통적으로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적극적으

227) 조 휴즈(2014)는 2장에 있어서 철학사적 참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며, 과학적

어휘군들로 이루어진 설명은 하나의 거대한 비유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반해 마누

엘 데란다(2009)는 들뢰즈의 과학적 어휘군을 통한 설명은 단순히 비유로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과 관련해서도 꽤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228) 세 저술에서 등장하는 구도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차이와 반복』, 『니체

와 철학』은 서로 유사한 구도를 형성하지만, 『자허마조흐의 소개』는 다른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차이와 반복』, 『자허마조흐의 소개』 각각은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통해 시간의 종합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간으로서 “순간”을 정초 짓는 “묶기”

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차이와 반복』은 하비투스의 종합으로 보고 있지만, 『자허

마조흐의 소개』에서는 이를 에로스의 종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에로스의 종합

은 『차이와 반복』에서 과거의 시간을 근거 짓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차이와

반복』, 『니체와 철학』은 서로 유사한 구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의식에 있어서 지각의 수용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과거는 기억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미래는 망각의 역량과 결부지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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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조하고 있다. 또한 『차이와 반복』과 같은 해에 출간되었던 『의

미의 논리』에서 역동적 발생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유사한 대목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이때도 그가 결정적으로 참조 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에

관한 것이다.229) 이처럼 수동적 종합 또는 시간의 종합과 관련하여 들뢰

즈가 다른 텍스트들에서 이와 관련된 대목들을 서술할 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공통적으로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2장 대자적

반복」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개념군들 중에서 특히 정신분석적 개념군

들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230)

1절. 이드, 자아, 초자아에 관한 프로이트의 위상학

「2장 대자적 반복」의 수동적 종합은 칸트의 종합 이론을 프로이트의

이드, 자아, 초자아의 위상학 위에서 새롭게 재구성해내고 있다. 들뢰즈

는 자신의 수동적 종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의 구

도를 빌려온다.231) 수동적 종합은 이드의 초월론적 감성론, 자아 또는 이

상적 자아의 초월론적 분석론, 초자아의 초월론적 변증론으로 설명가능

하다. 요컨대 들뢰즈의 수동적 종합론이란 칸트의 초월론적 체계의 구도

를 차용한 무의식적 종합에 관한 이론이다.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들뢰

즈가 서문에서 말했었던 철학사적 콜라주의 기법이 매우 적극적으로 구

229) 조 휴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입문』 pp.175-176, 조 휴즈는 『차이와 반

복』에서 2장은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장 중 하나”로 소개한다. 그리고 이 장을 서

로 다른 세 가지의 어휘군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뤄져있다고 분석한다. 첫 째, 철학

사적 반복, 둘 째 정신분석적 반복, 셋 째 과학적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

휴즈는 이 중에서 철학사적 어휘군들이 2장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어휘적으로는 복잡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 장의 내용은 상대적으

로 단순하며, 또한 매우 직접적으로 칸트적이다.”

230) 프로이트가 고안한 반복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원래 시간의 종합-“초월론적” 종

합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이전, 그 순간, 그후의 반복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PSM

102/138-139)

231) 그럼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설명적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왜냐하면 들뢰

즈의 세 가지 수동적 종합은 칸트의 인식능력에 대한 이론들로서, 상상력, 지성, 이성

등의 구도를 차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칸트의 인식 능력들은 여전히 의식적인

것들인 반면, 들뢰즈의 세 가지 종합은 무의식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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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2) 그리고 여기서 정신분석은 초월론적

경험론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퍼즐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제 2 위상학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세 가

지 수동적 종합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우선 수동적 종합에 대한 들

뢰즈의 정신분석적 참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들뢰즈가 수용하

고 있던 프로이트의 위상학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프로이트

체계에서는 두 가지 위상학이 존재한다.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첫 번째

위상학이 있고, 이드, 자아, 초자아의 두 번째 위상학이 존재한다. 프로이

트는 자신의 정신분석가로서의 이력에서 비교적 초창기에는 주로 첫 번

째 위상학에 입각해서 심리 체계를 분석하였지만, 몇몇의 정신분석적 고

찰을 통해 이후 두 번째 위상학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는 프

로이트에게서 두 번째 위상학이 어떻게 구축되기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프로이트는「자아와 이드」에서 처음으로 “역동적 무의식”으로서 “이

드”라는 심급을 도입했다. 이전까지 프로이트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첫 번째 위상학에 해당하는 심급론을 통하여 각종 심리현상을 해명하는

것에 주력했었는데, 이 때만해도 프로이트는 의식과 자아를 동일한 것으

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임상적 분석치료 과정에서 저항의

기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피분석자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분석

가의 치료에 적극 동참하다가도, 특정 시점에서부터 분석가의 대화에 동

참하지 않고 오히려 분석가에게 반발심을 표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프로이트는 거듭해서 관찰하게 된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특히 억압된

것 가까이로 접근하게 될 때 피분석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연상 치

료 기법은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233) 프로이트

는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으로서 저항 기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항 기

제의 심급은 “자아”임을 알게 되었다.234) 저항은 “그의 자아에서 나오고

232) David Lapoujade, Deleuze, Les Mouvements Aberrants. p.94

233) 프로이트,「자아와 이드」,『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p.354

234) Ibid. p.353: “각 개인 속에는 정신 과정을 일관성 있게 조직화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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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아에 속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235) 특

정한 관념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저항하는 기제는 정신의 조직화 과정의

일부이며, 이에 의거한다면 저항 기제는 일관적 조직화 기능을 담당하는

자아의 심급에서부터 비롯했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항 기제의 발견은 프로이트의 첫 번째 위상학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포섭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프로이트는 자아

와 의식을 같은 것이라 생각해왔었는데, 저항 기제의 발견은 자아의 조

직화 과정이 반드시 의식의 영역에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자아는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없게 된 것

이다. 의식되지 않는 자기의 일관적 조직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임상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가 가닿게 된 결론은 자아의 일부 역시 “의

심할 나위 없이 무의식”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여러 심리적 기제들이 작

동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프로이트는 기존의 서술적 무의식으로서 무의

식, 전의식, 의식의 위상학 대신, 새로운 것으로서 두 번째 위상학을 도

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 재정비된 심급들이 바로 이드, 자아, 초자아

이다. 첫 번째 심급은 이드이다. 이것은 생물학적 본능 및 충동과 관련된

심급이다. 이드는 의식화 이전의 차원이고, 이드는 성적 충동으로서 리비

도의 저장소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심급은 자아이다. 자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지각

작용과 관련된 심급으로 상정된다. 자아는 주체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능은 아니며, 특정한 발달 과정을 거쳐 계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심급으로서 자아는 이드와 현실간의 갈등 속에서 분화해서 발

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 세 번째 심급은 초자아이다.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후 주체 안에 발생하는 심급이다.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를 거쳐 유아들이 자신의 심리적 체계 내부에 자기 자신을 감시하

는 것으로서 심급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자아인 것이다. 이는

자아이상으로도 불리며, 프로이트는 이를 고전적 관념에서 “양심”과 닮

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236)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러한 초자아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의 “자아”라고 부른다.”

235) Ibid. p.354



- 160 -

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본다면, 그

것은 의식적인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상태에 훨씬 가까우며,

자아보다는 이드에 훨씬 가깝다고 봤다.

2절. 첫 번째 종합 : 이드의 종합

첫 번째 종합은 이드의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종합과 관련한 부

분은 자유로운 차이의 상태에 놓여있던 강도적인 차이가 어떻게 체계적

으로 조직화되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 생물심리학은 개체화의 장에

서 전개되는 생명활동을 다룬다. 개체화의 장을 통해서 특정한 개체들은

발생되고 형성 유지되다가 개체로서 삶을 다하기도 한다. 단세포 생물

역시 이 개체화의 장 위에서 개체로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

다. 개체화의 장은 강도적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생명체에게 자극 또는 흥분으로 전달된다. 가령, 인간의 신체를 예를 들

어 설명을 해보자면, 인간의 신체는 피부를 중심으로 하여 외부로부터

자극을 전달받기도 하고, 신체 내부로부터 내생적인 방식으로 흥분을 만

들어내기도 한다. 자극 또는 흥분으로서 이러한 강도적 차이들은 이산적

으로 분배되어 있다. “이 차이의 해소 과정, 질적인 동시에 양적인 이 해

소 과정은 쾌락이라 불린다. 이렇게 강도적 장에서 일어나는 차이들의

유동적 할당과 국소적 해소들이 어떤 총체를 이룬다면, 이 총체가 프로

이트가 이드라 불렀던 것, 적어도 이드의 첫 번째 층에 해당한다.”237) 이

드는 정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임과 동시에 생물학적 본능의 영역이다.238)

이드의 첫 번째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차이로서의 흥

분”이다. 이 때 “무의식 속에서 리비도 집중은 쉽게, 완벽하게 전이, 전

236) 프로이트,「자아와 이드」,『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p.354.: 몇몇 신경증 환자들은

때로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는데, 프로이트는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을 낳도록 만드는 심급을 초자아로 지목하였다.

237) DR, 127/220

238) 프로이트,「쾌락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p.304 : “내적 흥분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유기체의 본능-육체의 내부에서 생기고 정신기관에 전달되는 모

든 힘들의 표상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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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압축될 수 있다.”239) 이러한 자유로운 흥분들은 이드의 두 번째 층위

에서 “리비도 집중이 일어나야 하고” “묶이고” “결박되어야 하며”, 그 결

과 흥분이 체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240) 그렇지 못하면 외상성

신경증이 발발될 수도 있다.241) 이드의 첫 번째 층위에서 자극과 흥분들

은 “여기 저기”242) 불연속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어떠한 자극들은 해소

되어 방출되기도 하고 그로부터 쾌락이 산출되겠지만, 반면 여타 다른

자극들은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며 불쾌를 산출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지라도 이드의 첫 번째 층위에

서의 쾌락과 불쾌는 이산적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는

이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극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산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흥분들은 리비도 집중 등을 통하여 묶이고, 조

직적으로 체계화됨에 따라 특정 개체는 자신을 기준으로 총괄적인 관점

에서 쾌락을 취하고 불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어떤 이행이 일

어나는 셈이다. 그것은 분산적인 해소의 상황에서 어떤 통합의 국면으로

옮겨가는 이행이다. 이 통합의 국면을 통해 이드의 두 번째 층 혹은 어

떤 조직화의 첫 단계가 구성된다.”243) “리비도 집중”, “흥분 묶기”등은

생각 또는 정신적 표상에 정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일차 과

정에서, 에너지는 비교적 쉽게 움직이고, 중립화되지 않는 반면, 이차 과

정에서 에너지는 사고가 무엇인가에 묶이고 중립화되며, 즉각적인 해소

를 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묶기의 종합은 어떤 흥분을 제어하

려는 의식적인 의도나 노력을 통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며, 전적으

로 이러한 묶기의 종합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이러한 묶기의 종합은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쾌락을 체계

화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묶기는 쾌락이 실제적이고

239) 프로이트,「쾌락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p.305

240) DR 127/221

241) 프로이트,「쾌락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p.305

242) Ça et Là, 통상적으로 “ID”로 번역하는 심급의 독일어 원어는 “Es”이고 불어 역어

는 “Ça”이다. 이 단어들은 지시대명사로서, “이것”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들뢰즈가 이드의 층위에서 자극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심

급의 이름이 원래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43) DR 1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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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원칙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묶기의 수동적

종합은 쾌락원칙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묶기 혹은 리비도 집중을 통해

비로소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결코 쾌락 자체가 아니다. 그것

은 오히려 쾌락이 획득하는 원리적 가치이다.”244) 묶기의 종합인 한에서

습관은 쾌락원칙에 선행한다. 경험의 차원에서 우리는 반복을 획득된 쾌

락이나 획득해야 할 쾌락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간주하지만, 조건들

의 질서에서는 반대인 것이다.245) 습관은 쾌락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습관은 쾌락의 원칙을 정초 짓는 것이다. 쾌락에 대한 관념 역시

이러한 습관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수동적 종합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작인이 있음을 상정한다. 즉, 리비도 집중은 흩어져 있던 자극들과 흥분

들을 묶어내는 과정이며, 이러한 수축작용은 그러한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인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수동적 종합이란 개체화의 장에

서 이뤄지는 일차적인 상태로 자유롭게 흩어져 있던 리비도를 묶어 내는

것이며, 이러한 묶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리비도 집중을 이끌어

내는 작인이 있어야 한다. 리비도 집중들, 묶기나 통합들, 이것들은 수동

적 종합들이자 이차적 등급의 응시-수축들이다. 들뢰즈는 독특하게도 바

로 이 지점에서 수동적 종합의 심급으로서 일종의 미세-자아론을 상정

한다. “충동들은 묶인 흥분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각각의 묶기가 일

어나는 수준마다 어떤 하나의 자아가 이드 안에서 형성된다.”246) “국소

적 자아들” 또는 “애벌레 같은 자아”247) 등의 개념이 바로 그러한 심급

244) DR 127/221

245) DR 129/224

246) DR 127/222

247) DR 128/222 자아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자아는

최소한 개체의 단위에 귀속시키겠지만, 들뢰즈는 특정 개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소적인 자아들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영혼 및 자아에 대한 통

상적 의미 탈각시키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심급론에서 자아

와 이 때 국소적 자아의 자아는 어떤 관계인가? 프로이트에게서 자아로 다뤄지는 것

은 “큰 자아”로 설정이 되고 그것은 의식적 주체로서 상정된다. 프로이트의 위상학을

이어받은 들뢰즈는 실제로 프로이트의 위상학을 세분화하고 있다. 프로이트에게서 이

드의 층위에서는 별도의 조각나 자아들이 따로 설정되지 않음에도, 들뢰즈는 파편화

된 자아의 심급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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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이는 각각의 흥분들에 대응하는 심급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드의 차원 내부에서 심급들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극들이

이산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것들을 묶어냄으로써 쾌락 또한 특정 유기체

에 이산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그러한 쾌락을 묶어내는 심급들 또한 이

산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다. 하나의 통합된 주체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

게 된다면, 이러한 애벌레 같은 자아들로 들끓고 있다. “심장, 근육, 신

경, 세포 등에는 어떤 영혼이 있다고 해야 한다.”248) 심장, 근육, 신경,

세포 등이 수동적 종합을 하고 있는 한, 그러한 종합은 애벌레 같은 자

아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습관으로서 하비투스의 수동적

종합은 이중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 첫 째, 그것은 능동적 종합을 발생적

으로 정초한다. 둘째, 그것은 두 번째 수동적 종합으로 이어진다.

우선 습관으로서 첫 번째 수동적 종합이 어떻게 능동적 종합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능동적 종합의 본성은 묶여져

있는 흥분을 하나의 현실적 대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능동적 종합의

작인은 “큰 자아”인데, 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자아에 가까운 것이며, 의

식적 주체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큰 자아는 “현실 검증”에 입각하여,

“현실 원칙”을 따라서 행위 하게 된다. “현실 검증”이란 자아가 수행하

고 있는 가장 주요한 기능의 하나로서 현실의 조건과 상태를 “대상적 주

-객 관계” 안에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원칙”에 입각하여 자아는 현실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쾌락의 충

족을 연기하거나 단념할 수 있게 된다. 이드의 심급이 쾌락원칙과 관련

이 있는 것이라면, 의식적 주체로서 자아의 심급은 현실원칙에 상응하는

것이다. 큰 자아는 현실원칙에 따라, “자신 안에서 응시하는 모든 수동적

소자아들을 회집하고 또 자신을 위상학적으로 이드와 구별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249)

현실 원칙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즉 쾌락 원칙에 예외적

인 것으로서 생각될 수 있다. 현실원칙에 입각하면, 즉각적인 쾌락을 지

연시키거나 심지어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48) DR 101/178

249) DR 129/225



- 164 -

현실 원칙이 쾌락 원칙과 완전하게 별개인 것은 아니다. “사실 당장의

쾌락을 포기한다는 것은 쾌락 자체가 끌어안게 되는 원칙의 역할 안에,

다시 말해서 쾌락의 관념이 과거와 미래에 대해 취하는 역할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태이다.”250) 단편적으로 본다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

는 쾌락을 지연시키거나 단념하는 것은 쾌락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

이나, 결국 이러한 지연은 과거 혹은 미래의 시간 지평 위에서 보자면,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함이거나, 더 작은 불쾌만을 얻기 위함임으로,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쾌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쾌락

원칙과 현실원칙의 연속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이드의 종합이 능동적 종

합으로 심화되어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3장. 기억으로서 무의식적 반복

1절. 두 번째 종합: 잠재적 대상과 현실적 대상의 관계

앞서 우리는 습관으로서 하비투스의 수동적 종합이 이중의 방향으로

심화된다고 기술했었다. 첫 번째 종합은 강도적 차이들을 흥분과 쾌락으

로서 종합하면서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자극과 흥분이 종합됨으로써 대

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은 어떻게 국소적 차이들이

능동적 자아로 통합되고, 현실적 대상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봤다.

즉 그것이 어떻게 현실 검증과 현실 원칙으로 이뤄진 능동적 종합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살펴봤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의 심화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능동적 종합이 수동적 종합 위에 구축되려면, 이를 위해서는

수동적 종합이 반드시 그 능동적 종합과 동시적으로 존속해야 하고, 자

기 자신을 그와 동시에 전개해가야 하며, 또 능동성에 대해 비대칭적이

면서도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정식을 발견해야하는 것처럼 보인

다.”251) 이런 새로운 정식은 잠재적 대상을 구성해내는 것으로서 두 번

250) DR 129/226

251) DR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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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수동적 종합이며, 정신분석에서의 부분대상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현실적 대상과 잠재적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 두 대상은 “상호 차용하고 양육하는 관계”이다.252) 유아는 현실

적 대상으로부터 일정 파편만을 도려내어 부분대상으로 떼어내 오기도

하고, 반대로 부분대상을 현실적 대상 위로 “합체”시키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가령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 중 일부분만 또는 어머니의 일

부 속성만을 절취하여 자신의 부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 잠재적

대상은 성적 충동의 지향적 대상이었으므로, 절취된 부분대상들은 성욕

의 잠재적 초점들이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

대상이 현실적 대상에 편입되는 것인데, 이러한 편입은 절편음란증과 관

련된 증상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현실적 대상은 자기 보존 충동들의

영역이었으며, 따라서 아무리 부분대상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채

로 현실적 대상에 합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체는 “성욕을 현실적 대상

들의 계열로 끌어내리고, 또 외부로부터 성욕을 현실원칙의 지배 영역

안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이다.”253)

들뢰즈는 이와 관련하여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의 사례와 자신의 손

가락을 빠는 아이의 사례를 들고 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있

다고 상정해보자.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가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할 것이다. 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는 대상정립을 통하

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자발적인 행위로 옮기는 것이다. 아이는 자

신이 설정한 목표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아이는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적 대상과 관

계 맺고 있다. 반면 아이들은 또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서 잠재적 대상과

도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머

니를 응시하면서, 한 쪽 팔의 여러 손가락을 자신의 입으로 옮기고, 동시

에 그 팔을 남은 팔로 감싸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것은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경우이다. 이때

자신의 손가락은 어머니의 잠재적인 가슴이 되는 것이다.254)255)

252) DR 131/229

253) DR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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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아는 잠재적 대상과 현실적 대상을 향해 이중의 초점을 형성

하고 있다. 이 두 중심은 모두 대상적이거나 객체적이지만 본성상 서로

다르다. 하나는 현실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잠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다가 어쩌면 그 두 중심은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어떤 교차, 어떤 뒤틀림, 어떤 나선, 어떤 8자형이 형성되고 있을 것이

다.”256) 현실적 대상은 전체로서 파악되는 대상이며, 그에 반해 부분대상

은 그러한 전체 대상에서 특정 부분만을 절취해 와서 고립시키고 파편화

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상은 본성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현

실적 대상과 잠재적 대상에 관한 대상이론은 프로이트의 위상학에 대응

될 수 있다. 들뢰즈는 현실적 대상과 잠재적 대상 사이의 이중의 초점의

중간 지대에서 자아의 심급을 발견하고 있다. “자아는 8자형의 교차 지

점에, 서로를 잘라내는 비대칭적인 두 원환의 접합 지대에, 다시 말해서

현실적 대상들의 원환과 잠재적 대상이나 초점들의 원환이 만드는 접합

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257)

그리고 현실적 대상과 잠재적 대상의 이중초점에는 각각 프로이트의

자기보존 충동과 성적 충동이 할당된다. 들뢰즈는 이중 초점에 대한 자

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충동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새롭게 해석해내

고 있는 것이다. “자기보존 충동들과 성적 충동들의 분화는 상관적 관계

에 있는 이 두 계열[현실적 대상의 계열, 잠재적 대상의 계열]의 이중성

과 결부되어야 한다.”258) 들뢰즈는 자기 보존 충동이 현실적 대상과 연

관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에 반해 성적 충동은 잠재적 대상과 관련을 맺

254) 박선영, 「라캉과 클라인」, 홍준기 외『라깡, 사유의 모험』: “생후 초기 환각

(hallucination)에 의한 만족의 시도는 클라인에 따르면 특히 빨기로 대표되는 구순적

충동에 의한 젖가슴의 내사를 유도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환상의 모습을 구성한다.”

255) 들뢰즈는 이외에도 유아기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도, 유아들이 현실

적 대상과 동시에 잠재적 대상과 관계 맺고 있다. 가령, 유아들은 글씨를 쓰는 법을

배울 때, 철자의 순서를 뒤바꾼다든지, 글자의 좌우 또는 위아래 방향을 바꾸어 쓰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아동들의 행동을 거울쓰기라고 한다. 이러한 거울쓰기를 비롯

해 청개구리식의 반항, 특정한 형태의 말더듬기, 특정한 반복증 등 들뢰즈는 유아기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근거로 유아들이 잠재적 대상 및 현실적 대상에 대한 이

중 초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56) DR 130/228.

257) DR 131/228.

258) DR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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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자기 보존 충동은 현실적 대상의 양태로

충동의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며, 성적 충동은 잠재적 대상의 양태로 자

신의 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절. 잠재적 대상 : 부분충동, 부분대상

두 번째 수동적 종합은 따라서 잠재적 대상에 상응하는 종합이며, 들

뢰즈는 이러한 잠재적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신분석적 부분대상 이론

을 적극 참조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분대상에 관한 이론이 무엇인지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들뢰즈가 설명하고 있는 잠재적 대상이 무

엇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프로이트로부터 비롯한 정신분석 담론은

프로이트 이후 다양한 계승자들에 의해 다양한 갈래로 분화되어 나갔다.

정신분석 내 여러 담론들에서 “부분대상”이 다뤄지고 있지만, 담론이 분

화되어 나간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이 존재해왔다. 멜라니 클

라인의 부분대상, 위니코트의 과도기적 대상, 라캉의 대상 a등의 개념들

은 부분대상에 대한 각자의 판본으로 볼 수 있다.

수동적 종합은 스스로 심화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총체화 불가

능한 것으로 남아 있는 부분 대상들을 응시하기에 이른다. 이 부분 대상이나

잠재적 대상들은 멜라니 클라인의 좋으면서 나쁜 대상 안에서, ‘과도기’ 대상

안에서, 페티시즘의 대상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라캉의 대상 a 안에서 상

이한 자격을 취하는 가운데 재발견되고 있다. 프로이트는 어떻게 성기기 이

전의 성욕이 자기보존 충동들의 운동에서 절취된 부분 충동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절취는 그 자체로 부분적인 대상들의

구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가정된 부분 대상들은 성욕의 잠재적 초점

들로, 항상 이분화되는 극(極)들로 기능한다.(DR 133/230)

들뢰즈는 더 나아가 프로이트의 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부분대상의

연원이 될 만한 개념을 찾아낸다. 그것은 바로 프로이트의 부분충동 이

론이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분석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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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경증의 발병 원인이 성욕과 관련한 유아기의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프로이트는『성욕에 관한 세 편

의 에세이』에서 유아 성욕의 발달 단계에 관하여 기술했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의하면 리비도는 일생 동안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집중된다. 유아의 성감대는 아직 생식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며, 발달단계의 특정 시기에 따라서 리비도는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된다. 그것은 언제는 구강에 집중되기도 하고, 또 특정 시기

동안은 항문에 집중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아기의 리비도 또는 충동들은

부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유아 성욕은 다형적

도착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파편화된 이러한 충동은 부분충동 개념으로서 제시되며, 이러한 부분

충동의 예들로서는 구강충동, 항문충동 등이 있다. 이러한 부분충동들은

유아기 동안 서로 독립하여 파편화된 상태로 기능을 하다가 생식기가 우

위에 서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체계화된다. 프로이트에게서는 이후 정신

분석 담론에서 개념화된 부분대상 개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그의 부분충동 이론에서 선취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가령 구강기는 출생부터 약 1살 반까지의 시기

로 입, 입술, 혀, 잇몸과 같은 구강 주위의 자극으로부터 아동이 쾌감을

느끼는 시기를 가리키는데, 이 때 유아는 부분충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구강 주변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충동을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게

된다. 그러한 충동을 충족시켜줄 대상은 부분대상으로서 어머니의 가슴

이 될 것이다.

프로이트의 부분충동이론은 이후의 정신분석 담론 내에서 다양한 부분

대상이론으로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왔다. 멜라니 클라인의 경우 자신의

유아 관찰을 토대로 자신의 부분대상 이론을 고안해냈다. “생후 2년 이

내의 초기 유아는 대상과 자아의 구분이 모호한 미발달된 상태로 보호막

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정신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

의 구별이 힘든 상태이고 마음 안에 자아 영역과 대상 영역은 겹쳐져 있

는 상태이다.”259) 유아들은 세계에 대해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대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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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가지지 못한다. 유아들에게 자아와 타아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유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와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유아들은 대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 시작하지

만, 유아들은 어머니를 전체적인 인격체로서 지각하지는 못한다. 다만 유

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뿐이다. “유아들은 부분대상

으로서 특히 어머니의 가슴을 대상 그 자체, 전체, 전부라고 믿는 것이

다.”260) 그런데 현실적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가슴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유아는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현실적 대상에 대해서 분

신으로서 부분대상을 만들어낸다.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 엄마

의 가슴을 완전한 대상으로 느끼고, 젖을 떼고 시간이 지나면 엄마 젖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끼고 엄청난 불안(멸절, 죽음의 불안)에 빠진다.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엄마를 부분대상으로 지각하며, 엄마의 가슴을 젖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좋은 대상과 젖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나쁜 대상으로

분열시킨다.”261)

아이는 어머니의 가슴이 자기 곁에 현존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가슴

을 좋은 가슴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어머니가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유아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한 불안감을 어머니의 가슴으로 투

사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유아는 어머니가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나쁜 가슴을 상상하고, 자신의 불안감에 그로부터 연

원하는 것이라 믿게 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아는 젖을 제공하는

엄마의 가슴을 ‘이상화하고’, 부재하거나 거절하는 가슴을 나쁜 가슴 또

는 박해하는 가슴으로 환상 또는 환각 속에서 지각한다. 유아는 생후

4~6개월 정도가 되어야 부분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인 전체대상으로

서 타자 인식이 가능해지며, 통합적 타자로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신

뢰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어머니의 부재로부터 느꼈었던 극심한 불안을

차츰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262) 유아가 전체화된 대상으로서 타자

259) 박순아,「정신조현병에 대한 정신분석적 사례 연구」, 32p

260) 홍준기, 『라캉, 클라인, 자아심리학』,p.349

261) 홍준기, 『라캉, 클라인, 자아심리학』,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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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유아는 부분대상 또는 잠재적 대상에 대

한 지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잠재적 대상은 자신의 고유한 동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좋은 엄마와 나쁜 엄

마, 또는 부성적 이중성에 따르는 근엄한 아빠와 같이 놀아주는 아빠는 두

개의 부분 대상이 아니라 같은 대상이다. 다만 하나의 같은 대상이 자신의

분신 안에서 동일성을 잃어버린 것뿐이다. 능동적 종합은 수동적 종합을 넘

어서서 전면적 통합[총괄적 적분]과 총체화 가능한 자기 동일적 대상들의 정

립을 향해 나아간다. 반면 수동적 종합은 스스로 심화되는 가운데 자기 자신

을 넘어서서 총체화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는 부분 대상들을 응시하기에

이른다.(DR 133/230)

들뢰즈는 이러한 부분대상 또는 잠재적 대상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속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부분대상은 자기 동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어

머니의 가슴은 좋은 가슴임과 동시에 나쁜 가슴이다. 그리고 부분대상은

전체화불가능하다. 이것들이 바로 들뢰즈가 부분대상 개념을 통하여 가

장 주목하고 있는 속성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가

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라캉의 대상 a, 또는 팔루스 개념이다.263)

“부분 대상이나 잠재적 대상들은 멜라니 클라인의 좋으면서 나쁜 대상

안에서, ‘과도기’ 대상 안에서, 페티시즘의 대상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

다 라캉의 대상 a안에서 상이한 자격을 취하는 가운데 재발견되고 있

262) 부분 대상과 전체 대상에 대한 인지는 멜라니 클라인의 “조현병적 위치”, “우울증적

위치” 개념과의 연관 하에 설명되고 있으며, 들뢰즈는 이후 『의미의 논리』에서 이

러한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들을 적극활용하여 자신의 역동적 발생론을 설명할 것이

다.

263) DR 140/242.: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타의 부분 대상 개념들은 충동과 관련이 있다

면, 라캉의 대상 a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상이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충동은 대상을 가지지만 욕망은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여타의 부분대상들과 다르게 라캉의 대상 a는 “상이한 자격을 취하는 가운데 재발견”

되는 것이다. 그리고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확실히 무의식은 욕망하고

또 욕망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나 잠재적 대상을 통해 욕망과 욕구 사이의 원리적

차이가 확연해지는 순간, 욕망은 부정의 역량으로도, 대립의 요소로도 드러나지 않는

다.” 만일, 우리가 라캉의 대상 a이 아니라 여타의 부분대상을 통해서는 욕망과 욕구

사이의 원리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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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4)

3절. 도둑맞은 편지, 쥐인간 사례에 대한 정신분석

무의식에 관한 라캉의 논의도 의식의 계열과 무의식의 계열의 이중 계

열 안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의식의 영역은 자아 보존 충동을 지니고

있고 현실원칙의 적용 하에 있다. 그리고 의식의 영역은 현실적 대상을

향해 지향성을 가진다. 반면 무의식의 영역은 성적 충동을 지니고 있으

며 잠재적 대상을 향해 지향성을 가진다. 들뢰즈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라캉의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세미나」를 주목하고 있다. “라캉이 반

복에 관한 생각을 가장 심오하게 펼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텍스트일 것

이다.……“자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것”의 주제와 여기서 비롯되는 차

이와 반복의 관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265) 이 세미나는 라

캉이 앨런 포의 소설 『도둑맞은 편지』를 하나의 우화로 삼아 자신의

이론을 개진한 것이다. 이 소설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

피고, 라캉은 이것을 어떻게 유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

한 해석이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임상적 사례로서 쥐인간 증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설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귀부인은 불륜 내용이 담긴 편

지를 받는다. 방 안에서 몰래 편지를 읽던 귀부인은 갑자기 들이닥친

“존귀하신 분”과 D장관에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편지를 중요하지 않은

것인 양 화장대 위에 올려놓는다. “존귀하신 분”은 편지를 눈치 채지 못

264) DR 132/230.(인용자 강조) : 들뢰즈는 여러 정신분석자들의 이론 속에서 부분대상

에 해당할 만한 개념들을 포착해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라캉의 대상 a”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여타 정신분석자들의 부분대상 개념과 라캉의 대상 a

는 많은 면에 있어서 공통된 속성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체의 전복

과 욕망의 변증법」에서 라캉은 대상 a의 예로 젖꼭지, 똥, 남근(상상적 대상), 팔루

스, 오줌의 흐름, 음소, 시선, 목소리, 무(無)를 제시한다. 대상a에 대한 라캉의 이와

같은 설명을 참조한다면, 대상 a과 여타의 부분대상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

인다. 라캉, 에크리,「치료의 방향」; 분명 라캉도 자신의 대상 a개념이 부분대상 개

념에 빚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65) DR 134/233 주석 이 텍스트에 대해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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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눈치 빠른 장관은 슬쩍 귀부인의 편지를 가져간다. 귀부인은 이

를 보고도 “존귀하신 분의 주의를 끌까 봐 감히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

다.”266) 그리고 편지를 얻은 장관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워 나

가게 된다. 귀부인은 편지를 회수하기 위해 G총감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G총감은 귀족의 방을 샅샅이 뒤지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G

총감은 자신에게 의뢰가 온 사건을 탐정 뒤팽에게 들려주게 되고 뒤팽이

D장관의 집으로 가서 편지를 회수해온다. 그런데 뒤팽은 D장관 집에서

편지가 놓여있던 자리에 겉모습만 똑같은 다른 편지로 바꿔치기 해서 나

온다. D장관이 귀부인으로부터 훔친 편지를 다시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D장관이 모르도록 편지를 바꿔치기 했다고 뒤팽이 밝히며 소설은 끝난

다.

라캉은 이 소설 내에서 형식상으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한다. D장관은 편지를 훔치고, 귀부인은 편지를 도둑맞고, 존귀

한 분은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뒤팽

이 편지를 훔치고, D장관은 편지를 도둑맞고, G총감은 편지가 어디에 있

는지 모른다. 각각의 장면은 세 명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둑질하

는 사람, 도둑질 당하는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각각

의 장면 안에서, 그리고 장면들 사이에서 편지는 계속해서 이동한다. 편

지를 뜻하는 불어 “lettre”는 문자를 뜻하기도 한다. 라캉은 “lettre”의 중

의성을 적극 활용한다. 두 장면들 사이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은 편지

이자 문자 또는 기표이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소설 속에서 직접 인용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은 기의 없는 기표이다.267) 이러한 기표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기표의 자리는 자리 없음으로

서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표가 위치한다고 생각한 곳에는 절대

266) 앨런 포, 『도둑맞은 편지』

267) LS 52/104 : “다시 말해, [역설적] 심급-X의 고유한 성질은 스스로에 관련해 늘 자

리를 옮기는 것이다. 각 계열의 항들이 서로에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자리바꿈한다면,

이는 그들이 우선 스스로 하나의 절대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자리는 두 계열 안에서 스스로에 관련하여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는 이 요소

와 떨어진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심급-X에 관하여, 그것이 우리가 찾는 곳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역으로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라

캉의 말대로, 그것은 자신의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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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가 있지 않다. “라캉에 따르면, 현실원칙의 지배 아래 있는 현실적

대상들은 어느 곳엔가 있거나 어디에도 없다는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반면 잠재적 대상은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향하는 곳에 있으면서 있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268) 들뢰즈는 라캉의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

하고 있기도 하다. “그 누구도 현재와 순수 과거를 이보다 잘 대립시키

지 못했다.”269)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라캉의 정신분석 작업은 허구적 소설의 내

러티브 안에서 형식적 구조를 발골 해내는 것이다. 라캉은「신경증의 개

인 신화」에서 프로이트가 임상기록으로 남겨서 유명해진 “쥐인간” 사례

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270) 프로이트의 1910년 「어떤 강박 신경증 환

자에 대한 기록」이란 논문을 통하여 쥐인간 사례를 분석했다. 이는 강

박신경증271)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쥐인간으로 잘 알려

진 란체Ernest Lanzer는 육군사관이었으며, 그가 프로이트를 찾았을 때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쥐인간은 자신이 대략 22-23세 즈음부터 신경증

268) DR 134/233

269) DR 134/233, 또한 이와 관련해서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계열 6 계열화」에서

『거울나라의 앨리스』 속 암양시장과 관련한 대목을 서술하고 있다. “사실상 두 얼

굴을 가진, 불균형하거나 외짝인 두 ‘절반들’을 가진 이 심급처럼 낯선 요소는 없을

것이다. 체스를 즐길 때처럼, 우리는 빈 칸과 움직이는 말의 조합을 주목하게 된다.

아니면 차라리 암양 시장 안에서의 놀이와도 같다. 거기에서 앨리스는 ‘빈 선반’과 ‘언

제나 위에서 등장하는 발광체’의 또 임자 없는 자리와 자리 없는 임자의 상보성을 체

험하게 된다.”

270) DR 139/240, LS 52/10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계열의 상대적인 자리

옮김과 둘 사이의 불균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계열들의 어떤 항으로도, 이 항

들 사이의 어떤 관계로도 환원되지 않는 극히 특수하고 역설적인 한 심급이다. 예컨

대 라캉으로 하여금 포의 이야기를 주석할 수 있도록 해준 편지를 들 수 있다. 또 라

캉은 무의식 안에 계열들(기의인 아버지 계열과 기표인 아들 계열)이 존재한다는 것

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두 계열에서 한 특수한 요소-빚-의 특별한 역할을 지적함으

로써, 프로이트가 제시한 ‘늑대 인간’의 경우를 주석했다.”(원저자 강조) : 들뢰즈는 잠

재적 대상이 끊임없는 이동을 통하여 상호주관적 계열들을 직조해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의미의 논리』에서는 “빚”과 관련하여 ‘늑대인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

식인 듯하다. “빚”과 관련된 것은 늑대인간이 아니라, 쥐인간 증례이다.

271) 강박신경증이라고 하면 강박관념과 강박행위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신경증의 일종이

다. 강박 신경증 환자는 자신의 강박관념과 강박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로부터 불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

각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는 도저히 그러한 증상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 만

일 강박적인 증상을 억지로라도 억제하려들게 된다면 강박증 환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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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앓았다고 밝힌다. 프로이트는 쥐인간을 상대로 대략 1 년간의 정신분

석 작업을 지속하였고, 이후 쥐인간의 증세가 완화되었다고 기술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작업을 통하여 쥐인간의 증상의 콤플렉스가 어떠

한 기작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은 기표들의 연쇄 작용이 콤플렉스 형성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쥐인간은 성인이 되고나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던 선임 장교

로부터 쥐를 이용한 기괴한 고문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는 쥐인간의

망각 속에 숨어있던 쥐와 얽힌 유년 기억들을 자극하게 된다. 잠재해 있

던 무의식적인 기억을 현재가 불러일으키게 된 것인데, 이때부터 쥐를

뜻하는 독일어 “Ratten”를 중심으로 하여, 할부금을 뜻하는 “Raten”과

노름꾼을 의미하는 혹은 놀이하는 쥐로도 해석될 수 있는 “Spielratte”와

관련된 기억들이 한데 엉켜들어가서 “중층결정”을 이루게 된다.

『도둑맞은 편지』에서 편지가 하던 역할을 여기서는 “Ratten”이 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기표를 중심으로 상호주관적인 관계들이 형성되게 된다.

이 때 “Ratten”의 의미 또는 기의도 쥐인간 콤플렉스 형성에 물론 결정

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쥐인간이 자신 속

에 내재해 있던 다양한 기억들을 회집할 때에는 “Ratten”의 의미 자체가

크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때 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로서

“Ratten”이 아니라 기표로서 “Ratten”이다. “Ratten”, “Raten”, “

Spielratte” 등은 발음 또는 철자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며,

그러한 기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쥐인간은 무의식적인 연상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콤플렉스 형성에 있어서 “Ratten”의 이러한 역할

에 주목해본다면, 우리는 도둑맞은 편지가 그랬던 것처럼 “Ratten”에 대

해서도 이것을 “기의 없는 기표”로 간주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도둑맞은 편지』와 “쥐인간” 사례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동하는 기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기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

호주관적인 계열들의 위치와 관계가 결정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72)

272) DR 136/240 주석은 다음과 같다. “라캉은 아주 중요한 두 텍스트에서 복수의 계열

들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도출해낸다. 앞에서 인용했던 『도둑맞은 편지』(첫 번째 계

열: ‘왕-여왕-장관’, 두 번째 계열, ‘경찰청장-장관-뒤팽’), 그리고 ‘쥐 인간’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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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주체가 기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가 주체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라는 것은 기

표의 운동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들뢰즈는 라캉의 팔루스

개념을 참조하면서, 이 개념을 떠다니는 기표들의 모든 외연을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이는 들뢰즈가 라캉의 팔루스 개념을 상당

히 유연한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들뢰즈는 모든 잠

재적 대상의 총체를 팔루스로 이해하고자 한다.273)

이는 이 개념이 앞에서 언급된 특성들을 실제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기 자신의 고유한 부재를 증언하고 과거적인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언한

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 본질적으로 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것, 오로지 잃

어버린 것으로서만 발견된다는 것, 언제나 분신 안에서 동일성을 잃어버리는

단편적인 존재자로서만 발견된다는 것 등이 그런 특성들에 해당한다.(DR

131/235)

떠다니는 기표의 집합으로서 팔루스는 본질적으로 전치를 겪는다. 그

런 의미에서 그것은 언제나 잃어버린 대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동일성을 상실한 대상이며, 파편화된 대상이며, 역설적인 대상이다. 떠다

니는 기표는 상징적 공간에서 전치를 겪고, 기의는 상상의 차원에서 위

장을 겪는다. 이러한 잠재적 대상은 무한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며, 진정한 반복의 시발점이다. 즉, 전치와 위장은 진정한 반복의 발생조

건이다. 도둑맞은 편지가 상호주관적 관계들의 계열을 반복하도록 만들

며, “Ratten”이라는 떠도는 기표가 과거와 현재를 회집하도록 만들고, 현

석인 「신경증의 개인 신화」(여기서는 아버지의 계열과 자식의 계열이라는 두 계열

을 통해 빛, 친구, 가난한 여자와 부유한 여자 등이 서로 다른 상황들 안에서 관계의

유희에 빠진다.)가 그것이다.”

273) 『차이와 반복』시기 팔루스는 부분대상들을 총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

다. 하지만 팔루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안티 오이디푸스』에 와서 완전히 뒤집히

게 될 것이다.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들뢰즈, 과타리는 무의식적 대상으로서 부분

대상 개념을 적극 참조하는 반면에, 라캉의 팔루스 기호는 전제 군주적이고 초월론적

기표로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서 서술된다. 따라서 『차이와 반복』에서는 팔루스가

부분대상을 대표하는 개념이었더라면, 『안티 오이디푸스』에서는 팔루스는 부분대상

과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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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안에서 과거가 반복하도록 만든다. 차이가 반복을 낳는 것이다.

4절.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의의와 한계

따라서 도둑맞은 편지와 쥐인간 증례는 반복의 발생 조건으로서 차이,

또는 반복의 발생 조건으로서 위장과 전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런데 프로이트에게서도 차이와 반복의 본질적 관계가 감지되었던 적이

분명 있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반복이 필연적으로 차이나는 반복이

라는 것을 알았지만, 차이가 반복의 발생적 원인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으며, 다만 차이를 반복의 발생적 효과로서만 이해했다. 반복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그것을 차이와의 본질적 관계 내에서 해명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차이를 반복의 원인인 것까지는 해

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들뢰즈는

프로이트에 대한 이와 같은 비평을 통해,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테제를

전치시키고자 한다. 들뢰즈가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반복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은 억압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기 때문에 억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과 같은 작품을 통해 무의식이 압축과 전치

등의 기제를 통하여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이트도 분명 반복

속에서 피어나는 위장과 전치의 면모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럼에도 무의

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위대한 발견들은 들뢰즈가 보기에 그 가능성을 충

분히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프로이트는 반복에 대한 통상적 선

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궁극적인 항을 잠재적 대

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상 속에서 찾아내려고 했다.274) 그리하여 비록

274) 김상환, 「라깡과 데리다」, 김상환 외 『라깡의 재탄생』: 프로이트와 라캉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을 요약하고 있다. 데리다가 보기에 라캉의 정신분석은 팔루스를 중심

으로 하는 로고스 중심주의로 읽히고 있다. 그런데 팔루스에 대한 이해를 두고 데리

다와 들뢰즈를 비교해볼 수도 있겠다. 데리다는 라캉의 기표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구

조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면모들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데리다는 라캉의 기

표로서 편지의 자리는 정해져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들뢰즈는 라캉의 기표 또는 팔

루스가 자유롭게 전치되고 있으며, 그것은 본성적으로 자리 없음을 자리로 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 177 -

프로이트는 반복현상 속에서 위장과 전치가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는 것까지 포착을 해내었지만, 단지 위장과 전치를 반복으로부터 파생되

는 효과로서만 이해하게 된다. 반면 라캉의 경우는 위장과 전치는 반복

의 파생적 효과가 아니라 반복의 내적이면서 동시에 발생적 근거라는 것

을 밝히게 된다.

프로이트는 꿈이라는 심리작용에 주목하여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

에 대해 오래도록 고찰했다. 그가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하여 피분석자들의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분

석하면서 꿈과 피분석자들의 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

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프로이트는 특히 꿈의 왜곡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꿈의 왜곡은 앞서 히스테리 증상의 형성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

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이다. 꿈의 경우에도 히스테리 증상과 마찬가지

로 역시 정신적 힘들이 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꿈은 내밀한

소망을 은밀한 방식으로 번역하게 되며 이를 현시하게 된다. 꿈이라는

기제도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내밀한 본래의 소망과 관련이 있는

잠재적 꿈이 있고, 또한 그러한 잠재적인 소망을 번역해내는 현시적 꿈

이 있다. 그런데 이때 내밀한 소망이라는 것은 깨어있을 때 억압되어 있

던 것들이다. 즉, 내밀한 소망은 원하지만 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으

며,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자아는 이러한 소망들을 자신의 억압기제를 통

하여 억압하고, 따라서 이러한 소망들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

하게 된다. 반면, 잠에 들게 되면 자아의 활동력은 감소하게 되는데, 그

렇다고 해서 활동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자아의 활동력이 소

멸하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의 상태일 것이다. 잠에 들 시 자아의 활동력

은 감퇴하게 되고, 이때 억압되어 있던 소망은 약화된 자아의 억압기제

를 피해서 자신의 소망을 현시하게 된다.275) 억압된 것은 회귀하기 마련

이다. 내밀한 소망은 단지 자아가 활동력이 약화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자

아의 활동력이 약화되었을 때 갑자기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내밀한 소

275) 물론 소망의 현시는 언제나 유쾌한 꿈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현시되고자 하는

꿈이 강력하게 억압되어 오던 소망이라면, 그러한 소망의 현시 속에서는 불안감이 동

반할 수도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는 불쾌함을 야기하는 꿈들을 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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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 끊임없이 반복하고자 하며, 억압의 기제 역시 반복해서 이러한 소

망들을 억누른다.

프로이트는 꿈의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꿈의 해석』에서 검열관에

대한 비유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비유에 의하면 무의식적 소망은 독재

정권하의 기자와도 같다. 그리고 자아 또는 의식은 검열관과도 같다. 꿈

은 검열관의 눈을 피하기 위한 기자의 노력과도 같다. 기자가 쓰는 기사

는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면의

의미이다. 꿈도 마찬가지이다. 꿈은 현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언제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면의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열관

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기자는 어떠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꿈-작

업은 크게 압축(Verdichtung)과 전치(Verschiebung)라는 두 가지 메커니

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압축이란 중층결정 작용을 뜻하며, 여러 무의식

적 사고와 표상의 내용들을 단 하나의 표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따

라서 “꿈은 꿈 사고의 범위와 내용에 비해 간결하고, 빈약하며, 단순”276)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역으로 꿈의 해석은 단순해

보이는 꿈속의 단일한 표상들 속에서 다양한 소망과 다양한 기억들이 섞

여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치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 또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화 되

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제들을 발견해내었다. 이러한 기제들은 일종의 번

역 작업과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혹은 비유적으로 무의식의

글쓰기라고도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의식적 글쓰기

는 위장과 전치와 같은 기제들을 발동시킨다. 특히 꿈과 같은 경우로 한

정지어 보자면, 무의식은 의식의 검열을 피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고자 반복하고 있었다. 반복은 위장과 전치를 통해 실현된다. 바

로 이러한 점에서 프로이트는 반복이 위장과 전치 사이에서 모종의 필연

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최초로 발견한 자이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를 비

276) 프로이트, 『꿈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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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들”은 반복에 관한 참된 사유로 나아가지

못했다.

꿈이나 증상의 작업-압축, 전치, 극화-에서 김빠지고 헐벗은 반복은 이 위장

들 때문에 약화되고 급기야 은폐되는 것일까? 억압에 대한 최초의 이론에서

부터 프로이트는 이미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위장과 이형들, 가면

이나 가장복들은 ‘겉에서부터’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

들은 반복 자체의 내적인 발생 요소들, 반복을 이루어내고 구성하는 부분들

이다. 이 길을 통해서 무의식의 분석은 어떤 참된 연극으로 향할 수도 있었

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프로이트가-

적어도 경향의 차원에서-김빠진 반복의 모델을 끝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프로이트에게서] 위장은 힘들 간의 단순한 대립에 입각해서 이해된

다. 위장된 반복은 자아와 이드의 대립적인 힘들 간의 이차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다.(DR 28/59)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추후에 그와 유사

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반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방식에 입각해 본다면, 반복이란 최초항과 그와 유사한 추후

의 또 다른 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들뢰즈가 보기에 프로이트가

반복을 이해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프로이트는 반복을 “현실적 계

열 안의 한 현재에서 다른 한 현재로, 어떤 현행적 현재에서 사라진 현

재로 이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277)이라고 보고 있다. 가령, 어떤 병

리적 증상이 현행화 되고 있다면, 프로이트의 경우 그러한 증상의 원인

을 지나간 현재 속에서 찾아내고자 할 것이다. “고착과 퇴행의 개념은,

그리고 외상이나 원초적 장면 등의 개념도 역시 [사라진 현재라는] 이

최초의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278)

따라서 프로이트는 사라진 현재에 겪었던 외상적 상흔이 현재의 병리

학적 증상을 야기했다든가, 또는 유년기 시절 지난 날 부모님의 성교 장

면을 목격하게 되어 그것이 성인기의 신경증을 유발했다고 본다. 하지만

277) DR 137/236

278) DR 13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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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복에 대한 통상적인 선입견은 최초항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

는 것이며, 추후의 항이 그러한 동일성에 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라진 현재가 현행적 현재로 반복되

고 있다고 하지만, 반복에 대한 통상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한, 우

리는 사라진 현재와 현행적 현재 사이의 어떠한 유사성이 두 현재를 이

어주고 있다고 간주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반복에 대한 프로이트의

사고방식은 동일성과 유사성의 사유방식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프로

이트 덕택에 반복을 통한 위장과 전치의 기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가 통상적인 의미의 반복 개념에 머물러 있는 한, 위장과 전

치는 프로이트에게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에게 위장과 전치는 반복의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반복을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이해하고 있다. 위장

과 전치를 통하여 반복이 이뤄지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위장과 전치는

억압의 검열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위장과 전치의 반복은 억압의 기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효과에 해당한

다. 들뢰즈가 보기에 이러한 기존 정신분석 이론들의 패착은 크게 두 가

지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첫 째, 기원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둘 째, 억압과 반복 사이의 잘못된 믿음이 그러한 것들이다. 들뢰즈는 이

러한 프로이트의 잘못된 믿음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라캉의 잠재적 대상

에 주목했던 것이다. 라캉의 잠재적 대상은 비-기원으로서의 기원의 기

능을 하며, 또한 이 개념을 통해 위장과 전치는 억압에 대해 2차적인 것

이 아니라 1차적인 것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라캉의 부분대

상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이 억압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기 때문에 억압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절. 무의식의 본성

들뢰즈에게 라캉의 이론은 여타의 정신분석 담론보다 중요한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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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듯 보인다. 라캉의 대상 a 또는 팔루스 개념을 통하여 참된 반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반복은 같음의 반복으로 이해되어

져 왔고, 반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차이는 부차적인 것으로 또는 파생적

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하지만 들뢰즈는 라캉의 부분 대상 이론으

로부터 반복의 내적인 조건으로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위장과

전치는 반복의 내적인 조건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이해

는 전도되기에 이른다. 더 이상 반복을 통해서 발생하는 차이는 부차적

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장과 전치 등의 차이는 반복의 근원적이고 일

차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부분 충동 등의 개념을 통하여 잠재적 대상을 예감하고 있

었지만, 여전히 같은 것의 반복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반복을 사유할 가능성을 가지고서도 그러한 가능성

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반복을 사라진 현재와

현실적 현재 사이의 일로 간주한 것이며, 이는 사라진 현재와 순수 과거

사이의 본성상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만일 프로이트가 자신의 부분 충동 개념을 충분히 개진하여, 잠재적인

대상과 현실적 대상 사이의 본성상의 차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더라

면, 반복에 대한 그의 사유도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다. “프로이트는 계통

발생에 대해, 융은 원형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지만, 우리는 이

러한 발견을 통해 그와 같은 발상법의 불충분성이 교정될 수 있으리라고

는 결코 믿지 않는다. 설령 현실적인 실제 사실들에 상상적인 것의 권리

들을 전면적으로 대립시킨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궁극적이거나 원초적

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심리적 ‘실재’에 있다.”279)

들뢰즈는 자신이 유연하게 외연을 확장시킨 라캉의 팔루스 개념을 통

하여, 통상적인 선입견으로서 반복이 아니라, 무의식이 참된 반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들뢰즈는 무의식과 관련한 베르그손과 라캉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무의식과 의식을 잠재적인 계열과 현실적인 계열의

구도로 옮겨놓는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잠재적인 영역은 순수 과거의 영

279) DR 13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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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며 총체화의 영역이다. 그리고 과거는 현실과 동시간적으로 있으며,

둘 사이에는 본성상의 차이가 있다. 라캉의 팔루스는 “부단히 순환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리를 옮기고 있다.”280) “Ratten”이라는

기의 없는 기표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망각되어 있던 쥐인간의 사라진

현재와 현실적 현재 사이의 공명을 낳았다. 사라진 현재와 현실적 현재

두 현재는 “Ratten” “또 다른 본성의 잠재적 대상과 관계하면서 공존하

는 두 현실적 계열을 형성한다.”281) 그리하여 쥐인간이 망각하고 있었던

유년기로서 사라진 현재는 기표의 작동에 의해서 현실적 현재로 침투하

게 되고, 이 둘 사이의 공존에 의해 쥐인간에게 강박 신경증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라캉의 잠재적 대상은 부단히 자리 옮김을 하고, 이러한 자리 옮김은

현실적 계열에서 상상적 변용으로서 위장을 유발시킨다. “이때 잠재적

대상은 무엇보다 전치를 고유한 속성으로 하는 어떤 내재적 심급에 해당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장이 억압을 통해 설명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

을 것이다. 사정은 오히려 반대이다. 억압은 현재들의 표상과 관련되는

어떤 하나의 귀결로서 산출된 것이다. 그것은 반복이 자신의 규정 원리

를 특징짓는 전치에 힘입어 필연적으로 위장되기 때문에 비로소 산출되

는 귀결이다.”282) 정리하자면, 사라진 현재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기원

이 아니며,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추후의 현재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끊임없이 전치하는 잠재적 대상이다. “만일 사라진 현재와 현행

적 현재라는 두 현재가 잠재적 대상을 중심으로 서로 공존하는 두 계열

을 형성하고 그 잠재적 대상은 그 계열들 안에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에서 자리를 바꾸고 있다면, 이 두 계열 중 어떤 것도 더 이상 원초적

인 것으로나 파생적인 것으로 지칭될 수 없기 때문이다.”283) 그리고

도둑맞은 편지와 쥐인간 사례에서284) 보았듯 이동하는 기표는 상호주관

280) DR 139/239

281) DR 138/238

282) DR 139/239

283) DR 139/240, 원저자 강조

284) 뿐만 아니라 들뢰즈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이와 관련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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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를 구성해낸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각각의

인물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 인물이 움직이는 기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상호주관적 계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위치 또는 세 가지 요소로서 구성된다. 첫 째 편지를 훔치는 자, 둘

째 편지를 도둑맞는 자, 셋 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것도 알지 못

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의 기원은 끊임없

이 자리 이동하는 잠재적 대상으로서 편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원으로

서 잠재적 대상은 끊임없이 위치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자기동일성을 결

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때의 기원은 어떠한 동일성을 요

청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로부터 유사성에 호소하고 있지도 않다. 동일성

과 유사성은 더 이상 반복의 내적인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전치와 위장

이야말로 무의식적 반복의 실재적인 조건이며, 동일성과 유사성은 단지

무의식적 반복의 파생 효과들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무의식은 이원론이나 갈등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단지 무의식 내에서 추상적인 운동만을 재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이원론적 모델에 입각해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무의식을 억압의 기제로 중심으로 억압되는 것과 억압하는 것 사이

의 이원론적 힘의 구도 안에서 설명하기도 하였고, 본능 또는 충동에 관

한 이론을 개진할 때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원론과 갈등론의 구도 하에

서 규명해보이고자 노력했다. 충동이론과 관련해서 그는 초창기에는 성

적 충동과 자기 보존 충동 사이의 이원론을 제시하였다면, 후기로 가서

는 생명 충동과 죽음본능 사이의 이원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늘

들을 찾아내기도 한다. 첫째. 콩브레의 예, 그리고 둘 째 엄마에 대한 사랑의 예. ;

“유년기의 사건은 어두운 전조를 형성한다. 기저의 두 계열은 이 전조를 통해 소통한

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알고 있던 어른들의 계열,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른 어른들, 다

른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속해 있는 성인 계열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엄마의 사랑/

두 성인계열 소통/ 스완과 오데트가 형성하는 계열, 그리고 어른이 된 주인공과 알베

르틴이 형성하는 계열/ 두 성인 계열, 그리고 그 두 계열은 그 사랑의 포로[곧 주인공

엄마]가 겪는 영원한 전치와 영원한 위장이다. 그 계열들이 상호 주관적 무의식 안에

서 공존하게 되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바로 사후적 지연이다.”(DR

16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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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을 대립되는 힘들 사이의 갈등으로 기술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전적으로 헤겔적 성격을 띤 후기 칸트주의의 입장에, 다시

말해서 대립적 무의식의 편에 서있다.”285) “하지만 그 갈등들은 훨씬 더

미묘한 차이의 메커니즘들(전치와 위장들)의 결과물이다.”286)

그리고 “확실히 무의식은 욕망하고 또 욕망밖에 할 줄 모른다.”287) 욕

망은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차이로 존재한다. 무의

식은 대립되는 힘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분적인 것으로서 욕망들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욕망은 만족에 대한 갈망도 아니고 사랑에

대한 요구도 아니다. 욕망은 후자로부터 전자를 뺄 때 결과하는 차이이

다. 즉 그것들의 분열 현상 자체이다.”288) 욕망은 요구로부터 욕구를 빼

고 남은 차이이다. “잠재적 대상을 통해 욕망과 욕구 사이의 원리적 차

이가 확연해지는 순간, 욕망은 부정의 역량으로도, 대립의 요소로도 드러

나지 않는다.”289) 만족은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욕구는 생물학적

본능을 뜻한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욕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의 대상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타자를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며,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구는 완벽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다. 특히 유아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기를

요구한다.

잠재적 대상으로서 팔루스가 표시하는 결여는 욕망을 초래한다.290) 그

리고 유아는 대타자의 욕망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 이때 대

타자의 욕망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타자를 욕

망하는 것이며, 둘째로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소유하려는 욕망,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이다.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은 그가 대타자의 욕망 앞에서, 그 욕망

285) DR 143/246

286) DR 140/242

287) DR 140/242

288) Lacan, Écrits. p.691.

289) DR 140/242

290) 김상환, 「라깡과 데리다」,김상환 외『라깡의 재탄생』,p.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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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던지는 물음 앞에서 생성된다.291) 주체는 대타자의 욕망 앞에서 다시

묻는다.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거지?”(che vuoi)”292) 욕망은 대타자

의 욕망이 내부로 침투하여 만들어내는 차이이며,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

은 욕망이다. 즉 무의식은 차이들로만 이뤄져있다. 그리고 무의식이 욕망

인 한, 그것은 늘 하나의 물음이며, 이러한 물음은 성차의 문제와 탄생과

죽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아이는 성별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늘 궁금해 하고, 자신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무의식적 해답을 내놓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낸다. 성차의

문제는 거세의 환상을 낳고, 탄생과 죽음의 문제는 원장면에 관한 환상

을 낳게 될 것이다. 무의식의 본성은 종합하자면, 상호주관적이며, 미분

적이고, 문제제기적이다.

4장. 죽음본능으로서 무의식적 반복

2장 대자적 반복에서는 세 가지 무의식적인 수동적 종합이 제시된다.

습관의 종합, 기억의 종합, 죽음본능으로서의 종합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세 가지 종합들은 각각 무의식적 반복으로서 설명되고 있지만, 그 중에

서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본능과 관련된 반복이다. “쾌락원칙이 단지 심리학

적 원리에 불과한 반면, 죽음본능은 어떤 초월론적 원리의 역할을 감당

한다.”293)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은 어떠한 연유에서 도입되었는지 확인

해보고, 이 개념에 대한 들뢰즈의 논평을 확인해보겠다. 그렇게 들뢰즈로

부터 해석된 죽음본능 개념이 들뢰즈 철학에서 어떤 위상, 또는 어떤 역

할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291) 알렌카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p.252: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다.……타자

의 욕망은 대답이나 명력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라캉의 지적처럼-스핑크

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던지는 것에 비교될 수 있는 물음이나 수수께끼 형식으로 제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한에서 주체는 대답할 것이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답

하면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의 운명을 쓸 것이다.”

292) 김상환, 「라깡과 데리다」, 김상환 외『라깡의 재탄생』,p.528

293) DR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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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세 번째 종합: 쾌락원칙을 넘어서 있는 죽음본능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 있는 것처

럼 보이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쾌락원칙은 쾌락을 추구

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뜻하는데, 쾌락원칙을 넘어서 있

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들이란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고

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들을 가리킨다. 프로이트는 기존의 자

신의 쾌락원칙에 관한 이론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신경증을 비롯한 몇몇의

반복 강박 증상들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 불가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프로이트는 죽음본능을 가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보다 구체적을 살펴보도록 하자.

유기체는 환경적 요인의 외부적 힘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고통에

대해서 회피할 수 없다. 즉, 우리는 불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

다. 그런데 불쾌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 의해

서 발생되기도 한다. “전쟁신경증”도 그러한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증상들은 환자들이 반복해서 불쾌를 겪도록 만든다. 그런데 이때

환자가 겪는 불쾌는 단순히 쾌락의 지연으로서 이해될 수 없으며, 그러

한 증상들은 일종의 고착화된 고통의 자기 생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다. 따라서 전쟁신경증과 관련된 증상들은 쾌락원칙을 넘어서 있다. 프로

이트는 이러한 전쟁신경증이 경악(Schreck)에 의해서 발발한다고 본다.

그리고 경악은 불안(Angst), 공포(Furcht)와 구분된다. 불안은 위협에 대

해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상정한다. 그리고 공포는 공포의 대상을 전

제로 한다. 그러나 경악은 대상에 대한 어떠한 인지도 없으며, 동시에 위

협에 대한 아무런 심정적인 대비도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된다.

즉, 경악이란 완벽한 놀람 속에서 막연한 위험만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신경증 환자들의 경우 전쟁 상

황 속에서 경악을 체험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무의식은

이러한 무방비 상태 자체를 반복함으로써 추후에 노출될 수 있는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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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미리 대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반복강박의 증세가 보

인다. 환자들은 근원적 경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 신경

증 환자가 경악의 경험을 반복하게 될 때, 이러한 증상은 어떠한 정신적

기제에 의해서도 쾌락 가능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정신적 외상을 입

은 자의 꿈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등

을 통해서 꿈은 소원성취의 기제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봤었는데, 이는

무의식적 욕망이 꿈의 공간 안에서 실현됨으로써 특정한 쾌락을 산출하

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적 외상 환자의 악몽의

경우 이러한 꿈의 소원 성취 기제와는 전혀 상관 없이 악몽이 반복된다.

정신적 외상 환자의 악몽은 끊임없이 트라우마 장면을 상기하도록 만드

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반복 강박을 근거로 하여, 인간에게는 쾌

락 원칙을 넘어서는 작동 기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죽음본능

인 것이다.

죽음본능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유기적 생명체 속에 내재한 어

떤 충동”294)이다. “만약 우리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내적인” 이유로 인

해서 죽는다-다시 한 번 무기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의 예외 없는 진리

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죽음이다”라고 말하

고 또한 뒤를 돌아보면서 “무기물체가 생물체보다 먼저 존재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95) “강한 충동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

려는 유기적 생명체 속에 내재한 어떤 충동인 것처럼 보인다. 이 이전

의 상태는 생명체가, 불안을 일으키는 외부의 힘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296) 외상성 신경증 환자들이 그토록 고

통스러운 악몽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자기 내적으로 자기 파괴를 향한

충동이 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이전의 충격적인 사태를 반복한다.297)

294) 프로이트,「쾌락 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의 근본개념』, p.307

295) 프로이트,「쾌락 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의 근본개념』, p.310

296) 프로이트,「쾌락 원칙을 넘어서」,『정신분석의 근본개념』, p.308, (원저자 강조):

그는 이러한 강한 충동을 강박, 그리고 죽음과 동일시한다.

297)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p.110, 라캉에게서

는 상징계로 포섭되지 않은 실재가 회귀하는 것으로서 반복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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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본능이 드러내고 있는 사태란 쾌락원칙을 넘어서 있는 반복의 잔혹

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두 번째 수동적 종합에서는 전치하는 잠재적 대상

과 위장하는 현실적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었다. 상호주관적인 무의식적

주체들은 이러한 대상의 전치와 위장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

났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비도는 외부 현실 대상 또는 잠재적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충격적인 사건 등에 휘말리게 될 경우 대상을 지향하고

있던 리비도는 탈성화되어 자아로 역류해버리는 수가 있다. 이 경우 나

르키소스적 자아가 형성되고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탈성화된 리비도를 자

기 자신에게 투여함으로써, 외부 세계와의 연관을 끊어내 버리게 되는

것이다.298) 그리고 현실적 대상과 잠재적 대상의 속성으로서 위장과 전

치는 자아로 귀속되기에 이른다. 수동적 자아는 대상들의 잠재적 계열과

현실적 계열의 차이를 내면화하고, “에로스가 자아로 역류하는 순간 자

아는 대상들을 특징짓는 위장과 전치들을 자신의 역할로 떠맡고 마침내

자신의 고유한 치명적 변용에 이른다.-그 순간 리비도는 기억내용 전체

를 잃어버리고 시간은 원환적 형태를 상실하는 가운데 가차 없는 직선적

인 형식을 취한다.-그리고 그 순간 이 순수한 형식과 동일한 죽음본능이

나타난다.”299)

“원환적 형태를 상실하는 가운데 가차 없는 직선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시간 개념은 칸트에게서 선취되었다. 칸트는 종래의 운동과 시

는 먼저 반복의 근거를 만남과 관련해 주체에게 일어나는 분열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분열은 우리로 하여금 실재를 그것의 변증법적 반향 속에서 근원적으로

적당치 않은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분석 겸험과 발견의 특징적인 차원을

구성합니다. 실재가 주체에게 있어 충동의 가장 가까운 공모자가 되는 것은 정확히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298) 프로이트,「나르시시즘적 서론」,『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1

차적 나르시시즘 상태와 2차적 나르시시즘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유아기에는 자신

과 세계를 분리시키지 못하며, 자아와 대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

다. 이때 유아들은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다. 프로이트는 이 상태를 1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였다. 아이가 차츰 성장해감에 따라 리비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 외부 대상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부 대상을 향해 대상 리비도 집중

을 하다가 그러한 대상 리비도가 역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2차적 나르시시

즘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299) DR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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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전도시켰다. 더 이상 운동을 근거로 해서 시간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에 의해서 운동 및 변화가 규정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변화

의 개념 및 이와 함께(장소의 변화로서) 운동의 개념이 오직 시간표상을

통해서만 그리고 시간표상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덧붙인다.”300)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및 변화의 표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다. 바로 그 점에서 시간은 운동의 형식이다. 따라서 칸트에 접어들어서

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시간관이 표방하듯 시간이 더 이상 영

원하고 연속적인 천체 운동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라

는 형식 하에서 지속성, 연속성, 동시성 등이 규정될 것이다.301) 달리 말

하면, 변화, 영원, 연속 등은 경험에서 마주하게 되는 개념들이며, 그러한

개념들은 시간 자체가 아니며 단지 시간에서 파생되는 양태들이자 관계

들인 것이다.302) 칸트에서의 시간의 형식은 더 이상 경첩을 중심으로 회

전 운동하고 있는 것의 수가 아니다. 칸트의 전회에 의해 드러난 시간의

형식은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들뢰즈는 칸트의 직선의 시간의 형식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할애하

고 있다. 보통의 일상적 경험에서 시간의 형식은 특정한 내용들을 가지

고 있겠지만, 들뢰즈는 오로지 시간의 형식만 남아있고, 어떠한 내용도

들어서지 못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초월론적 주체가

시간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주체는 어떠한

기억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뜻할 것이며, 이는 곧 초월론적인 망각 상태

를 뜻하는 것이다. “빗장이 풀린 텅 빈 시간은 철저히 형식적이고 정태

적인 순서, 압도적인 총체[집합], 비가역적인 계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시간은 정확히 죽음본능이다.”303) 따라서 죽음본능은 초월론적 망각을

함의하며, 죽음본능의 “반복 안에서, 그리고 반복을 통해 비로소 망각은

300) KrV, B48

301) KrV, A29

302) KrV, B219

303) DR 1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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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실증적 역량이 되고 무의식은 어떤 실증적이고 월등한 무의식이 된

다.(가령 힘으로서의 망각은 영원회귀의 체험을 구성하는 일부이다.)”304)

2절. 프로이트 죽음본능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죽음본능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다.305) 먼저

프로이트의 죽음본능에 관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

한다. 프로이트는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대립되는 두 가지 충동이라고 간

주하였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러한 이원론에 입각하여 에로스와 타나

토스는 융합(Mischung)하고 분열(Entmishcung)하는 것이라 봤다. 하지

만 들뢰즈는 이와 달리 “죽음본능과 에로스는 결코 상호 보충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법이 없다”306)고 본다. 왜냐하면 죽음본능은 에

로스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에로스와 전적으로 다른 종합을 뜻하는

304) DR 15/40

305)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 곳곳에서 프로이트의 “헤겔적” 전제들

을 비판한다. 따라서, 헤겔 변증법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단순히 헤겔 자체에 대한

비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 체계 내부에 “변증법적 요소”들로도 향하

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신하여 들뢰즈는 무의식을 변증법적 모델이 아니라, 라이프니

츠의 미분적 모델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헤겔과 라이프니츠가 각각 무한대와 무

한소로서 무의식 개념을 개진했지만, 그 둘 사이에 대한 들뢰즈의 평가는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무의식은 결국 대립적인가 아니면 미분적인가? 무의식은 갈등 관계에

놓인 커다란 힘들과 이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열들을 이루는 작은 요소들과 이어

져 있는가? 무의식은 서로 대립하는 커다란 표상들의 무의식인가 아니면 분화된 미세

지각들의 무의식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물음들을 통해 칸트적 전통

과 라이프니츠적 전통 사이에 있었던 오래된 망설임들, 그리고 또한 오래된 논쟁들이

되살아나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로이트는 전적으로 헤겔적 성격을 띤 후기 칸트

주의 이방에, 다시 말해서 대립적 무의식의 편에 서 있다. 하지만 그런 프로이트

가 라이프니츠의 추종자인 페히너G. Fechner를 그토록 존경하고 왜 그가 ‘징후학

자’로서 보여준 세밀한 변별력에 그토록 커다란 경의를 표하는 것일까?”(DR

143/246, 인용자 강조)

“그렇지만 이들[라플랑슈와 퐁탈리스]이 대명 동사의 모델에 입각해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의 이 저편(au-delà)을 탐구할 때, 우리는 이들을 따를 수 없다. 이러한

작업은 여전히 자아에 호소하기 때문이며, 또 명시적으로 자가-성애적인 이편

(en-deça)에 관련되기 때문이다.……이 방식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심화시킴에 의해

서든 아니면 둘의 종합에 의해서든, 대립자들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것처

럼 보이지는 않는다. 프로이트가 여전히 그러한 ‘헤겔적인’ 관점에 머물렀다는 것

은 분명하다.”(LS 248/351, 인용자 강조)

306) DR 1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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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이원론을 대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는 프로이트가 에로스의 리비도가 자아로 역류하기 위해서는 탈

성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주목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대상

리비도를 나르시시즘적 리비도로 변형시키는 일은 분명히 성적 목적의

포기, 탈성화, 일종의 승화를 암시한다.”307) 들뢰즈는 이때 탈성화되는

리비도자체를 죽음본능으로서 간주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의 경우 죽음본

능을 에로스에 대해 독립적이며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본

능을 탈성화된 리비도 에너지보다 먼저 선재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들뢰즈는 “타나토스는 전적으로 에로스의 탈성화, 곧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중성적이고 전치 가능한 에너지의 형성과 하나를 이룬다”고

보고 있으며, “이 중성적이고 전치 가능한 에너지는 타나토스에 봉사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나토스를 구성한다”고 본다.308) 따라서 들뢰즈

에 의하면 타나토스는 에로스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이원론적

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충동이 아니다. 죽음본능은 다만 에로스의

리비도가 탈성화된 에너지로부터 구성되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들뢰즈는 또한 프로이트의 죽음본능에 관한 이론에서 여전

히 반복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죽음본능을 이전의 상태로서 무기물질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들뢰즈가 보기에 죽음본능에 대한 프로이

트의 이해는 여전히 물질적 반복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프로이트는

죽음의 전형에 관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들뢰즈는 프로이트가 “출생이나 거세에 대해 말할 때는 그런 전

형들의 현존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유독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물질적

차원 이외의 전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309) 즉,

정신분석에서 이미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서 출생이나

거세의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들뢰즈는 유독 프로이

트가 죽음과 관련해서만큼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죽음 개념을 고찰하고

307) 프로이트,「자아와 이드」,『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p.370

308) DR 150/256

309) DR 1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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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310)

정신분석이 상징적인 출생과 상징적인 거세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죽

음에 관해서도 그것을 반드시 실재적인 죽음으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

라, 상징적인 죽음을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무기물질로의

회귀가 아닌 죽음의 전형으로서 죽음에 관한 모리스 블랑쇼의 비평을 참

조하고 있다. 모리스 블랑쇼는 두 가지 죽음을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인

격적인 죽음이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죽음은 개체로서 나와 자아의 소

멸을 뜻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에 가깝다. “나”의 소멸로서

죽음은 가능한 죽음이다. 두 번째 죽음은 익명인 아무개(On)가 죽는 영

역이다.311) 두 번째 죽음은 ‘자아’의 의도나 의지와 무관한 것이며, 나 또

는 자아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방식으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심지어 자살을 통해서도 그 두 측면은 서로 부합하거나

310) Brian O’Connor, Freud on the Death Drive as Existence without Tension(2016) :

들뢰즈는 죽음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해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프로이트의 죽음은 유기체가 어떠한 물질적 신진대사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의 죽음본능에 한

정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이트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죽음본능이 무엇인지

에 대해 설명했다. 파괴적 공격성, 반복강박, 열반 원칙의 형식에서 소극적 소멸과 적

극적 소멸 등의 문제를 다룰 때 프로이트는 죽음본능 개념을 도입했었다. 이처럼 다

양한 맥락 속에서 죽음본능 개념이 거듭 제시됨에 따라 죽음본능이 여러 현상들을 체

계적으로 상호연관 관계 맺게 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기 쉽게 되었다. 하

지만 체계적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아주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보다 면밀히

자료들을 분석해본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죽음본능에 관한 체계적 독해를 쉬이 뒷받

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본능에 대해 고찰을 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이폴리트

의 발언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폴리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혹자

는 끔찍한 수수께끼 같다는 인상을 받고, 혹자는 청사진의 작업-틀에 아주 간단하게

는 맞지 않는 이질적인 현상들을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다.”(Lacan(1991) p.66.) 1920년 초반 프로이트의 저술들을 주로 참조해본다면, 죽음충

동은 긴장 없는 상태(tensionlessness)의 의미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미는

열반원칙로서 제시된다. 즉, 열반원칙이 상정하는 긴장 없는 상태란 생물학적 소멸을

가리키기 보다는 차라리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소멸, 자아의 죽음(the death of the

ego)과 연관이 있다.

311)Maurice Blanchot, L'Espace littéraire : 블랑쇼는 죽음을 주제로 릴케를 비평하면서

이러한 두 번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죽음 속에서 능동적

의식은 일체가 차단되고 절대적 수동성의 상태로 침몰 당하게 된다. “자아(또는 ‘나’)

는 자신과의 관계를 상실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죽음의 경험은 황홀한 예술적 체험

으로서 경험이기도 하며 무심한 시선으로 사물들의 현전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바로 이러한 두 번째 죽음을 하나의 전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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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312) 나와 자아의 죽음과 익명의 죽

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러한 간극은 심지어 자살

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매울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의 죽음은

“완료되지 않는 것, 종료할 수 없는 것,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며, “항상

도래하고 있는 죽음이다.”313) 이 죽음은 또한 나의 형상이나 자아의 질

료로부터 개체화의 요인들이 해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익명의 죽음은

“작은 차이들의 우글거림과 해방에 의해 일어나고, 이 해방은 내적인 죽

음을 통해 강도 안에 함축”되는 것이다.314)

3절. 죽음의 두 가지 의미

그것은[죽음은] 현재의 심연이며, 현재 없는 시간이다. 내가 그것과 관계 맺

을 수 없는, 내가 그리고 나 자신을 던질 수 없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죽음

안에서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

다. 죽음에 있어 누군가(On) 죽는다. 누군가가 죽기를 멈추지 않으며 죽기를

끝내지 않는다.315)

들뢰즈는 죽음에 관한 프로이트의 단조로운 물질적 모델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리스 블랑쇼의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참조한다. 첫 번째 죽음

의 의미는 통상적 의미의 죽음이다.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

르는 것이 죽음의 사전적 의미이다. 유기체가 영구히 어떠한 물질적 신

진대사 활동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유기체가 죽음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러한 죽음은 “인격적 죽음”이며, 개체적 죽음이다.

반면 죽음의 다른 의미도 있다. 인격적 죽음을 통상적 의미라고 간주했

을 때, 이는 죽음의 비유적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죽음은 “비인격적

인 죽음으로서, 파악 불가능한 죽음, 결코 오지 않을, 내가 그리로 나아

312) DR 148/255

313) DR 148/255

314) DR 333/548

315) Maurice Blanchot, L'Espace littéraire,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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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을, 어떤 종류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도 나와 연계되지 않는 죽음

이다.”316)

그런데 이러한 비유적 의미의 죽음은 역동적 무의식의 의식에로의 전

면적 침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부에서 들뢰즈가 사르트르

의 초월론적 장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그때 들뢰즈의 비판의 요점은 사르트르가 초월론적 장 개념을 비록 비인

격적인 것으로서 규명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의식의 동일

성 형식 안에서 규명해내려고 하고 바로 그런 점에서 여전히 초월론적

장을 개체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들뢰즈는 사르트르와 달

리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초월론적 장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때 “비인격

적”이고 “전개체적”인 술어들이 귀속되었던 것도 초월론적 장으로서 무

의식이었다. 따라서 비유적 의미의 죽음에서도 이러한 술어들이 귀속되

고 있는 것은 초월론적인 차원 또는 무의식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비인격적 죽음은 곧 무의식과 관련이 있는 죽음으로서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때 무의식과 관련한 죽음은 “무의식에 의한 자아의 죽음”

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월론적 장으로서 무의식은 하부-재현

적이라면, 이 하부-재현적 무의식의 역량이 의식적이고 재현적인 경험의

차원을 급습하고, 그리하여 재현적 질서의 공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죽음의 또 다른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의 죽음은 위상학

내에서 성립 가능한 특정한 역학을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탕의 상승

의 운동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형상들은 재상승하는 이 바탕 안에 반영될 때 모조리 흩어져버리고 만

다. 그 바탕은 스스로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순수한 미규정자이기를 그쳤다.

하지만 형상들도 상호 공존적이거나 상보적인 규정들로 머물러 있기를 그친

다. 재상승하는 바탕은 더 이상 밑바닥에 남아 있지 않고, 자율적인 실존을

얻는다. 이 바탕에 반영되는 형상은 더 이상 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에

직접 작용하는 어떤 추상적인 선이다.(DR 44/87)

316) Maurice Blanchot, L'Espace littéraire,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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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으로서 초월론적 장은 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며317), 그것이 상승

하여 의식의 질서를 일격에 무너뜨릴 때, 자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자아를 무의식으로 개방시키고, 자아가 가두고 있는 무(無)우주적

a-cosmique, 비인칭적, 전개체적 독특성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다.”318)

즉, 바닥의 상승과 자아의 죽음, 그리고 독특성의 해방은 동시적인 사건

이다. 자아는 일관성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현실원칙을 따르고, 이를 위해

주체와 대상의 구도 하에서 현실검증을 수행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자아가 마비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어떤 수동성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

을 때, 초월론적 장에서의 독특성들은 완전한 해방을 맞게 된다. 독특성

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목적인 분배가 시행된다. 들뢰즈는 죽음본능을

리비도의 탈성화, 또는 리비도의 중성화로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중성

적’이라는 말은 ‘비인격적’과 ‘전개체적’을 뜻한다.” 리비도의 중성화는

“나르키소스적 상처에 의해 자아로부터 해방된 독특성들을 수식”하고 있

는 것이다.319)

미친 듯한 생성은 표면으로 올라가 아이온, 영원의 직선 위에 놓일 때 형태

를 바꾼다. 마찬가지로 자아는 녹아버리고, ‘나’는 금이 가고 동일성은 상실된

다. 이들이 가라앉기를 그치고 표면의 독특성들을 해방시킬 때, 무의미와 의

미는 그들의 역동적 대립 관계를 끝내고, 결국 표면의 무의미와 그 위를 미

끄러지는 의미로서 정적 발생의 공현존 속으로 들어간다.(LS 165/248)

인격적인 죽음은 가능한 죽음이다. 왜냐하면 인격적 주체가 자신의 의

317)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에서는 각 작품이 상정하고 있는 위상학의 차이

가 있다. 『차이와 반복』은 이념과 강도는 상응하고, 평행하는 관계로서 설정되어 있

지만, 『의미의 논리』에서 상황은 보다 복잡하다. 초월론적 장은 표면의 심급이고,

강도와 관련해서는 심층의 무의미로서 다뤄진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학의 차이에 의

해서 아르토에 대한 각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차이와 반복』에서 아르토는

사유의 생식성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13계열 조현병

과 어린소녀」, 『의미의 논리』를 본다면, 들뢰즈가 아르토의 천재성, 예술성에 대해

서 분명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초월론적 장의 형성과 관련하여 아르토는 앨리스와

대비를 이루게 된다.

318) LS 243/353

319) LS 242/352



- 196 -

지에 의해서 물질적인 죽음에 가닿을 수 있기 때문이며, 굳이 자살의 방

식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적 신진대사 활동은 영구적

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영면의 상태에 접어들게 됨으로서 그러

한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따라서 가능한 죽음임과 동

시에 필연적인 죽음이기도 하다. 반면 무의식의 상승과 그로인한 자아의

죽음은 불가능한 죽음으로서 설명된다. 그것은 의지의 영역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죽음이 가능하다면,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죽음본능의 구성으로서 리비도

의 탈성화는 충격에 의해 외부로 향하던 리비도 집중을 내부로 역류시키

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특정한 폭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고, 비자발

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이때의 죽음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처할 수 없는 죽음인 것이며, 불가능한 죽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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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초월론적 이념으로서 무의식

본고 3부에서는 사유의 선한 본성으로서의 공준으로서 사유의 이미지

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이러한 사유의 이미지들은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들뢰즈는 이러한 사유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사유로서

이미지 없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미지 없는 사유는 자연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는 오히려 비자발적으로 발생하고, 폭력

적인 사태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들뢰즈의 초월론

적 경험론은 어떠한 실천적 함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최

소한 어떠한 자발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자발성으로부터 특정한 실천

적 수행을 상정할 수 있을 터인데, 들뢰즈에게서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들뢰즈 철학에서의 실천론적 함의에

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경우

는 알랭 바디우 Alain Badiou(1997)와 지젝Slavoj Žižek(2004)을 꼽을 수

있다. 바디우는 들뢰즈 철학을 스토아 철학과 같은 일종의 숙명론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지젝(2004)의 경우 “들뢰즈 자신의 텍스트 중에 어떠한

것도 직접적으로 정치적이었던 사례 따위는 없다…들뢰즈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대단히 엘리트적인 필자이고, 정치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가

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의 정당성을 논할 때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비자발성의 의미이다. 들뢰즈

의 사유는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들뢰즈의 사유에는

어떠한 의지도 침투할 수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바디우는 들뢰즈와 스토아철학을 숙명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아

철학이 숙명을 받아들이고 체념을 종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

한 문제만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

도 우리는 들뢰즈의 사유가 적어도 어떠한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대개 들뢰즈 철학의 실천적 함의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

은 추정컨대 상징적 죽음으로서 죽음본능을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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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가능한 비판인 것처럼 보인다.

만일 이미지 없는 사유가 비인격적인 죽음의 상태에 도달한 것과 동일

한 사태로 본다면, 이러한 이미지 없는 사유는 철저히 의지의 영역 바깥

의 것으로 간주 될 것이다. 앞서 본 바 인격적인 죽음은 의지의 영역에

속하지만, 비인격적 죽음은 철저히 의지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식이 의식으로 범람하는 사태를 원리상 의식적으

로 또는 의지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무의식은 나에게 타자일

뿐이다. 따라서 만일 이미지 없는 사유가 현실화된 비인격적 죽음으로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실천적 함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인격적 죽음의 도래로서 비자발적인 사태는 현재

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며, 이념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복의 철학적 기획이 의지의 철학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죽음본능의 사태

는 영원회귀의 사태와 동일한 것이며, 영원회귀의 사태는 미래적이고, 이

념적인 것으로서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것이다. 그리하여 죽

음본능은 이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념을 토대로

특정한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장. 대자적 반복의 실천론 기획

1절. 일반성과 반복의 비교

“반복répétition은 일반성généralité이 아니다.”320) 이는『차이와 반복』

「서론 반복과 차이」의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은 『차이와 반복』의 핵

심주제를 압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장

은『차이와 반복』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어디서 연원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난해함의 연원은 주제를 관통하는 개념들로서 차이와 반

복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우리가 이 단어에 대

320) DR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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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여해오던 통상적인 의미를 고수하고 있는 한, 들뢰즈가 차이와 반

복이라는 용어를 통해 기술하고자 하는 사태는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

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긍정적인 양상의 규

정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대신하여, 차이를 재현과 대조하고, 반복을

일반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서 그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고자 했다. “반복

이 일반성이 아니”라는 서론의 첫 문장 역시, 이러한 서술특성을 반영하

고 있다. 그렇다면 반복과 일반성의 대조에 대한 들뢰즈의 서술을 살펴

봄으로써, 이것들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반복에 관한 들뢰

즈의 철학적 기획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차이와 반복』의 서론인「반복과 차이」에서 들뢰즈는 반복과 일반성

을 대조한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들뢰즈는 “반복”이라는 표현을 자기만

의 방식으로 재전유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철학적 용어로서 사유화(私有

化)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 의미에서의 반복 또는 사전적 정의로서 반

복은 “일반성”이다. “같은 일을 되풀이함”이 반복의 사전적 의미이다.321)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법칙

이나 도덕법칙을 따르는 현상들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반복

이란 유사하거나 동등한 것의 되풀이로서 이해되거나, 어떠한 법칙에 종

속되어 있는 현상들로서 이해될 것이다. 법칙과 일반성은 통상적 의미의

반복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성과 반복을 대조한다

는 것은 반복의 통상적인 의미를 탈각시키고, 그것에 철학적 의미 계기

를 귀속시키는 작업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성과 반복을 들

뢰즈가 어떻게 대립시키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들뢰즈의 반복이 무엇

인지 확인 가능할 것이다.

“일반성은 두 가지 커다란 질서를 거느린다. 그것은 유사성들이라는

질적 질서와 등가성들이라는 양적 질서이다. 순환 주기와 동등성들은 각

각 그 두 질서를 상징한다.”322) 우리가 특정한 무엇인가 되풀이 되고 있

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무엇을 보

고서 특정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되풀이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321) 『표준국어대사전』, “반복” 항목

322) DR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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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되풀이된다고

여겨지는 현상들에서 유사성과 등가성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성과 등가성은 관계에 관한 속성이다. 그리고 관계 개념은 최소한 두 가

지 항들을 전제한다. 따라서 되풀이 현상은 최소한 두 가지 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다. 최초 항으로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사태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사태가 추후 발생하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감지할 수 있다. 역으로 만일 전연 어떠한 연관 관계도 발

견할 수 없는 독립적인 두 사건을 각각 목격하였더라면, 그러한 사건들

에 대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되풀이 현상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또는 사건들을 자신의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가령 자연법칙은 일회적인 사건들

속에서 발견 가능한 형식적 등가성이다. 일회적인 사건들은 특수성을 가

지고 있고, 특정한 형식적 등가성은 일반성의 질서 내에서 조직된다. 특

수한 경우들이 되풀이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들 속에서 일반적 속성들이 포착되어야만 한다. 통상적 의미

의 반복 현상은 특수한 경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때 특수 경

우들은 그것들과 유사성, 동등성을 공유하는 여타의 특수한 경우들에 의

해 원칙상 얼마든지 대체가능하다. “어떤 경우라 해도 일반성은 한 항이

다른 한 항과 교환될 수 있고 한 항이 다른 한 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다.323)

이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복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성이

다. 우리는 특수한 경우들 사이에서 일반성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즉 경우들 사이에서 유사성과 동등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러한 특수

한 경우들 사이에서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성과 반복은 대조되는 것이다. 가령 행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성과 반복은 서로 다른 유형의 경제적 행위를 상정하고 있다. 일반

성은 교환과 대체의 경제학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은 절도와 증여를 기

본요소로 하는 “폭력의 경제학” 또는 “접경의 경제학” 논리를 갖추고 있

323) DR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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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4) 일반성의 질서는 대체가능한 항들로 구성되므로, 여기서는 언제든

지 교환이 성립 가능하다. 질적으로 유사하고 양적으로 등가적인 항들이

있다면, 그러한 항들은 일반성의 질서 안에서 상호 교환 가능한 것이다.

교환 가능한 항들은 대칭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참된 반복은 “대체 불가능한 독특성과 관계”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대칭적 교환이 불가하다. 반복은 일회적

인 것을 통해 드러나며, 독특한 것들에 의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반영, 반향, 분신, 영혼들 등은 유사성이나 등가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

는다. 진짜 쌍둥이 사이에 대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영혼의

교환이라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325) 따라서 만일 독특한 것들

사이에서 어떠한 자리 옮김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자리 옮김은 필

연적으로 비대칭적인 것들 사이의 교환이 되며, 바로 이때의 교환 행위

는 필연적으로 절도 또는 증여로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일반성과 반복의 대조는 교환의 경제학과 폭력의 경제학의 대조이기도

하며, 교환 행위와 절도 및 증여의 행위의 대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

한 대조는 상징적 언어의 유형학 내에서 과학적 언어와 시적 언어의 대

조와도 평행하고 있다. “과학의 언어는 등가적 상징에 의해 지배된다. 여

기서는 각 용어가 다른 용어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반면 서정적 언

어에서는 각 용어가 대체 불가능하며 단지 반복될 뿐이다.”326) 과학의

담론은 상징적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담론은 과학적 사태에 대

해 최대한으로 정밀하게 기술을 해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원리상

324)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p.32: 데리다가 프로이트의 계보학을 폭력의 경제

학, 또는 접경의 경제학을 통해 어떻게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이는 행동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들뢰즈의 반복 개념과도 분명 상통하는 바

가 있다. : 프로이트의 계보학에서 질서 잡힌 공간의 개방이라는 사건은 “소포의 외피

에서, 생명체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두

힘의 상호접촉이다. 그 접촉은 경계의 안쪽으로 침입하는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힘, 그

리고 그 힘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왜곡하고 변형하는 반대 힘 사이의

충돌과 교환이다.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이 힘의 교환은 ‘접경적 경제’라 부

를 수 있다. 그 힘은 서로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변형을 가져오므로 모두 폭력이라 할

수 있다.”

325) DR 8/26

326) DR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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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징기호들은 명시적으로 규약 가능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현의

의미는 최대한 애매성을 피하고자 한다. 과학 담론을 구성하는 상징 기

호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각각의 상징 기

호들을 통해 드러내는 사태는 객관적인 것 또는 상호 규약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과학의 담론을 구성하는 기호들은 자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

다. 특정한 객관적 사태를 지칭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호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호는 과학자들의 새로운 협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호로 대체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의 상

징기호들은 자의적인 것이다.327)

반면 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어들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태를 정밀한 방

식으로 기술해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가지지 않는다.328) 그리고 시적

언어의 공간에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애매성은 배척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시인들은 언어의 애매함을 적극 활용하고 향유한다. 비록 시어도

하나의 언어인 이상, 상호주관적으로 소통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시어도 동일한 의미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어의

애매성에 의하여 독자들에게는 원리상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329) 사전상 의미가 같다는 이유로 특정 시어를 다른 표현으로 함부

로 대체할 수 없다. 물론 특정 시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시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시어가 다른 표현

327) 과학의 언어가 일반적 질서를 따른다는 비평은 분석철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을 함

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미를 진리조건으로 간주하는 의미론에서는 “철수가 유

리창을 깼다”와 “철수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졌다”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

진다. 두 문장의 진리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와 같은 의미론 내에서는

위의 두 문장이 상호 교환 가능하며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시와 관

련해서는 불가능하다. 만일 어떤 시를 이루고 있던 기존의 표현을 새로운 표현으로

바꾸게 된다면, 거기서는 교환이 아니라 증여나 절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일반성의 질서 내에서는 교환과 대체의 행동이 가능하다. 반면 반복의 질서 내에서는

교환과 대체가 아니라 증여와 절도의 행동만이 가능할 뿐이다.

328) 일반성과 반복의 개념은 『차이와 반복』4장 4절 “이념과 다양체”에서의 “다양체”

이론과도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329) 시인은 시어의 다의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

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김소월 산유화(山有花)) 이 시에서 “저만치”라는 시어도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어는 거리에 관한 뜻을 함의할 수도 있고, 상태나 정황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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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체가 이뤄지게 된다면, 대체가 이뤄지기 이전의 시와 대체가 이

뤄지고 나서의 시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시적

언어의 공간에서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면, 이러한 교환은 필연적으로 특

정한 폭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시적인 언어가 사물화 된 언어라면,

그 사물화는 이런 폭력의 경제학 속에서 이루어진다. 폭력의 교환 속에

서 일어나는 것은 언어의 시적인 왜곡이자 도착”이다.330)

정리하자면, 과학의 언어는 일반성의 질서를 포착하기 위한 언어인 반

면, 시의 언어는 반복의 질서를 포착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일반성의 질

서가 최소한 두 가지의 항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항들 사이에서는 대칭

적인 교환이 가능하다면, 반복의 질서는 일회적인 것이며, 폭력의 경제학

의 지대이다.

2절. 법칙과 반복의 비교

들뢰즈는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이 이러한 일반성의 질서 안에 있는 것

으로 보며, 따라서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또한 진정한 반복이 아님을 보

이고자 한다. 이는 통상적 반복의 의미를 탈각시키는 작업의 연장선 위

에 있는 것이며, 들뢰즈는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이 어떠한 면에서 일반성

의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에서의

되풀이 현상이 어떻게 참된 반복이 아닌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자연법칙

의 경우 그것은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다. 과학적 실험의 방

식은 자연법칙의 질서와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하여 자

연법칙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험의 본성을 확

인함으로써, 자연법칙의 본성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과학적 실험은 상대

적으로 닫힌 환경을 상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수의 선택된 요인들

만을 주목해서, 그러한 요인들을 수학적 좌표 위로 불러모아놓고, 그것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필연적 관계를 발견해낸다. 과학자들은 거듭되는 실

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닫힌 환경 내에서 어떤 요인들에 주목을 해야

330) 김상환,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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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에 관해 결단을 내린다. “이때 유사성을 띤 어떤 거대한 순환 주기

들 안에서 모든 추론이 가능해진다.”331) 그리고 이러한 추론을 거듭함으

로써 과학자들은 특정 현상을 “선택된 요인들의 일정한 양적 결합관계와

동등한 것”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332) 실험은 이처럼 유사성의 질서

로부터 동등성의 질서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다. 역으로 실험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자연법칙은 곧 수학적 상징적 공간 위에서 특

정한 요소들 간의 양적인 동등성을 형식적 구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자연법칙은 유사성과 동등성의 질서 위에 구축되어 있는 것

이며, 그러므로 자연법칙은 진정한 반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덕법칙 역시 자연법칙과 같이 일반성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덕법칙이 자연법칙과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

인가능하다. 우선 도덕법칙은 실천 영역에서 자연법칙에 비해 우월한 것

이다. 도덕적 주체는 사변적 영역에서 박탈되었던 입법권한을 실천적 영

역에서 회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덕적 주체는 되풀이, 습관 등을 신

성시하도록 법칙을 수립한다. “의무의 재천명과 구별할 수 없는 일상생

활에는 항상 다시 시작해야 할 어떤 과제가 있고 다시 되풀이해야 할 어

떤 신의(信義)가 있”는 것이다.333)

이를 위해 도덕법칙은 더 이상 선(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선이 법칙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334) “선이 어떤 법칙에 의

존한다면, 이 법칙은 더 이상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의무의 법칙에 해당

할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도덕적 존재자로서 입법적 주체가 되지 않

고는 그 법칙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335) 따라서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도덕적 주체는 자기 고유의 권한으로서 법칙수립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는 도덕법칙이 실천 영역에 있어서 자연법칙에 비해 우월하다는

331) DR 9/30

332) DR 9/30 원저자 강조

333) DR 10/31

334) 「영역판에 붙이는 서문: 칸트 철학을 간추린 네 개의 시구」, 『칸트의 비판철

학』, p.148. : “칸트가 일으킨 혁명의 세 번째 측면은 『실천이성비판』과 관련이 있

으며 카프카의 구절들과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선은 법이 명령하는 것이다.’”

335) DR 11/32



- 205 -

것을 뜻하게 된다. “확실히 도덕법칙이 의지의 법칙일 때, 의지는 모든

원인을 선행하는 원인에 연결시키는 감성의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완전

히 독립하게 된다.”336) 하지만 도덕법칙은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면

서도 동시에 법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형(範型)을 필요로 하는데, 이

러한 범형을 자연법칙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

도덕 법칙은 다름 아닌 지성을-상상력이 아니고-그 도덕 법칙을 자연의 대

상에 적용시키는 것을 매개하는 인식 능력으로 가지며, 지성은 이성의 이념

에 감성의 도식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이념 밑에 하나의 법칙, 그

것도 감관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법칙, 곧 자연 법칙을, 그러나

오직 형식적인 면에서 판단력을 위한 법칙으로서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는 이 법칙을 도덕 법칙의 범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KpV, 제 5권, 69면, 인

용자 강조)

사변적 영역은 감성적인 것으로서 자연을 다루고 있지만, 실천철학에

서는 그와 달리 초감성적 자연이 문제가 된다. 예지계에 속하는 존재자

로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초감성적 이념을 현상계로 실현한다.

개개의 특수한 것으로서 도덕적 행위들은 실천적 판단력에 의해 보편적

도덕법칙 아래 포섭된다. 실천적 영역에서 도덕법칙과 도덕행위를 매개

하는 것이 바로 범형이다. 범형의 매개적 기능을 통해 실천적 이념은 실

현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실천적 행위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

은 자연법칙이다. “만약 행위의 준칙이 자연 법칙 일반의 형식에서 검증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런 준칙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

다.”337) 따라서 도덕법칙이 자신의 범형을 자연법칙에서 찾고 있는 한,

그것은 자연법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도덕법칙을

통해 우리는 참된 반복에 도달하기는커녕 여전히 일반성에 매몰되어 버

린다.”338) 그리고 도덕법칙이 매몰되는 일반성은 도덕적 의무에 의해 형

성되는 습관으로서 일반성이다. 이러한 도덕적 습관은 유사성과 등가성

336) PCK 47/67 원저자 강조

337) KpV, 제 5권, 69면

338) DR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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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도덕적 의무를 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도

덕적인 모델을 마련하고, 그 모델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 도덕법칙에서

유사성의 질서는 “습관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정된 모델에 비추

어 행위 요소들이 보여주는 가변적인 일치 속에서 형성된다.”339) 그리고

도덕법칙에서 등가성의 질서는 “습관을 획득한 이후 상이한 상황들 안에

서 이루어지는 행위 요소들 간의 동등성과 더불어 형성된다.”340) 이처럼

도덕법칙이 유사성과 등가성의 질서 속에 종속되어 있는 한, “그 결과

어떤 습관도 결코 참된 반복을 형성하지 못한다.”341) 이로써, 반복은 자

연법칙 또는 도덕법칙과의 연관 하에서 규명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3절. 대자적 반복342)의 철학적 실천론 기획

339) DR 11/33

340) DR 11/33

341) DR 11/33

342) 들뢰즈는『차이와 반복』에서 자신의 “반복” 개념을 현상학에서의 반복

(Wiederholung) 개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지만, 들뢰즈의 문맥에서 반복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기능 등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현상학에서의 반복 개념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후설에 의해 의미와 대상의 동

일성을 둘러싼 논의에 사용되었다. 후설은 이념적 존재를 반복 가능성의 상관자로 파

악한다. 그리고 『의미의 논리』에서 초월론적 장은 이념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

며, 의미의 가능 근거로서 기술된다. 그리고 그것은 물질적인 차원의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들뢰즈의 이념적 차원도 의미의 반복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들뢰즈와 현상학 사이의 비교를 수행해봄으로

써, 들뢰즈의 반복 개념이 현상학의 반복 개념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분석해

볼 수도 있겠다. 또는 후설의 반복 개념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을 확인하고, 데리다의

철학과 들뢰즈의 철학을 비교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데리다는 『목소

리의 현상학』에서 후설의 “반복 가능성이 이념적으로 무한히 열려 있기 위해서는 어

떤 이념적 형식이 ‘무한정’과 ‘이념적으로’의 통일성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현재의 현전이다. 그러나

“현상학은 시간화 운동과 상호 주관성의 구성에 대해 자기가 기술해 놓은 것들에 의

해 그 내부로부터, 반박되지는 않을지라도 곤경에 처한다. 이 두 가지 결정적인 기술

계기들을 결속하는 것의 최심층에서 구성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은 어떤 환원 불가능한 비-현전이며, 이와 더불어 살아 있는 현재의 무생(無生) 혹은

비-현전, 혹은 비-자기 귀속성, 뿌리 뽑을 수 없는 비-근원성이다.”(데리다,『목소리의

현상학』pp.13-4, 원저자 강조) 이처럼 데리다는 이념에 대한 반복이 동일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현전적인 차이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현을 넘어선

것으로서 들뢰즈의 “반복”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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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절을 통해 행위의 관점에서 일반성과 반복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분석해봤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는 자연법칙, 도덕법칙과 반복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반복과 차이」에서

기술된 들뢰즈의 서술흐름을 순차적으로 따르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는 이를 토대로 통상적 의미의 반복과 들뢰즈적 의미의

반복 사이의 대조를 새롭게 재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들뢰

즈의 반복의 철학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복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한 것도 등가적인

것도 갖지 않는 어떤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것과 관계하면서 행동한다는 것

이다.……축제에는 바로 그런 역설, 즉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반복

한다는 명백한 역설이 놓여 있다. 첫 번째 것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더하

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첫 번째 것을 ‘n승’의 역량으로 고양시키는 것. 이런 역

량의 관계 안에서 반복은 어떤 내면성을 획득하는 가운데 전도된다. 폐기가

말한 것처럼, 국가에서 정한 7월 14일 축제가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을 기념

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며

모든 축제일들을 미리 앞서서 반복한다. 또는 모네의 첫 번째 수련이 그 뒤

에 이어지는 다른 모든 수련들을 반복한다.(DR 8/26-27)

우선 참된 반복은 일회적인 것이다. 그것은 “첫 번째 것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첫 번째 것을 ‘n승’의 역량으로 고

양시키는 것”이다. 반면 일반성은 최소 두 항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따

라서 그것은 일회적 사건만을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

둘째로 일반성과 반복은 각각 상정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통

상적 반복은 반성적 관찰자의 시선을 전제하고 있다. 관찰자는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부에서 어떤 유사

성과 등가성이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반복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참된 반복은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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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를 전제하지 않으며, 사후적으로 반성되는 것이라는 계기 또한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어떤 내면성의 관점을 상정하고 있다. 반

복은 어떤 내면성을 획득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성으로서 반복은 자신을 외화하면서 그것을 행위로 옮긴다. 참된 반

복이란 내면성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셋 째,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운동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로 귀결된

다. 참된 반복은 내면성의 관점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반복의 발

생을 직접적으로 겪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반복은 그 자체로 운동

을 겪는 것으로서 반복이다. 하지만 일반성은 외부의 관점에서 반복의

운동을 직접적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며 사후적 반성의 대

상일 뿐이다. 일반성의 질서와 관련하여 외부의 관찰자는 반복을 직접

겪는 것이 아니라, 재현을 통해 운동을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다.

넷 째, 일반성은 유사성과 동등성을 반성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반복은 차이나는 이형을 발생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통상적 반복에서

차이나는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각 항들 사이에서 재현 가능

한 유사성들로 포착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통상적 반복에서

차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역으로 참된 반복은 위장과

전치를 자신의 발생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참된 반복은 미분

적 차이, 이념적 차이를 자신의 발생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복은 형이상학적 개념 또는 존재론적 개념이다.343) 앞서

우리는 참된 반복의 내면성의 관점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때 반복의 내면성은 심리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는 페기를 참조하면서 바스티유 감옥 점령의 반복과 모네

343) 알랭 바디우, 『존재의 함성』, pp.66-67. 이처럼 들뢰즈의 반복 개념은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바디우는 들뢰즈의 철학을 현상학이나 비판철

학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즉 들뢰즈의 철학을 현상학과

의 연관이나 비판철학과의 연관으로서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들뢰즈 철학에 대한 오해

로부터 비롯한 것이라 본다. : “들뢰즈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세기에 부응하는 철학자

이다. 우리는 그의 사유를 결코 분석적인 사조나 현상학적인 사조에 편입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들뢰즈 자신 역시 분석적인 사조의 문법적 또는 논리적인 환원들

을 혐오한 바 있으며, 또 살아 움직이는 현실화들을 의식의 단순한 지향적 상관관계

들 안에서 처리해버리는 현상학적 환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들뢰즈가 제기하는

질문은 분명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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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련의 반복에서 참된 반복을 발견하고 있다. “폐기가 말한 것처럼,

국가에서 정한 7월 14일 축제가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을 기념하고 재현

하는 것이 아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며 모든

축제일들을 미리 앞서서 반복한다. 또는 모네의 첫 번째 수련이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모든 수련들을 반복한다.”344) 이는 결국 바스티유 감옥

점령이라는 사건의 내면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려진 수련이라는

예술 작품의 내면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345)

일반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반복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철학적 프로

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째, 개념의 매개를 통해 운동을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직접적으로 장면화하고 연극으로서 연출할 줄 알아야 한

다. 니체와 키에르케고르가 “헤겔을 비난하는 것은 그가 거짓 운동, 추상

적인 논리적 운동, 다시 말해서 ‘매개’에 머물러 있다는 점 때문이다.”346)

“이와는 달리 이제는 모든 재현을 넘어 정신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운

동을 작품 안에 생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운동 자체를 어떠한 중재도

없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 매개적인 재현들을 직접적인 기호들로

대체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정신에 힘을 미치는 어떤 진동, 회전, 소용

돌이, 중력들, 춤 또는 도약들을 고안하는 것이 문제이다.”347)

둘째, 참된 반복의 개념은 일반성의 질서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자

연법칙이나 도덕법칙의 일종으로서도 이해될 수 없다. 참된 반복의 철학

은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을 전복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그

리고 참된 반복은 의지의 반복이다. 그것이 의지의 반복인 한 반복은 자

344) DR 8/26-27

345) 자콥 로진스키, 『자아와 살』, p.166.에서는 들뢰즈의 철학이 심리적 주체 개념을

사건으로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들뢰즈의 사건 개념은

“자아”를 넘어서 있고, 앞서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들뢰즈가 주체 개념을 사

건 개념으로 대체시켰다면, 로진스키는 이러한 사건 개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아”가 선행해야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들뢰즈 이후, 프랑스 철학은 사건

이라는 주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건은 거의 언제나 비인격적인 ”일어

남(il arrive)“으로, 모든 주관성을 앞서는 익명의 도래로 제시된다. 이는 ‘세계’ 사건,

곧 자아 밖에서 영향을 미치고,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를 열광하게 하거나 매우 상심

케 하는 사건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346) DR 16/41

347) DR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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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법칙을 전복시킬 수 있다. 들뢰즈는 참된 반복을 통한 자연법칙의 전

복의 계기를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로부터 찾아낸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

면 “반복이 의지의 가장 내면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든 것이 자

연법칙에 부합하되 의지의 주위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348) 또한 니체

영원회귀의 사유는 동일한 것의 되풀이로서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사유였

다.

그리고 참된 반복은 도덕법칙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반복을

도덕적 선악으로부터 해방된 사유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도덕법칙

의 전복은 반어와 유머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반어

는 도덕법칙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재검토하는 것이며, 유머는

도덕법칙을 철저하게 수용했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귀

결로 향하는 것이다. 반어가 상승의 운동이라면, 유머는 하강의 기술이

다.349) 니체의 영원회귀의 사유 역시 도덕법칙을 초월한 반복을 사유하

기 위해 창안되었던 것이다. “영원회귀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무엇을 의

지하든 그것의 영원회귀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지하라. 이것은

[칸트류의] ‘형식주의’이지만, 칸트를 그의 고유한 영토에서 전복하는 형

식주의이다. 여기에 [칸트의 명법이 함축하는 시험보다] 더 멀리 이르는

시험이 있다. 이는 미리 가정된 어떤 도덕법칙에 반복을 결부시키는 대

신 도덕을 넘어서는 어떤 법칙과 결부시키기 때문이며, 반복을 그 법칙

의 유일한 형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350) 니체는 여전히

특정한 방식으로 칸트와 겨루고 있다. 도덕법칙 안에 있는 반복의 시험

을 두고 니체는 칸트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복에 관한 철학

적 프로그램들을 수동적 종합에 관한 들뢰즈의 이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48) DR 14/36, 원저자 강조

349) DR 15/37 : 들뢰즈는 법칙을 전복시키는 아이러니와 유머의 방법을 키에르케고르

에게서 착안해내고 있다. :“욥은 무한한 항의를, 아브라함은 무한한 체념을 구현한

다.……반복은 심리적 의도들로서의 항의와 체념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초월적 상관항

이다.” 이때 욥의 항의는 반어이며, 아브라함의 체념은 유머로 이해될 수 있다.

350) DR 1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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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초월론적 이념으로서 무의식

“초월론적”이라는 표현은 칸트의 문맥에서 대상 일반 형식과 관련된

경험의 가능 근거의 의미를 지닌다. 순수 지성 개념인 범주의 객관적 타

당성을 정초하는 논의가 초월론적 연역이다. 그러나 “순수 이성 개념"으

로서의 '이념'은 선험적 개념이지만, 이와 관련된 직관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객관적 타당성 입증으로서 연역은 불가능하다. 그

럼에도 이념은 선험적인 것이며, 그것은 경험적 인식의 선험적 통일을

근거 짓는 규제적 지도 원리로서 초월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4장 차이의 이념적 종합」에서 칸트의 초

월론적 이념을 재독해를 통해 초월론과 경험론 사이의 분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찾는다. 여기서 들뢰즈의 재독해는 크게 세 가지 독해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초월론적 지평으로서 초월론적 이념을

드러낼 것, 둘 째, 초월론적 이념의 미규정적 성격을 극복하고서 그것이

규정 가능함을 보여줄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수학에서 미분의 모델을 차

용하고 있는 마이몬의 철학을 참조할 것, 셋 째, 초월론적 이념을 미분의

모델로서 해명하는 것은 독단적 형이상학 개념 도입으로 반드시 귀착되

는 것은 아님을 보여줄 것.

이러한 전략적 독해로부터 초월론적 이념이 초월론적 지평으로서 무의

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념은 감성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

니며,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

지는 것이 아니며, 그러면서도 경험에 대해 실증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초월론적 이념이 무의식적 지평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적 지평은 재현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재현

가능한 차원들을 근거 짓는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무의식은 의식의

충족이유율이다. 그런데 초월론적 이념들의 규정 가능성을 마이몬의 미

분의 모델을 통해 규명해냄으로써, 단순히 초월론적 이념들이 재현 가능

한 것들의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적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초월론적 이념은 무의식적 지평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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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재현적인 세계의 발생 근거로서 충족이유율이다. 칸트의 초월론적

이념에 대한 들뢰즈의 독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칸트의 초월론적 이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자.

1절. 칸트의 초월론적 이념

『순수이성비판』「초월적 변증론」에서 칸트는 이성이 선험적으로 가

질 수밖에 없는 가상과 이율배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변증론은 가상

의 논리학이다. “그것은 논리학이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철저성의 방법을

모방하고, 논리학의 위치론을 모든 공허한 사칭을 변명하는 데 사용함으

로써, 그의 무지, 아니 그의 계획적인 사기에다 진리의 외관을 입히는 궤

변적인 기술”이다.351) 변증론이 궤변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초월론적 변증론은 그러한 가상들에 대해 비판과 관련이 있다.

지성은 판단하는 능력이고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이다. 이성의 추론 능

력은 삼단 추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이성 추리에서 나는 지성

을 통하여 첫째로 규칙(대전제)을 생각한다. 둘째로 나는 판단력을 매체

로 하여 그 규칙적 조건(소전제)아래 하나의 인식을 포섭시킨다. 마지막

으로 그 규칙의 술어(결론)를 통하여 이성에 의하여 선험적으로 나의 인

식을 규정한다.”352)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가 있고,

“카유스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가 있으면, “카유스는 죽는다.”라는 결

론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이성은 “카유스”라는 단칭 개념

에서 사람이라는 매개념을 찾아내며, 이 매개념 속에 필연적으로 속해

있는 또 다른 개념인 “죽는다.”를 찾아낸다. 이처럼 이성은 지성 개념과

의 관계를 통해 자기 고유의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지성의 판단작용

을 통하여 여러 판단 명제를 얻을 수 있다면, 이성을 통해 우리는 그러

한 판단들에 대해 추론을 이어나감으로써 또 다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

게 된다. 지성은 모든 경험 가능한 대상들에 대해서 원리상 판단을 할

351) KrV, B86

352) KrV, B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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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이성은 지성의 판단들로부터 또 다른 인식을 추론하고자 한

다. 그렇다면 이성은 모든 경험 가능한 것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인식으

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성은 이념들을 자신의 대상으로 가지

게 된다. 이성은 지성의 모든 개별적이고 유한한 조건들을 그 아래 포괄

하는 “무제약자의 이념”을 포착한다.

지성은 감성과의 직접적인 소통 속에서 규정적인 특정한 인식을 산출

해내지만, 이성의 대상으로서 이념은 직관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성은 지성을 매개해서 간접적으로만 감성과 관계 맺을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그러하지 않고 이성이 감성과 직접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혹은 이

성이 경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성이 자기의 권

한을 벗어나 일종의 월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떠한 감

각적 자료에 기대지 않고 이성을 초험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선험적

인 가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율배반의 함정 속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성은 자신의 사유결과를 경험세계 속으로 함부로 투사시켜서는 안 된

다. 이성은 규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경험에 내재적으로

만 사용되어야 한다. 초월론적 이념으로서 신, 자아, 우주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구성적인 것으로 사용하면 가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러한 이념들은 가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적으로만 사

용되어야 한다.

칸트는 초월적 이념을 유사-도식으로서 설명한다. 도식이란 지성의 범

주적인 개념이 어떻게 감성적 소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서 제시되는 개념이다. 지성이 개념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감성적 소여

들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성 자체로는 어떠한 직관도 수용할 수가 없다.

도식은 지성과 감성의 이러한 간극을 이어주는 매개적 개념이다. 도식은

상상력이 직관 내에 어떤 개념들을 현시해내는 표상을 뜻한다. 칸트가

보기에 초월적 이념은 이러한 도식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도식이 감성

과 지성 사이에서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듯이, 초월적 이념이 지성과 이

성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매개를 통하여 이념은 개념의

체계적 통일성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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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의 통일성은 크게 세 가지 합목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

다. 동종성(Homogenität), 특수화(Spezifikation), 연속성(Kontinuität)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세 가지 원리는 각각 유사성, 다양성, 동일성이라

는 최고도의 완전성을 갖는 이념이라고 한다.”353) 들뢰즈는 “이념의 대

상이 보장하는 것은 지성적 개념들의 종별화이고, 바로 이 종별화에 힘

입어 지성적 개념들은 점점 더 많은 차이들을 포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무한한 연속성의 장을” 거느린다고 보았다.354) 그런데 이러한 무한한 원

리들은 유한한 인간에서부터 비롯할 수 없다. 따라서 칸트는 초월적 변

증론에서 그 어떠한 객관적 타당성도 얻을 수 없다고 선고하였던 자아,

우주, 신의 개념으로 돌아간다. 칸트는 이성이 규제적으로 사용되는 한에

서, 이성은 비록 실재적 객관성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약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이 “한낱 공허한 사유

물들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면”, 특수 형이상학에 관해서는 연역이 “전적

으로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다.355)

초월적 이념들은 훌륭하고 불가결한 필연적인 규제적 사용, 곧 지성으로 하

여금 그것을 노려 그의 모든 규칙들의 방향선들이 한 점에서 모이는, 모종의

목표로 향하도록 하는 사용을 갖는다. 이 한 점이 비록 단지 하나의 관념(즉,

虛焦點), 다시 말해,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경험의 한계 밖에 놓여 있기에,

지성개념들이 실제로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 하나의 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 점은 지성 개념들에게 최대한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최

대한의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한다.(KrV, B673)

칸트는 광학에서의 허초점이라는 개념을 빌려와 이를 이념에 빗댄다.

오목 렌즈나 볼록 거울에 빛을 입사시킨다면 빛이 굴절 혹은 반사 되고

나서는 마치 어느 한 점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빛이 퍼져 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한 점을 허초점이라고 한다. 허초점이란 상상에 의해서 구성된

353) KrV, B685-90

354) DR 220/372

355) KrV, B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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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실증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념은 “문제성 있게(problematisch)” 가정되는 보편이다.356) “특수한 것

은 확실하나, 이 결과를 위한 규칙의 보편성은 아직 문젯거리다.…이런

경우, 만약 제시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경우들이 그로부터 나온 것 같

은 외양이 있으면, 규칙의 보편성이 추론되고, 나중에는 이 규칙으로부터

그 자체로는 주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들 또한 추론된다. 이 경우를 나는

이성의 가언적 사용이라고 부르고자 한다.”357) 이념은 비록 지성이 보여

주는 규정적인 것으로서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제기적

인 것으로 상정되며, 지성에 의해 산출된 판단들을 합목적이고 체계적으

로 통합해내는 실증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2절. 마이몬의 초월론적 이념

칸트의 이념 자체는 미규정적인 것이고, 문제적인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의 지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광학과 관련하여 우리는 실재

하는 광선을 통해서 허초점을 상상하게 되듯, 이념과 관련하여 우리는

해답으로서 특수한 경우들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으로 추론

해보고, 추론한 문제에 입각해 특수한 것들을 다시 체계화해내야만 한다.

“가령 지성의 개념들은 경험 바깥의 어떤 이상적인 초점으로 수렴하는

선들 위에 조직화되거나, 자신들을 모두 끌어안는 어떤 상위 지평의 바

탕 위에 반영되어야 한다.”358) 따라서 이념은 문제제기적이며, 지평의 역

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게서 그 자체로서는 미규정적인

이념은 경험적 인식과의 유비를 통해 규정가능성을 얻을 수 있거나, 지

성에 대해서 완결된 규정의 이상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이

념 자체는 미규정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경험 가능한 대상과의 연

관 하에서만 규정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념은 지성의 개념들

356) KrV, B674

357) KrV, B674

358) DR 219/371,(원저자 강조), 들뢰즈는 여기서 이념을 지평과 초점의 이미지를 빌려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이미지는 칸트의 「변증론 부록」에서 발견가능하

다고 주석을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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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관 하에서만 완결된 규정의 이상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듯 칸트는 규정가능성과 완결된 규정의 계기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념 자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이념이 대상 또는 개념 등과의 관계

맺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칸트는 이념의 규정 가능성 또는

완결된 규정 등을 이념에 대해 외재적인 특성으로서 보고 있었던 것이

다. 이에 반해 마이몬은 이념 자체 내에서 미규정적인 계기, 규정 가능한

계기, 완결된 규정의 계기가 모두 발견가능하다고 봤다. 즉 칸트의 초월

론적 이념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규정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직 이

념이 경험적 대상 또는 지성적 개념을 우회할 때에만, 그것의 규정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마이몬은 대상이나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서,

이념 자체적으로 특정한 규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마이몬의 논의를 살피기 위해서, 우선 칸트철학에 대한 마이몬의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359)

마이몬은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시론』에서 칸트의 초월론적 연역을

비판했다. 인과성의 범주는 언제 경험에 적용되고, 언제 적용해서는 안

되는가? 칸트의 설명은 범주의 적용가능성에 관련된 어떠한 구획 기준

도 제공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마이몬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결국 칸트

의 인식능력들 사이의 이종적인 성격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칸

트는 지성과 감성에 대해 그것들이 본성상 서로 다른 인식능력이라 봤으

며,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통해 이종적 두 인식능력은 일치를 이룰 수 있

다고 봤다. 그러나 마이몬은 이러한 도식 작용이 하나의 신비화에 불과

하다고 비판한다. 만일 두 인식능력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이종적인 것이

라면, 어떻게 일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마이몬은 이러한 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래 지성과 감성이

완전히 이종적이라는 칸트의 입장을 거부하고, 지성과 감성이 서로 모종

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마이몬은 인식능력

들 간의 이종성을 거부하고자 했다. 이때 마이몬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359) 이하부터는 마이몬의 무한지성의 이념과 미분이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 프레드릭 바이저 『이성의 운명』에서 마이몬과 관련된 설명을 주로 참조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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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 째, 지성을 감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

리고 둘 째 감성을 지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경험론적인 해결방식이며, 두 번째 선택지는 합리론적인 해결방식이다.

양자택일 앞에서 마이몬은 소거법을 통해 합리론적 해결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경험론적 해결방식을 배제하게 되는 이유는 지성을 감성화하게 도

니다면, 범주와 관련한 것들도 감성적인 연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선험적 종합의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남게 되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이몬에게서 감성은 지성의 혼잡한 형식으로서 이해되고,

반면 지성은 완전히 활동적이고 경험의 형식과 내용의 원천으로서 드러

나게 된다. 마이몬은 비록 감성의 지성화를 통해서, 칸트에게서 이종적인

두 인식능력들 간의 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역으로

특정한 해명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칸트가 인식능력들 사이의 이종성에

주목했었던 것은 지성이 활동적인 능력인 것에 반해 감성은 수동적 능력

이기 때문이다. 즉, 두 능력 사이의 본성상 차이가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경험에서 지각되는 것은 의식에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며, 감각 경

험 대상은 의식에 주어진 것으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마이몬은 이러한

감성에 대해 그것을 지성의 변양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적

능력으로서 지성으로부터 지각의 소여라는 수동적인 사태가 가능한지를

해명해야만 했다.

마이몬은 이러한 해명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미분이론을 고안해냈다.

이는 경험의 소여성을 합리론적 원리들에 입각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분 이론은 칸트의『순수이성비판』에서 내포량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칸트는 순수하게 후험적인 요소

들의 강도량 또는 내포량에 대해 고찰했었다. 내포량은 0 에서부터 무한

대로 이어지는 연속체로서 측정되며, 그것은 외연량과는 독립적인 것으

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외연량은 선험적 형식들과 관련이 있지만, 내포량

은 경험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포량은

어떠한 외연량도 없는 것으로서, 수학적 점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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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마이몬은 칸트와 달리 감각 성질을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

적인 것이며 분석 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때 분석은 무한하게 가능하다.

따라서 감각에 대한 분석은 유한한 절차를 통해서 완료될 수 없다. 그리

고 분석을 거듭할수록 감각 성질의 요소를 향해 우리는 무한하게 가까워

질 수는 있지만, 결코 거기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 즉, 감각적 요소를

미분적 요소dx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며, 마이몬은 이를 “한계개념”이

라 불렀다.

그리하여 무한하게 분석가능한 감각적 요소는 비록 포착이 불가능할지

라도, 그것은 지성을 통해서 분석 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미분적 요소

자체에 대해서는 포착이 불가능하지만, 미분적 요소들이 특정한 관계, 가

령 dy/dx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지성에 의해 분석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에게 대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태도 미분

과 관련된 이론을 따르게 된다면, 그 때 감각적 대상은 단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분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발생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각 경험은 지성의 잠재의식적이

고 무의식적이고 미분적인 활동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경험의 소여성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태는 우리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무의식적 활동 전체를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마이몬의 미분적 이념의 이론은 칸트의 예지체(noumena) 현상체

(phenomena) 구도에 대한 재해석을 함의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적 지각

의 기원은 더 이상 존재자로서 물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미분적이고 무

의식적인 지각들이 통합되고 적분됨으로서 그것은 의식적인 지각으로 구

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분적 요소들은 무의식적인 요소들에, 그리고

적분된 통합들은 의식적 지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에 관한

마이몬의 이론은 초월론적 영역과 경험론적 영역 사이의 새로운 할당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초월론적 이념의 영역은 미분적 요소들

또는 무의식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자체적으로

종합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즉, 마이몬에게서 초월론적 이념은 미규정

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규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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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완결된 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론

적이고 미분적인 요소들의 종합에 따라서 경험적 대상은 구성되는 것이

며, 이는 재현적인 것들로서 의식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관계를 고려해본다면, 만일 경험의 차원에서 감각은 주어지

는 것으로 이해되더라도,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재현 가능한 지각들의

소여성은 인식 주관의 유한성으로부터 비롯한 것일 뿐이며, 재현은 이러

한 인식주관의 유한성으로부터 비롯한 가상의 일종임을 알 수 있게 된

다.

초월론적 이념의 초월론적 지평은 경험적 지각의 대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재현 불가능한 것이며, 미분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이는 초

월론적 지평으로서 초월론적 이념이 곧 무의식임을 뜻한다. 칸트에게서

초월론적 이념은 경험 가능한 대상들 또는 개념으로부터 유비적으로 이

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마이몬의 미분적 모델 안에서는 비록 미분적

요소 자체는 미규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사이의 점진적 규정이 가능

하며, 따라서 초월론적 이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규정성을 획

득 할 수 있게 된다.

초월론적 이념의 자체적 규정 가능성은 무의식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무의식에 대한 기존 철학들의 이해방식으로부터

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월론적 철학이나 형이상학은 서

로 상반되면서도, 공통의 전제를 수용하고 있었다. ‘나’의 형식, 자아의

관점이 있어야 의식에 대한 통일화의 종합이 가능하다. 그것들은 공통적

으로 규정 가능한 독특성들을 단지 이미 지고한 자아나 상위의 나에 사

로잡힌 것으로만 생각했다. 우리는 의식을 특권화하여 다루거나, 의식에

주된 관심을 쏟을 때에는 형이상학에서, 특히 특수 형이상학에서 잘못된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었다. 개체들과 인칭들에 이미 포착되어 있는 독특

성이거나 또는 미분화된 심연의 양자택일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기존의 형이상학은 지고한 자아, 이 존재(Etre) 등 필연적으로 개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단지 가능적이기만 한 술어나 속성은 실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실재는 그러한 가능적 표현들 총체의 제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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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등을 통해 파생된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무한한 분석적 본질은

존재와 동외연적이다. 반면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은 인격을 중심으로,

유한한 종합적 형식을 고찰했고 규정가능성은 표상과 동외연적이게 된

다. 기존의 철학, 즉 형이상학이나 비판철학은 한정된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미분화된 근거-없음, 둘 째 사로잡힌 독특성들. 이럴 경우

무의미와 의미는 단순한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규정가능한 특이성들

을 단지 이미 지고한 자아나 상위의 나에 사로잡힌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의미 자체는 시원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최초의 술어들과

혼동되는 것으로서 드러난다. 독특성들은 개체에 분석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거나, 인격의 의식에 종합되어야 할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철학사에서 전개체적이고 비인격적인 독특성들의 분배로서 무의식적

운동은 하나의 심연으로서 미규정적인 것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다. 하지

만 무의식 자체의 규정성을 통해,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짐에 따

라서, 초월론과 경험론 사이의 새로운 할당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초월

론적 장이 의식으로 규정된다면, 악성 순환 논증이 발발하게 되며, 발생

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초월론 철학은 시작에서부터

초월론적인 것을 시원적 의식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초월

론적 철학은 주관적 판단과 객관성이 같은 것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 지어진 것의 이중적 계열, 즉 경험적 의식과 그 대상들의

계열은 객관성의 순수한 형태(대상=x)와 의식의 순수한 형태를 취하는,

그리고 후자[순수 의식]에서 출발해 전자[순수 대상]를 구성하는 하나의

시원적인 심급 위에 기초해야 한다.”360) “초월론적인 것을 의식으로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의 오류는 초월론적인 것을 그것이 창조하겠다고

하는 것의 이미지에 따라, 그것과의 유사성에 따라 이해하려는 데 있다

.”361)

그러나 미분적 요소들의 자체적인 규정들을 통해, 무의식은 독특성들

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비인격적이고 전개체적인 독특성들로

구성된 초월론적 장은 경험적 장과 유사하지 않으면서도, 미규정적인 미

360) LS 128/199

361) LS 128/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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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깊이와도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의식 내에 존재하는 인격의 종

합과 개체의 분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특이점들의 이론뿐이

다.”362)

그런데 마이몬의 미분적 이념은 의식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서

이념의 차원의 내적 규정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것은 라이프니츠의 무한

지성을 재도입한 것이다. 그것은 감성을 무한하게 분석 가능한 잠재적

지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성과 직관의 동일성, 신적 직관이

라는 고전적 형이상학 개념을 재도입함을 뜻한다. 또한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의 도입이기도 하다. 감성 또한 무한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 세

상은 모두 분석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결정론적 세계관

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3절. 영원회귀와 초월론적 이념

따라서 들뢰즈는 무한 지성이론이 함의하고 있는 결정론으로부터 자유

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와 더불어 초월론과 경험론 사이의 새로

운 할당이 가능함에 따라서, 발생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명부담을 안

게 된다. 더 이상 전사(傳寫)의 방식은 통하지 않으며, 의식의 문턱의 이

하와 의식 사이의 불연속 사이에서 어떻게 발생이 일어나는지가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들뢰즈에게서 정적 발생의

문제로서 제시된다. 정적발생의 해명은 전-개체적이고 비인격적인 독특

성들로부터 어떻게 개체와 인격이 발생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적 발생은 두 가지 층위로 서술되는데, 첫 번째 서술은 개체

의 발생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층위는 인격의 발생을 다룬다. 효과화의

첫 번째 층위는 개별화된 세계들과 이 각각의 세계 내에서 살아가는 개

별적인 자아들을 상관적으로 생산한다. 세계는 개체에 대해 선행한다. 세

계는 무한한 독특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련의 변곡들 또는 사건들로서

세계에서 출발하며, 세계는 독특성들의 순수한 방출이다. 표현된 세계는

362) LS 12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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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개체들 바깥에 실존하지 않는 한에서, 세계는 주체에 귀속된다.

사건은 분석적 술어가 된다. 가령, “푸르러지다(verdoyer)"는 하나의 독

특성-사건을 가리킨다. 이것의 이웃관계를 통해 나무가 구성된다. 또는

“죄를 짓다(pecher)"는 하나의 독특성-사건을 가리킨다. 이것의 이웃관계

를 통해 아담이 구성된다.

이처럼 나무와 아담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명료함과 애매함의 지대와

더불어 변하는 혼합물들, 덩어리들, 연합들을 형성한다. 관계들이 혼합물

들의 분석적 술어들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담이 무화과를 먹었다.

“표현된 세계가 개체들 안에만 실존하며, 개체 안에서 술어로서 실존하

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사실 그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체들의 구성

을 주도하는 독특성들 안에서 사건으로서 또는 동사로서 존속한다. 더

이상 죄인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는 세계……”363) 각 개체는 공

존 가능한 세계의 전체를 포함하고, 또한 이 세계와 공존 불가능한 다른

세계 배제한다. 개체는 일부만을 명료하게 표현한다. 나머지는 비-명료

한 양상에서 혹은 애매한 양상에서만 표현된다. 모나드가 세계를 표현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전개체적이다. 개체들은 독특성들의 응축이

며 이는 모나드의 핵을 이룬다.

세계에 “구성의 질서에 있어 이차적인, 첫 번째 층위의 ‘내재적 초월’

과 구분되는,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초월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364) 그런데 왜 공존 불가능한 세계들 안에서 발산하는 이 모든

개체에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를 부여하는가? 이는 통세계적 동일성 문제

로 제기된다. 한 독특성이 언제라도 자신의 이어짐에서 고립되고, 오려내

어지고, 잘려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세계에서는 죄를 짓는 아

담이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세계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아담이 있을 수

도 있다. 통세계적 동일성을 담지 하는 것으로서 들뢰즈는 “모호한 아

담” 개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는 원추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된다. 원추

의 단면들은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직선이 있다. 원추단면들 각각은

공존 불가능하지만, 원추는 객관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것, 즉 발생적 요

363) LS 135/208

364) LS 13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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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애매한 기호이며, “모호한 아담”이다. 공존 가능하지 않은 세계들은

같은 이야기의 변양태들이 된다. 라이프니츠는 수렴을 넘어서서 발산을

긍정하지는 못했지만, 들뢰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세계는 독특성들 주위에서 수렴하는 무한히 많

은 계열로서 드러난다. 각 개체적 모나드는 자신의 집합 안에서 모두 같

은 세계를 표현한다. 만일 계열이 독특성들의 근방에서 발산한다면, 또

다른 세계가 등장한다. 즉, 상이한 세계를 표현하는 모나드들은 서로 공

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공존 불가능성은 미래의 우연적 사건에

대한 고대의 문제를 아포리아에 빠지지 않으면서 풀 수 있도록 허용한

다. 명제는 이가의 진리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임의의 명제는 참 아

니면 거짓의 진리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래의 명제 역시 진

리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내일 해전은 일어난다.” 이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그런데 만일 미래 시제의 명제가 진리치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

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세계를 도입했다.

좀 더 정확히는 만일 세계가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자유를 입증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가능세계를 도입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신은 선택지가 생기게 되고, 자유를 발휘할 수 있

게 된다. 신이 자유롭다면, 신은 선택해야 하고, 그것은 결정론적 세계관

을 배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 가능한 여러 세계들을 두고서, 최고로

좋은 세계를 실존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신은 무수히 많은 가능한 세

계들 중에서 최선의 세계를 실존하는 것으로 만든다. 실존하고 있는 현

재의 세계는 유일한 세계이며, 다른 가능 세계들은 배제된다. 해전이 일

어나는 세계와 일어나지 않는 세계는 서로 분기한다. 신은 공존 불가능

한 무한히 많은 가능 세계 중 선택, 가장 좋은 것, 가능한 실재성을 가장

많이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빈 곳을 가장 적게 하면서,

그리고 가능한 한 형태를 가장 많게 하면서 공간을 채우는 세계를 선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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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불가능성은 라이프니츠의 신학적 요구 하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공존 불가능성을 기점으로 현실 세계 및 가능 세계들은 분기

해나간다. 하나의 세계는 독특성들의 계열로의 수렴으로 이해될 수 있으

며, 각각의 세계들은 서로 발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존 가능한

독특성들은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공존 불가능한 독특성들은 서로 다른

세계로 할당될 것이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가능세계에서는 무수히 많

은 세계는 서로 발산하는 것이며, 역으로 하나의 세계는 독특성들의 수

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존 불가능한 독특성들이 하나의 세계에 공존

하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세계관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전지전능한 신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념적인

놀이를 생각할 경우 계열들의 발산 또는 구성 요소들의 선언은 사건들을

양립 불가능하게, 공존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배제의 부정적 규칙들이기

를 그치고,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자체로의 거리이다. “다시 말해, 두 대립자들을 동

일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서로 ‘다른’ 한에서 관계 맺어주

는 것으로서 그들의 거리를 긍정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차이라는

관념은 위상학적이며 표면적이다. 그리고 (동일성과 더불어 부정적인 것

을 데려올) 모든 심층이나 모든 지양을 배제한다.”365)

따라서 공존 불가능성을 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긍정되

어야 할 원리로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니체의 관점주의가 이미 라이

프니츠에게서 선취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라이프니츠

는 발산을 배제하고 수렴만을 받아들였고, 그에 반해 니체는 발산을 긍

정했다. 니체에 의해 발산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소통의 수

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계열들의 발산을 드러냈던 선언이 어떻게 진정한

종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역설적인 심급인 두 얼굴의 우발점에 의해

서 가능하다. 니체의 반시대적 철학, 미래의 철학은 독특성들을 주체로

하고 있다. 철학을 새롭게 할 그리고 마침내 의미를 술어로서, 성질로서

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다룰 낯선 담론이 되어야만 한다.366)

365) LS 202/294

366) LS 「계열 15 특이성」, 여기서 초월론적 장과 관련하여 들뢰즈는 시몽동의 개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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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초월론적 이념의 역동적 허초점으로서 우발점

칸트는 광학에서의 허초점의 비유를 통해 초월론적 이념을 설명했다.

이러한 허초점을 중심으로 개별적 판단들은 체계적인 통일이 가능하게

된다. 추론의 방식에 따라 인식의 전체성 또는 무제약성은 심리학적, 우

주론적, 신학적인 것으로 구분 가능하다. 심리학적 이념은 주체성 측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자아의 형식이 한 계열의 합언을 근거 짓는다. 우주

론적 이념은 객체성 측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세계의 형식이 연속적인

계열들의 수렴을 근거 짓는다. 신학적 이념은 주객의 양면에 걸친 통일

성을 지향하며, 신의 형식이 그 배제적인 사용에 있어 포착된 선언을 근

거 짓는다. 그러나 선언이 하나의 원리, 즉 그것에 종합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원리에 도달할 때, 자아, 세계, 신은 이제 모든 배제, 연언,

합언을 넘쳐나는 발산하는 계열들 그대로를 위해 하나의 공통된 죽음을

인식한다.

클로소프스키는 위의 세 형식이 어떻게 표면에서의 공통 운을 가지는

지 보여주었다. 사건으로서 표현된 의미는 언제나 자리를 옮기는 역설적

심급으로서의 무의미로부터, 영원히 탈-중심화 되는 이심적인 중심으로

부터 방출되며, 다만 그 정합성이, 그러나 최고도로, 자아, 세계, 신의 정

합성을 배제할 뿐인 순수 기호이다. 긍정된 계열들의 발산은 카오스모스

를 형성한다. 보르헤스가 말하였던 직선의 미로, 선 위에서 자리 옮기는

순간에 의해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끊임없이 분할

되는 순수 사건들의 영원 회귀가 도래한다. 이제 모든 대립자들 대신 오

로지 대사건이, 대사건만이 존속하며, 대사건은 그 모든 선언들을 가로질

이론을 적극 참조하고 있다. “시몽동이야말로 비인격적이고 전개체적인 독특성들에

대한 최초의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 독특성 개념에서 출발해 살아 있

는 개체와 인식하는 주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었다. 또한 이 작업은 초월

론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이기도 하다.” 독특성들은 ⓐ무의식적 표면 위에서

이뤄진다. ⓑ노마드적 배분에 의한 자가 통일화의 내재적이고 동적인 원리를 통해 작

동한다. ⓒ참된 초월론적 사건이다. 페렝게티의 4인칭 단수(singulier) ⓓ개체들과 인

칭들의 발생을 주도한다. ⓔ‘포텐셜’안에서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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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공명함으로써 그 고유한 거리에 의해 스스로와 소통한다.

그러므로 칸트의 세 가지 초월론적 이념은 지성적 판단들의 체계적 통

일성을 보증하는 세 가지 정주적인 허초점들이라면, 클로소프스키는 그

러한 정주적 허초점들의 질서를 대신하여 영원히 탈-중심화하는 허초점

에 의한 유목적인 질서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원회귀의 허초점의

규제적 사용 하에서 우리의 경험은 조직되어야 한다.

[신적인 놀이에서]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주사위 놀이고, 열린 공간으로

서의 하늘 전체이며,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던지기이다. 이때 독특한 점들은

주사위 위에 있고, 물음들은 주사위들 자체이며, 명법은 던지기이다. 이념들

은 던지기[놀이]들의 결과로 따라 나오는 문제제기적인 조합들이다.(DR 255/

428)

들뢰즈는 놀이의 비유를 통하여 이념의 “과격한 기원”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들뢰즈는 인간적인 놀이와 신적인 놀

이를 비교한다. 인간적인 놀이는 가설주의와 도덕주의를 받아들이고 있

다. 이러한 놀이 유형에 대표적인 것에는 파스칼의 도박이 있다. 파스칼

은 도박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확률 계산을 한다. 패배를 면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놀이에 참가한 자들은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서 우연들은 파편화되고 계산되어서 분쇄된다. 게임 참가자들은 항상 자

기가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우를 궁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의

경우의 수들, 그 나머지의 우연들은 모두 배제하고자 한다. “지금 내가

이 카드를 꺼내 든다면, 내가 승리를 얻을 확률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적인 놀이의 참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다. 하지만 신적인 놀

이는 이러한 인간의 놀이와 완전히 대립하고 있다.

인간적이며 일상적 의미의 놀이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로 구성된다. 첫

째, 규칙이 놀이 이전에 선재하고, 놀이가 시작되면 규칙들은 명법으로

작용한다. 둘째, 이 규칙들은 득실에 대한 가정들, 우연을 가르는 규준으

로서 가정들을 결정한다. 셋 째, 이 가정들은 실제로나 수적으로나 구분

되는 여러 수들을 가지고 놀이를 조직화한다. 각 수는 이러저러한 경우



- 227 -

를 지배하는 고정된 분배를 수행한다. 넷 째, 수가 낳은 결과는 승패를

가른다. 일상적 의미에서 놀이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불완전 하다. 놀이

는 단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놀이에

서는 놀이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른 활동들이 상정된다. 가령 도덕과

노동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한 놀이는 일정한 지점에서만 우연을 포

착할 뿐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계적 인과율이나 인과적 조작의 요령

만을 적용할 뿐이다. 즉 이러한 놀이는 우연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우연을 최소화하는 작업으로서 노동이 투여되거

나, 우연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명분으로서 도덕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

서 일상적 놀이는 노동이나 도덕과 같은 다른 활동들을 참조하게 된다.

반대로 놀이는 도덕이나 경제의 캐리커쳐나 모델로서 제시되기에 이른

다. 예를 들면, 이러한 놀이는 파스칼의 내기367), 라이프니츠 장기를 두

는 신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상적 의미의 놀이가 가지는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인간적 놀이들로부터 벗어나 신적인 놀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외

관상으로 적용 불가능한 듯 보이는 다른 원리들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놀이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로 구성된다. 첫 째, 선재하는 규칙이

없어야 한다. 매 수가 자신의 규칙을 발명해야 한다. 둘째, 각 수를 통해

우연을 쪼개지 않고, 매 수들의 집합이 우연 전체를 긍정하고, 매 수가

분기화 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따라서 수(手)들은 수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각 수(手)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유

일하고 동일한 던지기에 대한 질적인 형식으로서 질적으로는 구분가능하

다. 상상 가능한 연속적 시간의 최소치보다 더 작은 시간 안에서, 각각의

367)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는 블레즈 파스칼이 주장한 기독교 변증론이다. 신

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을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들을 조합하면, 전체 네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없다.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을 경우, 지복을 얻을 수 있다. 신이 존

재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얻을 것이 없다. 하지만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지

않을 경우 벌을 받을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경우, 가능한 기댓값은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거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신을 믿을 경우 가능한 기댓값은 지복을

얻거나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

이 있든 없든, 신을 믿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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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그 자체 하나의 계열이다. 이 계열적인 최소치에 독특성들의 한 배

분이 상응한다. 그러나 수들 전체는 우발점, 즉 상상 가능한 시간 연속체

에서 최대치보다 더 큰 시간 안에서 모든 계열들을 가로질러 끊임없이

자리 옮김 하는 한번-던짐 안에 포함된다. 넷 째, 규칙들 없고,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지 않고, 책임질 일도 없는 놀이, 순진무구한 놀이는 현실

에 실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놀이는 예술 작품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이고 신적인 놀이는 더 이상 가설적인 것에서부터 시작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연을 더 이상 어떠한 확률에 관한 규칙 속으로

종속시켜버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우연도 긍정되어 버리고 있

기 때문이며, 따라서 부정되어야 할 놀이의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념의 주사위 놀이에는 어떠한 조작된 계산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이러한 놀이에서는 어떠한 선재하는 놀이의 규칙도 없으며, 놀이의 대상

은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만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던지기이다.368) 따라

서 던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놀이이고 하나의 승리가 된다. 주사

위의 수가 어떠한 것이 나오든 던지기만 한다면 모든 게임은 승리로 귀

결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도덕적 명법이 등

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도덕적인 명법이 때로 개입하는 대신 이러

한 놀이는 단지 “우연을 어떤 긍정의 대상으로” 만들라고 명할 뿐이다.

이러한 주사위 놀이에서의 명법은 문제제기장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문제들 안의 비율적 관계와 독특성들을 규정한다.”369)

명법과 그 명법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사이에는 순환적 관계가 형성되

어 있다. 어떤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는 문제의 장에 불균등을 산출한다.

이러한 불균등에서는 공명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형성된다. 이러한 공명

의 정도에 따라 긍정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명법으로서 던지기는 공

명의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문제가 형성되는데, 문제의 산출에

의해서 명법은 다시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370) 물음이 이렇게 문제제기

적인 장들 안에서 전개되었을 때라야, 특정 물음은 일종의 “학(學)”적으

368) DR 362/592

369) DR 362/593

370) DR 25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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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될 가능성을 얻는다.

주사위 놀이는 이념의 종합을 통해 상호적 규정만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독특성들의 유목적 분배을 시행한다. 유목적 분배는 인간적인 놀

이에서의 정주적인 분배와 전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유목적 분배

에서는 시행되는 모든 우연적 분배는 단번에 긍정되며, 매번 던지기에

의해서 분배되는 독특성 위로는 분배와 동시에 우발점371)이 거쳐 가며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렇게 우발점은 자신의 역량을 다하여 모든 독특

성들에 대해 전치해가면서 모든 우연들을 매번 단번에 응축해내고 있다.

우발점이란 독특성의 독특성이고 이념의 이념인 것이다. 그리고 우발점

은 이렇게 ‘존재자 전체’로서 이념의 독특성을 분배하고 미분비들의 변이

를 조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존재’에게 사유를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

다. 모리스 블랑쇼에 의하면 우발점은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할 수 없는

불가능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태에 부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372)

이념적 놀이는 현실에 실재하는 놀이가 아니다. 그러나 이념적 놀이는

사유 자체의 실재성이며, 순수 사유의 무의식이다. 각각의 사유는 최소치

보다 더 작은 시간 안에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 독특성들의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모든 사유들은 하나의 긴/오랜/느린 사유 안에서 소통한

다. 그리고 도처에 우연을 불어넣고 각 사유를 분화하고, ‘각 수’를 ‘하나

의 수’로 통합해 ‘모든 수’를 만든다. 이념적 놀이는 사유와 예술에 한정

되는 놀이이다. 이념적 놀이는 사유 속에서만 존재하고, 예술작품이라는

결과만을 낳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이 놀이에 의해서 사유와 예술은

실재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우발점의 무능력은 문제로서 전개되었을

때 역량으로서 전환하게 된다. 진정한 사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초월적인 어리석음을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한 사유가 있

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직 진정한 사유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태 자체

371) 우발점은 들뢰즈의 다른 서술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서는 구조적 계열들 사이를 움직이며 공명을 낳는 심급으

로서 빈 칸-x로 표현되고, 『의미의 논리』에서는 대사건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372) DR 25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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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주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모리스 블랑쇼의 우발점은 단지 무

능력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의 명법들은 이러한 우발점을

통해서 무의식적이고 균열된 나의 틈바구니 속에 ‘존재자’로서 이념들을

침투시키며 순수사유의 사유 대상들을 형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물음은

이런 사유 대상들에 대해서 순수사유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3장. 초월론적 이념의 실천적 함의

1절. 초월론적 이념으로서 영원회귀와 죽음본능

현실검증의 심급으로서 자아는 상징적인 죽음의 상태에 처할 때, 사유

의 독단적 공준들은 작동을 멈추고 인식능력들은 공통감의 이상을 폐기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와 동시에 그것들은 탈구적 실행에 돌입한다. 이

는 곧 자아가 완전한 수동성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무의식적인

차이가 바닥에서부터 상승하여 자아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

의 상태는 일자로서 자아를 해체시키고, 재현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한 죽음본능의 반복은 바로 영원회귀의 반복과 상통한

다. 영원회귀는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일자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암시

한다.

그리고 죽음본능의 반복으로서 영원회귀는 미래의 시간과 관계를 맺는

다. “영원회귀는 단지 성운(星雲)들에만 관계될 뿐이다. 영원회귀는 성운

들과 뒤섞여 하나가 되고 오로지 성운들을 위해서만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회귀를 마치 시간의 집합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 양 해석

한다면, 이는 언제인가 차라투스트라가 정령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태

를 단순화하는 것이다.”373) 영원회귀 또는 죽음본능은 시간계열에서 미

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코 이것들은 완료되지 않으며 도래하지 않을

시간과만 관계를 맺는다. 영원회귀는 미래에서 다양한 것, 차이나는 것,

우연한 것이 대자적 관계 안에서 ‘매 순간’ 전개될 수 있다. 죽음본능의

373) DR 127/213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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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역시 오직 미래와 관계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종합은 초자아 안에

서 과거의 결핍으로서 이드와 현재적 조건으로서 자아를 파괴하고 미래

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본능의 반복은

그것이 미래의 시간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것은 언젠가는 도래해

야만 하는 것임과 동시에 현재에는 결코 도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회귀역시 현재적 시간 안에서 현행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것이

도래하기만을 영원히 기다릴 뿐이다.

들뢰즈는 니체를 통해 칸트적 도덕법칙을 극복하고, 자신의 대자적 반

복의 철학적 기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들뢰즈는 칸트와 니체 사이의 특

수한 관계를 상정한다. 니체는 도덕법칙과 관련하여 칸트의 형식주의적

기획을 이어받고 있지만, 동시에 일반성의 질서로서 도덕법칙에 종속되

어 있는 칸트를 전복시키고 있다. 도덕법칙에서의 반복의 시험을 두고

니체는 칸트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칸트가 최고의 시험이라고 불렀

던 것은 어떤 사유의 시험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374) 그것은

권리상 반복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도덕법칙의 형식 안에서 모순

없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을 규정해야 하는 사유의 시험이다. 칸트의 실천

은 사유의 문제였고, 니체는 칸트의 도덕법칙에 맞서 새로운 실천의 사

유를 모색한다. 칸트는 자신의 도덕법칙의 범형을 자연법칙에서 찾고 있

었고, 그로부터 도덕법칙은 습관의 동등성과 유사성이라는 일반성의 질

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반면 니체는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범형을 영

원회귀의 반복 안에서 발견해내고 있다. 니체는 칸트의 형식주의에 착안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의 영원회귀를 의지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지하라.”375) 영원회귀의 반복은 사유와 실천의

이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념은 의식적 공통감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감

이란 “똑같은 것으로 전제된 대상과 관련된 모든 다른 인식능력들의 경

험적 실행을 포섭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공통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통감의 차원을 이념이 넘

374) DR 10/32

375) DR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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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있는 것이다.376)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인식능력들의 경험

적 실행이 깨지는 그러한 초월적인 경험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무의식적 이념으로부터 얻게 된다. 즉, 이념은 “어떤 규정된 인식능

력 자체의 실존뿐 아니라 이 능력의 변별적 대상이나 초월적 사용을 가

능케 하는 것이다.”377)

이렇듯 공통감을 넘어서는 초월론적 경험이란 이념이 모든 인식능력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일종의 폭력을 전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폭력에 의해서 인식능력들은 더 이상 어떠한 공통감으로도 수렴

될 수 없으며 발산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인식능력들은 배타적인 초월

적 대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초월적 대상을 인식하려는 폭력은 다른

인식능력들에로 전가되기에 이른다. 즉 이러한 초월론적 경험은 부조화

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공통감에 의해서 각 인식능력들이 수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역설감(para-sens)에 의해서 발산되고 있

다는 점에서 초월적 경험은 부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부조화 속

에서 서로 다른 인식능력들에게 자신이 겪게 되는 폭력을 전가하고 있다

는 점에서 초월적 경험은 인식능력들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들의 “탈구적 실행”의 극단 속에서 사유는 "자

신의 고유한 사유 대상cogitandum"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378) 다시 말

해서 “이념들은, 초월적 실행에 놓인 능력으로서의 특수한 능력으로서의

사유를 특징짓는 바로 그 보편적 근거와해와 관계한다.”379)

2절. 죽음본능과 이미지 없는 사유의 문제

들뢰즈는 상징적 죽음으로서 바탕의 상승, 또는 자아의 해소로서의 죽

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아는 능동적 종합과 관련된 심급이다. “능

동적 종합을 정의하는 것은 이른바 ‘대상적 주-객 관계’ 안에서 성립하는

376) DR/418

377) DR/419

378) DR/421

379) DR/422 원저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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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검사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큰 자아는 바로 현실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자신을 능동적으로 통일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380) 따라서 자아의 해소란 능동적 종합의 중지를 뜻하며, 현실적 대상

에 대한 재현적 판단의 중지를 뜻한다. 자아의 죽음의 상태에서는 어떠

한 공통감도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재현을 넘어서서 

즉자적 차이로서 비동등한 강도를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

게 된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초월론적 경험론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식능력들 간의 탈구적 실행 속에서라야 발생하는 

우월한 경험론을 가리키게 된다. 

  우리는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재인과 같은 일상적 경험을 초월

론적 영역으로 투사시켜버리는 것에 만족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

다. 오로지 우월한 경험 속에서만 초월론적인 경험론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자아의 죽음은 인식능력들의 공통감의 이상으로서 공준

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월한 경험 속에서 각각의 인

식능력들은 동일한 대상을 향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

에 내몰리게 되고 3 중의 폭력 앞에 노출되기에 이른다. “자신에게 실행

을 강요하는 어떤 것의 폭력, 자신이 파악하도록 강요받는 어떤 것의 폭

력, 자신만이 파악할 수 있지만 (경험적 실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한 

파악 불가능한 어떤 것의 폭력에 휩싸이는 것이다.”381) 이러한 폭력 앞

에서 각각의 인식능력들은 오로지 자신과만 배타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대상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 감성은 즉자적 차이로서 강도를 마주

하게 된다. 상상력은 환상과, 그리고 기억은 시간의 순수 형식 안에서의 

비유사성을, 그리고 사유는 우발점과 관계를 맺게 된다. 

  경험적 차원, 또는 의식적 차원에서 강도는 제대로 감각될 수 없다. 강

도는 생물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무의식적

인 첫 번째 수동적 종합에 의해서라야 포착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들뢰

즈는 이러한 습관으로서 수동적 종합을 무의식에 있어서 초월론적 감성론

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앞서 살펴봤다. “마주침 안에서 강도를 직접적으

380) DR 130/225

381) DR 18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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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착하는 초월적 감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요소는 동시에 오로지 감

각밖에 될 수 없다.”382) 이러한 강제로서 폭력은 감성을 지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것을 초월적 실행으로 고양시킨다. 그리하여 경험적 차원 또

는 의식적 차원에서는 결코 상상될 수 없지만, 초월론적 실행 속에서 또

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종합 가능한 환상의 불균등성이 상상되기에 이른

다. 

  이러한 탈구적 실행의 폭력은 상상력을 지나 기억으로 전달된다. 초월

적 기억은 시간의 순수한 형식 안에 있는 비유사성에 상응한다. 초월론

적 기억은 두 번째 수동적 종합에서 다뤄졌었고, 팔루스는 사라진 현재

가 아니라 즉자적 과거로서 잠재적 대상이었다. 잠재적 대상은 현재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은 순수 과거의 영역이다. “초월론적 기억이 파

악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고 일차적으로 오로지 상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383) 또한 이러한 대상은 상호주관적 무의식의 계열들 사이를 끊

임없이 자리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의 형식에 의해 균열

된 어떤 나는 마침내 오로지 사유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사유하도록 강제

받기에 이른다. 같음의 사태가 아니라 본성상 언제나 달라지는 바로 그 

초월적 ‘우발점’을 사유하도록 강제 받는 것이다.”384)

사유의 발생은 세 가지 수동적 종합 사이의 발생이기도 하다. “마음에

서 일어나는 묶기(하비투스)는 흥분의 계열들을 짝짓고, 에로스는 거기서

비롯되는 각별한 상태의 내적 공명을 지칭한다. 그리고 죽음본능은 강요

된 운동과 구별되지 않고, 이 운동의 심리적 진폭은 공명하는 계열들 자

체를 넘어선다.”385) 그리고 이러한 인식능력들의 탈구적 실행은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능력들의 탈구적 실행 안

382) DR 189/321

383) DR 182/313

384) DR 188/321, 따라서 사유의 문제에 있어서 들뢰즈의 ‘우발점’ 개념은 핵심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죽음 본능 또는 잠재적 대상 등의 정신분석적 개

념을 경유함으로써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소바냐르그가 『초월론적 경

험론』에서 들뢰즈의 체계를 칸트적인 기획의 변용으로서 설명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

으면서도 역설적 심급 등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그것의 연원으로서 라캉을 참조하

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적 참조 없이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재구

성하는 것의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pp.265-6)

385) DR 11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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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들은 분쇄된다. 

  첫 째, 그것은 사유의 선한 본성과 선을 향한 의지의 이미지를 분쇄한

다. 인식의 탈구적 실행 안에서 사유는 자발적으로 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폭력의 전달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둘 째, 그것은 공통감의 이상의 공준과 재인의 모델의 공준을 분쇄

한다. 공통감의 이상은 인식능력들이 동일한 대상에서 일치될 수 있다고 

보며, 그 때 재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의 탈구

적 실행에서는 각각의 인식능력들이 배타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대상

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공통감의 

이상의 공준과 재인의 모델의 공준을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요컨대 재

현적 작용의 심급으로서 자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촉발 가능한 탈구적 

실행은 바로 이미지 없는 사유인 것이다.

  들뢰즈에 의하면, 인식 능력들 간의 탈구적 실행을 역사상 최초로 발

견해내는 것은 칸트이다.386) 특히 들뢰즈는 칸트의 숭고 체험에서의 부

조화의 조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숭고는 규모에서 비롯하는 체험이

다. 가령 압도적인 자연 경관이나 피라미드와 같이 규모가 큰 인공물 앞

에서 상상력은 포착의 한계에 빠지고 불쾌가 유발된다. 그로부터 우리는 

감성에 의해 두려움, 놀라움, 공포감 등의 불쾌의 감정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쾌감은 이성으로 전달되어서 이성으로 하여금 무한한 

크기의 이념으로 가닿도록 한다. 이때 인간은 초감성적이며 무한한 크기

의 이념을 마주할 수 있게 되며, 바로 그러한 가능성 자체로부터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초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임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도덕적 존재임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는 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쾌의 감정은 쾌의 감정으로 역전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숭고에 관한 체험은 상상력이나 감성, 이성 등 각각의 주관적 

능력들의 불일치를 상정하고 있다. 숭고라는 것은 각각의 주관적 능력들

의 격렬한 불일치 속에서 분만되는 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며, 이러한 격렬한 불일치는 상상력과 이성 사이, 그리고 지성과 내감 

386) DR 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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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무시무시한 싸움인 것이다.387) 들뢰즈는 또한 인식의 탈구적 실

행의 구체적 사례로서 편집증적 망상에 시달렸던 슈레버 판사에 대해서

도 언급하고 있다.388)

  들뢰즈는 슈레버의 사례에서 생성의 질료로서의 기호, 영혼의 상기, 

이데아에 대한 사유로서 플라톤의 세 계기가 “원래의 소통적 폭력” 속에

서 노출된 채로 발견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들뢰즈는 슈레버의 

사례에서 “신경들과 이 신경들의 병합, 조사받은 영혼들과 이 영혼들의 

살해, 강제된 사유 혹은 사유하도록 만드는 강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슈레버는 편집증을 겪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으나, 병을 앓고 나서 신과 

관련된 망상을 자주하게 되었다. 망상 속의 신은 무한한 신경조직 다발

들로 이뤄져 있는 것이었다. 신의 무한한 신경은 인간의 신경과 병합되

어 있으며, 그러한 병합으로부터 슈레버는 신이 자신의 신경조직에 영향

을 끼치고 있다고 믿었다. 

신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유사하다. 그러나 인간 육체 내의 신경이

제한된 수로만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신의 신경은 무한하거나 영원하다. 신

의 신경은 창조된 세계의 어떤 사물로든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능력에서 그 신경들은 광선(Strahlen)이라고 불리며, 바로

여기에 신의 창조의 본질이 있다.389)

  신경들의 광선은 기호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슈레버는 과도한 흥분의 

추구로 인해 인간들의 신경은 검게 타버리게 되었으며, 신은 이를 벌하기 

위해 조만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여자로 변신시켜서 신인류를 탄생

387) 하지만 칸트의 숭고체험 분석은 그것이 인식능력들 사이에서의 불일치를 발견한 최

초의 사례로서 의의를 가질지 몰라도, 숭고 체험 자체가 이미지 없는 사유의 사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칸트의 숭고 체험은 결국 자신이 도덕적 주체

임을 자각하면서 그에서부터 보편적 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참된 도덕을

상정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며, 들뢰즈는 이러한 참된 도덕의 상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칸트적 비판이 결국 얼마만큼이나 공손하고 경건한 것인지는 종종 언

급되고 있다. 즉 인식, 도덕, 반성, 신앙 등은 이성의 자연적 관심들에 상응한다고 간

주되는 까닭에 그 자체로는 절대 의문시되지 않는다.”(DR 178/306)

388) DR 189/323

389) 다니엘 파울 슈레버,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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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이라 믿었다. 또한 슈레버는 자신을 치료해주던 플레히지히 박사가 

자신의 영혼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마저도 그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여겼다. 박해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살해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다. 슈레버는 자신의 신경들 중 파편화된 부분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따라서 슈레버는 망상들을 현실적 지각으로부터 분간해내기 

어렵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슈레버 자신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기 보다는 자신에게 강제되는 사유들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슈

레버 내부에서 퍼지는 목소리에 의해서 슈레버는 끊임없이 파편화된 문장

들을 환청으로서 들어야만 했고, 슈레버는 이러한 파편화된 문장들을 온전

한 문장들로 옮겨내기 위해 강박적으로 신경을 써야만 했다. 요컨대 슈레

버는 자신의 영혼이 언제든 살해될 수 있다는 변형된 죽음본능 위에서 신

의 광선과 신의 목소리를 기호로 마주하고 그것을 사유하도록 끊임없이 

강요받았던 셈이다. 그리고 들뢰즈는 인식의 탈구적 실행과 관련한 대목

에서 슈레버를 참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3절. 죽음본능과 병리학 관계의 문제

우리는 결코 타나토스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은 전적으로 경험적인 쾌락원리와 그 원리에 종속되는 조합들

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PSM 115/141)

정신분석 담론에서 본다면 죽음본능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드러나

지 않는다. 프로이트가 죽음본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

분 병리학적 증상들을 통해서였다. 들뢰즈 또한 “강박적 예식”이나 “정

신분열적 상동증”은 죽음본능을 통해 자양분을 얻어 끝없이 심층적 반복

을 물질적 반복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90) 또는 “가학증이

나 피학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과정[탈성화와 재성화]에서 쾌락은

오로지 순수하고 냉정한 사유, 감정이 없고 얼음같이 차가운 사유로만

390) DR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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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게” 되는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391) 들뢰즈는 실증적 역량으로서 죽

음본능을 참조하고 있는데, 죽음본능의 실증적 영향력은 이처럼 상당 부

분 병리학적 증세들을 통해 발견 가능한 것이다. 나르키소스적 자아가

외부 대상으로 향하고 있던 리비도를 역류시키고 있는 대목도, 정신분석

담론 내에서 본다면 결국 이는 외부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을 멈추

고, 오로지 자기 세계 안에 갇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하여 리비

도를 역류시킨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현실 대상으로 실재하지 않는 환청

또는 환각 등을 듣게 되며, 이는 흔히 조현병에 대한 정신분석적 설명으

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죽음본능이란

편집장 슈레버가 그러했듯, 또는 아르토가 그러했듯 어떤 병리학적 상태

에 처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가?

『의미의 논리』에서 들뢰즈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두 가지 죽음 사이

의 문제로 변환시키고 있다. 인격적 죽음은 물질적인 신체와 관련된 것

이고, 비인격적 죽음은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 이 때 병리학적 상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인격적 죽음으로서

간주된다. 그리고 들뢰즈는 병리학적 상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상징적

이고 정신적인 죽음으로의 사태를 직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차이와 반복』에서 제시되었던 두 가지 죽음에 관한 이

론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진전시킨 결과이다.

『차이와 반복』에서만 하더라도, 들뢰즈는 두 죽음 사이의 본성상의 차

이를 주목하고 있는 것에만 그치고 있었다. 그런데『의미의 논리』에서

는 두 죽음 사이 본성상의 차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두 죽음이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마치『차이와 반

복』에서 두 가지 죽음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던 자신의 논의에 대한 반

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두 가지 죽음 사이에서의 “이 본

성상의 차이가 추상적인 사상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존속

하겠는가?”392) 즉, 상징적이고 무의식적인 죽음이 사유와 관련이 있다면,

이때 이러한 상징적 죽음은 오로지 정신적인 것이기만 한 것일까? 그렇

391) DR 153/259

392) LS 18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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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상징적 죽음은 물질적 죽음과 상호 자극하는 방식 하에서 이

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건강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라고, 왜 균열이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도 균열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가장자리들 위에서만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인류의 역사에서 선하고 위대했던 모든 것은 스스로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균열에 의해서 나오고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 제공받는 것은 건강보다는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LS

188/276-277)

들뢰즈는 이에 대해 병리학적인 상태 자체가 반드시 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특정한 병리학적 상태와 이미지 없는 사유가 모

종의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듯 보인다. 들뢰즈

는『차이와 반복』에서 “‘나’의 어떤 균열이 죽음본능으로 이해된 시간의

형식과 본질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주제화” 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츠제

럴드, 맬컴 라우리, 에밀 졸라의 소설 작품들을 꼽고 있다.393) 그런데 이

중에서 피츠제럴드와 맬컴라우리는 심각한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체험들을 작품 속에 반영시켰던 자들

이다.394) 우울증은 애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사물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향하던 리비도 투자를 철회하여 자아로 역류시키는 것이며, 그

리하여 자아 내부로 상실한 대상의 동일시가 이뤄지고, 그것을 자아 내

부에 보존하는 것이다. 대상 리비도로 집중되었던 것이 철회될 때 탈성

화를 겪게 되는데, 들뢰즈는 프로이트와 달리 탈성화 자체를 죽음본능의

구성으로 보고 있다. 즉, 들뢰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맬컴라우리나 피

츠제럴드는 알콜중독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이 그들의 균열과 죽음본

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393) DR 119/206

394) 『디알로그』, 220 :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산 피츠제럴드가 인생을 파괴되고

해체되어 폐허가 되는 한 과정으로 봐서 그런지, 문장 하나하나가 사랑을 불러일으키

는 그의 글은 표본이 될 정도로 참으로 우울하지요. 그런 그가 천재성을 잃었다고 말

했을 때만큼 천재성을 발휘했던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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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신체를 연루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신체의 내부에서 그것의 선분을 다른 선분과 혼동할 때 무효화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리 말할 수는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가능한 최대의

시간을 끄는 것, 뛰어난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건이 결

국 살 속에 각인될 때에만 사건의 영원한 진리를 포착한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효과화를 그것을 한계짓고 작동시키고 형태변이 시키

는 반효과화에 의해 이중화해야 한다.(LS 188/277, 인용자 강조)

분명 병리학에 대한 들뢰즈의 관심은 남다르다. 이는 이미 다섯 번째

독단적 사유의 공준을 비판할 때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공준

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오류의 공준이었다. 이것은 재인의 모델과 관련

된 공준과 동전의 양면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었다. 다섯 번째 공준

에 의해서, 재인의 모델로부터 벗어난 사유는 모두 오류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즉, 재인의 모델에 관한 공준과 오류에 관한 공준은 사유의 문

제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암묵적으로 하지만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왔던 것이다. 재인을 벗어나는 것은 재인의 실패로서 오류만이 있

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유의 독단적 이미지에 어떤 다른 이

미지, 예컨대 조현병에서 빌려온 이미지를 대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다. 문제는 차라리 조현병이 하나의 인간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

니고, 그것이 또 어떤 사유의 가능성임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조현병은

독단적 이미지를 폐기할 때만 드러날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이다.”395)

오류로서 독단적 공준이 남아있는 한, 조현병은 재인의 실패로서만 규정

될 것이다. 따라서 오류에 관한 공준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현

395) DR 195/329: 『차이와 반복』이후 『안티 오이디푸스』에서는 “광기”가 예술적 영

감과 과학적 영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음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다.

정신의학 또는 반-정신의학의 참된 정치는 ①광기를 정신질환으로 변형하는 모든 재

영토화를 해체하고, ② 모든 흐름에서 그 분열증적 탈영토화 운동을 해방하는 데 있

으며, 그 결과 이 성격은 어떤 특수한 잔여물을 광기의 흐름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노동, 욕망 생산, 인식, 창조의 흐름들 역시도 그 가장 깊은 경향성 속에서 변용한다.

광기는 더 이상 광기로서 실존하지 않으리라. 대신 광기는 과학과 예술을 포함한 모

든 다른 흐름의 협조를 받게 될 것이다. 혁명 기계, 예술 기계, 과학 기계, (분열)-분

석 기계가 서로 다른 것의 부품들과 부분들이 되는 능동적 도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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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통한 사유를 기획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인의

모델에 종속되어 있는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음, 광기, 짓궂

음”등을 사유의 권리상의 구조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그렇

다면, 이때 오류가 아닌 것으로서 “어리석음, 광기, 짓궂음” 등은 구체적

으로 어떠한 사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는 어떠한 병리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병리학적 증상들에 대해 들뢰즈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396) “반

복은 파토스이고, 반복의 철학은 병리학이다.”397) 강박증 또는 상동증 환

자들은 심층적 반복을 기계적 반복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반복에 대한 “어떤 우주론적 증명의 등가물”이다.398)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강박증의 증상은 사유의 모델로서 특권화 될 수는 없다. 왜냐하

면 이러한 병리학적 상태는 수축이 “더 이상 둘이나 복수의 수준들-동시

적이고 분화된 방식으로 ‘유희 가능한’ 수준들-사이에서 어떤 공명을 보

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수준들을” 분쇄해버린 다음 상동증 단편 안으로

압축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병리학 상태들에서 수축은 더 이상

요소에서 차이나 양태를 훔쳐오지 못한다. 그들은 똑같은 예식을 반복하

거나 특정 단어나 특정 행위에 그의 온 정신이 함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진정한 사유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3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건이 결국 살 안에 각인될 때에만” 그

리하여 상징적인 죽음이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을 때에

만 우리는 진정한 사유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해서 들뢰즈의

396) 지바 마사야, 「루이스 울프슨의 어중간함」,『너무 움직이지마라』, 지바 마사야는

루이 울프슨에 대한 들뢰즈의 애매한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울프슨은 병리적 상태로

익명적 상태에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루셀이나 브리세의 예술적 기법을 창

조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로 간주된다.「계열 13 조현병과 어린소녀」,『의미

의 논리』, 「루이스 울프슨 혹은 방식」,『비평과 진단』

397) DR 370/606

398) DR 370/606

399) DR 141/244, 신경증, 정신병 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기도 한다. :물음

들은 영원한 전치, 문제는 영원한 위장과 관련된다. 물음과 문제는 대답에 비해 초월

론적인 것이며 “대단히 광적인 무언가가 있기 십상이다.” “신경증 환자, 정신병 환자

들은 어쩌면 그들의 고통을 대가로 이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바탕을 탐험하고 있

는 것인지 모른다.” 그들은 “초월성을 증언하고 있고 또 참과 거짓 사이에서 벌어

지는 별나고도 기이한 유희를 증언한다.”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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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분명하다기보다는 잠정적이다. 이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절. 미학적 실천론으로서 초월론적 경험론

죽음본능, 영원회귀는 현실적이거나 현재적이기보다는 이념적인 것이

다. “이 모든 것은 예술 작품에나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00) “그것은 사유될 수 있을 뿐이며, 특히 무의미로서 사유

될 수 있을 뿐이다.”401) 영원회귀의 규칙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념적

놀이는 어떠한 선재하는 규칙들 없고, 승자와 패자도 구분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책임질 일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는 현실에서는 실재하

지 않는다. 이러한 이념적 놀이는 사유 자체의 실재성이며, 순수 사유의

무의식이다. “우발점”은 도처에 우연을 불어넣고 각 사유를 분화하고,

‘각 수(手)’를 ‘하나의 수’로 통합해 ‘모든 수’를 만든다. 이념적 놀이는

사유와 예술에 한정되는 놀이이다.402) 또한 이 놀이에 의해서 사유와

예술은 실재적인 것이 될 수 있다.403)

사유는 분명 폭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태도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영원회귀의 반복, 그리고 죽음

본능의 반복을 하나의 규제적 이념으로서 삼고서, 그러한 이념자체를 의

400) LS 76/134

401) LS 76/134

402) DR, 159-164/272-283: 들뢰즈는 특히 현대 문학 작품 속에서 초월론적 경험론의 가

능성을 발견한다. 말라르메 『책』, 조이스 『피네건의 경야』은 계열들 사이의 공명

을 이루고 있으며, 강요된 운동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

을 찾아서』도 초월론적 경험론적 소설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잠재적 대상

은 콩브레다. 그것은 즉자적 과거이고, 사라진 현재나 현행적 현재로 환원되지 않는

다. 따라서 현재를 둘러싼 이중의 환원불가능을 띠고 있다. 이 잠재적 대상을 중심으

로 복수의 계열들은 공존하고 있으며 공명을 이루고 있다. “두 계열은 자신들 밖으로

넘쳐나는 어떤 죽음본능 위에서 공명하기도 한다. 가령 발목 장화와 할머니의 추억이

그렇다.” “죽음본능은 비자발적인 기억의 에로스적 체험들을 넘어 예술작품 안에서

자신의 찬란한 출구를 발견한다.” “예술작품은 개념 없는 독특성의 자격에서 반복”되

고 있는 것이다.

403) LS 7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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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만 한다. 영원회귀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회귀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일자의 죽음이며, 무한한

차이와 반복의 운동이다. 이러한 이념의 가능한 현실태로서 예술의 최고

의 목적은 수동적 종합과 관련한 세 가지 반복들이 “동시적으로 유희하

도록 만들고, 이 반복들을 서로의 안으로는 물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맞아 들어가도록 끼워 넣는 데 있을 것이며, 각각의 경우마다 그 ‘효과’

가 변하는 어떤 가상들 안에서 이 모든 반복들을 봉인하는 데 있을 것이

다.”404) 반복들 사이의 부조화의 조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론적 경험론의 이념이자 이념으로서 이미지 없는 사유이다.

이는 완전히 현실화 불가능한 이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의 비의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현실화 불가능한 사태가 아니다.

의식적 주체로서 나 대신 무의식이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로 진입하는 것은 일종의 태도변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단순한 것들을 말하는 취향, 즉 감정, 정

열, 경험, 실험을 통해서 말하는 취향 말일세.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말한다는 것, 그건 아주 신기한 일이야.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의 자아,

하나의 인격 혹은 주체로 여긴다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 반대로 개인은 엄격한 비인격화 연습을 거쳐, 자신을

온통 가로지르는 다양함, 자신 속을 헤집는 강렬함들을 향하여 스스로

열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지.”405)

그리고 병리학과 관련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들뢰즈는 병리학적

상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차이와 반복』에서는

인식능력들의 탈구적 실행에 관해 사례로 편집증을 앓고 있던 법원장 슈

레버406)와, 조현병을 앓았던 아르토가 제시되었다.『자허-마조흐의 소

404) DR 378/612

405) 『대담』, p.30, 인용자 강조

406) 슈레버의 경우 그를 예술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도 단순히 편집증 상태를

겪었다기보다 회고록을 작성함으로써 그도 그의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

들 줄 알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루이스 울프슨 혹은 방식」, 『비평과

진단』을 통해 본다면, 루이스 울프슨도 어떤 병리학적 상태에 처해 있으며, 사유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었음에도, 예술적인 기법을 창안하지 못했다고 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병리학적 비인격의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적 창조가 뒤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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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는 죽음본능을 사유하고 있던 것은 사드 후작과 자허마조흐였었

다. 그리고 『의미의 논리』에서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맬컴 라우리

와 피츠제럴드도 있었고, 도착증자로 묘사되는 루이스 캐롤도 있었다. 이

처럼 들뢰즈가 사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권화 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살

펴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병리학적 상태에 처해있었던 자들의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들뢰즈의 관심은 이들이

단순히 환자였다는 사실로 귀착되지 않는다. 들뢰즈는 이들이 예술가였

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407) 예술가는 “문명의 환자인 동시에

의사”이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와 구분되어야만 한다.

예술작품으로서 소설과 신경증 환자의 가족소설은 본성상 구분 가능하

다. “신경증 환자는 다만 그 소설의 항들과 역사를 효과화 할 수 있을

뿐이다. 증상들은 이 효과화 자체이며, 가족소설은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역으로 증상들로부터 순수 사건의 효과화가 불가능한 부분(블량

쇼가 말했듯이, 가시적인 것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추

출해내는 것”, 물리적 표면으로부터 사건을 포착해내고 그것을 형이상학

적 표면으로 도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로서 소설의 목적이다.408)

가령, 사드와 마조흐는 이들이 단순히 도착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도착적인 성향을 하

나의 사건으로서 포착해냈으며,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쓰고 임상학적으

로 새로운 일람표를 창안해내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에 반

해 반복의 증상을 체험하고 있는 환자들은 단순히 병리학적 상태를 겪고

있으면서 그로부터 계열들의 공명을 만들어낼 줄 모른다. 혹은 자신의

물리적 증상을 사건으로서 취하는 방식으로 도약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예술가들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자신들

내부의 기호 또는 증상들을 포착해내고, “증상들의 원인으로부터 작품의

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지 없는 사유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문제는 슈레

버의 경우 그가 이미지 없는 사유에 처했던 인물로 간주되었었는지, 혹은 간주되었다

면 슈레버에게서는 어떤 예술적 창조가 있었던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

다.

407) LS 277/386

408) LS 2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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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원인으로 이행”하는 것이다.409)

들뢰즈의 실천론은 예술적 실천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론은

탐미주의로 귀착되지 않는다. 들뢰즈의 실천론은 단순히 협의의 예술적

체험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실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410) 들뢰즈는 양식과 공통감이 결코 순전히 인식론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사해왔다. “양식

(bon sens)은 추상적 생산물인 동등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재발

견하는 중간계급들의 이데올로기이다.”411) 양식과 공통감을 중심으로 하

는 사유의 이미지는 “‘확립된 가치들’ 안에서 자신의 실천적 목적성을 발

견”하는 것이다.412) 들뢰즈에게 있어서 사유의 문제는 새로운 가치의 창

조와 직결되어 있으며, 기성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기도 하다.413)

심지어 소비의 습관적 계열들의 두 극단을 파괴와 죽음의 본능적 계열들과

더불어 공명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로써 잔혹성의

장면을 어리석음의 장면과 결합하고, 소비 아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어금니를

가는 소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쟁이 가져오는 지극히 비열한 파괴

들 아래에서도 여전히 어떤 소비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하

며, 이 문명의 실질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 가상과 신비화들을 미학적으

로 재생산해야 한다.(DR 378/612)

409) LS 277/386

410) 물론 바디우나 지젝의 경우, 들뢰즈의 철학에서 구성 가능한 이러한 미학적 실천론

기획 자체가 소박한 것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낭만적인 것이므로, 실천론의 기획으로

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들뢰즈의

실천론이 단지 소박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11) DR 289/482

412) DR 177/303

413) 오직 자유로운 인간만이 하나의 유일한 폭력에 포함되는 모든 폭력들을, 하나의 유

일한 대사건에 포함되는 치명적인 사건들을 포괄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사

태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며, 개인 내의 원한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억압적 권력을 파괴하거나 복구시킨다.) 독재자가 동맹군들, 즉 노예들과 하인들을 얻

는 것은 원한을 퍼뜨림으로써이다. 오로지 혁명가만이 사람들을 억압적인 질서에 참

여하게 만들고 그 질서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존재로 만드는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LS 18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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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론적 경험론에서의 우월한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과 본성상 구분되

지만, 그것의 출발은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

의 실천론은 결코 일상적 사태들 일체를 부정하고, 협의의 예술적인 체

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상마저 예술의 영역으로

포섭시키고자 한다. 일상적인 경험에서 무의식적인 강도적 차이를 포착

해내고 그것을 다른 수준들의 반복들과 “공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

다.414) “예술작품에는 심지어 지극히 기계적인 반복,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습관적이며 지극히 천편일률적인 반복까지도 등장하곤 하지만,

이때 이 반복은 다른 반복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전치되어 있고, 또 그

반복으로부터는 이 다른 반복들을 위해 반드시 어떤 차이가 추출될 수

있어야 한다.”415)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비 활동 내에서도 우리는

무의식적 반복의 증후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고, “문명의 실질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 가상과 신비화들을 미학적으로 재생산”함으로 미

시적인 정치적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들뢰즈의

사유론을 하나의 미학적 실천론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사유는 분명 강제적 폭력에 의해 발생되며, 그러한 폭력

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 바로 숙명

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무의식적이고 강도적인 차원에서는

수많은 차이들이 사유를 강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가상으로서 재

현의 질서에 강력하게 종속되어 있는 채 우리는 그러한 무수한 차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왔을 뿐이다. 규제적 이념으로서 죽음본능과 영원회귀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는 것은 어떠한 미학적 실천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며, 미시-정치적 참여 주체로서의 태도 변경을 촉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앞서 말한 그가 우리와 나란히 서 있는 전선은, 우리가 그를

414)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반복들 사이의 “공명”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이 반복들의 압착이고, 무엇이 공명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

을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415) DR 37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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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동시대인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사유는 자

신이 속해 있는 무한에 충실해야 한다. 사유는 가증스러운 유한성의 영혼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순응주의가 우리

에게 할당한 한계들에 대한 근심 없이, 고대인들이 ‘불멸 속에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필코 살아보려 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한

도까지 최대한,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자신을 초과하는, 그 인간 동물을 표출

하라.416)

『존재와 함성』(1997)에서 바디우는 들뢰즈 철학의 실천적 함의에 대

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들뢰즈 철학의 숙명론적인 계

기를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뒤, 들뢰즈 서거

10주년을 기리기 위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바디우는 들뢰즈에 관한 글

을 써주길 의뢰받았고, 이 글을 통해서 바디우는 들뢰즈 철학에서 무한

과 관련된 실천적인 교훈을 발견해낸다. 바디우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들

뢰즈 철학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단순히 망자

를 기리기 위해, 그가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격식을 갖추

고 있다고 봐야만 할 것인가? 혹시 이러한 태도 차이에는 들뢰즈의 영원

회귀에 대한 바디우의 이해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연 없을

것인가?

416) 알랭 바디우, 「질 들뢰즈」,『사유의 윤리: 현대 프랑스 철학에 대한 헌사』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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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결론

1장. 가설검증 및 결론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들뢰즈는 철학사 연구를 초상화 그리기에

빗대고 있었다. 철학사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유사하게 그려내

는 것’, 즉 철학자가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설정한 내재

성의 구도와 그가 창조한 새로운 개념들을 동시에 추려냄으로써 유사함

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417) 필자는 본 논고를 통해 『차이와 반복』을

중심으로 들뢰즈에 대한 초상화 그리기를 시도해보고자 했다. 이는 『차

이와 반복』의 내재성의 구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새로 고안된 개념들

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차이와 반복』의 주제로

서 “초월론적 경험론”의 정체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초월론적 경험론에 대한 정체 규명 문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진다. 첫

째, 『차이와 반복』의 체계 정체 규명, 그리고 둘 째, “이미지 없는 사

유”의 정체 규명이다. 이를 위해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 글쓰기 전

략 및 효과에 주목해보기로 했다. 들뢰즈는 회화의 콜라주 기법에 착안

하여 철학사 참조 글쓰기 방식을 고안해냈다. 그러한 글쓰기 전략은 두

가지 세부 전략으로 이뤄져 있다. 첫 째 고유의 맥락으로부터 기존의 철

학사적 개념들을 탈각시킴으로써, 파편화된 부품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

고 둘 째 이질적인 부품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내는 것이다. 그러므

로 본고는 들뢰즈가 어떻게 철학사적 참조를 통해 파편적인 부품들을 만

들어내고, 그것들을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 안에서 조합해내는지 분석

해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본고의 2부에서는 초월론적 관념론 및 초월론적 현상학의 개념들을 들

뢰즈가 어떻게 변형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기존

417) QP 54/84, 들뢰즈는 장 팅겔리(Jean Tinguely, 1925-1991)의 작품들에 논평을 하면

서, 칸트 철학에서의 내재성의 구도와 창조적 개념들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분석을 바

탕으로 들뢰즈는 칸트 초상화 그리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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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월론적 철학들이 초월론적 지평을 의식으로 국한시켜 이해하고 있

었던 것에 반해,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초월론적 지평을 무의식으

로서 규명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418)

5부는 들뢰즈가 「4장 차이의 이념적 종합」에서 칸트의 초월론적 이

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해내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들뢰즈는 초월

론적 이념을 마이몬 및 니체의 철학과의 연관 속에서 밝혀 보이고 있으

며, 이러한 독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은 초월론적 이념이 미분적이

고 문제제기적이며 계열적이라는 사실이다.

4부는 「2장 대자적 반복」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들뢰즈의 참조를 분

석해보고, 그로 말미암아 들뢰즈가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어떻게 변용시

키면서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들뢰즈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물질적

이고 이원론적인 모델에 입각해 무의식을 규명해보이고 있다. 들뢰즈는

프로이트 및 라캉의 무의식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무의식은 미분적이

고, 문제제기적이며 계열적임을 보여준다.

무의식의 본성을 중심으로, 초월론적 이념적 지평으로서 무의식과 정

신분석의 무의식은 이질적 종합을 이루고 있다. 미분적이고, 문제제기적

이고 계열적인 무의식의 본성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적 무의식과 초월론적

이념으로서 무의식은 종합될 수 있는 것이다. 초월론적 무의식과 정신분

418) 김상환, 「제 1부 철학과 정신분석」,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 주체 이론에

대한 철학과 정신분석의 대립 지점이 무엇인지 상술하고 있다. 특히 「2장 데까르트

의 코기토에서 무의식적 주체로」는 라캉의 논의를 따라서, 데카르트의 코기토론에서

이미 논리적으로 무의식 개념이 함의되어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대목

을 들뢰즈의 내감의 역설과 관련한 비평과 대조해볼 수도 있겠다. 들뢰즈는 칸트가

내감의 역설을 통해서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있는 대목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 지점으로부터 들뢰즈는 칸트의 코기토가 시간의 형식을 중심으로 “균열

된 나”와 “분열된 자아”로 분열되는 국면에 많은 관심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코기토가 자기 의식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들뢰즈의 경우, 데카르

트를 비판하고 있는 칸트의 내감의 역설에서 무의식의 계기를 발견하고 있다면, 이와

달리 라캉은 데카라트 내부에서 무의식적 계기를 발견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은 라캉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내에서 무의식을 발견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신으로부터

이다. 그리고 신의 역할에 대해서 고려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데카르트에 대한 라캉과

들뢰즈의 비평은 외견상 상반되어 보일지라도, 사실상 둘의 비평은 상당히 유사한 지

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신은 연속창조의 역할을 맡고 있

으며, 이는 곧 신이 시간의 심급으로서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데카르트의 신

이나 칸트의 시간 모두 코기토의 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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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 무의식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각각의 무의식

개념이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서로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음을 뜻한다.

초월론적 이념들의 경우, 그것은 규제적 사용을 넘어서 구상적인 것으

로 간주될 경우, 독단적 형이상학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그것의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정신분석은 실증적

연구 대상이자 객관적 대상으로서 무의식 개념을 드러내고 있으며, 초월

론적 지평은 독단적 형이상학의 퇴행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객관성

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신분석적 무의식은 심리주의와 귀납주의의 혐의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초월론적 이념적 무의식의 가능한 하

나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정신분석적 무의식은 초월론적 정초 근

거를 발견할 수 있으며, 가설적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종합한다

면, 우리는 무의식을 주제로, 들뢰즈가 철학사적 참조와 정신분석적 참조

를 통해 어떻게 파편적인 요소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는 콜라주 작품으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의 체

계를 조망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3부에서는 「3장 사유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비판 대상으로서 사유

의 독단적 이미지는 어떠한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이 극복된 것으로서

이미지 없는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분석해봤다. 기존의 철학들은 재인

등 의식적인 활동으로서만 사유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있었더라면, 이미

지 없는 사유는 사유의 무의식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식의 탈구적 실행으로서 경험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이미지 없는 사유란 죽음본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5부에서

는 죽음본능으로서 이미지 없는 사유가 어떠한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고찰해봄으로써, 그것은 미학적 실천으로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본고는 체계로서의 초월론적 경험론과 인식의 탈

구적 실행으로서 초월론적 경험론을 모두 고찰해보고자 했다.

본고는 서두에서 『차이와 반복』이 꿈에서 읽은 『순수이성비판』이

라는 가설을 제시했었다. 이러한 가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두 저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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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 가능한 유사성은 전략적 위장이자 가장이며, 그러한 전략적 위

장은 이형을 낳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이 가설은 『차이와 반복』이

『순수이성비판』으로부터 차이나는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느냐이다.

우리는 들뢰즈가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들을 참조하면서, 그것들을 어

떻게 전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들은 초월론적 지

평을 의식 연관 하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반면 초월론적 경험론은 의식

적 주체 개념을 배격하는 동시에 초월론적 지평을 무의식적인 것과의 연

관 하에서 밝혀보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초월론적 경험론은 기존의 초

월론적 철학을 인수하면서도 의식이 가지고 있던 초월론적 지평에서의

권리를 무의식으로 양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양도에서 우리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본고가 도입부에

제시했었던 가설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2장. 논문의 의의

본 논고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차이와 반복』은 꿈에서 읽은

『순수이성비판』이다. 그리고 이 가설은『차이와 반복』이 『순수이성

비판』과 형식상 유사성 관계에 놓여있지만, 그러한 유사성은 전략적 위

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초월론적 경험론은 외형상 초월

론적 관념론을 모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면에서는 초월론적 관념론

에 대한 배반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반복은 본성상 위반이고 예외”

이다.419) 진정한 반복은 위장하고 전치하는 차이나는 반복이다.

이러한 가설을 통해 필자는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에 관한 기존 연

구들에서 드러나는 경향성을 문제시하고자 했다. 들뢰즈는 자신이 『차

이와 반복』「머리말」에서 밝혔듯, 철학사적 콜라주 기법을 통해 서술

을 이어나가고 있다. 즉,『차이와 반복』은 철학사 내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들뢰즈의 비평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들뢰즈의 철

419) DR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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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그가 철학사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철학 사이에서 발견이 가능한 유

사성을 주로 주목해왔다. 이는 비교 연구 방법을 통해 들뢰즈 철학의 정

체 규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들뢰즈의 철학사적 콜라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교연구는 필수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존의 비교 연구들은 발견 가능한 유사성에 입각하여 “칸트

적” 들뢰즈 읽기, 또는 “현상학적” 들뢰즈 읽기 등에 매진해왔다. 특히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들과의 비교 속에서

이해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다. 필자 역시 일종의 비교 연구를

통해 초월론적 경험론의 정체 규명을 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존 비

교 연구의 경향과는 반대로 “들뢰즈적” 칸트 읽기, “들뢰즈적” 현상학

읽기를 통해 초월론적 경험론의 정체를 규명을 시도해봤다. 본고에서는

들뢰즈 콜라주 작품의 이해와 관련하여 들뢰즈가 칸트나 후설을 좇아가

면서 어느 지점에서 그것들을 비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중요과제

로 삼았다.

또한 기존 들뢰즈 연구와 관련하여 들뢰즈의 철학에서 정신분석적 참

조의 의의에 대해 많은 평가들이 엇갈려왔다. 주로 들뢰즈의 정신분석적

참조에 대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무관심들이 이어져왔었다. 이러한 무

관심은 들뢰즈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의 가림막이 되어왔다. 가

령『차이와 반복』에서 반복이 위장과 전치라는 것을 정신분석적 참조

없이 철학사적 참조만을 경유하여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리고 “우발점” 등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신의 주사위 놀이”등의 문학적 수사를 통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어떻

게 정식화해볼 수 있겠는가? 『차이와 반복』에서 “재현”에 대한 부정이

라는 부정적 양상에서의 설명 말고 “차이”와 “반복”을 긍정적인 양상에

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많다고는 할 수는 없더라도 들뢰즈의 철학을 정신분석과의 연관

속에서 해명하려는 시도들도 분명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들뢰즈의

정신분석적 참조를 토대로 들뢰즈의 수동적 종합 자체의 의미를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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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수동적 종합 개념이 또는

「2장 대자적 반복」이 『차이와 반복』전체 기획 속에서 어떠한 위상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하여 보자면,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의 경향성을 전반적인 한계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해보고 싶었다. 첫 째, 유사성에 주목한 비교연구

로 인해 들뢰즈 철학의 독창성과 고유성에 대한 고찰이 적극적으로는 이

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 째, 들뢰즈 철학 독해에 있어서 정신분석적 참조

를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들뢰즈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 파편화된 이해만을 가능하게 하였고, 만일 정신분석적 참조에 주목

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들뢰즈 정신분석적 참조의 철

학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까지는 작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와 정신분석적 참조를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그것들의 체계적 연관에 대해서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

여 『차이와 반복』은 초월론적 관념론 또는 초월론적 현상학 등에서 초

월론적 철학의 기획을 이어받고 있으되, 그것에 결정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들은 의식을 권리상

초월론적 지평으로서 상정하고 있었다면,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권리상 무의식을 초월론적 지평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일한

테제는, 역으로 들뢰즈의 초월론적 경험주의는 정신분석의 심리주의를

극복하고, 무의식을 초월론적 지평으로서 밝히려는 시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본고는 초월론적 경험론이 권리상 초월론적 지평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규명하려는 기획으로 이해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

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첫 째, 들뢰즈 철학에서 그것의 어

떤 부분이 단순히 칸트 혹은 현상학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사성을 가장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들뢰즈 철학만의 독창성과 고유

성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철학사적 참조와 정신분석적



- 254 -

참조를 체계적인 연관 하에서 밝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철학사적 참조와 무의식에 관한 정

신분석적 참조들은 들뢰즈의 철학 내부에서 결코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관계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특히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과 이미지 없는 사유의 문제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미지 없는

사유, 또는 초월론적 경험론의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도 논해보았다. 들뢰

즈의 초월론적 경험론은 일부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결코 숙명론이 아

니며,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실천론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해봤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본고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설의 타당성에 대

해서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칸트, 후설, 프로이트를 차이

나게 반복하고 있었다. 칸트, 후설 등에 대해서는 초월론적 철학의 기획

을 인수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의 지평이 아니라 무의식의 지평으로서

보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반하고 있었다. 프로이트와 관련해서는 들뢰

즈가 무의식의 개념을 인수하고 있으면서도, 심리주의를 넘어서서 무의

식을 초월론적 지평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를 위반을 하

고 있었다. 그리고 명백하게도 『차이와 반복』은『순수이성비판』에서

형식적 틀을 빌려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차이와 반복』은『순수이성비판』

을 차이 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3장. 앞으로 남은 과제들

본고는 들뢰즈의 철학사적 참조 그리고 정신분석적 참조와 관련하여,

참조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고, 이것들에 대한 종합적 독해를

시도해봤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시도는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째, 필자는 앞서 들뢰즈가 반복의 통상적인 의미를 탈각시키

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들뢰즈의 반복 개념이 형이상학적 또는 존재론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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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술했었다. 페기를 인용하면서, 들뢰즈는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이라

는 사건의 반복과 모네의 수련의 반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들뢰즈가 상정하고 있는 대자적 반복 또는 무의식은 인간 주관에 한정되

어 있는 심리적 무의식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들뢰즈의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심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 가능하다. 가령 그와 관련해서 베르그손의 순

수기억과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해서 들뢰즈가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

는지 앞서 살펴봤었는데,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활동적 actif”인 반면, 베

르그손의 무의식은 완전히 “무력한 inactif” 것으로서 대비를 이루고 있

었다. 따라서 심리적 무의식 개념의 존재론적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인데,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가 어떠한 설명을 내어놓을 수 있으며, 또 그

러한 설명에 대해 정당성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차

이와 반복』즘 이와 관련한 논의를 좇기 위해서는『의미의 논리』에서의

“사건”개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차이와

반복』에서 반복과 『의미의 논리』에서의 사건 개념의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개념들이 철학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음

미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

다.

그 다음으로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들뢰즈 철학에서 어떻게 변모되

고 있으며, 그러한 변모가 들뢰즈 철학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는지 추후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들뢰즈 철학의

작품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차이와

반복』에서 초월론적 무의식의 지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

고 있던 개념은 텅 빈 시간의 형식이자 죽음본능이었다. 모든 내용이 사

상되어 버린 망각의 시간으로서 텅 빈 시간의 형식은 곧 죽음본능이었으

며, 이는 사유의 “무두인”으로서 이미지 없는 사유에 있어서도 가장 핵

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안티 오이

디푸스』를 기점으로 들뢰즈는 명시적으로 죽음본능이라는 개념을 허구

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420) 하지만 이 때 죽음본능의 비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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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상당히 복잡하다. 들뢰즈는 거기서 “죽음본능” 개념을 부정하는

대신, “죽음의 모델”을 긍정하고 있다. “죽음의 경험은 무의식의 가장 일

상적인 일이다. 정확히 그 까닭은, 죽음의 경험이 삶 속에서, 삶을 위해,

모든 이행 내지 모든 생성 속에서, 이행과 생성으로서의 모든 내공 속에

서 일어나기 때문이다.”421)

또한 『차이와 반복』,『의미의 논리』에서까지는 들뢰즈가 프로이트

의 죽음본능 개념을 모리스 블랑쇼의 익명적 죽음에 부합하도록 변용시

키고 있다면,『안티 오이디푸스』에서는 죽음본능과 익명적 죽음을 대립

시키고, 익명적 죽음을 긍정하는 대신 죽음본능 개념 자체는 폐기하고자

한다. 또한 “죽음에 맞선 죽음”이라는 개념은 『의미의 논리』등422)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안티 오이디푸스』에서는 “죽음에 맞선 죽음” 개념

이 “원리상 죽음을 죽음에 맞서게 반전함으로써, 반전된 죽음을 욕망의

힘으로 만듦으로써, 죄책감의 느낌의 문화 전체에 의해 욕망의 힘을 사

이비-삶에 기여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423) 뿐만 아니라, 피츠제럴드의

에세이「금이 가다 The Crack-up」의 경우, 『차이와 반복』,『의미의

논리』에서까지 이 작품은 죽음본능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개되지만, 이후의 들뢰즈의 작품들에서는 이 작품 안에

서의 죽음의 모티프에 대해서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죽음

420) AO, 「4장 분열분석-입문」

421) AO, 394/547

422) LS 179/266 : “변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유일한 사건 안에서

그렇게 재결합되는 그 동적이고 엄밀한 지점, 즉 죽음이 다시 죽음에 맞서 돌아서는

지점, 죽음이 죽음의 목적지와도 같은 지점, 죽음의 비인칭성이 이제 단지 내가 내 바

깥으로 나가 상실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죽음이 그 자체로서 상실되는 순간까지, 그리

고 나를 대체하기 위한 가장 특이한 삶이 취하는 형태까지 표식하는 지점에서이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것은, 들뢰즈가 이와 관련해서 모리스 블랑쇼를 참조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안티 오이디푸스』 전후로 들뢰즈의 모리스 블랑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일관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그가 블랑쇼의 죽음과 관련한 대목에서 『안티

오이디푸스』 이전은 “죽음에 맞선 죽음”이라는 테마에 관심을 보였다면, 그 이후는

그와 관련된 테마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 테마를 부정하고 있는

듯하다.

Maurice Blanchot. L'espace littéraire. p.155, : “죽음을 그 자체로서 고양시키기 위

한 죽음이 자체 안에서 상실되는 지점과 내가 내 바깥에서 상실되는 지점을 일치시키

기 위한 이 노력은 단순한 내면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물들과 관련해 막중한 책

임을 함축하여, 오로지 사물들의 매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423) AO 39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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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과는 별개의 것으로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들뢰즈는 『안티 오이디

푸스』이전까지는 죽음본능을 자신의 철학적 모티프로서 중요하게 여기

고 있지만, 『안티 오이디푸스』부터 무의식적 “죽음의 경험”은 중요하

게 여기면서도, 반면 그로부터 죽음본능을 탈각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죽음본능과 죽음경험의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어디서부터 연원한 것이며, 그러한 관계에 대한 이해변화의 철학적 의미

가 무엇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안티 오이디푸스』이후 모리

스 블랑쇼의 비인격적 죽음과 프로이트의 죽음본능 사이의 대립지점 또

는 두 개념이 긴장을 형성하는 지점을, 역으로 『안티 오이디푸스』이전

의 작품들로 귀속시켜서, 『차이와 반복』또는『의미의 논리』내에서 죽

음본능과 비인격적 죽음 사이의 긴장관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

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들뢰즈 작품들 사이의 관

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망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논고 초반부 들뢰즈의 일관된 주제의식으로서 초

월론적 경험론에 대해 분석해봤었다. 비록 『차이와 반복』이후 「내재

면: 생명……」까지 “초월론적 경험론”이라는 표현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는 대신 “무의식적 생산” 등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초월론적 경험론” 또는 “이미지 없는 사유”는 “무의식적 생산” 개념 등

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익명적 주체(On)의 실천적 함의는

“초월론적 경험론”에서부터 이미 선취되고 있었으며, 이 개념은 이후 들

뢰즈, 과타리의 소수자-되기의 개념 등을 통해서 구체화 될 것이다. 그

럼에도 이미지 없는 사유와 무의식적 생산 역시 단선적인 관계로만 이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 가령,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

리』시기까지 들뢰즈는 구조주의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분절적, 불연속

적인 기호들의 체계에 입각하여 자신의 무의식적 사유론을 전개해나갔다

면, 이후과타리와 협업시기부터는 유동적, 연속적, 역동적인 힘들의 관계

로서 무의식적 사유론을 개진해나간다.424) 기호론과 역동론은 양립가능

424) 안 소바냐르그, 『들뢰즈와 예술』, 「제3장 힘의 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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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변화는 초월론적 경험론과 욕망 기계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내포하게 되는가? 따라서 초월론적 경험론과 욕

망 기계 또는 무의식적 생산 개념 등이 어떤 면에 있어서 상호 연속적이

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상호 불연속적인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

써,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들뢰즈의 작

품들을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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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cendental Empiricism in Deleuze’s

Difference and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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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reconstruct Deleuze's philosophy as

transcendental empiricism. I plan to make plain the strategic meaning

of Deleuze's own hallmark regarding his approaches to philosophy,

known as collage.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the work of

collage, Deleuze’s Difference and Repetition, I will demonstrate how

Deleuze’s transcendental empiricism differs from transcendental

idealism,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What emerges from this

investigation is the transcendental empiricism that strives to articulate

the transcendental horizon as the unconscious. The novelty of

Deleuze's experimental reread the transcendental philosophy opens up

new ways of exploring and understanding the transcendental field as

the unconscious. It means that the transcendental empiricism is a

project of embodying a theoretical opinion into a definite scheme of

the unconscious, in other words, a passive synthesis.

I als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eleuze criticism on "The image

of thought", which philosophy implicitly presupposes and explic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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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dogmatic image of what thinking is. The dogmatic image

supposes that what the nature of thought is, therefore It could repress

the unconscious nature of thought,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epistemology becomes justification of recognition. The thought is

subordinate to the conscious. Deleuze want to liberate the thought

from the conscious. The liberated thought from any dogmatic image is

the thought without image, which is main theme of the transcendental

empiricism. I deal with how the thought without image is related

with the unconscious. In particular, through a rigid inspection I prove

how the third passive synthesis of death instincts has essential

relation to the thought without image. The third repetition of death

instincts function regulatory ideal to the thought, it implies that the

thought without image is a kind of theory of aesthetic practice.

Keywords: transcendental empiricism, transcendental idealism, genetic

phenomenology, psychoanalysis, unconsciousness, death instinct,

thought withou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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