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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번 논문에서는 차이와 반복 을 중심으로 사유의 문제에 대한 들  『 』
뢰즈의 철학적 해명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칸트의 . 
철학에 주목하였다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 에서 자신의 철학을 초월. ‘『 』
론적 경험론 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 , 
적 철학과 마찬가지로 사유와 경험의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이다. 

물론 칸트는 들뢰즈의 서술에서 많은 경우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들뢰즈의 , 
전면적인 대결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들뢰즈는 단지 칸트 철학의 특. 
정한 국면에 대해서 불충분한 지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수정, 
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초월론적 철학을 개진하고자 한다 요컨대 들. , 
뢰즈는 칸트를 다시 한 번 비판함으로써 초월론적 철학이 가진 가능성을 
비로소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차이와 반복. 『 』
을 독해하는데 있어서 칸트는 여전히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들뢰즈는 칸트와 단지 사유와 경험의 조건 탐구라는 철학적 기  
획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들뢰즈는 칸트로부터 많은 개념을 길어오. 
며 그러한 개념들은 초월론적 경험론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들뢰즈는 순수이성비판 의 변증론을 적극적으로 참조. , 『 』
하면서 이념 과 문제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판단력비판 의 숭‘ ’ ‘ ’ , 『 』
고론에서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 의 모태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우‘ ’ . 
리가 초월론적 경험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뢰즈가 어, 
떠한 목적에서 칸트 철학의 맥락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했  
다 먼저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 , 
점이다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 발생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것이 불충분한 탐구였다고 비판한다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 
은 경험의 발생 조건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 
중점적인 비판 대상은 칸트의 초월론적 자아 통각 에 있다 칸트는 초월( ) . 
론적 자아라는 의식 주체의 능동적인 종합을 통해서 사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들뢰즈는 초월론적 영역이 진정한 발생의 조건으로 제시되. 
기 위해서는 의식을 넘어서 그것의 발생적 기원인 무의식의 영역으로까, 
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는 무의식의 영역을 기술하기 위해서 다시   
칸트의 용어들을 끌어들인다 들뢰즈는 무의식의 대상을 이념 이라고 부. ‘ ’
르는데 이 때 이념은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칸트는 가능, . 
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이념이라고 불렀으며 감성의 조건, 
에 제약되어 있는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 
나 들뢰즈는 이처럼 사유될 수 없는 것을 다시 사유의 조건으로 끌어들
이는데 그는 사유 속의 사유될 수 없는 것 을 무의식으로 이해하기 때, ‘ ’
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들뢰즈가 칸트의 이념 을 무의식으로 전환하여 . ‘ ’
활용하는 것에는 살로몬 마이몬과 라이프니츠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들뢰즈는 인식능력들이 경험의 한계를 구성하는 이념과 관계할 때 비  
로소 창조적인 사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가 해. 
명해야 했던 것은 인식능력들이 이념과 관계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활, 
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인 사유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것이, 
었다 들뢰즈는 순수이성비판 의 분석론에서 칸트가 단지 개념들을 . 『 』
전제한 사유만을 보여줬다고 비판하지만 판단력비판 의 미와 숭고의 , 『 』
경험에서 창조적인 사유의 모범을 발견하며 이 논의와 관련해서도 칸트, 
의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논문은 들뢰즈가 칸트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의 세   
가지 지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초월론적 경험론을 체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어 초월론적 경험론 이념 문제 사유 무의식 인식능력 공통: , , , , , , 
감.
학  번 : 2017-20203



일러두기

1. 들뢰즈의 원전을 각주에 표기할 경우에는 다음의 약어를 사용하였다.

2. 국역본의 쪽수를 함께 병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번역을 수정하였, 

다.

B : Le Bergsonisme

DR : Différence et Répétition

ID : L'île Déserte

LS : Logique du Sens

PCK :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

PLB : Le Pli, Leibniz et Baroque,

PS : Proust et les Signes

RF : Deux Régimes de F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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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들뢰즈 철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그가 유달리 철학사 를   , ‘ ’
매우 적극적인 활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자신의 독. 
창적인 철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개념을 주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철학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개념들을 새로운 맥락 하에 재배치함으
로써 자신의 철학 체계 내에 편입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차. 『
이와 반복 의 머리말에서 철학사를 활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회화에서의 』
콜라주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철학사의 활용 방식에 대해 물을   “
수 있다 우리에게 철학사는 회화에서 . 콜라주가 맡는 것과 전적으
로 유사한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학사는 철학 자체. 
의 재생산이다 철학사에서 해설은 진정한 분신으로 기능해야 할 . 
것이며 이 분신에 적절한 최대치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 
이다 우리는 콧수염을 기른 모나리자를 생각하듯 전적으로 비슷. (
하게 철학적으로 털투성이인 헤겔과  철학적으로 면도한 마르크스 
를 상상한다 이제 과거 철학의 실질적인 책에 대해 말하되 마치 .) 
그것이 상상의 책 위조된 책인 것처럼 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 
것이다.”1) 

그러나 들뢰즈가 철학사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해석  
상의 문제를 낳는다 먼저 들뢰즈는 자신이 철학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끌어들이고 있는 철학사적 맥락을 친절하게 제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들뢰즈가 일종의 배경지식 으로서 전제하고 있는 . , ‘ ’
철학사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많은 철학적 개념들이 , 

1) DR  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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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종되어 있는 그의 다소 지나칠 정도로 현란한 서술들 속에서 독자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더욱 더 가중시. 
키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들뢰즈가 기존의 철학사를 있는 , ‘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최대치의 변화를 포함한 분신을 만’ , 
들어내듯이 새로운 맥락을 덧붙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서술들. , 
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뢰즈가 끌어오는 기존의 철학사뿐만 , 
아니라 그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틀어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 ‘ ’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작업은 들뢰즈가 자신의 . 
철학사 연구를 종합하며 자기 고유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저술로 
평가받는 차이와 반복 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이러한 이유로 들뢰즈 연구의 대부분은 들뢰즈의 철학을 그가 활용하  , 
고 있는 특정한 철학사적 배경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들뢰즈의 특정 개념의 연원을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손 . , , 
등에서 찾는 작업들이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 
로 우리는 와 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Alain Badiou Michael Hardt . 

는 들뢰즈에 대한 한 주석서에서 자신이 들뢰즈와 지속적인 대결Badiou , 
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공통적인 지반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칸트 이전의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 칸, 
트가 인식의 한계로 지정한 현상을 넘어서 존재론 을 다시 수립하는 것‘ ’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는 자신과 들뢰즈의 철학은 고전적인 철. Badiou “
학 이라고 말한다” .2)

는 이처럼 들뢰즈를 칸트의 철학과 날카롭게 대비시키며 새로  Badiou , 
운 존재론의 수립이라는 관점 하에서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손 등의 철, , 
학이 들뢰즈의 주요한 참조 대상이었다고 말한다.3) 역시  Michael Hardt 
이와 유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는 들뢰즈가 어떠한 철학사적 맥락. 

2) Alain Badiou, Deleuze: “La Clameur de l’Être”, Hachette, 1997, p.69.
3) 위의 책 바디우는 여기에 스토아학파와 흄을 추가적으로 언급한다 , pp.7-8. . 

한편 는 동일한 관점에서 들뢰즈 철학의 근본적인 측면이 존Manuel Delanda
재론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철학자들과 달리 자연과학과 수학 , 
등을 통해서 들뢰즈의 존재론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Manuel Delanda,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Philosophy, continuum, 200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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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존재론을 수립하는지 제시하고 들뢰즈의 베르그, 
손 니체 스피노자 연구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들뢰즈의 사상이 발전, , ‘ ’
하는 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4) 물론 그는 해당 저서에서 차이와 반 『
복 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해설하지는 않지만 들뢰즈의 존재론을 스피, 』
노자 니체 베르그손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 , 

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Badiou .5)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들뢰즈의 철학을 해설하기 위  
해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손의 맥락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보다 들, , , 
뢰즈가 세 철학자들에 대한 굵직한 연구서들과 논문들을 썼으며 또한 , 
그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 들뢰즈의 서술에서 찬사의 대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들뢰즈는 그들로부터 많은 개념들을 길어오고 .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들뢰즈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 
에 있어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손의 철학과의 유사성에 기대는 것  , , 
만으로 들뢰즈의 철학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가 특히 이번 논문이 중? 
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차이와 반복 과 관련하여 세 철학자들을 끌, 『 』
어들이는 것은 보다 체계적인 독해를 위한 충분한 관점을 제공하는가‘ ’ ? 
이와 관련하여 는 흥미로운 지적을 한다 그에 따르면 차Levi Bryant . , 『
이와 반복 에 칸트가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스피노자, , 』
니체 등의 철학자보다 오히려 칸트와 함께 차이와 반복 을 독해하는 『 』
것이 이 저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6) 

4) Michael Hardt, Gilles Deleuze : An Apprenticeship  in Philosoph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5) 다만 의 독창적인 관점 중 하나는 들뢰즈의 존재론으로부터 윤리 정치 Hardt , -
학적 함축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들뢰즈는 베르. , 
그손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독자적인 존재론을 마련하고 니체를 통해 이것을 , 
윤리학적 지평으로 마지막으로 스피노자를 통해 정치적인 실천으로 발전시, 
킨다고 해석한다 조현수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존재론적 윤리학 이라는 . “ - ”
표현 하에 들뢰즈의 존재론 존재의 일의성 이 가진 윤리학적 함축 정동의 윤( ) (
리학 을 드러내고자 한다 조현수 들뢰즈의 존재론적 윤리학 들뢰즈의 ) .( , “ - ”: 「
정동의 윤리학 과 그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존재의 일의성 동서철학연“ ” “ ” , 」 『

구 권78 , 2015, pp.577-601.) 』 
6) Levi Bryant, Difference and Givennes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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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위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 들뢰즈  , 
와 칸트의 관계 하에서 차이와 반복 에 대한 체계적인 독해를 제시‘ ’ 『 』
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칸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들뢰즈는 초월론적 철학 이라는 ? , ‘ ’ 근
본적인 기획을 칸트와 공유한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 에. 『 』
서 자신이 개진한 철학을 집약할 수 있는 용어로서 초월론적 경험론‘

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 용어에 함축되어 (empirisme transcendantal)’ , 
있는 칸트적인 맥락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초월론 이라는 용어를 . ‘ ’
처음으로 도입하며 그것을 자신의 철학적 기획으로서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칸트이기 때문이다 초월론적 철학의 기획이라는 것은. , 경험과 인
식 사유 의 조건을 탐구하는 것( )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에서 경험과 인식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 『 』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조건들로서 인식능력들 감성 상상력 지성 이( , , , 
성 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루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초월론적 이라는 ) , ‘ ’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 일반에 대. “ , 
한 우리의 선험적 개념들을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론적이라 부른다
.”8) 따라서 들뢰즈가 초월론 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철학에 부여했다면 ‘ ’ , 
그것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그가 경험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9)

칸트 철학과 들뢰즈 철학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시도2008. p.164. 
했던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들뢰즈를 독해하고자 Christian Kerslake 
한다고 할 수 있다.(Christian Kerslake, Immanence and  the Vertigo of 
Philosoph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7) 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유와 경험에 대한 들뢰즈의 해명 Joe Hughes , 
을 칸트 후설과의 연속성 상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 (Joe Huges, Deleuze 
and the Genesis of Representation, Continuum, 2008; Joe Hughes, 
Deleuze’s Difference and Repetition, continuum, 2009)

8)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 아카넷 이하  , , , , 2006, A12. 『 』
로 약칭한다 국역본에서는 을 초월적 으로 옮기고 있지KrV . ‘transzendental’ ‘ ’

만 이번 논문에서는 초월론적 이라는 번역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한다, ‘ ’ . 
9) 앞서 말했던 와 같이 들뢰즈 철학의 핵심을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으 Badiou , 

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들뢰즈와 칸트가 동일한 철학적 기획을 가지고 있, 
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지성의 개념이 감성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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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칸트와 들뢰즈가 가지는 관계의 특수성은 들뢰즈는 칸트를   , 
그토록 놀라운 초월론적 영역의 발견자“ ”10)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앞서 , 
언급한 세 철학자들과 달리 칸트는 많은 경우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는 점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칸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차이와 반. 『
복 을 독해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우리가 앞서 논의한 칸트의 철학적 기획 자. , 
체 경험과 사유의 조건 다시 말해 초월론적 영역 을 제시하는 것 를 , ‘ ’─ ─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들뢰즈는 칸트가 초월론적 영역을 제시하는 . 
것에 있어서 의식 주체라는 암묵적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불‘
충분함 을 느끼고 이를 다시 한 번 비판 의 시험대에 올림으로써 초월론’ , ‘ ’
적 철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 
의식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발생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은 사유의 출발점 으로서 이해되면 안 된다. ‘ ’ . 
더 나아가 개념적인 논리를 따르는 의식의 영역과 달리 무의식은 개념, , 
으로 포착되지 않는 차이의 논리를 따른다 들뢰즈가 칸트를 비판한다면. , 
들뢰즈는 개념을 벗어난 차이의 영역인 무의식으로부터 사유의 발생을 
설명하고 바로 그러한 무의식을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적인 심급으로서 , 

관에 적용되는 조건에서만 우리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넘, 
어선 것을 이념 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러‘ ’ . 
나 들뢰즈는 자신이 차이와 반복 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인 차‘『 』
이의 개념 을 칸트의 용어법을 따라 이념 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 , ‘ ’
설명을 시도한다 이러한 관점은 물론 들뢰즈가 칸트가 지정한 인식의 한계. 
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조건 을 , ‘ ’
탐구한다는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적인 기획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들뢰즈가 제시하는 이념은 감성의 직관과 지성의 개념으로서 포착.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칸트의 이념과 같지만 그는 그것을 , 경험과 사유의 
발생 조건인 무의식의 영역으로─들뢰즈는 칸트가 의식 에 기초하여 경험‘ ’
과 인식을 정당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의 발생적 조건인 무의식에 대해 ,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자주 아쉬움을 표한다 포섭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차이의 존재론은 사실 또한 무. , Badiou , 
의식의 영역 내에서 성립하는 논리라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여전, 
히 경험 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념과 무의식에 대해서는 본론에‘ ’ . 
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10) DR 17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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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은 추후 본문에서 . 
상세하게 밝힐 것이다 다만 우리가 현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들뢰즈. , 
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 기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의 관
점에서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는 것에 있
다.11) 

는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의 작업이 칸트의 비판 기획과 코  Beth Lord
페르니쿠스적 혁명을 확장시키는 것이며 들뢰즈와 칸트를 단순히 대결 , 
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12) 따라서 칸트를 중심으로 차이 『
와 반복 을 독해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 』
한 관점에 충실하게 입각할 때에만 들뢰즈가 철학사에 등장했던 다양한 , 
사상들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 목적 이 오롯이 드러난다 들뢰즈‘ ’ . 
가 앞서 언급한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손을 포함한 여러 사상들을 자신, , 
의 철학적 기획에 활용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 
초월론적 영역 들뢰즈는 이것에 칸트의 초월론적 의식 주체 통각 와 대( )─
비하기 위해 초월론적 장 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champ transcendantal)’

11) 우리는 이 점에서 후설과 들뢰즈가 가지는 연속성과 차이점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후설이 추구했던 무전제성 을 들뢰즈 역시 받아들인다 그러나 후. ‘ ’ . , 
설은 무전제성의 이념 하에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의식 주체에게 필증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경험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들뢰즈는 의식 주, 
체 역시 하나의 전제 로서 비판하면서 의식에 포착되지 않는 애매한 영역으‘ ’ , 
로부터 경험의 발생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 

의 경우 들뢰즈가 자신의 철학 전반에 걸쳐 천착했던 발생에 대Joe Hughes , 
한 해명은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이 발생의 원천으로 . 
거슬러 올라가 탐구한 영역과 들뢰즈가 제시하는 초월론적 장, (champ 

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들뢰즈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transcendantal)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지점은 후설의 발생적 현. , 
상학이 들뢰즈의 관점에서도 무의식 의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평가할 ‘ ’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 혹은 두 사람이 제시한 발생의 논리 를 비교, ‘ ’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Beth Lord, “Deleuze and Kant”, The Cambridge Companion to Deleuze, 
Ed. Daniel W.Smith and Henry Somers-H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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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서 성립하는 비 개념적인 차이의 논리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라고 -─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더불어 더욱 칸트를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는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 에서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을 설명할 , ‘ ’ 『 』
때에조차 많은 용어와 내용들을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길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 
도 칸트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자신의 . 
초월론적 경험론의 계기가 칸트의 철학에 이미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
다고 해석한다 초월론적 경험론의 주요 기초개념들인 문제 이념 인. ‘ ’, ‘ ’, ‘
식능력들의 초월적 실행 등은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심지’ , 
어 들뢰즈는 칸트의 철학에서 비 개념적 차이로 개방되는 무의식적 주-
체 균열된 나 혹은 권리적 차원의 분열증 가 도입되고 있다‘ (Je fêlé)’ ‘ ’─ ─
고 주장한다.13) 물론 이 경우에 들뢰즈가 그리고 있는 칸트는 칸트에 대 , 
한 일반적인 해석과는 상당이 동떨어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비판의 대, 
상으로서의 칸트와 다른 모습을 지닌 칸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들뢰즈. 
는 전자를 통해 후자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초월론적 철학을 새, 
로운 관점에서 재편하고자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 
들뢰즈가 어떠한 방식으로 칸트를 창조적으로 변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우리는 차이와 반복 에서 개진된 들뢰즈의 초  『 』
월론적 경험론을 칸트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서 독해하고자 한다 이 . 

13) 들뢰즈는 칸트가 자신의 사상이 지닌 이러한 독창적인 측면을 스스로 정확 
하게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이 측면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초월론, 
적 철학이 가진 의의를 완성시키고자 한다고 말한다 순수이성비판 에서 . “『 』
칸트는 바로 이 점을 적어도 한 번은 아주 깊이 꿰뚫어 보았다 즉 이성 신. 
학과 이성 심리학은 동시에 소멸하고 신의 사변적 죽음은 나의 균열로 이어, 
진다 만일 . 초월론적 철학의 가장 위대한 창의성이 시간의 형식을 본연의 
사유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있다면 순수하고 텅 빈 이 형식은 이제 다시 불, 
가피하게 죽은 신 균열된 나 그리고 수동적 자아를 의미하게 된다, , . 물론 칸
트는 이런 창의성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 즉 신과 나는 실천적 차원에 
서 부활하게 된다 이제 칸트적 할당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것은 재현의 세계를 구제하기 위한 최상의 노력이다 필자 .”(DR 117/205,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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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내재적 비판 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 . , 
들뢰즈는 경험의 조건을 탐구한다는 초월론적 철학의 기획을 칸트와 공
유하지만 칸트의 불충분한 지점을 밝히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정함으로, 
써 초월론적 철학의 기획을 비로소 완수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쇄신하는 과정에서도 칸트 철학의 , 
특정한 국면들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들을 동원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 
한 두 지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 들뢰즈는 우리에게 철학사는 회화에서   , “ 콜라주가 맡

는 것과 전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학사는 . 
철학 자체의 재생산이다 철학사에서 해설은 진정한 분신으로 기능해야 . 
할 것”14)이라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단지 들뢰즈의 자유롭고 , 
창조적인 철학사 활용의 개별적인 지점들을 설명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 ’ 
안 될 것이다 만약 들뢰즈가 철학사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해. , 
석자의 임무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 ’ 
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칸트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라. 
는 주제를 통해 이러한 임무에 부응하고자 한다.

14) DR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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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의 관점2. 

초월론적 철학의 기획2.1. 

순수이성비판 과 차이와 반복 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경  『 』 『 』
험과 인식 사유 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에 있으며 이것은 초월론적 철( ) , ‘
학 이라는 명패 하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물’ . 
을 수 있는 것은 경험 의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이 어떠한 점에서 초월, ‘ ’ ‘
론적 철학 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지금 초월론적’ . ‘ ’
으로 번역되는 혹은 이라는 용어는 직관‘transzendental’ ‘transcendantal’
적으로 경험과 무관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 

초월론적 을 경험과 단순히 무관한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험을 가  ‘ ’ ‘ ’ , 
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처음에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칸트다. 
그렇다면 칸트가 제시한 경험의 가능 조건은 무엇이며 칸트는 그것에 , 
왜 여전히 경험을 넘어서 와 같은 의미를 상기시키는 초월론적 이라는 ‘ ’ ‘ ’
용어를 부여했던 것인가 칸트는 인식의 가능 조건을 주관의 인식능력들? 
에서 찾는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이루. 
어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에 이르러 대상은 주‘ ’ . 
관과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관의 인식능력들이 조화로운 협력 ,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순수이성비판 에서 칸트가 제시했던 인식을 구성하는 능력들의 『 』
관계는 무엇인가 잘 알려진 바대로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감성? , 
이 외부로부터 수용한 직관의 잡다가 지성의 개념 혹은 범주들을 통해 , 
통일되고 정돈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식. 
은 수용적 감성과 활동적 지성의 협력 관계 속에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흄의 경험론이 칸트에 끼친 이중적인 영향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흄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이란 감각을 통해 얻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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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과 관념들을 주관의 심리적인 활동을 통해 연합하는 것이다 흄은 . 
이러한 주관의 심리적인 활동을 습관 혹은 상상 이라고 불렀다 흄의 ‘ ’ ‘ ’ . 
이러한 분석의 귀결은 우리 인식의 결과물은 단지 주관의 경험적인 차, 
원에 근거해있기 때문에 인식의 보편성 혹은 필연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흄의 경험론은 회의주. 
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15) 칸트가 흄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지점은 먼 
저 감성에 주어진 것 없이는 어떠한 인식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 
있다 지성의 개념 범주 이 감성적 직관의 잡다에 적용됨으로써 인식이 . ( )
이루어진다는 칸트의 분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지성의 개, 
념은 주어진 직관의 잡다가 없으면 어떠한 인식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지성은 오직 인식의 형식만을 제공할 뿐이며 인식의 내용은 . , 
감성이 외부로부터 수용한 것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감성이 배제. 
된 오직 지성만의 인식 다시 말해 개념의 적용 대상으로서 직관의 잡다, 
가 주어지지 않은 인식은 유명한 칸트의 말처럼 단지 공허한 것에 불, ‘ ’ 
과하다 칸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개념은 만약 경. . “ , 
험적인 직관이 적용의 예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사고 규정에 대응하, 
는 어떤 사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일 
따름이다.”16) 따라서 오로지 개념적인 추론만을 통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인식이 보다 완전한 인식이라고 주장하는 라이프니츠, -
볼프 학파와 같은 교조주의적 이성론이 비판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 
경험과 인식은 항상 감성적인 제약 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관적으‘ ’
로 견지한 것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 가지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흄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인식이란 주관이 마음의 능력들  , 

15) 칸트는 같은 경험론자라고 하더라도 흄을 로크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데 그  , 
이유는 흄은 자기처럼 선험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인식의 기원을 감성에 두는 경험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회의론적 귀결
을 명확하게 간파함으로써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 . 
에 따르면 로크는 인식의 기원을 감성에 두면서도 경험적 일반화가 보편적 , ,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KrV, A94/B127)

16) KrV B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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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구성해내는 것 다시 말해 주체가 수행하는 종합을 통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체는 자신에게 주어. 
진 것 이상을 사유한다 이것이 흄이 끼친 두 번째 영향이라고 할 수 ‘ ’ . 
있다 그러나 칸트가 흄의 경험론의 이와 같은 측면들을 받아들이면서도 . 
흄의 회의론적 귀결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종합의 근거를 흄과, 
는 전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흄은 종합 . , 
이 단지 습관과 상상이라는 경험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고 보았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인식은 지성의 개념을 통한 종합으로 . , 
이루어지는데 이 때 종합의 근거 역할을 수행하는 지성의 개념은 경험, 
에 앞서 있다 즉 지성의 개념은 경험에 앞서 있는 선험적 인 (a priori) . , ‘ ’
것인데 이것이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그리고 종합이 선험적 개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흄의 회의론에, 
서와 달리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이 확실하게 보증될 수 있게 된다 다. 
시 말해 감성에 주어진 것을 종합함으로써 인식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 
흄과 칸트는 같은 노선을 취하지만 칸트는 흄과 달리 종합의 근거를 지, 
성의 선험적 개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흄의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 ’ 
던 것이다 칸트는 이로부터 선험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그. . 
리고 칸트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초월론적 철학이 경험적 심리학과 구
분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다.17)

칸트는 우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지성의 선험적인 개념들  
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형이상학적 연역 지성의 선험적 개념이 ( ), 
감각적 내용에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초월론적 (
연역 흄의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칸트의 ), . 
초월론적 철학이 경험을 넘어선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을 것이‘ ’ 
다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밝힌 인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
인 조건은 그것이 어떠한 경험에서도 마주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 , 
경험에 앞서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이, ‘ ’ 
다.18) 물론 이러한 선험적인 조건은 그것이 경험을 통해 마주칠 수 없는  

17) KrV A87/B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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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시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 
에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항상 함께 새겨야 할 것이다 이처럼 . 
경험에 앞서 있으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밝히는 것을 칸트는 
초월론적 철학이라고 불렀다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 일반에 대‘ ’ . “ , 

한 우리의 선험적 개념들을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론적이라 부른다
.”19)

따라서 초월론적 철학은 경계 에 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그것  ( ) . 境界
은 경험과 경험의 조건 사이의 경계 경험적 영역과 초월론적 영역 사이, 
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 
초월론적 철학에서 경험을 넘어서 라는 말을 여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 , 
그것은 경험에서 비 경험으로가 아니라 경험에서 경험의 조건으로 나아- , 
간다는 의미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월론적 철학은 바로 이. 
러한 넘어섬을 통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비로소 설명할 , 
수 있는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칸트가 수용적 감성과 활동적 지성의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통  
해서 우리의 인식을 설명해내고자 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 
문제가 부상한다 감성과 지성은 이종 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둘 사. ( ) , 異種
이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내야 하는 것이다. 
감성적인 잡다는 우리가 시공간에서 마주치는 것이지만 지성의 개념은 , 
어떠한 시공간과도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전자에 어. 
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칸트 자신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칸트의 해결책이 바로 초월론적 연역 이지만 이. ‘ ’ , 
것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설명은 도식론에서 이루어진다.20) 칸트는 스스 
로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런데 순수 지성개념들은 경험적 정말로 도. “ (
대체가 감성적인 직관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동종적이 아니고 결코 ) , 

18) 우리는 줄곧 지성의 범주만을 강조했지만 시공간이라는 감성의 선험적인  , 
형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공간의 형식을 통해서만 감성의 수용적 능력.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 KrV A12. 
20)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 , , 1996, p.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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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직관에서도 마주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후자가 전자에 . , 포섭되
는 일이 그러니까 범주가 현상들에 , 적용되는 일이 가능한가?”21) 칸트는  
이종적인 개념과 직관을 매개할 수 있는 제 의 것 다시 말해 한편“ 3 ”, “
으로 지성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이어야만 하는 것이 있어야 ” 
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초월론적 도식 이라고 부른다, ‘ ’ .22)

한편 도식은 항상 그 자체로는 오직 상상력의 생산물이다  , “ .”23) 일반적 
으로 상상력은 상을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칸트는 도식, 

을 도상 과 보다 엄밀하게 구별한다 도식은 단순한 그림(Schema) (Bild) . 
도상 이 아니라 개념 들을 선험적이며 감성적인 직관의 형식 특히 내( ) , ‘ ’ , 

감으로서의 시간의 형식 하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 지성개. “
념의 도식은 도무지 어떤 도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범주가 표현하는 
개념들 일반에 의한 통일의 규칙에 따르는 순수 종합일 뿐이고 상상, 
력의 초월론적 생산물이다 이것은 표상들이 통각의 통일에 따라 선험적. , 
으로 한 개념에서 연관될 것인 한에서 모든 표상들과 관련해 내감 일반, 
을 그것의 형식 즉 시간 조건들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에 관여한다( ) ”24) 
이러한 설명 이후에 칸트는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도식이 내감의 형, 
식인 시간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도식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도식들이란 다름 아니라 규칙들에 따르는 선험적인 . “
시간규정들이다.”25)

들뢰즈가 도식에 대한 위의 설명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규칙들을   , 
따르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규칙은 다름 아닌 지성의 범‘ ’ . 

주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상상력이 도식을 산출할 때에는 지성에 , 
종속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가 . , 
제시한 경험의 조건은 무엇보다 지성의 개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칸트. 
는 물론 지성의 개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잡다가 주어져있어

21) KrV A137/B176.
22) KrV A138/B177.
23) KrV A140/B179.
24) 필자 강조 KrV A142/B181, .
25) KrV A145/B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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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와 더불어 이 둘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상상력, 
의 도식작용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식을 산출할 때 상상. 
력이 지성으로부터 종합의 규칙을 부여받고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 
상상력이 감성에 주어진 것을 지성에 앞서 먼저 종합함으로써 감성과 지
성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칸트에게는 지성의 개념 즉 범주가 , , 
무엇보다 근본적인 경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순수이성비. 『
판 판의 다음과 같은 서술들은 칸트의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고 A』 
할 수 있다.26)

따라서 인간의 경험적 인식력은 반드시 하나의 지성을 함유하  “
고 이 지성은 비록 직관을 매개로해서 그리고 상상력에 의한 직, , 
관의 종합을 매개로 해서이긴 하지만 감각의 모든 대상들과 관계, 
하고 그러므로 일체의 현상들은 가능한 경험의 자료로서 이 , 지성 
아래 종속한다.”27)

현상들의 포착과 연합 재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인으로서   “ , ( ) 
성립하는 현실적인 경험은 경험의 순전히 경험적인 요소들 가운(
데 이 맨 마지막의) , 최고의 요소에서 개념들을 함유하여 이 개념, 
들이 경험의 형식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경험적 인식의 , 
모든 객관적 타당성 즉 진리 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상( ) .……
력의 종합에서 모든 형식적 통일과 이를 매개로 한 현상들에게까, 
지 내려가는 인지 재생 연합 포착에서의 상상력의 모든 경험적 ( , , , ) 
사용도 저 범주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28) 

그러므로 순수 지성은 범주들에서 모든 현상들의 종합적 통일  “
의 법칙이고 그렇기에 경험을 그 형식의 면에서 비로소 그리고 , 근
원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29)

26) 순수이성비판 판의 종합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들뢰즈의 주된 비판 대A『 』 
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조. DR 177/302 .

27) 필자 강조 KrV A119, .
28) 필자 강조 KrV A125, .
29) 필자 강조 KrV A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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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칸트에게 인식은 감성과 지성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상  , , 
상력의 조화로운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화로, 
운 관계는 능력들 사이에는 어떤 위계질서 가 함축되어 있다 인식에 있‘ ’ . 
어서 가장 근본적인 심급인 지성에게 입법적 역할이 부여되며 인식에 ‘ ’ , 
있어서 대상은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조건 , 
하에서 인식능력들이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방법의 핵심을 이처럼 위계질서를 함축하  , 
는 능력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찾는다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 
론적 철학에서 능력 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한다 능력의 첫 번‘ ’ . 
째 의미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의 관점에서 행하는 구분이며 이를 바탕, 
으로 인식 능력 표상이 대상과 일치하는 것의 관점에서 욕구 능력 표상( ), (
이 대상의 원인이 되는 것의 관점에서 쾌 불쾌의 감정 능력 표상이 주), · (
체에게 미치는 효과의 관점에서 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30) 이 때 세  
가지 능력 각각은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 『 』 『 』 『 』
에서 다뤄진다 능력의 두 번째 의미는 표상들의 원천에 대한 구분이며. , 
이에 따라 감성 직관의 원천 지성 개념의 원천 이성 이념의 원천 의 ( ), ( ), ( )
구분이 이루어진다.31) 이 때 첫 번째 의미의 능력 즉 인식 욕구 감정  , , , 
능력 각각과 관련하여 두 번째 의미의 능력 중 하나에 입법적 역할이 부
여되고 두 번째 의미에서의 다른 능력들이 그것에 종속되는 관계를 형, ( ) 
성한다 예를 들어 인식 능력의 경우 오로지 지성만이 입법적 역할을 수. 
행하고 욕구 능력의 경우 오로지 이성만이 입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각 , , 
경우에 다른 능력들은 입법적인 지위가 부여된 능력에 종속된다. 

들뢰즈는 이처럼 첫 번째 의미의 능력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두 번째   
의미의 능력들이 이루고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공통감‘ (sens 

이라고 부른다 공통감에 대한 본격적인 논commun/sensus communis)’ . 
의는 판단력비판 에서 등장한다 사실 칸트는 공통감을 쾌 불쾌의 감. ·『 』

30) PCK 8-9/19-20.
31) PCK 13-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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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관련된 취미판단의 보편적인 전달가능성과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칸트가 말하는 공통감이란 인식일반을 위한 인식능력들의 일. “
치”32)에서 생기는 쾌의 감정을 말한다 취미판단은 인식판단 인식판단. ─
에는 지성에 의한 이론적 인식판단 순수이성비판 과 이성에 의한 실( )『 』
천적 인식판단 실천이성비판 이 모두 포함된다 과 달리 개념에 의( )『 』 ─
거한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관의 감정에 대한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것이 보편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인식능력들의 일치, 
는 판단 일반의 주관적인 조건 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 .33) 취미판단은 개 
념이 아닌 감정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지만 그 감정이 판, 
단 일반 의 주관적인 조건에서 자신의 근거를 찾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일 ‘ ’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처럼 판단 일반의 주관적인 조건 다시 말해 . , 
인식능력들의 일치로부터 오는 감정을 공통감으로 부르고 이를 통해 취, 
미판단 역시 인식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편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칸트는 공통감을 취미판단에서만 적극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다 취미는 건전한 지성보다 훨씬 더 정당하게 공통감이라고 불. “
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감 각 이라는 말을 순전한 반성이 마. [ ]
음에 미친 작용결과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때 감 각 이란 쾌의 , [ ]
감정을 뜻하므로 지성적 판단력보다는 오히려 미감적 판단력이 공통감, 
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34) 그러나 인식판단들이 보편타당성의 근 
거를 취미판단과 달리 인식능력들의 일치에서 오는 쾌의 감정이 아닌 ( )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 역시 판단 일반에 속하는 한, 
에서는 인식능력들의 일치를 말할 수 있다 인식능력들의 일치가 판단 . 
일반의 주관적인 조건이라면 모든 판단은 인식능력들의 일치 하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미판단처럼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롭게 . , 
활동하는 가운데 일치가 이루어져 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더라도, 

32) 임마누엘 칸트 박종현 옮김 판단력비판 아카넷 이하  , , , , 2009, B65. KU『 』
로 약칭.

33) KU B145.
34) KU B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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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인식판단에서 역시 상상력은 지성에 부합하는 도식을 만들어내‘ ’ 
며 두 인식능력들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지나가는 . , 
한 각주에서 공통감을 다소 느슨하게 사용할 경우 그것이 논리적 판단에
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취미는 미감적 공통감 건전한 . “ , 
지성은 논리적 공통감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다.”35)

들뢰즈는 바로 위 구절을 바탕으로 공통감을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들뢰즈는 공통감을 쾌 불쾌의 감정 능력에 한정하지 않. ·
고 모든 첫 번째 의미의 능력들 인식 능력 욕구 능력 쾌 불쾌의 감정 , ‘ ’ ( , , ·
능력 의 경우에 따라 형성되는 두 번째 의미의 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 )
관계로 정의하고 각각을 논리적 공통감 도덕적 공통감 미감적 공통감, , , 
이라고 부름으로써 공통감을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집약할 수 있는 ,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 ,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간단히 말해 첫 번째 의미의 능력들 인. “ (
식 능력 욕구 능력 쾌 불쾌의 감정 은 두 번째 의미의 능력들 상상력, , ) ( , 
지성 이성 이 형성하는 , ) 이런저런 관계와 대응해야 한다 이렇듯 능력론. 
은 초월론적 방법을 구성하는 진정한 얼개를 형성한다.”36)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철학 에서 칸트가 제시한 여러 가지 공통감을   『 』
분석하지만 사유 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차이와 반복 에서 주된 비, ‘ ’ 『 』
판적 논의 대상은 인식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논리적 공통감이다 논리적 . 
공통감이란 지성의 주재 아래에서의 능력들의 조화를 말한다 여기서 “ . 
능력들의 일치는 지성을 통해 규정된다 혹은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 
지성의 규정된 개념 아래서 형성된다 .”37) 우리는 칸트가 인식에서 종합 
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으로서 제시한 나는 생각한다 의 ‘ ’
초월론적 통각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성의 입법적인 역할을 보다 구체적, 
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38) 감성적 직관에 주어지는 것은 잡다이며 이것 , 
이 개념 하에 종합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 , 

35) KU B160.
36) 필자 강조 PCK 17/31, .
37) PCK 35/55.
38) KrV B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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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통일 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각이다, ‘ ’ . 
나는 생각한다 를 통해 잡다가 나 라는 ‘ ’ ‘ ’ 자기동일적 의식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나는 생각한다 로부터 그것의 객관적 상관물인 . , ‘ ’ , 
대상 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잡다들이 하나의 ‘ = X’ , 

대상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월론적 통각의 통일 기. 
능은 또한 대상의 동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심급이기도 하다 즉 우리 . , 
지성의 가장 심층에 있는 나는 생각한다 와 이것의 객관적 상관물인 대‘ ’ , ‘
상 로부터 우리의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인식에서 지성이 다른 = X’ , 
능력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위계질서로부터 능력들의 조화, 
가 전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바로 이 공통감에 있다 칸트와 후설은 공통감의 형식을 탈피하지 못한 . “
것이다 이들은 독사 에서 본질적인 것 즉 그 형식을 버리지 . ‘ (doxa)’ , ……
못했으며 본원적인 것으로서 제시된 사유의 이미지 안에서 단지 경험, ‘ ’ 
적일 뿐인 실행을 초월론적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데 만족했던 것이 아닐
까?”39) 그렇다면 들뢰즈는 어떠한 점과 관련하여 공통감에 기초한 칸트 
의 초월론적 철학을 문제 삼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 
답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다시 한 , 
번 넘어서는 지점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

재현의 발생적 기원2.2. 

의식과 무의식2.2.1. 

논리적 공통감이란 지성의 입법적인 지위 하에 다른 인식능력들이   ( ) 
종속되면서 형성되는 조화로운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지. 
성의 입법이란 감성에 주어진 잡다를 자신의 개념 하에 통일하는 것이, 
며 그것은 지성이 상상력의 도식 산출에 있어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가, 

39) LS 11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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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다 공통감이 지성의 입법적인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 , 
의 배후에는 칸트가 경험적 자아를 넘어서 발견한 초월론적 자아 통각( )
가 있을 것이다.40) 초월론적 통각의 역할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것은 자기동일성을 가지는 의식의 주체이며 동시. , , 
에 대상의 동일성의 형식 대상 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 = X’) . ‘
생각한다 의 초월론적 통각은 모든 의식에서 ’ “ 동일자로 있는……자기의
식”41)에 해당한다 또한 직관의 잡다들이 바로 이러한 자기동일적 의식 . 
주체인 통각에 귀속됨에 따라 그것들이 하나 의 동일한 대상으로 묶일 , ‘ ’
수 있게 된다 둘째 그것은 감성을 통해 드러나는 차이들 다시 말해 직. , , 
관의 잡다들을 통일하고 정돈하는데 이는 직관의 잡다들이 지성의 개념 , 
밑으로 포섭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식은 이처럼 지성의 개념이 직관의 . 
잡다에 적용됨으로써 이루어지며 지성의 입법을 통해 규정된 것의 총체, 
가 자연 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 . 
이란 지성이 자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지성의 선험적, , 
인 개념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42)

이제 우리는 들뢰즈가 공통감과 초월론적 통각을 기반으로 두는 칸트  
의 초월론적 철학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들뢰즈는 . 
차이와 반복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월론적 심급이 단순한 . “『 』 조

건화나 정당화의 문제로 환원되고 모든 , 발생론적 요구가 포기되는 것
은 그런 역설에서 비롯된다.”43)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정당화의 문제 
와 씨름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선험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정초하. 
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무엇보다 흄의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 
기 때문이다 흄은 경험에 주어지는 감각적인 차이들 다시 말해 인상과 . , 
관념에만 매몰됨으로써 동일성을 가지는 자아도 보편타당한 인식도 불,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나아갔지만 칸트는 경험을 넘어서 있는 초월론적 , ‘ ’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보편타당한 인식의 가능성의 근거를 규정할 수 있

40)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아카넷 , , , 2010, pp.99-112.『 』
41) 필자 강조 KrV B132, .
42) KrV B164.
43) 필자 강조 DR 22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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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 발생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칸트는 경험의 ? , 
조건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의식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다 순수이성비판 의 초판에서 그는 사유하는 인식능력들 각각의 기. “『 』
여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종합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이 종합들은 재인. 
의 종합이라는 세 번째 종합에서 절정에 달하고 이 재인의 종합은 이러, 
저러한 대상 형식 안에서 표현되며 이때 이 대상 형식은 모든 인식능력, 
들이 관계하는 나는 생각한다 의 상관항에 해당한다‘ ’ . 이런 식으로 칸트
는 심리적 의식의 경험적 활동들을 기초로 이른바 초월론적 구조들을 
전사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傳寫 ”44) 의식적인 경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은 들뢰즈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에 따르면 만약 . , 
초월론적 영역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의 발생적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의 발생적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의식적인 경험이 존재한. 
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들뢰즈는 그것이 발생된 것이라는 , 
관점을 철두철미하게 유지한다 의식적 경험의 발생적 기원 그것은 다름 . , 
아닌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월론적 철학이 그려내야 하는 . 
경험의 발생적 조건은 무의식의 영역이며 이것은 의식 주체라는 암묵적, 
인 전제를 벗어날 때에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경험적인 .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를 구별했지만 초월론적 자아가 여전히 자기의식, ‘ ’
으로 정의되는 한에서 들뢰즈에게 그것은 단지 경험적인 자아의 복사, ‘
물 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칸트가 의식 주체를 ’ . ,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적인 심급으로 제시하는 한에서 들뢰즈에게 그것, 
은 여전히 경험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 ’ .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대지에 발을 내‘ ’ , 
딛는 것이 필요하다. 

44) 필자 강조 DR 177/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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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차이와 차이의 개념2.2.2. 

그러나 무의식의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들뢰즈가 줄곧 강조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 
는 다시 말해 경험적 차원과 초월론적 차원의 사이에는 단지 정도상의 ─ ─
차이가 아니라 본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각 영역은 따라서 서로 구별, 
되는 고유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 때 들뢰즈가 고려하는 것은 바. 
로 차이의 논리학 이다 다시 칸트의 철학으로 돌아가보자 칸트에게 차‘ ’ . . 
이란 감성에 주어지는 직관의 잡다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시공간이라는 , 
감성의 형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한편 직관의 잡다들은 사유하는 . 
주체에 의해 통일되는데 그것은 지성의 개념이라는 동일성의 형식에 따, 
라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칸트에게 사유란 차이 잡다 를 . , ( )
동일성 개념 하에 포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차이( ) , 
는 개념의 동일성의 형식 내에 기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는 . 
칸트의 비판철학 에서 이를 이라는 용어를 통해 집약‘représentation’『 』

적으로 설명한다.

엄밀히 말해 직관은 선험적 직관일 때조차  “ ( ) 재현이 아니며 감, 
성은 재현들의 원천이 아니다 재현이라는 말에서 주목해야 할 것. 
은 라는 접두사이다 재 현 은 나타난 것을 다시re . - (re-présentation)

거머쥐는 일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수동성 다양성과는 구별되(re) . , 
는 활동성과 통일성을 함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더 . 
이상 인식을 재현들의 종합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재 현. -

자체가 바로 인식 다시 말해 (re-présentation) , 나타난 것의 종합
이다”45)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이라는 용어의   , ‘représentation’
번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들뢰즈가 여기서 . 

로 쓰는 것은 독일어 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représentation’ ‘Vorstellung’ , 

45) PCK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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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철학을 포함한 근대 철학의 맥락에서는 보통 표상 으로 번역된다‘ ’ . 
따라서 칸트에 대한 서술에서 은 표상 이라는 번역어가 ‘représentation’ ‘ ’
더 자연스러운 맥락을 형성할 수 있고 칸트의 비판철학 의 국역자 , 『 』
역시 이러한 점에서 표상 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했다‘ ’ . 

그러나 필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현 이라는 번역어는 다음의 두   ‘ ’
가지 점에서 표상 보다 이점을 가지고 있다 들뢰즈는 ‘ ’ . 1) ‘représentation’
을 단지 근대 철학의 인식론적 맥락에서만 사용하지 않는다 들뢰즈는 . 

을 기존의 전통철학의 사유 방식 일반으로 확장하여 사용‘représentation’
하며 따라서 존재론적인 맥락까지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 . 

을 단지 표상 으로만 번역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할 수 ‘représentation’ ‘ ’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차이와 반복 의 국역자는 . 『 』

을 재현 으로 번역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représentation’ ‘ ’ . 2) 
듯이 들뢰즈는 을 로 새기고 있고 여기‘représentation’ ‘re-présentation’ , 
서 접두사 는 ‘re’ 개념을 통해 다시 거머쥐는 것을 의미한다‘ ’ . 

가 시공간의 잡다 차이 를 의미한다면 은 ‘présentation’ ( ) , ‘re-présentation’
그것을 개념을 통해 다시 한 번 포섭한 인식을 말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 
들뢰즈는 과 인식 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현‘représentation’ ‘ ’ . ‘ (再

은 이 가진 위와 같은 함축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re-présentation’ , 現
표상 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재현 이라는 번역어를 선‘ ’ . ‘ ’
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근대철학 특히 칸트의 맥락과 긴밀하게 연. , 
관될 때는 언제나 표상 으로 번역될 수 있고 그럴 때에는 대부분의 경‘ ’ , 
우 표상 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맥락을 형성할 수 있‘ ’
다는 점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칸트는 위의 들뢰즈의 인용문처럼 재현 표상 을 개념 범주 을 통  [ ] ( )
한 인식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재현 표상 을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사용하며 예컨대 감성적 직관[ ] , 
까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뢰즈가 이처럼 재현을 개념을 . 
통한 인식과 동일시하는 것의 배후에는 그의 또 다른 의도가 놓여 있다, . 
그는 재현을 단지 칸트 철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가 대결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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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 전반을 요약하는 전략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 
용어법에서 재현 이란 차이를 개념의 동일성 안에 기입하는 시도 전체‘ ’ , 
를 가리키며 이것은 인식론과 존재론을 모두 아우르는 맥락에서 사용된, 
다 재현이라는 말에서 접두사 재 는 차이들을 잡아먹는 이 동일자. “ (RE-)
의 개념적 형식을 뜻한다.”46) 요컨대 재현이란 차이를 개념의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차이는 개념에 의해 매개 됨으로써 , ‘ ’
재현 표상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들뢰즈는 이처럼 개념에 의[ ] . 
해 매개된 차이를 개념적 차이 라고 부른다‘ ’ . 

들뢰즈가 재현의 철학의 대표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아리스토텔  
레스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와 종을 생각해보자 종들은 서. , . 
로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종차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종차를 , ‘ ’ . , 
가지는 종들은 보다 상위의 유에서 합치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체, . 
계에서 어떤 종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들이 공통된 상, 
위의 유를 미리 전제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지만 갑과 을이 서로 차이가 있다면 그것들은 . “ , 
반드시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들이 차, 
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준거가 되는 어떤 동일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한
다……동일한 유를 갖는 것들은 종에서 차이가 있다 유 는 서로 차이가  (‘ ’
있는 둘에 대해 실체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술어가 되는 것을 일컫는
다).”47)

칸트는 자신이 발견한 지성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를 좇아 범주들  “
이라 부르고자 한다 고 하면서도 작업이 전개되어 가는 중에 비록 그” , “
로부터 자못 멀어져 버리게 됐다고 말한다” .48) 우리는 칸트의 이러한 선 
언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사이의 연속성과 차이가 무엇인지 명
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칸트가 스스로 의식했던 본인과 아리스토텔. 
레스의 차이는 우선 범주들을 발견하는 단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 
여부에 달려 있다 둘 사이의 범주표가 다른 이유는 칸트에 따르면 아리. , 

46) DR 79/144.
47) 아리스토텔레스 조대호 옮김 형이상학 나남 필자 강조 , , , , 2012, 1054b, .『 』
48) KrV A80/B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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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는 범주들을 발견하기 위한 아무런 원리도 가지고 있지 못했“
던 반면 칸트 자신의 범주표는 한 공통의 원리 곧 판단하는 능력 이” , “ , ─
것은 사고하는 능력과 똑같은 것인데 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산출된 것”─
이기 때문이다.49) 그러나 더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범주가 귀속되어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일명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란 범주를 . ‘ ’ , 대상
이 아닌 사유 주체의 지성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지성이 직관, 
의 잡다들을 통일하고 정돈할 수 있는 것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의미‘ ’ 
한다. 

그러나 들뢰즈가 재현 을 통해 차이가 개념의 동일성 하에 종속되는   ‘ ’
것 전체를 가리킬 때 칸트 자신이 우리의 의도는 애당초 아리스토텔레, “
스의 것과 한가지이니 말이다”50)라고 한 것처럼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는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둘 모두 . 차이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동일성
을 범주 로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차이는 동일성과 더‘ ’ . 
불어 유사성 을 자신의 조건으로 갖는다 차이들이 만약 상위의 동일성‘ ’ . 
으로 포섭될 수 있다면 이는 또한 그러한 차이들이 서로 유사한 것들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현은 동일성 과 유사성 을 . ‘ ’ ‘ ’
통해 차이를 매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1) 들뢰즈에 따르면 칸트가  , 
말하는 감성에 주어진 직관의 잡다 차이 는 유사성을 자신의 조건으로 ( )
가지며 이를 통해 개념의 동일성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유사성은 이, . “
제 잡다한 감성적 내용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유사성으로 규정된다( ) . 
그 결과 개념의 동일성은 이 감성적 유사성에 적용될 수 있게 되고…
”… 52) 

49) KrV A81/B107.
50) KrV A80/B105.
51) 들뢰즈는 동일성 유사성 과 더불어 대립 유비 를 차이를 재 현하는 원리 ‘ ’, ‘ ’ ‘ ’, ‘ ’ -

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동일성 대립 유비 유사성이라는 사중의 뿌리에 종. “ , , , 
속되는 한에서 차이는 매개 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 ’ .”(DR 45/89)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종차는 언제나 상위의 유가 가지는 동일성 하에서 , 
성립하는 대립 으로 나타나고 발 달린 과 날개 달린 이라는 종차들로 나뉘‘ ’ ‘ ’ ‘ ’─
는 동물 이라는 유 큰 유들을 하나로 묶는 존재 는 최상위의 유가 아니지‘ ’ , ‘ ’─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유들에 유비 적으로 분배된다‘ ’ .(DR 45-52/90-100) 

52) DR 34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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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들뢰즈가 재현의 철학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  
가 들뢰즈는 차이가 애초에 개념의 동일성을 하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 
는 기존 철학자들의 사유 방식이 그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 
전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들뢰즈를 니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 
그것은 들뢰즈가 니체와 마찬가지로 개념을 통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도덕적인 믿음 에서 비롯된 가상에 불과하다고 폭로하며 세계를 생성“ ” , 

변화의 관점에서 사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53) 다음의 니체의 말은 기존 , 
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사상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개념을 통
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점에서 도덕적 사유 방식인지에 대해 보, 
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철학자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이 성질이 전부 무엇이냐고 내게   “
묻는가 그들의 역사적 감각의 결여 생성이라는 생각 자체에 ? , ……
대한 그들의 증오 그들의 이집트주의가 그 예이다 어떤 것을 영, . 
원이라는 관점에서 탈역사화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영예롭게 만들 
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미라로 만들면서 말이다 철학자들이 지. ─
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용했던 모든 것은 죄다 개념의 미라들이었
다 실재적인 것은 어느 것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살아서 빠져나오; 
지 못했다 개념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런 철학자 제씨들 이들은 . , 
숭배하면서 죽여버렸고 박제로 만들어버렸다 이들은 숭배하면서 , ─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생식과 성장 그리고 죽음 변화. , , , 
노쇠 역시 그들에게는 이의 제기이며 심지어는 반박인 것이다 존. ─
재하는 것은 되어가지 않는다 되어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 ”…… 54)

그러나 들뢰즈와 니체의 차이점은 들뢰즈는 니체와 달리 개념적 차  , ‘
이 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재현의 영역이 한낱 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

53) DR 45/89.
54)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영 옮김 우상의 황혼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 , , ·「 」 『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송가 니체 대 바그너 책세· · · · , 』
상, 2002, p.96.



- 26 -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들뢰즈가 비록 재현은 초월론적 가상의 장소. “ ”55)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현이 실재하지 않는 가상에 불과하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이 초월론적 가상인 . 
이유는 재현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 발생된 결과물인데 이 , 
결과물 안에서 발생적 기원이 더 이상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
기 때문이다.56) 다시 말하자면 재현은 자신의 발생적 기원을 감춘다는  , 
점에서 가상 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또한 재현의 발생적 기원에 해당하‘ ’ . 
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 재현 속에서 스스로 본래의 모습을 , ( ) ‘ ’ 
감춘다는 점에서 재현은 우리가 끊임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가상이, ‘ ’ 
고 정확히 이러한 의미에서 들뢰즈는 칸트의 용어법을 따라 재현을 초, ‘
월론적 가상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찌됐건 들뢰즈의 철학적 목표가 재’ . 
현을 단순히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추고 있는 발생, 
적 기원을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 들뢰즈가 발생의 조건을 물음으로써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나아가고자 했고 의식과 구별되는 무의식의 논리학 찾고자 한다는 점을 ,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의식은 재현 표상 의 영역이며 여기서 성립하는 차이의 논리. [ ] , 
학이란 차이가 개념의 동일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 
의식과 구별되는 무의식의 논리학이란 차이가 더 이상 개념의 동일성‘ ’ , 
에 종속되지 않는 논리학 다시 말해 비 개념적 차이들 사이에서 성립하, -
는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의식적 재현에서 성립하. 
는 개념적 차이 와 대비하여 비 개념적 차이를 차이의 개념 이라고 부른‘ ’ - ‘ ’

55) DR 341/560.
56) 특히 는 들뢰즈가 재현 표상 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Joe Hughes [ ]

그것의 발생 을 묻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그의 책 제목이 이‘ ’ , 
러한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Joe Huges, Deleuze and the Genesis of 
Representation 또한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가 과학법칙, Continuum, 2008.) , 
혹은 과학법칙의 선험적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칸트의 시도 자체를 무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들뢰즈는 과학적 진. 
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발생의 결과물의 차원에서만 , 
성립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초월론적 철학이란 그것의 발생적 기원을 . 
묻고 그것에 대해 탐구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진리와는 충분히 양립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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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개념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차이가 차이의 본래 모습이라는 점. , 
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은 우리의 사유를 이 지점으로 데려가고자 한  
다 차이의 개념은 무엇인가 단순한 개념적 차이로 환원되는 것이 아. “ ? 
니라 어떤 고유한 이념을 요구하는 차이 이념 안의 어떤 독특성을 요구, 
하는 그런 차이의 개념은 무엇인가?”57) 개념의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차이는 의식에 재현 표상 되지 않으며 따라서 차이의 개념을 사유하는 [ ] ,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그것은 의식의 . 반성을 통해서는 절
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들뢰즈가 구조주의 미분법 여러 철. , , 
학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의식의 반성을 통해서는 포착되지 않는 차이의 , 
개념을 설명해내기 위해서이다.58) 

57) DR 41/82.
58) 1) 구조주의의 경우 구조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일명 차이의 테제 를 생각: ‘ ’

해보자 차이의 테제에 따르면 한 기호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궁극적으로 . , “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기호가 다른 기호와 . 
갖는 변별적 차이 대조효과에서 온다 하늘 의 의미는 그것이 하나 한 하, . ‘ ’ ‘ ’ ‘ ’ ‘
다 서늘한 그늘 하얀 등과 같은 말과 벌이는 차이의 유희에 그 유희가 ’ ‘ ’ ‘ ’ ‘ ’ , 
만드는 관계의 그물 안에 있다 그 그물 안에서 한 기호가 차지하는 위치 그 . , 
위치가 중요하다 김상환 구조주의와 개방성의 기원 니체 프로이트.”( , , , , 「 」 『
맑스 이후 창작과비평가 즉 구조주의에 따르면 의미는 동일, , 2002, p.325) 』
성을 가지는 대상이 아니라 기호들 간의 차이 관계 로부터 발생하는 효과 이( ) ‘ ’
며 이러한 점에서 구조주의가 말하는 구조 란 동일성 이전에 성립하는 차이, ‘ ’
들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무의식의 본성을 . 
밝히고자 했던 라캉은 매우 중요한 참조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타리와의 . 
공동 저술인 안티 오이디푸스 로 인해 들뢰즈가 정신분석에 비판적이라는 『 』
지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이전의 들뢰즈의 단독 저술인 차이와 반복, 『 』
과 의미의 논리 에서는 정신분석이 의식과 구별되는 무의식의 논리를 설『 』
명하는 것에 있어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 미분법의 경우 들뢰즈는 미분법을 어떠한 고정된 항 상수 혹은 변: ‘ ’ (
수 도 전제되지 않은 차이들로부터 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여주는 모델)
로서 해석하고 이를 단순히 수학적인 비유를 넘어서 사유와 존재의 새로운 , 
변증법 으로 승격시키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법은 어떤 폭넓은 ‘ ’ . “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폭넓은 의미에서 새길 때 미분법은 변증법적 문제나 이. 
념 한 문제의 과학적 표현 해의 장의 수립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전체를 , , 
보편적으로 지칭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증법의 보편성에는 어떤 보편……
수학이 응답하고 있다.”(DR 235/396) 
  3) 철학사의 경우 특히 미분을 통해 무의식 미세지각 의 논리를 설명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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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칸트의 것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명확, 
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이 가진 고유한 특. 
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이 발생의 조건에 대해 묻는다는 점을 ,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생에 대한 들뢰즈의 독창적인 관점은 발생. , 
의 결과물과 발생의 조건은 서로 유사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둘 사, 
이에는 본성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발생의 결과물과 발. 
생의 조건을 유사한 것으로 기술한다면 그것은 발생의 결과를 미리 전, ‘
제 하는 사유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다음의 들뢰즈의 서술’ . 
은 위와 같은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근거는 결코 그것이 근거짓는 . “
것을 닮을 수 없다.”59)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불충분한 지점은 발생의 조건을 묻지 않았으  , 
며 초월론적 영역 경험의 조건 이 경험적 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심리, ( ) ‘─
적 의식의 경험적 활동들을 기초로 초월론적 구조들을 전사 하는 ( )傳寫
것 기술된다는 점이다 칸트는 의식과 개념에 의한 종합을 넘어서 사’ . ‘ ’ ─
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의 발생적 조건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칸트는 , . 
자신의 초월론적 철학과 경험적 심리학을 줄곧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뢰즈가 보기에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는 여전히 경험적 요소 들이 잔‘ ’
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비판의 . 
시험대에 다시 올리는 것은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적 재현 표상 이, [ ]
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들어내는 작업 다시 말해 초월론적 영역에 남아, 

고자 했던 라이프니츠와 잠재적 다양체로서 무의식을 정의하는 베르그손의 , 
철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다양체 역시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 ‘ ’ 
에서 차이들이 종합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들뢰즈의 용어다 다양체는 다자. “
와 일자 사이의 어떤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본연의 다자 그 자체에 
고유한 어떤 조직화를 지칭해야 한다 이 조직화는 어떤 체계를 형성하지만. , 
이를 위해 결코 어떤 통일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자 강”(DR 236/398, 
조)

59) LS 1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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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험적 요소들을 덜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적 . 
경험의 발생 조건을 묻는다면 무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동시에 . 
재현 표상 의 발생 조건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논리를 따르[ ] , 
는 비 재현 표상 적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현과 그것- [ ] . 
의 발생적 기원으로서의 비 재현적 영역이 가지는 본성상의 차이는- , 개
념적 차이와 차이의 개념이 사이에서 동일성과 유사성을 자신의 조─
건으로 가지는 차이와 그렇지 않은 차이 사이에서 성립하는 차이─ 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월론적 철학이 발생의 조건을 묻는다면 무의식의 영역에 즉 동일성  , , 
에 종속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의 영역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 
들뢰즈가 칸트를 다시 한 번 넘어서 초월론적 철학을 펼치는 지점이라‘ ’ 
고 할 수 있다 칸트는 흄의 경험적 자아 어떠한 통일성의 근거도 찾을 . ─
수 없는 관념들의 다발 와 구별되는 초월론적 자아 통각 를 발견하고( ) , ─
종합의 근거를 지성의 선험적 개념에서 구함으로써 인식의 보편성과 필
연성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 
떠받치고 있는 초월론적 통각이 여전히 의식과 재현 표상 과 연관되는 [ ]
한에서 경험적인 영역을 복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 
들뢰즈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초월론적 영역과 경험, 
적 영역을 칸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획하며 할당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는 앞서 초월론적 철학이 경계에 대한 사유이며 그것은 경험을 넘, 
어서 경험의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보았다 칸트는 경험적 .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 사이의 경계선을 사유했지만 들뢰즈는 이 둘을 , 
모두 경험적 차원에 할당한다. 이제 경험적 영역과 초월론적 영역 사
이의 경계선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개념적 차이와 차이의 개념 사, , 
이에 재현과 비 재현 사이에 새롭게 그려지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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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능력들의 일치 문제2.3. 

도식에 대한 비판2.3.1. 

공통감은 또한 이종적인 능력들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가리키  
는 것이었다 차이와 반복 의 주된 비판 대상이 되는 논리적 공통감. 『 』
이란 지성의 입법적 역할 하에 인식능력들이 조화로운 일치를 이루는 , 
사태를 말한다 그러나 들뢰즈는 발생의 관점에 입각하여 능력들 사이의 . 
조화로운 일치를 표현하는 공통감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인식. 
능력들의 일치로 표현되는 공통감은 그것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 근거를 다시 한 번 물어야 하는 발생된 결과라는 것이다.

칸트 역시 이 문제를 인지했으며 이에 대한 칸트의 답변까지 우리는   , 
앞에서 살펴보았다 감성은 자신의 형식으로서 시공간을 가지는 반면 지. , 
성의 선험적 개념은 어떠한 시공간에서도 마주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감성과 지성은 이종적인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로부터 다음. 
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감성과 지성은 이종적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 
후자의 개념이 전자의 직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칸트가 선험적 ? 
개념의 적용으로서 인식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그 적용 가능성의 근거가 ,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칸트는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도식이  . 
란 개념적 관계들을 구체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시공간적 관계“ ”60)로서,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들뢰즈가 여기서 주목. 
하는 것은 도식은 상상력의 활동이지만 상상력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기, , 
보다 상상력이 지성에 종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 
이러한 점에서 상상력의 도식작용은 능력들의 일치 문제를 실질적으로 ,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능력. , 
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와중에 일치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를 해 
명해야 한다는 것이 들뢰즈의 관점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여전히 지성에. , 

60) PCK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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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종속된 상태에서만 도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들의 자유, 
로운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일치라기보다 지성의 지배적인 역할 하에 ‘ ’ , 
전제된 조화에 불과한 것이다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도입한다고 하더라‘ ’ . 

도 우리는 상상력이 어떻게 지성의 개념에 부합하는 도식을 만들어내는 ,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을 수 있다 문제가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 . 
왜냐하면 상상력과 지성은 그 자체 본성상 다르고 이 두 활동적 능력의 
일치는 여전히 미스테리 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 .”61) 이는 지성의 개념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던 칸트의 초월론적 연역
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들뢰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하나의 대답으로  , 
판단력비판 에서 미감적 판단을 논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아름. , ‘『 』
답다 라는 판단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 
이다.6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식 판단과 달리 미감적 판단에서는 상상 , 
력이 지성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한다는 것에 있다. 
즉 상상력은 지성의 규정되지 않은 개념과 관계한다 다시 말해 순수하“ . 

게 자유로운 상상력은 특정화되지 않은 합법칙성을 지닌 지성과 조화한
다.”63) 들뢰즈는 이러한 조화 일치를 미감적 공통감 이라고 부르며 여 , ‘ ’ , 
기서는 어떤 능력에도 입법적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각각의 능력들이 ,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운데 일치하고 있다 들뢰즈는 이러한 점에서 미감. 
적 공통감이 다른 공통감들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
른 두 가지를 근거 지우거나 혹은 가능하게 한다”64)고 말한다 능력들. 

61) PCK 34/52.
62) 그런데 대상은 표상에 의해 주어지는바 일반적으로 그로부터 인식이 이루 “ , , 

어지기 위해서는 표상에는 직관의 잡다를 합성하는 , , 상상력과 표상들을 하, 
나로 만드는 개념의 통일작용을 하는 지성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대상이 주. 
어지는 표상에서의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의 이 상태는 보편적으로 전달
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KU B28)

63) PCK 71/95.
64) 우리는 논리적 공통감만을 논했지만 도덕적 공통감 역시 논리 PCK 72/97. , 

적 공통감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 공통감에서는 지성 대신 . 
이성이 입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위계질서도 없는 . 
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의 일치를 표현하는 미감적 공통감은 이 두 , 
가지 공통감의 가능 근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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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로운 일치는 위계질서를 함축하는 능력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가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미감적 공통감 역시 발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에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능력들의 위계질서를 전제하지 않으며. , 
따라서 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를 보여준다고 ‘ ’ 
하더라도 능력들의 일치 자체는 여전히 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 . 
앞서 발생에 대한 들뢰즈의 독특한 관점이 무엇인지 보았다 그것은 발. 
생의 결과물과 발생의 조건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전자를 후자, 
에서 미리 전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의 관점을 취할 경우. , 
인식능력들의 일치는 더 이상 가정될 수 없다 만약 이에 대한 가정을 . 
바탕으로 초월론적 영역을 기술하는 것은 발생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 
발생의 조건을 기술하는 것 다시 말해 경험적 활동들을 기초로 초월론, 
적 구조를 전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초월론적 영역을 정확하. 
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공통감이라는 전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 . 
에서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다시 묻는다, . 

그러나 이 자유로운 일치를 선험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가정하  “
는 것은 충분한가 반대로 이 일치는 우리가 ? 산출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가 다시 말해 미감적 공통감은 ? 발생 정확하게는 초월론, 
적 발생의 대상이어서는 안 되는가?”65)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2.3.2. 

들뢰즈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 역시 판단력비판 에 주어져있다고   『 』
말하며 숭고 판단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66) 숭고 판단에서 상상력 , 

65) PCK 73/97.
66) 사실 들뢰즈는 인식능력들의 일치의 발생과 관련하여 판단력비판 에서  『 』

여러 가지 내용들을 끌어들여 설명하지만 차이와 반복 에서는 오직 숭고, 『 』
만이 일치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언급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논의상의 . 
편의를 위해 숭고에 대한 들뢰즈의 분석만을 언급할 것이다 공통감의 발생. 
과 관련된 들뢰즈의 전반적인 분석은 참조PCK 73-96/9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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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느 것에서도 종속된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식 판, 
단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감적 판단과 숭고. 
의 판단을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미감적 판단에서 역시 상상력은 지성. 
에 종속되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활동했기 때문이다 숭고 판단이 가지. 
는 차별성은 미감적 판단과 달리 능력들 간의 일치가 전혀 전제되지 않, 
으며, 오히려 불일치하는 관계에서부터 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이다. 숭고의 판단에서 인식능력들의 불일치는 상상력에게 자신의 한계 , 
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이성의 폭력 으로 표현된다‘ ’ . 

숭고는 무형 혹은 기형에 직면할 때 체험된다  “ .”67) 이때 상상력은 자 
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상상력은 포착과 총괄 의 능력을 지니는데. ‘ ’ ‘ ’ , 
포착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는 반면 앞에서 포착한 것들까지 재생해야 , 
하는 총괄 에서는 최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 .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은 상상력에게 이념을 현시하기 위해 그것을 총괄하도록 상상력이 한계, 
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괄하도록 강요한다 하지만 상상. 
력은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이성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다 상상, . 
력과 이성 사이에 불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불일치 한가운데서 어떤 일치가 나타난다 상상력은 이념 자체를 현. 
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현시할 수 없다는 접근불가능성을 현시하게 ,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상력은 소극적 방법이긴 하지만 무한을 현시. , 

67) PCK 73/98.
68) 이 능력 상상력 은 포착에 있어서는 아무런 곤란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 [ ] . 
포착의 면에서는 무한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괄은 포착이 밀. 
고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내 최대한도에 곧 크기 평가의 미, , 
감적으로 가장 큰 기본 척도에 이른다 무릇 상상력이 더 많은 것을 포착하- . 
기 위해 밀고나감으로써 포착이 최초에 포착되었던 감관직관의 부분표상들, 
이 상상력 안에서 이미 소실되기 시작하는 데까지 이르러 있다면 상상력은 , 
한편에서는 얻는 만큼을 다른 편에서는 잃게 되어 총괄 안에서는 상상력이 ,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있는 것이니 말이다.”(KU B87)

69)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은 제아무리 최대로 노력한다 해도 주어진 대상을  “ , 
하나의 전체 직관으로 총괄하라는 이성의 요구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성의 이(
념의 현시를 위하여 자기의 제한과 부적합성을 표명하지만 그럼에도 동시) , 
에 하나의 법칙으로서의 이러한 이념과의 적합성을 실현해야 하는 자기의 사
명을 표현한다.”(KU B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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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성의 폭력적인 요구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한계를 . , 
넘어서 정신이 확장 되는 것이다“ ” .70)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 에서 이 숭고의 모델을 일반화하여 발생의   , 『 』
관점에서 사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숭고 판단의 차별성은 그것이 어떠한 . 
공통감도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 
그렇다면 공통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능력들은 어떠한 관계, , 
를 가지게 되는가 각각의 인식능력은 빗장이 풀려 경첩들에서 벗어났? “
다 하지만 이 경첩들은 모든 인식능력들을 회전시키고 수렴시켰던 공통. 
감의 형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또 무엇이란 말인가?”71) 공통감은 인식능 
력들을 특정한 위계질서 하에서 묶어주던 수렴 의 원리였으며 이를 통‘ ’ , 
해 인식능력들 간의 조화를 보증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공통감‘ ’ . , 
에서 해방될 경우 인식능력들은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도 수렴을 이루, , 
지도 않으며 이제 발산 을 이루고 부조화 를 겪게 된다, ‘ ’ , ‘ ’ . 

먼저 인식능력이   발산한다는 것은 인식능력들이 더 이상 서로 조화로, 
운 협력관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대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 한계를 넘어서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뢰즈 . 
는 이를 공통감 내에서의 경험적 실행 과 구분하여 초월적 실‘ ’ ‘
행 이라고 표현한다 공통감 하에서 모든 인식능’(exercice transcendant) . 
력들은 동일한 대상을 향해 실행되며 이것이 인식능력들의 경험적 실‘ ’ , 
행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공통감의 배후에 놓여 있는 칸트의 초월. 
론적 통각이 의식의 자기동일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동일한‘ ’ 
대상의 형식 대상 을 제공한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 = X) . 
고 공통감 하에서 다른 인식능력들이 지성에 종속된다면 다른 인식능력, 
들은 이처럼 지성에 의한 구성된 하나의 동일한 대상으로 실행된다는 것
까지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통감은 주관적 차원에서 인식능력. , 
들의 조화로운 일치뿐만 아니라 객관적 차원에서 각각의 인식능력들이 , 
동일한 대상을 향해 실행된다는 것까지 의미한다 공통감은 . “ 주관적으로

70) PCK 74/99.
71) DR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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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인식능력들의 통일성이자 근거에 해당하는 어떤 자아에 대해 가
정된 자기동일성으로 정의되었고,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식능력들이 관계한
다고 간주되는 이러저러한 대상의 자기동일성으로 정의되었다.”72) 들뢰즈 
는 이와 관련하여 성찰 의 밀랍의 예시를 든다 데카르트가 밀랍 조각에 . “『 』
대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내가 보고 만지고 상상하는 것이며 또 , “ , 
마지막으로 나는 언제나 똑같은 것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라 믿었던 것이
다 어떤 대상이 재인되는 것은 하나의 인식능력이 그 대상을 어떤 .” , ……
다른 인식능력의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겨냥할 때이다.”73) 

그러나 공통감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때 인식능력들은 오로지 자  , 
기만이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 실행되며 그 대상은 인식능력이 자, 
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만 비로소 포착된다 사실 칸트는 이미 순수. 『
이성비판 에서 인식능력의 권리 영역을 규정하고 인식 능력이 자신의 , 』
권리를 넘어서 행사되는 것을 경험적 사용 과 구별하여 초월적 사용 이‘ ’ ‘ ’
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이성의 초월적 사용이다 우리. . “
가 위에서 설명한 순수 지성의 원칙들은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사용되어
야 하는 것이고 초월적으로는 다시 말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사용되, 
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계를 치워버리는 심지어 그것을 넘. , 
어가라고 지시명령까지 하는 이 원칙은 초월적(transzendent)이라고 일
컬어진다.”74)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각각의 인식능력들의 한계 권리 ( ) 
규정하던 공통감 지성의 주재 하에 할당되는 인식능력들의 사용 실행( )─

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때 인식능력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 ─
것을 초월적 실행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성은 더 이상 지‘ ’ . , 
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잡다 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 ’) , 
각밖에 될 수 없는 것 강도 을 감각하게 되며 상상력은 더 이(‘ intensité’) , 
상 지성의 개념을 구현한 도식 이 아니라 오직 상상밖에 될 수 없는 것‘ ’ , 
환상 을 산출하게 된다(‘ ’) .75) 들뢰즈는 이처럼 공통감의 협력 관계 하에서 

72) 필자 강조 DR 291/484, .
73) DR 174/298.
74) 앞의 것은 필자 강조이고 뒤의 것은 칸트의 강조이다 KrV A296/B353, .
75) 감성의 초월적 실행의 대상인 강도 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더 구체 (intens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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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착되지 않지만 인식능력들이 초월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포착되, 
는 대상을 초월적 대상 이라고 부른다‘ ’(objet transcendant) .76) 물론 여기 
서 초월적 대상 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은 ‘ ’
아니다 다만 인식능력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포착될 수 있는 . , 
것이라는 점에서 초월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인식능력들은 오직 외부에서 전해지는 강요  , 
를 통해서만 자기 고유의 대상을 향한 초월적 실행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이 인식능력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 부조화의 관계다 즉 인식. , 
능력들은 능동적으로 초월적 실행에 이를 수 없다 숭고의 분석에서 상‘ ’ . , 
상력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을 넘어서며 자기 고유의 역량을 실
현하는 것은 상상력에게 불가능한 것 이념의 현시 을 폭력적으로 요, ─ ─
구하던 이성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다른 인식능력들도 이와 마찬가지. 
로 그것이 경험적 실행을 넘어 초월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인식능력, , 
들에게 실행을 강요하는 어떤 폭력이 있어야 한다 인식능력은 어떤 . “ 3
중의 폭력 앞에 놓인 희생양이다 자신에게 실행을 강요하는 어떤 것의 . 
폭력 자신이 파악하도록 강요받는 어떤 것의 폭력 자신만이 파악할 수 , , 
있지만 경험적 실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한 파악 불가능한 어떤 것의 ( ) 
폭력에 휩싸이는 것이다.”77) 

들뢰즈는 자신의 인식능력이론을 요약할 수 있는 비유로 실처럼 이  , “
어지며 불타는 화약 을 제시한다” .78) 여기서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은  , 
감성이다 사유되어야 할 것으로 이르는 길에서는 진실로 모든 것은 감. “
성에서 출발한다.”79) 경험적 실행에서 감각불가능하지만 감각하도록 강 ( ) 
요하며 감각되어야하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은 감성을 일깨워 그것을 , , 
초월적 실행에 이르도록 한다 이제 감성은 자신이 겪은 폭력을 상상력. 
에게 상상력은 기억에게 기억은 사유에게 전달한다, , .80) 이들은 어떤 관 

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76) DR 250/419.
77) DR 186/319.
78) DR 184/315.
79) DR 188/322.
80) 들뢰즈는 이 점에서 감성의 특권을 언급한다 감성 외의 인식능력에서 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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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관계는 공통감의 협력 과는 전혀 다른, ‘ ’ , 
강요되고 깨져버린 연쇄 라는 점에서 들뢰즈는 그것에 공통감과 대비“ ” , 

를 부각시키기 위해 역설감 이라는 용어를 부여한다“ (para-sens)” .81) 결국  
마지막에 오는 것은 사유의 무능 이다“ ” .82) 사유되어야 할 것은 경험적  , (
실행에서 사유가 )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무능은 무능. , “
으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오직 무능력만이 최고의 역량으로까지 고양. 
될 수 있다.”83) 무능 속에서 비로소 사유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기존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로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이러, . 
한 사태를 사유 속에 사유하기 를 낳는 것 사유의 생식성“ ‘ ’ ”, ‘ ’(génitalité)
이라고 말한다.84) 혹은 어떠한 전제도 없이 사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 
이미지 없는 사유 라고도 말한다 여기서 들뢰즈가 ‘ ’(pensée sans image) . 
말하는 사유의 이미지 는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 혹은 공통감이‘( ) ’ , 
라는 주관적이고 암묵적인 전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85)

재인과 사유2.3.3.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은 발생의 관점에서 인식능력들의 일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식능력의 경험적 실행과 공통감의 발생 조건에 해당하, 
는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과 역설감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 
서 인식능력의 초월론적 형식은 그것의 탈구적 실행“ (transcendantal) , 

의 초월적 실행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인식능력인 반면 그 실행이 대상으로 , 
하는 것 상상 기억 사유되어야 하는 것 은 각각의 인식능력과만 관계하는 고( / / )
유의 사태다 그러나 감성은 그것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것과 그것의 목표 대. , (
상 인 감각되어야 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감성이 출발점 으로서의 특권) , ‘ ’
을 가지는 것이다.(DR 188/322)

81) DR 190/324.
82) DR 192/327.
83) DR 258/432.
84) DR 192/328.
85)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 장에서 기존의 철학들이 벗어나지 못한 주관적 3『 』 

인 전제들을 사유의 이미지 라는 명칭 아래 가지 공준(l’image de la pensée) 8
으로 분류하여 자세하게 비판하며 공통감은 그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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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우월한 실행이나 초월적 실행과 구별되지 않(transcendant) 
는다.”86)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발생의 조건과  , 
발생의 결과물은 본성상의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식능력
의 초월적 실행에서 능력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역설감과 인식능력, 
의 경험적 실행에서 능력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공통감은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들뢰즈가 인식능력들의 일치가 발생하는 . ,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는 공통감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 
아니라는 것이다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은 경험적 실행과 유사한 것으. 
로 파악되어서는 안 되며 초월적 실행에서 이루어지는 인식능력들의 폭, 
력적인 소통 관계인 역설감 역시 공통감을 기초로 설명되어서도 안 된
다 초월적 실행이 경험적 실행을 기초로 전사되지 말아야 한다면 이는 . “ , 
정확히 초월적 실행이 어떤 공통감의 관점에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것을 포착하기 때문이다.”87) 우리는 이와 관련된 들뢰즈의 서술을 이미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 공통감에서 능력들은 수렴 하는 관계를 가지지만. ‘ ’ , 
역설감에서 능력들은 발산 하는 관계를 가진다 즉 전자에서 인식능력들‘ ’ . , 
은 서로 동일한 대상을 향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는 반면 후자에서 , 
인식능력들은 오직 자기 고유의 대상으로 향해 실행된다 또한 전자에서. , 
는 인식능력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후자에서는 인식능력들 간의 , “
조화는 단지 부조화의 조화로서만 산출될 수”88) 있다 전자와 마찬가지 . 
로 후자에서도 하나의 인식능력에서 다른 하나의 인식능력으로 소통되“
는 어떤 것이 있지만 이것은 소통되면서 변신하되 결코 , 어떤 공통감을 
형성하지 않는다.”89) 그것은 말 그대로 부조화의 조화 로서 공통감이  “ ‘ ’ , 
지닌 동일성 수렴 협력 등의 형식을 배제한다, , .”90)

위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의 차이를 집약하는 것은 공통감의 형성   ,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공통감을 보증하는 것은 사유하는 주. 

86) DR 186/318.
87) DR 186/318.
88) DR 190/324.
89) DR 190/324.
90) DR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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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동일성 나는 생각한다 의 초월론적 통각 이라는 것을 보았다 초‘ ’ . ─ ─
월론적 통각은 그 자신이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며 자신이 가진 개념을 , 
통해 감성에 주어진 잡다를 종합함으로써 대상의 동일성을 구성한다 칸. 
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이러한 통각의 통일작용이 없으면 이루어질 , 
수 없을 것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 개념들에 따른 종합. . “
의 통일은 전적으로 우연적일 터인데 만약 경험개념들이 , 통일의 초월
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현상들은 뒤죽박죽 우리의 마음을 채우, 
고 그로부터 아무런 경험도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 
렇게 되면 인식의 대상과의 관계맺음도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91)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사태를 재인 이라고 부르며 그것  ‘ (récognition)’ , 
을 사유 와 엄격하게 구별한다 재인이란 공통감 하에서 인식능력들의 경‘ ’ . ‘
험적 실행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결국 개념에 의한 종합으로 귀결’ , 
된다 실제로 칸트 자신이 순수이성비판 판에서 인식의 근본적인 조건. A『 』 
인 지성의 개념에 의한 종합을 재인 이라고 불렀다 재인과 ‘ (Rekognition)’ . 
사유가 엄격하게 구별된다면 그것은 들뢰즈가 인식능력들이 자기 고유의 , 
대상을 향하여 발산하는 경우에만 폭력적인 소통의 극단 속에서 인식능력, 
들이 초월적 실행 에 다다를 경우에만 사유가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고 ‘ ’ , 
그로부터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시작하는 경우에만 사유 의 자격을 부여‘ ’
하기 때문이다 공통감과 역설감 인식능력의 경험적 실행과 초월적 실행. , 
이 각각 본성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재인과 사유, 
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재인의 활동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우리. “
의 일상적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 
령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사과이다 이것은 밀랍 조각이다 안녕 테아, , , 
이테토스 등등 하지만 누가 여기서 사유의 운명이 펼쳐지고 있다고 믿을 . 
수 있겠는가?”92) 즉 공통감은 사유의 조건이 아니라 사유를 가로막는 장, 
애물이다.93)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공통감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사유는  

91) 필자 강조 KrV A111, .
92) DR 176/302.
93) 우리는 이 또한 상식 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들뢰즈 ‘sens commun’ ‘ ’ , 

가 말하는 사유의 실천적인 성격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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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유가 재인보다 우‘ ’ , ‘
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어떠한 점에서 이러한 이미지 없는 사유는 재인보다 우월한   ,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들뢰즈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역량의 실현 여부? 
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앞서 재인과 사유의 차이가 공통감의 형성 여. 
부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때 공통감의 형성 여부의 차이는. , 
역량의 실현 여부의 차이로 귀결된다 공통감이 형성되지 않고 인식능력. 
들이 발산하는 관계를 이룰 때 다시 말해 각각의 인식능력들이 서로에, 
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폭력을 강요할 때 사유의 역량은 비로소 실, 
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통감에서 벗어날 때에만 사유의 . , 
역량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들뢰즈는 어떤 것이 역량을 실현할 수 ?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 한계에 부딪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 . “
량의 관점에서 사물과 존재자들을 바라보는 위계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 
역량ㅡ절대적으로 고려된 역량ㅡ의 정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 
존재자가 궁극적으로 도약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정도가 어떠하‘ ’ , 
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끝에까지 이르고 이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94) 일상적인 언어에서 한계 는 역량이 실 , ‘ ’
현되는 마지막 지점으로서 더 이상 역량이 실현될 수 없는 경계를 가‘ ’ , 
리키는 말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기 . , 
이전에는 역량이 아직 실현되기 전이며 역량의 실현은 한계에 부딪히는 , 
것으로부터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한계는 역량 실‘ ’ , 
현의 마지막 이 아니라 출발점 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한계 경‘ ’ ‘ ’ . “ , 
계가 가리키는 것은 사물이 자신을 펼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펼쳐……
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95) 그리고 들뢰즈는 위의 서술에서 한계를  , 
넘어섰는지 자신의 역량을 실현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물과 존재자들, 
의 위계 를 측정할 수 있다고 즉 그것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내릴 수 ‘ ’ ,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역량을 실현하는 것에 더 우. 

94) 필자 강조 DR 55/105, .
95) DR 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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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없는 사유가 재인과 구별되는 또 다른 지점은 역량의 실현이  , 

라는 첫 번째 차이에서 도출되는 귀결이다 역량의 실현이란 한계에 부. 
딪히는 것이었고 따라가 사유가 사유될 수 없는 것이면서 사유를 강요, 
하는 것과 마주쳤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는 사유. , 
될 수 없는 것을 마주쳤을 때 이로부터 도대체 어떠한 사유가 시작되는 , 
것인가 들뢰즈가 제시하는 대답은 창조 에 있다 들뢰즈가 앙토냉 아르? ‘ ’ . 
토의 표현을 빌려 사유의 생식성 을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 (génitalité)’ , 
사유란 새롭고 창조적인 사유를 낳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
다 사유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창조는 없다 하. “ , . 
지만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유 속에 사유하기 를 낳는 것이다‘ ’ .”96)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사유는 또한 배움 이라고 말한‘ (apprentissage)’
다 들뢰즈 철학의 맥락에서는 사유는 오직 창조일 경우에만 다시 말해 . , , 
전적으로 새로운 사유일 경우에만 비로소 사유 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 ‘ ’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월론적 철학이라는 틀 안에서 들뢰즈가 칸트를 어  ‘ ’ 
떠한 방식으로 변형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둘 모두 경험의 조건을 탐. 
구한다는 점에서 초월론적 철학의 기획을 공유한다 그러나 들뢰즈는 발. 
생의 관점을 관철하면서 칸트가 불충분하게 해명한 지점으로부터 새로, 
운 초월론적 철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들뢰즈가 칸트를 넘어서는 . 
두 가지 방향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의식적 재현 표상 의 배후에 놓여 있. [ ]
는 비 개념적 차이의 영역인 무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 , 
는 재인의 심층에 가려져있는 사유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이 . 
둘은 독립적인 요소들이 아닐 것이다. 인식능력들이 폭력적인 소통 관계
역설감 속에서 각각 초월적 실행에 이르고 비로소 사유가 시작되는 것( ) 

96) DR 1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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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 개념적 차이들의 영역으로 , - 개방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비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 개념. - , -
적 차이들의 종합이 개념에 의한 종합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아
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비 개념적 차이로의 개방. , -
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본론의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구체성을 .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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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론적 장3. 

이념과 무의식3.1. 

우리는 앞서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이 발생의 관점에 입각하여 의식  
에 재현 표상 되지 않는 차이들의 영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
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이 설명적 가치를 지니. 
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 
런데 들뢰즈는 이 영역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념 이라는 용어를 사‘ (idée)’
용하며 이념에 대해 설명할 때 그가 지속적으로 참조하는 것은 칸트다, . 
어떠한 이유에서 들뢰즈는 순수이성비판 에서 칸트가 사유를 의식적 『 』
재현 표상 에만 관련시켰다고 비난하면서도 의식적 재현 표상 을 넘어서[ ] , [ ]
는 영역을 가리키기 위해 또 다시 칸트의 용어를 참조하는 것인가 이는 ? 
칸트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모순? 
적인 태도가 아니며 오히려 의식적 재현 표상 을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 [ ]
탐구는 칸트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 
하여 순수이성비판 의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 』
순수이성비판 을 통해 밝혀진 것은 먼저 인식은 감성에 주어진 직관, 『 』

에 지성의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인. , 
식의 대상은 오직 감성과 지성의 협업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인식의 조건을 형성한다 그러나 감성과 지성의 협업이 . . 
인식의 조건이라면 이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서는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까, 
지 함축한다 다시 말해 인식의 조건에 대한 탐구란 인식의 가능성 과 . , ‘ ’
더불어 한계 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작업이며 이것이 칸트의 비판 철‘ ’ , ‘ ’ 
학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감성과 지성 외에도 이념과 관계하는 이  



- 44 -

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칸트가 말하는 이념 이란 무엇인. ‘ (Idee)’
가 칸트는 자신이 사용하는 이념 이라는 용어는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 ‘ ’
차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이념 이라, . “ ‘ ’
는 말로 그것에 합치하는 아무런 대상도 감관에 주어질 수 없는 필연적
인 이성개념을 뜻한다.”97) 칸트는 이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이념 의 의미 ‘ ’
가 플라톤의 이데아와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경험으로부터 주어, 
지는 감각적 인상을 이념 관념 이라고 부르는 근대 경험론자들의 ‘ [ ](idea)’
이념 에 대한 용법과 명확하게 구별한다 경험 가능성을 넘어서는 순수‘ ’ . “ , 

관념들로부터 개념이 이념 내지 이성개념이다 일단 이런 구별에 익숙해 . 
진 사람에게는 붉은 색깔이라는 표상을 이념 관념 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 ]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98) 

이념에 대한 칸트의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념의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칸트가 말하는 이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것에 해당하. 1) 
는 어떠한 직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념이 직관에 주어. 
질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다름아니라 주어진 조건적인 것을 위한 , “ 조건
들 전체라는 개념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99) 예컨대 계열들의 무조건적  , 
연쇄인 세계 는 우리의 직관에는 도저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 ’ .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념은 모든 경험 가능성을 벗어나 있다 그러. 2) 
나 칸트는 이념의 첫 번째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론을 이
끌어낸다 이념이 직관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어떠한 이념도 . , 
인식할 수 없으며 다시 말해 이념은 어떠한 대상도 구성할 수 없다 우, . 
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인식에 있어서 유한한 인간은 감성의 조건에 필, 
연적으로 제약되어 있고 이 조건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도 인식될 수 없, 
다 따라서 이성은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고 만약 이성. , 
이 이념을 인식하기 위해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성의 월권에 해당한다‘ ’ . 
칸트가 경험의 가능성 을 감성적 직관과 지성의 개념에서 구했다면 이‘ ’ , 
념은 경험의 한계 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자신‘ ’ . 

97) KrV A327/B384.
98) KrV A320/B377.
99) KrV A322/B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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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을 넘어 이념을 인식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
다 조건들의 종합에서의 전체에 대한 순수 이성개념들 이념들 은 적어. “ [ ]
도 과제로서는 가능한 한 지성의 통일을 무조건자에게까지 전진시켜 가
기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 인간 이성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100) 이념 
을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미 이성의 본성 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 ’ , 
이를 전적으로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101) 다만 순수이성비판의 목적은  
이념은 인식의 한계 너머의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통, 
해 이성의 월권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2) 칸 
트의 비판 작업을 통해 이념은 감성적 자연 너머로 경험과 인식의 가능, 
성이자 한계 너머로 추방되며 라이프니츠 볼프 학파의 교조주의적 이성, -
론은 자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들뢰즈가 이념 이라는 용어를 다시 채택하는 이유를   ‘ ’
추론할 수 있다 들뢰즈는 의식적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 
하는데 칸트에게 이념은 어떠한 의식에서도 경험 가능한 대상으로서 나, 
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념은 그것에 부합하는 어떠한 직관도 .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용어법을 따른다면 이념이란 . , 
의식에 재현 표상 될 수 없는[ ]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으로부터  . 
들뢰즈는 비 재현적 영역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념 이라는 용어를 사용- ‘ ’
하는 것이다 진정한 대립은 다른 곳에 즉 이념과 재현 사이에 있다. “ , 
.”103) 

그러나 들뢰즈가 재현과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이념 을 차용한다고 하  ‘ ’
더라도 이러한 사용이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칸트의 이념은 가능, . 

100) 필자 강조 KrV A323/B380, .
101) 칸트는 이것이 이성의 오류이지만 또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며 초월론 , ‘

적 가상 이라고 말한다’ . KrV B352/A296.
102)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이념과 관계하는 이성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인식 의 영역에서 이성은 자신의 권한을 모두 지성에게 넘. ‘ ’
겨주지만 이로부터 거꾸로 이성은 실천 의 영역에서 자신의 적극적인 역할, ‘ ’
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념은 인식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역할 일명 . , 
규제적 사용 이 허용되는데 이에 대한 들뢰즈의 활용은 본론의 후반부에 살‘ ’ , 
펴볼 것이다. 

103) DR 24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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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의 조건을 벗어나있는 것인 반면 들뢰즈는 이념 역시 경험의 조, 
건으로 다시 포섭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들뢰즈가 이념을 . 
다시 경험과 사유의 조건으로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칸트가 지, 
정했던 인식의 한계를 위반하게 된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깊은 통찰. 
을 했던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인식이 있어서 언제나 감성적인 조건에 , 
제약되어 있다 지성의 개념은 오직 인식에 있어서 형식 만을 제공할 뿐. ‘ ’
이며 인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식의 내용 을 감성이 외, ‘ ’
부로부터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성만을 통해서 인식의 내용과 형식. 
을 모두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을 넘어선 존재자 신 에게만 가( )
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념이 자신에 부합하는 어떠한 직관도 가질 수 없. 
다는 점에서 이념은 유한한 인간에게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 . 
면 이념을 사유의 조건으로 다시 끌어들이고자 하는 들뢰즈는 칸트의 ,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들뢰즈는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선 신적 지성을 다시 도입하지   
않으면서 이념 을 사유의 조건으로서 다시 포섭할 수 있었는데 이는 무‘ ’ , 
엇보다 그가 이념을 무의식에 현시 되는 것으로 정의하기 (présentation)
때문이다 그리고 이념이 무의식적 영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은 명석. , 
하지 않고 언제나 애매하게만 드러난다 .104) 따라서 이념을 오직 애매한  
무의식에만 한정하는 한에서 이념을 사유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 
것은 칸트가 주장한 인간의 유한성 테제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게 된다. 
들뢰즈가 이념을 사유의 조건으로 다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 
치 신처럼 이념을 명석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요컨대 이념의 도입은 무한한 신적 지성의 부활이 아니라 단지 . , 
유한한 사유에 내재하는 무의식“ ”105)을 다시 고지하는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념 에 이것 이상의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 ’ . 

칸트와 들뢰즈에게 이념은 모두 감각될 수 없으며 재현 표상 을 넘어서 , [ ]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게 이념이 감각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무. ‘

104) 그러나 들뢰즈는 이념이 또한 애매하면서도 동시에 판명하다 는 다소 기이 ‘ ’
한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다, . 

105) DR 2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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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인 전체 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면 들뢰즈가 이념을 의식’ , 
에 재현 표상 되지 않는 것으로 놓는 이유는 그가 이념을 [ ] 감각의 발생 
원천으로서 무의식에 관련짓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서 이념은 . 
재현 표상 들의 도달 불가능한 총합 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들뢰즈에게서 [ ] ‘ ’ , 
이념은 재현이 성립하기 이전 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 . 
서 들뢰즈는 이념이 단순히 재현 너머 가 아니라 재현 이하‘ (sur)’ ‘ (sub)’
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것이다.106)

그러나 이념을 무의식이자 감각의 발생 원천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들  
뢰즈가 처음이 아니다 이념을 위와 같은 의미로 새롭게 활용하기 시작. 
했던 사람은 칸트가 살아 있던 당대에 칸트의 비판자였던 살로몬 마이몬

이며 사실 들뢰즈는 이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살(Salomon Maïmon) , 
로몬 마이몬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념 의 의. , ‘ ’
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들뢰즈가 마이몬을 어떠한 관
점에서 수용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살로몬 마이몬의 초월론적 철학3.2. 

마이몬은 우리가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이 성립하는 조건으로서 감성과 지성을 나누어 . 
제시하는데 이 인식능력들은 독립적이고 이종적인 까닭에 서로 어떻게 , 
조화를 이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이몬은 칸트의 지성 감성 이원. -
론이 비록 하나의 주관 내의 인식능력들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전, 
히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가지는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는다고 말한
다.107)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실체 정신 와 연장된 실체 신체 의 이원론을  ( ) ( )
제시하면서도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 . 

106) DR 248/417.
107) 프레더릭 바이저 이신철 옮김 이성의 운명 도서출판  , , , b, 2018, p.590. 『 』

들뢰즈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한다 그러나 칸트는 다시 조화의 이념을 끌. “
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조화의 이념은 단지 주체가 가진 본성상 다른 능력들? 
의 차원으로 옮겨왔을 뿐이지 않는가?”(PCK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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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이후에 서로 본성상의 차이를 가지는 두 실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철학, 
자들이 심신관계를 데카르트와는 다른 관점에 입각해서 설명하고자 했
다 마이몬은 이와 마찬가지로 감성과 지성의 이원론적 구분은 둘 사이. , , 
의 조화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칸트는 이를 . 
해결하기 위해 도식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마이몬은 칸트가 이미 감성. , 
과 지성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때부터 둘 사이의 조화는 이미 어떠한 ,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칸트에 대한 마이몬의 비판은 도식론이 감성과 지성 사이의   , , 
조화와 일치를 불충분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감, 
성과 지성의 이원론적 구분 자체로 향하고 있다 감성과 지성의 이원론. 
을 극복하지 않는 한 둘 사이의 조화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 
없으며 선험적 개념들이 감성적 직관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 수 ,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이몬이 발생 의 관점에서 칸트의 초월. ‘ ’
론적 연역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들뢰즈, 
의 문제제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몬은 초월론적 연역. , 
이 가진 문제점을 말소하기 위해서 감성과 지성의 날카로운 구분 자체, 
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 
가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로크의 경험주의 관점에서 지성을 감성화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라이프니츠 볼프의 합리론의 관점에서 감성을 , -
지성화하는 것이다.108) 그러나 마이몬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 
능한지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던 칸트의 기획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
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흄이 이미 인식의 기원을 , . , 
감성에 두는 경우 어떠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도 불가능하다는 것, 
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몬은 후자의 방법을 택한다. .109) 

108) 위의 책 , p.593.
109) 마이몬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감성과 지성을 우리 인식의 완전히  . “

다른 두 원천으로 제시하는 칸트의 체계를 따르면 내가 앞서 보여주었듯이, ,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반면 라이프니츠 볼프의 체계를 따르면 두 인식. - , 
능력은 같은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완전성의 정도 차이: (
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Nach dem Kant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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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때 감성을 지성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칸트로 돌, ? 
아가 감성과 지성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수용적 감성은 외부로부. 
터 잡다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것은 경험의 내용 을 구성하는 반면, ‘ ’ , 
활동적 지성은 그것에 자신의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경험의 형식 을 구성‘ ’
하는 것이었다.110) 따라서 감성을 지성화한다는 것은 곧 지성이 단순히  , , 
경험의 형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용까지 규정하는 것이라, 
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이몬은 칸트가 그토록 배제하고자 . , 
했던 무한한 지성 즉 경험의 형식과 더불어 내용까지 산출하는 지성‘ ’ , ─

을 도입한다. ─
그러나 무한한 지성을 도입한다고 해서 마이몬이 제기한 문제가 곧바  , 

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감각은 우리의 지성이 스스로 만들어내. , 
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 
감각을 통해 파악된 질들 예를 들어 적색과 녹색 은 개념적 분석을 통해 ( )
구별될 수 없고 오직 감각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마이몬이 경험의 내용 역시 지성이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경험의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각 내용이 어떻게 지성으, 
로부터 산출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이몬은 이러한 자신의 과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 
미분 이론 을 통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마이몬은 감각된 ‘ ’ . 

질들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즉 좀 더 기본적인 단위들로 분석될 “ ,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마이몬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란 모” . , “
든 의식의 기본 요소인 감각의 가능한 가장 낮은 정도의 강도 이다” .111) 

System, daß nämlich Sinnlichkeit und Verstand zwei ganz verschiedene 
Quellen unsere Erkenntnis sind, ist, wie ich gezeigt habe, diese Frage 
unauflöslich; hingegen nach dem Leibniz-Wolffischen System, fließen 
beide aus einerlei Erkenntisquell: (ihr Unterschied besteht nur in Graden 
der Vollständigkeit dieser Erkenntnis); sie kann also leicht aufgelöst 
werden.”(Salomon Maimon, Versuch über die Transzendentalphilosophie, 
Felix Meiner Verlag, 2004, p.40.)

110) 물론 감성도 잡다를 수용힘에 있어서 시공간이라는 선험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111) 프레데릭 바이저 이성의 운명 , . p.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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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들은 무한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감성에 의해서는 감각될 수 없, 
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몬에 따르면 이 단위들은 지성에 의해서는 정확. , 
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서로에 대한 . “
자기들의 관계를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112) 
이처럼 무한히 작은 단위들이 특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규정된다는 것
에서 마이몬은 이것을 미분방정식에 빗대어 설명한다 미분방정식이란 , . 
무한히 작은 와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 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dx dy ‘ ’
이다. 

이것의 결론은 감각 경험의 내용은 감각되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들  , 
의 특정한 관계 다시 말해 미분적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그, . 
리고 만약 마이몬이 감성을 지성화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이처럼 , , 관계
의 규정은 지성의 개념적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미분은 감각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서로 관계를 가진다는 점. , 
에서 지성을 통한 규정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앞서 . , 
마이몬이 자신이 봉착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감. 
각된 성질들의 차이 적색과 녹색의 차이 는 그것의 발생 원천인 미분적 ( ) , 
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113) 또한 우리가 감각 내용이 외부로 , 
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미분적 관계를 규정함, 
으로써 경험의 내용을 산출하는 지성의 활동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적이. 
고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뿐 지성이 미분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통, 
해서 감각의 내용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바이저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마이몬 감각 경험이 사실은 지성의 잠재의식. “ [ ] 
적 활동에 의해 정립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적 감성에 대해서는 실제
로 주어지고 우연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 
리의 지성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서 보지 못하는 까닭은 단순히 우리가 

112) 위의 책 , p.600.
113) Simon B. Duffy, “Maimon’s Critique of Kant’s Approach to 
Mathematics”, Deleuze and the History of Mathematics, Bloomsbury, 
2013,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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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114)

마이몬은 감각의 내용 역시 미분적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발생하  
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지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 , 
마이몬은 이러한 미분을 지성의 이념 이라고 부른다‘ ’ .115) 칸트에게서 본 
래 이념은 이성과만 관련된 것이었지만 마이몬은 지성에 감각 내용의 , 
산출이라는 역할까지 부여하면서 개념을 통한 인식을 무한하게 종합 하, ‘ ’
려고 하는 이성의 이념과 유사하게 감각을 무한하게 분석 하는 지성의 , ‘ ’
이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16) 이러한 점에서 마이몬은 지성도 이 
념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마이몬은 지성의 이념을 도입. 
함으로써 더 이상 이종적인 능력들 사이의 전제된 조화를 가정하지 않, 
고 보편타당한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지성은 자신의 선. 
험적 개념을 자신과 본성상 다른 감성적 잡다에 적용하는 것에 아니라, , 
자신의 무의식적 산물인 미분에 다시 말해 지성 , 자신의 이념 에 적용하 ‘ ’
고 있기 때문이다.117) 이제 직관 감성 과 개념 지성 은 본성상의 차이를  ( ) ( )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상의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바로 이것이 칸트. 
의 도식론이 가지는 난관을 마이몬이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경험의 내용까지 산출해내는 무한한 지성 신적   , 
지성의 도입을 들뢰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는 지나치게 형? 
이상학적인 가정은 아닐까 그러나 들뢰즈는 마이몬이 무한한 지성의 ? , 
이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관의 내용을 산출하는 것까지 스, 
스로 의식하는 무한한 지성이 아니라 단지 유한한 지성의 무의식 을 가, ‘ ’
리킬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념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 , 
이념으로부터 우리의 감각 경험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의식으로부터 의, 
식적 경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감. 
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요소들을 미분적 관계를 통해 규정하는 것은 -

114) 프레데릭 바이저 이성의 운명 , , p.603.『 』
115) 위의 책 , p.603. 
116) 위의 책 , p.604.
117) Beth Lord, “Deleuze and Kant”, The Cambridge Companion to Deleuze, 
Ed by Daniel  W.Smith and  Henry Somers-H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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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무의식적 잠재의식적 활동임을 보았는데 들뢰즈는 이 점을 더 ( ) ,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들뢰즈는 이처럼 마이몬의 . , 
이념을 유한한 지성 내의 무의식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면서 마이몬의 이, 
념은 라이프니츠의 이념 다시 말해 미세지각과 같은 것이라고 연결하여 , 
설명한다. 

만일 칸트와 같은 편에 서서 이런 개념화는 무한 지성을 재도입  “
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면 아마도 여기에서 무한은 유한한 지성 내, 
의 무의식의 현존 유한한 사유 내의 사유 불가능한 것의 현존 유, , 
한한 자아 내의 비 자아의 현존과 같은 것일 뿐이다 라이프니츠- ……
에게서처럼 마이몬에게도 차이소들의 상호 규정은 신적 지성이 아, 
니라 유한한 자아 안에 세계의 표상자로서의 미세지각을 지시한, 
다.”118)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념 은 무의식 미세  . (dx, dy) (
지각 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각의 발생적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이 ) , ‘ ’ . 
발생적 요소들은 특정한 미분적 관계 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적으로 (dx/dy)
규정되는데 이를 통해서 의식에 어떤 대상이 떠오르는 것 다시 말해 발, , 
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9) 실재적 대상이 산출되는 원천은 미분 “
비 미분적 관계 들의 상호 종합에 있다[ ] .”120) 이는 의식적 경험이 무의식 
에서 일어나는 규정 종합 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 ) . 
이제 들뢰즈가 살로몬 마이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칸트와 갈라지는 
지점을 규정할 수 있다 들뢰즈는 칸트를 따라 초월론적 영역을 기술하. 
고자 하지만 칸트처럼 의식적 경험에 기초하여 경험의 가능 조건을 제, 
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마이몬을 따라 의식적 경험의 대상이 실제. 
로 발생하는 조건을 묻고 이를 위해 초월론적 영역에 이념 다시 말해 , , 
미분적 무의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유는 의식 주체가 수행하는 규정. 

118) PLB 119/163.
119) PLB 118/162, 
120) DR 2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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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범주를 통해 잡다를 통일하는 종합 이전에 무의식의 영역에서 ( - ) , 
이루어지는 규정 이념적 요소들이 미분적 관계를 형성하는 종합 으로부( )
터 발생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초월론적 통각 대신 초월론적 장. ‘ (champ 

을 초월론적 영역의 근본적인 심급으로서 도입하는데 이transcendantal)’ , 
는 동일성을 가지는 의식 주체를 출발점으로서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는 초월론적 장에 대하여 다음과 . 
같이 서술한다. 

우리는 경험적 장들과 유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  “
화된 깊이와 혼동되지도 않는 비인격적이고 전 개체적인 초월론적 -
장 을 규(un champ transcendantal impersonnel et pré-individuel)
정하고자 한다 이 장은 의식의 장으로 규정될 수 없다. .”121)

따라서 들뢰즈가 사유의 발생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우선 초월론적 장  , , 
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이념들의 종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지 서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들뢰즈는 미분을 통해 이념의 종. 
합 과정을 설명하는 마이몬의 모델을 받아들이지만 마이몬과 같이 이념, 
의 상호적 규정을 지성과 연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122) 이는 마이몬이  
새롭고 창조적인 사유를 들뢰즈의 용어를 따르자면 이미지 없는 사유 , ─
혹은 사유의 생식성 설명하려는 들뢰즈와 달리 선험적 종합 판단 보‘ ’ , (─
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 의 가능성을 정초하고자 하는 칸트의 기획을 여)
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23)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맥락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 정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지성의 신, 
험적 개념에 놓여있다 따라서 마이몬은 지성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감. , 
각 내용의 발생 원천을 지성에서 찾고 이를 통해 지성의 개념이 감성에 , 

121) LS 124/193.
122) 는 이 점에서 들뢰즈가 마이몬을 넘어선다고 정확하게  Christian Kerslake

지적한다.(Cristian Kerslake, Immanence and the Vertigo of Philosoph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p.147.)

123) 물론 마이몬은 감각 내용의 산출도 지성에 귀속시킴에 따라 칸트가 말한  , 
종합판단을 사실상 분석판단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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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잡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 
마이몬은 인식에서 개념과 이념이 모두 지성에 속한다는 점에서 개념이 , 
이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초월론. , 
적 통각을 배제하고 우리의 사유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 
가지고 있는 선험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더 이상 증명하고자 하지 않
는다 오히려 들뢰즈에 따르면 무의식적 이념들의 종합 다시 말해 이념. , , 
적 요소들의 상호적 규정으로부터 감성적 직관의 내용이 발생하는데, 이 
념은 지성의 개념을 토대로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이념은 무의식에 
해당하지만 더 이상 지성 의 무의식적 활동은 아닌 것이다, ‘ ’ . 

이념들은 다양체들 이다 각각의 이념은 어떤 다양  “ (multiplicités) . 
체 어떤 변이체이다 다양체는 다자와 일자 사이의 어떤 조합이 , ……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본연의 다자 그 자체에 고유한 어떤 조직화 
를 지칭해야 한다 이 조직화는 어떤 체계를 형성하지만. , 이를 위
해 결코 어떤 통일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자와 다자는 지성. 
의 개념들이고 이 개념들은 매우 느슨한 그물코 가령 대립을 통, , 
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변질된 변증법의 그물코들을 형성한다. 
이런 느슨한 그물로는 대단히 큰 물고기조차 잡을 수 없다.”124) 

위의 인용문에서 들뢰즈가 말하는 이념들의 고유한 조직화란 이념적   , 
요소들의 상호적 규정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 
념에 고유한 것이며 어떠한 통일성 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 , ‘ ’
개념에 의한 종합 과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 
이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초월론적 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이념
들이 종합 규정 되는 방식( )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통일성도 없는 조. 
직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이념의 상호적 규정은 개념을 통한 ? , 
규정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것인가? 

124) 필자 강조 DR 236/39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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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점진적 규정3.3. 

들뢰즈는 무의식적 이념이 종합되는 과정을 점진적 규  ‘
정 이라고 부르며 라이프니츠 마이몬의 모델’(détermination progressive) , -
을 따라 이를 미분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는 이념(différentiation) . 
을 총 세 가지 계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상징 는 세 가지 계기를 동시에 지닌다 먼저 규정되지 않은   “ dx . 
것으로 다른 한편 규정 가능한 것으로 마지막으로는 규정으로 나, , 
타나는 것이다 이 세 측면 각각에는 다시 충족이유를 형성하는 세 . 
가지 원리가 상응한다 즉 그 자체로 규정되지 않은 것 에. (dx, dy)
는 규정 가능성의 원리가 실재적으로 규정 가능한 것 에는 , (dy/dx)
상호적 규정의 원리가 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의 값, (dy/dx
들 에는 완결된 규정의 원리가 상응한다 요컨대 는 이념이다ㅡ) . dx
플라톤적인 이데아 라이프니츠적이거나 칸트적인 이념 다시 말해, , 
서 문제 이자 그 문제의 존재인 것이다‘ ’ .”125)

가장 처음의 계기는 미규정적인 가 성립되는 과정이다 들뢰즈  dx, dy . 
는 이를 양화 가능성 의 요소라고 부르며 그것을 특수한 양과 일반적인 ‘ ’ , 
양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양화 가능성은 . “ 직관상의 고정
된 양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지성적 , 개념들에 해당하는 가변적 양들
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양화 가능성을 표현하는 상징 역시 전적으로 . 미
규정 상태에 놓여 있다.”126) 와 는 와 가 한없이 으로 가까 dx dy x y 0∆ ∆
워지는 극한 값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 
들뢰즈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규정된 양이나 값도 아니라는 것, 
이다 직관에 나타나는 고정된 양은 특수한 값 상수 이며 개념에 나타나. ( ) , 
는 양은 일반적인 값 변수 이지만 와 는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 ) , dx dy
는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각각이 어떠한 규정된 양도 아니지만. dx, dy , 

125) DR 221-222/375.
126) 필자 강조 DR 222/376, .



- 56 -

모든 양을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수이거나 혹은 차라리 그 수 안의 보“ , 
편자”127)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떠한 양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양으로 . , 
규정 가능한 보편적인 양 순수한 양화 가능성 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 ‘ ’
다 와 라는 영들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 직관상의 양과 개념상의 . “dx dy
양 일반적인 값과 특수한 값이 모두 소거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중의 소, . 
거에 힘입어 보편자와 보편자의 출현이 가능해진다”128)

와 는 규정 가능한 것이지만 아직 그것들 자체로는 전적으로 미  dx dy , 
규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미규정적인 것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인. , 
가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는 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전적? . “dx x
으로 미규정 상태에 있다 하지만 와 는 서로 관계할 수 있고 그런 . dx dy , 
한에서 완전히 규정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 가능성. 

의 원리가 본연의 미규정자에 상응한다(déterminabilité) .”129) 즉 전적으 , 
로 미규정적인 가 규정 가능성의 원리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은 그dx, dy , 
것들이 특정한 관계 를 형성함으로써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 ’ . 
는 이를 상호적 규정 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상(détermination réciproque) . 
호적 규정인 이유는 이미 규정된 가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 dx, dy
아니라 오직 그것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만 규정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의 관계는 어떤 분수 형태의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직관. “dy/dx , 
상의 특수한 양들 간에 수립되는 관계도 하물며 가변적인 크기들이나 , 
대수적인 양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일반적인 관계도 또한 아니다. 

127) DR 222/377.
128) 한편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를 이처럼 보편자 DR  222/376-376. , dx, dy ‘ ’

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 보르다스드물랭 이라(Jean Bordas-Demoulin)
는 수학자를 참조하는데 그는 보르다스드물랭은 데카르트에 대해 반성하다, “
가 플라톤주의의 관점에서 미분법을 해석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처럼 모” . , 
든 직관과 개념을 넘어선 보편자로서 이념 을 해석하는 것에서 아마 자(dx) , 
신이 말하는 이념과 플라톤이 제시한 보편자로서의 이데아의 연관성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들뢰즈가 말하는 이념 에는 플라톤적 . , (idée)
의미의 보편자 이데아 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들( Idée) .(DR 221/375) 
뢰즈는 전적으로 미규정적인 보편자가 점진적 규정의 과정 미분화 을 거쳐서 ( )
미분비와 특이성들이 규정된다는 점에서 이념을 추상적인 보편자가 아닌 구, ‘
체적 보편자 라고 말한다’ .(DR 228/385)

129) DR 22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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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항은 절대적으로 또 다른 항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130)

이처럼 들뢰즈는 그 자체로는 미규정적이지만 규정 가능한 이념적 요  
소들이 미분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상호적 규정의 원리 라고 부르며 첫 ‘ ’ , 
번째 계기에서 양화 가능성의 요소가 출현했다면 두 번째 계기에서는 , 
질화 가능성의 요소 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가 보편‘ ’ . , dx, dy

적인 양화 가능성이었다면 각각이 상호적 규정을 이룸으로써 나, dx, dy 
타나는 미분적 관계나 비율 이 보편적인 질화 가능성에 해당한다(dy/dx) . 
보편적인 양화 가능성이 어떠한 특수한 양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
가지로 미분비가 표현하는 보편적인 질화 가능성은 아직 어떤 특정한 , 
질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질과 관계된 보편자를 그것이 어떤 다른 질. “ , 
과 관련하여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값이나 양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함수 안에서 보편자가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다. 
른 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질화 가능성의 순수요소이다.”131) 
이념이 규정되는 세 번째 계기는 완결된 규정의 원리 이며 여기서 드 ‘ ’ , 

러나는 마지막 요소는 순수 잠재력 이다 들뢰즈는 이것(potentialité pure) . 
을 도함수를 도출할 때 우리가 행하는 거듭제곱을 제거하는 과정과 연관
하여 설명한다 들뢰즈는 거듭제곱과 잠재력이 모두 라는 동. ‘potentialité’
일한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처럼 거듭제곱 역량 을 제거하, ( )
는 것 은 순수 잠재력 이 나타나는 (de-potentialisation) (potentialité pure)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거듭제곱 역량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순. , ( )
수 잠재력과 연관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들뢰즈는 직관상의 양과 ? , “
개념상의 양의 소거가 양화 가능성의 요소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이었고, 
질의 박탈이 질화 가능성의 요소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라그랑주. 
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는 잠재력 제거가 순수 잠재력의 조건이 된다, ”
고 말한다.132) 이로부터 규정되는 것은 전 개체적 특이성이다 상호적 규 - . 
정에서 규정 가능한 이념적 요소들이 비율들을 미분비 형성했다면 완결( ) , 
된 규정에서는 특이점 혹은 특이성 들이 할당(point singulier) (singularité)

130) 필자 강조 DR 223/378, .
131) DR 224/379.
132) DR 22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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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분배된다고 한다 한편 들뢰즈는 이러한 특이성이 개체가 발생하기 . , 
이전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전 개체적인 것 이라고 말한‘ - ’(pré-individuel)
다. 

들뢰즈는 미분이라는 수학의 모델을 차용하여 이념의 종합 과정을 설  
명한다.133) 그러나 우리는 들뢰즈가 미분의 모델에서 끌어내고 있는 철 ‘
학적인 함축 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134)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어느 정도 논의한 바 이념은 무의식에 해당, , 
하며 따라서 재현 표상 이하 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 ] (sub-représentation) . 
이념과 배움 은 명제 외적이거나 재현 표상 이하 의 “ ‘ ’ [ ] (sub-représentative)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문제적 심급을 표현한다 이념과 배움은 의식의 재. 
현 이 아니라 무의식의 현시 인 것이다(représentation) (présentation) .”135) 
이념의 요소인 는 미규정적인 것으로서 직관상의 양과 개념상의 dx, dy
양과 구별되며 단지 보편적인 양화 가능성이었다 칸트 철학의 맥락에서 , . 
생각했을 때 재현 표상 은 직관 에 주어진 잡다와 그것을 통일하는 개, [ ] ‘ ’ ‘
념 을 그 구성 요소로 갖는데 이 때 이 둘은 모두 의식의 영역에 나타나’ ,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념적 요소가 직관과 개념 모두를 통. , 
해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곧 무의식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또한 들뢰즈는 이러한 무의식이 판명 한 동시에 애매. (distinct)

133) 들뢰즈는 미분이라는 수학적 모델을 차용해 이념의 종합 과정을 설명하지 
만 이것은 단지 수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이념들의 규정 과, , 
정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인 변증법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
분법은 어떤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폭넓은 의미에서 새길 때 미분법은 . 
변증법적 문제나 이념 한 문제의 과학적 표현 해의 장의 수립 등으로 이루, , 
어진 일련의 전체를 보편적으로 지칭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증법의 ……
보편성에는 어떤 보편수학이 응답하고 있다.”(DR 235/396)

134) 들뢰즈가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Daniel W. smith, “G. W. F. Leibniz”, Deleuze’s 
Philosophical Lineage, ed. Graham  Jones and Jon Roff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Simon B. Duffy, “Leibniz and the Concept of the 
Infinitesimal”, Deleuze and the history of Mathematics, Bloomsbury, 2013. 

한편 들뢰즈가 수학을 활용하는 전반적인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pp.7-46. ,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anuel Delanda,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Philosophy, Continuum, 2002, pp.9-44.

135) DR 24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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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말한다(obscur) .136) 그것이 애매한 이유는 아직 의식에 떠오르지  ,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판명한데 무의식적 이. , 
념 역시 상호적 규정과 완결된 규정의 절차를 거쳐서 분명하게 규정되‘
고 미분화 있기 때문이다’( différentiation) .

들뢰즈는 미분적 무의식인 이념이 재현 이하의 차원이라는 논의에 머  
무르지 않고 이념을 재현과 적극적으로 대립시킨다 진정한 대립은 다, . “
른 곳에 즉 이념과 재현 표상 사이에 있다, [ ] .”137)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 
듯이 들뢰즈의 용어법에서 재현 은 차이를 개념의 동일성 내에 기입하, ‘ ’
는 시도 전체를 가리키며 이것은 존재론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을 모, 
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념에서 이루어지는 , 
규정을 보았을 때 그것은 어떠한 동일성도 전제하지 않는다 이념적 요, . 
소인 와 는 전적으로 미규정적인 것이지만 이 미규정적인 것들이 dx dy ,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상호적으로 규정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항 이념‘ ’ . -
적 요소가 규정되는 것은 오직 둘 사이의 미분비 변별적 관[
계 가 성립된 이후 이기 때문이다](différentiel rapport) ‘ ’ .138) 따라서 들뢰즈 
는 이념의 점진적 규정이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 요. “
소들은 이념적 요소들 그 어떤 선행의 동일성도 함축하지 않고 하나이[ ] , 
거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위치의 그 어떤 것도 함축하지 않는
다 하지만 거꾸로 . 이 요소들의 미규정성 덕분에 차이는 모든 종속에
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게 된다 .”139) 따라서 들뢰즈가 초월 , 
론적 장을 서술하게 위해 도입하는 이념 은 미분적 무의식을 가리키는‘ ’
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종합 규정 은 어떠한 개념적 동일성도 전제하, ( ) ( ) 
지 않은 차이들의 종합 혹은 항 이전에 성립하는 관계들의 규정이다, . 

136) DR 275/459.
137) DR 247/416.
138) 들뢰즈는 이러한 점에서 이념적 요소를 차이소 라고도 부른 ‘ (le différent)’

다.
139) 필자 강조 DR 237/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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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3.4. 

들뢰즈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의의를 표현하는 코페르니쿠스적   ‘
혁명 을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식화한다’ . 

동일성이 일차적이지 않다는 것 동일성은 차이나는 것의 둘  “ ……
레를 회전한다는 것 이런 것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내용이다. . 
이 혁명을 통해 차이의 고유한 개념을 찾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
다 이제 더 이상 차이는 미리 동일한 것으로 설정된 어떤 개념 일. 
반의 지배 아래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140) 

들뢰즈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칸트의 철학에 부여되는 수식어인 코페  ‘
르니쿠스적 혁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중적 의도를 가지는 것으’
로 보인다 먼저 들뢰즈는 이러한 수사를 통해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 , 
자신이 비판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보인다 그는 자신이 칸트. 
에 대해 내재적 비판 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 
칸트는 경험의 조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초월론적 영역을 탐사하려고 했
으며 들뢰즈는 이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칸트가 그 자신이 동일, . , 
성을 가지며 자신의 개념을 통해 잡다 차이 를 통일하는 기능을 가진 통, ( )
각을 초월론적 영역의 근본적 심급으로 놓았다는 점에서 들뢰즈는 불충, 
분함을 느끼고 이것을 수정하고 싶은 것이다 들뢰즈에게 경험의 조건을 . 
대상에서 주체로 옮기는 것은 완전한 전회라고 할 수 없는데 개념 범주, -
를 대상의 본질로 설명하든 주체가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 
명하든 개념의 역할 차이를 개념의 동일성 안에 기입하는 것 은 여전, ─ ─
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의 진정한 발생 조건이 기술되기 위해. 
서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하며 무의식의 종합을 설명하, , 
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도 동일성도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 . , 
때 비로소 초월론적 장 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 . , 

140) DR 5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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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칸트에서와 같이 주체와 대상 사이가 아니라 동, 
일성과 차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들뢰즈는 칸트에게 이미 이러한 계기가 나타난다고   , 
해석한다 그는 칸트가 순수이성비판 의 판에서만 자세하게 다루고 . B『 』
있는 내감의 역설 을 매우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칸트에게‘ ’ , 
서 이미 사유하는 주체가 동일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균열 을 겪고 있‘ ’
으며 이를 통해 본연의 차이 자체의 발견 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 ” .141) 
들뢰즈는 이를 위하여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칸트의 코기토를 비교한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나는 생각한다 따라. “ , 
서 존재한다 그는 규정 에 해당하는 나는 생각한다 가 이미 규정되지 ” ‘ ’ ‘ ’ , 
않은 실존인 나는 존재한다 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자‘ ’ , 
로부터 후자를 바로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 , 
면 나는 생각한다 는 순전히 논리적 기능만을 가지는 통각으로서 지성, ‘ ’
의 자발성 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나 를 인식할 수 ‘ ’ , ‘ ’
있는 객관적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142) 칸트는 우리가 지성적 직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이 , 감성적 직관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143)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규 , ‘ ’
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관의 형식을 거쳐야하며 그것은 다름 , , 
아닌 내감으로서의 시간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점에서 시간을 규정과 규. 
정되지 않은 것과 구별되는 세 번째 논리치인 규정 가능성의 형식 이라, ‘ ’
고 말한다.144)

즉 규정되지 않은 실존은 오직 시간이라는 형식 안에서만   , 규정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나는 존재한다 가 규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성. ‘ ’ , 
의 자발성이 자기 자신을 내감 시간 의 형식 하에서 촉발하는 한에서만 ( )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자발적 지성에 의해 촉발되는 수동적 . , 
자아는 그러한 자신의 사유 자신의 지성 자신이 나 라고 말하기 위해 , “ , , ‘ ’

141) DR 116/202.
142) KrV, B428.
143) KrV, B154.
144) DR 1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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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하는 것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지
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느낀다, .”145) 수동적 자 
아는 자발적 지성에 의해 촉발되지만 내감을 촉발하는 지성의 활동과, , 
지성에 의해 촉발되는 수동적 자아는 분명히 구별되기 차이나기 때문이( ) 
다.146) 칸트는 이러한 사태를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내감에 대해서 . “
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내적으로 , , 우리 자신에 의해 촉발되는  
대로만 우리 자신을 직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 . , 
는 내적 직관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의 주관을 오직 현상으로서만 인식, 
하지만 주관 자체인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한
다.”147) 즉 나 는 언제나 시간의 형식 하에 촉발되는 한에서만 자신을  , ‘ ’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존재하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나, . ‘ ’
는 기존의 이성 심리학이 가정하던 것처럼 자기 자신 자체를 온전히 인
식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라 오직 현상 으로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에 , ‘ ’
불과하다 들뢰즈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으며 언제. , 
나 수용적 직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나 를 균열된 나 라고 혹‘ ’ ‘ (Je fêlé)’ , 
은 권리적 차원의 분열증 이라고 말한다‘ ’ .148) 그리고 이처럼 나는 생각 , ‘
한다 의 초월론적 통각이 가지는 동일성을 해체시키는 시간의 형식을 초’ ‘
월론적 차이 라고 부른다 우리는 앞서 들뢰즈가 제시한 초월론적 장에서’ . 
는 어떠한 자기동일적 주체 통각 도 전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에 ( ) , 
따르면 칸트의 코기토 이론에서 이미 이러한 측면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
다. 

들뢰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이 균열된   “
나는 사유의 무의식에 해당한다 고 말한다” .149) 사유 나는 생각한다 안 (‘ ’) 

145) DR 117/203.
146) 들뢰즈는 랭보의 나는 타자이다 라는 시구가 이러한 칸 ‘JE est un autre( )’

트의 코기토 이론을 정확하게 표현해준다고 말한다.(Gilles Deleuze, 
translated by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On four poetic 
formulas which might summarize the Kantian philosophy”, Kant’s Critical 
Philosophy, The Athlone Press, p. .)ⅸ

147) KrV, B156.
148) DR 82/149.
149) DR 25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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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직 스스로에 의해 완전히 사유되지 못한 애매하고 어두운 바탕, 
타자 로서의 나 사유의 배면 이 항상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사유‘ ’ ‘ ’, ( ) , 背面

의 무의식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규정 가능성의 형식인 시간이 주체 내. 
부에 도입됨에 따라 주체는 무의식을 소유하게 된다 들뢰즈는 무의식적 , . 
주체인 균열된 나 와 관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
념 미분적 무의식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처럼 주체의 균열을 낳고 무( ) . 
의식을 끌어들이는 시간의 형식은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이념들이 , 점진
적으로 규정되는 그 시간을 가리킨다. 

정확히 말해서 이념들은 바로 코기토의 사유들 사유의 미분들  “ , 
이다 또 코기토 배후에는 어떤 균열된 나 가 있고 이 나는 자신. ‘ ’ , 
을 가로지르는 시간의 형식에 의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쪼개져 
있다 그런 한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념들은 그 균열의 틈바. . 
구니에서 우글대고 있고 그 균열의 가장자리로 계속 기어나오고 , 
있다 이념들은 그 틈바구니의 안팎을 끊임없이 드나드는 가운데 .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150) 

들뢰즈는 칸트의 주체 이론 내에서 비 개념적 차이 이념 로 개방되는   - ( )
무의식적 주체 균열된 나 를 바라보고 있다 칸트는 이성 신학을 법정(‘ ’) . “
에 세울 때 동시에 나는 생각한다 의 순수 자아 안에 일종의 불균형 틈, ‘ ’ , 
새나 균열 권리상 극복 불가능한 어떤 권리 소외를 도입한다 즉 주체는 , . 
이제 자신의 고유한 자발성을 오로지 어떤 타자의 자발성으로서밖에 표
상할 수 없다 순식간에 우리는 어떤 권리적 차원의 분열증에 빠져들……
고 있는 셈이다 이 분열증은 사유의 지고한 역량을 말해주고 있으며 모. , 
든 개념적 매개와 화해들에 반하여 차이 위에 존재를 직접적으로 개방하
고 있다.”151) 그리고 들뢰즈는 이처럼 수동적 자아와 균열된 나의 이  , “
상관관계를 통해 비로소 초월론적인 것의 발견이나 코페르니쿠스적 혁
명의 요소가 구성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한다” .152) 초월론적 영역은 의식  

150) DR 220/373.
151) DR 82/149.



- 64 -

주체의 동일성이 나타나기 이전에 성립하는 무의식의 장 인데 칸(champ) , 
트의 주체 이론에서 어렴풋이 나타난 이 지점이 바로 그의 코페르니쿠‘
스적 혁명 이 가지는 참된 의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 .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라는 공통감을 도입하여 동일성을 가진 주체
를 복구시킴으로써 자신의 초월론적 철학이 배태 하고 있던 이러한 , ( )胚胎
요소를 또한 사산 하고 있는 것이다( ) .死産 153) 따라서 들뢰즈가 자신의  ,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을 말한다면 그것은 칸트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 , 

의 초월론적 철학에 내재한 바로 그 요소 를 끄집어내어 칸트가 멈춘 ‘ ’ , 
지점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2) 필자 강조 DR 117/204, .
153) 들뢰즈는 이와 관련된 칸트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술한다 데 . 
카르트의 연속창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의 단일성은 나의 동일성을 보증, 
하는 것이었으며 이 둘은 상호 보충하는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칸트는 , . , 
순수이성비판 의 변증론에서 이성 심리학과 이성 신학이 이성의 부당한 『 』

사용이라고 고발하고 그 결과로 신의 사변적 죽음 과 나의 균열 이 도래하“ ” “ ”
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는 칸트가 실천이성비판 에서 신 과 . , ‘ ’『 』
나 를 실천적 차원에서 부활 시키며 사변적 영역에서조차 새로운 형식의 ‘ ’ “ ” , “

동일성 능동성을 띤 종합적 동일성을 통해 그 균열은 곧바로 메워진다 고 , ”
말한다 우리는 사변적 영역에서 균열이 메워진다는 것이란 곧 공통감 을 통. ‘ ’
한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라는 점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쉽게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DR 1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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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문제4. 

문제 초월론적 지평4.1. : 

칸트는   감성의 조건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이념 이라고 불렀다 유한한 인간은 감성을 경험의 필수‘ ’ . 
불가결한 조건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념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경험과 인, 
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이념의 의미를 . 
수용하면서도 마이몬을 참조하면서 이념을 , 감각의 발생 원천인 무의식
의 대상으로 다시 끌어들인다 물론 이념적 요소들은 감각될 수 있는 것. 
이 아니지만 그것들의 관계가 규정됨으로써 의식에 비로소 대상들이 나, 
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념을 다시 경험의 . , 
조건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무의식의 애매하고 어, 
두운 바탕으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칸트가 줄곧 주장했던 인간의 , 
유한성 테제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념을 무의식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념이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 
것이라면 그것을 객관적 실재 라고 할 수 있는가 칸트에 따르면 이념, ‘ ’ ? 
을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성의 월권에 해당한다 우. 
리의 인식은 오직 감성의 직관과 지성의 개념이라는 조건 안에서만 성립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만 객관적인 대상을 규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대상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개념이 적용. , 
될 수 있는 감성적인 내용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이념이 감성에 주어질 .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념을 객관적인 실재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 . 
이 칸트의 비판이 가지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의 직관. 
과 지성의 개념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객관적인 대상이 규정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는 것 즉 이념은 어떠한 점에서도 객관적인 대, , 
상으로 규정될 수 없다 우리는 인식의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 다시 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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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능력들이 가지는 권리의 유효한 영역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 
넘어서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고발되어야 한다 칸트는 이러한 맥락에. 
서 이념을 문제 혹은 문제적인 개념이라고 불‘ (Problem)’ ‘ (problematisch)’ 
렀다. 

한 개념이 모순을 함유하지 않고 그 개념의 객관적 실재성  “ ……
이 결코 인식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나는 문제적인 개념이라고 
부른다.”154)

왜냐하면 최대한의 것이라는 개념인 이념은 구체적으로는 그것  “
에 합치하는 것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순전히 사변적인 이성의 사용에서 후자가 본래 전 의도이지만 실, 
행에서 결코 이를 수 없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개념이 전
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 
그 개념은 ‘ 오직 이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 . 
모든 현상들의 절대적 전체는 ‘ 오직 이념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결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없으므. 
로 그것은 아무런 해결도 없이 , 문제로 남아 있으니 말이다.”155)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가 이념을 문제라고 부르는 것    , 
의 의미는 먼저 그것이 우리의 감성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 
관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념이 가진 진면. 
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칸트가 이념을 문제적인 규정될 . , (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념을 인식을 위해 완전) , 
히 폐기해야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유에 있어서 이념의 . 
어떠한 역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념과 관련된 능력인 이성 ,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착수한 이성의 비. , 
판 작업은 이성의 월권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 , 

154) KrV A254/B310.
155) KrV A328/B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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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성의 정당한 사용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작업이기도 하‘ ’ 
다 물론 칸트는 이성의 적극적인 권리를 실천적 차원에서 발견한다 그. . 
러나 칸트는 인식에 있어서도 순수 이성의 이념들에는 여전히 정당한 , 
사용 방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이념들의 규제적 사용 이다 이, ‘ ’ . 
념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대상의 인식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 ’ . 
불구하고 초월론적 이념들은 훌륭하고 불가결한 필연적인 규제적 사용, “ , 
곧 지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노려 그의 모든 규칙들의 방향선들이 한 점
에 모이는 모종의 목표로 향하도록 하는 사용을 갖는다, .”156) 대상을 구 
성하는 것은 오직 지성의 개념이 가지는 역할이지만 지성이 내리는 판, 
단은 항상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념을 통해서 비로. 
소 대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인식들에 체계적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념과 관계하는 능력인 이성의 역할인 것이다, . 
칸트에 따르면 이념은 우리의 경험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바로 이 , , 
이념을 토대로 우리는 가능한 경험을 넘어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 . 

그것 이념 은 전적으로 가능한 경험의 한계 밖에 놓여 있기에  “ [ ] , 
지성개념들이 실제로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 하나의 점이기
는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 점은 지성개념들에게 최대한의 외. 
연 확장과 더불어 최대한의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한다 다……
시 말해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경우에 지성을 모든 주어진 경험 즉 , (
가능한 전체 경험 부분 을 넘어서 그러니까 또한 가능한 한 최대) , 
로 확장하여 세우고자 한다면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다, .”1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덧붙이는 사항은    , 
이념은 오직 규제적인 지위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념은 지성의 인식들. 
이 체계적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 
경험의 대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158) 다시 말해 이념은 객관적 

156) KrV A645/B673.
157) KrV A644/B672.
158)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이념을 허초점 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것은  ( ) . 虛焦點
볼록 거울이나 오목렌즈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된 빛이 모이는 초점이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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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념은 의식에 재현 표상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 ) . 
러나 이념은 마치 그것으로부터 재현 표상 의 대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 )
가정되며 이를 통해 그것들은 비로소 의미 있게 체계적 통일성 하에 , ─
조직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칸트가 사
용하는 지평 과 초점 의 비유를 자주 언급한다 지성의 개(horizon) (foyer) . “
념들은 경험 바깥의 어떤 이상적인 초점으로 수렴하는 선들 위에 조직
화되거나 자신들을 모두 끌어안는 어떤 상위 , 지평 바탕 위에 반영되어 
야 한다 그와 같은 초점들 그와 같은 지평들이 이념들이다. , .”159) 가능한  
경험의 대상은 아니지만 동시에 가능한 경험을 통일하는 원리로서의 이
념 칸트는 이것을 문제 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 이념 을 그 , ‘ ’ . “ [ ]
자체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 문제로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160) 그는 이념이 규제적으로 사용되는 과정 다시 말해 이념이  , 
문제로서 가지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또 한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오로지   “ 문제 있게 가정되고 순전 , 
한 이념일 따름이다 특수한 것은 확실하나 이 결과를 위한 규칙. , 
의 보편성은 아직 문젯거리다 그래서 모두 확실한 다수의 특수한 . 
경우들이 규칙에 준하여 혹시 이 규칙으로부터 유래한 것은 아닌
가 하고 탐색된다 이런 경우 만약 제시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 , 
경우들이 그로부터 나온 것 같은 외양이 있으면 규칙의 보편성이 , 
추론되고 나중에는 이 규칙으로부터 그 자체로는 주어지지 않은 , 
모든 경우들 또한 추론된다.”161)

그러나 이념이 이처럼 인식에서 규제적 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실재로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념은 단지 , . 
인식의 내용들을 통일하는 원리로서의 역할을 가질 뿐 그것이 실제로 , 
인식 대상을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은 구성적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적인 초점이기 때문이다‘ ’ . (KrV A644/B672)
159) DR 219/371.
160) 필자 강조 KrV A647/B675, .
161) 필자 강조 KrV A647/B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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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규제적 원리로서 타당한 것이다, .”162) 물론 때 
때로 칸트는 이념에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 
경우에도 칸트는 이념은 지성이 직관에 자신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대
상을 구성한 것과 같은 수준의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끊임없이 주의
를 요한다 칸트의 설명을 따른다면 이념이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 , 
말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규제적인 지위에 제한된 한에서만 그, 
런 것이라는 점을 항상 함께 새겨야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그것들. “
에게 규제적 사용을 그리고 그와 함께 , 약간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규제적 사용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163) 칸트는  
여기서 분명히 이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약간 의 객관적 타당성이라고 “ ”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성의 개념이 직관의 잡다를 통일함으로써 구, ‘
성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객관적 타당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칸’ . 
트는 이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순수 이성의 원칙들도 이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 실재성을 가질   “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상에서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 
아니라 오히려 그에 의해 지성의 경험적이고 규정된 경험사용이 , 
일관된 통일의 원리와 가능한 한 연관되고 그로부터 도출됨으로, 
써 자기 자신과 일관되게 합치될 수 있는 방법절차만을 지시하기 , 
위해서이다.”164) 

칸트는 이처럼 이념의 객관적 타당성이란 객관의 성질로부터가 아니라   
이성의 관심으로부터 취해 온 모든 주관적 원칙 이라는 점에서 이념을 “ ”
이성의 “ 준칙 이라고 부르고 이 준칙은 어떤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가 ” , 

아니라 오직 지성인식들의 체계적 통일을 위한 길을 마련 하기 위한 것“ ”
에 불과하다고 말한다.165) 칸트는 이념과 관계하는 능력인 이성에게 인 
식과 관련한 모든 입법적인 역할을 박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 

162) KrV A674/B703. 
163) 필자 강조 KrV A664/B692, .
164) KrV A666/B694. 
165) KrV A666/B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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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규제적인 원리와 관련하여 이성의 소극적인 역할은 남겨두며 이를 , 
이성의 가언적 사용 이라고 부른다“ ” .166) 이는 사실 판단력비판 에서  『 』

칸트가 적극적으로 개진할 반성적 판단력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성의 가언적 사용 혹은 반성적 판단력은 모두 그것이 . , 객관적인 
실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 주관적인 반성에만 관련되는 것이 
며 따라서 이념의 객관적 실재성은 다만 주관에 의해 가정될 수 있을 , 
뿐이다.

들뢰즈는 칸트를 따라 이념을 문제라고 부르며 이 둘을 거의 동의어  , 
로 사용한다 그는 끊임없이 이념과 문제의 동일성. “ ”167)을 주장하고 이, ‘
념 문제 라는 표현도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칸트의 이- ’ . ‘
념 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칸트가 그것을 문제적인 것으로 부르는 만든 ’ , 
특성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적인 이념의 .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경험들의 체계적인 통일? 
성을 가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통일성은 개별적인 경험들, 
이 성립하는 지평이나 초점에 비유된다 이념 자체는 재현 표상 되지 않. [ ]
지만 그 이념 안의 대상에 힘입어 우리는 다른 대상들 경험의 대상들, “ ( )
을 재현 표상[ ]”168)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능한 경험의 대상은 . , 
아니지만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이 마치 그것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지평, ‘ ’ 
으로서 가정되는 것이다 들뢰즈가 마이몬을 참조하며 칸트의 이념을 감. 
성적인 것의 무의식적 발생 원천으로서 재해석할 때 그는 이념의 이러, 
한 특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칸트의 문. 
제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칸트는 처음으로 문제적인 것을 일시- . “
적 불확정성이 아니라 이념의 고유한 대상으로서 그리고 발생하고 소멸, 
하는 모든 사물에 필수불가결한 지평으로서 이해했다.”169)

그러나 들뢰즈가 칸트와 갈라지는 점은 이념을 규제적인 원리에 한정  ,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문제적인 이념이 일종의 주관적 상태로 . 

166) KrV A647/B675.
167) DR 242/408.
168) DR 220/372.
169) LS 70/126.



- 71 -

환원되지 않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칸트가 이념을 객. 
관적 실재로서 규정될 수 없다고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뢰즈는 이념, 
이 전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상호적 규정과 완결된 규정, ─
다시 말해 점진적 규정 이러한 점에서 실재에 속한다고 말한다‘ ’ .─ 170) 그 
리고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이념 문제에 대한 이론은 존재론의 부활-
을 알린다고 말한다 들뢰즈는 이념을 칸트처럼 주관적인 원칙 준칙에 . , 
한정하지 않고 주관 너머의 객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칸, . 
트는 이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규제적 원리에 제한하였지만 들뢰즈는 이, 
러한 제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들뢰즈를 다시 고전적인 형이상학자. 
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가 이념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 
새로운 존재론을 전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70) 물론 칸트 역시 이념의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념은 객관적 실재로 . 
서는 규정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혹은 지성의 개념과의 유비를 통해서 , ‘ ’,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이념의 규정에 개념. 
의 동일성을 다시 끌어온다 개별 사물들의 온갖 잡다함이 . “ 종의 동일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또 다양한 종들은 단지 소수의 , 유들의 상이한 규정들
로 그러나 이 유들 역시 더 고차의 , 문들의 상이한 규정들로 취급되어야……
만 한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경험적 개념들이 더 고차의 그리고 더 , 
보편적인 개념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한에서 이는 ”(KrV A651/B679) ……
사실 칸트가 이념을 이성개념 으로 정의한 것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할 수 있‘ ’
다 지성의 범주가 직관의 잡다를 통일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성은 범주에서 . , “
사고되는 종합적 통일을 단적인 무조건자에게까지 끌고 가려 추구 하며 이” , “
것을 현상들의 이성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필자 강조.”(KrV A326/B383, .) 
칸트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념에 있어서 역시도 차이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동일성을 여전히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와 달리 들뢰즈는 이념. 
이 점진적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미분 을 통해 설명한다 우리가 이미 앞서 ‘ ’ . 
살펴본 바 들뢰즈가 말하는 이념의 점진적 규정은 어떠한 동일성도 전제하, 
지 않은 상태의 요소들 이념적 요소 차이소 인 관계를 , (le différent) dx, dy─ ─
형성하는 것을 통해 오직 미분비 상호적 규정 와 특이성 완결된 규정 이 규( ) ( )
정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분화의 과정 점진적 규정이 재현 표상 이하의 . , ( )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념의 고유한 조직화였다 는 이에 . Daniel  W. Smith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칸트의 이념이 통합하고. “ , , 
총체화하고 조건화한다면 들뢰즈에게 이념은 다양하고 미분적이, , (multiple), 
며 발생적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와 들뢰즈의 철학에서 이념 이 가, .” ‘ ’
지는 체계적 통일성의 성격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aniel W. 
Smith, “Deleuze, Kant, and  the Theory of Immanent Ideas”, Essays on 
Deleuz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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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먼저 상기해두어야 할 것은 이 물음 문제의 복합체가   “ -
전적으로 현대적 사유의 성취에 속하고 또 이런 성취의 기저에는 , 
존재론의 부활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복합체는 더 . 
이상 예전처럼 앎의 재현 안에서 거론되는 어떤 잠정적이고 주관
적인 상태의 표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 존재로 향한 
탁월한 지향성 혹은 존재가 고유한 의미에서 응답하고 있는 유일, 
한 심급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틀과 물음은 어떤 초월론적 지평……
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방식으로 존재자 사물 사건. ‘ ’ , , 
들 등에 속하는 초월론적 초점인 것이다.”171) 

들뢰즈는 이념을 또한 구조 라고 부른다 구조주의에서 말  ‘ ’(structure) . 
하는 구조 란 각각의 항들이 자기 고유의 기능을 가지지 않고 오직 오‘ ’ , , 
직 변별적 관계 미분비 하에서만 자신의 기능을 부( , rapport différentiel) 
여받는 것이기 때문이다.172) 이념은 구조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 .……
그것 구조 은 미분적 요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다양하되 정위 불가능한 [ ]
연관 체계이고 ”…… 173) 그러나 들뢰즈는 이념 문제 구조를 존재론의 맥 - -
락까지 확장하여 사용함으로써 생물학 언어학 사회학 물리학 등을 그 , , , , 
예시로서 언급한다 이 때 생물학적 구조 이념 로부터 현실적인 생명체. ( )
가 언어학적 구조로부터 현실적인 언어가 사회학적 구조로부터 현실적, , 
인 사회가 발생한다 따라서 들뢰즈가 말하는 이념은 마치 그것으로부터 . 
경험의 대상들이 솟아나는 지평으로 가정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 ’ , 
험의 대상들이 발생 하는 지평인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말하는 문제‘ ’ . 
적인 이념은 더 이상 인식을 위한 규제적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 
사유가 실제로 지향하는 객관적 사태를 또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 . 

문제적인 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특별히 중요한 종류의 어떤 주“‘ ’
관적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이런 활동들이 공략하. 

171) 필자 강조 DR 252/422-423, . 
172) 김상환 데리다의 글쓰기와 들뢰즈의 사건 구조주의 수용의 두 양상 , : , 「 」

기호학연구 제 집29 , 2011, p.14.『 』 
173) DR 23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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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객관성 그 자체의 차원을 의미하기도 한다.”174)

그런데 이념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실재의 객관  , 
적 구조일 수도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이념 은 어떠한 맥락에서 주관? , ‘ ’
적 영역과 객관적 영역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실재의 ? , 
객관적인 구조로서의 이념은 오직 무의식을 통해서만 현시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념은 의식적 경험에 재현 표상 되지 않는다 이념은 오직 우리. [ ] . 
가 의식적 차원을 벗어나는 지점에서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념은 무의식이면서 동시에 실재의 객관적 구조에 해당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를 우리가 앞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서술한다면 이. , 
념은 자기동일성을 가지는 의식 주체가 아닌 오직 균열된 나 와(Je fêlé)
만 관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들뢰즈의 문장은 이념의 이러. 
한 이중적 의미를 보여준다.

정확히 말해서 문제적인 이념들은 자연의 마지막 요소들인 동  “
시에 미세 지각들의 대상 의식 이하 차원의 대상이다 그런 까닭, . 
에 배움 은 언제나 무의식의 단계를 거치고 언제나 무의식 속에서 ‘ ’
일어나는 것이며 그런 와중에 , 자연과 정신 사이에 어떤 깊은 공
모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175)

부차모순과 사건4.2. 

들뢰즈는 칸트의 맥락을 활용하여 이념을 문제 라고 부른다 그리고   ‘ ’ . 
만약 사유가 무의식적 이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유란 , 
무의식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문제로서의 . , 
이념은 구성되는 것이면서 또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념 문제는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인 과제로서 주어지는 것이 - ‘ ’ 
아니라 특정한 , 상황과 경우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서 비로소 

174) DR 219/371.
175) DR 2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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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는 것이다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 . “
히려 거꾸로 이념과 문제의 동일성이고 철저하게 문제적인 이념의 특성, 
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들이 자신의 조건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 
방식 그래서 , 이념들의 종합이 끌어들이는 상황적 요구들에 따라 문제
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결정되는 방식이 중요한 것
이다.”176) 이념들은 자신의 유동적인 종합을 규정하는 조건들에 따라  “
객관적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부숴진다.”177) 따라서 사유의 발생 과정 , 
이 온전히 설명되기 위해서는 이념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무엇, -
인지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초월론적 장  (champ 
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들뢰즈는 초월론적 장을 도입함으transcendantal) . 

로써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개편시키고자 한다 우리. 
가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들뢰즈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주된 , 
대립 지점은 바로 사유하는 의식 주체 의 설정 여부에 있다 들뢰즈가 ‘ ’ . 
사유의 발생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초월론적 장은 어떠한 주체도 가정하
지 않으며 이것은 곧 칸트가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심급으로 제시한 초, 
월론적 통각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초월론적 통각은 자기동일성을 가지는 의식의 주체로서. , 
자신의 선험적 개념을 통해 직관의 잡다를 통일함으로써 대상을 구성하
는 주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각은 사유하는 주체의 동일성일 뿐만 . , 
아니라 대상의 동일성을 보증하는 심급이기도 하다, .178) 따라서 초월론적  
장에서 통각을 더 이상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출발점에서 동, 
일성을 가지는 사유 주체와 사유 대상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들뢰즈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다시 말, ‘ ’, 

176) 필자 강조 DR 242/408, .
177) DR 242/407.
178)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 표상들의 잡다만을 다룰 수밖에 없고 이 표 “ , 

상들에 대응하는 저 대상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표상들과는 구별되는 어X( ) , 
떤 것일 터여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므로 저 대상이 필연적으로 , , 
이루는 통일성은 다름아니라 표상들의 잡다의 종합에서의 의식의 형식적 통
일성일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KrV A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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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월론적 철학의 의의 는 모든 동일성이 배제된 차이의 영역으로부‘ ’ , 
터 사유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에 있다. 

초월론적 장에서 더 이상 사유하는 주체의 동일성 그리고 그것을 통  , 
해 구성되는 대상의 동일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 
그것은 우리가 줄곧 논의했던 이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의 가장 중‘ ’ . 
요한 특징은 어떠한 동일성도 선재 되지 요소들 사이의 미분비, ( )先在

를 통해 점진적 규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rapport différentiel) . 
러한 미분화 과정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은 전 개체적 특(différentiation) -
이성 들이었으며 바로 이 특이성들이 사유하는 주체를 대체(singularité) , 
하여 초월론적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특이성들의 방출들. “ , 
주사위 던지기 유형의 방출들이 곧 주체가 배제된 초월론적 장‘ ’ (un 

을 구성하는 것이다champ transcendantal sans sujet) .”179)

문제의 구성은 바로 이러한 전 개체적 특이성들이 조합되는 것을 통  -
해서 이루어진다 들뢰즈는 문제를 구성하는 조건인 특이성을 또한 사건. ‘

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본질 과 대립시킨다(événement)’ , ‘ ’ .180) 다양체 “
이념 는 주체나 대상 안의 동일자에 의존하는 것을 결코 묵인하지 않는[ ]

다 이념의 사건과 특이성들 앞에서는 사물의 무엇됨 에 해당하는 본질. ‘ ’
은 결코 들어설 자리도 존속할 수도 없다, .”181) 그렇다면 사건과 본질은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가 먼저 본질은 개념의 동일성을 통해 규정되? , 
는 것이라면 특이성 사건 은 어떠한 동일성도 가지지 않는 이념적 요소, ( )
들의 미분적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 
특이성들은 다른 특이성들과 연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계열들, 
을 생산한다는 것에 있다.182)

179) RF 327/528.
180) 다음의 문장에서도 들뢰즈가 본질을 특이성 사건과 대립시킨다는 것을 알  -

수 있다 플라톤주의를 전복하는 것 그것은 먼저 본질을 박탈하고 그것을 . “ , 
특이성들의 분출로서의 사건들로 대체하는 것이다.”(LS 69/124) 

181) DR 248/416.
182) 의미의 논리 에서 들뢰즈는 사건 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 ’ , 『 』

맥락으로 사용한다 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우리가 논의했듯이 사건은 특이성들을 가리킨다 이상적 사건이란 무. “ (idéal) 
엇인가 그것은 곧 특이성이다 특이성들은 참된 초월론적 사? .”(LS 6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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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특이점은 모든 규칙적인 점 위에서 또 다른 특이성에 인  “
접하게 될 때까지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계열을 생산한다 이러한 . 
의미에서 특이성들은 이상적인 사건들 이다(événements idéaux)
.”183)

각각의 특이성은 규정된 방향에 따라 다른 특이성의 근방으로   “
확장되는 한 계열의 원천이다.”184)

이처럼 전 개체적 특이성 이상적 사건들이 접속되어 계열들을 이루  - , 
고 이 계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곧 문제가 형성되는 과정이며, , 
이러한 점에서 사건들은 오직 문제들과 관련되며 문제의 조건들을 정“ , 
의한다.”185)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가 제시하는 수영의 사례는 주목해볼 
만 하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 . 
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신체가 가진 특이성 사건 들은 물을 이‘ ’ , ( )
루고 있는 특이성 사건 들과 합성되어 어떤 문제 가 형성된다 수영을 ( ) ‘ ’ . “
배운다는 것은 곧 우리 신체의 어떤 특이점들을 객체적인 이념의 특이점
들과 결합하여 어떤 문제의 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186) 즉 수영을 배 , 
운다는 것은 이처럼 특이성들이 조합되어 형성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 ‘
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특이성들의 ’ . , 
조합을 통해 형성된 문제를 포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배울 , 
수 없고 사유할 수 없을 것이다. 

건들이다 한편 사건은 특이성들이 서로 다른 조합 배치.”(LS 125/195) (2) , , , 
분배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특이성들의 형태 변이나 재분. “
배는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각각의 조합 각각의 배열은 하나의 사건이. , 
다 마지막으로 들뢰즈는 대문자 사건 이라는 용.”(LS 72/129) (3) (Événement)
어 또한 사용하는데 이것은 특이성들의 조합과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심급, 
으로서 역설적 심급 빈칸 우발점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 ’, ‘ ’, ‘ ’(point aléatoire) 
로 사용된다. 

183) ID 139/500.
184) LS 67/123.
185) LS 69/125.
186) DR 2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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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진화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본연의 문제들에 대한 총괄  “
적 이해 특이성들의 포착과 응축 신체와 이상적 사건들의 합성을 , , 
거쳐가기 때문이다 수영을 배운다든가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자. 
신의 고유한 신체나 언어의 특이점들을 어떤 다른 형태나 다른 요
소의 특이점들과 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다른 요소 때문에 우. 
리는 사분오열의 사태에 빠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까지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 문제들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187)

따라서 들뢰즈는 사유를 위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해 를 찾는 것보  ( )解
다 문제의 조건들을 점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시 말해 문제의 조건, , 
을 이루고 있는 특이성 사건들을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
라고 말한다.188) 문제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들뢰즈가 강조하 
는 것 중 하나는 본질에 대한 물음 이것은 무엇인가 으로는 문제를 , (“ ?”)
전혀 포착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문제는 특이성 사건들이 조합되는 구. -
체적인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개념을 통해 규정되는 본질은 지, 
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189) 일자와 다자는 지성의 개념들이고 이 개념들은 매우 느슨한  “ , 
그물코 가령 대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변질된 변증법의 그물, 
코들을 형성한다 이런 느슨한 그물로는 대단히 큰 물고기조차 잡을 수 . 
없다 어떤 추상물의 불충분성을 그 대립물의 불충분성으로 상쇄한다고 . 
해서 구체적인 것을 얻으리라 믿을 수 있는 것일까?”190) 본질에 대한 물 

187) 필자 강조 DR 248/417, .
188) 하나의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무턱대고 찾아내는 대신 해 “ , 

결 가능성의 장들을 점진적으로 한정해 가는 문제들의 조건들을 규정해야 하
고 ”(DR 233/393)……

189) 우리는 앞서 절에서 이념이 종합되는 절차는 어떠한 동일성도 전제하지  2
않은 차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의 동일성을 통한 종합과 , 
전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념의 질서는 개념의 질서와 전적으로 . 
구분되며 따라서 개념을 통해서는 이념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 

190) 특히 이것은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으로 보인 DR 236/398. 
다 헤겔은 변증법의 운동 즉 모순을 통해서 구체적 보편자로 나아가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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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그동안의 철학적 사유를 , “ ?”
정향했던 근본적인 물음이었지만 들뢰즈는 이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 ’ , 
않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념 문제는 어떠한 본질 과도 무관하며 오직 . - ‘ ’ , 
사건 들로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념은 결‘ ’ . “
코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이념의 대상이고 그런 한에서 사건들 쪽에 자. , 
리한다 이념은 정리적인 본질 쪽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건 변용 우. , , 
연들 쪽에 있다 그리하여 이념의 영역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
.”191) 들뢰즈는 문제 의 조건들을 구성하는 이념적 사건들과의 관계 를  “‘ ’ ”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과 관련된 물음은 아무, “ ?”
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이를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경우에, “ ?”, “ ?”, “ ?” 
등의 물음들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들이야 말로 우연 사건. “ , , 
다양체 곧 차이에 대한 물음들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192)

따라서 이 지점에서 들뢰즈에게 중요한 과제는 특이성들이 여러 계열  
들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가 구성되는 방식 다시 말해 문제의 조건, 
들이 규정되는 절차이자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 
는 특이성 사건을 본질과 대립시켰으므로 본질을 규정하는 방법과는 구- , 

을 서술하지만 들뢰즈가 보기에는 헤겔의 변증법이 나타내는 모순의 운동은 , 
여전히 개념에 의해 매개된 운동이기 때문에 구체적 인 것 문제로서의 이, ‘ ’ ─
념 을 포착하기에는 무력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헤겔을 비난하는 것은 그. “―
가 거짓 운동 추상적인 논리적 운동 다시 말해서 매개 에 머물러 있다는 점, , ‘ ’
이다.”(DR 16/41)

191) DR 242-243/408.
192)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매우 독창적으로  DR 244/410. 

해석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는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 “ ?”
했던 물음의 형식이지만 잘 알려졌다시피 대화편 내에서 이 물음에 대한 완, 
결된 정의는 주어지지 않는다 플라톤의 대화편 내에서 본질에 대한 물음은 . , 
항상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플라톤이 이 물음들을 던지. , 
는 이유는 단지 이념의 대상인 어떤 초월적 문제의 미규적 지평을 열어놓“
는 것에 있지 본질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오” , . 
히려 후기 대화편으로 갈수록 새로운 종류의 물음들 정치가 에서는 누(“『 』
가 를 필레보스 에서는 얼마 를 소피스테스 에서는 어디에 와 언제? , ? , ? ?『 』 『 』
를 파르메니데스 에서는 어떤 경우에 를 보게 된다 을 던진다고 말하, ? .”)『 』
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물음 이 갖는 역할을 자신의 방식과 유사하게 해석, ‘ ’
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플라톤 역시 문제로서의 이념 이데아 을 제시한 철학. ( )
자로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DR 243/409; ID 13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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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만 했다 들뢰즈는 본질을 규정하는 방법. 
적 절차인 모순 과 구별되는 부차모순 을 제(contradiction) ‘ (vice-diction)’
시한다 모순의 방법은 본질을 규정하고 그 본질의 단순성을 보존 하는 . “ ”
반면 부차모순은 다양체 이념 와 주제들을 완주하고 서술하는데 적절, “ ( ) ”
하기 때문이다.193) 즉 부차모순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특이성 사건들 , -
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뢰즈가 만들어낸 부차모순 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 ? 
그런데 들뢰즈가 부차모순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것은 라
이프니츠의 철학이다 물론 들뢰즈가 이념을 미분적 무의식으로 설명했. 
을 때 이념 문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라이프니츠의 철학, -
을 끌어들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부차모순이 본질이 . , 
아닌 사건을 다루는 방법이라면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비 본질주의를 보, -
여준다는 것인가 들뢰즈는 과감하게도 그렇다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라? , 
이프니츠의 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사뭇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으로부터 모순과 . 
대비되는 부차모순의 방법을, 사건의 논리학을 적극적으로 길어오고 있
기 때문에 들뢰즈가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해석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진리관을 토대로 개체 의 개념을 이끌어낸다 그  ‘ ’ . 
의 진리관이란 참인 명제에서 술어는 언제나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194) 이는 모든 참인 명제가 분석적 참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독창적인 관점은 개체 역시 개념으로 보며. , , 
위의 주장에 따라 개체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이 이미 개체 개념 안에 ,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195) 다음의 문장을 보자 .

193) DR 245/412.
194) 참인 명제에서 술어 개념은 언제나 주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빌헬름 라이프니츠 앙투안 아르노 이상명 옮김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 · , , 『

서신 아카넷, , 2015, p.116.)』
195) 개념은 통상 일반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의 개체 가 그것에 상응 . , ‘ ’

하는 개념을 갖는다는 생각은 라이프니츠의 고유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80 -

알렉산더의   “ 개체 개념 또는 알렉산더 바로 그를 인식하는 신은  
그 속에 동시에 예를 들어 그가 다리우스와 포루스를 격파할 것이, 
라고 하는 사실과 같이 알렉산더에 관하여 실제로 진술될 수 있는 , 
모든 술어의 기초를 본다 알렉산더의 영혼 속에는 항상 그에게 ……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의 결과들과 그에게 언젠가 일어날 모
든 것들에 대한 전조들 그리고 심지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들의 흔적이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196)

개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해 그 개체를 주어로 갖는 술  , 
어들은 개체가 가지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짓다 는 아, . ‘ ’
담이라는 개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루비콘 강을 건너다 는 시저, ‘ ’
의 개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개체가 겪을 모든 . , 
것들이 이미 개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개체가 가지는 모든 , 
속성을 본질적 속성 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라이프니츠는 만‘ ’ ? 
약 해당 개체에서 하나의 속성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 
그 개체와 동일한 개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가 라는 것이 확실. “A B
하다면 가 아닌 것은 더 이상 도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가 , B A . A 저‘ ’를 
가리키고 가 , B 이 여행을 할 것‘ ’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이 여행을 하지 , ‘
않을 것 은 제 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197) 이러한 라이프 
니츠의 서술을 따를 때 그는 개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속성을 해당 , 
개체의 동일성 정체성 을 구성하는 본질적 속성 으로 본다고 할 수 있( ) ‘ ’
다.198) 

이러한 점에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초본질주의적 입장  , ‘ ’
으로 이해된다 속성을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으로 나누고 본질적 . , 
속성만을 개체의 정체성과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성이 개체의 ,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196) 빌헬름 라이프니츠 윤선구 옮김 형이상학 논고 아카넷 절 필 , , , , 2010, 8 , 『 』
자 강조. 

197) 빌헬름 라이프니츠 앙투안 아르노 앞의 책 · , , p.116.
198) 박제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 , , 2013, p.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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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어째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비 본질주의를 보고 있는 것인-
가 들뢰즈가 주목하는 것은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 교환이다? .199)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 논고 의 요약본을 아르노에게 보내고 아르노, 『 』
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부탁하는데 아르노는 바로 이 개체 개, 
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라이프니츠처럼 개체의 무한한 본질. 
적 속성을 인정할 경우 신에게는 세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창조할 자유, 
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점이 아르노의 비판의 요지다. 

아담의 개체적 개념은 그가 아이들을 몇 명 가질 것인지 포함  “
하고 이 아이들 각각의 개체적 개념은 그들이 행할 모든 일과 그, 
들이 가지게 될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고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 
이로부터 저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에. 
게는 아담을 창조할 자유가 있었거나 창조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
다 하지만 신이 아담을 창조하려 했다고 가정할 때 그 이후 인류. , 
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운명적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났어야만 
하고 또 일어나야만 한다 혹은 신이 아담을 창조하려 했다고 가정. 
할 때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어쨌든 신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 
다.”200)

라이프니츠는 개체 개념이 개체가 겪을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 개체 개념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 
데 이처럼 우주 전체가 하나의 개체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은 아, ‘
담 이라는 개체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후에 세계에서 일어날 ’ , 
모든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아르노의 비판의 요지는 신이 아담이라는 개체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을 , 
때 이후에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사실상 신의 결정에 독립적인 , 
것이 된다는 것 따라서 그 이후의 사건들은 신의 의지에 의해서 세계가 ,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9) PLB 85/118.
200) 빌헬름 라이프니츠 앙투안 아르노 앞의 책 · ,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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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아르노의 이의제기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답변에 주목한다  .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신이 특정 개체를 창조하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 
세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신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특정한 개체 . , 
개념이 아니라, 일어날 사건들의 무한한 연결로서의 세계 전체다. 라
이프니츠의 가능세계론 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더욱 명백한데 신이 여‘ ’ , 
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그는 여러 개체 개념들을 비교하, 
면서 예를 들어 죄를 짓지 않는 아담과 죄를 지은 아담을 비교하며 선, ─
택하는 것 창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 세계들을 비교하면, ─
서 창조를 결정하는 것이다.201) 위의 아르노의 비판에 대한 라이프니츠 
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이것은 비록 아담의 개체적 개념이 그 인간사를 포함할  “
지라도 아담의 개체적 개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 
개체적 개념에도 포함되고 이 모든 우주의 개념을 결정하며 따라, 
서 아담의 개념뿐 아니라 이 우주의 다른 모든 개체적 실체의 개
념도 결정하는 신의 계획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신의 
결단들이나 계획들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체적 실체가 특정한 관계에 , 
따라 자신이 일부인 전 우주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202)

신은 개체를 창조하기에   앞서 자신의 지성 속에서 무한히 많은 가능 

201) 다음의 문장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다면  . “ ‘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신이 원했다는 것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나의 대답은 ’ . 
그런 귀결은 부정한다는 것이다 신이 원했던 것은 아담이 죄를 짓게 되리라. 
는 귀결을 알고 있었던 그 연결이다 빌헬름 라이프니츠 이상명 옮김 선.”( , , 「
택에 있어서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하여 자유와 운명에 관한 대화 , 」 『
외 책세상 만약 신이 아담이라는 개체만을 고려하여 선택했, , 2011, p.44.) 』
다면 신은 원죄를 짓는 아담을 선택 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 ’ . 
러나 라이프니츠는 신은 이 세계에서 아담이 원죄를 짓는 것은 알았지만 그, , 
것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는 이 세계 아담이 죄를 짓는 , ‘ ’(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무한한 연결 를 원했다)
는 것이다.  

202) 빌헬름 라이프니츠 앙투안 아르노 앞의 책 필자 강조 · , , p.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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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들을 만들어내고 개체는 그 이후 하나의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 
관점으로서 비로소 창조된다 .203) 들뢰즈는 이처럼 세계의 계열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전 개체적 특이성이자 사건 이라고 해석한다 특이성 사건은 - ‘ ’ . -
개체가 발생하기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전 개체적일 수 있으며 그것- , 
들은 서로 조합되고 연결되어 개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계열들을 이
루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신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하거나 또는 아담이 죄지을 것을 인  “
식할 각오를 하고 아담을 먼저 만들지 않았다 그는 아담이 죄를 , : 
짓는 세계를 창조하며 또한 이것을 표현하는 모든 개체들 안에 이 , 
세계를 포함시킨다 우리는 일련의 변곡들 또는 . 사건들로서의 세
계에서 출발한다: 세계는 특이점들의 순수한 방출이다 예를 들어 . 
세 개의 특이점이 있다 최초의 인간인 것 기쁨의 정원에서 사는 . , 
것 자신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를 갖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네 , . 
번째로 죄짓는 것 이러한 사건 특이점들은 평범한 점들 또는 정. - ‘ ’ ‘
규적 점들 과 관계한다’ .”204) 

개체가 발생 창조 되기 이전에 세계는 전 개체적인 특이성이자 사건  ( ) , -
들이 여러 계열들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는 하나에서 다. “
른 하나로 이어지면서 특이점들 주위에서 수렴하는 무한히 많은 계열이
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다.”205) 그러나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건들이 계열을 만들고 하나의 가능세계를 형성되는 것, , 
다시 말해 특이성들이 조합되는 것은 어떠한 모순의 절차도 따르지 않는

203) 왜냐하면 신은 말하자면 그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산출하려고  “ , 
하는 일반적인 현상들의 체계를 모든 측면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방식으로 
이리 돌리면서 그의 전지한 능력이 도달하지 못할 어떤 관점도 존재하지 않, 
는 까닭에 세계의 모든 측면을 모든 가능한 방식에 따라 관찰하는데 각각 , 
특정의 위치에서 바라본 우주에 대한 이러한 모든 조망들의 결과가 신이 그, 
의 생각을 실현하여 이 실체를 창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 
우주를 이러한 조망과 일치하여 표현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빌헬름 라이.”(
프니츠 형이상학 논고 절, , 14 )『 』

204) 필자 강조 PLB 81/112, .
205) PLB 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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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처럼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신이 무한히 많은 . 
가능세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순과 구별하여 부차모순(vice-diction)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들뢰즈가 라이프니츠를 해석하면서 만들어낸 . , 
신조어인 부차모순 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특이‘ ’ ? , 
점 사건들은 어떻게 방법을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가능세계를 형성하고 -
있는 것인가? 

라이프니츠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공존 가능성 의 원  ‘ (com-possibilité)’
리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가능한 것들은 현존을 요구한다. , “ .”206) 
그러나 가능한 것들은 자신의 현존을 요구하지만 어떤 것들은 다른 것, , 
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어떤 것들과는 공존이 불가능하다, .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능한 것들 들뢰즈, ─
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사건들 혹은 특이성들 은 그것들이 공존 가능하, , ─
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떠한 . , 
사건 특이성이 다른 것과 공존할 수 없다면 각각은 서로 다른 가능세- , ‘ ’ 
계에 속하게 된다 공존 가능성 은 사건들이 하나의 가능. (com-possibilité)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이며 공존 불가능성 은 사건들, (im-com-possibilité)
이 서로 다른 가능세계들로 나누어지는 원리 다시 말해 세계들이 분, ‘
기 하는 원리인 것이다 예를 들어 죄를 짓는 아담과 루비콘 강을 ’( ) . , 分岐
건넌 카이사르는 하나의 세계에 속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아담, , 
혹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세계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 세계와 공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능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부. 
차모순이란 바로 이처럼 라이프니츠가 내세운 가능 세계들 사이의 근, “
본적으로 독창적인 관계 이다” .207) 

들뢰즈가 부차모순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것은 사건들을 조합하여 세  , 
계를 만들어내는 공존 불 가능성의 원리는 모순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
이다 들뢰즈는 공존 가능성이란 특이점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계열들. 
이 수렴 하는 것으로 공존 불가능성이란 계열들이 발산 하는 것이라고 ‘ ’ , ‘ ’

206) 빌헬름 라이프니츠 이상명 옮김 제일 진리에 관하여 자유와 운명 , , , 「 」 『
에 관한 대화 외 책세상, , 2011, p.29.』

207) PLB 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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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계열들의 수렴과 발산의 원리가 모순과는 전. 
혀 다른 유형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얻어진 계열들이 특이점들의 근방
에서 발산할 때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난다 공존 불가능성 또는 부차, ‘……
모순 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열들의 우발적(vice-diction)’
인 발산이다.”208) 

그러나 우리는 들뢰즈가 사용하는 계열들의 수렴 과 발산 이라는 수학  ‘ ’ ‘ ’
적인 비유 이전에 라이프니츠의 논의를 통해서 공존 가능성의 원리가 , 
어떠한 의미에서 본질을 규정하는 모순의 절차와 구별되는지 이해해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명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리는 . . “
사물의 본질에 관계하는 명제가 있고 사물의 실존 현존 에 관계하는 명, [ ]
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9)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본질 명제는 모 , 
순율에 따르는 반면 실존 명제는 충족이유율을 따른다고 말한다 사각, . ‘
형은 사각형이다 와 같은 동일명제가 바로 본질 명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 
이러한 명제는 그 반대가 모순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 명제에 부합하는 , 
세계만을 창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일 명제는 또한 필. 
연 명제이기도 하다 반면. , 실존 명제는 그 반대가 모순을 함축하지 않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담이 죄를 짓는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의 . , ‘ ’ , 
반대인 아담은 죄를 짓지 않는다 는 모순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 ’ . 
있는 이 세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능세계에 속한 것이다.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존 명제는 , 
우연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은 충족이유율에 따라 여러 가지 가. , 
능세계 중 가장 완전한 좋은 이 세계를 선택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 ) . 
때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세계의 완전성이란 가장 많은 것들이 공존 하, ‘ ’
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이다.210)

208) PLB 80/111.
209) 빌헬름 라이프니츠 이상명 옮김 진리 우연성 무구별의 본성 그리고 자 , , , , 「

유와 예정에 관하여 자유와 운명에 관한 대화 외 책세상, , , 2011, p.63.」 『 』
210) 들뢰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공존 가능성의 개념은  . “

모순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한 방식으로 모순이 공존 불가능성으. 
로부터 파생한다 죄인 아담과 죄인 아닌 아담 사이의 모순은 아담이 죄를 . , 
지은 세계와 죄를 짓지 않은 세계의 공존 불가능성으로부터 파생한다.”(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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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이프니츠의 철학 내에서 신이 자신의   , 
지성 속에서 사건들의 무한한 연결들 통해 가능세계들을 구성할 때 단, 
지 그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할 뿐 그것의 반대가 모순을 , 
포함하는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 
즈는 공존 불 가능성의 원리가 모순과 구별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 )
이다 공존 불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특이성 사건들이 연결되어 형성되는 . -
라이프니츠의 세계 는 점진적 규정의 절차를 통해 특이성이 할당되고 ‘ ’ , 
분배되어 있는 문제적 이념 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 ’ . , 
특이성 사건들의 연결을 통해 구성된 세계 이념 가 개체적 실체의 무의- ‘ ’( )
식 미세지각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점 역시 들뢰즈가 라이프니츠의 철( ) , 
학을 적극적으로 자기 사상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들뢰즈는 문제가 구성되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라이프니츠의 부차모  
순을 활용하고 있다 사유를 위해 먼저 성립되어야 문제 이자 이념은 객. ‘ ’
관적 실재의 구조로서 특이점 사건들의 분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질을 - , 
규정하는 모순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 들뢰즈의 요
지이다 그가 라이프니츠를 끌어들이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세계. , ‘ ’
가 바로 이념적 사건들로 이루어진 문제 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 ’
문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라이프니츠가 공존 불가능성의 원리를 통해서 . , 
모순을 넘어선 논리적 절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방법은 여전히 한계점을 가진다
고 말한다 그 이유는 라이프니츠의 부차모순 공존 불가능성 이 비록 모. , ( )
순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 동일성을 가정한 하
나의 원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차모순을 통해 신은 . 
무한히 많은 가능세계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중 선택된 우리의 현실세계, 
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세계는 공존 가능성에 따라서만 특이성들이 조합‘ ’ 
되고 분배되고 있다 즉 하나의 가능세계는 계열들의 수렴 공존 가능성. , ( )
의 조건 하에서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념들의 종합에 여전히 동, 
일성이 가정되고 있는 것이다.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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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 무한한 재현은 재현의 전제 조건인 
동일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이 . 
프니츠에게서 무한한 재현은 여전히 계열들의 수렴이라는 조건에 
굴복한다 그것은 동일률에 어떤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
동일률을 전체와 통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실존 자체에 위에 군
림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방식이다.”211)

들뢰즈가 이념 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한   ‘ ’ , 
바 이념들의 종합에서는 차이들이 어떠한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고 종합, 
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들뢰즈는 라이프니츠가 공존 불가능성의 원리. 
를 토대로 무한히 많은 가능세계를 나눈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공존 불가, 
능한 사건의 계열들 다시 말해 발산하는 계열들이 오직 하나 의 세계에 , ‘ ’
속한다고 말한다 발산하는 계열들이 같은 세계 안으로 쇄도해 들어오. “
고 공존 불가능성들이 같은 장면 위에서 범람한다, .”212) 이념들의 종합 , 
문제의 조건들의 점진적 규정은 공존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토대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리도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요컨대 특이성들의 조합을 통해 문제가 구성되는 유일한 원. , 
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원리도 선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문제의 구성은 전적인 . 우연의 영역에 속
한다고 말하며 이를 주사위 던지기 라는 다소 수사적인 표현을 토대로 , ‘ ’
설명한다. 

문제가 구성되는 것은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발  , 
산하는 계열들이 더 이상 라이프니츠의 방식처럼 서로 다른 가능세계로 ‘ ’ 
분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안에서 공명 하면서 매, “ (résonance)” “
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리를 바꾸고 재구성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213) 

211) DR 70/130.
212) PLB 112/151.
213) 한편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 에서 어떠한 규칙도 선재하지  DR  257/431. 『 』
않는 주사위 놀이를 통해 특이성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유목- ‘
적 분배 라고 부른다(distribution nomade)’ (LS 7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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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이처럼 주사위 던지기 에 따라 특이성 사건들의 분배를 통해 ‘ ’ -
형성되는 문제를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또한 우연을 긍정하, 
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라이프니츠 방식의 놀이가 아니다  “ . 
이 놀이에서는 미리 규정된 규칙들의 도덕적 명법이 어떤 주어진 
공간의 조건과 조합되고 이 공간은 가설을 통해 메워져야 한다 여, . 
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주사위 놀이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하늘 , 
전체이며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던지기이다 이때 특이점들은 주사, . 
위 위에 있고 물음들은 주사위들 자체이며 명법은 던지기이다 이, , . 
념들은 던지기들의 결과로 따라 나오는 문제제기적인 조합들이
다 주사위 놀이는 단번에 우연을 긍정한다 각각의 던지기는 매. ……
번 모든 우연을 긍정한다 던지기들의 반복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 
어떤 똑같은 가설에도 동일성일 띤 어떤 불변의 규칙에도 더 이상 , 
종속되어 있지 않다 우연을 어떤 긍정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 그. ,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명법의 의미이고. , 
그 명법이 던지는 물음들의 의미이다.”214)

214) 우리는 또한 들뢰즈가 우연 을 강조하는 것에서 라 DR 255-256/428-429. ‘ ’
이프니츠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지 고려해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 
실존 명제는 신이 여러 가지 가능 세계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연 , 
명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은 이미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이 세계를 선택. , ‘ ’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 가정 하에서는 이 세계에서 일어날 일은 필연적일 , ( )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필연성을 가설적 필연성 이라고 부른다 빌헬름 . ‘ ’ .(
라이프니츠 형이상학 논고 절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의 결정론적 세, , 13 ) 『 』
계관을 비판하면서 이 세계를 필연성으로부터 구출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설적 필연성 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계는 가장 좋은 세계‘ ’ , 
이기 때문에 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되었다는 신학적 의도가 라이프니츠 사상
의 배후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무한히 . 
많은 가능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만이 있다는 것을 따라서 , 
공존 불가능한 것들도 모두 하나의 세계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 
세계가 전적으로 우연에 속한다고 말한다 라이프니츠는 우연과 가설적 필연. 
성을 동일시했지만 들뢰즈에게는 신의 선택이라는 가설 가정 도 없는 전적인 , ( )
우연이 세계 내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양상인 것이다 들뢰즈는 무신론적 . 
사유를 보여주는 니체를 따라 라이프니츠의 가능세계론을 위와 같은 방식으
로 수정하면서 이 세계가 신의 선택이 아닌 우연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 
강조한다 그는 더 이상 이 세계를 도덕적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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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현실화4.3. 

지금까지 우리는 이념 문제가 구성되는 절차를 보았지만 앞서 말했듯  - , 
이 이념은 또한 감성적인 것의 발생 원천이다 그리고 칸트가 말했듯이 . 
시공간에 나타나는 감성적인 존재자들 다시 말해 모든 현상 은 질과 연, ‘ ’
장을 가진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념을 잠재적인 것 이라고 부. ‘ (le virtuel)’
르며 질과 연장을 가지는 감성적인 존재자들인 현실적인 것, ‘ (le actuel)’
과 구별한다 들뢰즈는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대립시키지만 그럼. , 
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모두 실재 의 두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말(réel)
한다. 

잠재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에 대립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 . 
것에 대립할 뿐이다 실재적 대상이 자신의 부분들 중의 하나를 ……
잠재성 안에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객관적 차원에 해당하, 
는 그 잠재성 안에 잠겨 있는 것처럼 정의되어야 한다 구조는 ……
잠재적인 것의 실재성이다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와 비율적 관계들. 
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조심해야 한다 먼저 그것들이 갖고 . 
있지 않은 현실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한편 그것들이 갖, 
고 있는 실재성을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215)

그러나 잠재적인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잠 , . 
재적인 것은 또한 현실적인 것의 발생 원천이다.216) 들뢰즈가 말하는 발 ‘

단지 세계를 전개해나가는 그 우연을 긍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가 라. , 
이프니츠를 비판적으로 수정하는 대목에서 항상 니체의 영원회귀 를 동시에 ‘ ’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니체에. “
게 영원회귀는 양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일단은 니힐리. 
즘의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것은 오직 생성변화하는 현실만이 존재할 . 
뿐 플라톤적 그리스도교적 형이상학이 내세우는 모든 초감성적 가치는 다만 , -
힘에의 의지로서의 인간이 고안해 낸 허구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박찬국 니체와 하이데거 그린비( , , , 2016, pp.71-72.)『 』

215) DR 269-270/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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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이란 현실적인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다만 잠재적’ , , “
인 것이 현실화 되는 과정 이다 우리는 앞서 잠재적 이념(actualisation) ” . 
이 문제이자 구조이며 미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들뢰즈, , . , 
가 말하는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는 구조가 구현되어 몸을 얻는 과정“ , 
문제의 조건들이 해의 경우들로 나아가는 과정 미분적 요소들과 이 요, 
소들의 이상적 연관들이 매 국면 시간의 현실성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항
들과 상이한 실재적 결합관계들로 변화되는 과정 을 의미하기도 하”
다.217) 들뢰즈는 잠재적 이념이 점진적으로 규정되는 절차인 미분화 

와 구별하여 미분화를 통해 규정된 이념이 현실적인 질(différentiation) , 
과 연장으로 현실화는 과정을 분화 라고 부른다 들뢰즈는 (différenciation) . 
이 둘을 합쳐 미 분화/ (différent/c 라고 부르며 자신이 말하는 발생 iation) , 
과정 전체를 집약하는 용어로서 제시한다 한편 현실화 분화의 과정에. , , 
서 들뢰즈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는 어떠한 유사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18) 현실적인 것은 잠재 
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잠재적인 것과 전혀 닮지 , 
않았다는 것이다.
잠재적 이념은 상호적 규정과 완결된 규정을 통해 미분비  (rapport 

와 특이성 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재적differentiel) (singularité) . , 
인 것은 현실적 실존에 고유한 규정 은 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 ” , 
시공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 . , 
적인 것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 둘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성? 
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재의 두 부분을 이루고 있는 , 
것인가 들뢰즈가 단순히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라는 과정만 기술한다면? , 
그 역시 이원론에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서, 
술한다.

216) 들뢰즈는 이러한 점에서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의 충족 이유 ‘ ’(raison 
라고도 말한다suffisante) . 

217) DR 238/401.
218) DR 2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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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인 반쪽은 잠재적인 것 안에 잠겨 있고 한편으로는 미분  “ , 
비들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특이성들로 구성된, 
다 반면 현실적인 반쪽은 한편으로는 이 미분비들을 현실화하는 . 
질들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독특성들을 현실화하는 부분들에 , 
의해 구성된다 전혀 닮지 않은 커다란 두 반쪽은 어떻게 서로 맞. 
물리는 것일까?”219)

들뢰즈가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은 시 공간적 역  -
동성 이며 그것이 현실화 즉 분화를 수행(dynamisme spatio-temporel) , ,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시 공간적 역동성은 현실화의 . -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며 이러한 시 공간적 역동성을 토대로 잠재적 이, -
념에 규정되어 있던 미분비와 특이성은 현실적인 것으로 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자신이 말하는 시 공간적 역동성이 가지는 역할이 칸. -
트의 도식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한다.220) 도식 역시 개념을 감성의 형식 
인 시간과 공간으로 구현하는 것 다시 말해 시간 규정의 규칙이자 공, “
간 구성의 규칙 이기 때문이다” .221) 그러나 들뢰즈는 칸트의 도식과 자신 , 
이 말하는 시 공간적 역동성의 차이점 역시 분명하게 주장한다 전자는 - . 
개념과의 관계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이념과 관계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 . 
확하게 어떠한 차이점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칸트는 ? , 
도식이 개념을 시공간의 형식 하에 구현하기 때문에 직관의 잡다와 지, 
성의 개념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식은 . , 
그것이 여전히 시공간과 관련된 것인 한에서 시공간과 무관한 개념에는 , 
외부적인 것이며 따라서 도식이 직관과 개념을 매개한다고 하더라도 도, 
식 상상력 과 개념 지성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제된 조화 외면적 조화밖( ) ( ) , 

219) DR 358/586. 
220) 다만 칸트와 달리 들뢰즈는 시 공간적 역동성을 단순히 주체의 능력에 한 , -

정하지 않고 존재론적 사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는 들뢰즈가 칸. 
트의 이념 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에 객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유사‘ ’
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강조했지만 들뢰즈는 칸트의 이념을 규제적 . 
원리에 제한하지 않고 실제 사물의 발생적 요소로까지 확장하여 사용한다.

221) DR 28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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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시 공간적 역동성이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면 역동  , - , 

성은 개념이 아닌 이념들을 현실화하는데 이념에 , 내부적인 영역에서 활 
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역동성이 창조하는 시간과 . , 
공간은 이미 이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역동성이 만들. 
어내는 공간은 이념에서 이미 규정된 미분비와 특이성이 각각 질과 연, ‘ ’ 
장으로 구현되는 것이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간이란 이념의 점진적, ‘ ’ 
규정의 시간을 현실적 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역동성. , 
은 현실화되어야 할 미분비와 특이성들에 상응하는 공간을 창조해내고 “
그려낸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시간적인 측면 역시 가지는데 역동성은 .” , 
미분비와 특이성을 공간에 구현하지만 또한 분화의 시간들이 구조의 , “
시간 점진적 규정의 시간을 구현 하기 때문이다, ” .222) 이러한 점에서 들 , 
뢰즈는 시 공간적 역동성은 도식과 달리 분화의 역량 을 자기 안에 포- ‘ ’
괄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 공간적 역동성은 이념을 현실화 분화하는 것. - , 
인데 시간과 공간은 개념에는 외부적인 것과 달리 이념의 내부적인 영, , 
역에는 이미 확립 규정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동성은 공간과 시( ) . “
간을 규정하는 자신의 고유의 역량을 포괄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분비들. , 
특이성들 그리고 이념에 내재하는 점진성들을 ,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때 
문이다.”223)

그러나 시 공간적 역동성이 현실화하는 것은 단지 잠재적 이념의 미  , - , 
분비와 독특성이 구현되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역동성은 또한 . 의식을 낳는 원천이기도 하다 현실화는 세 계. “
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러나 또한 어떤 의. , , 
식 안에서 진행된다.”224) 우리는 앞서 잠재적 이념이 객관적 실재의 구 
조를 말하는 것이면서 또한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 

222) 는 이처럼 이념의 점진적 규정 과정에 시간 이 포 DR 280/466. Joe Hughes ‘ ’
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Joe Hughes, Deleuze and the Genesis of 
Representation, continuum, 2008, p.116.)

223) 필자 강조 DR 282/468, .
224) DR 28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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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들뢰즈는 무의식적 이념으로부터 우리의 사유가 어떻게 발생하는 . 
것인지 서술하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사유가 전적으로 , 
무의식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의식이 . 
의식의 문턱을 넘어 현실화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경험은 성립할 수 있는 ‘ ’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공간적 역동성은 현실적인 질과 연장의 발. , -
생 원천인 동시에 우리의 의식적 경험을 낳는 동인 이라고 할 수 , ( )動因
있을 것이다.

이념의 미분비와 특이성을 구현하면서 현실적인 질과 연장을 낳는 것  , , 
그리고 동시에 그것에 상응하는 의식을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시, -
공간적 역동성이다 들뢰즈는 이를 통해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 
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 공간적 역동성은 사실 . , -
강도 가 가지는 또 다른 이름이다 다음의 문장은 이를 정확하‘ (intensité)’ . 

게 보여준다 이념 안에서 공존하는 관계들로 하여금 어떤 질과 연장들 . “
안에서 분화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은 ? 
정확히 강도량들이다 강도는 현실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떠맡는 . 
규정자이다 ”…… 225) 강도가 시 공간적 역동성과 동일한 것이라면 - , 강도
는 이념의 미분비와 특이성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이면서 동시에 , 
그로부터 현실적인 질과 연장이 산출되는 배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적 이념과 강도의 관계 강도적 계열들은 이념적 계열들 1) : “
에 상응하고 이 계열들을 구현하며 그런 가운데 이 계열들의 발, , 
산을 긍정한다 이 카오스는 또한 자기 자신 안에 문제들의 존재를 . 
수용하고 또 자기 자신 안에서 형성되는 모든 체계와 모든 장들에 , 
문제적인 것의 항존하는 가치를 부여한다.”226)

강도와 현실적인 것의 관계 강도는 연장과 질을 창조하고 이2) : “ , 
것들 안에서 자신의 주름을 펼친다 이 때 연장들은 물론이고 질들. 

225) DR 316/523.
226) DR 3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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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화되어 있다 창조한다는 것은 언제나 분화의 선들 어떤 , ……
분화의 형태를 생산한다는 것이다.”227) 

이러한 점에서 강도는 단순히 감성적 존재자가 아니라 감성적인 것의   , 
존재이며 현상의 충족이유이자 나타나는 것의 조건 에 해당하는 것이, “ ”
다.228) 들뢰즈는 바로 이 강도를 경험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간과 시 , 
간의 선험적 형식을 제시한 칸트의 감성론을 넘어서고자 한다 칸트는 . 
감성에 주어지는 것은 잡다 이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 , 雜多
인 형식적 조건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시공간의 잡다는 . 
연장과 질을 가진다 그러나 들뢰즈가 보기에 시공간에 주어진 잡다는 . , 
그것의 배후에 있는 강도에 의해서 발생 되는 것이며 따라서 바로 이 ‘ ’ , 
강도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낳는 발생적 조건에 해당한다.229) 
감성의 잡다는 자신의 배후에 강도를 가지고 이 때 강도는 이념이 시공, 
간의 잡다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잡다한 현. 
상의 조건은 시공간이 아닌 강도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한
다. 

차이는 잡다가 아니다 잡다는 주어진 소여이다 하지만 그 소  “ . . 
여는 차이를 통해서 비로소 주어진다 차이는 그것을 통해 소여가 . 
잡다로 주어지는 그 무엇이다 차이는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차이. . 
는 현상의 본체 누메나 에 가장 가까이 있다[ ] .”230)

위 문장에서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 란 바로 강도를 의미한다 들뢰즈  “ ” . 
는 강도와 강도의 차이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강도는 자신 안. , 
에 다른 차이들을 무한하게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들, 
뢰즈는 강도를 또한 즉자적 차이 라고 부른다 들뢰즈는 의 에너‘ ’ . Rosny
지이론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강도는 변별적이며 차이 . “

227) DR 327-328/540.
228) DR 287/477.
229) DR 299/496.
230) DR 28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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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이다 모든 강도는 이고 이때 자체 배후에는 가 . E-E , E e-e′ ′
있고 의 배후에는 다시 가 있으며 이런 과정은 계속 이어진다 즉 e - , . ε ε′
각각의 강도는 이미 어떤 짝짓기이고 여기서 이 짝의 요소들 각각의 배(
후에는 다시 또 다른 질서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짝들이 있다 그래서 .), 
양의 고유한 질적 내용을 드러낸다 우리는 무한히 이분화되고 무한에 . 
이르기까지 공명하는 이런 차이들의 상태를 뷸균등성이라 부른다.”231) 
강도는 곧 차이라는 점에서 강도와 강도의 차이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
고 모든 강도의 배후에는 또 다른 강도의 차이들만이 무한하게 함축되, 
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즉자적 차이 라고도 불린다 들뢰즈는 칸트가 ‘ ’ . 
말하는 시공간이 아닌 강도에서 현상의 조건을 찾고 있다 들뢰즈는 . 
차이와 반복 장에서 현상의 충족이유로서의 강도를 에너지이론 생5 , 『 』 

물학 등을 참조하면서 존재론적 차원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만 이번 논문, 
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사유 의 . , ‘ ’
발생 과정에서 강도가 가지는 역할에 한하여 강도 개념을 간략하게 다루
고자 한다. 

231) DR 287/4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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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론적 경험론5. 

이념의 경험론5.1. ‘ ’

우리는 이제 칸트와 들뢰즈가 제시한 경험의 조건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칸트는 경험의 조건으로서 시공간이라는 감성의 선험적 형식과 . 
지성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성의 범주는 상상력의 종합 활동. , 
즉 도식을 통해 직관의 잡다에 적용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칸트, 
에게 경험이란 감성의 도식들이 범주들을 비로소 실재화하는 것“ ”232)이
라고 할 수 있다 시공간과 범주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시공간과 범주는 가능한 경험의 조건, ‘ (condition de l’expérience 

에 해당한다possible)’ . 
그러나 들뢰즈는 시공간의 잡다 다시 말해 연장과 질을 가지는 현실  , 

적인 것을 범주와 연관짓지 않고 그것의 발생 원천을 다시 한 번 묻는, 
다 그는 지성의 범주를 통해서 인식을 정당화하기보다 사유가 실제로 . , 
발생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 
즈는 자신이 제시한 경험의 조건을 칸트와 구별하여 실재적 경험의 조‘
건 이라고 불렀다(condition de l’expérience réelle)’ .233) 들뢰즈가 개념 혹 
은 범주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대상을 기, 
술하기에 지나치게 외연이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칸트가 제시한 가. ‘
능한 경험의 조건 은 조건화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다 칸트는 항상 ’ . 
경험 일반 의 관점에서 경험의 조건을 생각했지만 들뢰즈는 개별적인 ‘ ’ , 

실제 경험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들뢰즈는 경험을 넘어서 경험의 . 
조건을 기술하는 초월론적 철학의 기획을 공유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칸트와 다른 길을 걷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이나 심지어 . “
이러한 넘어섬은 경험을 넘어 개념으로 나아가는 데 있지 않다 왜냐하 . 

232) KrV, A146/B185.
233) DR 36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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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개념은 칸트적인 방식으로 단지 모든 가능한 경험 일반의 조건만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기서는 그것의 모든 . , 개별자들 속에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확장시키거나 넘어서야만 한다면. , 
그것은 단지 이 개별자들이 의존하는 마디들을 찾기 위해서일 뿐이다
.”234)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념과 강도는 우리가 실제 경험에서  , 
마주치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개념이며 이러, 
한 점에서 들뢰즈가 제시하는 실재적 경험의 조건은 조건화되는 사태보
다 외연이 더 넓지 않다.235)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들뢰즈와 칸트가 설명하고자   , 
했던 사유의 사태 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서 이와 관련‘ ’ . 
하여 인식능력의 경험적 실행과 초월적 실행의 차이 공통감과 역설감의 , 
차이 재인과 사유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통감을 기초로 한 재, . 
인에서 사유는 단지 감성에 주어진 잡다에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개, 
념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재인의 모. 
델에서 사유는 자신의 본래적 모습과 역량을 감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 
들뢰즈가 말하는 사유 는 도대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들‘ ’ ? 
뢰즈는 단지 경험의 대상이 발생하는 과정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현실적인 대상의 발생 원천과 직접적으로 마주칠 때 비, 
로소 본래적 의미의 사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들 , 
뢰즈가 말하는 이념은 단지 대상의 발생 조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 
로 그 이념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때 마침내 사유가 자신의 본래적 모습
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념의 경험론 을 말한다  “ ” .236) 이 말은 일 
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플라톤으로부터 기인한 칸트의 용법을 , ( ) 

234) 필자 강조 B 19/32, .
235) 이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범주는 어떠한 것이든  Joe Hughes . “

간에 모든 가능한 대상의 개념인 반면 이념은 정확히 실제 경험의 내용과 ,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들의 집합이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대상의 특수한. 

법칙들만을 포함한다(particular) .”(Joe Hughes, Deleuze’s Difference and 
Repetition, continuum, 2009, p.144.) 

236) DR 35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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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했을 때 이념은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들뢰즈는 정확히 이러한 점에서 사유가 자신의 우월한 역량.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관계해야 한다고 본다 들뢰즈는 각각의 . 
인식능력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 실행에 이르는 사태로부터 
사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반부에 논. , 
의했던 역설감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 사유 등은 바로 이념을 자신의 , , 
대상으로 가진다 이념은 자신의 서열이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를 동. “
시에 가능케 한다 어떤 규정된 인식능력 자체의 실존뿐 아니라 이 능력. 
의 변별적 대상이나 초월적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237)

그러나 우리가 이념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통감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들뢰즈는 이념을 . , . 
문제 와 동일시하는데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이념 문제는 어떠한 동‘ ’ , -

일성도 전제하지 않은 차이들의 유희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 
우리가 공통감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경우 다시 말해 지성이 인식에서 , 
입법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는 개념의 동일성 을 통해 ‘ ’
대상의 본질 을 규정할 경우 이념 문제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사건‘ ’ , - ‘ ’
들은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도 전제되지 . 
않는 시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들의 세계로 진입하며 사유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즉 인식능력들은 . , 개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념에 
관계될 때 비로소 초월적 실행으로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 . “ 사태를 
통해 긍정되는 것은 단지 초월적 실행에 놓인 능력들의 발산일 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공통감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감이다 이런 역설감. 
은 이념들을 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이념들이 어떤 순수한 다양. 
체들로서 공통감 안의 어떠한 동일성 형식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 다양체들은 오히려 초월적 관점에서 인식능력들의 탈구적 실행을 살
아 있게 만들고 또 기술하고 있다.”238) 따라서 이념이 경험과 무관한 것 
으로 이해되는 것은 오직 공통감의 관점에서 입각해 있는 경우에만 그, 

237) DR 250/419.
238) DR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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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이념은 경험의 한계를 구성하지만 만약 공통감 안의 어떠한 동일. , “
성 형식 도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 돌입한다면 인식능력들은 자신의 한” , 
계를 넘어서 우월하고 탈구적인 실행 초월적인 실행으로 이끌리게 된다, . 
둘째 들뢰즈가 사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우  , , 

리가 결코 자발적으로 문제들을 공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유가 어떤 ‘ ’ . 
문제에 봉착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언가가 우리를 , 
사유 속으로 밀어넣는 한에서만 사유는 시작될 수 있다 사유는 비자발. “
적인 한에서만 사유일 수 있고 사유 안에 강제적으로 야기되는 한에서, 
만 사유일 수 있다.”239) 사유는 사유하도록 강요하고 사유에 폭력을 행 “
사하는 어떤 것 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사유 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 .240)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유를 강요하는 것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공략하, , 
도록 일종의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들뢰즈는 그것을 마주침? “

의 대상 이라고 부른다(rencontre) ” .241) 우리가 어떤 것을 마주칠 때에 비 
로소 사유가 강제되고 실행된다는 것은 사유는 오직 우연한 마주침을 ,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들뢰즈는 이처럼 우연. , 
한 마주침의 대상은 우리에게 사유하게끔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 , 
그로부터 촉발되는 사유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고 말한다 사유는 이 세. “
계 속에서 불법 침입에 의해 우연히 태어날수록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
이 된다.”242) 

우발적인 마주침의 대상 그러나 사유를 필연적으로 강제하는 이 대상  , 
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호 감성적인 것의 존재 즉 강도. ‘ ’, ‘ ’, ‘

가 바로 그것이다 이로부터 이념의 경험론이 성립하기 위한 (intensité)’ . 
세 번째 조건이 말해질 수 있다 강도와 마주칠 때 비로소 사유가 시작. 
되는 것이라면 인식능력들이 폭력적인 소통 관계 역설감 속에서 초월적 , ( ) 
실행에 이를 때 그 시작점은 무엇보다 감성에 있는 것이다 사유되어야 . “
할 것으로 이르는 길에서는 진실로 모든 것은 감성에서 출발한다.”243) 

239) DR 181/310.
240) PS 117/143.
241) DR 182/311.
242) DR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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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강도가 이념을 표현하는 물질이자 현상의 배후에 있는 충족
이유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재인의 경험 속에서 다. , 
시 말해 공통감 하에서 감각하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강도가 낳은 질과 
연장 칸트가 말하는 시공간의 잡다 이다 강도는 감성적인 것을 낳는. ─ ─
다는 점에서 감각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공통감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 
고 감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실행에 이를 때 비로소 감각
되는 것이며 또한 오직 감각밖에 될 수 없다 그것은 감성에만 고유한, ‘ ’ . ‘ ’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는 것 이와 더불어 감각 . “ (
불가능한 것 이 현전할 때 감성은 어떤 고유한 한계 기호 에 부딪히게 ) ─ ─
되고 또 어떤 초월적 실행 승의 역량 으로 고양된다, n .”─ ─ 244)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가 자신의 초월론적 철학을 초월론적 관념론 이   ‘ ’
아닌 초월론적 경험론 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드러난다 그는 사유의 출‘ ’ . 
발점으로서 감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들뢰즈는 다음과 같. 
이 서술한다 차이들로 가득한 강렬한 세계 거기서 질들은 자. “ (intense) , 
신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성적인 것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 그런 강. 
렬한 세계야 말로 우월한 경험론의 대상이다 이 경험론을 통해 우리가 . 
배우는 것은 어떤 낯선 이유 다양체 그리고 차이의 카오스 등이다‘ ’, , 
.”245) 그러나 들뢰즈의 경험론을 철학사 내의 경험론과 완전히 동일시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들뢰즈가 감성에 부여하는 역할은 단순히 주. 
어진 것 소여 잡다 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주어진 것의 ( , ) , 
충족이유인 강도를 감각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에게 소여는 발. 
생과 생산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흄과 로크에서처럼 원천적인 것으로 이, 
해되지 않는다.246) 오히려 소여는 감성이 강도를 감각하기 위해 넘어서 , 
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이 자신의 초월적 실행의 대상인 기호 강도 를 감각할 때 우리는   ( )

243) DR 188/322.
244) DR 182/312.
245) 필자 강조 DR 80/145, .
246) Levi R. Bryant, Difference and Givennes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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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문제의 장으로 침투하게 된다 오직 감각밖에 될 수 없는 것 감. “ (
각되어야 할 것 혹은 감성적인 것의 존재 은 영혼을 뒤흔들고 막 주름) ‘ -
지게 만들며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설정하도록 강요한다 말perplexe’ , . 
하자면 마주침의 대상은 곧 그 기호가 마치 문제를 머금고 있었던 양, , 
마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양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다.”247) 그리고  
이로부터 감성은 자신이 겪은 폭력을 다른 인식능력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과정 속에 운반되는 것이 다름 아닌 강도가 표현구현 하고 있던 이( )
념이다 사실 이념들이라는 이름은 아마 순수히 사유되어야 할 사태들. “
을 지칭하기 위해 보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감성에서 사유로, , 
사유에서 감성으로 가는 어떤 심급들을 지칭하기 위해 남겨두어야 할 것
이다.”248) 이념은 모든 인식능력들을 주파하고 또 모든 인식능력들과  “ , 
관련되기 때문이다.”249) 이념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물질인 강도를 통 
해 감성의 초월적 실행을 일깨우며 그 이후 차례로 다른 인식능력들에, 
게 전달되어 그것들을 초월적 실행으로 이끄는 것이다 다만 들뢰즈는 . , 
인식능력들의 폭력적인 소통 관계 속에서 사유는 항상 마지막에 위치한
다고 말한다 사유는 오로지 폭력의 도화선의 극단에서만 자신의 고유. “
한 사유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250) 다른 모든 인식능력들이 초월적 실 
행에 이른 이후에 이념은 사유에게 전달되고 사유는 비로소 자신에게 , , ‘ ’ 
전달된 이념 문제 과 관련하여 초월적 실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검토해야하는 것은 강도의 본성이 무엇인지  ,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점에서 감성의 초월적 실행을 일깨우며 또 그것, 
이 어떠한 점에서 사유를 강요하는 것인지에 관해서이다.

감성의 초월적 실행5.2. 

현실적인 것은 연장과 그 연장을 채우고 있는 질로 구성되지만 그것  , , 

247) DR 182-183/312.
248) DR 190/325.
249) DR 249/419.
250) DR 2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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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자신의 충족이유이자 발생 조건으로서 강도를 가진다 들뢰즈는 . 
질과 연장을 외연량 으로 분류하고 강도 역시 양적인 것으로서 강도량‘ ’ , ‘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들뢰즈는 강도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강. , 
도량과 외연량이 가지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비교한다 들뢰즈는 외연량. 
이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외연량들은 어떤 단위의 상대적 규정을 통해 정의된다 이   “ .(
때 이 단위는 그 자체로는 분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분
할이 멈추어야 할 수준을 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른 한편 외.) 
연량들은 단위에 의해 규정된 부분들의 등가성을 통해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외연량들은 이 부분들과 분할되는 전체의 동 실체( )-同
성을 통해 정의된다 그러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계속된다 해도 . 
분할되는 것의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251)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들뢰즈가 외연량의 특성으로 강조하는   , 
것은 그것은 분할되어도 본성상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 . 
다시 말해 특정 외연량은 자신과 같은 본성을 지니는 부분들의 합으로 , ‘ ’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연량의 특성은 . 동등성에 기초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연량의 한 예시인 길. 
이를 생각해보자 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 들로 분할될 수 . 10m 1m
있으며 거꾸로 인 부분들이 합성되면 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m 10m . 
따라서 와 는 서로 같은 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10m 1m . 
에서 알 수 있듯이 외연량은 서로 동일한 본성을 지니는 부분들을 통해 , 
나누어질 수 있고 따라서 전체와 부분들 역시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진, 
다. 

그러나 강도량은 동등성에 기초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  , 
는다 들뢰즈는 강도량의 예시로서 온도와 속도를 드는데 이 때 어떤 . , “
온도가 다수의 온도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속도가 다수의 속도
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을 강조한다” .252) 예를 들어 도와  , 10

251) DR 28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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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10 20
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와 도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지 않는다 강도. , 10 20 . 
량은 외연량과 달리 그것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부분이나 단위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그렇다고 해서 강도량이 분할되지 . ,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강도량이 분할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 , 
은 다만 강도량이 외연량에서처럼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부분 단위 들로 ( )
분할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한정되어야 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강도량은 . , “
분할되지만 본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분할되지 않는다, .”253) 강도량은 분 
할 이전에 그것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부분을 전제할 수 없고 분할된, 
다면 분할과 동시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254) 강도는 외연 
과 달리 본성상의 변화를 겪는 한에서 분할된다는 점에서 모든 강도는 , 
단지 추상적으로만 동일할 뿐 그 본성에서는 다른 것 이다“ , ” .255)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각각의 강도량들은 모두 자기만의 환원 불  , 
가능한 고유성 을 가진다는 것이다‘ ’ .256) 들뢰즈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서술한다 강도량은 양에 고유한 질이다 강도량은 양이라는 유에 속. “ . 
하는 어떤 종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양에 현전하는 어떤 근본적. 
이거나 원천적인 계기의 형태로 드러난다.”257) 그러나 들뢰즈가 강도량 , 
을 양에 고유한 질 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강도를 질과 동일시하‘ ’ , 
는 것은 아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길이는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 
할 수 있는데 연장은 부분들의 동등성 을 자신의 원리로 가진다 그러, ‘ ’ . 
나 질적인 차이는 연장처럼 서로 동등한 특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 

252) DR 306/507.
253) DR 306/507.
254) “강도적인 영역은 연장적인 공간과 달라서 등질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

니라 불가분한 새로운 차이와 불일치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차라리 강도들 간
의 배치(봉인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라 해야 한다. E-E'의 강도를 나누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던/주름 잡혀있던(impliquer) e-e'의 강도와 - 'ε ε 의 강도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풀어져 나오는 것(expliquer)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
다 김재희 들뢰즈의 표현적 유물론 철학사상 제 권.”( , , 45 , 2012, p.141.)「 」 『 』 

255) DR 326/538.
256)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 , , 2002, p.28.『 』
257) DR 2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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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에 따르면 질은 강도처럼 환원 불가능한 고유, 
성을 가지지는 않는데 그것은 여전히 유사성 을 자신의 원리로 가지고 , ‘ ’
있기 때문이다 동등성이 연장의 법칙인 것처럼 유사성은 아마 질의 법. “
칙일 것이다 어떤 강도량들도 서로 유사하지 않은 반면 질적인 차이는 .” , 
그것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유사성의 조건 하에서 서, 
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점에서 연장과 질은 일반. “
성의 두 형식 이라고 말한다” .258) 질들은 종종 언급되는 것보다는 훨씬  “
더 많은 안정성 부동성, , 일반성 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것들은  . 
어떤 유사성의 질서들이다 질들이 서로 다르고 본성상의 차이를 지닌다. 
는 것 이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언제나 , 어떤 가정된 유사성의 질서 안
에서 성립하는 사실에 불과하다 .”259) 따라서 강도와 외연 연장과 질 의  , ( )
차이는 동등성 외연 과 유사성 질 넓게는 일반성의 성립 여부에 놓여 , ( ) ( ),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도 혹은 강도의 차이 는 어떠한 일반성과 유사성. , ‘ ’
도 전제하지 않는 반면 외연에서의 차이는 일반성과 유사성 내에서 성, 
립하는 차이들이기 때문이다. 
강도의 차이는 질과 연장을 낳는 배후의 원천이지만 후자에서와 달리   , 

전자에서는 어떠한 유사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질과 연장으로 대변되는 . 
외연이 칸트가 말한 가능한 경험의 조건이라면 그것을 낳는 배후의 원, 
천으로서 강도는 실재적 경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가능한 . “
경험의 조건들이 외연과 관계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실, 
재적 경험의 조건들이 있다 다만 이 조건들은 표면 아래 숨어 있고 강. 
도로서의 강도 그 자체와 뒤섞여 구별할 수 없을 뿐이다.”260) 

감성의 초월적 실행이란 감성이 바로 이 실재적 경험의 조건으로서의   , 
강도를 자신의 대상으로 갖는 것 다시 말해 강도를 감각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강도의 어떠한 특성으로 인하여 그것은 감성의 초월적  , 
실행을 통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 
앞서 논의한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이 무엇인지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

258) DR 303/503.
259) 필자 강조 DR 307/509, .
260) DR 2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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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이란 먼저 해당 인식능력이 자신에게만 . , 고
유한 대상을 향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도가 감성의 초월 . , 
적 실행의 대상이라는 것은 강도는 오직 감각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 ’ , 
다른 인식능력들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월적 실행과 대비되는 공통감 내에서의 인식능력의 경험적 실행을   
생각해보자 공통감에서 인식능력들은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 
는데 여기서는 지성의 개념이 자신의 입법적 역할을 통해 주체와 대상, 
의 동일성을 구성하고 다른 인식능력들은 지성이 규정하는 , 개념의 동일
성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이는 감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 . 
순수이성비판 의 구도에서 감성은 언제나 지성의 개념에 의해 정돈될 『 』

수 있는 잡다만을 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성의 개념은 동일성의 . , 
형식인데 감성에 주어진 차이잡다 에 어떻게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 ( )
인가 칸트가 제시한 가능한 경험의 조건에서 감성에 주어지는 잡다 는 ? , ‘ ’
외연에 해당한다 칸트는 모든 직관들을 외연량들로 정의한다. “ .”261) 그리 
고 감성에 주어진 잡다가 외연량이라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그것은 , , , 
유사성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에 따르면 바로 이. , 
처럼 감성적 직관에 주어진 잡다 차이 가 가지는 유사성 을 통해서 개념( ) ‘ ’ , 
의 동일성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유사성은 이제 잡다한 감성적 내용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 ( ) 
유사성으로 규정된다 그 결과 개념의 동일성은 이 감성적 유사성. 
에 적용될 수 있게 되고 또 거꾸로 이 유사성으로부터 어떤 종별, 
화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262)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재현 표상 이란 차이들을 선재하는 개념의 동  ‘ [ ]’
일성에 포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현이 모든 차이들을 부정하는 . , 
것은 아니다 재현은 분명히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다만 개념을 통해. , 
서 정돈되고 매개될 수 있는 차이 다시 말해 유사성 을 전제한 차이만, ‘ ’

261) DR 298/495.
262) DR 34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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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는 것이다 칸트는 감성적 직관에 주어진 잡다를 외연량으로 . 
정의함으로써 재현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연장과 질은 충분, . “
히 재현 표상 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이 없다면 재현 표상( ) . ( ) 
자체는 차이를 동일자에 관계짓는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다.”263)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강도는 즉자적 차 , , 
이로서 어떠한 유사성도 성립하지 않는 차이에 해당했다 강도는 그것을 , . 
통해 비로소 주어지는 잡다와 달리 각각이 환원 불가능한 원본성을 가, 
지며 본성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에서만 분할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 
러한 점에서 강도는 지성의 개념을 통해 정돈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 
그것을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야생적인 차이 에 해당한다“ ” .

인식능력들로 하여금 자신들 각각의 한계에 이르도록 할 수 있  “
는 것은 이미 매개되고 재현과 결부된 형태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
꾸로 차이 그 자체의 자유롭거나 야생적인 상태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성적인 것 안의 질적 대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차이인 
어떤 요소이고 게다가 이 요소는 감성적인 것 안에서 질을 창조하, 
는 동시에 감성 안에서 초월적 실행을 창조한다 이 요소는 곧 강. 
도이고 이 강도는 순수한 즉자적 차이에 해당한다, .”264)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강도는 다른 인식능력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개  , 
념의 활동인 지성을 통해서는 전혀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도. 
는 감성적인 것을 낳는 것으로서 오직 감각밖에 될 수 없다 같은 말이, . 
지만 강도는 감성의 초월적 실행의 대상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점에서, . , 
감성의 초월적 실행을 통해 감각되는 강도적 차이는 사유될 수 없는 차, 
이 개념의 동일성 하에 포섭할 수 없는 차이 라는 것을 강조한다.─ ─

그러나 인식능력의 초월적 실행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해당 인식능  , , 
력이 자신의 한계 에 맞닥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도는 오직 감각‘ ’ . , 
밖에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감각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 

263) DR 303/503.
264) DR 1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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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오직 감각밖에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감각될 수 ,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에 빠? 
져있기 때문이 아니다 강도의 차이는 연장과 질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 
자신의 산출물인 연장과 질에 뒤덮이면서 스스로 소멸하는 경향성을 가‘ ’ 
지기 때문이다 강도는 어떤 외연 안에서 자신의 주름을 펼치고 자기 . “
자신을 개봉한다 강도는 바로 이 외연을 통해 연장과 관계하며 이 연장 . , 
안에서 자기 자신의 바깥으로 나타나고 또 질에 의해 뒤덮인다 강도의 . 
차이는 이 체계 안에서 스스로 소멸되거나 소멸되는 경향을 띤다 그러. 
나 이 체계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이 강도의 차이이다.”265) 강도 자신이  
자신의 산출물인 연장과 질에 뒤덮이며 소멸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
에서 감성이 강도를 감각하지 못하고 오직 외연 연장과 질 만을 감각하, ( )
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가상이다 들뢰즈는 이러, . 
한 점에서 강도의 차이가 감각되지 않고 감성에는 오직 외연만이 주어지
는 것을 단순한 가상이 아닌 칸트적 의미의 초월론적 가상 이라고 말, “ ”
한다 다만 그가 덧붙이는 것은 그것은 칸트의 초월론적 가상과 같이 인. , 
간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자체가 스스로를 감추면, 
서만 질과 연장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66)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그것이 단순한 초월론적 가상이 아니라 초월론적 물, “
리학적 가상 이라고 설명한다” .26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어떻게 자신을 뒤덮고 있는 질들과 자신  , “
이 할당되는 연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감각될 수 있는 것인가?”268) 이 
것이 들뢰즈가 감성의 초월적 실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끌고가는 물
음이다 강도는 감성적인 것을 낳는 배후의 원천 감성적인 것의 이유이. , 
기 때문에 감각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경험 감성의 경험적 실, (
행 을 통해서는 그 자체로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도는 감성의 한) . 

265) DR 294/488.
266) Anne Sauvagnargues, Deleuze: L’empirisme Transcendantal, PUF, 2009, 
p.316. 

267) DR 294/489.
268) DR 29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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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성하는데 감성은 자신의 이 한계를 넘어서만 강도를 포착하게 ,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 감성의 경험적 실행의 관점. , “
에서는 오로지 질과 연장의 질서 안에서만 강도를 파악할 수 밖에 없”
다.269) 들뢰즈는 우리가 강도를 그것을 뒤덮고 있는 질과 연장을 통해서 
가 아니라 질과 연장 너머에서 강도를 그 자체로 감각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말한다 언제나 경험은 연장 속에서 이미 전개되고 질에 의해 이. “
미 덮여진 강도들의 현존 속에 우리를 붙잡아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의 조건으로서의 순수한 강도들을 인지해내야
만 한다.”270)

들뢰즈가 이 점에서 제시하는 것은 감성의 일상적이고 경험적 실행을   , 
넘어 초월적 실행에 이르는 훈련 이다 들뢰즈는 강도를 연장과 질에 독‘ ’ . 
립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감각들을 비트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목, “ ” , 
적으로 하는 것이 감각들의 교육학 이라고 말한다“ ” .271) 그러나 들뢰즈는  , 
차이와 반복 내에서 감각들의 교육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술하『 』 

기보다 연장과 질의 배후 원천인 강도적 차이가 지니는 특성에 대해서, 
만 집중적으로 서술한다 다만 들뢰즈는 자신의 예술론에서 이를 보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작품은 감각을 비트는 것을 통해 감성의 경. 
험적 실행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강도에 우리를 접근시키기 때문이다. 
감성적인 것의 존재 강도 가 예술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동시에 예술작“ [ ]
품은 경험이나 실험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272) 특히 들 , 
뢰즈는 자신이 실재적 경험의 조건을 기술하면서 칸트가 순수이성비, 『
판 과 판단력비판 에서 쪼개놓았던 두 감성론 경험의 형식들에 대“』 『 』 ─
한 이론과 실험으로서의 예술작품에 대한 이론 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

269) 강도 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는 칸트와 베르그손에 DR 309/513. (intensité)
서 찾아볼 수 있다 칸트는 강도적 크기를 질과 동일시했으며 베르그손은 강. , 
도가 질적인 차이와 연장적인 차이 중간의 혼합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들뢰. 
즈에 따르면 둘은 모두 강도를 질 혹은 연장의 관점에서만 파악했기 때문에, 
질과 연장을 낳는 그것의 발생 조건이자 현상의 충족이유인 순수한 강도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270) ID 135/493.
271) DR 305/506.
272) DR 9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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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273) 이러한 점에서 예컨대 베이컨의 회화 감각의 논리 에 대 , ( )『 』
한 분석은 차이와 반복 에 제시된 감성의 초월적 실행을 보완하는 작『 』
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74)

그러나 감성의 초월적 실행은 단순히 감성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인식능력들의 초월적 실행은 공통감의 조. , 
화로운 협력 관계를 배제하지만 그 대신 인식능력들 사이의 폭력적인 , 
소통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 하나의 인식능력은 다른 인식능. 
력을 한계에까지 몰아붙여 초월적 실행에 이르도록 강요하게 된다 따라. 
서 감성이 강도를 감각하기에 이르면서 이루어지는 초월적 실행은 다시, , 
금 사유가 사유하도록 사유가 초월적 실행에 이르도록 강요한다 감성의 , . 
초월적 실행이 사유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
다.

차이 강도 는 여전히 주어져 있는 소여 자체가 아니다 차이는   “ [ ] . 
다만 그것을 통해 소여가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과연 사유는 여기. 
까지 나아가는 일을 외면할 수 있는가 어찌 사유가 ? 자기 자신과 
극도로 대립하는 이런 사태에 대한 사유를 회피할 수 있단 말인
가? 이는  동일자와 더불어서는 전력을 다해 사유한다 해도 결국  
최소의 사유에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차이나는 것 안에. 
서는 가장 높은 사유에 이르지만 이는 사유될 수 없는 사유가 아, 
닐까 사유가 사유해야 하는 것은 차이 사유와 절대적으로 차? , ……
이나는 이 차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차이를 통해 사유의 행위가 . 
태어나고 그 행위에 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275)

강도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잡다 칸트의 직관 안으로 자신의 본래 모  ( ‘ ’) 
습인 즉자적 차이를 잃어버리고 유사성이 전제된 차이로 소멸되는 경향,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성의 초월적 실행에서는 바로 주어진 잡다의 , 

273) DR 364/596.
274) 이찬웅 들뢰즈의 감성론과 예술론 내포적 강도와 이미지 미학 , : , 「 」 『 』 

제 집66 , 2011, pp.111-112.
275) 필자 강조 DR 292/485-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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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이유 실재적 경험의 조건인 강도이자 감성적인 것의 존재가 감각되, 
게 된다 그리고 강도와 잡다가 가지는 차이는 전자가 후자의 발생 원. , , 
천일 뿐만 아니라 후자와 달리 전자는 어떠한 유사성에도 종속되지 않, 
는다는 것에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직관에 주어진 잡다는 유사성을 . 
전제한 차이들이기 때문에 개념의 동일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유가 자신의 개념 하에 직관의 내용들을 포섭한다고 하더라도, , 
들뢰즈는 이것을 사유의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유는 . 
자기가 언제라도 가능한 행위만을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사유는 자신의 개념이 무능력해질 때 다시 말해 자신의 한계에 봉착할 , 
때 비로소 사유를 시작할 수 있다 초월적 실행에 이르는 사유만이 진정. 
한 의미에서 사유일 수 있는 것이다 감성의 초월적 실행이 사유의 초월. 
적 실행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감성이 초월적 실행을 통해 포착한 강도, 
는 어떠한 유사성도 배제된 즉자적 차이이기 때문에 사유가 자신이 이, ‘
미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념 밑으로도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 
즉 사유는 사유 불가능한 것에 자기 자신과 극도로 대립하는 이런 사, , “
태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276)

276) 들뢰즈는 이와 더불어 플라톤의 국가 권의 한 장면을 지속적으로 인 7『 』 
용하면서 감각으로부터 사유가 강제되는 사태를 보여준다 플라톤은 지성에 . “
의한 앎 을 불러일으키는 사태와 그렇지 않은 사태를 구분한다 전자는 대” . “
립되는 감각으로 동시에 넘어가는 것이며 후자는 대립되는 감각으로 넘어” , 
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후자의 예시로 플라톤이 제시하는 것은 손가락 이다. ‘ ’ . 
플라톤에 따르면 손가락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손가락일 수밖에 없기 ,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묻지 않고 따라서 지성에 의한 앎을 , ,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동일한 것을 단단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것. , “
으로 지각 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립되는 감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 , 
의 영혼은 비로소 그것에서 이상한 것 을 느끼고 이를 통해 지성에 의한 “ ” , “
앎이 불러일으켜 지는 것이다 들뢰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손가락을 다” . 
시 확인할 뿐이라는 것을 재인 이라고 말하며 이것의 예시로서 (récognition) , 
저것은 손가락이야 저건 사과야 저건 집이야 등으로 표현되는 판단을 제“ , , ” 

시한다 사유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을 감각에 적용하여 판단을 내. 
리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 
다 동일한 것이 대립되는 감각을 통해 자신을 전해오는 플라톤의 예시에서. 
처럼 사유는 자신이 단번에 포착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 ’ , 
를 통해 비로소 강제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플라톤 박종현 옮김 국가.( , , , 『 』
서광사 참조 그러나 들뢰즈는 플라톤의 한계를 항상 동시, 2005, 523b-52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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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강도를 마주침에 따라 사유가 강요된다는 들뢰  
즈의 서술이 감성적 이념 에 대한 칸트의 설명과 공명, (ästhetische Idee)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뢰즈의 강도와 칸트의 감성적 이념은 . 
모두 이념이 감성적인 자연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 
칸트는 감성적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감성적 이념이라는 . “
말로 많은 것을 사유하도록 유발하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특정한 사유 , 
다시 말해 어떠한 특정한 개념도 그것에 충전할 수 없는 따라서 어떠한 , 
특정한 개념도 그것에 충전할 수 없는 따라서 어떠한 언어도 그에는 온, 
전히 이를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상력의 표상을 뜻한다, 
.”277) 감성적 이념은 그것이 감성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감각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념을 표현하는 점에서 어떠, 
한 개념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성적 . 
이념은 개념화할 수 없는 경험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278) 다만  
들뢰즈는 칸트와 달리 이념을 표현하는 강도가 개념화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모든 개념의 동일성을 빠져나가는 자유로운 차이들이라, 
는 점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유의 초월적 실행5.3. 

인식능력들은 공통감이 깨지면서 지성의 개념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  
을 때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역량을 획득하게 된다 이, . 
것은 감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념은 경험의 한계를 구성하지만 바. , 
로 그러한 점에서 그것과 관계할 때 인식능력들이 자신의 우월한 역량으
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판단력비판. 『 』

에 지적한다 그는 사유를 강요하는 마주침의 대상으로서 강도의 즉자적 차. 
이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강도의 생산물인 질적인 대립 에 머물렀기 때문이, ‘ ’
다 플라톤은 감성적 존재자 에만 머물렀을 뿐 그것의 충족이유이자 실재적 . ‘ ’ , 
경험의 조건인 감성적인 것의 존재 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다‘ ’ .(DR 
305/505)

277) 앞의 강조만 필자의 것 KU B193, .
278) 김상현 칸트 미학과 미적 합리성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 , 2018, p.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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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숭고의 경험에서 상상력은 이성의 폭력에 의해서 이념의 현시 라는 , ‘ ’
과제를 부여받고 이 불가능한 과제 속에서 상상력은 자신의 한계를 넘, 
어서 활동하게 된다 이 때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지성의 . 
개념을 구현하는 도식이 아닐 것이다 들뢰즈가 기억의 초월적 실행으로 . 
예시를 드는 것은 플라톤의 상기 다 플라톤에 따르면 배움은 영혼( ) . 想起
이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이데아 이념 를 다시 상기하는 것이( /Idée)
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것을 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데아. , . 
는 본질적인 망각에 의해 그 자체로 기억될 수 없는 과거에 해당하며, 
상기는 단지 우리가 경험했던 대상을 떠올리는 기억과는 전적으로 다르
다 그러나 이처럼 기억될 수 없는 것 으로 기억이 향하기 시작할 . (Idée)
때 기억은 초월적 실행에 이른다, .279)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식능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를 수 없을 것이  
며 들뢰즈 역시 이러한 작업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말한, 
다 들뢰즈의 작업은 심리학이 아닌 철학이기 때문에 인식능력의 초월적 . , 
실행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어떠, 
한 인식능력들이 있으며 각각의 초월적 실행이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들뢰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 
감성 상상 기억 사유 등 외에도 매우 다양한 인식능력들이 있을 수 있, , , 
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 발. “
견하게 될지도 모를 능력들에 대해서도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한다 왜냐. 
하면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탐구에 대해서는 결코 예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제는 그런 종류의 인식능력 이……
론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그런 이론의 요구들이 지닌 본. 
성만을 규정하고자 한다.”280)

그러나 적어도 들뢰즈의 목표가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279) 그러나 들뢰즈는 플라톤이 상기의 대상을 일상적인 기억의  DR  183/313.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우‘ ’ . 
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잠재적 이념은 그로부터 현실화된 것과는 어떠한 점, 
에서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DR 185/316)

280) DR 187/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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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적어도 사유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초월, . 
론적 경험론이 일차적인 목표로 갖는 것은 물론 감성의 초월적 실행을 
통해 강도의 세계와 마주치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의 경험론 이 가지. , ‘ ’
는 의미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성은 시작점으로서 특권을 갖지만. , 
이로부터 또한 사유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역량을 회복하기 때문
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이념은 어떠한 동일성도 전제하지 . 
않은 자유로운 차이들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개념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과 관계할 때 사유는 무능에 빠지고 자. , 
신의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무능으로부터 사유가 자. 
신의 지고한 역량으로 이끌리게 된다고 말한다 물론 무능력은 무능력. “
으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오직 무능력만이 최고의 역량으로까지 . 
고양될 수 있다.”281) 그렇다면 사유가 무능력에 빠졌을 때 그로부터 다 , 
시 최고의 역량으로 고양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이? , 
념과 관계하는 사유의 초월적 실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태를 가리
키는 것인가?
  새로운 방식의 물음1) 들뢰즈는 이념을 문제 와 동일한 것으로  :  ‘ ’
놓았으며 이념과 관계하는 사유의 초월적 실행이란 따라서 제기된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특이. 
성들이 새로운 배치에 돌입하면서 형성된다 들뢰즈가 종종 언급하는 수. 
영의 예시를 다시 활용하자면 우리가 바닷물에 뛰어들었을 때 신체의 , 
특이성들과 바닷물의 특이성들이 합성되어 어떤 문제 가 구성되고 이 ‘ ’ , 
문제와 연관하여 우리는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와해되고 재구성되는 문제들의 “
세계로 진입”282)하는 것을 통해서만 사유는 비로소 활력을 띠고 적극적, 
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들뢰즈가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특이성  , -
사건들은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은 차이들로부터 성립한다는 점에서 개, 

281) DR 258/432.
282) DR 24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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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통해 규정되는 본질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차원. 
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고정된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 일반의 본. 
질과 바닷물 일반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신체와 그것, 
이 마주치고 있는 바다의 환경 사이의 새로운 배치 관계에 따라 형성되‘ ’ 
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유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 
유가 문제 이념과 관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매우 특- “
수한 방식의 물음”283)들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물음들이 무엇인지. , 
그리고 그것들이 본질에 대한 물음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이미 살
펴보았다 본질과 연관된 물음은 는 무엇인가 로 표현된다 이 물음은 . ‘X ?’ . 
이미 주어 에 해당하는 대상의 동일성을 가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X’ , 
로 그것의 본질을 묻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들을 이루는 사건들은 ,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는 절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들뢰즈는 이를 얼마만. ‘
큼 어떻게 어떤 경우에 와 같은 물음들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 ‘ ?’, ‘ ?’ . 
물음들은 본질에 대한 물음과 달리 우연 사건 다양체 곧 차이에 대한 “ , , , 
물음들”284)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의 물음들을 제기할 때에만 문제. 
를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을 포착할 수 있는 관점이 획득된다.
  문제의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 부차모순2) – 위와 같은 물음들로 : 
부터 문제의 장 문제의 초월론적 지평 이 개시된다 우리는 앞서 들뢰‘ ’, ‘ ’ . 
즈가 칸트의 이념론을 활용하여 이념을 초월론적 지평으로 이해하는 것
을 보았다 칸트는 초월론적 지평이자 초점인 이념이 먼저 성립될 때. ─
물론 들뢰즈와 달리 칸트에게서 이념은 객관적인 실재로 말해질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경험이 체계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 ─
말했다 칸트에 따르면 이념은 조건들 전체와 관련된 것인데 인식의 . , , “
전체라는 것은 부분들의 특정한 인식에 선행하여 각 부분들에게 각자의 , 
위치와 나머지 부분들과의 관계를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조건들을 함유하
는 것 이다” .285) 따라서 조건들 전체의 이념은 단편적인 인식들에 선행하 , 
는 것으로 전제되어야만 단편적인 인식들에 체계적 통일성을 부여할 수 , 

283) DR 258/433.
284) DR 244/410.
285) KrV A645/B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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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이로부터 문제의 중요한 특성을 끌어낸다 이념이 . . 
문제라면 그것에 응답하는 단편적인 인식들은 특정한 해 들에 해당, ‘ ( )’解
한다.286) 따라서 조건들 전체의 이념이 부분들에 선행한다는 것은 어떤  , , 
해가 제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 ’ 
의미한다 문제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해 로서 제시될 수 없. ‘ ’
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해는 어떤 문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시 . “ . 
말해서 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이나 질문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
도하고 포섭하는 어떤 단일하고 체계적인 장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이, 
제는 대답들이 정확하게 어떤 해의 경우들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념들이 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고 그래서 이 조건이 없다면 결코 , 
어떠한 해도 존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87)

들뢰즈는 이 점에서 무턱대고 해를 찾는 것보다 그로부터 해가 주어  , 
지는 문제의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한
다 문제의 조건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규정되는 경우에만 그. , 
에 합당한 해가 비로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 가능성은 문제. “
의 형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의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 무턱대고 찾아나서는 대신 해결 가능성의 장들을 점진적으로 한정해 , 
가는 문제의 조건들을 규정해야 하고 이런 규정 과정들을 언표가 해의 , ‘
싹을 포함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288) 따라서 문제의 조건들을 규정 
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부차모순, 

이다 모순이 본질을 규정하는 방법이었다면 부차모순은 (vice-diction) . , 
문제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의 배치를 규정하는 방법에 해당한
다 우리는 앞서 부차모순을 객관적 차원에서 문제의 조건들이 구성되는 . 

286) 칸트는 이념을 문제적인 것 문제적인 개념이라고 부르지만 지성의 단편적 , , 
인 인식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 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 ( )’解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다만 이념이 객관적 현상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 
점에서 문제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 아마 이것은 칸트의 이념론을 일종의 ‘ ’ . 
문제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고자 하는 들뢰즈의 독창적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87) DR 219/371. 
288) DR 23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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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설명했지만 사실 이것은 또한 주관적 차원에서 사유가 문제의 , 
조건들을 규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이다. 

들뢰즈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끌어들여 이념을 미분과 연관지어 이해  
했고 특이성 사건들이 계열들을 이룰 때 그 계열들의 수렴 과 발산 의 , - ‘ ’ ‘ ’
여부를 규정하는 것을 부차모순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이성 사건들과 . -
계열들이 어떠한 배치 상태를 이루고 있고 그 배치에서 있어서 중요한 ,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이 본질을 규정하는 것보
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들뢰즈가 말하는 중요한 것. ‘ ’
을 고정된 본질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특이성들의 할당과 배치에서 , 
중요한 것 은 새로운 배치 상태에 돌입할 때마다 언제나 바뀔 수 있기 ‘ ’

때문이다 들뢰즈는 특이성 사건들이 조합됨으로써 문제가 구성되는 과. -
정 내에는 어떠한 선재하는 원리도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사위 던지‘
기 라고 말하는데 사유가 문제의 조건들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 , 
것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사유하는 것은 주사위 던지기이다, “ .”

  “사유의 문제는 본질보다는 오히려 평가나 할당과 연계되어 
있다 중요성을 지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평가와 연계되어 . 
있고 특이한 것 과 규칙적인 것 특별한 것, (singulier) (réguiler), 

과 평범한 것 의 할당과 연계되어 있는 것(remarquable) (ordinaire)
이다 이런 평가나 할당은 전적으로 비본질적인 것 안에서 혹은 . , 
한 다양체의 서술 안에서 하지만 문제 의 조건들을 구성하는 이념, ‘ ’
적 사건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 계열이 접속되고 확……
장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한 특이점이 규칙적인 점을 지, 
나 또 다른 특이점과 연결되고 이런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는 방식
을 결정하는 것도 부차모순이다 이념 안에서 획득된 계열들이 수. 
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를 규정하는 것도 부차모순이다 그러.(
므로 계열들이 수렴함에 따라 특이성들 자체가 평범해지고 계열들, 
의 발산 이후에는 특이성들이 특별해진다.)”289) 

289) 필자 강조 DR 245/41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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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의 창조  3) 문제의 조건들을 규정한 이후에는 문제의 조건에  : , 
대응하는 해들을 찾아나서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 
들뢰즈가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해가 주어지더라도 그로부터 문제가 말, 
끔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자신을 뒤덮는 이 해들을 통. “
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해들 속에서 내속하고 존속하면서 
끈덕지게 자신을 주장한다.”290) 문제와 해는 본성상의 차이를 가진다 문 . 
제는 순수한 차이들 개념에 종속되지 않은 차이들로부터 규정되는 것인 , 
반면 해는 개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로부터 해가 성, . 
립하며 문제는 해가 발생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사유가 문제를 중심으로 , . 
우리가 해를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를 통해 , 
문제가 말끔하게 말소될 수 없는 것이다.291) 

이러한 점에서 이념 문제는 사유의 한계를 구성하고 있고 사유는 문  - , 
제에 끊임없이 접근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해들을 찾아나가지
만 이 과정은 특정한 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념은 우리가 , ‘ ’ . 
명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애매하게 남아있으며 개 , 
념적인 파악으로 그것을 붙잡으려하더라도 끊임없이 빠져나가게 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참으로 이념은 앎의 요소가 아니다 다만 어떤 무한한 . “ . 
배움 의 요소일 뿐이며 이 무한한 배움과 앎 사이에는 본성상의 차이가 ‘ ’ , 

있다.”292) 
그러나 들뢰즈는 이처럼 애매하게 현시되는 무의식적 이념이 사유의   

초월적 실행의 대상이며 이로부터 사유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유, 
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사유의 초월적 실행이란 무의식의 . ,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사유를 의미한다 균. “
열된 나는 사유의 무의식에 해당한다 사실 나는 어떤 무의식을 소유할 . 
권리가 있고 이 무의식이 없다면 나는 사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 

290) DR 212/360.
291) 먼저 문제와 해들 사이에는 본성상의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 해들에 대 “ . 

해 문제는 초월적이고 그런 자격에서 문제는 자신의 고유한 규정적 조건들, 
에서 출발하여 해들을 분만한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해들 안에 내재하고 해. , 
들은 그런 문제를 은폐한다.”(DR 232/391)

292) DR 24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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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순수한 사유 대상을 사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의식의 평범한 명제가 . 
언표하는 것과는 거꾸로 사유는 오로지 어떤 무의식을 출발점으로 할 , 
때만 사유할 수 있고 또 사유는 이 무의식을 초월적 실행 안에서 사유, 
한다.”293) 사유는 사유될 수 없는 것과 마주했을 때 다시 말해 사유의  , 
무능과 한계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 
것이다. 

사실 이미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 의 초월론적 변증론에서 인식  『 』
의 한계 이념 와 관련하여 개념들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다( ) ‘ ’ . 
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들뢰즈는 칸트의 이념을 무의식에 현시되는 , 
것으로 전환시켰을 뿐이다 칸트는 이념의 규제적 사용을 통해 우리는 . ,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가능한 경험을 넘어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한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오로지   “ 문제 있게 가정되고 순전 , 
한 이념일 따름이다 특수한 것은 확실하나 이 결과를 위한 규칙. , 
의 보편성은 아직 문젯거리다 그래서 모두 확실한 다수의 특수한 . 
경우들이 규칙에 준하여 혹시 이 규칙으로부터 유래한 것은 아닌
가 하고 탐색된다 이런 경우 만약 제시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 , 
경우들이 그로부터 나온 것 같은 외양이 있으면 규칙의 보편성이 , 
추론되고 나중에는 이 규칙으로부터 그 자체로는 주어지지 않은 , 
모든 경우들 또한 추론된다.”294)

칸트에게 이념은 인식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 
인식의 한계가 가정되고 우리가 이념을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통일될 수 , 
있는 지평이자 초점으로 가정할 때 우리는 이로부터 발견적 추론을 수, 
행할 수 있다 들뢰즈는 이러한 점에서 이념의 규제적 사용과 관련하여 .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이념은 오로지 지성의 개념들에 관련해. “
서만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지성의 개념들은 오로지 . 

293) DR 258/432.
294) 필자 강조 KrV A647/B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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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는 이념들에 관련되는 한에서만 충만한 실험적 사용 최대(
치 의 근거) 를 발견할 수 있다.”295) 특히 칸트가 이념을 일종의 점근선 ‘ ’
으로 제시하고 우리의 인식에 이념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에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서술하는 내용은 이념과 관계, 
할 때 사유가 촉발되고 활성화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들이 초월적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것들이 이성의 경험적 사“ , 

용의 준수를 위한 순전한 이념들을 함유하며 이성의 경험적 사용은 이 , 
이념들을 단지 말하자면 점근선적으로만 다시 말해 한낱 , 접근적으로만 
따를 수 있고 결코 그에 , 이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들은 선험 , 
적 종합 명제들로서 객관적인 그러나 무규정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 
한 경험의 규칙으로 쓰이고 또한 실제로 경험을 가공하는 데 있어 발견, 
적 원칙들로서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296)

따라서 이념은 사유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로부터 사유의 역량이 실  , 
현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념은 개념의 파악을 벗어나지만 바로 그 이념과 관련할 때 사유는 . , 
적절한 개념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 
부터 들뢰즈는 초월론적 경험론에서 경험론 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를 ‘ ’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경험론은 결코 개념들에 대한 반동이 아니며 . “
생생한 경험에 대한 단순한 호소도 아니다 거꾸로 경험론은 이제까지 . 
결코 보거나 듣지 못했던 지극히 광적인 개념 창조를 시도한다.”297) 우 
리가 앞서 말했듯이 경험론 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사유가 감성으로‘ ’ , 
부터 출발한다는 것 특히 감성의 초월적 실행을 통해 강도를 감각하는 ,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강도는 어떠. 
한 개념화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상 잡다 만을 감각하며 자신이 . ( )
미리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적용할 때와 달리 사유는 사유 불가능한 것에 , 
마주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강요된다 이 때 사유에게 . 
강요되는 것이란 결국 선재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 , 

295) 필자 강조 DR 219/371, .
296) 필자 강조 KrV A663/B691, . 
297) 필자 강조 DR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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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차이와 . 『
반복 의 머리말에서 철학 책이 특이한 종류의 추리소설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하는데 그 맥락은 들뢰즈가 말하는 사유의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보여준다 추리소설이라 할 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 , 국지
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개념들이 특정한 행동반경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개념들은 그 자체가 . 문제들에 따라 스스로 바뀌
며 어떤 영향권을 거느린다.”298) 

따라서 개념에 대한 들뢰즈의 입장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 . , 
그는 개념의 동일성을 벗어난 차이를 사유하고자 한다 이는 재현. ‘

에 대한 비판 이라는 구호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représentation) ’ . 
러나 여기서 개념이 비판되는 것은 개념의 동일성을 미리 가정한 상태, 
에서 다시 말해 개념들의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한해서이, 
다 만약 개념들이 더 이상 미리 가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마주하고 . ‘ ’ , 
있는 문제 와 관련하여 운용될 경우 개념은 더 이상 부정의 대상이 아‘ ’ , 
니라 오히려 사유의 역량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299) 개념은 더  
이상 선험적인 것도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 . 
다만 문제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300) 개념은 문제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이는 또한 문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사, 
라지는 일시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 ’ . “
험주의자뿐이다 나는 나의 개념들을 만들고 주조하며 부순다. .”301) 

우리는 이 점에서 들뢰즈가 말하는 사유 가 판단력비판 에서 적극  ‘ ’ , 『 』

298) 필자 강조 DR 3/20, . 
299) 는 재현 표상 의 합법적 사용과 비합법적 사용을 구분하는데 Joe Hughes ( ) , 

이것은 우리의 맥락에서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재현이 그것. , 
의 구체적인 생산 조건인 사건과 이념 문제 과 연동되었을 때는 합법적 사용( )
을 가진다.(Joe Hughes, Deleuze and  the Genesis of Representation, 
Continuum, 2008, p.119.)

300) 은 개념화 가 사실상 들뢰즈의 윤리학의 핵심 Ian Buchanan (conceptualise)
적인 명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들뢰즈에게 사유하기 란 . , ‘ ’
그 자체로 실천적 함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Ian Buchanan, Deleuzism, 
Duke University Press, 2000, p.73.)

301) DR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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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논의되었던 반성적 판단력과 깊이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규정적 판단력은 주어진 법칙들 또는 개념들 아래에서 . “ 포섭하는 
것이기 때문 인 반면 반성적 판단력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 법칙이” “ ” 
나 개념들을 찾아나서는 활동이기 때문이다.302) 반성적 판단력의 대상은  
보편에는 다 포섭하기 힘들 만큼의 다양한 특수성을 갖는 것 이며 따“ ” , 

라서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특수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 , 
세계를 완전히 규정하는 것 따위는 불가능하며 단지 우리는 미규정적 , 
판단의 시행착오를 반복 할 수 있을 뿐이다” .303) 이처럼 끊임없이 개념화 
를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 개념화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대상을, , 
들뢰즈는 즉 이념 과 강도 동일성과 유사성에 벗어나는 차이들 라는 ‘ ’ ‘ ’─ ─
용어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반성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인식능  , 
력들 사이에 지성이 가지는 입법적 역할의 여부에 있었다 규정적 판단. 
에서 지성은 동일성의 형식 개념 을 제공하였고 다른 인식능력들은 여기( ) , 
에 부합해서만 활동할 뿐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성의 입법적 역할. 
이 무효화될 때 특히 지성의 선재하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 
는 이념 우리는 앞서 이와 관련하여 칸트의 감성적 이념을 언급하였다─

에 인식능력들이 접근을 시도할 때 인식능력들은 지성의 지배로부터 , ─
해방되어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들뢰즈가 사유 . 
능력 자체를 부정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커다란 오해일 것이다 공. 
통감이 무너지며 다른 인식능력들이 지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우월
한 역량으로 이끌리는 사태에서 다시 말해 지성의 입법적 권한이 무효, 
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로부터 사유 , 역시 
창조적인 역량을 구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들뢰즈가 자신의 인식능력이. 
론에서 지성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유 라는 용어만을 고집하는 것‘ ’ ‘ ’
은 선재하는 개념의 적용이라는 지성의 활동과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 
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감은 사유의 조건이 아니라 사

302) KU B311-B312.
303) 박수범 칸트 철학에서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 범한철학 , , 「 」 『 』 

제 집80 , 2016,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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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공통감의 형식에서 사유는 선재하는 개념의 . 
적용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 가능한 진부한 , ‘ ’ 
사유 들뢰즈의 용어에 따르면 재인 에 불과하다 사유는 개념화가 불가, ‘ ’ . 
능한 사태와 마주할 때 다시 말해 개념과 지성의 지배적인 역할이 포기, 
될 때 도리어 자신이 가진 잠재력 개념들의 창조 을 실현할 수 있게 , ─ ─
된다. 

따라서 초월론적 경험론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감성  . 
에게 이념 문제를 물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즉자적 차이로서의 강도를 -
포착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 감성의 초월적 실행 이로부터 출발하여 ( ), 
다른 모든 인식능력들 상상 기억 이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차례로 어( , , )…
떠한 것에도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실행에 이르
는 것 마지막으로 사유에게 문제와의 연동 속에서 개념들을 창조하는 , 
능력을 되돌려주는 것 초월론적 경험론의 과제란 문제들을 규정하고 . , “
이 문제들 안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과 창조의 역량을 실어 나른다는 
과제”304)라고 할 수 있다.

304) DR 3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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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우리는 지금까지 칸트 철학의 맥락으로 되돌아가 차이와 반복 에서   『 』
제시된 들뢰즈의 핵심 용어들이 갖는 의미를 점검하였다 본론의 논의들. 
을 통해 밝혀진 대로 적어도 차이와 반복 에 한해서 칸트 철학은 들, 『 』
뢰즈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념 문제 인식능력의 실행. ‘ ’, ‘ ’, ‘ ’, 
공통감 과 같은 주제들은 칸트 철학에서 이미 등장했지만 들뢰즈는 이‘ ’ , 

를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전략적인 용어로서 다시 
벼려 내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가 칸트의 철학에 주목하는 이. 
유는 위의 칸트의 용어들이 단지 들뢰즈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만은 아니
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들뢰즈는 칸트와 동일한 근본적인 기획을 . , 
공유하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과 사유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 . 
리가 들뢰즈와 칸트를 나란히 놓고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들뢰즈가 칸, 
트의 철학적 기획을 따라 경험을 넘어서 경험의 조건으로 나아가고자 했
기 때문이다 비록 두 사람이 탐구한 경험의 조건이 상이했으며 들뢰즈. , 
가 칸트를 여러 지점에서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들뢰즈는 초월론적 철, ‘
학 이라는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명백한 칸트의 상속자라고 할 수 ’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의 철학과 들뢰즈의 철학의 관계를 해명하는 . 
것은 단지 차이와 반복 의 특정 지점에 대한 세밀한 독해를 위해서 , 『 』
뿐만 아니라 차이와 반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독해를 가능하게 , 『 』 
하는 하나의 유용한 관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가 칸트의 철학적 기획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정  
하는 이유는 그가 발생의 관점을 철두철미하게 관철하면서 초월론적 철, 
학을 전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들뢰즈는 초월론적 철학이 궁구해야 . 
하는 경험의 조건은 다름 아닌 발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발. 
생에 대한 들뢰즈의 독특한 관점은 발생의 결과와 조건이 결코 유사할 ,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발생의 결과와 조건은 본성상의 차이를 가진다, 
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의 결과물이 가지는 특성을 발생의 조건에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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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는 것은 들뢰즈의 초월론적 철학에서 비판 의 대상이라고 할 수 , ‘ ’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 철학을 다시 한 번 비판의 . 
시험대에 올리고자 한다 초월론적 영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험적 영역. 
과 유사할 수 없으며 둘 사이의 본성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 들뢰즈가 칸트에게 불충분한 점을 발견하는 것은 칸트가 . , 
초월론적 영역 경험의 발생 조건 을 경험적 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기술( )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들뢰즈가 발생의 관점을 지지대삼아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넘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앞서 살펴보았다 먼저 객관적 측면에서 들뢰‘ ’ . , 

즈는 감성적 자연 즉 잡다한 현상을 칸트처럼 지성의 개념과 연관짓지 , 
않고 그것의 발생적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장과 질을 가지는 잡, . 
다는 개념의 동일성에 의해 매개되는 혹은 매개될 수 있는 차이이며 동, 
시에 그것이 개념의 동일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성을 자신의 조
건으로 가지는 차이이다 들뢰즈는 이처럼 차이가 개념의 동일성에 종속. 
되는 사태를 재 현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들뢰‘ - (re-présentation, - )’ . 再 現
즈는 잡다를 개념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것의 발생 원천을 다시 묻는다, . 

이 때 들뢰즈가 제시하는 것은 이념 과 강도 로서 들뢰즈에 따르면   ‘ ’ ‘ ’ , 
이념에서 규정되었던 미분비와 독특성이 각각 질과 연장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며 이것은 둘 사이를 매개하는 강도를 통해서 가능했다 이념과 강, .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재현 이하의 차원이며 개념, ‘ ’ , 
의 동일성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차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 
이 발생의 조건과 발생의 결과가 가지는 본성상의 차이란 비 개념적 , , -
차이들의 영역과 개념적 차이들의 영역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칸. 
트가 이러한 차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그가 의식적 경험에 기초하여 , 
초월론적 철학을 기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념은 오직 무의식을 통해. 
서만 현시되기 때문에 의식적 반성을 통해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경험의 , . 
발생 조건이 완전하게 기술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의 영역, 
으로 탐구를 확장해야 하지만 칸트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 

다음으로 주관적 측면에서 칸트는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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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사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여기서 들뢰즈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 
공통감 이었는데 공통감이란 지성의 입법적인 역할 하에 인식능력이 지‘ ’ , 

성에 종속되면서 이루고 있는 일치 관계를 말한다 지성의 입법적 지위. 
는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상상력이 지성의 범주로부터 종합의 규칙을 
부여받아 도식을 산출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들뢰즈가 발생의 . 
관점에서 공통감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인식능력들의 일치는 그 자체, 
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사태에서부터 일치가 어떻게 발생, 
하는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들뢰즈는 여기서 판단력비. 『
판 의 숭고 판단을 참고하여 인식능력들이 불일치하는 것으로부터 일, 』
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이 때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인식능력들의 불일치하  , 
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치와 인식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가 본성상, 
의 차이를 가진다는 점이다 전자는 후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에 해. 
당하지만 바로 그러한 점에서 후자와 유사한 것으로 기술될 수 없다 우, . 
리는 이와 관련하여 인식능력들의 초월적 실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식능력들의 초월적 실행은 공통감이 더 이상 전제되지 않. 
는 상태에서 인식능력들이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 공통감은 지성의 입법. 
적인 역할 하에 인식능력들의 합법적인 사용 다시 말해 인식능력들의 , 
권리이자 한계 를 규정한다 따라서 공통감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 ’ . 
이루어지는 초월적 실행에서 인식능력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실행,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처럼 인식능력들이 초월적 실행에 이. 
르는 것으로부터 새롭고 창조적인 사유 본래적 역량을 실현하는 사유가 ,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통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재인, 

을 초월론적 철학이 설명해야 하는 사유의 모델로서 설정하(récognition)
는 것을 비판한다. 

우리는 들뢰즈가 칸트를 극복한 이 두 가지 방향이 어떻게 만나게 되  
는지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보았다 인식능력들이 초월적 실행에 이르는 . 
것은 인식능력들이 앞서 말한 지성의 개념을 떠나 다시 말해 공통감이 , ─
더 이상 성립되지 않으면서 이념의 영역으로 개방될 때 이루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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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특히 이것은 감성이 더 이상 칸트가 말한 잡다를 감각하는 것이 . 
아니라 잡다의 배후에 있는 강도를 감각 감성의 초월적 실행 함으로써 , ( )
시작된다 강도는 이념을 표현하는 물질이고 감성이 강도를 감각함에 따. , 
라 이념이 다른 인식능력들에게 차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우리는 이로부터 들뢰즈가 칸트에게 받은 보다 중요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들뢰즈는 경험과 사유의 조건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기획의 . 
차원에서만 칸트의 철학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는 칸트의 철학. 
에서 이미 이념과 관계할 때 인식능력들이 활성화되는 사태를 발견하고 
있다 여기서 들뢰즈의 주된 참조 대상은 순수이성비판 의 변증론과 . 『 』
판단력비판 에 해당한다 사실 순수이성비판 의 칸트는 이념을 경. 『 』 『 』

험의 한계 너머로 추방하였으며 오직 개념의 적용 능력인 지성과 잡다, 
의 수용 능력인 감성을 통해서만 경험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칸트. 
는 공통감 재인 재현 등의 용어와 함께 들뢰즈의 비판 대상이었다 그, , . 
러나 칸트는 이념을 경험의 한계로 설정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이념과 
끊임없이 관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찰했고 따라서 우리가 이념과 , 
관계하는 사태와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칸트는 이념이 경. 
험의 한계 너머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문제 라고 불렀지만 인식이 ‘ ’ , 
문제 이념과 관련하여 이념의 규제적 사용 가능한 경험을 넘어서 확장- ( ‘ ’)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 이와 더불어 숭고의 경험에서 이념을 현시하. , 
고자 하는 상상력의 활동 현시불가능한 이념을 새로운 자연을 창조함으, 
로써 현시하는 천재의 능력 그리고 그러한 감성적 이념을 마주했을 때 , 
이루어지는 인식능력들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칸트의 서술을 우리는 떠
올릴 수 있다 다만 칸트에게 이것은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 과는 다. ‘ ’
른 종류의 경험이었다면 들뢰즈는 이러한 것을 사유의 본래적인 활동으, 
로 포섭함으로써 개념에 의한 종합 재인 과는 전적으로 다른 창조적인 , ( )
사유를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초월론적 . 
경험론의 모태를 우리는 특히 판단력비판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능력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태가 이미 거
기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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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칸트와 들뢰즈는 이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  . 
먼저 들뢰즈는 이념을 객관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이, 
다 칸트는 이념이 경험 가능성의 한계 밖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 , 
객관적 실재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념과 관계하는 것은 오직 . 
이성의 주관적인 원칙에 따라서 혹은 주관의 반성 을 통해서만 가능할 , ‘ ’
뿐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념 문제가 우리의 사유가 실제로 공략하고 . -
있는 객관적인 사태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문제 혹은 이념의 의. , 
미는 단지 인식론적 맥락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들뢰즈는 이념이 경험의 한계에 놓여있지만 그것이 무의식  , , 
을 통해 현시된다고 이해한다 특히 그가 이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는 마이몬과 라이프니츠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유한한 사유에게 . ‘ ’ 
사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한한 사유에 내재하는 무의식에 ,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라이프니츠와 마이몬은 이념이 규정되는 과정을 . 
설명하기 위해 순수한 차이들의 모델로서 미분 을 끌어오는데 들뢰즈는 ‘ ’ , 
이러한 점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만약 사유에 내재하는 어두. 
운 바탕이자 애매한 지대인 무의식이 이념이라면 들뢰즈가 말하는 사유, 
란 따라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연동되어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밝힌 칸트 철학과 들뢰즈 철학의 복잡한 관계  
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는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적인 기획의 계승자이. 
자 순수이성비판 의 감성론과 분석론의 비판자이면서 순수이성비, , 『 』 『
판 의 변증론과 판단력비판 의 창조적인 수용자이다 이와 더불어 . 』 『 』
들뢰즈는 라이프니츠와 마이몬을 참조하며 칸트가 제시한 개념들이 가지
는 함축적인 의미를 비틀어서 무의식의 영역을 기술하는 도구로서 활용‘ ’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가지는 목적은 차이와 반복 에서 들뢰즈가 제기하고 있  『 』
는 사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위해 칸트를 우회하, 
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론의 논의들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 바 적어도 . , 
차이와 반복 의 사유 문제와 관련해서 칸트가 가지는 영향력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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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차이와 반복 을 이해하기 위해 칸트라. 『 』
는 진입로를 채택했던 것은 서론에 제시되었던 칸트에 대한 내재적 비, ‘
판 이라는 주제는 차이와 반복 전반을 ’ 『 』 조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칸트와 들뢰즈의 . 
관계를 세밀하게 추적함으로써 차이와 반복 에서 들뢰즈가 사용하고 , 『 』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정돈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이 차이와 반복 의 사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 』
보기는 어렵다 먼저 이 논문은 주된 논의 대상을 차이와 반복 에 한. , 『 』
정하였지만 이로 인해 차이와 반복 과 동시기에 출간된 의미의 논, 『 』 『
리 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시기에 출간된 만큼 . 』
이 두 저작은 긴밀한 내용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의미의 , 『
논리 와 차이와 반복 을 상호 보충적으로 읽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 『 』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무의식에 대한 들뢰즈의 논의와 관련하여 라이프니  , 
츠와 마이몬만을 주목했지만 들뢰즈는 이러한 철학자들과 더불어 정신, 
분석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티 오이디푸스 로 인해 들. 『 』
뢰즈는 무의식과 관련하여 정신분석의 전면적인 비판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차이와 반복 과 의미의 논리 시기의 들뢰즈는 무의, 『 』 『 』
식을 기술함에 있어서 정신분석을 매우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 
차이와 반복 의 논의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뢰즈가 정신분, 『 』

석을 통해 길어오고 있는 개념과 내용들까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들뢰즈의 서술에는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등장한다 이것  . 

은 철학 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철학 내에서는 보통 잘 다루어지지 않
지만 문학에 대한 들뢰즈의 활용은 초월론적 경험론이 제시하고자 하는 , 
경험 의 사례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가 끌어들이‘ ’ . 

고 있는 여러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다소 추상적인 들뢰즈의 개념들을 보, 
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연구가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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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복 에서 들뢰즈가 칸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지점들에 초점』
을 맞추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따, . 
라서 의미의 논리 와의 연관성 정신분석의 수용 문학작품의 활용 사례 , , 『 』
등은 이번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 
거꾸로 이번 연구가 다루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측면, 
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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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the Genesis of 

Thought in Deleuze’s 

Philosophy

Keun-Ho, Ryoo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crutinize Deleuze’s philosophical 
explanations on the problem of thought, focusing on Difference and 
Repetition. In this regard we note Kant’s philosophy. As Deleuze 
called his philosophy ‘transcendental empiricism’ in Difference and 
Repetition, Deleuze continu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ought 
and experience, just like Kant’s transcendental philosophy. 
  Kant, of course, appears to be the object of criticism in many 
cases in Deleuze’s text. But what we have to be careful about is that 
Kant and Deleuze are not totally opposed to each other. Deleuze just 
discovered insufficient point in certain aspect of Kant’s philosophy, 
and by amending it, he tried to develop transcendental philosophy 
from a new perspective. In short, By criticizing Kant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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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uze aimed to completely actualize the potential of transcendental 
philosophy. Therefore Kant could st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in 
reading Difference and Repetition.
  However, Deleuze share with Kant not only the philosophical 
project of investigating the condition of thought and experience. 
Deleuze also drew many concepts from Kant, which occupy an 
important role in transcendental empiricism. For example, Deleuze 
explained ‘idea’ and ‘problem’, actively referring to dialectic in 
Critique of Pure Reason, and ‘transcendent exercise of faculty’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sublimity in Critique of Judgemen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nscendental empiricism more 
clearly,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what purpose Deleuze used the 
context of Kant’s philosophy. 
  Therefore, this thesis tried to specifically explain the following: 
First, the limitation of Kant’s transcendental philosophy which Deleuze 
tried to overcome. Deleuze criticized Kant’s transcendental philosophy 
for his insufficient investigation in that it lacks perspective of 
genesis. Kant’s transcendental philosophy did not go as far as the 
condition of the genesis of experience. At this point, the main target 
of his criticism is the transcendental ego(apperception) in Kant’s 
philosophy. Kant tried to explain thought through the active synthesis 
of the consciousness as transcendental ego. However, Deleuze 
considered that in order for the transcendental area to be properly 
presented as the condition of the genesis,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consciousness and go back to the area of unconsciousness 
which is origin of consciousness. 
  Nevertheless, Deleuze drew Kant’s term again to describe the area 
of unconsciousness. Deleuze called the object of unconsciousness 
‘idea’, which originates from kant’s philosophy. Kant called it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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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beyond possibility of experience, and judged that human who 
cannnot deviate the condition of sensibility cannot recognize idea. But 
Deleuze brought the unthinkable back to the condition of thought, 
because he regarded ‘the unthinkable in thought’ as 
unconsciousness. Salomon Maïmon and Leibniz play a crucial 
role in usage of Kant’s ‘idea’ as unconsciousness. 
  Deleuze insisted that creative thought could be made only when 
faculties are related to the ideas that is beyond the limit of 
experience. So what we had to explain is how faculties exercise 
when they are related to ideas and how it is different from 
ordinary thought. Although Deleuze criticized Kant for only 
showing thought exercised under concepts in analytic of Critique 
of Pure Reason, he found examples of creative thought in 
experience of beauty and sublimity of Critique of Judgement, and 
used Kant’s term in this discussion as well. 
  This thesis aims to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f 
transcendental empiricism by clearly determinating the above three 
points where Deleuze critically used Kant’s philosophy.
  
  

keywords : transcendental empiricism, idea, problem, thought, 
unconsciousness, faculty, common sense.
Student Number : 2017-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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