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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 1981년 루뱅강의

편집자 주

김상운 옮김

1981년 푸코는 루뱅 가톨릭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프랑키기금 초청 강좌라는 틀로 이

뤄진 이 강의에 푸코는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 : 사법에 있어서 고백의 기능』이라

는 제목을 골랐다.1) 이와 병행하여 그는 “사회보호의 계보학”에 관한 연구라는 세미나

1) [옮긴이] 이 구절 뒤에 영역판은 다음의 문장과 각주를 붙였다. 문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를 Wrong-Doing, Truth-Telling: The Function of Avowal in Justice로 번역하기로 결

정했다.” 그런 후에 다음의 각주가 붙어 있다. 

   “우리는 Mal faire, dire vrai라는 제목을 Wrong-Doing, Truth-Telling로 번역했다. 이는 푸

코가 이 강의를 했을 당시에 진실-말하기(truth-Telling)라는 넓은 범주에 몰입했다는 것, 그

리고 파르레시아에 대한 관심이 막 시작됐다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진실-말하기’는 푸

코가 조금 나중의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에서 사용한 ‘진실-말하기(dire-vrai)’라는 표현을 번역

하기 위해 영역판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el 

Foucault, The Courage of Truth: The Government of Self and Others II: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83–1984, English series ed. Arnold I. Davidson, trans.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2011), p.1(이 영역판에서는 “ce theme de la 

parrêsia, du dire-vrai”를 “the theme of parrhēia, truth-telling”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speak true”나 “telling true”보다는 오히려 “truth-telling”

을 선택했다. 첫째, “speak true”는 너무 자구 그대로의 번역이며, 이 맥락에서 “vrai”를 

“true”으로 번역하면, 예를 들어 푸코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놀고 있는 “a dire vrai”라는 표현

의 일반적 용법을 놓치기 때문이다. “Truth-telling”은 훨씬 더 비슷한 함의 대역(range of 

connotations)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또한 영어권 청자에게 “speak true”만큼 귀

에 거슬리지는 않는다. 게다가 “truth-telling”은 니체의 Wahrsagen 개념의 가장 흔한 영어 

번역이다. 푸코는 이 단어를 이 루뱅 강의의 개강 강의를 포함해서 그의 저술에서 반복해서 언

급했다. 루뱅 강의의 경우에는 특히 “dire-vrai”(see p. 20)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확실히 

“vrai”에 대해 “truth”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사적 요소(일종의 telling)와 목적격적 요

소(참인 어떤 것을 말하기saying something that is true) 둘 다를 갖고 있는 단어를 순수한 

명사(프랑스어에서는 어떤 실체의 관념을 실어 나르는 실사)로 전환한다. 당연히 푸코는 실체적 

진리를, “진실(the truth)”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명명과 글쓰기에 있어서 푸코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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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었다.2) [“사회보호론”으로 알려진 20세기 초반의 형법 정책은 20세기의 전환기

에 벨기에의 법률가이자 형법 교수인 아돌프 프린스가 개척한,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예

방적 접근법을 가리킨다 ― En]. 게다가 푸코는 총 3회의 인터뷰도 허락했다. 첫 번째는 

철학자 앙드레 베르탕André Berten, 두 번째는 법학자[판사] 크리스티앙 파니에

Christian Panier와 철학자 피에르 바테Pierre Watté, 세 번째는 범죄학자 장 프랑수

아Jean François와 욘 데 비트John De Wit와 인터뷰했다.3)

더 고상한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더 나중에 이뤄진 강의들에서의 용법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를 “truth-telling”라는 관용구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독

자들이 문법적 애매함과 재미playfulness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강의 제목과 텍스트에서 “aveu”를 번역하는 것 역시 골치 아픈 일이다. 프랑스어에서 “aveu”

의 지배적인 함의(connotation)는 법적인 맥락에서, 즉 민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법적인 자백(juridical confession)을 포함한다. 한편 프랑스어에서 

“confession”의 지배적인 함의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가톨릭의 

고해성사(Catholic confession)를 포함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어에서 “confession”의 지배

적인 함의는 법적 맥락과 종교적 맥락에서 명백하게 쪼개져 있으며, “avowal”이라는 용어는 

입회admission나 자인acknowledgment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통념을 가리킨다. 자인, 특히 

악을 행하다(wrong-doing)[의 실토acknowledgment]라는 이 더 넓은 통념을 푸코는 루뱅 강

의에서 정교화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번역본에서도 이것은 더 넓은 관념을 

가리킨다. avowing의 계보학은 고해confession의 계보학을 넘어선다. ― 이는 다른 무엇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스토아학파적인 양심의 규명〔점검〕

examination of conscience에 대한 푸코의 논의가 분명히 드러낸다. 또 푸코는 

“conf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었지만, 루뱅 강의 때에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영어 번역으로 “confession”을 사용했다. 

하지만 푸코 자신이 “aveu”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제목과 텍스트에서, 우리는 confession”보다 

“avowal”라는 용어를 우선시하기로 결심했다. 

2) 세미나에서의 연구발표는 프랑수아즈 툴켄스가 모아서 교정을 본 후 다음에 수록했다. F. 

Tulkens (éd.), Généalogie de la défense sociale en Belgique, Bruxelles, 

Srory-Scientia, 1986. 또 그녀는 사회보호이론의 주요 텍스트의 하나를 소개, 재간행했다. A. 

Prins, La défense sociale e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énal (Bruxelles, Misch et 

Thron, 1910), Genève, Médecine et Hygiène, coll. Classiques Déviance et Société, 

1986.

3) 앙드레 베르탕의 인터뷰, 장 프랑수아와 욘 데 비트의 인터뷰는 본서에 수록되어 있다. 크리스

티앙 페니에와 피에르 바테의 인터뷰는 이미 다음에 수록되어 있기도 해서 다니엘 드페르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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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를 벨기에로 초대한 것이 지닌 역사적 맥락은 의미심장하다 ― En]. 강의와 세미

나는 프랑수아즈 툴켄스가 제창해서 범죄학 학회가 푸코에게 보낸 초청에서 기원했다. 

나중에 유럽인권재판소 부소장이 된 툴켄스는 이 당시에는 법학부의 젊은 교수였다. 그

녀는 벨기에에서는 드문 형법학자로,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형벌폐지론의 관점에서 

연구 작업을 했다.4) 푸코를 초청한 당시, 그녀는 급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형법개

정위원회5)의 작업에 주목했다.6) 제시된 [수정본] 초안은 실증주의에 의해 법률주의를 

의한 끝에 본서에는 수록하지 않기로 했다. «L’intellectuel et les pouvoirs» dans M. 

Foucault, Dits et écrits 1954-1988, IV(1980-1988), Paris, Gallimard, pp.747-752.

4) 프랑수아즈 툴켄스와 나란히, 미셸 판 데 케르호페와 프렉 링겔하임의 이름도 빠뜨릴 수 없다

(Michel van de Kerchove, Le droit sans peines. Aspects de la dépénalisation en 

Belgique et aux États-Unis, Bruxell es, Publications des Facultés universitaires St. 

Louis, 1987, 557 p., F. Ringelheim (éd.), Punir mon beau souci. Pour une raison 

pénale, Bruxelles, Presses de l’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84, 446 p.) 링겔하임에 

관해서는 «Le souci de ne pas punir», ibid., p. 355-279도 참조. 판 데 케르호페는 푸코의 

“사회보호의 계보학” 세미나에 열심히 참가했다. 링겔하임은 푸코와 두 번 인터뷰를 했다. 첫 

번째는 1973년, 『감시와 처벌』 전에 이뤄졌다((«À propos de l’enfermement pénirentiaire» 

(entretien avec A. Krywin et F. Ringelheim), Pro justitia. Revue politique de droit, t. 

1, no
3-4: La Prison, ocrobre 1973, pp.5-14; réédité in M. Foucault, Dits et écrits, 

édition établie sous la direction de Daniel Defert et François Ewald, t. II 

(1970-1975), Paris, Gallimard, pp.435-445.). 두 번째는 1983년 12월에 행해졌다

(«Qu’appelle-t-on punir? Entretien avec Michel Foucault», in F. Ringelheim (éd.), 

supra, pp.34-46.). 또 두 번째의 인터뷰 원고에 관해서는 푸코 본인이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

정을 가했다. 작업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1984년 2월 16일에 이뤄졌다. 

5) Commission pour la révision du Code pénal, Rapport sur les principales 

orientations de la réforme, Bruxelles, Moniteur belge, 1979, 125 p.

6) 다음을 참조. F. Tulkens, «Introduction au thème du séminaire», in F. Tulkens (éd.), 

Généalogie de la défense sociale en Belgique, Bruxelles, Story-Sciemia, 1986, p.7; F. 

Tulkens (rapporteur), «Observations et commentaires de membres de la Faculté de 

droit et de l’École de criminologie de l’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au sujet du 

Rapport sur les principales orientations de la réforme de la Commission pour la 

réforme du Code pénal», à l’intention du Ministre de la Justice, Louvain-la-Neuve, 

1982, ronéo, synthétisé in F. Tulkens, «La réforme du Code pénal en Belgique: 

question critique», Déviance et Société, 1983, vol. 7, no3, pp.197-218; F. Tul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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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고 과학에 의해 법droit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고전파 학설과도 사회보호론과도

단절하지 못했으며,7) 죄의식culpabilité과 위험성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버팀목을 

«La réforme du code pénal: vers quelle stratégie de changement?», in F. Ringelheim 

(éd.), Punir, mon beau souci. Pour une raison pénale, Bruxelles, Presses de 

l’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84, pp.380-403.

7)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F. Tulkens, «Introduction au thème du séminaire», p.7.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La réforme du Code pénal en Belgique: question 

critique», pp.197-218. 너무 전문적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푸코를 추동한 현안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해두자. 1867년에 공포된 시점에 이미 벨기에 형법은 “고전파 형법의 가장 완성된 

표현”을 대표했다. 사회보호론의 주창자들과 당시 탄생한 ‘범죄과학’의 영향 아래서, 거기서 곧

장 ‘보완법’(방랑과 구걸에 대한 1891년 11월 27일의 법, 비정상인들과 상습적 범죄자들과 관

련된 4월 9일의 사회보호법 등)이 보태졌다. 이는 위험성을 개인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감금하

기 위한 두 번째 발판으로 만들었다. 1979년에 제출된 개혁기본방침 보고서는 치안중시의 경

향dérives sécuritaires을 공표하는데, 이것이 90년대 및 2000년대의 특징을 이룬다. 프랑수

아즈 툴켄스가 1983년에 간파했듯이, 학설 면에서 말하면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읽

을 수 있다 …. 한편으로 ‘죄의식culpabilité’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파 형법 또는 신고전파 형

법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위험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호로서”(p.206). “국가의 역할이나 

형법의 본성과 기능은 집단적 안전의 생산양식으로서 유효성을 가지며, 보호(protection)와 통

제의 메커니즘 속에 자리매김 된다는 것이 자명시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역할이나 본성과 

기능 자체가 의문시되지 않는다”(ibid.). 이 보고서는 벨기에 형법의 특징인 “합리성의 누적

(superposition)”을 갱신하는 데 머물며,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 “‘애매

한, 혹은 단순한 위험 상태를 대상으로 기소가 이뤄지거나, 부정기 제재(sanctions 

indéterminées)를 부과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가 약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주된

다”(id., p.205) ― “범법행위의 실행자가 제시하는 위험”(Cinquième orientation, citée in 

id., p.207)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리하여 위원들은 프린스를 좇아 “판사는 행위를 

저지른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며, 인간이 저지른 행위만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

하고(A. Prince, Science pénale et droit positif, Bruxelle/Paris, Bruylant/Marescq, 

1899, cité in id., p.210을 참조), 병합죄 관련 규정les règles du concours matériel 

d'infractions을 간소화한다는 구실로, 기판력(既判力)의 원칙[이미 재판으로 판단된 것이 권위·

힘을 갖는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해결책은 “죄형법정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위험상태의 기소”의 새로운 “형태”(ibid.)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위원회는 “한

편으로는 처벌되는 미수죄(未遂罪)의 적용범위를 모든 범법행위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범법행위의 미수(未遂)와 기수(既遂)에 동일한 징벌peine을 내릴 수 있다d'une 

part, d'étendre le champ d'application de la tentative punissable à toutes les 

infractions, et d'autre part, de prévoir une peine identique pour la tentative et 

l'infraction consommée”고 권고했다. “범법행위가 야기한 사회적 트러블보다도 범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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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기’8) 때문이다. 

푸코가 여러 차례 급진적인 법학자들과 연계alliance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9) 그래서 

이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푸코의 강의와 세미나는 같은 해에 ｢대학범죄학연구단｣이 

조직한 콜로케 ｢위험성 개념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10)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론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형법개혁 논쟁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투쟁은 두 개의 전선 위

에서 이뤄졌다. 강의의 틀에서는 사회보호론이 전제하는 주체의 계보학11)이 다뤄졌고, 

실행자가 보여주는 위험상태를 더 많이” 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id., p.211). 

피통치자의 자유와 안전은 형법의 행위 개념을 참조하여 구성되는데, 위원회는 “범죄 가담 행

위와 관련된 기술적descriptive∙제한적 정의”를 포기하고 부작위 공범complicité par 

abstention을 기소하라고 제안함으로써, 형법상의 행위 개념을 지켜왔던 것을 토대부터 무너

뜨린다(p.212). 이와 같은 제안은 어디까지나 예일 뿐이다. 요컨대 프랑수아즈 툴켄스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 위원회의 제안에는 위험성에 대한 정향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다”(p.213). 이 

정향은 형벌의 다양화diversification 및 사법에 의한 형벌의 개인화와 함께 나아간다. 보고서

는 ― 죄형법정주의[principe de légalité]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 사법적 개인화를 대체하

자고 제안했다. 이것의 모티프는 “일탈적 행실conduites의 역동성과 강제적 개입의 유효성에 

대한 인문과학적 식견acquis”에 기반한 “인격화personnalisation”이다(cité in id., p.205). 다

음과 같은 프랑수아즈 툴켄스의 우려는 그 당시 범죄학에 귀속됐던 기능을 증언하기도 한다. 

그녀는 위원회에는 법조인밖에 없으며, 하물며 그 중 범죄학자는 3명뿐이라고 개탄한다. “위험

성 개념”이나 “개인을 무력화시키려는 투옥의 기능” 등, 법률가들이 자명시하는 몇 가지 개념

을 문제로서 다루는 비판적 범죄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id, p.201-202).

8) M. van de Kerchove, «Culpabilité et dangerosité. Réflexions sur la clôture des 

théories relatives à la criminalité», in C. Debuyst (dir.), avec la collaboration de F. 

Tulkens, Dangerosité et justice pénale. Ambiguïté d’une pratique. Actes du colloque 

du 50e anniversaire de l’École de criminologie de l’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Genève, Médecine et Hygiène (coll. “Déviance et Société”), 1981, p.299.

9) 다음을 참조. C. Gordon, «Introduction», in M. Foucault, Power, éd. J.O. Faubion, trad. 

R. Hurley & al., The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P. Rabinow series ed., 

vol. 3, New York, The New Press, 2000, p.xxx.

10) 다음을 참조. C. Debuyst (dir.), avec la collaboration de F. Tulkens, Dangerosité et 

justice pénale. Ambiguïté d’une pratique. Actes du colloque du 50e anniversaire de 

L’École de criminologie de L’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Genève, Médecine et 

Hygiène (coll. «Déviance et Société»), 1981.

11) 다음을 참조. F. Tulkens, «Introduction au thème du séminaire», in F. Tulkens (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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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의 틀에서는 이 주체와 상관적인 장치dispositif의 계보학12)이 다뤄졌다. 범죄학

연구원과 범죄학연구단의 후원을 받아 이런 활동을 하려는 선택은, 처음에는 역설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심사숙고한 일이다. 푸코는 사회보호론을 뒷받침하는 범죄학 담론을 

무너뜨리는 것에 스스로 한 몫을 하면서, 범죄학자들에게 ‘형법에 대한 비판의식’13)을 

스스로 갖게 한다는 임무를 할당한 것이었다. 

이상이 본서의 맥락이다. 텍스트에 관한다면, 강의는 개강 강연과 6번의 강의로 이루어

져 있다. 푸코의 말에 따르면, 화두는 “고백의 역사를 진리진술(véridiction)과 사법진술

(juridiction)이 연결되고 관계되는 형식으로서”14) 개괄하는 것이다. “형벌의 문제”15)로 

제한된 역사 말이다. 처음 두 번의 강의는 그리스의 전-법률단계를 건드린다. 첫 번째 

강의는 싸움의 문제, 진실한 것과 정의로운 것du vrai et du juste의 문제를 제기하며, 

두 번째 강의는 참주tyran의 지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진 두 번의 강의는 중세

와 기독교의 영역과 관련된다. 푸코는 이 두 가지를 ‘고백, 고해, 조사[수사, 취

조]enquête’16)와 결부시킬 것이다. 마지막 두 번은 근대적 영역 현대적 영역에 결부되

며, 이것은 ‘고백, 검사[점검, 검증]examen, 감정expertise’17)과 연결된다. 조감도

Généalogie de la défense sociale en Belgique, p.5.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J. 

François, «Aveu, vérité, justice et subjectivité. Autour d’un enseignement de Michel 

Foucault», Revue interdisciplinaire d’études juridiques, no7, 1981, pp.163-182.

12) 다음을 참조. F. Tulkens, «Introduction au thème du séminaire», in F. Tulkens (éd.), 

Généalogie de la défense sociale en Belgique, pp.5-13.

13) 프랑수아즈 툴켄스의 발언에서부터 인용.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1981년에 만프레드 브

루스턴(Manfred Brusten)이 범죄학을 “사회에 관한 비판적 의식”으로 자리매김 한 점일 것이

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M. Brusren, «Vers une criminologie sous tutelle 

étatique ? Problématiques en perspective et stratégies de solution sous l’angle de la 

recherche universitaire», Déviance et Société, 1981, vol. 5, no2, p.177.

14) M. Foucault, «Leçon du 22 avril 1981», infra, p.19.

15) Idem, p.18.

16) Idem, p.20.

17) Ib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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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는 “진실-말하기(le dire vrai)의, 진실-발화(la parole vraie)의 정치적·제

도적 민속학ethnologie”18)이었다. 어떤 주장이 참이나 거짓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채

워야 할 조건을 검사[점검]한다examiner는 것이 아니라, 진리 게임들과 권력 게임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여기서는 진리는 무기로, 담론은 논쟁적이고 전략

적인 사실들의 집합ensemble으로 간주된다. 

더 명확하게 말해야 할까? 푸코의 강의는 물론 분명히 그를 초대한 범죄학자들이 벌인 

싸움에 유익하지만, 강의의 의의는 이것으로 다 소진되지는 않는다. 두 개의 질문이 연

구 대상의 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범죄 및 범죄자와 관련해 진리의 물음이 형성되는 

실천이란 무엇인가? 자책할 거리를 지닌 어떤 사람이 자신에 관해 진리를 말하려면 어

찌 해야 하는가? 범죄와 범죄자의 곁에서, 이런 질문들은 진위 게임에 새로운 대상을 

들인다. 자기에의 관계라는 게임이다. 강의는 진리의 권력이라는 문제에, 개인과 그의 

과실fourvoiements의 관계라는 문제를 통합함으로써, 감옥의(carcéral) 계보학을 완성

한다. 이후 계보학은 지식, 권력, 주체화라는 축을 따라 전개된다. 그러나 푸코는 도래할 

작업이 주체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도 공지한다. 주체성에 관해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 역사성이다. 주체든 자기이든, 자기에의 관계이든, 문제는 역사이다. 

따로따로 고려했을 때,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는 뫼비우스의 띠의 구조를 갖고 

있다. 개강강의부터 푸코는 자신이 전념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알린다. 첫 번째는 정치적이다. “개인이 자신들에게 행사된 권력에 어떻게 연결되었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19) 두 번째는 철학적이다. “주체들은 이들

이 서약하는 진리진술의 형태 속에서, 또 그 형태에 의해 어떻게 실제로 연결되었가.”20)

18) Idem, p.17.

19) M. Foucault, «Conférence inaugurale», infra, p.8.

20) Idem,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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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가 서로를 참조한다, 무한정하게. 독자가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

에 따라 사법진술과 진리진술이라는, 그가 편력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정의 역사는, 진리

효과를 산출하는 재판(judiciaire) 절차의 우연성을 입증하기도 하며, 진리는 착각과 거

짓faux을 실제[현실]적인réel 것과 진실[참인 것]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주체의 사법진술

에 달려 있다고 공준화하는 철학의 역사성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 전체 속에 놓고 봤을 때, 강의는 언뜻 보기에, 후기 텍스트들에는 “정치에서 윤리

로의 이행 같은 것”21)이 있다는 가설을 확증하는 듯 보인다. 이행을 실천적으로 관장하

는 것opérateur은 ‘언어행위un acte verbal’로서 정의된 고백이다. “그것에 의해 주체

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언하고, 이 진리에 스스로를 연결하며, 타인autrui과 관련해 종

속 관계 속에 자리 잡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수정한다.”22) 이행을 

이론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진리의 의무라는 통념일 것이다. 이 통념은 그 자체로 두 가

지 측면을 갖고 있다. “종교적 믿음의 차원ordre에서든, 과학적 지식의 수용 차원에서

든, 그것은 믿다, 인정하다, 공준화하다를 의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에게 우리의 진리를 인식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현시하고 인증하는 것을 의무로 

삼습니다.”23)

그러나 강의에는 이 가설에 대한 몇 가지 반론도 있다. 확실히 같은 해에 한 강의(미국

에서 한 『자기의 해석학의 시작에 관해』24)와 파리에서 한 『주체성과 진리』25))와 마찬가

21) M. Foucault, «Le souci de la vérité»(entretien avec F. Ewald), Magazine Littéraire, 

no270, mai 1984, reproduit in M. Foucault, Dits et écrits 1954-1988, vol. 

IV(1980-1988), Édition établie sous la direction de Daniel Defert et François Ewald, 

Paris, Gallimard, p.676.

22) M. Foucault, «Conférence inaugurale», infra, p.7.

23) 다음을 참조. «Entretien de Michel Foucault avec Jean François et John De Wit»(22 

mai 1981), infra, pp.249-250.

24) M. Foucault,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Subjectivity 

and Truth» et «Christianity and Confesssion», conférences données en anglais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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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도 어떤 이행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를 취

한 서양사회들에서 통치의 딱딱한 판본에서 부드러운 판본으로의 이행이다(범죄자의 계

보학에서 욕망하는 인간의 계보학으로의 이행26)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제기된 문제의 

정치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말이다. 이를 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계보학에서 알레투르

기[alêthurgie, 진리술]로의 이행일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초기 글부터 말년의 글까지, 

진리의 권력에 진리의 용기를 대립시킨다. 그리고 초기 글부터 말년의 글까지, 그의 철

학은 정치와 윤리를 연결시킨다[나눈 적이 없다]. 

캉길렘은 옳다. 한편으로 지식-권력의 푸코와 다른 한편으로 윤리의 푸코 사이에는 단

절rupture이 없다.27) 푸코 자신이 1984년에 회고하듯이, 그의 연구를 “지식을 권력으

로 환원하려는 시도, 지식을 권력의 가면으로 만들려는 시도, 주체가 그 안에 자신의 장

소를 갖고 있지 않은 구조들 속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희화화일 뿐이다.”28) 우리는 분명 통치가 억압répression을 경유하는 사회에 살고 있

l’Université de Californie à Berkeley les 20 et 21 ocrobre 1980 et à Dartmouth 

College le 17 et le 24 novembre 1980), édition établie par M. Blasius, Political 

Theory, 1993 (May), 21/2, pp.198-227; édition établie par S. Lorringer, in M. 

Foucault, The Politics of Truth, Los Angeles, Semiotext(e), 2007, pp.147-191. [이것들

의 바탕이 된 기록을 교정한 프랑스판이 간행되어 있다. M. Foucault, L’origine de 

l’herméneutique de soi, édition établie par H.-P. Fruchaud et O. Lorenzini, 

Introduction et apparat critique par L. Cremones I, A. I. Davidson, O. Irrera, D. 

Lorenzini, M. Tazzioli, coll. «Philosophie du présent», Paris, Vrin, 2013). 

25) M. Foucault, Subjectivité et vérité.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0-1981, Paris, 

Seuil/Gallimard, 2014.

26) M. Foucault, «Usage des plaisirs et techniques de soi»(«Usage des plaisirs et 

techniques de soi», Le Débat, no27, novembre 1983, pp.46-72), in M Foucault, Dits 

et écrits, IV (1980-1988), no338, pp.540-541 et M. Foucault, Le souci de soi. Histoire 

de la sexualité, Gallimard, l984. et M. Foucault, L’usage des plaisirs, p.11.

27) G. Canguilhem, «Sur l’Histoire de la folie en tant qu’événement», Le Débat, 1986/4, 

no41, pp.37-40.

28) M. Foucault, Le courage de la vérité.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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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또한, 더 일반적으로는, 통치가 에토스의 형성을 경유하는 사회에도 살고 있

다. 개인을 자신의 품행conduite의 도덕적 주체로서 구성하는 에토스이다. 주체 없이는 

순종docilité도, 자발적 복종servitude도 없다. 그러나 또한 푸코에게는 특히, 주체 없이

는 ‘성찰적 비순종’의 기예도 ‘자발적 비복종inservitude의 기예’29)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화normalisation를 접하고 이에 맞서는 『자기의 배려』”가 있다고 과학철학자 캉

길렘은 적었다. “푸코가 윤리를 가다듬는 데 골몰한 것은 고유하게 가치론적

axiologique 의미에서 정상적인normal 일이다.”30) 지식과 권력 사이에,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는 주체를 쐐기coin로서 끼워 넣는다. 개인을 자신의 품행의 주체로서 

구성하는 에토스의 형성을 경유해 통치가 행해진다면, 자기로부터의 이탈 ― “자기 자신

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게 스스로 만드는 것”31) ― 은 정

치적 저항 형태들의 윤리적 가능성의 조건이다[정치적 저항이 여러 가지 형태들로 행하

기 위한 윤리적 가능성의 조건이다]. 푸코의 철학은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한다. 그러나 

이 강의는 또한 자신에 대한 투명한 의식이라는 통념이 주체에 관해서는 하나의 양상

modalité일 뿐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적 자아론이 데카르트 및 칸트

에 맞서 무엇을 생각하든 ― 맞서더라도 똑같은 요청에서 출발했지만 ― 자기 자신으로

부터 스스로 이탈한다는 것은 인식의 영도(零度)라는 허구로부터 스스로 이탈한다는 것

이기도 하다. 자기로부터의 이탈이란, 철학적 전통의 주체 속에서, 그리고 과학의 담론

의 주체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실존 조건과 맺는 상상적 관계의 화신avatar을 보는 법

을 배운다는 것이기도 하다.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84, Paris, Gallimard/Seuil, 2009, p.10. 

29) M. Foucault, «Qu’est-ce que la critique?[Critique et Aufklärung]», séance du 27 mai 

1978, 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 84o Année, no2, avril-juin 1990, 

p.39.

30) G. Canguilhem, «Sur l’Histoire de la folie en tant qu’événement», p.40.

31) M. Foucault, «Le souci de la vérité» (entretien avec F. Ewald), p.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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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 : 사법에서의 고백의 기능』에 관해서는 사정을 잘 아는 독

자조차도 IMEC에 소장된 5회분 강의의 타이핑 원고만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

됐다. 원고는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작성됐는데도 그 테이프를 찾지 못했고 한 번도 교정

되지 않았다. 강의록은 출판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타이핑 원고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

막 강의 원고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명백한 오류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범죄학연구원에서 한 개강강의와 1강을 위해 직접 집필한 원고

의 사본이 발견됐다. 더욱이 범죄학연구원의 의뢰로 강의가 녹화됐을 때 사용된 비디오

테이프 13개도 발견되었는데, 개강강의를 뺀 여섯 번의 공개강의가 수록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확정하는 데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 개강 강의 : 원래의 육필 원고 및 타이핑 원고의 사본

* 1강 : 원래의 육필 원고, 녹화된 영상, 타이핑 원고의 사본

* 2강~5강 : 녹화된 영상, 타이핑 원고

* 6강 : 녹화된 영상

개강강의 텍스트는 원래의 육필 원고를 토대로 확정했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레이아웃

을 바꿨다. 항목별로 쓴 것을 단락으로 나눈 곳도 있다. 이어진 6회분 강의의 편집은 푸

코가 실제로 강연한 내용을 수록한 녹화 영상을 참조해서 이뤄졌다. 테이프 교체로 인한 

누락분은 가능할 경우에는 타이핑 원고에서 고스란히 옮겨 적어 해당 페이지의 하단부

에 삽입했다. 

다니엘 드페르 및 프랑수아 에발드와 협의를 거쳐, 콜레주드프랑스 강의록 편집과 똑같

은 확정 방향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가능한 한 축자적으로 옮겨 적으려 했다. 그렇지만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는 것은 [부득불] 몇 가지 개입을 강요했다. 부득이할 경우 구두

12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 : 1981년 루뱅가톨릭대학교 강의

점을 삽입하고 단락을 나눴으며, 필요하다고 싶으면 반복을 삭제했고 중단된 구절을 복

구했고, 부정확한 문구를 바로잡았다. 판독할 수 없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대목은 이를 

적시했다(이것은 [ ]로 표시했다). 페이지의 하단부에 있는 *는 교정자의 추측에 따른 추

가, 그리고 또한 청중들과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편집자가 붙인 주에는 문헌정보와 전기적 정보를 적었다. 또 푸코가 같은 주제를 다뤘

던 다른 텍스트들을 특정하고, 연구자들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

기로 했다. 인용 대목은 원문·원전을 확인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했고, 참고 문헌을 

각주에 표시했다. 

부록에는 미셸 푸코가 루뱅에 체류하는 것을 맞이하여 실현된 두 개의 인터뷰를 담았

다. 1981년 5월 7일 앙드레 베르탕André Berten과의 인터뷰 텍스트는 범죄학학회가 

대학시청각센터에 의뢰해 촬영한 영상기록을 토대로 확정했다. 장 프랑수아Jean 

François 및 욘 데 비트John De Wit와 한 인터뷰는 녹음테이프에서 녹취한 타이핑 원

고를 바탕으로 했다. 이 녹음테이프는 오늘날 잃어버렸으나, 타이핑 원고는 장 프랑수아

가 소장한 자료에서 발견됐다. 따라서 본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판본은 번역된 후 네덜란

드 잡지에 게재된 초판 인터뷰를 채택한 프랑스어 번역본을 수록한 『말과 글』의 그것과 

다르다. 

다니엘 드페르, 프랑수아 에발드, 프랑수와즈 툴켄스, 그리고 장-미셸 쇼몽 등 교정 작

업 검토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텍스트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했는데, 이들은 수정안과 귀

중한 논평을 해줬다. 이들의 도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루뱅 강의록의 출판은 미셸 푸코의 유산상속인들에게서 허가를 받았다. 그들이 우리에

게 보낸 신뢰에 보답하는 높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썼다.  

파비엔 브리옹 & 베르나르 E. 아르쿠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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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비엔 브리옹은 루뱅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푸코와 함께 범죄학을 테마로 한 강연도 

했다. 베르나르 아르쿠르는 시카고대학 정치학부 교수(법정치학)로 현재 학부장이다. 텍스트와 

주의 교정은 파비엔 브리옹이 4월 28일, 5월 6일, 5월 13일 강의를, 베르나르 아르쿠르가 4월 

22일, 4월 29일, 5월 20일 강의를 담당했다. 개강강의의 텍스트 및 주는 두 사람이 담당했다. 

교정 작업 전체의 재독해, 교정, 보충은 교차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