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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철학에 관한 네그리 카사리노의 담

저는 당신의 철학적 입장이나 정치적 기획과 어느 정도는 가장 긴 하게 연결되:

어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사상가들 즉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미셸 푸코로 향하면서 이 대담을, , ,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 당신은 이 사람들 각각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

입장을 이들의 입장과 분리시키는 중요하고도 실체적인 차이점들 또한 있습니다 이따금 당신은 그러.

한 차이들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구요 예를 들어 맑스에 관한 스무가지 테제 의 끝부분에서 당신.

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당신 작업과 관련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들의 한계는 이들이 전복적 소수자들의 집단적 기관으로서.

고안된 구성권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은. (

때때로 이들은 그러한 한계를 암묵적으로 극복한다고 재빨리 덧붙이기도 합니다.)1) 게다가 제국 의  

몇 군데에서 당신과 마이클 하트는 본질적으로 이들의 입장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되풀이합니다.2) 당

신이 이러한 사상가들과 맺는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평가에서 출발하고 싶군요 우선.

들뢰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들뢰즈와 저의 마주침은 스피노자를 경유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년대: . 1970

에 푸코를 상당히 주의 깊게 있었으며 사실 저는 그때 이미, Aut-Aut에 푸코에 관한 글을 하나 썼습

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기계.   Macchina Tempo에 한 장으로 수록되었습니다 한편 그 글에서 저는. ,

푸코의 방법론이 근대의 거대한 사법적정치적 제도들의 일체의 탈신비화에 본질적으로 중요할 뿐만-

1) Negri 1996, 178-79.

2) 특히Hardt and Negri 2000, 22-30.

이 글은 년 여름 로마에서 행한 조금 긴 대담의 요약본이다 대담은 애초 이탈리아어로 진2001 .

행되었고 이후 어로 번역되었다 이 글의 편집에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도움을 준. Brynnar

에 감사드리고 싶다Swenson .

체사레 카사리노 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문화연구 및 비교문학 조교수이며* Cesare Casarino

Modernity at Sea: Melville, Marx, Conrad in Crisis의 저자이다 문학 화 철학에 관한 그. , ,

의 글들은 와boundary 2, October, Raritan, Strategies, Paragraph, Social Text Arizona

에서 찾아볼 수 있다Quarterly .

안토니오 네그리는 철학과 정치이론에 관한 무수한 책들의 저자이다 어로 나온 그의 가장* .

최근 신간은 구성권력  Insurgencies과 혁명의 시간  Time for Revolution이 있다 그는 마이. (

클 하트와 함께 제국 을 썼고 년에 출판될 예정인 다중 을 공동저술했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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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권력의 현상학 당시 우리는 이를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 3) 에 관한

일체의 분석에도 역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논하면서 이를 옹호했습니다 다른 한편 저는 푸코의.

방법론이 궁극적으로는 곤궁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재합성 에 개방될 수 없다는, recomposition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결국 푸코의 고고학은 권력의 효과적인 과정으로 전환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고고학적 기획은 아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위로부터 움직 습니다. .

반대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개 그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인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그의 기획이 지닌 중대한 한계 습니다 저는 푸코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제가 년대 중반 무렵에 푸코에 관한1970 지오반나 프로카찌 등등의Giovanna Procacci 이탈리아

번역가들만이 아니라 푸코가 콜레쥬 드 프랑스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푸코와 함께 작업을 해

왔던 다른 인물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흔히 보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푸코의 기획에 귀속시킨 한계들을 푸코 자신도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

제가 보기에 푸코의 연구가 바로 그 당시에 즉 최소한 감시와 처벌 부터 시작하여 하지만 특히 성, ,   

의 역사 의 권에서부터 전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되었던 까닭이 바로 그러한 곤경을 극복하기1 [ ]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저는 콜레쥬 드 프랑스에서 약 년 간 그의 강의를 들었고 매: . . 2 ,

번 그의 논점은 흡사 역사가의 논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심한 불만족 상태에 빠뜨리곤 했습니.

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불만족을 공유했다는 것은 제게 분명해 보 습니다 어쨌든 제가 스피노자에. .

게로 돌아갔던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흔히 그러하듯이 이러한 귀환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

었던 역량 의 긍정적 재합성을 정치적 투쟁의 기하급수적인 강렬화를 사회적 역 전반에(potenza) , ,

걸쳐 일어나고 있던 정치적 운동의 확장을 적실하게 서술할 수 있는 개념적 형식을 발견해야 한다는

저의 필요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스피노자를 읽으면서도 저는 스피노자 사상의 모든 중요한 해석자들.

도 연구했습니다 특히 마트롱을 말입니다 그 이후 저는 들뢰즈의 스피노자 연구와 만났으며 그래서. . ,

저는 벵센느에서 진행된 스피노자에 관한 들뢰즈의 새로운 강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4) 들뢰즈

에 대한 저의 이론적 몰입은 바로 스피노자에 관한 들뢰즈의 작업과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만 하더라도 저는 그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들뢰즈에게 완전.

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가타리와 저는 아주 가까운 친구 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타리와 저. .

의 우정은 본질적으로 정치학을 둘러싼 것이었고 우리는 철학에 관해서는 거의 토론해 본 적이 없었

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자칭 정신분석가 던 가타리는 철학에 가담관여하는 것을 아주 수줍어. [ ]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해서 그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

년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철학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1983 , ,  

자유의 새로운 공간 을 공동으로 저술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다시 들뢰즈 얘기로 돌아가 보. 

죠 들뢰즈의 경우 저를 직접적으로 놀라게 했던 것은 제게는 역사적 지평 즉 특정한 행위와 의도에. , ,

의해 교차되는 역사의 미시적 지평을 구성하고 정의하기 시작했던 역량들 의(potentialities, potenze)

3) 어의 는 이탈리아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어들에 대응한다 와 가 그것이다 거칠게 말해서 이것‘power’ . potenza potere . (

은 프랑스어의 와 에 독일어의 와 에 라틴어의 와 에 각각 대응한다puissance pouvoir , macht vermögen , potentia potestas .)

는 잠재성 의 함의들과 공명을 하며 힘 과 강함 이라는 탈중심화되거나 대중적인 개념와도 공Potenza potentiality force strength

명을 한다 다른 한편 는 이미 구조화되고 중심화된 능력 의 힘 이나 권위를 가리키며 때로는 국가와 같. Potere capacity might

은 제도적 장치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를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 으로 옮겼고 는 때로. potere ‘ power’ , potenza

는 권력으로 다른 때에는 잠재성 으로 옮겼다 별도의 지적이 없는 경우 와 는 를‘ ’ , ‘ potentiality’ . ‘power’ ‘potentiality’ petenza

옮긴 것이다.

4) Deleuz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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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에 대해 개념적 형식을 부여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뢰즈에게서 제가 놀.

란 것은 구조적 지평을 깨뜨릴 수 있는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맑스주의. ,

적 노동자주의의 내부에서도 힘 경향 투쟁에 관한 정의는 단지 체제의 용어로만 체제에 관한 일반, , , ,

적인 예견 속에서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구조는 항상 예견되었습니다 계급 행동과prefiguration . . 좀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에서는 출현하고 있는 특정한 사회 집단과 세력들의 행

동은 항상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목적론 내부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출현하고 있는 세력들과 마.

주쳤을 때 제가 가진 핸디캡은 어쩌면 좀 더 사회학적인 패러다임 내부에서 작업을 해 온 그러한 사,

상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사법적인 틀에 의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

다.5) 때로 제가 국가형태와 그것의 사법적 제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종종 저의 연구를 거의 무-

의식적으로 한계지워왔습니다 당신은 아르노 강에 옷을 세탁하러 가곤 했던 알레싼드로 만초니에 관.

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저는 세느 강에 옷을 세탁하러 가곤 했다고 진정 말할 수. ,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곤경과 직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빠리에서 습니다 들뢰즈와의 마주침은! .

마침내 저로 하여금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저의 연구에서 근본적인 단절을 구성,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초로 씨름했던 가장 문제적이지만 빠져 나올 수 없는 사상가가 바로 푸코. ,

습니다 그의 기획이 구조 내부에서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시도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

제가 보기에 당신이 스피노자에게 돌아갔던 것이라든지 들뢰즈에 대한 당신의 발견을 사:

용했던 것은 일단 푸코의 곤경을 극복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당시 당신과 당신의 집단이 행하고,

있었던 연구의 곤경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 .

제가 거의 여년을 건너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것: 20 ,

이 왜 그리고 언제 당신이 제국 과 기타 다른 곳에서 푸코의 삶정치 개념을 재정립했는지를 설명, ‘ ’ -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당신은 통제사회에 관한 후기 라는 글에서 들뢰즈가 행한 푸코.

재정립이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이 개념을 읽고 있습니다- .

맞아요 바로 그렇죠 하지만 그 글에서 들뢰즈의 푸코 독해는 그 무렵 그가 저나 가타리와: . .

함께 세웠던 관계의 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철학적 개념의,

강렬한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의 이탈리아적 맥락으로부터 들뢰즈가 배웠던 모든 것의 향

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들뢰즈에게: . . [ ]

끼친 이러한 향력은 어쩌면 천 개의 고원 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 .  

들은 여러 곳에서 마리오 트론티를 언급하고 있으니깐요.6)

네 거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들뢰즈의 작업과 저의 최초의 마주침: , .

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스피노자 연구와 만난 후에 저는 그가 안티 오이디푸스 이전에 썼던. ,   

다른 모든 주요 저작들을 즉각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차이와 반복 이 가장 근본적인 저작입니다 바. .  

5) 옮긴이 네그리 자신이 법학 교수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6) 과Deleuze and Guattari 1987, 571n66 571-72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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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텍스트에서 들뢰즈는 푸코의 기획을 방해했던 문제들과 최초로 대면하고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푸코는 이것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차이와 반복 그리고 의미의 논리 에. ,    

대한 푸코의 서평인 철학극장 은 여기에서 푸코는 금세기가 들뢰즈의 세기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

다 그 자신이 추구해 왔고 그가 거의 여년 후에야 자신의 방식을 찾아내어 정립하게 될 바로 그10

러한 개념적 해결책을 들뢰즈가 발견했다는 푸코의 깨달음에 다름 아닙니다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은 진정 폭탄이 터진 것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당시 이탈리아에서 정치적으.

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정확히 일치하는 철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마이클 하트.

가 몇 년 전에 제출했던 가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기에 프랑스는 정치학을 했. 19

고 독일은 형이상학을 했지만 세기에 프랑스는 형이상학을 했고 이탈리아는 정치학을 했다는 거, 20

죠.7) 그렇지만 저는 제가 들뢰즈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급속하게 퍼졌던 들뢰즈에 대한,

견강부회식 해석에 저항했다는 것을 덧붙여야만 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모두에서 들뢰fashionable .

즈는 표면의 철학자로서 최초의 포스트모던한 철학자로서 즉각 읽혀졌습니다 들뢰즈 자신은 이 해석, .

들에 대해 상당히 격분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가 신철학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던 때 고 따라서 많은.

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던 때 습니다 당시의 많은 다른 동지들과는 달리 저는 들뢰즈가 결국에는.

마주치게 될 문제들이란 사실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지식의 대규모적인 사회화라든가 지식의 새로운, (

형태의 구성이라든가 노동의 새로운 형태의 출현 등등과 같은 경향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명확히 하) ‘ ’

는 것이며 마침내 그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 방식을 제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상,

당히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이 대담의 초반부에 제기했던 쟁.

점 즉 구성권력 문제를 둘러싸고 들뢰즈의 기획과 저의 기획이 지닌 차이점에 관해 마침내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뢰즈에게서 사건은 종종 특이성과 동일시되며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나 역사적인. ,

의미에서나 모두 특이한 것의 폭발적인 탄생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insurgent .

관한 그러한 개념화는 역사의 행위 와 결코 교차하지 않습니다 즉 사건은 결Doing(il fare della storia) .

코 역사 속에서의 운동의 행위 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들뢰즈에게는Doing . 그리고 심지어 그의 마

지막 작업에도 특이성을 접했을 때 깜짝 놀라 망연자실하다는 감각 이 항상 있으며 존재론적sense ,

사건을 이성의 예견 이나 이성의 도식화로 구성으로 또는 구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prefiguration , ,

거의 잠재적인 구성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무능력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놀라움과virtual .

우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들뢰즈가 사건을 접했을 때 너무도 혼비백산해서 사건이 표현하고:

사건을 또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집단적 행위 에 대한 통찰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군Doing

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들뢰즈는 실천의 문제를 아주 많이 강조한 사상가이자 저항의 집단적 실천에. ,

거듭 참여한 사상가입니다 예를 들면 유목론 이나 천 개의 고원 의 포획장치 부분에서 그렇습니.   

다.8)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당신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 해석: . .

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이 쟁점들에. ,

관해 즉 정치적인 것의 문제들에 관해 언젠가 들뢰즈와 인터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9) 그 인터뷰는

정말 주목받을만한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그 인터뷰에서 들뢰즈는 이 문제가 지닌 두 개의 측면들을.

7) Virno and Hardt 1996, 1

8) Deleuze and Guattari 1987, 351-473.

9) Deleuze, ‘Control and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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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편으로 그는 특이성의 가공할만하고 간헐적인 출몰 을 긍정. apparition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사건의 벗어날 수 없는 중심성을 단언합니다 문제는 특이성과 사건, .

사이에 있는 임의의 것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코 분절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

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는 존재론적인 기층? substratum

을 논리적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관계가 논리적인 명제를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관계가 단순히 서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게 할까요 들? ?

뢰즈가 거기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물음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정되다시피 천 개의 고원 에서. ,   

그들은 우리에게 일련의 거대한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그러한 이행이나 변형은 이 시나,

리오 내부에서 주어지며 담론의 상이한 질서들 사이의 계속적인 교환도 이 시나리오 내부에서 주어,

집니다 하지만 대개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행 내부에서 종합을 포착하는 것입.

니다 제가 여기에서 변증법적 관용구에 호소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 !

해 보겠습니다 즉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러한 이행과 변형 내부에서 결정의 순간을 포착하.

는 것입니다 가타리 들뢰즈 저는 수차례에 걸쳐 이 물음들에 관해 토론했으며 이들은 결코 제가 그. , , ,

들에게 직면하게끔 만들었던 문제들 제가 제기했던 반대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덧붙여야만 하겠습니다 사실 들뢰즈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두 사람 중에서 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즉 그는 가타리보다 훨씬 더 이러한 종류의 난점과 문제를 항상 기꺼이 인정.

하고 싶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타리는 프랑스 사회학 전통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부터 유래하며 결. ,

국에는 프랑스의 과학철학 전통에 관한 그의 초창기 연구로부터 유래하는 일종의 실증주의가 남아 있

어서 이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항상 이것들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 .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민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것을 지적하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비판에 접했을 때 그가 꺼려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성장에 있어서 실증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면 그는 쉽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서.

들뢰즈는 아주 달랐고 전혀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씨름하고 있었던 문제는. 그리

고 저는 들뢰즈 또한 그것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하,

는 어떠한 욕망도 없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학적 전통이 지닌 고전적인 문제 즉 지향과 행,

위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 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집단적인 관점에서. 즉 집단적 주체성

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문제가 되며 무엇보다도 구성권력의 문제가, ,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법철학 내부의 주요 전통. philosophy of right 즉 법 형식주의juridical

와 비판적 실재론formalism 이 거듭 직면했던 그러나 그것을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근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통에서 규범의 탄생은 항상 초월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 .

히려 제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장치들 입니다 과제는 내재성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internal apparatus .

입니다. 이 수준은 지평도 신적 도식에 대한 대체물도 혹은 범신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 , .

단적 행동 논리의 발견이며 그러한 특이성의 순간에서 그러한 논리의 구축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축, .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이 그러한 특이성의 순간을 원한 순간으로 바꾸는 것입

니다 마침내 저는 내재와 초월에 관해 말하고 이것들 사이에서 판단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제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

힘 내부를 구축하는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 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예, .

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힘의 미분법이 항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름 도식들 기획 등등. , ,

을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미분법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붙잡기 위해서 던지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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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에 대한 당신의 묘사에서 가장 놀랍게 보이는 것은 당신이 들뢰즈의 기획의 핵심부:

에서 일종의 양가성이나 머뭇거림을 분간해 낸다는 것입니다 방금 당신이 개괄한 문제들을 그가 완.

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적 결정 의 순간을 명확히constituent decision

하기에 이르렀을 때 구성의 기획이나 과정을 분절화하기에 이르렀을 때 지극히 머뭇거렸다는 거죠, .

들뢰즈의 편에서 볼 때 그러한 머뭇거림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왜 당신은 그가 궁극적?

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쩌면 이것은 그저 그?

의 기획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의 기획은 그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고 즉 그는 상이한 긴급성과 고유성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또 그는 구성의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 ,

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즉 이러한 과제에 보다 적합하게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거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 에게 남겨두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려운 문제군요 명백한 것을 반복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죠 들뢰즈의 철학적 성장: . . .

은 베르그송적 전통에서 습니다 가타리와 아주 흡사하게 그 또한 실증주의 과학주의 상대주의가. , ,

지배하던 세계에서 출현했으며 그 세계에서는 자연주의적 멍에로부터 진화를 해방시키는 것이 근본,

문제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들뢰즈가 내재성에 대해 특히 풍부한 개념화.

를 정립함으로써 그러한 세계로부터의 탈출구를 발견했다는 것을 덧붙여야만 합니다 들뢰즈는 베르.

그송적 기획의 위기가 어떻게 니체적 기획의 결과의 일부와 동일시될 수 있는지를 감지했습니다 하.

지만 그러한 동일화를 분절할 수 있기 전에 그는 모든 종류의 다른 경로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칸트, .

에게서 흄 등등에게 이르는 경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매번 그는 극.

단적으로 총명하면서도 정 하게 이를 행했습니다 매번 그는 현재의 관점에서 사상가들을 비판했고.

그럼으로써 사상가들을 현재의 논쟁과 문제틀 속에서 재현실화했습니다- .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그는 또한 각각의 사상가들을 또 다른 사상가의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았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것은 니체와 철학 에서 가장 분명합니다 이 책에서. . ,  

결국 그는 니체의 기획을 칸트적 비판의 해결이자 근본화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지합니다.

분명 그렇죠 또 그러한 지적인 궤적은 결국 그를 맑스주의와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 . ,

현실적으로 그는 결코 맑스주의와는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조주의와 충돌.

했죠 하여간 그래도 프랑스에서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맑스주의적인 유산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

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년대 중반 무렵 사실상 에콜 노르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와 상부. 1950 ,

구조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에 가담했습니다 그 논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히 구조와 상부구.

조가 어떤 방식으로 각자에게 내부적인가를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둘 사이의 상호침투와 중첩결정이,

변증법적 관계에 입각해서는 더 이상 적실하게 묘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규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

편으로 라캉이 다른 한편으로는 레비스트로스가 논쟁의 항들을 수립했고 논쟁의 체계를 구성했습, - [ ]

니다 알튀세르 푸코 기타 다른 많은 이들과는 달리 들뢰즈는 항상 이 논쟁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 , ,

습니다 그는 그 논쟁으로부터 빠져나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관해. .

말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바로 차이와 반복 입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성공적인 것은 아. .  

니었죠 사실 이 책의 마지막은 들뢰즈에게 위기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열린 위기 을지라도 말입니. .

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와중에서 그는 마침내 년에 가타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968 .

만남 탓에 들뢰즈는 특이성과 욕망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안티 오이디푸.  

스 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나 훌륭한 철학자가 가타리처럼 학문애호가! 



sanggels@empal.com 7

같은 팔방미인과 함께 했는지를 또 그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하고 상징적인 우정dilettantish ,

이 어떻게 생겨나 유지될 수 있었는지 등등의 것을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철학. ,

사는 여전히 이들의 공동 작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기껏해야 가타.

리를 들뢰즈의 합리성의 팽창에 있어서 일종의 후회 막심한 일탈 로 취급합니다 그런 류의 해석lapse .

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 작업 덕분에 들뢰즈는 특이성과 욕망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신체의 문제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직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선의 들뢰즈를 접했던 때는 바로 이 때입니다 이때의 들뢰즈는 천 개의 고원 을 쌓기 위해 마치.   

개처럼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의 기획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부분들이 수렴되었기 때문이.

며 바로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었던 것을 발견하고자 판돈을 다 걸었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결국 그가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  

개의 고원 은 극히 풍요로운 저작입니다. 세기의 네다섯 개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저작 중의 하20

나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년대 초반 무렵 당신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이란 무엇: , 1990  

인가 에 대한 서평을 썼습니다 그 서평에서 당신은 천 개의 고원 이 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 20   

저작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잠시 들뢰즈의 지적 궤적으로 돌아가고 싶군요 특히 그의 저작에서 베! .

르그송과 스피노자가 했던 상이한 역할들로 말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들뢰즈의 저작에는 두 개의.

상이한 주된 경향들 혹은 어쩌면 심지어 두 개의 상반된 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르그송이라는.

극과 스피노자라는 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 이것들은 같은 텍스트에서 공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

당신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서 보면 한편으로 당신이 그의 스피노자적 계보 때문에 들뢰즈와 긴,

한 친화성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 그의 베르그송적 가르침에 대해 당신이 항상 지극히 비판적이었,

다고 저로서는 생각하게 되는 군요 예를 들어 제국 에서 당신과 마이클 하트는 들뢰즈가 베르그송.   

으로부터 끌어온 일련의 개념들을 빌려와 재정립합니다 잠재적 과 현실적이라는 쌍과 가능- . ‘ ’virtual ‘ ’ ‘

적과 실재적이라는 쌍이 그렇죠 들뢰즈가 이러한 쌍들을 변별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자’ ‘ ’ . differentiate,

를 옹호하면서 후자를 거부한 반면 당신과 마이클 하트는 둘 사이에서 일종의 연속체를 생산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능적과 실재적이라는 쌍을 그저 간단히 기각하지 말아야. ‘ ’ ‘ ’ tout court

한다고 있다고 주장했죠.10) 이러한 개념들에 관한 당신과 하트의 그러한 재정립은 들뢰즈에게 있[ ] - ,

는 베르그송적 계보에 대한 비판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제국 에서 하트와 저는 역량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 . (potenza) .  

즉 포텐샬로서의 버추얼 개념 가능한 포텐샬 개념이 그the virtual as potential , the possible potential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라는 개념은 우연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포텐샬이라는 개념은 가능한 것의 잠.

재성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피노자는 물론이고 맑스의 요강 에서도 역량virtuality .   

개념에 관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단순히 철학적 참고문헌의 맥락에서(potenza) . ,

논의하는 것은 항상 아주 위험합니다 이 모든 개념들에 관한 분석 뒤에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즉 계급 개념의 발전과 극복이 그것입니다 이때의 계급이 사회계급을 칭. .

하든 정치적 계급을 칭하든 간에 말입니다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역량 개념에 대한 우. (potenza)

리의 발전에서 관건은 물체적 특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정치적 계급 개념의 합리corporeal

적 핵심을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정치적 계급 개념을 비물질적인 것의 세계와 대면하게 강,

제함으로써 즉 신체가 완전히 아프리오리하게 구축되며 인공적인 또한 항상 이미 노동 도구로서 주, ,

10) 과Hardt and Negri 2000, 356-59 468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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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는 세계와 대면하게 강제함으로써 합리적 핵심을 업데이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 (

기에서 신체라고 칭하는 것이 정신과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가.)

이미 특정한 생성 을 겪은 신체가 될 때 그리고 이미 실효적인 역사성의 수준과 실질bildung , effective

적 생산성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지게 된 신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즉 가능적인 것이 더 이real ,

상 우연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가능적인 것은 강력하며 가능적인 것이 잠재, (potente),

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버추얼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베르그송의 패러다potentially . !

임은 완전히 엉뚱한 것이 되는 반면 스피노자적 패러다임은 노동 개념의 재정립에 의해 통합되게 됩, -

니다 인간이 도구로서 인식되고 생산될 때 내재주의 역시 유물론이 되며 일련의 개념적 범주들 전. , ,

체의 지시대상 은 통합되고 구현구체화됩니다referent [ ] .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 두 개의 쌍들이 맺는 관계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당신: , . .

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서 당신은 이 쌍들 각각의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즉 현실적인 것이나 실재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실재적인 것이 가.

능적인 것에 의해 포섭되고 현실적인 것이 잠재적인 것 에 의해 포섭되었다는 것처럼 보입the virtual

니다 아니면 어쨌든 놀랍게도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차이도 없고 마찬. , ,

가지로 가능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사이에도 더 이상 어떤 차이도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만 제 기억으로는 당신과 하트가 제국 에서 착수한 것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당신, .  

은 가능적인 것을 잠재적인 것에서 실재적인 것으로의 이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이 실,

재적인 것의 구성에서 잠재적인 것을 변형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당혹스럽다.

고 생각하는데요 그 까닭은 그렇게 되면 가능적인 것은 매개라는 범주로 전환될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 당신은 갑작스레 당신이 어떠한 변증법적 해결책의 가능성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변증법적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그렇게 썼다면 저는 그걸 즉각 철회해야겠군요 웃음 어떤 가능한 매개가 있다: , , !( )

고 한다면 더 이상 매개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역량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potenza) .

량 은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즉 한편으로 그것은 반복불가능성으로(potenza) .

서 특이화되어야만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 도구적 또는 수단적 존재에 있어서 보편화되어, tool

야만 합니다 저는 이 용재 라는 개념. (tooling, utensileria) 이것은 질베르 시몽동에게 아주 중요하며,

천 개의 고원 의 곳곳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이성에 관한 유물론적 독해와 특이

성의 역량 에 관한 유물론적 독해에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potenza) .

어쨌든 제가 보기에 당신이 들뢰즈로부터 당신과 하트를 변별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실: ,

재적인 것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은 우리가 일찍이.

논의하고 있는 것 즉 구성권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판본입니다, .

분명 그렇죠 제가 구성권력: .  근대성의 대안들에 관한 시론 Insurgencies: Constituent

Power and the Modern State을 출간했을 때 저는 특히 구성권력 문제에 관해서 몇 번 토론을 했습

니다 처음에는 가타리와 했고 그 다음에는 들뢰즈와 했습니다 가타리는 자신이 제게 동의한다고 계. .

속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언젠가 제게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라면 제가 해결. . ,

하고자 노력하고 있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의미에서 제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

니다 제가 문제라고 규정했던 것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못했던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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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리가 다양한 정치적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구성권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다:

고 당신은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뇨 아닙니다 가타리는 정치에 가담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 .

정도로 투박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음 오히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선구성된!( )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음 자체를 우선 설명을 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이preconstituted . [ ]

죠 다시 말해서 그는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설명이 이미 완벽하게 전개되었고 이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개 우리 자신의 개념적 도구들을 가다듬.

는 것이었으며 바로 이것이 그와 들뢰즈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는 생, ?  

각했습니다 년대 후반 무렵 우리는 가타리의 집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제 기억으. 1980 ,

론 이 모든 문제들은 폴 비릴리오가 세미나에 가담했을 때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비릴리오에게서 저.

는 구성적 지평의 분산 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빠져나가기 쉬운 그물이 되었dispersion ,

습니다 비릴리오에게는 구성적 특이성이 차지하는 몫이 지극히 강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해결책도 찾. ,

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명시적으로 신학적인 변형에서만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성. .

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특이성들은 궁극적으로는 과정의 속도에서 경향들의 회복불가능성 속에서, ,

중심의 결핍이나 해체 속에서 분산됩니다.

이것은 낭비군요 낭비로서의 철학이네요: . .

네 정확히 그렇죠 아니 오히려 이것은 낭비로서의 소통의 철학이죠: , . .

프랑스 철학에는 이 모든 것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타이유: . .

그래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저는 바타이유와 다른 이들이 비릴리오에게는 지극히 중: . .

요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한 명의 기술자 이었습. technician

니다 그의 이러한 철학하기는 그가 도시화 전문가이자 기술자라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의 문화적이. .

고 지적인 성장 은 오히려 천박합니다 그는 모든 것과 잘 연결됩니다 그게 전붑니다 그가formation . [ ] . .

종종 보드리야르 같은 누군가와 비교되거나 혼동되긴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비릴리오와 저는 상당히 지저분한 싸움을 벌이곤 했고 우리는 한 동안 서로에게 말조차 건네,

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의 요점은 가타리가 자신의 내재성 개념화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로서 그리고 이 속에서 부활한 내재성으로 재정식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비릴positive ,

리오를 도우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빠리에서 세미나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우리는 종종 브루노 라투르 와 함께 하곤 했습니다 라, Bruno Latour .

투르에게도 역시 주된 문제는 그의 방법론에서 구성의 계기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투르에게 그러한 계기는 인식론적 역의 주변부에서 결정되는 것이었던 반면 저는 구성을 그러한,

역 내부에서 분출하는 어떤 것으로 상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라투르의 연구가 지닌 곤경은 인식론.

적 틈 과caesuras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말한 근본적 회의를 그가 지나치게 강조한다

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푸코의 난점과 유사하군요 푸코는 인식론적 비판이라는 기획을 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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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까지 고 나갔습니다 그러한 극한을 넘어서면 그러한 기획은 완전히 존재론적인 기획으로 되돌.

아올 수밖에 없으며 완전히 존재론적인 기획으로서 재탄생하게 됩니다, .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생애 말년의 푸코는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인 도약을 시도하고 있었: .

습니다.

푸코의 말년에 관한 얘기로 돌아가기 전에 당신이 들뢰즈나 가타리와 맺은 관계에 관해: ,

논하고 싶은 몇 가지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새로운 적대적이고 혁명적인 주체성.

들의 출현을 규정하려는 기획에 착수했을 때 이들은 정신분석학과 싸움을 하면서 그러한 기획을 시,

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안티 오이디푸스 를 염두에 두면서 말을. (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뢰즈나 가타리와는 달리 당신처럼 주체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철학자가.) ,

왜 정신분석 담론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나요?

우선 정신분석 담론은 저의 지적 성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저는 정: . ,

신분석적 문제틀의 과학성에 관해 어느 정도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딘가 무의식이 있을 것.

이라든지 그것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는 다르게 말. [ ]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프로이트를 읽었지만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았습니... ,

다 그 후 저는 독일의 역사주의에 관한 작업을 하면서 세기 후반의 심리학적 유물론을 많이 연구. 19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학생이었을 때 저는 심리학, .

강의를 두 개 들었는데 이것은 주로 구 베니스 학파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의 생리학적 측면과, ( )

신경학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에야 저는 라캉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라캉에 대한 저의 평. .

가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저는 그를 프랑스에 언어 철학을 도입하고 언어철학을 하기 시작한 지적 형.

상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언어철학이 앵글로색슨 전통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 . -

언어철학을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앵글로색슨의 나라에서 주된 연구 초. . -

점은 의미 에 관한 정의 그리고 실재 에 대한 의미의 지시에 관한 정의인 반면 라캉에게(senso) , reality ,

서 연구 초점은 언어와 가설적이며 포착하기 힘든 혼 의 관계로 변동시켰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soul .

획에 결코 흥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언어에 관한 분석은 제게 엄청나게 흥미롭습니.

다 그러나 제게 언어 분석은 물체성 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에 다름 아닙니다 비트겐슈타. corporeality .

인의 극히 훌륭한 통찰 그 이유는 그가 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20

은 바로 언어란 몸짓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말한다는 것은 몸짓을 한다 는gestural . (gestire)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신체를 관리한다 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gestire il corpo) .

또한 언어란 신체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무언가를 향해.

재주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서인가요 의식을 향해서 무의식을 향해서 고통스. ? ? ?

러운 내부성을 향해서 어쨌든 바로 이 때문에 정신분석학은 항상 제게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 .

신분석학은 정말이지 가엾은 학문이자 측은한 학문이며 의심스러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체성 이론이 무의식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이 주체성이: ,

라는 말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체성에 관한 들뢰즈 가타리의 개념화+

와는 아주 다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들뢰즈와 가타리에게는 무의식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뢰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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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타리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저 욕망 개념입니다 욕망 개념이란 복잡하고 요동치는 주체성이. , (

라고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개념이며 따라서 정합성 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 , consistency .

사적인 동시에 자연적인 정합성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의식이 들어설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저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도달했던 것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

석학이라는 똥구덩이 를 거치지 않고서도 말입니다cesspool .

음 저로서는 정말 동의할 수 없네요 어쨌든 다시 푸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년의 푸: , . .

코는 삶정치 개념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념이 당신의 기획에 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죠 제가 보기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재정립할 때 당신은 이것의 잠복적인 측면을. - ,

앞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은 이 개념에 관한 푸코의 분절에서는 그저 묵시적인 것으로.

만 남아 있었던 생산성이라는 요소를 생산적 잠재성 이라는 요소를 강조합니다 저의 이, potentiality . [ ]

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가 푸코로부터 추출해 냈던 삶정치에 관한 정의는 궁극적으로 그의 작업: , . ,

에서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한 정의를 가능하게 만든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확.

실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푸코에게는 무엇보다도 삶정치라는 물음으로 나아가는 주체. ,

성의 발굴 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푸코는 낡은 진리 즉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을 만들고excavation . ,

건축하며 생산한다는 것을 재발견하고 재정식화합니다 후기 푸코에게서 출현한 것은 인간의 죽음 이.

후의 인간주의입니다 즉 이 용어의 가장 가능한 의미에서의 인간주의인 것이죠. .

제 기억으론 당신과 하트가 제국 에서 이런 유형의 인간주의에 관해 논한 것 같군요: .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가능한 초월의 인간주의가 종말을 맞이한 후에 오는 인간주: .

의이며 인간의 역량을 인공적인 것의 역량 이라고 인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역량, (potenza) , (la

이라고 확언하는 인간주의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를 뛰어난 장인potenza del costruire con arte) .

이자 도구라고 이해하고 정의하는 인간주의이며 인간적인 것 에 관한 르네상스의artificers , the human

물질성에 의해 르네상스에서 태어났던 것인 인간적인 것에 관한 종교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인간주의,

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것의 종교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제가 인간적인 것의 종교라는 말로 말하고자 한 것은 매번 매순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

생산하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역량입니다.

다시 삶정치 개념으로 돌아가죠 당신은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푸코의 작업에서 추출했: .

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말은 푸코가 이 개념을 정교화하고자 노력했던 원래의 맥락으로부. ,

터 당신이 이것을 추출해야만 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겨집니다 물론 이것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재. -

정립하고자 할 때면 언제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동안 그것의 원래 맥락 즉 푸코. ,

의 성의 역사 권의 마지막 장으로 돌아가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그 책의 맥락에서 섹슈얼리티의1 . ,  

문제는 탐구 전체의 중심적인 초점입니다 즉 그 책의 마지막 장에서 푸코는 섹슈얼리티의 발명과 전.



12 multitude.co.kr

개 를 근대에 있어서 권력의 근본적인 테크놀로지의 하나로 설정하며 섹슈얼리티를 근대deployment ,

국가와 근대 자본주의가 삶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중요한 장치

라고 이해합니다 달리 말해서 푸코에게서 섹슈얼리티는 근대에서는 권력의 주요한 메커(dispositivo) .

니즘이며 삶정치의 중심적 장치 라는 겁니다 저는 푸코의 기획이 지닌 이 중요한 측면이, (dispositivo) .

삶정치 개념에 대한 당신의 재정립 속에서는 상실되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

아뇨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섹슈얼리티 개념 자체가 섹스의 게임으로: , . ,

섹스의 게임이라는 특정하고 결정된 역사적 배치 로 환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arrangement .

물론 푸코는 섹슈얼리티 개념을 이렇게 환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섹슈얼리티는 인간 재생산의 근.

본적 요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생산을 엄격히 맑스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노동 역량은 무엇. .

보다도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스스로를 재생산합니다 이것은 섹슈얼리티가 사회적 위계의 형성에 있.

어서 즉 선재하는 힘관계의 재생산에 있어서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스타일 삶의 형태 인간, - , ,

존재의 유형의 형성에 있어서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섹슈얼리티 문제가 지닌 이러한.

측면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그의 기획이 취했던 근본적인 존재론적 전1970

환의 지표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기 무렵에 그가 또한 정체성의 문제에 몰입하기 시작했다index .

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섹슈얼리티 개념을 분절할 때 저는 제가 현대의 페미니.

즘이 한 동안 말해 왔던 것 즉 상이한 삶의 스타일과 상이한 성적 놀이의 스타일의 선택이 생산 자,

체만큼이나 중요한 재생산의 구조화에 의해 중첩결정된다는 것에 새로운 어떤 것도 덧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게 삶정치에 대한 저의 정의를 산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

살고 있는 비물질성의 세계에서 재생산 이것은 삶정치에 관한 첫 번째 가능한 정의입니다 과 생

산은 더 이상 서로 구별될 수 없습니다 즉 삶정치는 생산과 재생산이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 되는 바.

로 그 때 즉 생산이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언어와 사회적 교환을 통해 행해질 때 완전히 실현됩니,

다 저는 삶정치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빠리에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리찌오 라짜라또. .

크리스띠앙 마라찌 그리고 당시 푸코 총서의 지휘자 던 주디Maurizio Lazzarato, Christian Marazzi,

스 레벨 같은 몇몇 친애하는 동지들과의 무수한 토론 덕분에 말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Judith Revel .

삶정치 문제에 관한 저의 탐구에서 최초의 감이자 중요한 출발점은 푸코에 대한 들뢰즈적 독해 습

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독해를 상이한 방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즉 제게 삶정치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

노동이라는 문제와 대면해야만 하고 또 이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각각의 개념과.

모든 개념을 정립하고자 할 때마다 항상 해 오던 것입니다 즉 저는 항상 노동을 염두에 둔 채 개념.

들을 산출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여전히 맑스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

의미에서 저는 삶정치에 대한 저의 정의가 푸코의 탐구를 확장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 섹슈.

얼리티의 전개의 맥락에서 푸코의 삶정치 정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정립을 받아들여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구별불가능한 역에서 즉 비물질적 노동의 역에서 신체의,

전반적인 구축에 관해 설명하고자 이 개념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탐구의 이러한 확장 덕분에 저는 또.

한 푸코가 상대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던 어떤 것 즉 삶정치와 삶권력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

습니다 저는 사실 삶정치 개념의 두 가지 상이하고 적대적인 측면 또는 경향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삶정치 개념 자체 내부에서 구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편으로 삶정치는 삶에 대한 지.

배의 제도를 뜻하는 삶권력 으로 전환되며 다른 한편으로 구성권력의 잠재성을 뜻하는 삶(biopotere) ,

역량 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역량을 뜻하는 삶정치에서는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biopotenza) . ,

비오스 인 반면 삶권력을 뜻하는 삶정치에서는 비오스를 창출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즉 권력은 삶bois , .

을 번갈아가면서 결정하거나 무력화하고자 합니다 즉 여기에서 권력은 스스로를 삶에 반하는 권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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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삶정치 개념을 재정립하고 확장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개념을 완. -

전히 스피노자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주의는 숫자. 2(la

에 기반을 둔 이성에 관한 가공할만한 신원증명 인 동시에 숫자ragione del due) identification 3(la

에 기반을 둔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주의는 어떠한 매개ragione del tre) .

도 알지 못하는 사유의 체계입니다 즉 한편으로 거기에는 삶을 창조하고 생산하며 재생산하고 자유. , ,

사랑 지식이 그러한 생산과정의 구축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 이러한,

역량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즉 무의 역량이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들뢰즈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작업도 이원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

삶권력의 두 가지 판본 구성권력과 구성된 권력 두 개의 근대성, , 11)이라는 이론 등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원론은 당신이 스피노자에게서 발견하는 이러한 이원론의 다른 형태이자 표현입니

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이원론만이 있죠: , . .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러한 이원론의 양극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둘 사이에는: .

어떠한 가능한 매개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일종의 어떤 관계가 있어.

야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그러한 관계를 포획과 지배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구. .

성된 권력은 끊임없이 구성권력을 종속시키고 착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권력은 삶으로부터 모든 역량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저: , , .

는 이러한 삶을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흐름 과 같은 것으로 전혀 간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flux .

때문에 저는 지극히 반베르그송적입니다 삶에 대한 저의 개념화는 생기론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 .

삶을 특이성들의 다중 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특이성들은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되며 또 이multitude . ,

렇게 하면서 이것들은 구성의 계기를 구성하며 산출합니다 그러한 다중은 구성하고자 하는 그 노력, .

의 각각의 측면과 모든 측면을 변용시키는 권력의 뺄셈에 끊임없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affect .

이것은 이원론이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조로아스터식의 해법을 기다리면서 제일 원리의 양극성을 구성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체적 관계들의 무한성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삶정치와 삶권력으로, .

돌아가 봅시다 이 개념들이 다른 모든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이 개념들의 구축적인 효력 에 따. efficacy

라서 이것들이 추론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한 효력에 따라서 가치평가되어야만 한다는, , enabling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삶정치나 삶권력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사물. . ,

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실재적인 것을 서술하는데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름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겪고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실재적인.

것을 포획하고 또 바로 여기 실재적인 것에서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구성의 경향들을, in potentia

규명하고 구성의 기획들을 상상하는데 있어서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삶정치와 삶권력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극히 유용한 이름입니다.

잠시 당신의 스피노자주의 판본 또 다른 다양한 이원론에서 표방되는 그러한 근본적 이: ,

원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창조하고 생산하고 구성하는 역량이 있으며. 저는 이것이

바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욕망이라는 말로 의미코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 한편으로는 뺄셈을

11) 두 개의 근대성 이론에 관해서는 와 를 보라Hardt and Negri 2000, 69-90 Hardt and Negri 1994, 28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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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정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당신이 무의 역량이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당신. .

이 후자의 존재론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후자가 취하는 다양하고 특정한 형태들.

국가의 지배 권력 자본의 착취 권력 등등과 같은 것, 을 서술할 때마다 당신은 항상 부정적이고

박탈적이고 뺄셈식의 용어로 그렇게 하며 당신은 항상 이것들을 존재의 부정으로 인식합니다 음 제, . ,

가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근본적 이원론을 일종의 마니교 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 Manicheanism

해서는 존재의 그러한 부정이 실체 자체로 사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 entity .

역량은 바로 무입니다 역량이 아니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한 이원론. , !

의 양극성들 사이에 여하한 대칭적 관계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배는 존재.

하며 착취는 실재합니다 기타 등등도 있죠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 ?

여기에는 어떠한 역설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피노자가 악의 문제와 씨름할 때 자신의: . ,

악 개념을 정립할 때 극히 명료하게 해명됩니다 스피노자에게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 하지만 그것은 삶을 뺄셈을 하고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 ?!

아니 잠시만요 여기에는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뺄셈과 부정은 긍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 . . .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작용하지 않으며 어떤 것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 [ ] , .

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 !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완벽하게 재해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은 실재하며. ,

그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일종의 마니교가 신학적인 구조화 원.

리의 근본적인 역할을 계속 합니다 어쨌든 악을 실재하는 실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종교적 전통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심지어 악이 형이상학적인 견지에서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견지에서는 악이 존재한다고 말해집니다 다른 한편, .

스피노자에게 악은 단순히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아주 실재적인 한.

계인 거죠 스피노자에게 악은 우리 욕망의 한계입니다. .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피노자적인 이원론은 한편으로는 생산적 역량 즉: , . ,

우리의 욕망에 의해 구조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망이 막다른 골목 으로 치달아가며, impasse

한 동안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게 되는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정적

권력에 의해서 구조화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우리의 욕망은 한계에 도달하며 우리는 이것을 국가 등과 동일화합니다 다시 말해: . , .

서 이 한계는 현실적으로 생산되는 부정적 현실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 현실을 발전시reality . [ ]

키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에 의해서,

생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실존은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이 바로 생산된 한계. ,

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곤경을 항상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리고 항상 우리. ! ,

는 우리 욕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증오나 다른 부정적 정념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구축하는 즉 집단성. ,

으로서 구축하는 긍정적 정념들을 표현함으로써만 한계들을 극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 민주.

주의를 결정할 수 있었을 때에만 우리 자신을 민주적 시민으로서 긍정하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게[ ]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민주주의란 욕망의 절대성이 집단적으로 전개된 민주주의입니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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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욕망한다는 것은 개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이한 행위인 동시에 집단적 행위입.

니다 그러한 집단성에는 어떠한 계약도 없습니다 단지 정초적이고 구축적인 사랑의 행위만이 있을. .

뿐입니다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델들을 선택하고 윤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연결. .

하고 게다가 윤리와 정치 정신과 신체 공과 사 개인과 집단 다시 말해서 욕망과 그것의 실현 사이, , , , ,

의 임의의 일체의 차이를 폐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성의 도식입니다 이중 어떤 것도 유토피아의 실.

체화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단성에 관한 그러한 개념화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의 앞.

에 놓여 있는 것 예를 들어 계급투쟁 같은 것 에 대한 분석을 수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급투.

쟁은 사랑을 산출하고자 하는 점증하는 시도로서 사랑의 거대한 실험으로서 이해되어야만 마땅합니,

다.

삶정치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작업과 지오르지오 아: .

감벤의 작업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들만이 아니라 기이한 유사성들에 관한 탐구를 시작하기 위한 방식

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당신 두 사람은 몇몇 특정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

가령 예를 들어 삶정치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당신은. ,

잠재성의 존재를 둘러싸고 집중된 내재성의 철학을 산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

입니다 다른 한편 당신네 두 사람은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공유된 기획을 놀. ,

랍도록 상이한 방식으로 분절합니다 예를 들어 아감벤과 달리 당신은 항상 생산이라는 문제를 강조.

하며 존재의 생산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 탓에 당신은 삶정치에 대한 아감벤의 분절과 특히 그, .

의 헐벗은 삶 날것의 삶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국 에서 당신bare life[ ] .   

과 하트는 아감벤이 헐벗은 삶을 삶정치의 부정적 한계로 전환시킨 반면 당신네들은 오히려 그것을

삶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특히 생산적 요소로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아감벤의 편에서 보면 그는 호. ,  

모 사케르 에서 당신의 구성권력 개념을 비판합니다. 

아감벤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 중 한 명이고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중의 한 사람입니다: , .

저는 대략 년 동안 그를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름휴가를 같이 보내곤 했죠 또 우리는20 . .

매년 크리스마스 때 모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서로를 아주 좋. .

아합니다 제가 그보다 나이가 많죠 또 저와는 달리 그는 결코 정치투쟁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정. . .

치투쟁에 대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투쟁이.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결여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

그의 작업에서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인 하이데거주의라는 형태를 띱니다 그는 인간적인 것이 죽음을. -

향한존재라고 단연코 확신합니다 인간적인 것에 관한 그러한 개념화는 그의 연구에 역설적인 리듬을- .

덧붙이며 따라서 이것은 세계가 삶의 극한에서 즉 죽음이라는 그러한 문턱 위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

기적과도 같이 다시 태어난다는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로젠츠바이크 나 벤야민에게서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감벤에게서 이 문제틀은Rosenzweig .

지극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그가 지극히 유물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로젠츠바이크와 달리 아감. .

벤은 개체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벤야민과 달리 아감벤은( ) .

진리와 종말론간의 애매한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제기한 질.

문들은 제도의 본성을 둘러싼 역사적인 질문들입니다 그의 작업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항상 정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아감벤과 저의 논쟁은 항상 그의 사유에 있는 이러한 긴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

즉 이것은 그가 존재의 극한을 일종의 새롭고 정화된 언어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면서 그러한 극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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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긴장입니다 그와 거의 비슷하게 저 또한 그러한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찍이 주장했듯이 그것은 마치 마니교적인 아곤. ,

에서처럼 삶의 역량과 무의 역량이 서로에게 맞서도록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agon , .

삶과 삶의 실재적 한계들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이러한 역량들 사이의 관계를 각각의 특이한 연결,

체 속에서 포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살펴본다면 그러한 관계는nexus . ,

또한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됩니다 각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관계 말입니다 왜냐하. , .

면 우리는 우리가 다음 순간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사람.

은 이러한 한계에 죽음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러한 한계와의 접촉 덕분에만 사물들이 의미를 갖‘ ’

는다고 생각하며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끊임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한계와 접촉한 덕분이 아니,

라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매번 모든 때에 확장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즉 한계를 계속하여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그러한 역량이 세계를 생산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주 아감벤과 의견이 일치합.

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

똑같은 거대한 형이상학적존재론적 도식을 설정하고 이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어떤 측면- .

에서 파악하는 반면 저는 다른 측면에서 파악합니다, .

확실히 당신도 아감벤도 죽음을 삶의 반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오히려 당신네들: .

에게 죽음은 삶 자체의 일부이자 삶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푸코의 임상의학.  

의 탄생 의 몇몇 지점에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

하지만 당신네 두 사람 모두 헐벗은 삶이라는 개념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불일치합니다: .

당신이 쓴 최근 글인 정치적 괴물 헐벗은 삶과 역량 에서, Il mostro politico. Nuda vita e potenza

당신은 이 개념에 대한 아감벤의 사용법을 근본적으로 비판했으며 심지어 당신은 그것이 순전히 이,

데올로기적인 구축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아감벤에 관한 루치아노 페라리 브라보.

의 글Luciano Ferrari Bravo 12)에서 우리가 보는 헐벗은 삶에 대한 비판과는 다르며 사실 훨씬 더 비

타협적입니다 사실 브라보는 그러한 개념을 그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근본적인 애매함 이원론 또는 진동 즉 헐벗음과 삶 사이의 진동을 규정하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 , .

하지만 헐벗은 삶에 대해 당신이 최근 행한 비판이 당신과 하트가 제국 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냉혹하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하는 군요 당신이. 아감벤과는 다르게 헐벗은 삶을 해석

하는 방식을 암시하고 있는 그 책에서 썼던 것과는 달리 당신의 글은 이제 이 개념이 구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경우든 제가 보기에 당신은 제국 을 쓴 후에 이 문제에 대한 생각.   

을 바꾼 것 같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이 개념에 대한 그러한 비판. ?

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입니까?

음 브라보는 헐벗은 것이 삶인가 아니면 삶이 헐벗은 것인가 라고 물었죠: , , ? .

12) 옮긴이 인터넷에는[ ] Luciano Ferrari Bravo, «Homo sacer» (book review), in Futuro anteriore, no 5, Paris, L’Harmattan,

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나 전미래 는 매년 회 발간되던 것이므로 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잘못된 출1996, pp. 167-172 4 .  

처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Multitudes의 유럽 편집위원이기도 했던 브라보는 이미 작고했으며 세르지오 볼로냐가 브라보,

의 사후 저작집에 대한 서문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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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근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특히 헐벗은 삶이라는 개념이 최근의 아: . ?

감벤에게도 지극히 중대하고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 의 후속작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새 책: ,  13)은 그의 사상에

대한 해독제 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헐벗은 삶에 대한 그의 이해를 규정해 왔던 애매resolutive .

함을 해결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는 최근.

사도 바울에 관한 책14)에서 이러한 종류의 것을 이미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가 대부.

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느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극히 교훈적이며 정 합니다 하지만 이 책. .

은 헐벗은 삶을 엑소더스를 위한 잠재성으로 재구축하려는 엑소더스에 입각해 헐벗은 삶을 근본적으,

로 재사고하려는 철저한 시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성서해석에 다소간 갇혀

있습니다 저는 헐벗은 삶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하다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저는 권력의 이미지를 무방비의 인간 존재 가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으로까지 어붙(un povero Cristo)

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 있고자 하는 진정한 시도인 궁극적인 저항을 권력이 제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지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을 사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사람들의 헐벗은 신체들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 개념이 이데올로기로 전환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즉 그러한 방식으. .

로 권력과 삶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

어 버립니다 결국 아감벤은 그것이 권력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종 심급에서 권력은 각각의. .

인간과 모든 인간 존재를 그러한 무역량의 상태로 환원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닙.

니다 정반대입니다 즉 역사적 과정은 분명 거듭 한계와 마주치게 되는 연속적인 구성과 구축 덕택에! .

생겨나고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한계이며 이 한계 속에서 욕망은. ,

확장하고 이 속에서 삶은 점점 더 완전하게 됩니다 물론 한계를 절대적인 무역량으로 인식하는 것, . -

도 가능합니다 특히 한계가 그런 방식으로 수차례 동안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강화될 때 그렇습니다. , .

하지만 한계에 관한 이러한 개념화는 구성된 권력의 관점에서 본 한계이자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이

미 완전히 무기력하게 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한계가 아닐까요 물론 이런 관점들은 하나이자 동일?

한 관점입니다만 권력 자체는 우리더러 권력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싶게 하고 되풀이하고 싶.

은 것은 아닐까요 권력이 아직은 분쇄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분쇄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

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구성의 과정이라는 관점에, ,

서 역량의 관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용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

헐벗은 삶이라는 개념이 아감벤이 이 개념을 인식하듯이 정치적 운동들이 받아들이고 정치적 논쟁에, ,

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런 전망이.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글에서 저는 이 개념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느.

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오늘날 전통적 우생학의 논리가 인간의 현실 전체에 스며들어 이를 포획.

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그 물질성의 수준에서도 즉 유전공학 을. , genetic engineering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침투와 포획의 과정이 지닌 궁극의 결과는 주체성의 뒤집혀진 생산이며 이. ,

생산 내부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저의 는 우리의 저항을 뺄셈하거나 중립화시키려고 끊임undercurrents

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헐벗은 삶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저의의 부분이자 일부라고 당신이 주장하고:

13) 옮긴이 이미 출판되어 나온 예외상태 를 가리키는 듯하다[ ] .  

14) 옮긴이[ ] The Time That Remains: A Commentary On The Letter To The Romans (Meridian : Stanford, Ca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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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감벤과 논의하지 않았나요 당. ?

신의 비판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방금 당신에게 한 말을 그에게 할 때마다 그는 상당히 짜증을 내고 심지어 화를 내기:

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호모 사케르 에서 끌어낸 결론들이 위험한 정치적 결과들.   

로 이끌며 이러한 뒤죽박죽 상태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그에,

게 달려 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책에서 돌파해 나가는 문제들의 유형은.

그의 많은 다른 저작들에서도 회귀합니다 예를 들어 바틀비에 관한 그의 에세이는 저를 완전히 격분.

시켰습니다 이 책은 원래 바틀비에 대한 들뢰즈의 글도 포함한 소책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음 들뢰즈. . ,

가 자기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감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

죠 저는 이들이 일정 정도의 역설적 병치에 의해 이러한 한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즉 그를 위한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글을 묶어서 출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

닌가 생각합니다만 이런 시도가 결국에는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한계에 관, .

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지겹고 피곤하네요 한계가 죽음인 한 한계는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 이. , ,

것이 저의 요점입니다 한계는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한에 있어서. qua

창조적입니다 즉 한계는 당신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창조적인 거죠. .

알겠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도출되는 창조성: . 심지어 생산성 이 스피

노자적인 의미에서 절대적 자유의 창조성이라는 거군요 사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죽음의 두려움으로.

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더 자유롭고 강력하고 위

험한 자는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스피노자에게서,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는 절대적 자유인 동시에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생산성입니다 즉.

가장 창조적인 포텐셜들의 표현이자 창조성의 절정 인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스zenith .

피노자에게 죽음의 두려움의 부재인 절대적 자유의 그 순간은 어쩌면 절대적 자유를 필연적으로 보(

장하지 않고서도 표현 생산 창조에 있어서 그러한 기하급수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불가결) , , exponential

한 가능성의 조건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죽음의 현존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라고 말하는 반면 하: ,

이데거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다시 헐벗은 삶이라는 문제로 돌아가 보죠 당신의 최신작 혁명의 시간: .   15)

에서 당신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길게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 책에서 가난에 관한 특정한.

개념화를 정립하고 있다고 즉 당신이 가난 개념을 생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16)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게 흥미로운 것은 가난에 관한 구절에서 당신이.

헐벗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때로는 가난의 헐벗음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가령 어느 곳에선가 당신은 빈자란 삶정치에 의해 고통을 받음으로써 구성되는 대상이 아니. ,

라 바로 삶정치적 주체이라고 게다가 빈자는 있을 수 있는 역량의 헐벗은 원성이다, ‘ ’17)고 씁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헐벗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당신의 주장이 아감벤의 헐벗은 삶의 헐벗

15) 옮긴이[ ] Kairòs, Alma Venus, Multitudo 정남 옮김 갈무리; , , 2005.

16) Negri 2000, 83-102.

17) Ibid.,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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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가리키고 또 이것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다시 받아들여서 재배열했다는 사실은 제 작업에 아감벤: .

이 현존하고 있고 향을 주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쁘게 생.

각하고 있고 게다가 당신이 그것에 주목한 것 역시 기쁘다고 말해야겠군요 의심할 여지없이 아감벤, .

과 저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화 의견교환 토론이 항상 있습니다, , .

이러한 특정한 사례에서 의견교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가난의 헐벗음과 헐벗은 삶의 헐: ?

벗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난의 헐벗음은 직접적으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긍정적 역량과 연결되어 있죠: . .

그러한 헐벗음은 존재의 요소로서 항상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성권력의 부분이자 일부이기도 한 거군요 이제 구성권력 개념을 가지고: .

대담을 진행해 보죠 당신은 이 개념을 가지고 당신의 기획을 푸코의 기획만이 아니라 들뢰즈와 가타.

리의 기획과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권력 개념이 당신의 기획과 아감벤의 기획 사이에.

있는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아감벤은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했습니다 호모 사케르 에서 그는 당신의 구성권력 에 대해 짧게 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당. .    

신이 구성권력과 구성된 권력을 분리하는 방식을 비판합니다 즉 그는 당신이 이 두 개의 권력들 사.

이의 구별이 행해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것들에 대.

한 일체의 구분을 유지할 수도 설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요?

정말 잘 모르겠군요 아감벤은 사법적 범주들은 물론이고 범주로서의 사법적인 것이 일관된: .

형이상학적 기준으로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을 또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는coherent ,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비판은 순전히 부정적 비판입니다 이게 뭘. .

의미하냐하면 제가 구성권력에 관해 말한 것의 실체를 그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

제가 말하는 것은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즉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찾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유형의 비판이 오.

히려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저의 입장에 대한 아감벤의 주된 비판은 구성권력과 구성된 권력이 일체의 사법적정치적: -

기준들에 따라서는 서로 구별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것은 아주. !

명백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구성권력 분석은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법학자들은 구성. .

권력이 성문화되지 않는다면 구성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구성권력은 사법 체계와.

그 연속성을 깨뜨린다고 구성권력은 구성된 권력에 의해 인정되고 비준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논점에 따르면 구성권력은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두 개의 형태.

를 띱니다 즉 한편으로 구성권력은 법 의 바깥에서 살아가며 다른 한편으로 구성권력은 법의 내. Law ,

부에서 즉 법체계 를 혁신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력이라는 형식, legal system(ordinamento giurid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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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살게 되죠.

또 후자의 경우에서 구성권력은 이미 주권권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 말을: .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이 문제 즉 구성권력의 존재를 확정하고 규정하고 포함하는 문제 는

전혀 구성권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성된 권력의 문제인 거죠. .

바로 그렇죠 구성권력은 그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 .

존재하며 그것은 구성된 권력과 관련하여 거의 유사한 삶을 삽니다 오늘날, . 반지구화 운동처럼

스스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들은 구성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구

성권력이 구성된 권력에 대해 그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들은 지극히 강력한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갈망을 표현하기에 불가피하게 법체계를 변용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인정되어야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운동들은 항.

상 구성적 기능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감벤의 비판에 대한 이러한 답변은 요점을 완전히constituent .

벗어난 것입니다 그의 비판에서 우선 가장 문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답변이 제기하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감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그가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인 것의 구성도 허.

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의 비판은 저의 논점에 외부적인 채로 있으며. ,

저의 추론 방식에는 낯선 것입니다 그것은 비판 이상으로 대립을 대척점을 구성합니다. , .

아감벤이 정치적인 것의 구성을 사고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된 이런 비판은 그가 구성권:

력에 관한 당신의 논점을 논하는 대목의 끝부분에 쓴 문장을 생각나게 하는 군요 그걸 읽어보죠. .

스피노자 쉘링 니체 하이데거가 이러한 방향 속에서 만들어왔던 단계들을 넘어서서 잠재성에 관“( , , , )

한 새롭고 일관된 존재론이 현실성의 일차성 및 잠재성에 대한 현실성의 관계의 일차성에 기반을 둔

존재론을 대체하게 될 때까지는 주권의 아포리아로부터 자유로워진 정치이론은 사고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18) 한편으로 저는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가 추구한다고 생각되는 것과는 상이한 방향에서 이 모든 것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저는 잠재성을 행.

위 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단순한 수단으로서만 인식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만 할 수 있는act

따라서 잠재태 를 현실태 에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저 잠재성을 이해하지도 사potentials act tout court

고하지도 못하는 지배적인 존재론적 전통에 관한 그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감벤이 올바르. (

게 지적하듯이 이 전통의 근간을 놓은 텍스트,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은 그러한 전통

이 대담하게 인정했던 잠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러한 관심 탓에 그는 마침내 잠재성으로부터 현실태 로의 매개적인 이행이나 변형에 호소하지 않고act

서도 잠재성 개념을 산출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현실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잠재성을.

인식하고 또 임의의 모든 관계나 모든 현실태 없이도 잠재성을 사고하는 거죠, whatsoever .19) 그리고(

이것이 목적 없는 수단이라는 개념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잠재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로부터 이 매개하는 관계 결국에는 잠재성을 현실태의 노예로 만드는 효과를 항상

초래했던 관계 를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이 관계를 제거한다고 하더,

라도 현실태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즉 한 가지는 이러한 관계가 없이 지내는 것이.

며 이와 상당히 다른 하나는 현실화 의 문제 전체가 옅은 대기 속으로 사라지게 되거나, actualization

무관하게 되어서 그러한 관계가 마침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

18) 번역 수정Agamben 1998, 44. .

19) Ibid.,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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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죠 이러한 관계가 없이 지낸다고 함은 잠재성과 현실태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내재하는 것이!

라는 말하자면 서로 판명독특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분간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근본적이고 전반적, [ ]

인 재개념화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재사고함으로써만 잠재성에 관. ‘

한 새롭고 정합적인 존재론이 마침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아감벤은 앞의’ . ,

구절에서 그러한 존재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이미 어떤 형태로는 존,

재하고 있으며 특히 들뢰즈가 이러한 방향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

들뢰즈의 잠재적과 현실적이라는 쌍의 배열을 들뢰즈가 잠재성과 현실태의 관계에 관한 물음을 제‘ ’ ‘ ’

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들뢰즈가 현실적인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을 억누르고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었으며 또한. ,

잠재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고립시켜 놓고 이론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뢰즈에게 잠.

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내재적인 회로 을 형성합니다 이 두 가지 각각이 다른 것의 한쪽 면circuit .

이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또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항상 잠재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항상 유사한 잠. ,

재적 삶을 보내며잠재적인 것과 유사한 삶을 위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 .20) 그러므로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똑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한 두 개의 상이한 방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는 결코 잠재적인 것의 궁핍화 나 괴, impoverishment

사 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화는 항상 다른 잠재적 실재성들 을mortification . realities

생산하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 아감벤에게서 우리는 잠재성이 항상 최종 순간에는 현실태 속에서 스.

스로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그러한 실현 을 잠재성. realization

의 고갈 과 사망에 다름 아닌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마치 잠재성이 현실depletion .

태 속에서 스스로를 실현함으로써 현실태 속에서 출몰하기는 하지만 화석화된 현존의 역할, fossilized

을 하는 것으로 격하되게 되는 거죠 석관 이나 피라미드 내부의 미라와 그다지 다르지 않. sarcophagus

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또한 아감벤의 작업에는 상이한 방향을 가리키는 요.

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들뢰즈의 입장과 화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다른 곳에서 언급했었던 아감벤의 도래하는 공동체 에. ( ,   

있는 후광halos21) 문제에 관한 멋진 장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22)

음 이 마지막 요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군요 즉 저는 아감벤의 입장과 들뢰즈의 입장이: , .

결국에 가서는 화해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당신이 방금 말했던 것의 대부분.

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더 끌고 가고 싶군요 현실태는 항상 잉여 를 포함하며 잉여. surplus ,

를 구성합니다.23) 실현이 된다는 것은 가능적인 것과 관련해 볼 때 잉여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

러한 잉여가 아주 특정하고 정확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혁명의 시간 과 다른 곳들에서 작.   

20)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질 들뢰즈의 특히 과 을 보라Cinema 2, 68-70 78-83 .

21) 옮긴이 라틴어 는 보통 후광 또는 드물게 윤광 으로 번역된다 그리스도교 예술에서 그리스도나 성인의[ ] halos ( ) ( ) .

머리 부분을 둘러 싼 광휘 하느님의 신성 이나 거룩함 은총 광 인간의 윤리적 탁월성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 ) , , ,

기법이다 이는 그리스도 이전 시기에 웅이나 성현이 지닌 권능과 위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리스도교 예술에서.

이를 채용한 것이다 후광은 이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 기하학적 형태로 사용되었다 삼각형은 성삼위. .

하느님 특히 성부를 나타낼 때 사용하 고 원형은 그리스도와 복된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에게 사용하 는데 특( ), ,

히 그리스도에게는 원형 안에 십자 표시를 아울러 그려 넣기도 하 다 사각형은 생존자에게 적용하 다 원형은 하늘을. . ,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 다 후광은 광배 와 구별된다 광배는 그리스 로마 예술에서 여러 신 들과 웅들. ( , aureola) . · ( )

의 신성과 탁월성을 표현하 는데 이용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예술에서는 하느님의 신성을 상징하므로 성삼위와 그리스도에

게만 사용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나타내는데 응용되었다 형태에 있어서 후광이 인물의 머리 부분을 둘러싸.

고 있는데 대하여 광배는 온몸 전체를 둘러싸도록 그려져 있다 광배의 색체는 대체로 초기예술에는 흰 색이 르네상스 예. ,

술에는 황금빛과 푸른색으로 된 것이 많다.

22) 이 구절에 관한 카싸리노 의 논평에 관해서는 그의 를 보라Agamben 1993, 53-56. Casarino “Philopoesis,” xxxv-xxxvii .

23) 이 구절의 이곳과 다른 곳에서 잉여 는 이탈리아어 를 번역한 것이다‘ ’surplus ecceden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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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잠재성은 스스로를 재잠재화 하며.) repotentiate ,

스스로를 이등 권력 으로 재창출합니다 그러므로 잠재성은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second power .

를 현실화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잠재성의 존재론은 맑스적인 존재론에.

다름 아닙니다 즉 생산적 현실태행위는 노동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적 현실태. [ ] .

행위는 노동을 찬양하고 축적하는 현실태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롭[ ] [ ] .

고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이륙할 수 있습니다 산 노동은 결코 스스로를 고갈시킬 수 없으며. ,

소진될 수도 없습니다 산 노동의 사멸이나 낭비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체화! .

와 확장만이 있을 뿐입니다multiplication .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자본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요: .

그래요 분명히 그렇죠 저는 죽은 노동이 아니라 산 노동에 관해 말하고 있으니깐요 자본: , ! !

은 단지 삶에 대해 뺄셈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을 사멸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노동을 사멸하게 하는 현실태는 생산적 현실태행위이지도 않을: [ ]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말해서 현실태일 수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군요 오히려 그것은 한계의.

표현 인 것이죠 존재자에 대한 한계 자체인 거죠 잠재성과 현실태가 서로에게 내재적이manifestation . .

라고 재개념화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잠재성의 존재론은 한편으로는 잠재성을 현실태를 통해,

훨씬 더 풍요롭고 완전하게 재탄생하는 것으로 잠재성이 현실화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결정할 때,

마다 매번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태를 권력역량에 더 많은, [ ]

권력역량을 부여하고 삶에 더 많은 삶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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