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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은 中山元, 「フーコー 生権力と統治性」, 河出書房新社, 2010 중 5장부터 7
장까지를 옮긴 것이다.
2. 이 책에서는 첵 제목으로는 ‘生権力’을 택하면서도 본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
관되게 ‘生の権力’으로 표기한다. 한국어로 치면 전자가 ‘생명권력’에 해당한다
면, 후자는 ‘삶권력’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필자의 의도를 존중해 제목을 제외하
고는 ‘삶권력’으로 표기했다.
3. 이 번역본에서는 원문은 물론 한국어 번역본과의 대조도 거치지 않았다.
4. 책 제목과 잡지명은 『 』로. 논문은 ｢ ｣로 묶었다. 또 본문 속의 인용문은 “ ”로, 단
순 강조는 ‘ ’로, 대문자는 < >로 표시했다. 인용문 속의 ( )는 원문에 있는 것이고,
필자의 추가는 [ ]에, 번역자의 추가는 〔 〕에 넣은 후 글자를 작게 표시했다.
5. 옮긴이 개인의 관심에서 보면, 오히려 4장을 번역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추후 적절한 여건을 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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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통치
: 독일의 폴리차이 모델

1절. 국가이성개념

147

국가의 이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간의 신체, 생명, 정신의 통치가 사목 원리의 연장
과 수정 아래서 진행된 결과, 근대의 다양한 국가의 이념들이 등장한다.
우선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대항품행 개념은 근대 초기에 영방국가〔領邦国
家, 13세기에 독일 황제권이 약화되자 봉건 제후들이 세운 지방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커다란

실마리가 됐다. 사목의 위기와 폭발과 사방으로 흩어짐四散 때문에 몇 개의
새로운 정치적 개념이 탄생했다. 예를 들어 국가이성, 폴리차이, 세력균형
과 외교 등의 개념이다. 그 배경에는 16세기에 스콜라철학에서 믿었던 정
치적 이성 개념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초래한 것은 그 나라의 종교는 그 나라의 영주가 결
정한다는 영방국가領邦國家의 성립과 신성로마제국 권위의 붕괴였다. 황제
칼 5세가 제국에서 루터를 추방할 것을 명했는데도, 나라들의 지배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점점 더 “통치
권력이 주도하는 유형의 양상을 띠게”1) 됐다. 여러 나라諸國의 지배자들은
종교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할

1) Peter Blickle, Die Reformation im Reich. 2.überarbeitete und erweit.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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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은 개신교 국가들과 가톨릭 국가들로 분열되고, 각자 자국 내에서
지배자의 종교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확정된 것이다. 이 체제는 1648년의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최종적으로 확립되지만, 1555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의 화의和議에서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정치 단위를 통
치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이념이 요구됐던 것이다.
국가이성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국가통치의 이념이며, 레종 데타
라는 프랑스어에 남아 있으며,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취
해야 할 원칙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때로 국가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어
떤 행위를 취하더라도, 초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국가 이기주의적 맥락에
서 말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보테로
(1544-1617)는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일상적인 기능에 있어서 (매일의
관리에 있어서) 정초되었을 때부터 국가를 유지・보수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종류의 합리성”2)이라고 말했으며, 국가의 자존을 지향하는 기능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폴리차이는 독일에서 생겨난 내정적인 이념이며(푸코는 폴리스police라고
프랑스어로 표기하지만, 경찰과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독일어로표기한다),
“국내 질서와 국력 증강 사이의 동적인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관계를수립하는 것을가능케 하는계산・기술”3)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43.
3) Ibid.,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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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성도 폴리차이도 국가가 자존하고 강화되기 위한 이념이지만, 세
력균형이나 외교 개념은 149 자존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세력의 유지
와 균형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더 자세하
게 검토하겠지만, 사목 권력이 붕괴했을 때, “정확하게 말해서 1580년과
1650년 사이에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의 창설이 이뤄졌을 때”,4) 그
사목 권력이 붕괴된 후의 장소에 새로운 국가의 이념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이념에 대해 고찰하는데, 그 전에 중세 이후 국가 통
치의 이념의 역사를 돌이켜보자.

중세의 통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번역되지 않았던 중세에서 정치학의 이념
은 키케로를 통해서전해졌다. 특히 마크로비우스의 『‘스키피오의 꿈’의 주
석』을 통해서다. 마크로비우스는플라톤과신플라톤주의의전통을 비판하
면서 키케로의 정치철학을 소개했다(‘스키피오의 꿈’은 키케로의 『국가』
의 대미를 장식한 부분이다). 그리스의 전통에서 정치학에 종사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명상과 철학이라는 행위보다 낮은 차원의 활동으로 여겨졌다.
마크비우스가 비판하는 플로티노스는 정치적 덕이 인간을 “신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기는 하지만 신과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말한 것처
럼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사물로부터 도주할”5)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Ibid., p.242.
5) 플로티노스, 『엔네아데스』 1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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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크로비우스는 키케로를 본받아 국가를 위해 한 몸을 바치는
자는 철학에 전념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향유한다고 주장한다.6) 이를 위해 정치가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
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것만을 행하는 사려(프루덴티아에prutentiae), 정념을
이성에 따르게 하는 절제(템페란티아에temperantiae),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
고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함(포르티투데니스fortitudenis), 150 배분적 정
의(유스티티아에justitiae)의 네 가지 덕이 필요하다.7)
이렇게 덕을 갖춘 정치가는 자신을 배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인 동
시에 키케로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선
한 지배자이자 국가의 창립자인 사람은 거의 신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8)는 것이다. 이리하여 정치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공적인 빛 속
에서 덕의 높이를 나타내는 인간이며, 보통 사람보다 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지게 됐다.
다만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정
치적 활동의 제약의 크기가 주목받게 된다. 정치학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
와 관련된 학문이며, 신의 명상 같은 높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아퀴나
스에서단테에이르기까지중세의정치철학은인간 삶의 영위에있어서정

6) 마크로비우스, 『‘스피키오의 꿈’의 주석』 1권 8장(Macrobe Œuvres Completes,
Fiamia Didot Frère), p.32.
7) Ibid.
8) Maurizio Viroli, From politics to reason of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7. 또 이
절이 집필에 있어서는 이 책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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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학의 탁월성과 신의 명상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탁월성 사이에서 흔들리
게 된다. 어쨌든 정치가(폴리티코스)라는 개념은 타자와 함께 사는 지상의
공화국에서 공통선을 추구하는 중요한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통치이성은 이 공통의 공공선을 중심적인 이념으로
삼는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왕을 사목자와 같다고 생각한다. “사목자는
양떼에 있어서의 선을 추구하지만, 모든 지배자는 복종하는 집단의 선을
추구한다”9)는 것이다. 아퀴나스에게 왕은 “하나의 도시 또는 영지領國의
사람들을 그 공통선을 위해 지배하는 자”10)이다.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해야 할까? 아퀴나스는 이를 위해
몇 가지 유비의 모델을 제기한다. 푸코는 이를 신과의 유비, 자연과의 유
비, 사목자나 아버지와의 유비라는 세 개의 151 모델로 설명한다.11) 우선
신과의 유비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대비로 행해진다. 자연의 사물의 통치
에는 보편적인 통치와 개별적인 통치가 있고, 보편적인 통치를 행하는 것
은 창조주인 신이다. “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신의 섭리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12)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별적인 것의 지배는 미시적 인
간의 자기 통치이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며, 이것
은 거시적 신의 지배를 모방한다. “인간과 이성의 관계는 세계와 신의 관
계와 같다.”13)

9) 토마스 아퀴나스, 『군주의 통치에 대해』, 제1권 1장.
10) Ibid., 1장 15.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138에서 인용.
11) 푸코, 앞의 책, pp.238-239.
12) トマス•アクィナス, op. cit., 1권 12장. 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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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신과의 유비는 이성에 의한 인간의 통치뿐 아니라, 도시와 영지
領國의 통치자인 왕의 임무에도 해당된다. 신은 세계를 창조했으나 왕은 지

배하는 인간과 국가를 창조할 수 없다.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왕은 우선 국가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국
가에 있어서 교회나 법원이나 시장의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
들의 직업에 맞게 살 곳을 지정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이것이 국가의 설립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창조와의 유비이다. 다
음으로 “도시와 영지領國의 설립을 세계가 창조된 방법으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지배하는 방법도 세계에 대한 신의 성스러운 지배 방법으로
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14) 국가의 창조와 지배의 양쪽에서 왕은 신을 흉
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유비는 생명체의 생명력과의 유비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신체나 다른 동물의 신체 속에 “모든 지체肢體(모든 구성원)의 공통선을 지
켜보는〔보살피는〕 지배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붕괴되고 말 것이다”15)고
했다. 이는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각자는 자기 자
신의 선으로 향하며, 따라서 공통선을 간과하려고 한다.”16) 그래서 국가
에도 이 “지배적인 힘”에 상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특별한 선을 넘어 다수자의 공통의 선으로 향해 152 사람들을 강제

13) Ibid.
14) Ibid., 1권 1장.
15) Ibid., 1권 1장.
16)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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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17) 이것이 ‘지배하는 권력’이다.
세 번째의 유비는 사목자와의 유비이며, 이것은 처음에 제시했던 것 그
대로이다. 왕은 사목자로서, 아버지로서 통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
람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혼자서는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얻
으려는 것이며, 이것은 선한 생활이다. “선한 생활이란 덕이 높은 삶이며,
덕이 높은 삶이야말로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다.”18) 덕이 높은 삶을
지냄으로써 혼이 구제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며, 왕의 임무는 이
를 실현하는 것이다. 왕은 “개인의 영원한 구제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처할 뿐 아니라, 그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한다”19)는 것이다.
푸코가 이런 세 가지 유비를 통해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가정, 국
가, 그리고 자연의 전체에 이르는 우주론적인 “거대 연속체”20)의 이름으
로 왕이 통치하도록 인가받고 이 연속체가 “주권자가 따라야 할 모델을 제
공하는”21) 것이다. “왕이 통치할 수 있고 또한 통치해야 하는 것은 왕이 신
으로부터 자연이나 사목자를 통해 한 집안의 아버지에 이르는 이 거대한
연속체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22)이며, 그리고 16세기에 붕괴한 것은 이
연속체이다.
신이 자연을 사목적으로 통치했다면, 구원, 복종, 진리의 세 가지 축에

17) 토마스, 앞의 책, 1권 1장.
18) 토마스, 앞의 책, 1권 17장.
19) 푸코, 앞의 책, p.239.
20) Ibid.
21) Ibid.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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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지배했을 것이다. 구원의 축에 있어서 세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
라 “다른 세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인간
중심주의”23)이면서, 인간은 이 세계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 셈이다.
이것은 중세와 르네상스의 대우주와 소우주의 대비의 사고방식으로 상
징되는 것이다. 우주와 자연은 거시적인 코스모스〔우주〕로서, 인간을 비추
는 ‘거울’24)이며, 큰 인간이다. 동시에 153 소우주〔미크로코스모스〕인 인간은 “가
장 높은 천구天球의 가시적인 질서”를 반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대우주〔마
이크로코스모스〕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이지만,

소우주의 극에는 “하나의 특권

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한정된 규모에서, 천공, 성
신星辰, 산악, 하천, 폭풍우의 광대한 질서를 재현하고 있다는”25) 것이다.
복종의 축으로 생각한다면, 신은 인간들에 대해 구원의 표시를 주고, 신
의 의지를 제시했을 것이라고 푸코는 생각한다. “사목적으로 통치되는 자
연은 곧 기적, 위협, 표시로 가득 찬 자연”26)이 된다. 그때 “세계의 양상은
문장, 문자, 암호, 애매한 말, 터너에 따르면 상형문자에 의해 뒤덮인다”27)
는 것이다. 이 표시는 “각각 벌의 위협과 구원의 약속과 선택의 표시”28)로
서 해독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해독되어야 할 기호로 뒤덮여 있기” 때

23) Ibid., p.241.
24) 푸코, 『말과 사물』, p.46.
25) Ibid.
26)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41.
27) 푸코, 『말과 사물』, p.42.
28)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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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식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29)이 된다.
세 번째인 진리의 축으로 생각하면, 기호로 가득 찬 세계는 그 진리가 해
독되기를 기다리는 세계라는 것이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며, 그 열려 있
는 책 속에서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30) 사람은 유비와 유사의
관계 속으로부터, 세계의 진리를 해독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과 말은 무
한하게 서로 교차하며, 읽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유일하
고 방대한 텍스트를 형성한다”31)는 것이다.

군주권력의 시대의 통치
이 중세적 세계의 이미지는 이미 지적했듯이 “1580년부터 1650년 사이에
고전주의 에피스테메의 창설 자체가 이뤄졌을 때에”32) 소멸하게 된다. 그
절단을 중세의 사목적 우주론을 떠받치던 세 개의 축으로 고찰해보자. 첫
번째인 “신과의 유비”의 축을 절단한 것은 갈릴레오의 천문학이다. 갈릴
레오는 망원경을 발명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성신신학星辰神學을
타파했다. 달의 위 세계와 아래 세계의 구별이 소멸한다. 대우주와 소우주
의 조응은 무지개처럼 무산霧散됐다. 이제 진리는 자연의 신의 말에 의해서
가 아니라 수학의 말에 의해 작성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계층〔위계〕구조가 아니다. 이 우

29) 푸코, 『말과 사물』, p.47.
30)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41.
31) 푸코, 『말과 사물』, p.49.
32)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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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해독하려면 “유비적인 계층구조”가 아니라 데카르트가 『정신지도의
규칙』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분석에 있어서도 비교는 행해진
다. 그러나 이 비교라는 작업은 “만일 세계가 어떻게 질서 잡혀져 있는지
를 분명히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질서를 따라서
행해지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33)는 것이다.
두 번째의 “자연과의 유비”의 축을 절단한 것은 포르 루아얄의 『일반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신의 표시로 가득 차 있는 것
이 아니다. 원래 기호나 암호라는 것은 인간이 분석에 의해 만들어낸 것이
다. 중세의 ‘점술’(디비나티오divinatio)은 “신에 의해 세계 속에 미리 배분
된 언어를 주워 섬기는” 것이며, “신적인 사물을 꿰뚫어보는 것”34)이었다.
그러나 이제 “기호가 기호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인식의 내부에서
이다.”35) 이리하여 “미지의 기호나 무언의 표식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
는”36) 것이다.
세 번째의 “사목자와의 유비”의 축을 절단한 것은 말브랑슈에서 콩디약
에 이르기까지의 155 “기호의 철학”37)일까? 분석의 방법에 의해 기호가 작
성되지만, “정신이 분석을 행하기 때문에 기호가 나타나며, 정신이 기호
를 얻었기 때문에 분석은 끝없이 이어지게”38) 된다. 이 기호가 만들어내

33) 푸코, 『말과 사물』, p.68.
34) Ibid., p.73.
35) Ibid.
36) Ibid.
37) Ibid., p.80.
38) Ibid.,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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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은 “표상작용의 내부, 관념의 간극, 관념이 스스로를 분해하고 재
합성하고 스스로와 시시덕거리며 놀아나는”39) 투명한 표상의 타블로의
“두께가 없는 공간”40)이며, 도덕성을 따질 수 없는 공간이다.
이리하여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에 의한 17세기 과학혁명에 의해 “코스
모스의 붕괴와 우주의 무한화”41)가 일어났는데, 푸코는 이 시대에 정치적
으로도 새로운 조작 개념이 등장했음을 지적한다. 그것이 통치술이라는
개념이다. 주권자는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신이 자연에 대해, 사목자가
양에 대해, 가장이 아이들에 대해 행하는 것과 다른 것”42)을 요구받게 된
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연은 자연의 과학적 원칙이 지배한다. 인간의 세
계는 통치의 이성이 지배한다. 대우주와 소우주의 조응이 붕괴되는 동시
에 우주와 국가를 각각 지배하는 이성(raison)이 탐구되는 것이다. “자연의
원칙(프린키피아 나투라principia natura)과 국가이성(레종 데타), 자연과
국가, 이것이 근대서양의 인간에게 주어진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의 양대
좌표로서 마침내 구성되며, 마침내 분리된 것이었다.”43)

국가이성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종교개혁으로 독일에 다수의 영방국가領邦國家가 설립

39) Ibid., p.81.
40) Ibid.
41) 알렉상드르 코이레, 『코스모스의 붕괴』.
42)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42.
43) Ibid.,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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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것이 지역적인 국가의 성립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
가 군주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전통적인 속박을 156 풀고, 루터가 “지배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크게 기여했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유럽에서 군주국의 성립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힘은 컸지만,
특히 루터의 의도치 않은 기여가 컸다. 피기스(J. N. Figgis)가 지적하듯이,
리슐리외는 “개혁운동의 산물”이며, “루터가 없었다면 루이 14세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교회의 종교에서 국가의 종교로 바뀐 것이다.
그 최초의 형태가 왕의 성스러운 권리이다.”44)
제국과 교회의 틀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근대 국가가 종교적 권위를
부정한 후에 그 정통성을 이론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세속적인 국
가는 그동안 종교적 권위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독교의
권위와 함께 토마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국가의 이론도 부정되었기 때
문에, 국가의 개념을 일신一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정치가라는
개념으로는 실제의 정치활동을 잘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마키아벨리(1469-1527)이다. 그때
까지 전통적인 정치학은 키케로의 공화주의적 정치학에 의거했다. 정치
학(폴리틱스)은 폴리스의 학문이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에 대해 쓰인 많
은 책들은 군주를 위한 ‘귀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키케로의 이
념과 사목의 이념을 따라 국가의 통치자는 양들의 행복을 목표로 할 것을
배운 것이다. 정치란 정의와 이성을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기예이며, 통치

44) J. N. Figgis, From Gerson to Grotius, Cambridge Univerity Press,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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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은 “기술 중의 최고의 기술”이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보여준 것은 이런 폴리티코스의 개념과는 이질적
인 국가(state) 개념이었다. 프랑스어의 국가(état)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원
래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하는 state라는 157 단어에는 ‘국가’ 외에 “실세의
세력”, ‘공권력’, ‘지배자’ 등의 의미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폴리티코스라는 단어를 전혀 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다.45)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가 전개하려고 한 주제는 “군주가 소유한 나
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유지해야 하는가”46)라는 문제였지, 대등한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공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폴리티코스의 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폴리스는 시민이 이성을 따라서 정의와 공통의 선을 목표로 하
여 공동으로 통치하는 장인데, 나라는 군주가 그 국가의 국민의 이익을 목
적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서 소유하고 유지하는 장이
다. 이 책은 피렌체라는 과거의 공화국을 자신의 ‘나라’로서 소유하는 메
디치가에 바친 것이었다. 게다가 시민들의 적대감 속에서 정복자로서 추
방의 신분에서 돌아온 젊은 줄리아노 데 메디치에게 바쳐야 할 것이었다
(다만 줄리아노는 요절했기 때문에, 조카이자 피렌체의 최고 지휘관에 막
임명된 로렌초에게 바쳐졌다).
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던 줄리아노에게는 당시의 역사가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1483-1540)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서가 제출됐다. 피렌체의

45) 앞의 M. 비롤리, 『정치에서 국가이성으로』, p.128.
46) Ibid.,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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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는 아직도 자유를 갈구하는 공화주의적인 정신이 강했기 때문
에, 자유와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군주의 지배를 선호하게끔 만들
어야 했다. 이런 의견서들은 주로 신분이 높은 유력자에게는 지위와 권력
을 부여할 것, 신분이 높으나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위와 명
예를 부여할 것, 평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일에 종사하도록 국내의 평화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4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공화국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권력, 명예, 치안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부터
공화국보다 158 군주국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 자신들이 통치하기보다는
메디치가가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라
고 강조되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할 때는 이런 권고서들보다 더 뛰어난 정
치술과 정치관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48) 그리고 마키
아벨리는 자신이 그 적임자라고 확신했다. “운[명]이 정한 바에 의해 견직
물업도 모직물업도 손익계정損得勘定도 도무지 모르는 제게는 정치를 말하
는 것이 성에 맞습니다”49)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직면한 것은 전통적인 공공선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이탈리아의 정치상황에서 “이탈리아의 모든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
다줄 새로운 형태를 산출할 재료가 과연 이 나라에 있을까”50)라는 질문에

47) Ibid., pp.140-145.
48) Ibid., p.145.
49) 1513년 4월 9일자의 프란체스코 빅토리오에게 보낸 편지. “정치를 말하다”는
원어로는 “국가(stato)에 대해 논의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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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것이었다. 그때 마키아벨리가 중시한 것이 국가(stato)의 생명력이
었다. 이를 위해서는 군주 또는 공화국이 스스로의 stato를 어떻게 확립하
고 국가(stato)를 보전할 수 있는가를 물을 필요가 있었다. 『군주론』은 군
주제의 stato를 분석하고, 『전술론』이나 『로마사 논고』에서는 공화제의
stato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어느 쪽이든 현실의 이탈리아라는 상황(stato)
에서 권력자가 스스로의 세력(stato)을 확립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확보
할 수 있는 국가(stato)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었다. 여기서 국가이
성(라티오네 데 stato) 개념의 싹이 돋아나는 것이다.
푸코는 이 국가이성 개념은 마키아벨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키아벨
리를 반박하는 진영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마이네케가 지적
하듯이, 마키아벨리 전부터, 이미 국가의 힘 그 자체에 주목하는 이론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장 제르송은 159 1404년에 다양한 법률이 국가
의 목적인 평화의 유지에 도움이 안 될 때 법은 이 목적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는 법을 갖고 있지 않기”51)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국가이성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국
가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11세기부터 12세기 무렵까지, “결실이 풍부
한 배후지”52)를 가진 롬바르디와 토스카나 지방 등, 이탈리아 북부 지방

50) 마키아벨리, 『군주론』, 26절.
51) Friedrich Meinecke, Die Idee der Staatsräson in der neueren Geschichte, 1924. ; 프리드
리히 마이네케, 『국가권력의 이념사』, 이광주 옮김, 한길사, 2010.
52) Christopher Duggan, A Concise History of Italy (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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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수의 도시국가가 성립하고, 독일 황제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치를
확립했다. 피사에는 1085년에 콘술에게 통치를 맡기는 도시국가(코무네)
가 성립하고, 1097년에는 밀라노에, 1125년에는 볼로냐와 시에나에 이런
코무네가 성립했다.53)
그 후, 이런 도시는 급속히 발전한다. 피렌체는 14세기에 인구가 10만 명
으로 확대되고,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등의 이탈리아 도시와 파리가
유럽의 5대 도시로 성장한다.54) 주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민이 “도
시의 공예산업, 무역, 환전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이윽고 이런 도시는 통치를 외부로부터 초대한 통치자(포데스타)에게
맡기게 된다. 권한이 특정되고, 정해진 임기 후에는 그 작업〔업무〕의 내용이
점검된다. 12세기 말에는 이탈리아 북부의 전체가 이런 코무네에서 조직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로마법 아래서는 도시의 자치와 독립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35년에는 프리드리히 2세가 피아첸
차 회의에서 이탈리아의 도시들에 “제국의 통일로 복귀하라”55)고 요구한
다. 결국 로마 교황도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고, 치열한 전투로 도시는 황
폐해진다. 결국 이 긴 전쟁 속에서 도시의 법률가들은 황제의 주장을 반박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찾게 된다. 로마법학자들이 모두 황제의 160 주장
을 지지하는 가운데, 삭소페라토의 바르톨루스(Bartolus de Saxoferrato, 1314-57)가

53) Quen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
54) Christopher Duggan, 앞의 책, p.65.
55) Skinner, 앞의 책,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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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논리를 구축했다. 이것은 “로마법의 혁명”56)을 초래한 것이며, 법
과 사실이 대립할 경우에는 법에 맞게 사실을 고칠 것이 아니라, 사실에
맞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피렌체 같은 도시가 실제로 제
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로서 용인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통치
자로서, 자국에서는 황제와 똑같은 권한을 소유한다는 원칙(lex in regno
suo est imperator)57)을 제시했다.
이 전통적인 국가 개념의 혁신은 국가의 통치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전
까지의 황제의 전통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탈리아에서의 상태
(stato)에서 모든 권리의 원천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키아
벨리 또한 유럽에서의 현황을 전제로 하여 고찰한다. “나폴리, 교회국가,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의 다섯 개 국가의 체계에 의해 어떤 의미에서
균형을 유지한”58) 상태에 의거하여 stato에 대한 고찰을 시작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가의 군주들에게 피렌체를 새롭게 통
치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보여준 것이다. 우선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들이댄다. “인간은 사악한 것이지, 당신에 대한 신의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59) 그래서 군주는 신의를 지켜서는 안 된
다. 또 사람의 원한은 “선행에서도 생기기”60) 때문에 선한 행위를 고집하

56) Ibid., p.9.
57) Ibid., p.11.
58) 마이네케, 앞의 책, p.38.
59) 마키아벨리, 『군주론』 18장.

5장. ｢국가에 의한 통치 : 독일의 폴리차이 모델｣ 27

면 “선행이 원수가 되는”61)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깊은 신념이
었다. 군주는 조언자들이 사리사욕을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조언자가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161 생각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렇지 않으면 항상 당신에게 사악한 것이 되기”62) 때문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공통의 선을 위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와 키케로 이후의 전통적인 국가 개념을 파괴하는 사고방식이었다. 종교
도 도덕도,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군주는 이것을 도구로
서 사용해야 한다.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군주의 덕(비르투)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마이네케가 지적하듯
이, 국가이성의 원리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이며, “그것을 표시하는 말”63)
은 마키아벨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으나, 사실과 stato를 중시하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국가이성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었
던 것이다.

보테로와 국가이성
이 국가이성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1589년에 『국가이성에 대

60) Ibid., 19장.
61) Ibid.
62) Ibid., 23장.
63) F. 마이네케, 앞의 책, p.37.

28 나가야마 겐, 푸코 : 생명권력과 통치성

해』라는 책을 쓴 지오반니 보테로였다. 이 시대에 국가이성은 마키아벨리
의 이름으로 회자되었으나, 보테로는 마키아벨리 같은 “경건하지 못한 인
물”과 이 개념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국가(stato)
는 인민의 확고한 통치이며, 국가이성은 “이런 통치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걸맞은 지식”64)이다.
보테로는 마키아벨리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주의 덕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기세〉도 간사함도 아니
다. 보테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정의와 162 관대함이다. 정의는
평화와 화합의 토대이다. 신하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아첨에 귀를 기울이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대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덕
이 높은 행위를 칭송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전통적인 “군주의 귀감”이라
는 말에 가깝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정의와 관대함을 갖추고 있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보테로는 군주가 실제로 정
의를 중시하고 관대하기를 원한다.65) 그것은 군주에게 공통선의 실현이
라는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테로의 이 책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때까지는 예전에
는 시민들의 공동 과제였던공통선의 실현을명확하게 군주의 과제로 삼음
으로써, stato의 기술을 공통선의 실현의 목적과 결부시키고, 전통적인 정
치학의 언어와 국가의 통치의 언어를 통합한 것에 있다. “그때까지 정치학

64) Giovanni Botero, The Reason of State, Yale University Press, 제1권 제1장, 영역본은
p.3.
65) Stephen Eastwood Bobroff, The Earthly Structures of Divine Ideas,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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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민의 철학(정의, 우정, 화합)과 결부되었으나, 이를 분리하고, (군주의)
평판을 유지하고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보테로는 실제로는 정치
학을 국가의 기술의 지침에 따라 해석할 것을 주창했던”66) 것이다.
보테로는 예수회의 콜레주 출신이며, 이 시대의 예수회는 토마스 아퀴
나스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국가의 통치의 이론을 전개했다. 보테로는 마
키아벨리가 보여준 통찰을 토마스가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공화
주의적인 ‘공통선’의 가르침과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 이것에 의해 국가이
성 이론은 유럽의 여러 궁정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 책은
스페인의 궁정에서 읽혀지고 통치의 참고가 됐으며, 바이에른의 막시밀
안 2세도 보테로의 국가통치술의 원칙을 채용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의
프레데릭 2세도 이 책을 읽었다.67)
163

이 국가이성 이론은 국가의 통치 기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군

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힘을 강화하는”68)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를 유럽의 공간 속에서 병존시키면서 모든 것이 자국
의 힘과 세력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stato로 간주하고, 그 목적을
통치자의 덕과 합리적인 배려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다. 스콜라 철학에서
는 신과 자연에 입각해서 인간의 내세에서의 구원을 목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요구됐다. 그것이 이제는 “국력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해진
다. “국력을 확장적이고 경쟁적인 틀 안에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66) 비롤리의 앞의 책, pp.256-257.
67) Bobroff, 앞의 책, p.19.
68) 푸코, ｢전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말과 글』, 4권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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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형태”69)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의 세력균형 상태에 걸맞은 학문이라
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 당시에는 “매일 무수한 사람들이 국가이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70)는 증언이 있을 정도이며, 이는 “곧바로
하나의 발명”71)으로 인식된 것이었다.
이 국가이성이란 결국 선한 통치의 기술이다. 이 기술의 특징은 마키아
벨리와는 달리 군주의 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존 자체를 목
적으로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달리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 같은 “국가
이외의 목적”72)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국가이성에 의한 통치에는 몇 개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우선 이 통
치가 필요해지는 것은 “인간 본성의 나약함이나 인간들의 악의가 있기 때
문”73)이다. 그래서 국가이성 없이는 국가는“단 한순간도 존재할수도 지속
될수도없는”74) 것이다. 이기술은항상적으로실행될필요가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무제한의시간, 항상적이고 보수적인통치의 시간”75)이다.
164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국가의 힘 자체가 중요하며, 국가

69) Ibid., p.153.
70)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45-246.
71) Ibid., p.245.
72) Ibid., p.264.
73) Ibid., p.264.
74) Ibid.
75) Ibid.,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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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설립됐느냐는 기원의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마키아벨
리는 군주가 국가를 계승했는가, 찬탈했는가에 따라 통치 방식을 바꿀 필
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가이성의 통치에 있어서는 “기원이나 정초나
정통성이나 왕조에 관한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다”76)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국가의 보존만이 목적이며, 국가가 달성해야 할 종국적
인 목적 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혼의 구원 등은 배려
할 필요도 없고 종말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다. 통치의 시간은 현재만을
지향하지만, 이 현재는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종말은 없
다. “열린 역사성”77) 속에 있는 것이다.

국가이성과 사목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국가이성의 기술이 사목의 기술과 어떤 관계
에 있으며, 사목의 기술이 어떻게 국가이성의 기술로 전개되고 있느냐에
있다. 국가이성은 사목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갖추면서, 어떤 의미에
서 사목의 기술을 채용하고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푸코는 이 두 이론의
관계를 사목의 기술에서 고찰의 축으로 삼은 구원, 복종, 진리의 세 가지
축으로 검토한다.

── 구원의 축

76) Ibid.
77) Ibid.,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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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원에 대해 푸코가 의거하는 것은 국가이성의 가장 현저한 표현인
쿠데타 개념이다. 오늘날 쿠데타는 정통성 있는 권력자가 아닌 자가 폭력
적 수단으로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는 165 것을 의미하지만, 원래는 국가
(état)에 의한 일격(coup)이며, 국가가 예외적인 조치로 비상수단을 채택하
는 것이었다. “쿠데타란 법과 합법성을 중지시키고 정지시키는 것”78)이다.
국가이성은 통상적이라면 법을 지키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
는 한에서이며, “법을 따라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 명령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법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국가의 현실에 적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79)는 것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법률가가 코무네
에는 황제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
로, 국가이성은 “국가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80) 초법적인 수단을 행사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구원의 필요성의 명분 아래서, “그때까지 인
정되고 작동되었던 시민적, 도덕적, 자연적인 법을 일소하도록 국가이성
을 동원할”81)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것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양의 혼의 구원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은
사목자의 역설이 뒤집힌 채 남아 있다.
이 쿠데타는 필요성에 의해 초래되지만, 이와 동시에 폭력적이며, 이것
이 쿠데타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다. 보통 국가이성은 “법을 틀로서, 형

78) Ibid.,p.267.
79) ヘムニッツ, 『ドイツの君主の利害』으로부터. 푸코, 앞의 책, p.267에 인용.
80) 앞의 책, p.268.
8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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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스스로의 의지로 행사하지”82)만, 쿠데타의 순간에는 폭력적으
로 되는 것이다. 이때 국가 이외의 모든 것은 희생된다. 구제될 수 있는 것
은 국가뿐이다. 그래서 국가이성의 구제는 사목의 구제를 물구나무 세운
것이다. 사목의 구원은 표면적으로는 만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
나 국가이성은 “선택적인 사목제, 배제를 하는 사목제, 전체를 위해 몇몇
을 희생시키고 국가를 위해 몇몇을 희생시키는 사목제가 된다”83)는 것이
다. 이것은 공공선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이다. 전체 무리
를 보호하기 위해 166 오염된 양을 배제하는 사목자의 역설이다.
쿠데타의 세 번째 특징은 연극적이라는 데 있다. 국가이성은 쿠데타에
서 “연극적으로 실천될”84)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극적인 형식으로 국민의
눈앞에 보임으로써 그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목은 모든 비참
을 참아내는 인내의 기법을 가르쳤는데, 국가이성은 필요하다면 국민을
희생시키는 “연극적이고 비극적인 가혹함”85)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목에
서 신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지만, 국가이성에서는
국가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이 스스로를 희생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다.

── 복종의 축

82) Ibid., p.269.
83) Ibid.
84) Ibid., p.271,
85) Ibid.,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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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축은 복종이다. 푸코가 고찰하고 있는 텍스트는 프랜시스 베이컨
의 ｢모반과 동란에 대한 시론｣이라는 글인데, 여기서는 국가이성의 최초
의 이론가인 보테로의 『국가이성에 대해』를 실마리로 생각해보자. 마키
아벨리는 군주가 국내의 통치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대귀족의 세력
이라고 생각했다. 귀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고등법원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생각한다. 프랑스에서는 민중이 대귀족의
횡포를 증오했고, 왕은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대귀족을 억제하는 것을 목
표로 했다. 그러나 왕이 직접 귀족들을 억누르면 “민중들 편에 서게 되고,
귀족의 원성을 살”86) 위험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제3자의 중재자裁定役”로서 큰 세력을 억누르고자 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민중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성
벽城壁”87)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내의 유력자로부터도, 167 외국의 적
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다. 마키아
벨리에게서 민중은 방패와 같아서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푸
코가 지적하듯이, 마키아벨리에게서 “인민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으로 순
박하며, 군주에게 도구로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88) 단지 그것뿐
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보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보테로에게 민중은 능
동적 주체이며,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가 국가

86) 마키아벨리, 『군주론』, 19장.
87) Ibid., 20장.
88)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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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금과 주민이다.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한
두 가지 힘이 남는다. 그것은 인민과 자금이다.”89) 보테로는 군주가 국내
의 상업적 거래와 수출입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들여서 국고를 살찌울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세금을 너무 많이 들이면, 인민은 가난해지
고 반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리고 결국 국가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세금이 너무 적으면 군주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군대를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적절
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것이 군주의 중요한 과제이다. 보테로가 보여준
것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보테로는 통계학의
이른바 선구자이다.

인민을 해치지 않고, 지배자가 수중에 남겨둘 수 있는 금액을 정확
하게 알려면, 국내에 반입되는 상품의 지불을 위해 얼마만큼의 금
액이 나라에서 나가는지, 국외로 수출되는 상품의 지불로 얼마만
큼의 금액이 나라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수중에 남겨두는 금
액이 국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90)

168

이것은 중상주의의 견해를 선구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

써 인민은 자신의 부를 향유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며 세금을 계속
내게 된다고 간주된다. 이 반란의 방지라는 관점은 국가의 두 번째 중요한

89) Botero, op. cit., 제7권 제1장. 영역은 앞의 책, p.132. Bobroff, op. cit., p.31.
90) Ibid., 7권 10장. 영역은 앞의 책, pp.142-143. Bobroff, op. cit.,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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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주민의 생산성에 대한 시선과 교차한다. 군주는 스스로 국가의 수
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주민이다. 이를 위해서 군주
는 “신하〔신민〕가 농업, 산업, 상업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91)
보테로는 인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적 이익뿐이라고 생각한다. 인민
이 풍요로워져야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적 이익의 추구는 국
가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군주는 두 가지 기술, 즉 통계학과 “중상주의에 의한 경제적 계
산”92)에 의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동시에 인민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인
민을 복종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민이 부유해지고 반란을
일으킬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귀족은 반란을 일으키면 처벌
하면 된다. 이에 비해 “인민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현실적으로 위험하
다. 통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민을 통치한다는 것”93)이다. 그리고
통치의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은 “부, 부의 유통, 세금”94) 등 인민의 활동 그
자체이다.
사목의 기술에서는 복종 그 자체가 선이었다. 신도는 복종함으로써 자
신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이성에서는 복종 그 자체가 선은 아니다.
인민은 풍요로워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
는 것이다. 더 이상 피안에서의 인민의 혼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차안此

91) Ibid. 영역은 앞의 책, p.143. Bobroff, op. cit., p.35.
92)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78.
93) Ibid.
9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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岸에서의

인민의 경제적 행복에 의해 뒷받침된 국가의 구원이 목적이다.

그러나 인민을 복종시킨다는 목적을 169 사목의 기술과 국가이성은 공유
하는 것이다.

── 진리의 축
푸코가 사목과 국가이성을 비교하는 세 번째 축은 진리에 관한 관점이며,
이는 통계학이라는 학문과 관련된 것이다. 사목에서는 사목의 기술의 전
제가 되는 기독교의 교의가 먼저 진리로서 가르쳐질 필요가 있었다. 다음
으로 사목자는 담당하는 양떼들한테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했
다. 그리고 양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었
다. 이 신-사목자-양이라는 사이클이 사목의 “진리의 사이클”95)이라면, 국
가이성에서는 진리의 대상이 되는 영역 그 자체가 바뀌게 된다.
국가이성이 등장하기 전에 지배자에게 요구되던 진리와 지식은 교회법
이며 자연법이었다. 더욱이 “역사상의 다양한 예나 미덕의 모델”96)에 대
한 지식이었다. 그리고 지배자에게는 법을 신중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요구됐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면 지식의 내용 자체가 바뀌게 된다.
─ 법 같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현실 자체인 사물”97)이 지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배자는 국가의 세력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인식하도
록 요구받았다. “인구의 계량, 사망률과 출생률의 계량, 국내의 다양한 범

95) Ibid., p.279.
96) Ibid.
97) Ibid.,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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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개인들의 산정算定, 그들의 부의 산정”98) 등 조사해야 할 요소는 무수
히 많다. 이것이 통계학(statistique)이다. 통계학이란 국가(state)의 학인 것
이다. 그것만으로 통계 데이터가 국가의 비밀이며 “제권帝權의 비밀”99)(아
르카나 임페리이)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170

이렇게 국가이성에 중요한 지식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며, 개별 국민

도 아니고 주민이며 인구이며, 국가의 부의 총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무리에 대한 지식이었다. 이 양떼에 대한 시선은 사목의 기술과 국가이성
에 공통되는 것이며 국가이성은 바로 사목으로부터 이것을 배운 것이다.

세력균형과 영구평화
이 국가이성의 개념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이윽고 독일에서
는 폴리차이로 불리는 국가학을 만들어내게 된다. 다만 이 국가학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국가이성의 이론을 채택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대
해 생각해보자. “다양한 힘이 경합하는 장에서 새로운 통치술에 특징적인
기술”100)이 생겨난 것이 폴리차이라는 학이 생겨나기 위한 하나의 전제
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테로는 이상적인 국가의 규모로 중간 정도의 국가를 상정했
다. 너무 작은 국가는 타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기 쉽고, 국가가 “커지면

98) Ibid.
99) Ibid., p.281. [옮긴이] 보통은 ‘통치의 비밀’이라고 한다. ‘최고 권력의 비밀’로도
읽을 수 있다.
100) Ibid.,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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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증대되고, 부가 증대되면 악덕이 증대된다. 특히 사치와 오만과 방탕
과 탐욕, 모든 악의 원천이 증대되기 때문에 내적 원인에 의해 멸망할”101)
것이다.
작고 멸망한 국가의 예로 보테로는 15세기에 중세 도시의 특권을 잃은
시칠리아의 라구사와, 14세기까지 피렌체에 비견되는 영화를 뽐내던 토
스카나의 도시 루카를 들고 있다. 또 너무 큰 국가의 예로 보테로는 스페
인 제국과 터키 제국을 들고 있다. 중간 규모로 바람직한 국가의 171 실례로
는 베네치아, 밀라노, 플랑드르, 보헤미아를 들고 있다.102)
문제는 중간 규모의 이상적인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인데, 보테로는
국가가 끊임없이 인구를 증대시키고 세력을 확대해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국가는 세력을 확대함으로써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국이 되면, 멸망이 눈앞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보테로는 국가의 인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려 한다. 국가
의 번영의 문제를 고찰한 『도시의 위대함에 대해』에서 보테로는 도시에
는 생성적인 virtu(덕)의 요소와 영양적인 virtu(덕)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
한다. 생성적인 덕의 비율은 도시 인구의 증가율이며, 이것은 시간과 더불
어 변동하지 않는다. “다윗과 모세의 시대에도, 현대에도, 인간은 똑같이
생식할 능력이 있기”103)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양적 덕은 도시나 국가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

101) Botero, op.cit., 1장 6절. 영역은 앞의 책, p.7.
102) Ibid., 1장 2절. 영역은 앞의 책, p.4.
103) Botero, The greatness of cities, 3권 2장. https://socialsciences.mcmaster.ca/econ/ugcm/3ll3/boter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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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어떤 “종점”이 존재한다. 다양한 도시의 발전 단
계에서 생성적인 덕의 비율이 영양적인 덕의 비율을 넘어선 시점에서 인
구는 정점에 이르며, 그 후에는 쇠퇴가 기다리고 있다.104) 국가는 항상 이
런 “탄생, 증강, 완성, 쇠퇴라는 사이클”105)을 경험한다(이것이 당시는
‘revolution’이라는 용어로 불렸던 것이다. 혁명의 원뜻은 여기에 있다). 보
테로는 이런 완성의 단계가 찾아온 국가는 식민이라는 수단으로, 너무 증
가한 인구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통치의 술은 이 정점
을 되도록 멀리 두는 것이며, 국가이성은 “국가를 본질적으로 그런 혁명에
맞서 유지하는 것”106)이다.
172

다만 이 국가는 다양한 국가들 속에 존재하면서 자신을 유지해야만

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게 됐
을 때 “어느 한쪽을 도우면, 다른 나라를 분노케 할 것이다. 둘 다를 돕는다
면, 쓸데없이 자금을 낭비하고, 어느 쪽도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쪽도 돕지 않는다면, 어느 쪽에 의해서도 적으로 간주될 것이다.”107)
이 국가이성의 외교정책은 유럽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것이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단테 때만 해도 아

104) Ibid.
105)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97.
106) Ibid.
107) ボテロ『国家理性について』一巻六章、英訳は前 掲書四三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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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기독교적 제국의 힘으로, 유럽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됐으나, 종교
개혁과 그 후의 종교전쟁이 그 환상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렸다. 가톨릭
과 개신교 국가들로 분열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기독교적 제국이 가능하
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게 됐다. 단테의 레스 푸블리카 크리스티아나
(기독교 공동체)의 환상이 붕괴한 후에 생겨난 것이 “세력의 균형”이라는
이상이었다. 이 이상이 목표로 한 것은 “기독교 국가와 군주 사이에 힘의
평형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108)이었다. 국가이성이 찾아낸 것은
자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병존 속에 있다는 것이며, 유럽의 현실은 “국가들
이 경합 공간에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109)이다.
유럽은 단순히 지리적 명칭이 아니게 되며, 다양한 국가가 모여서 하나
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단위가 됐다. 각 국가에는 주권자가 있고,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국가의 종교는 그 국가의 주권자가 결정
한다는 독일 영방국가領邦國家의 원칙이 유럽의 전체 원칙이 173 됐다. 이 시
대의 유럽은 두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재상 올리바레스Olivares
가 이끄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스페인과 재상 리슐리외가 이끄는 부르봉
왕조의 프랑스이다. 이 대립 때문에 둘 다 가톨릭 국가인데도 프랑스는 개
신교인 네덜란드에 원조의 손을 내밀고, 독일의 “반-합스부르크의 개신교
제후를 극력 지원하는 게 리슐리외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었다.”110) 이

108) Ethienne Thuau, Raison d’Etat et pensée politique à l’époque de Richelieu, Albin Michel,
p.307.
109)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97.
110) 色摩力夫, 『黄昏のスペイン帝国』, 中央公論社, 14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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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정책이며, 앙리 4세 이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
은 것뿐이었다. 전쟁에서는 가톨릭 국가가 개신교 국가와 동맹하고, “가
톨릭 국가들이 개신교의 군대를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게”111) 된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 세력의 차이는 있으나, 주권자라는 것에서 서로 대등하
며, 이른바 “절대적인 단위”112)이다. 각 단위에서 국가는 자신을 주장하고
보존하려고 하며, 다른 국가와 경쟁하려고 한다. 국가에서는 자기 보존이
자기 목적이 되며, 이를 위해 국가이성이라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은 곳이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은 유럽 내에
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스페인은 유럽 국가들 중
하나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경합관계에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해외에 거
대한 식민지를 획득했으며, 세계 제국帝國에 가까운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
다. 남아메리카에서 유입되는 금과 은은 거대한 부를 스페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 식민지에서 나온 부 때문에 스페인은 급속하게 쇠퇴했던 것
이다. 그 부 때문에 “더욱 눈부시고 더욱 빠른 방식으로 빈곤에 빠졌
기”113) 때문이다.
174

이른바 “스페인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유럽 사람들의 골머리를 썩이

고 있었다. 이 문제는 삼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스페인이 식

111)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99.
112) Ibid.
113) Ibid.,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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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를 건설할 때, 원주민들을 노새처럼 취급한 것이 법적 문제를 야기했
던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인간인가 아닌가, 동물처럼 학대하는 것이 허용
되는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현지의
제국과의 사이에서 싸운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연법과 만민법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는 식민지의 운영의 문제이다. 스페인은 금과 은의 입수만을 위해
식민지를 운영했고, 이를 위해 현지인들을 학대했다. 이런 식민지 경영은
적절한 것일까? 식민지는 모국에 이익이 되는 것일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이윽고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스페인에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며,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 네덜란드는 동
남아시아에 진출한다. 모국은 이런 식민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셋째는 스페인이 획득한 거액의 부가 모국을 몰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였다. 부를 획득하는 것이 국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당시
중상주의의 신념이었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왜 몰락한 것일까? 이 부가 문
제였던 것은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들여온 부의 대부분이 “전쟁이라는
암”114)을 위해 소비됐기 때문이었다. 이 부는 유럽의 세력균형을 교란하
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다른 국가들한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외교
17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문제가 단순히 스페인 일국의 문제가

114) 토마스 만, ｢외국무역에 의한 영국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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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각 국가의 국부의 문제로 이해됐다는 것이다. 국가의 부의 문제를
어디까지나 주권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보댕에게서는 주권자로서의 국
왕이 얻은 부는 국왕의 처신〔행동방식〕의 문제로서 제기됐다. “과세의 인기
가 낮은 것은, 지배자가 신하로부터 얻은 부를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이익
이 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기”115) 때문이다. 그러나 보테
로에게서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에서, 국왕의 부가 신하의 부에 의존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군주의 부가 아니라 각 국가의 국력의 총체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스페인의 네거티브 모델에 대항하는 형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항하는 부의 모델이 제기된다. “국가이성에 관한 이런
분석, 자기 정의하고 있었던 새로운 정치의 영역에 관한 이런 분석은 모두
스페인의 적국이나 대항국에서 특권적인 방식으로 발전된”116) 것이다.
대항의 축은 더 이상 군주의 부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부이며, 영토의 크
기가 아니라 국가에 내속하는 부, 즉 “국가가 손에 쥐고 있는 자원, 찬연자
원, 통상력, 교환 균형”117) 등이며, 군주 사이의 대항관계가 아니라 국가
의 경합관계이다. 반대의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는 광대한 영토를 지닌 스
페인이 아니라 어째서 소국인 네덜란드가 풍요로운 국가인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어떤 중상주의의 이론가는 소국인 네덜란드가 “자연적인 부
도 식량도 목재도, 또 전시・평상시의 그 밖의 자원도 거의 갖고 있지 않

115) 장 보댕, 『국가론』, 제6권 제2장. 영역본은 Jean Bodin, Six books of the
Commonwealth, Basil Blackwell, p.190
116)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01.
117) Ibid.,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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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욕망을 만족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박・무
기・밧줄 관련 기구・곡물・화약・탄환 기타 등등을 근면한 무역에 의해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수집하고 이를 타국의 왕후에게 공급하고 매각할
수 있는”118) 것을 “세계의 한 가지 수수께끼”119)라고 부른다. “네덜란드
176

문제”는 “스페인 문제”의 뒤쪽에 들러붙은 수수께끼인 것이다.

이런 역학관계의 물음으로부터 유럽 국가들의 외교가 중요한 의미를 갖
게 된것이다. 이 시대에, 이윽고상 피에르와 루소에 의해 영구평화라는희
망이 얘기된다. 그리고 이 영구평화는 유럽 국가들 사이의 외교적 수단에
의해 구축되도록 되어 있었다. 유럽 국가들의 세력관계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었다면, 타국을 정복하려고 하는강대국의 시도에는반드시주위의국
가들로부터 견제가 가해지고 실패로 끝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유럽 내부에서는 평화가 실현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기대된 것이다.
그본보기가 된 것은 프랑스의앙리4세의시도이다. 이것은 아직 30년 전
쟁이 종결되기 전, 즉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도된 것이었다.
앙리 4세는 유럽을 통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유럽 사이에서 이해
관계의 그물망을 만들어내고, 단테의 기독교 공동체와는 다른 “기독교 공
화국”120)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 그 계획의 중심은 스페인의 합스부르
크가를 포위하여 제국의 유럽 지배의 야망을 종식시키는 데 있었다.

118) 토마스 만, ｢외국무역에 의한 영국의 보물｣.
119) Ibid., p.215.
120) 루소, ｢영구평화론 비판｣. 이하의 왕과 심복인 슐리의 계획에 대한 설명은 루
소의 이 문장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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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우선 영국에 압박을 가한다. 이어서 스웨덴에, 사부아에, 로마 교황
에게. 영국은 스페인이 국내의 가톨릭교도에 압박을 가하고 음모를 꾸미
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동안 원조했던 네덜란드를 스페인의 지배로부
터 해방시킨다면 더 이상 원조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질 것
이라고 생각했다. 스웨덴 왕은 포메라니아(Pomerania)를 손에 넣어 독일에
서 지반을 굳히고 싶어 했다. 사부아공은 밀라노령과 롬바르디아의 왕관
을 노렸다. 로마 교황도 스페인의 177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나폴리를
중개해 이 계획에 참여하려고 했다. 이렇게 유럽 전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합스부르크가를 포위하여 타도함으로써 유럽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계
획된 것이었다.
새로운 체제 아래서는 유럽의 기독교 세계를 열다섯 개의 지배력으로
분할하고, 이 강대국들 사이의 경계는 “제대로 조정되어 더 이상 그 사이
에서 언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리나 주장의 다양성을 공평하게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121) 이리하여 유럽의 “마지막 전쟁이 될 터인 전쟁이 불멸
의 평화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122) 왕이 암살당하고 이 계획은 실패로 끝
난 것이었다.
이는 합스부르크가가 목표로 삼은 단일한 유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수로 이루어진”123) 유럽 속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려는 계획이었다.

121) 앙리4세 하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슐리 공의 계획안.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16의 편집자 주에서 인용.
122) 루소. ｢영구평화론 비판｣.
123)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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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계획이 목표로 하는 평화는 유럽 내부의 평화일 뿐이라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동시에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이 영토
를 잃은 것을 보상하기라도 하듯이, 스페인에는 대외 식민지에서의 활동
을 우선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독점적으로 타국을 착취하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유럽에서 영토 상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동시
에 그 제국주의적 야망을 역외域外로 돌리게 할 의도”124)가 있었던 것이다.
이 평화로운 유럽은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 사이에 이용・식민지화・지
배라는 관계를 가진, 지리적 지역으로서의 유럽”125)이며, 이 유럽의 사고
와 역사적 현실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126) 것이다.
이 세력균형을 목표로 하는 유럽에서 외교를 틀로 삼은 국가이성은,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할 178 수 있었다. 첫째는 전쟁이다. 역설적이게도 평화와
균형을유지하기 위해서는전쟁을할준비가필요하다. 여기서전통적인전
쟁과는다른근대적인 전쟁 개념이등장한다. 중세에서 전쟁은법이침범되
었을 때행해졌다. “전쟁은 법적인틀에서 전개되고 있었던”127) 것이다.
그러나 국가이성의 시대에는 전쟁이 전혀 다른 틀로 전개된다. 우선 전
쟁을 시작하는 이유가 완전히 외교적이게 됐다. 균형이 위협 받는 것만으
로 전쟁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실례로 유명한 것이 북부 이탈리아

124) Derek Heater, The Idea of European Unity, Leicester University Press, p.15. 吉野良
子, 『リアリティとしての〈ヨーロッパ〉とヨ—ロッパ統合思想』, 225頁도 참조.
125)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06.
126) Ibid.
1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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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밀라노와 베네치아에 인접한 만토바공국(Ducato di Mantova)의 계승을
둘러싼 “만토바전쟁”이다. 1627년 말에 만토바 공이 사망하자, 근친자는
조카인 마리아뿐이었고, 여성이 계승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 왕의 신하
인 느베르(Nevers) 공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만토바공국이 프랑스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 스페인의 밀라노 총독이 “만토바와 몽
페라트를 보장 점령”128)하고, 이것이 곧바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으
로 비화했다. 더 이상 전쟁은 사법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국외의
정치와 결부되게 된다. 동맹국과의 결합이라는 외교적인 이유만으로 전
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200년 후에는 “전쟁이란 정치적 수단
과는 다른 수단으로 계속되는 정치이다”129)라는 정식화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도구는 외교이다. 이 시대에는 여러 조약이 체결되고, 유럽의 균
형이 유지된다. 이 조약들은 지금처럼 “계승에 관한 법권리나 승리자의 법
권리 같은 낡은 법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원칙을 따라서”130)
이뤄진다. “영토, 도시, 주교구, 항구, 수도원, 179 식민지가 교환되고 값이
깎이고, 옮겨진다”131)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사이의 균형을 최대한 안정
되게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이를 위한 교섭을 할 목적으로 상설 조직이 검토됐다. 앙리 4세의 계획

128) 色摩力夫, 『黄昏のスペイン帝国』, 앞의 책, p.164.
129) 물론 클라우제비츠의 말이다.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09.
130)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10.
1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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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분쟁 처리를 위한 중앙 평의회가 설치되고, 15개 강대국의 각국에
서 4명씩 선출된 대표 60명이 모여서 평등한 형태로 다수결로 분쟁을 해
결하기로 했다.132) 산 피에르의 영구평화론에서는 19개 강대국이 유럽 연
방의 “연합의회”를 설립하고, “전권 위원을 임명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연합의회 또는 상설회의를 전개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체결 당사자 사
이의 분쟁은 모두 중재 또는 심판이라는 방법에 의해 조정되어 해결된
다”133)고 되어 있었다. 이는 머지않아 국제연맹의 사상으로 이어진다.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화려한 외교의 시대가 된다. “다양한 절
차가 성문화되고 외교 특권이 정의됐다.” 이리하여 “외교관이 장군의 뒤
를 잇게”134) 된 것이다.
세 번째의 도구로 푸코가 꼽는 것은 항상적인 군사 장치이다. “평화 시스
템의 내부 자체에 항상적인, 비용이 드는 중요한, 지식을 갖춘 군사장치가
존재한다”135)는 역설이 이 유럽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
비군에 의해 뒷받침된 “정치와 군사의 복합체는 안전 메커니즘으로서의
유럽의 균형의 구성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136)이 되는 것이다.
국가이성을 표방하는 프랑스의 리슐리외와 스페인의 올리바레스는 각
각 자국을 축으로 한 유럽의 세력균형 계획을 세웠다. 올리바레스가 목표

132) Derek Heater, op. cit., pp.32-33. 川田侃, 『現代国際関係論』, 東京大学出版会,
276頁.
133) 루소, ｢상 피에르 스승의 영구평화론 발췌｣.
134) Krzysztof Pomian, L'Europe et ses nations, 1990.
135)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223.
1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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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기독교 세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서의 평화(팍스 아우스트리
아나)이며, 로마교황청과 밀접하게 협력한 180 빈(Wien)의 신성로마 제국
과 마드리드의 스페인 왕국이 유럽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다. 리슐리외가 목표로 한 기독교 세계는 프랑스가 으뜸가는 군주국으로
서 유럽에 집단 안전 보장을 실현한다는 앙리 4세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
이었다.137) 이를 위해 불가결한 수단이 전쟁이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패
권을 놓고 30년 전쟁을 전개한 것이다. 유럽의 평화란 끊임없는 전쟁상태
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이성 안에서 자국의 국력과 타국의 국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선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이론가들은 군주가 이
웃 나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자명하다고 여
겼다. 1628년에 간행된 어떤 정치 팜플렛은 “이웃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누구나 그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138)고 말했다. “국가이성의 이
론은 관찰자 속에 완전히 새로운 정신을 심어준”139) 것이며, 유럽의 “해부
학”이 정치이론의 바탕이 된 것이다.
다만 유럽의 힘의 균형의 구상은 단명했다. 나폴레옹 전쟁 후에 그 꿈이
약간 보인다. 그러나 1815년의 빈조약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균형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약으로 유지할 수 있던 상황은 항상

137) J. H. Elliott, Richelieu and Oliva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vised ed. edition
(July 26, 1991).
138) テュオー『リシュリューの時代の国家理性と政治思想』, 앞의 책, p.311.
1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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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부로부터 위협받는다. 1848년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혁명은 1870년
대의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해 종식된다. “1870년대 초
반에는 빈회의에서 구상된 서유럽은 이제 거의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았
던”140) 것이다. 일본도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균형의 이념이
외부로 배제했던 세계의 다양한 지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명
확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140) Krzysztof Pomian, op. cit.,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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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독일의모델: 중상주의유형

외교와 폴리차이의 관계
181

국가이성의 시대는 유럽의 균형의 시대이며, 항상적인 외교와 상

설 군대에 의해 여러 국가가 대립하고 경합하는 시대였다. 이는 대외
적 경합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의 국력을 증강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미 말했듯이 이것이 프랑스에서는 폴리스〔police, 내치〕,

독일에서는 폴리차이polizei로 불렸던 것이다. 이 기술이 가장 무르

익은 것은 독일에서였다. 5장부터 7장까지 군주권력의 국가이성의 시대에
서 규율권력의 시대, 그리고 삶권력〔생명권력〕의 시대로 이르는 유럽의 정치
적 이성에 대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의 세 가지 모델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방식을 비교하고 싶다.
독일에서 폴리차이의 학은 관방학官房學으로서 치밀하게 구축됐다. 푸코
는 독일에서 이 학이 발달한 이유로,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많은 작은
영방국가領邦國家가 탄생하고 각국이 독립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봉건적
구조와도 거대 국가와도 다른 “국가적 실험에 있어서 특권적인 공간”141)
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독일에는 프랑스와 달리 국가행정의

141)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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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재하며, 이 때문에 대학에서 인력을 조달하게 되며, 대학에서 관
방학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별로 활동하지 못한 부르주아
지가 끊임없이 [이웃 국가와의] 항쟁에 직면했던 182 군주의 편에 서서 국가의
조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인재, 능력, 부 등을 제공했다.”142) 이 관방학은
“독일의 특산품”143)으로서 유럽의 각지에 전해졌다.
폴리차이는 좋은 통치의 기술이며, 신민의 복지를 개선하는 기술로서,
사목의 기술과 공통된 점이 있다. 작동하는 대상이 영토로서의 국토가 아
니라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목적으로 하는 바가 국민의 복지라는 것은 사
목의 기술과 폴리차이의 기술에 공통된 점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했던 대
로이다. 독일 관방학의 이론적 지도자의 한 명이었던 폰 유스티는 “국가의
자산은 영방領邦 내에 존재하며, 가신에 속하든, 국가가 직접 소유하든, 모
든 종류의 동산과 부동산으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다. 공화국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든 능력과 숙달로부터도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
들 자체도 시각에 따라서는 국가의 자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144)고 지
적한다. 푸코는 “폴리차이는 국내 질서와 국력 증강 사이에 동적인, 그렇
지만 안정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계산
과 기술”145)이라고 정의한다.

142) 푸코, ｢의료화의 역사｣.
143) Ibid.
144) 池田浩太郎・大川政三, 『近世財政思想の生成』, 千倉書房, 110-111頁에서 인
용.
145)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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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폴리차이가 신민의 복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외치면서, 실은 “국가의 장려함”146)을 목적으로 하는 학이라는 것
이다. 당시부터 폴리차이에 대해 “국가 전체의 장려함과 전체 시민의 행복
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의 총체”147)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유럽의 세력균형에서의 외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자국의 장려함을 과시하는 것은 ‘해부학’에 열중하는 관찰자들에게 자
국의 힘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푸코는 폴리차이와 세력균형의 관계를 국력, 타국을 감시할 권리, 통계
학, 통상이라는 네 가지 183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선 세력균형은 발전하고
있는 국가의 힘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폴리차이와 깊은 관계에 있
다. 폴리차이는 좋은 국가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증강시키고 더욱이
유럽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세력균형 상태 아래서 영구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 칸트는 이
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칸트는 유럽의 현 상황이 사회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 인간들의 관계와 비슷하며,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의 이념은 서로 독립된 국가가 인접하면서도 분리되어 있음을 전
제로 한다. 그러나 이 상태는 이미 전쟁상태이다.”148)
그러나 이 전쟁상태는 전쟁의 폐절로 향하는 싹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146) Ibid.
147) Ibid.
148) カント「永遠平和のために」。邦訳はカント『永遠 平和のために/啓蒙とは何
か 他3編』中山元訳、光文 社古典新訳文庫、二〇七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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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향에 있어서이다. 하나는 어떤 국가도 타국을 정복하고 스스로
제국 아래로 통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언어와 종교가 다르기 때
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타민족을 미워하는 경향을
낳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문화를 향상시키고 타국을 이해하고 평화를 촉
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평화는 “자유의 무덤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힘이 서로 경합하고 그 균형을 취함으로써 생겨나고
확보되는 것이다.”149) 칸트는 “좋은 국가체제야말로 민족의 좋은 도덕성
을 키운다”150)고 생각하는 것이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차이 속에서 서
로 동떨어져 있는 국가가 국내에서 좋은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서로 힘을
균형시킴으로써, 평화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력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에 못지않게 외교능력
과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가 국력을 증강
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국가가 타국보다 국력의 증강에서 뒤지면, 전체
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력의 184 증
강을 “주시・감시할 권리”151)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타국의 국력을 주
시・감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된 것은 한 국가의 “인구・군대・천
연자연・생산・통상・통화유통”152)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통계학이 성립된 것이다.

149) Ibid.
150) Ibid.
151)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23.
15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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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이 타국을 주시・감시할 권리에 대해서는 국력의 증강이라는 관
점보다도 오히려 법적인 체제의 확립과 자국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지
적한다. 만약 국내에 법률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민족에 해를 끼치는”153)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민족
이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이웃 국가가 국제적인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
“거기서 스스로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다른 민족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
해야 한다.”154)
또한 통상관계에 대해서 이 시대는 중상주의의 시대, 즉 통상의 시대였
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푸코의 간략한 요약에 따르면, 중상주의는
각국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각국이 되도록 많은 인구를
가지려고 할 것, 둘째로 그 인구 전체가 노동에 붙어 있을 것, 셋째로 그 인
구에 주어지는 임금이 최대한 낮을 것을 요구한다.”155) 그리고 상품의 원
가가 최대한 낮아질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을 해외에 수출
할 수 있고 군주가 소유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중상주의는 이처럼 “통
화의 수입기술로서의 통상의 전략”156)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국내의 국력의 충실〔확충〕이라는 폴리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다.
칸트는 이 시대에 각국이 밀접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전쟁을 방
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한다. 각국은 “서로의 이기심을 통해” 민

153) 칸트, ｢영구평화를 위하여｣.
154) Ibid.
155)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45.
1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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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과 결합한다. 이것이 “상업의 정신”이며, 185 “세계의 어디에서나 전쟁
이 발발할 위험이 다가오면, 국가들은 마치 영속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것
처럼 중재에 의해 전쟁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157)

폴리차이의 실무
그렇다면 이 폴리차이라는 학과 기술은 어떻게 적용될까? 푸코는 들라마
르의 『폴리차이론』에서부터, 폴리차이가 국가의 내부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11개 항목을 꼽고 있다. 종교, 도덕성, 건강, 물품의 공급, 도로・토
목・공공건축물, 공안公安, 자유학예, 상업, 작업장, 하인과 육체노동자, 빈
민이다.158)
이리하여 국가의 내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꿰찬다. 폴리차이가 종교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진리로서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폴리차이는 사목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신민의 혼
의 건강을 배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과 식량의 공급에 신경을 씀으
로써 폴리차이는 “삶을 보호한다.”159) 폴리차이는 생명을 배려하는 것이
다. 도로・토목・공공건축물, 상업, 작업장, 육체노동자, 빈민, 공안을 배
려함으로써 폴리차이는 “생활의 쾌적함”을, 정신을 배려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자유학예를 배려함으로써 “인생의 기쁨 그 자체”160)를 신경 쓴

157) 칸트, ｢영구평화를 위하여｣.
158) 푸코, ｢전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말과 글』, 4권, pp.156-157.
159) Ibid.
16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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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고 더 한층 잘 사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폴
리차이의 역할”161)로 여겨지는 것이다. 폴리차이가 현재의 경찰처럼 사
회의 복지와 행복의 촉진의 배려가 아니라 장래의 악의 방지의 배려를 목
표로 하게 된 것은 1770년대 이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162)
또한 푸코는 튀르케 드 마이엘느Théodore Turquet de Mayerne의 『귀족민주주의
적 군주제』라는 폴리차이론을 인용하면서 186 폴리차이의 활동 분야를 크
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분야는 아이와 젊은이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은 독실한 신앙을 갖고 무기를 다루는 데 익숙해지며 직업을 습
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남성은 25세가 되면 폴리차이 사무국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는지를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보고를
거부하는 자는 “건달로, 명예가 없는 인민의 쓰레기”163)로 간주된다.
두 번째 분야는 빈민을 대상으로한다. 건강한빈민에게는일자리를 주고,
병자나장애자에게는수당을준다. 더욱이공중위생을배려하고, 일을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금을 대준다. 세 번째 분야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을 규제하고 조성한다. 네 번째 분야는 부동산을 대상
으로 하며, 상속을 기록하고 도로・하천・공공건축물・삼림을 감시한다.
이 네가지분야에서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국력의구성요소로서의 인
간의활동”164)이다. 우선 인간의수를 대상으로 한다. 17세기에국력은 주민

161) Ibid.
162) 파스콸레 파스퀴노, ｢정치의무대｣(Pasquale Pasquino, Theatrum politicum), 『푸
코 효과』(The Foucault effec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09.
163)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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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와 비례한다고 여겨졌지만, 폴리차이학에서는 단순히 주민의 수를 늘
리는것이아니라생산성이높은주민의수를늘리는것을목표로한다. 작은
영토에서도 다수의일하는사람들이있으면풍요로워진다는것이다.
이어서 생활필수품을 규제한다. 주민의수가많아도먹일수 없으면 의미
가 없다. 이는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농업정책이며, 생산된 곡물의 질을 유
지하고 비축하고 공급하는 곡물 내정內政이다. 더욱이 건강을 배려한다. 역
병의 방지는 물론이고, “만인의 일상적인 건강”165)이 중시된다. 도시에서
는 공기, 환기, 통풍이 중시된다. 도시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이 전개된
다. 더 건강한 인간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마지막으로 인
간의활동에서생겨나는상품이나 187 생산물의 유통을배려할필요가있다.
이 모든 것을 배려하는 폴리차이의 학이 사목적인 시선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근대국가의 거의 가부장적인 배려를 행사한다
는 것도 확실할 것이다. “폴리차이의 목적은 시민이 전체적으로도 개별적
으로도 행복해지는 것과 관련되는”166) 것이다. 인간이 단순히 살아 있느
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더 잘 사는 것, 공존하는 것, 교류하는 것”167)
이 실제로 국력의 증대로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이 도입되었기

164) Ibid., p.330.
165) Ibid., p.332.
166) フォン•ホ—ヘンタ—ル, 『폴리차이론』에서. 파스콸레 파스키노의 앞의 논문,
p.122에서 인용. 푸코의 ｢전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라는 논문 제목은 여기
서 왔다.
167)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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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폴리차이의 학은 결국 생명령을 잃게 되지만,168) 제국이 존속
한 오스트리아에서는 1840년대까지 이 학에 의한 “국가과학의 강의가 이
뤄졌다”169)고 한다. 적어도 18세기 전체를 통해 폴리차이의 학은 “독일인
의 〈신성로마제국〉에서의 유일한 지배적 재정론財政論”170)이기를 계속하
는 것이다.

국가의 의학
이 폴리차이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전파됐으나, 독일에서 집대성되
어 실제로 활용됐다. 그 폴리차이학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를 18세기 독일의 의학의 방식과 프랑스나 영국의 의학의 방식을 비교함
으로써 검토해보자. 독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의료가 전개됐
다. 1764년에는 프로이센에서 “의료행정(메디치니셰 폴리차이)”이라고
불리는 것이 탄생했다.171) 이것은 대학에서 배운 의사에게만 의사면허증
을 수여함으로써 국내 의료 상담자의 실천과 지식을 규범화하고, 각지의
의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세한 188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프
랑스와 영국에서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단순한 통계표가 이미 작성되고

168) 池田浩太郎・大川政三, 『近世財政思想の生成』, 앞의 책, p.181.
169) Ibid., p.142.
170) Ibid., p.180.
171) 이 개념을 제시한 것은 독일의 의사 볼프강 토마스 라오(1721-72)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국가의학의 개념이 독일에서 발달한 경위에 대해서는 G. 로
젠, 『공중위생의 역사』(George Rosen, A History of Public Health, MD Publications)의
161페이지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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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전염병이나 풍토병의 관찰 등에 의한 “훨씬 완전한 발병률의 관
찰 시스템”172)이 독일에서 확립된 것이다.
또 중앙에는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관공서가 설립되었고, 그 아래에 계
층 구조적으로 지역 의사를 배속했다. 이리하여 모든 의사는 국가에 의해
면허를 수여받고, 행정적 지도 아래에서 의료에 종사하고, 의학적 정보를
중앙에 집중시키는 시스템이 확립된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극한까지 국가화된 의학”173)의 시스템이 됐다.
이 의학이 중시한 것은 국력의 토대가 되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이었다.
“공적인 위생 행정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노동자의 신체가 아니라 개인 그
자체의 신체이며,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다”174)는 것이며,
프로이센은 중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근 국가와 경합하기 위해서도 국내
주민의 건강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 이후 평화가 회복되자, 이 국가의 의학의 이념은
공동화된다. 독일에서도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이 가부장적인 시스
템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절대주의와 중상주의를 엄호하
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175)로 전환되어 갔다. 공업화의 시대에
는 새로운 의학이 요구되었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 임무를 맡게 된다.

172) 푸코, ｢의료화의 역사｣.
173) Ibid., p.157.
174) Ibid., p.156.
175) 로젠, 앞의 책,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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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삶권력
: 프랑스의중상주의모델

1절. 삶권력의등장

중농주의의 새로움
189

국가이성의 개념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17세기부터 18세기 사이의

프랑스였다. 그 상징은 재상 리슐리외와 루이 14세이다. 루이 13세를 섬긴
리슐리외는 1624년에 권력을 잡고 프랑스의 절대왕정 확립에 기여했다.
리슐리외는 국가이성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시하
기”1) 위해 군주도 신하도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루이 14세는 국가이성을 “모든 사람의 동의하는 첫 번째 법이지만, 통
치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어두컴컴하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것”2)이라
고 정의하고, “아무리 자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주권자의 모든 행위
를 정당화하는 것”3)이라고 생각했다.
루이 14세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국가를 위
해 몸을 바쳤다. 혁명 190 전의 이 태양왕 시대의 중요한 난제 중 하나가 식

1) Henri Sée, Les Idées Politiques en France au XVIIIe siècle, Marcel Giard, p.50. 리슐리외
가 루이13세에게 남긴 정치적 유언 (Testament politique d’Armand du Plessis, cardinal duc de Richelieu, ... chez H. Desbordes, 1691)에서는“군주와 그고문들의 유일한
목적은 공적 이익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부 제3장, p.14.
2) Ibid., p.225.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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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부족으로 인한 평민들의 반란 가능성이었다. “식량난은 도시 환경에서
출현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4) 때문이
다.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식량난의 문제였다는 것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명한 말이 상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의거한 것은 법과 규율에 의한 중상주의적 시스템이
었다. 곡물의 가격을 제한하고, 비축하는 권력을 제한한다. 농민은 수확한
곡물을 비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으로 즉각 매각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최소량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의무화되고, 특정한 작
물의 재배는 금지됐다. “처음의 수확으로부터 이미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재고의 통제가 가능해지며, 국가간 유통이나 지방간 유통을 막
을 수 있게 된”5)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파탄 났다. 그 이유는 첫째, 농민이 파산할 것이 분
명했기 때문이다. 풍년이 들면 농민들은 싼값에 곡물을 팔도록 강제되었
기에 생산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다. 농민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이듬해에 뿌릴 씨는 필연적으로 적어진다. 그러면 기상 악화 등 약간의 원
인으로도 식량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에 대처하기 위해 1754년부터 1764년까지 중농주의의 원칙
아래서 “곡물 통상과 곡물 유통의 자유”6)의 원칙이 채택된다. 그런데
1764년에는 귀엔느Guyenne에서 흉년이 들고, 완전한 자유를 유지했기 때문

4)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2.
5) Ibid., p.34.
6) Ibid.,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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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곡물 가격이 “천문학적인 속도로 상승한다”7)는 사태에 직면했다.
그래도 중농주의자들은 이 자유화를 옹호했다. 중농주의자들은 우선 법
과 규율의 시스템에서는 191 “악”으로 취급되던 곡물 부족과 가격 급등을
도덕적인 사태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현상으로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8)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식량난이라는
강박관념”9)에서 벗어나 곡물 가격의 변동이라는 자연의 현상을 방해하지
않고 “조금씩 보정하고 제동을 걸고 최종적으로는 제한하고 최종단계에
서 취소하는”10)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곡물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
라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우대하기도 한다.”11) 그리고 완
전히 방치하기보다는 인공적 수단으로 가격 상승을 꾀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수출을 장려금으로 조성하거나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풍년일 때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 경작지가 확대된
다. 농민은 전년의 수확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작지를 확
대하고 경작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기상 조건이 조금 나빠도 식량난이
생길 리 없다.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곡물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다
음해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7) Ibid., p.37.
8) Ibid., p.38.
9) Ibid.
10) Ibid., p.39.
11) Ibid.,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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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다음해에 흉작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이
가격상승은 방치해둘 수 있다. 그것은 국내의 통상도 외국의 무역도 자유
롭기 때문에 풍작인 지역이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대하며, 가격을 인
하할 압력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가격을 내려서라도 판매
하려 할 것이다.
이 중농주의의 자유화 정책의 특징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곡물의 양과
가격의 관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 의한 경작의 때와 매각의 때
의 계산, 수입 상인의 계산, 소비자의 계산까지 고려해서 사람들을 192 순
수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주체,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취급하는
데 있다. 이 정책은 “생산의 계기를 통합하고 세계시장을 통합하며, 그리
고 마지막으로 주민・생산자・소비자의 경제적인 행동을 통합하는”12)
것이다.

새로운 주체의 등장 : 주민·인구
푸코는 중농주의가 채택한 이 수단 전체를 “안전장치”13)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안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외부로부터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에서 작동하는 내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주
권은 영토의 경계 내에서 행사되며 규율은 개개인의 신체에 행사됐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은 주민 전체에 행사되는”14) 것이다.

12) Ibid., p.42.
13) Ibid., p.22.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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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민・인구라는 총체이며, 이것이 전체
로서 정치적 주체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정치적 주체로
서의 주민・인구는 그 전의 수세기 동안의 법사상・정치사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집단적 주체”15)이며, 이 새로운 주체가 여기에
등장한 것이다. 이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규율을 가하고 조작해야
할 주체를 향한 기술과는 명확히 다른 수준에 있다.
이 중농주의의 등장은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삶권력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행동의 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통치를 행했
던” 규율권력과는 꽤 성질이 다른 것이다. 삶권력은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주민・인구”라는 “새로운 정치적 인물”16)에 작동을 건다. 푸코는 이 정
치적인 인물이 18세기에 “놀라운 등장을 이루었다”17)고 지적한다.
193

물론 인구라는 요소에 처음으로 관심이 모인 것은 아니다. 중상주의

시대의 영국에서 인구에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다. 그것은 잉글랜드의 존
그라운트의 『대위 존 그라운트에 의한 런던시의 정치, 종교, 상업, 발달,
공기, 질병 등에 주로 관련하여 이루어진 자연적 및 정치적 관찰들』(1661
년)을 단서로 할 것이다. 이 관찰은 페스트에 의한 런던의 인구 감소와 재
증가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1603년과 1625년의 페스트의 해에는 거의 전
체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18)했으나, “페스트에 의해 생긴 런던시 인구의

15) Ibid., p.44.
16)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69.
17) Ibid.
18) V. 욘, 『統計学史』, 足利末男 訳, 有斐閣, 170頁.

6장. ｢삶권력 : 프랑스의 중상주의 모델｣ 69

균열은 보통 2년 동안 채워진다”19)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그라운트의 관찰에 이어 윌리엄 페티는 1681년에 『더블린의 사망
표에 관한 관찰들』을 발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에 의한 사망자
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의 『정치산술』은 런던과 파리 등의 도시와
인구 비교를 하면서, 국가에 있어서 인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었다. 4장에서는 “잉글랜드 국왕의 인민 및 영토는 그 부 및 힘에 관해서
프랑스의 그것들과 자연적으로 거의 같은 중요성이 있다”20)고 지적하면
서, 27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의 성직자가 얼마나 국부를 줄이고 뱃사람들
과 수병水兵이 얼마나 잉글랜드의 국부를 늘리는가를 대비하면서 강조하
는 것이었다.
그라운트와 페티의 사망표는 역병으로 인한 도시의 인구 증감을 고찰하
는 것이 분명했지만, 『정치산술』은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권력의 근
육과 신경을 감독하는 정치적 수완”21)을 발휘한 것으로, 그 후의 본보기
가 됐다. 17세기에는 인구를 국가의 재산으로 여기고 힘의 원천으로 간주
하게 된 것이다. 중상주의에서는 “인구를 이른바 국력과 국부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이 인구가 적절한 194 방식, 장소, 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보
하는”22)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상주의에서는 인구・주민을 “주권자의 신하〔신민〕”로 간주했

19) 윌리엄 페티, 『政治算術』, 大内兵衛・松川 七郎 訳, 岩波書店, 59頁.
20) Ibid., p.20.
21) V. 욘, op. cit., 193頁.
22)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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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것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법권리의 주체, 법에 복종하는 신민, 통제적 테두리를 입힐 수
있는 신민으로서 거기에 있었다”23)는 것이다.
이에 대해 18세기의 중농주의부터는 인구에 대한 시선이 중상주의와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인구는 그것만으로는 국력이 될 수 없다. “주민이 소
비하는 것 이상을 생산하고, 식료품에 국외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서”24) 국부를 만들어낸다. 생산하는
것 이상을 소비하고, 수출가격보다 더 싸게 식량을 구입해서는 국력이 감
퇴한다. 그러나 농업 수입을 증대시키면 그것은 풍요가 되며, 자연스럽게
인구를 증대시킨다.
우선 토지의 산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인구 자체를 늘
리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중농주의는 생각한다. “케네
와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은 대지와 부를 잇는 본질적인 매개”25)
이다. 인구가 증대하면, “산업에 싼 값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그것이 원
가를 낮추고, 생산과 상업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26) 것이다. 이것은 신하
로서 감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노동하게 해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중농주의에서 이 인구는 자연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등장한다.

23) Ibid., p.72.
24) 왈라스, 『중농주의』. 푸코, 앞의 책, p.85의 편집자 주.
25) 푸코, 『광기의 역사』, p.429.
26) Ibid.,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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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자연성”으로서, “법에 의지한 주권자의 의지에 맡기는 것에 대해,
이른바 〈두께〉로서, 본성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난다”27)는 점에 중상주의
의 인구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고 푸코는 생각한다.

195

인구의 자연성

푸코에 따르면 인구의 이 자연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인
구는 주권자가 조작할 수 있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동하는
것이며, 어떤 불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인구는 풍토에 따라, 통상通
商의 크기나 부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도덕적 가치나 종교

적 가치에 따라, 식량 상태에 따라 변동한다. 이 변수들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는 법을
정해서 신민을 지배할 수 있으며, 신민은 법을 거부함으로써 지배에서 벗
어날 수 있다. 그러나 통치에 의해 인구를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는 없으
며, 주민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인구를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주권
자에 대해 인구는 어떤 불투명한 〈두께〉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는 이런 자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정책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책에서는
국내를 순환하는 통화의 흐름을 제어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제
어할 필요가 있다. 통화가 원활하게 또한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흐를 수 있
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증가하면 노동의 가능성이 커지고 부가

27)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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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며 인구도 증대한다.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의 노동이 빼앗기지만, 식
량이 증가함으로써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구에는 이런 자연성이 있
기 때문에, 중상주의에서 생각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28)이 필요
해진다. 신민을 복종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작동을 가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기술이 요구된 것이다.
둘째, 인구의 자연성은 사람들의 욕망의 자연성에 의거하고 있다. 사람
들은 이익이 있는 곳에 모인다. “인간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자연의 노동・근면에 의해 손에 넣을 수 있는 부를 확실히
제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모여들며 증식하는”29) 것이
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중농주의의 욕망 개념은 중요하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
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욕망의 게임에 의해 집단적 이익이 생긴다”30)는 것이 인구의 자
연성의 커다란 특징이다. 그래서 욕망을 잘 불러일으키고, 잘 이용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에 의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지, 규율사회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 자유주의로 통하는 욕망의 사상은 17세기까지의 “통치나 주권의 행
사에 관한 과거의 윤리적・법적인 구상과는 정반대의 극에 있는”31) 것이

28) Ibid., p.74.
29) Ibid., p.85. 이것은 케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30)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75.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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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전에 주권자는 “개인의 욕망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32)였다. 그
런데 18세기의 이 욕망의 사상은 이것은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다. 이제 문
제는 “이 욕망에 어떻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33)이다. 푸코는 이 욕망
의 긍정의 이론, “자기애・욕망을 자극하고 우대하고”, 그것이 생기는 효
과를 활용한다는 사고방식을 “공리주의 철학의 원형”34)이라고 부르고 높
이 평가한다.
세 번째 차원으로서, 인구의 자연성은 기묘할 정도의 규칙성을 나타낸
다는 것이 지적된다. 이미 런던의 사망표를 관찰한 그라운트는 런던의 인
구에서 보이는 균일성을 지적했다. “남아의 출생은 항상 여아의 그것을 웃
돈다. 더욱이 지금 언급한 재료에 따르면, 14 대 13의 비율이다.”35) 두 성
의 197 비율이 수적으로 거의 균형을 이룬 것은 이 관찰에서 처음 확인됐다
고 한다. “인구의 자연성은 현상들의 항상성에서 나타났다.”36)
이러한 인구의 자연성이 확인된 것은 통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다.
“권력의 기술들의 영역에 하나의 자연이 들어왔다”37)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인간은 인류라는 이념적인 “유類” 개념 아래서가 아니
라 다른 동물들과 나란히 인간이라는 “종種”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다. “인간이 모든 생물의 종의 규정이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의 종으로서

32) Ibid.
33) Ibid.
34) Ibid.
35) V. 욘, op. cit, p.170.
36)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77.
37) Ibid.,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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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드러내는”38) 것은 인간의 통치가 생물학의 영역과 깊은 관계를 갖
게 시작했다는 것이다.

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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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규율권력과삶권력

197

장치의 차이

이처럼 삶권력〔생명권력〕은 완전히 새로운 인구라는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안전장치를 사용해 작동을 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삶권력의 안전장치
는 그때까지 규율권력이 전개해온 규율장치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새
로움을 갖추고 있었을까? 여기서 이 두 가지 권력장치의 차이를 생각해보
자. 첫 번째 차이는 각각의 메커니즘이 향하는 방향이다. 우선 규율장치의
메커니즘은 구심적이지만, 안전장치의 메커니즘은 “원심적”39)이다. 규율
장치의 메커니즘은 “어떤 공간을 분리하고 어떤 절편을 정함”으로써 기능
하는 것이며, 이 공간 속에서 “규율권력이나 198 규율의 권력 메커니즘이
충분하게, 한계 없이 작동하는”40) 것이다. 이에 반해 안전장치의 메커니
즘은 밖을 향해서 확대하려고 한다. “생산자・구매자・소비자・수입업
자・수출업자가 행하는 생산・심리학・행동거지・행동의 방식이 통합
되고, 세계시장이 통합되는”41)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메커니즘의 기능이다. 규율권력의 메커니즘은 모든 것

39) Ibid., p.46.
40) Ibid.
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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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는 것이며, 가장 사소한 사항도 방치하지 않는다. “규율에 대한
위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소한 것일수록)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42) 것이다. 규율은 세부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기능한
다. 이에 비해 삶권력의 안전장치는 세부에 의거하면서도, 세부는 선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지고, 자연적인 과정으로 다뤄진다. “내버려둔
다(laissez-faire)”43)가 그 기능의 원칙인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메커니즘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느냐, 부정적으로 작동하
느냐의 차이이다. 규율장치는 허가와 금지라는 법적인 절차를 따른다. 허
가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의 영역의 내부에서, “금지되는 것이나 허가되는
것, 오히려 의무로 간주되는 것이 정확하게 특정되고 규정되는”44) 것이
다. 법이 정하는 것은 주로 금지이며,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고 명령한다. 질서란 “금지되어 있는 것을 모두 방해했을 때 남는”45) 잔재
일 뿐이다. 이른바 규율권력은 인간이 “본래 나쁜 사고”46)를 한다고 생각
하고, 그것을 금지에 의해 막으려 한다. 인간의 악을 다양한 규율이나 규
칙에 의해 붙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규율장치의 메커니즘은 부정적인 사고이며, 부정적인 기술이다.
이에 비해 안전장치는 법처럼 금지도 하지 않고 규율처럼 명령도 하지 않

42) Ibid., p.47.
43) Ibid., p.43.
44) Ibid., p.47.
45) Ibid.
46) Ibid.,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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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 메커니즘은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199 노력하고, 사물의 본성
에 어울리는 형태로 “제한하고 제동을 걸고 조정〔조절〕함”47)으로써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 안전장치는 인간의 사고를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생
각하지 않는다. 중농주의(피시오크라시)란 인간이나 자연의 본성(퓌시스)
에 작동을 거는 물리학이다. “정치학은 하나의 물리학이며, 경제학은 하
나의 물리학이다”48)는 것이다. 중농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
에게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
에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할 자유주의와 가까운 성질을 갖추고 있다. 조정
〔조절〕은

“각자의 자유를 통해서 각자의 자유에 의거해서만 작동할 수 있

다”49)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이 장치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처럼 안전장치가 목표로 하는 통치성은 폴리
차이〔내치〕가 목표로 하는 통치성과는 “거의 자구 하나하나까지 대립하
는”50) 것이다.

권력의 작동방법의 차이
이렇게 규율권력의 장치와 삶권력의 안전장치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갖
추고 있는데, 그것은 규율의 권력과 삶권력 자체의 작동방법이 다르기 때
문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종류의 상이한 장치를 작동시키는 두 개의 권력

47) Ibid.
48) Ibid., p.49.
49) Ibid., p.50.
50) Ibid.,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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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음 네 가지 측면, 즉 (1) 두 개의 권력의
주체는 무엇인가, (2) 객체는 무엇인가, (3) 권력의 작동 공간은 어디인가,
(4)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 검토해보자.
우선 규율권력에 대해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자.
(1) 규율권력의 주체는 국가이성의 주체이며, 기본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군주이며, 폴리차이의 200 통치를 행하는 관료기구이다. 군주는 때로 자의
적으로 보이는 “어두운 법”(루이14세)을 구사해서 법의 외부에서 권력을
행사한다.51) “왕의 신비로부터 그 힘을 얻은 국가이성은 주권자인 왕의 모
든 행위를 정당하게 만든다. 비록 아무리 자의적이라고 보인다고 하더라
도.”52) 폴리차이의 통치를 행하는 관료기구는 또한 사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상황에서 국민을 통치한다. 폴리차이는 경찰이며, 경찰은 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법의 외부에서 기능하고 있다. “폴리차이
란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직접적인 통치성”이며, “항상적인 쿠데
타”53)이다. 폴리차이의 지배는 법의 지배와는 전혀 공통되는 것이 없다.
(2) 규율권력의 객체는 물론 신민이다. 이 신민은 통치의 대상이 되면서,
규율을 받는 주체로서 폴리차이의 공간 속에 등장한다. 이 신민은 통치자
에게는 국가의 힘을 형성하는 인구로 여겨진다. 중상주의의 원칙은 낮은

51) 루이 14세는 국가이성을 “통치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불렀다. Henri Sée, 18세기에서 프랑스의 정치적 이념 ,
op. cit., p.135.
52) Sée, op. cit., p.225.
53) Ibid., p.347.

6장. ｢삶권력 : 프랑스의 중상주의 모델｣ 79

비용으로 제조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존재하고 노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폴리차이
의 객체이자 신하로서의 주체인 국민은 “순종적인 다수의 노동자”54)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규율권력의 작동 공간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권력이 작동하는 특권적
인 장소가 도시였음을 상기하자. 판옵티콘적인 도시가 다수 꿈꿔지고, 실
제로 몇 개나 건조된 데에서도 드러났듯이, 규율권력은 닫힌 공간에서 가
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폴리차이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시적 대
상”55)이다. “도로, 광장, 건조물, 시장, 통상, 수공업, 공예”56) 등이 주요 표
적이 된다. 폴리차이는 도시의 통제이며, “인간들의 공존, 상품의 유통”,57)
나아가 인간들의 유통의 201 문제로서의 부랑자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도시는 도로망을 통해 영토의 전체에 연결된다. 왕국을 일종의 대도
시로 보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규율을 가하는 것이 폴리차이의 술術이다.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모든 도시의 모든 판사가 파리를 본받아 폴리차이
를 행하는 것을 원했다”58)고 한다. 그리고 도시를 확대한 것으로 생각됐
던 왕국은 유럽 안에서 서로 세력을 균형시키면서 존재했다. 그래서 유럽
이란 도시를 연장한 국가가 어떤 지역 내에 각각 하나의 도시로서 존재하

54) Ibid., p.352.
55) Ibid., p.342.
56) Ibid.
57) Ibid., p.343.
58) Ibid.,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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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간주됐던 것이다. 유럽이 하나의 시장처럼 되며, 국가는 통상의
그물망으로 묶여 있었다. 이리하여 “시장 도시가 인간들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모델”59)이 된다.
(4) 이 규율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문제를 기존 장치의 기능과
관련시키면서 생각해보자. 폴리차이의 권력은 대도시 내부에서 기능하지
만, 그 작동방식은 단 하나였다고 푸코는 지적한다. 항상적인 쿠데타인 폴
리차이는 “통제, 칙령, 금지령, 지령”60)이라는 형태로만 기능하는 것이다.
사법의 장치에 기대어 법적인 권위를 가장하면서 명령한다.
러시아의 절대군주인 예카테리나 2세는 “폴리차이는 법보다 통제를 필
요로 한다”고 말했다.61)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개개인에게 지휘하고 명령하고 금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개개의 신체에 대한 규율의 기술을 도시 전체에 있어서 적용
하려는 시도이다. 공장이나 막사나 학교에서 전개된 규율의 행위를 왕국
의 영토 전체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폴리차이는 어떤 의미에서 개
별 양을 배려하는 사목의 기술과 유사해진다. 202 폴리차이의 꿈, 그것은
도시를 수도원으로 만드는 데 있다. “도시를 수도원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 왕국을 도시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내정의 배경에 있는 위대
한 규율의 꿈인 것이다.”62)

59) Ibid., p.346.
60) Ibid., p.348.
61) Ibid., p.347.
62) Ibid.,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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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규율권력의 모습과 비교해서 삶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 권력의 주체에 대해서 삶권력에서는 군주와 신민 사이의 대립이 사
라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국민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
려두는” 것이며, 주체로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정의 시스
템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이 통치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행동하
는 주체로서 등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자유로운 존재일 필요가 있
다. 모든 국민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행동하는 것, “서로 경합하는 각
자가 자신의 이윤을 최대로 하려는 개인의 이익의 움직임에 의해서”63) 국
가도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그래서 삶권력의 객체는 이른바 주체 속에 동화되어 소멸하는 것이
다. 국가는 권위를 휘두르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유로운 주
체로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목적은 더 이상 “각자의 행
복을 만인의 행복으로 변형하는 초월적이고 종합적인 원칙”64)을 실현하
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했을 때, 각자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이는 18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
까지 국가 기능의 “본질적인 요소”65)가 된다.
(3) 삶권력의 작동 공간의 경우, 이 권력은 더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중농주의에서 부의 생산 장소는 더 이상 도시에 있는 공장이 아니
라 농촌이다. 가치의 원천은 농업노동자에게 있다. 중농주의자인 튀르고

63) Ibid., p.354.
64) Ibid.
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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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에 따르면, “생산하는 농업노동자는 가공하는 공업노동자보다 낫다.
농업노동자는 노동순환의 최초의 원동력이며, 그가 바로 모든 공업노동
자의 임금을 토지로부터 생산시키는 것이다.”66) 103 이 농업중심주의 때문
에 “탈도시화”67)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권력의 공간이 농촌으로 이행한
다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특권은 부정됐으나, 소비자의 자리로서의 도시
의 기능은 농촌에 못지않게 중시된다.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영토 전체에
서 상품의 유통이 중요하며, 도시에서 생산한 상품의 매각 이익이 중시되
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4) 삶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규율권력처럼 “전반화된 규율”68)에
의지하지 않는다. 국민은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물론 삶권
력도 규율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권력은 “사물을 휘게 할 수는
없다”69)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곡물의 유통 같은 현상을 “수정하려고 하
면, 바로 악화시켜버리는”70) 데 있다. 이미 검토했듯이, 곡물 가격을 통제
하여 낮추려고 하면, 곡물은 더욱 부족해지고 가격은 치솟는다.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폴리차이에 의한 통제는 “무익”하다. 그래서 필요
한 것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흐름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흐름에 맞게 조정〔조절〕하는”71) 것이다.

66) 튀르고, 『부에 관한 성찰(富に関する省察)』, 永田清 訳, 岩波文庫, 25頁.
67)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51.
68) Ibid., p.351.
69) Ibid.
70) Ibid.
7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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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규율권력과 삶권력은 그 주체나 객체에 대해서도, 작동하는 공
간에 대해서도, 그 작동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대조적이다. 18세기 중농주
의 시대에 자유무역과 유통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통치
적 이성이 탄생”72)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국가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조응 속에서 우주론적 신학의 세계의 크기로부터 생각되었다. 그리고 17
세기 초에 등장해 새로운 통치성을 확립한 것이 규율권력이었다. 이 권력
은 국가이성이라는 “어두운 기술”을 구사하는 군주의 권력이며, 군주는
“정치가”로서 “통치술에 204 특유한 합리적인 원칙과 계산 형식이 어떤 것
이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확정하는”73) 자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통치성이 탄생한다. 이 삶권력의 통치
술은 ‘정치가’의 국가이성을 비판하면서 시장사회의 경제적 이성을 추구
하는 “경제학자”74)의 기술이다. 국민을 규율의 객체가 아니라 사회 속에
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 간주함으로써 국가의 더 좋은 통치가 가
능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국가이성을 대신해 “경제적 이성”75)이 내
세워진 것이다.
이런 경제적 이성은 국가이성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
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국가이성
속에 있다.”76)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규율사회의 잔재 속에서 살고 있는

72) Ibid., p.355.
73) Ibid.
74) Ibid.
75) Ibid.,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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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근대적 주체의 탄생에 있어서 순종적인 신체를 확립한 규율의 역
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권력의 특징 : 결론으로서
여기서 결론으로서 중농주의라는 이론적 치장 아래서 등장한 삶권력의
특징을 재확인해두자.
첫째, 삶권력의 특징은 그 자연성에 있다. 국가이성의 권력은 중세의 대
우주와 소우주의 조응관계, 그리고 우주의 자연성에 의거한 국가의 사상,
이 두 가지를 절단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폴리차이의 통치성은 “절대적인
인공성”77)에 있었다. 그런데 삶권력과 함께 다시금 자연성이 중시된다. 케
네는 사회의 자연적인 영위〔행위〕를 이해하고 이것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사
회는 번영하고 205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자연성은 중세적
인 우주론적 자연성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만 성립되는 자연성이다. 이
“사회의 자연성”이라는 개념은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78) 자연성이
며, “인간들이 함께 살고 한데 모이고 교환하거나 노동하거나 생산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특유한 자연성”79)이다. 이것이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영역이었다. 국가와는 이질적인 차원으로서 시민사회가 발견된
것이다. “신민의 집합에만 관련되는 국가이성과 폴리차이적 합리성과 비

76) Ibid.
77) Ibid., p.357.
78) Ibid.
7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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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여기에는 물론 근본적인 변동이 있다”80)는 것은 확실하다.
중농주의를 창시한 케네는 ｢자연법｣이라는 논문을 썼는데,81) 이 논문에
서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소유해야 할 자연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소유물을 향유할 권리”82)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소유물을 이용하고 누림으로써 자신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협력하게”83) 된다고 중농주의자들은 생
각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중농주의에서 사회의 과학적 인식의 필요성이 주장된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오직 이성의 빛에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84) 것이며, 이를 인식함으로써 사회의 조정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상주의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힘의 계산”85)이었지만, 중농주의에서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사회의 과학은 경제학이며, 이 학문은 통치의 기술과는 독립된 것이

80) Ibid., p.358.
81) François Quesnay, Le droit naturel, Œuvres économiques et philosophiques de F. Quesnay,
p.350.
82) 제1장 서두의 정의이다. 菱山泉, 『중농학설과 ｢경제표｣의 연구(重農学説と
「経済表」の研究)』, 有信社, p.169도 참조.
83) 菱山泉, 『重農学説と「経済表」の研究』, p.170.
84) Ibid., p.144.
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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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푸코는 과학이기도 206 하며 결정이기도 하다는 통치술이 “점차 윗물
과 아랫물로 분리된다”86)는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 경제학이라는 학문
이 통치술과는 별개의 것으로 독립해 있으며, 위정자가 아닌 사람도 종사
할 수 있는 학이 된다. 그러나 위정자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없이는 사
회를 적절히 조절할 수 없으며, 통치는 이 학문에 의존하게 된다. 경제학
은 술이 아니라 학문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사회에서 경제학과 경제학
자들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인구 문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중상
주의 시대에 소중했던 것은 인구 변동이 아니라 다수의 순종적인 노동자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력에서 인구가 특별한 의
미를 갖게 된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정치경제학의 모든 사고에
서 근본적으로 중심적인 것은 역시 이 인구 문제인”87) 것이다.
이 인구 문제에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 인구에는 고유한
변화와 변동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는 사회의 자연적 과정이며, 인
구에는 “자연성이 내속한다.”88) 둘째, 이것은 다양한 개인 사이에서의 상
호작용, 순환효과, 전파효과를 낳는 것이다. 국가는 이 상대적으로 자율적
인 현상을 떠맡을 것을 요구하며, 사회의학이 탄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권력의 네 번째 특징은 더 이상 사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조정한다는 형태로 개입한다는 데

86)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59.
87) Ibid., p.79.
88) Ibid.,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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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것은 부주의한 개입에 의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알아채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과정이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인 자연 현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 된 국가의 개입”89)이라는 207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 속에서 시민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며, 이런 자유가 결여
되면 사회는 적절하게 통치할 수 없게 된다. 통치술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이윽고 가부장적이고 과잉적인 개입과 규율
을 행하는 폴리차이의 제도는 해체되고, “단순한 부정적인 기능을 가진 근
대적 의미의 폴리스(경찰) 제도가 탄생한다.”90) 경찰은 혼란을 소거한다
는 위험 방지적인 의미밖에는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삶권력 시대, 그것은 규율권력의 과잉적인 사목적 배려를 부정하고 사
회를 자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들을 자유로운 국민으로 간주하고
사회의 자연스러운 경제적 변화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조치와 경
찰, 외교, 군사 등의 위험방지 제도를 확립한 시대이다.

중농주의의 제약
다만 중농주의는 다음 장에서 검토할 자유주의와 비교하면 몇 가지 시대
적 제약을 갖추고 있었다. 이번 장의 끝부분에서 검토하는 프랑스의 도시
의학醫學이 독일의 국가 의학과 영국의 노동력 의학의 중간에 머물러 있듯

89) Ibid., p.361.
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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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이론으로서의 중농주의에는 아직도 국가이성의 잔재 같은 것이
모반母斑처럼 남아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중농주의에서는 농업 활동만을 중시하고 공업 활동을
보충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있어서 집약적
농업 활동의 중요성은 원시적 축적을 가져오는 유일한 요인으로서 중요
하다는 것은 맑스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으며, 농업을 집약적인 것으로 208
하기 위해 농산물의 자유로운 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가치의 발생을 농업에만 한정하는 것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가치를 지주의 손에 주는 것이며, “토지 소유의 지배를 의미하는”91)
것이 된다.
두 번째 한계는, 상품의 완전히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면서 주권자
에게 토지 공유권을 승인해준 데 있었다. “부의 유일한 원천인 토지의
과실의 몫에 대해서 본원적 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신하〔sujet, 신민〕의 소
유권을 보증하는 군주의 주권뿐이다”92)고 케네는 주장한다. 이로부터
군주는 지주에게 단일 세금을 부과할 근거를 갖게 된다. 군주는 유통
을 완전히 자유화하면서도 그 “과실”을 가로챈다. 이는 절대왕정의 기
반을 확보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맑스의 말처럼 “케네는 절대왕정
을 지지하는”93) 것이다.

91) 横山正彦, 『重農主義分析』, 岩波書店, p.180.
92) Quesnay, Maximes générales du gouvernement économique d’un royaume agricole, 5
절. 앞의 케네 경제・정치논집 , p.332.
93) 横山, 앞의 책, 15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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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계는 시민의 자유를 요청하면서도 군주의 개입을 요구한다는
역설적인 성격이다. 케네는 『경제표』를 경제의 완전한 순환 체계로 생각
했다. 이 표를 이해함으로써 주권자는 “경제 과정의 전체를 분석하는 원리
와 투명성의 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94), 경제를 투명한 시선으로 내다
볼 수 있게 된다. 주권자는 신민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락하지만,
그것은 “주권자가 경제표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
게 일어날 것인가”95)를 완전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절
대군주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며, 조절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었
다. 중농주의는 절대 주의 개입을 정통화하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농주의는 절대군주의 통치와 모순되지 않고 그것을 요청한다.
경제는 자율적인 권역圈域으로 파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배후에
절대군주의 통치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209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이윽
고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도시공간의 차이
이 중농주의와 이것이 목표로 한 삶권력 아래서, 독일의 국가 의학과는 다
른 도시 의학이 발전했다. 이 도시 의학은 기존의 군주 권력 아래서의 도
시나, 규율권력 아래서의 도시와는 다른 형태로 도시의 환경에 작동함으
로써 도시 주민의 건강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 의학의 특징을 알아보

94)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288.
95) Ibid., 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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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프랑스의 도시가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듯이 유럽의 도시들이)
우선 군주권력 아래서, 다음으로 규율권력 아래서, 그리고 삶권력 아래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알아보자. 프랑스의 도시 의학은 삶권력의 도시의
네 가지 주요한 특징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 군주의 권력 하에서의 도시
맨 처음으로 절대주의 군주의 지배하에 있던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생각
해보자. “파리는 세속의 사람들, 가톨릭교회, 종교단체, 동업조합 등이 보
유한 영주적 권력이 모여 구성된 것이며, 이 권력들은 고유한 재판권을 지
닌 자율적 권력이었다.”96) 이 때문에 권력의 지배가 중층적으로 겹치며,
다양한 권력이 어수선하게 서로 경합을 벌였다.
이 파리라는 수도는 군주의 주권국가의 수도인 동시에 프랑스라는 영토
국가의 수도이며, 더욱이 경제적 유통의 수도였다. 거기서 어수선한 형태
로 권력이 경합하는 것은 매우 210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게다가 사회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는 행정국가에 있어서 수도
뿐 아니라 각지의 도시가 농촌으로부터 독립한 형태로 “법적인 특유성”97)
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다. 둘째로, 통상이 확대
되고 도시 인구가 증대하면서 도시가 답답하게 됐다. “닫힌 공간에 사람들
이 모이면, 풍속은 문란해지고 건강은 쇠약해진다”98)고 18세기 말의 철학

96) 푸코, ｢의료화의 역사｣
97)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14.
98) 푸코, ｢의료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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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카바니스는 지적했다. 그리고 도시에 새롭게 건설된 공장에 대한 불안
과 과밀한 주민에 대한 불안이 생겨난다. “마을에 대한 공포. 도시에 대한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우 기묘한 감정”99)이 생겨난 것이다.
셋째로 농촌과 도시 사이의 식량 교환과 멀리 떨어진 도시와의 통상 등
의 문제가 발생했다. 원활한 교환이나 통상을 위해서는 도시 개혁이 필요
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과제로 떠오른 것은 “도시를 이 공간적・법적・행
정적・경제적 틀에 끼워 넣는 것에서부터 해방하는”100)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됐다. 푸코는 르 메트르라는 “브란덴부
르크 선제후選帝侯의 총괄 기술감독技師長”101)의 수도 개혁안을 일례로 들고
있다. 이 개혁안이 목표한 것은 수도를 다양한 의미에서 군주국의 상징으
로 삼는 것이었다. 이 개혁안에서는 국가를 세 개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
전원, 소도시, 수도이다. 전원에는 농민들이 거주하며 농경에 힘쓴다. 소
도시에는 장인이 거주하며 수공업에 힘쓴다. 수도에는 주권자와 그 신하
가 거주하며 지배한다. 수도는 국토의 중앙에 존재하며, 주권을 상징할 필
요가 있다. “수도는 영토의 장식 그 자체이다.”102)
또수도는정치적상징이며, 왕국의어떤 부분도수도로정해진주권자의
법과 왕령王令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도는 또 도덕적인 상징이
어야 한다. “영토의 구석구석까지 품행이나 행동거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99) Ibid.
100)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14.
101) Ibid., p.17.
102) Ibid.,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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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해야 할 모든 것을 넓힐”103)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도는 학문의 211 자
리이며, 경제의 중심으로서, “상품이 모여야 할 사치의 장”104)이어야 한다.
수도를 주권의 자리로 삼는 동시에 “정치적・통상적 유통의 중심점”105)
으로 삼는 형태로, 영토를 수도의 지배 아래에 두면서 국가를 개혁하는 것
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는 유토피아적인 제안인데, 이 주권의 시대의 도
시는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의 관계”106)로 여겨졌다. 그리고 “영토라는
대우주를 통해서 도시라는 소우주의 사고가 시도된다.”107) 도시는 영토
라는 “큰 것에서 출발하여”108) 생각됐던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하나의 건축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며, “이 대우주와 소
우주의 모든 놀이가 도시・주권・영토의 관계를 관통했던”109) 것이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은 국가이성의 이론과 그것을 발전시킨 관방학이다. 요
약하면, 군주권력의 시대의 “주권은 영토를 수도화하고 통치의 자리라는
주요한 문제를 세우게”110) 된다.

── 규율권력 아래서의 도시

103) Ibid., p.16.
104) Ibid.
105) Ibid., p.17.
106) Ibid., p.16.
107) Ibid., p.17.
108) Ibid.
109) Ibid.
110) Ibid.,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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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규율권력 시대의 도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건설된”111) 지방의 소도시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건설하는 경우에
모델로 간주된 것은 로마 군대의 야영지 방식이었다. 로마군은 원정을 떠
나면, 병사들이 거주할 진영을 건설한다. 막사에 맞는 장소를 큰 담으로
에워싸고 그 주위에 깊은 해자를 만들어 방어했으며, 내부는 부대의 훈련
과 병사의 관리에 알맞게 구분했다.
이것은 완전한 감시권력의 판옵티콘적 도시이며, 통로는 기하학적으로
배치되며, “텐트의 212 수와 배치, 텐트의 입구 방향의 설정, 종렬과 횡렬의
배치 등이 정확하게 규정되고, 서로 감시하는 시선의 그물망이 묘사되
는”112) 것이었다. “야영지란 전역에 걸친 가시성의 효과에 의해 작용하는
권력의 도해”113)였다.
이를 모델로 한 새로운 도시로 푸코는 “투렌 지방과 푸아투 지방의 경계
에 해당되는 곳에 건설된”114) 리슐리외의 마을을 들고 있다. 이 마을은 전
체를 직사각형으로 하여 그 중앙에 큰 도로를 통하게 하고 이것과 평행한
도로와 수직인 도로로 거주 공간을 구분한다. 유통의 장소, 중앙시장의 장
소는 따로 마련한다. 군주권력의 도시와는 반대로, 영토라는 도시보다 큰
것에서가 아니라 “도시보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115) 구상되는 것이다.

111) Ibid., p.17.
112) 푸코, 『감시와 처벌』, p.173.
113) Ibid.
114)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17.
1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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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권력 아래서의 수도 개혁이 영토로부터 도시를 바라본다는 광학의 시
선 아래에 놓인다면, 규율권력 아래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에는 빛에 대
해 “카메라 옵스큐라”와 같은 “끼워 넣기의 원리”116)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도시의 건설에 있어서는 “공허한 닫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
가, 도시 내부에서 어떻게 “인공적인 사람들의 무리”117)를 구축할 것인가
가 과제가 된다. 그때의 원칙은 “첫째로 계층화, 둘째로 권력관계의 정확
한 교류, 셋째로 그 배분에 특유한 기능의 효과”118)이다. 이 규율의 도시의
과제는 “공간을 건축화하고, 요소들의 계층적・기능적 배분을 본질적인
문제로서 세우는”119) 것에 있다.

── 삶권력의 도시
삶권력의 도시의 실례로 푸코는 낭트의 거리에 대해, 비네 드 비니Vigné de
Vigny라는 건축가가 213

제시한 정비계획을 들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도시

를 횡단하는 축과 큰 길을 몇 개 관통시켜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확보하
는 것을 시도했다. 첫째는 위생기능이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구에서 “질
병의 바탕이 되는 장독瘴毒이 고이는 공기가 모이는 곳을 모두 제거하
는”120) 것을 시도했다. 두 번째는 도시 내부의 유통 기능이며, 도시 내부에

116) 푸코, 『감시와 처벌』, p.173.
117)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19.
118) Ibid.
119) Ibid., p.22.
120) Ibid.,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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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통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셋째는 도시 외부와의 유통
기능이며, 새로운 도로망을 건설하고 외부로부터 도시가 필요로 하는 상
품이 제대로 배달되도록 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시였다.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벽
을 허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야간에 도시를 폐쇄하지도, 대낮에 왕래를
제대로 감시할 수도 없게 됐다.”121) 게다가 농촌으로부터 “거지, 부랑자,
비행자, 범죄자, 도둑, 살인범 등 모든 유랑 인구가 유입되고”122) 도시의
안전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도시의 향후 발전을 미리 내다봤다. 그동안의 문제
점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에
미리 대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123)를 고려했던 것이다. 이 미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루아르 강변 한쪽에 긴 부두가 건설됐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해간다. 그리고 강에 다리를 놓아 강 건너편 지구도
똑같이 발전시키기로 계획됐다.
이 도시계획의 특징은 첫째로 이 도시가 규율권력의 도시와는 달리, 전
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소
여에 작동을 건다는 데 있다. 규율권력은 “공허하고 인공적인 공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 공간은 처음부터 구축된다.”124) 그러나 삶권력의 도

121) Ibid., p.20.
122) Ibid.
123) Ibid.
124) Ibid.,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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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적인 소여”125)를 이용하고 부지敷地, 물의 흐름,
섬, 공기 등을 실마리로, 214 도시의 신체에 작동을 거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규율적 도시와는 달리, 소여를 재구축하고 완벽하게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바
람직한 요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 취해지는 데 있다. 위험성
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개연성의 계산을 이용하게 된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정비 계획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요소가 다수의 기능
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도로는 장독瘴毒과 질병의 통로인 동시에 주민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기를 통하게 하는 기능을 맡는 장소이기도 하다. 도둑이
통행하는 거리인 동시에 상품이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플러스 요
소와 마이너스 요소를 계산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미래를 향해 열린 것”126)이라는 데 있다. 도로를 어느 정
도의수레가통행하게 될지, 어느정도의통행인이 이용할지, 현재에는아직
예측할 수없는 “불특정요인”에대해“개연성의견적에의해서만 통제할 수
있는것을관리하는”127) 것이목표로되고있다. 삶권력의도시는“사건이나
있을수있는요소들에응해환경을정비하려고한다”128)는것이다.
푸코는 이 환경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환경이란 하천・늪지・언덕
같은 자연적 소여의 총체, 개인이나 집의 밀집 같은 인공적인 소여의 총체

125) Ibid.
126) Ibid.
127) Ibid, p.22.
1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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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이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일군의 효과이다.
그것은 결과와 원인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경위境位이다.”129) 인간의 신체
를 통해 개입하는 규율권력과는 달리, 삶권력은 이 환경을 통해 개입한다.
권력은 이것으로부터는 “물리적인 요소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이 인
간이라는 종의 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에 간섭하는 결절점에서, 그
리고 환경이 자연에 있어서의 규정력을 갖게 되는 결절점에서”130) 행사
된다고 푸코는 생각하는 215 것이다.
그래서 이 권력은 공간에 배치된 개인의 신체의 모임보다는 환경과 주
민의 상호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그 두 측면 각각에 개입의 장소를 찾아내
게 된다. “규율에 있어서 조직들의 무리로서의 개인들”이 아니라 환경 속
에 거주하는 주민(인구)을 개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환경이라는
장에서 “개인・인구・집단에 의해 생산되는 다양한 사건이 상호작용하
는”131) 것이다. 이 권력은 인구와 환경에 작동을 거는 것이다.

도시의 의학
이런 삶권력 시대의 도시를 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새롭게 도시의 의학이
등장했다. 국가의 의학과는 다른 도시의 의학의 목적은 삶권력의 도시의
앞서 말한 네 가지 특징에 맞춘 것이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존재
하는 소여에 작동을 건다”(첫 번째 특징)는 것이며, 더욱이 “도시의 신체

129) Ibid, pp.22-23.
130) Ibid, p.24.
131) Ibid,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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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동을 건다”(두 번째 특징)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기존의 도시에
존재하는 “위험한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도시 내부의 위험한
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 의학의 세 번째 목적은 도시
내부의 다양한 물질의 순환을 규제하고(세 번째 특징) 조정하는 데 있었
다. 대기는 장독瘴毒을 운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인간의 건강에 직접 영
향을 미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적절한 대기의 순환을 확보하기 위해 도
로가 건설되고 도시의 개조가 이루어지게 됐다. 또 물의 순환을 조정하기
위해 센 강의 연안, 섬 위치의 조정이 검토됐다. 이 의학은 도시의 “장독瘴
毒의 지리학”132)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도시계획이 의학적 실천으

로서 추진된다. 푸코는 216 의학은 개인의 질환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
라 우선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의 의학으로 확립됨으로써 “과
학적 지식과 담론의 일반적 기능 속에 편입됐다”133)고 지적한다.
이 도시의학의 네 번째 목적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네 번째의 특징)을 정비하는 데 있었다. 신체와 생명체를 대
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기와 물과 부패물과 발효물 등 〈사물〉을 대상
으로 하는 의학이자 생존환경에 있어서의 생활조건에 대한 의학”134)이었
다. 삶권력이 자연을 조정하듯이, 이 도시의 의학은 도시 내부의 물질의
흐름을 조정함으로써 건강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 적용된 개념이 “건강 적성”이라는 개념이었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132) Sabine Barles, La ville délétère, Champ Vallion, p.45.
133) 푸코, ｢의료화의 역사｣, p.172.
1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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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 뛰어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및 물질적 토대”135)
이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초기에 탄생한 공중위생이라는 학문은 이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정치・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행위”136)로서 등
장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유재산이 성스러운 권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의학 같은 강한 감시권력 아래에서와 같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찰의 예리함과 과학적 시각에서는 국가의 의학보다 뛰어났다”137)고
한다. 이 의학은 영국형의 노동력 의학과 독일의 폴리차이 국가의 의학 사
이의 중간적 의학이었다.

135) Ibid. 또한 ‘건강적성’ 개념에대해서는앞의Barles, op. cit.의 1장｢의사들의 도
시｣가 자세하다.
136) Ibid.
1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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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삶권력
: 영국의자유주의모델

1절. 자유주의의통치성

사목의 거부
217

이미 살펴봤듯이, 국가이성과 규율권력 아래에서 사람들은 신하〔신민〕

로서 혹독한 훈련과 감시의 대상이 됐다. 국가는 가부장적이고 거친 통치
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일거수일투족에 이르
기까지 감시하고 명령하는 통치에 대해 어떻게 통치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대항품행의 물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미 4장 1절에서, 국가이성이 〔한편으로〕 사목의 기술을 어떤 형태로 역전
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이어왔는지를 구원〔구제〕, 복종(법), 진
리라는 세 개의 축으로 고찰했다. 이번 절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자유로운
시민에 의한 시민사회의 원리인 자유주의가 어떤 형태로 사목에 의한 품
행을 부정하는가에 대해 마찬가지로 사목의 세 가지 축, 즉 구원, 복종, 진
리의 축에 대해 218 고찰해보자. 영국에서 탄생한 자유주의는 프랑스의 중
농주의가 갖고 있던 몇 가지 결함을 시정하고, 사목과는 확연히 다른 통치
성의 원리를 확립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인 구원의 축에서는 시민사회가 시민의 혼을 구원하는 역
할을 맡게 됐다. 시민의 구원은 피안에서 혼의 구원으로서 실현되어서는
안 되며, 현세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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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경제학의 과제이다. 중농주의에서도 이미
국가의 인위와 대비해 사회의 ‘자연성’이 중시됐는데, 새로운 통치성을 목
표로 하는 자유주의는 사회의 자율성에 의해 국가의 제한 없는 통치에 종
지부를 찍으려 한다. 시민사회가 국가의 제약과 후견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정치의 시간, 국가의 시간은 끝나는”1) 것이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국가
보다 우위에 서는 혁명적 종말론이다.
두 번째의 복종의 축에서는 전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품행에 대해 시
민은 자율적 집단으로서의 주민・인구로서 대항하려고 한다. 주민은 인
간의 집단으로서 자율적인 법칙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세세한 규율과 통제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칸트는 “인간의 결혼,
그 후의 출산, 그리고 사망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연간 통계를 살펴보
면,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2)
이런 자율적 법칙을 갖춘 것에 대해 국가의 명령은 무효이며, 시민은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복종적 결합〔유대〕과의 단
절”3)이라는 형태에서의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혁명 자체의 권
리”4)이기도 하다.
세 번째 진리의 축에서는, 더 이상 국민에 대한 정보와 진리를 소유하고

1)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64.
2) 칸트, ｢세계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3)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364.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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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통계학이라는 219 형태로 〈제국의 수수께끼〉를 비밀리에 보유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
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5) 국
민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는 “스스로에 대해 투명하고, 스스
로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6)고 생각한다.
이런 세 가지 축 모두가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시민사회이며, 이 시민사
회의 학이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었다. 이 학문이 시민사회와 시민에
대해서 내세에서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생활을 향유
하고 국가에 복종하기를 멈추고 스스로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수단을 제
공하게 되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돌이켜보면, 중세의 통치의 원칙은 신성한 신의 법에 입각
해 지배하는 것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의 국가이성의 통치는 국가에 최
대의 힘을 주기 위해 충분히 강하고 깊고 세세한 곳에 이르기까지 통치하
는 데 있었다. 18세기의 새로운 통치는 최대의 통치와 최소의 통치의 한도
속에, 사태의 자연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로, 통치의 작업에 고유한 필요성
을 따라서, 최대의 효과를 요구하여 통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자유
주의의 통치이다. 이것은 통치하지 않음으로써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역
설적인 권력, 통치적 이성이 자기 한정하는 권력, 레세 페르의 권력이다.
이 권력이 “생명정치의 일반적 틀이 되는”7) 것이다.

5) Ibid.
6) Ibid.
7)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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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권력의 공간
이제 이 권력이 작동하는 장은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이 된다. 시장은 공정
한 가격으로 상품이 220 거래되는 장소이며, 상품의 진정한 가치가 제시되
는 장소이다. 좋은 정부는 이 시장의 “진리”를 따라 기능하는 정부이다. 정
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의미는 “통치가 스스로에게 고유한 통치실천의
진리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8)고 한 것에 있다고 푸코는 지적한다. 정부
의 통치가 적절한지 어떤지, 그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서, “시장이 그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9)는 것이다. 서양의 통치성
의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으로서 시장이 갑자기 등장한 데 있다”10)는 것이다.
이런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은 중농주의도 주장한 바였다. 그러나 중
농주의는 프랑스의 절대군주와 그 정부에, 시장에 대한 미세한 조정과 개
입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영국의 정치경제학은 시장이 이렇게 진리를 이
야기하고 정부의 통치의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써 군주의 개입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다. 나폴레옹 전쟁 후의 영국은 유
럽의 세력균형을 요구하는 오스트리아 주도의 빈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 국가들의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중상주의적 경제 정책에는 이미 검
토했던 두 개의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유럽 내부에서의 제로섬 게임 중에

8) Ibid, p.34.
9) Ibid.
10) Ibid,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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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합과 역내閾內의 내적 통합이다. 우선 중상주의에서는 세계의 (혹
은 유럽의) 전체 금과 은의 양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부를 통화의
양으로 측정한다. 이때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인 국가가 많은 통화를 획
득할 수 있게 되며 국부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상주의의 대표적 이
론가인 토마스 먼(Thomas Mun)은 “타국민의 밑천元本으로부터 부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 자신의 재산을 꾸준히 증대시키는 것에 못지않게 명예롭
고 정당한 것이다”11)고 말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부의 확대는 유럽 221 내
부의 다른 국가의 부의 감소를 의미한다. 부의 획득은 제로섬 게임의 원칙
으로 행해지게 된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이웃나라가 풍요로워지
는 것은 자국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기도 하다”12)고 말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첫머리에 있는 핀 제조에서의 분업에 관한 서술은 이 원칙을
역력하게 보여줬다. 타인과 협력하여 특정한 작업에만 특화함으로써 작
업 효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분업에서 내 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타인의 이익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은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
스미스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술집이나 빵집 주인
이 박애심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
다”13)고 말할 것이다.

11) 토마스 먼, ｢동인도회사의 청원과 진언｣, 『重商主義論』, 堀江英一・河野健二
訳, 有斐閣, 80頁.
12)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55.
13) 애덤 스미스, 『국부론』 1권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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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중상주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균형을 중시하고 경제적으로는
외부 세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시장은 유럽
의 내부에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열려 있다. 경제는 세계적 차
원에 열려 있음으로써 제로섬 게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리하여 지
구적인 규모를 지닌 새로운 종류의 계산이 유럽의 통치의 실천 속에 등장
하는”14)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유럽의 내부이기도 하고 외부이기
도 하다는 자국의 위치를 이용하면서 유럽의 세력균형의 개념과 실천을
타파하는 데서 이익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유주의적 통치는 어떻게 영국에서 등장했을까? 이 문제
는 이미 중농주의에서 등장했던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의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222 풀 수 있을 것이다.

14)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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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호모에코노미쿠스와시민사회

흄의 질문
222

이미 지적됐듯이, 시장에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

할 때 시장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며 통치는 개입의 필요가 없어진다. 이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행동하는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이다.
푸코는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의 원천이 영국의 경험론 철학에 있
다고 생각한다. 로크의 경험론 철학에서 묘사된 것은 타블라 라사〔백지상태〕
의 인간이었다. 이 인간은 백지 상태(타블라 라사)에서 경험에 의해서만
그 관념을 구축해가는 인간이다. 이 인간은 원죄도 모르고 도덕도 모른다.
신의 개념도 실체의 개념도 모른다. 인간의 마음에는 그 어떤 생득적인 개
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로크는 “마음은 말하자면 글자가 전혀 없는 백지로, 관념은 조금
도 없다고 가정해보자”15)고 권유한다. 인간의 관념은 모두 경험, 즉 감각
또는 내성内省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각 기관에 의해
외부의것을 지각한다. 이리하여 인간에게공간과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다. 한편으로 인간이 내성内省에 의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때, 거기서 가

15) 로크, 『인간지성론』 2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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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저 만나는 것은 쾌락과 고통의 223 관념이다. 인간의 도덕성은 그로부
터 생겨난다. 쾌락을 가져오는 것은 선이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악이다.
“사물은단지쾌락・고통快苦과의 관련에서만 선또는악하기”16) 때문이다.
이 쾌고快苦의 관념으로부터 인간의 다양한 정념이 생긴다. 그리고 자유
로운 인간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며, 행복이란 쾌락을 가
져다주는 선을 손에 넣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현실에서 선택한다”17)는 것이다. 인간은 행복을
의지하지만, 문제는 현실의 선과 현실이 아닌 선이 있다는 것이며, 이로부
터 인간의 의지와 판단의 미궁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쾌고의 원칙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이 “환원할 수
없는 것”, 게다가 “양도할 수 없는 것”18)이라는 데 있다. 푸코는 로크의 뒤
를 이어 영국의 경험론을 더욱 심화시킨 흄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체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체조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자. “건강하고 싶기 때문이
야”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건강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으니까”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으
냐고 물으면, “병에 걸리면 괴로우니까”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왜 괴
로운 것이 싫으냐고 또 다시 물을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찾고,
고통을 피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묻는 사람은 자신을 생각해보면, 물을 것
도 없이 그 이유를이해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환원”

16) 같은 책, 2권 20장.
17) 같은 책, 2권 21장.
18)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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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며, 다른 그 어떤 목표에도 결코 귀속
되지 않는다.”19) 이제 더 이상으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쾌고의 원칙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
는 점에 대해서도 푸코는 흄의 예를 사용해 설명한다. 이 고통은 나의 고
통이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맛보게 하거나 나를 224 대신해서 고통을 받
을 수는 없다. 타인의 쾌락은 나로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다. 흄은 자신의
손가락을 긁고 싶다는 기묘한 욕망을 예로 들어 말한다. “내 손가락 하나
를 긁기 위해 전 세계의 파괴를 선택하더라도,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
다”20)라고.

새로운 인간상의 등장 : 세 가지 답변 방식
여기서 새로운 것은 영국 경험론의 이런 원자적인 인간상으로부터, 지금
까지 유례가 없는 주체상, 즉 자신의 쾌락과 고통의 이익만을 원칙으로 삼
아 행동하고 선택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등장한 것이다. 이 인간상은 도덕
도 타자도 자신의 이익에 종속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것을 절대
시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해관심이 처음으로 하나의 의지의 형식으로서, 직접적인 동시에 절대
적으로 주관적인 의지의 형식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21) 자신의 가려
운 손가락을 긁으려는 욕망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타자의 죽음은 물론 세

19) 흄, 『도덕원리의 연구』의 부속문서 1 ｢도덕 감정에 대하여｣.
20) 흄, 『인간본성론』 3권 3부 3절. ; 푸코, 앞의 책, p.276.
21)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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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파괴를 용인한다는 의지는, 그렇다면 타인과 어떻게 어울리며 사회
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호모 에코
노미쿠스는 어떻게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처럼 원자적으로 이해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인간상은 뉴턴의 물리
학을 사회적 차원에서 고찰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뉴턴의 물리학을 적용하는 것, 그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을
원자의 이미지로 이해하려고 한 홉스 이후의 근대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흄도 뉴턴의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225 자연계
의 주제에 적용된 뒤 완전히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정신상의 주제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칭찬하면서, “어디까지나 실험을 하고, 모든 결
과를 매우 단순하고 소수의 원인으로부터 해명하고, 모든 원리를 가능한
한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한다”22)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물리학의 실험 방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타자의 행
복을 바라고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 대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대답 방식은 인간이 이웃에게 동정을 품기 때문
에 이웃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익의 합일의 원칙”23)
혹은 “공감의 원칙”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2) 흄, 『인간본성론』, 제1권 서론.
23) Élie Halévy, La Formation du radicalisme philosophique. Paris: Félix Alcan, 1901-1904.
1권: La Jeunesse de Bentham 1776-1789, 1901. ; 2권 : L'Évolution de la doctrine utilitaire
de 1789 à 1815(1901). ; 3권 : Le Radicalisme philosophique(1904). ; 영어판, The Growth
of Philosophic Radicalism, Beac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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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 대한 공감을 축으로 하여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스미스는 이 책의 첫머
리에서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의 본성 안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으며, 그것들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운과 불운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의 행복을, 그것을 본다는 쾌락 외에
는 아무것도 그는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으
로 한다”고 지적하고, 그 원리를 “연민 혹은 동정”24)이라고 명명했다.
두 번째 사고방식은 동정과 공감이라는 애매하고 측정하기 힘든 정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주의를 그대로 긍정한 후에 사회의 형성 가능성을 생
각하는 방법이다. 만일 인간의 이기주의와 욕망이 항상 타자의 이기주의
와 욕망의 부정 위에 성립되는 것이라면, 만인은 만인의 적이 될 것이다.
이러다가는 도덕은커녕 사회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인류는 이미 타
자를 살육하고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인류는 존속
하고 있으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226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
한 이기주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자동적으로 인간이라는 종
에 선을 가져다준다”25)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익의 자연적
인 동일성”26)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맨드빌은 『꿀벌의 우화』에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선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다. “거짓, 사치, 자랑은 역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24)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25) Halévy, op. cit., p.15.
26) Ibid.

7장. ｢삶권력 : 영국의 자유주의 모델｣ 113

그 혜택은 우리가 받는다”27)는 것이며, 악덕조차도 사회를 부유하게 한
다. “이리하여 악덕은 교묘한 재지才智를 기르며, 때와 일에 결부되며, …
빈민들조차도 옛날의 부자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28)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유명한 신의 손[보이지 않는 손]
의 이론은 이 원칙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이론은 꽤 역설적인 것이다. 맨드빌은 인간의 사적 이익私利 추구
를 ‘악덕’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공적인 선을 가져온다는 역설의 형태로
이 원칙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역설이 되지 않은 사고방식은 없을까?
그것은 외적인 강제를 들여옴으로써 가능해진다. 인간의 이기주의는 치
유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맞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법이나 규칙을 정하고 이것이 실현되
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이익의 인위적인 동일
화”29)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흄은 인간이 “눈앞의 이해”에 현혹되어 중요한 이해라 할지라도 먼 장래
에 관련된 이해는 외면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서
불치의 약점”30)이다. 그러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정의의 집행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마지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진정한 영속적 이해를 숙고시킬”31) 필요가 있다고 흄은 생각한다.

27) 『꿀벌의 우화』, 415-416행.
28) Ibid., 197-203행.
29) Halévy, op. cit., p.17.
30) 흄, ｢정치적 지배의 기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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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답변이 그 후 영국의 정치철학의 흐름을 물들이게 된다. 공

감을 중시하는 흐름은 스미스와 흄의 사회철학의 근본이 된다. 두 번째 대
답은 사리私利와 자애自愛를 중시하는 영국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큰 축
이 된다. 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도 이 흐름 속에 있다. 세 번째 대답은 벤담
의 법철학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가와는 다른 차원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시민사
회라는 개념이다. 그 전까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의식은 되어 있어
도 명확하게 주장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로크의 『시민정부론』 7장은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대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이 두 개념은
호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개념을 특히 역사적인 관점
에서 명확하게 한 것이 애덤 퍼거슨이며, 푸코는 『생명정치의 탄생』의 강
의 마지막 회를 퍼거슨의 시민사회론에 할애한다. 푸코는 퍼거슨의 시민
사회는 “바로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기능하는 구체
적인 요소이며, 구체적인 전체의 장이다”32)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첫 번째 특징
푸코는 퍼거슨의 시민사회 개념을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 역사적
이고 자연적인 상수로서, 자발적인 종합의 원칙으로서, 정치권력의 상설
적 모체로서, 역사의 구동력으로서이다. 순서대로 보자. 첫 번째의 역사적

31) Ibid.
32)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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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연적인 상수라는 것은 퍼거슨의 시민사회가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자연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을 체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그때까지
의 전통적인 자연상태론도, 228 홉스적인 자연상태론도 부정한다는 의미
를 지닌다.
전통적인 자연법에서는 사람들에게 사교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이미 사회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홉스의 자연상태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는 전쟁상태에 있는 것이며 사회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비로소 사회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퍼거슨은 “사람들은 처
음부터 집단이나 동료로서 모여 있었다”33)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교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자연법 이론과 다른 것은, 퍼거슨이 사교성이라는 개
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할 때에는 이미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한테 날개가 있고, 사자한테 발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34) 이른바 인간을 기술할 때는 이미 언어를 가지고 타자와 대
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퍼거슨은 사회상태 전에 자연상태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
력의 작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홉스의 이론을 부정한다. 퍼거슨은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비판하면서,35) 인간을 생각할 때는 사회를 형성
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상정해야 한다고 한다.

33) 애덤 퍼거슨, 『시민사회의 역사』(Adam Ferguson,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Transaction Books), p.3. 제1부 제1절 ｢자연상태에 관한 문제｣
34) Ibid.
35) Ibi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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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는 이 퍼거슨의 주장을 “사회적인 유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
고 사회를 구축하거나 정초짓는 특별한 조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아무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적인 유대에 전사前史는 없다”36)고 요
약한다. 사회적인 것은 인간 개념 그 자체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이것
이 푸코가 지적하는 퍼거슨의 시민사회론의 첫 번째 특징이다.

229

시민사회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의 자발적인 종합의 원칙이라는 관점은 사회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사회상태전에존재하는 자연상태를부정하는 것의당연한귀결인데, 퍼거
슨의 시민사회론은 사회계약론을 부정한다.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했을 때,
사회적유대 속에서자연스럽게 각 개인의 욕망이 충족될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이다. 로크처럼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홉스처럼 자연권을 타자
에게 양도하는것도, 주권자에게 복종하는계약을체결하는 것도불필요하
다. 자연 속에 사람들의 욕망이 사회 속에서 종합되고 통합되는 것이다.
퍼거슨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독한 탐험가가 남긴 기록을 이용한
다. 13개월 동안 고독 속에서 여행하던 탐험가는 타인과 얘기를 나누는 것
이 얼마나 기쁨을 가져다주는지를 실감하는 것이다.37) 인간은 사회 속에
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퍼거슨은 지적한다.
“서로의 관용을 발견하고 함께 인내심을 갖고 견뎌냄으로써, 우정의 열의

36)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03.
37) 퍼거슨, 『시민사회의 역사』, p.17. 제1부 제3절, ｢인류사이의통일의원리에 대
해｣

7장. ｢삶권력 : 영국의 자유주의 모델｣ 117

가 이중이 되며, 인간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른다. 이것은 개인적 이익이나
안전성에 관한 배려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38)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이
고, 서로 타자와의 사이에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집합체인 시민사회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타자의 욕망도 또한 충족되는 장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기능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정열도 애착도, 대
상에 이해관심(interest)을 갖게 한다고 하고, 인류는 인간의 복지에 이해관
심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해관심이라는 단어는 재산에 대해
서만 얘기되는 230 경우가 많은데, 인류 전체의 이익과 그 행복을 가리키기
도 한다.”39)
퍼거슨은 인간의 열정이 자신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증
오와 질투 등에 휩싸이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움은 “이해관심 없는 정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이해관심이 없는 관대함”40) 같은 것이 있더라도 신기하지는 않을 것이
다.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시민사회는 세계적인 규모의 시장과는 달리, 어떤 한정된 경계
를 갖추고 있다. 지구는 대륙으로 분할되고, 대륙은 국가로 분할되며, 나
라는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되며, 도시는 내부 집단으로 분할된다. 이 분할
로 만들어지는 경계마다 사람들은 동포에 대한 애정과 다른 집단에 대한

38) Ibid.
39) Ibid., p.15. 제1부 제2절, ｢자기보존의 원리｣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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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를 키운다. 인간이라는 종은 조화를 향하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는 경향”41)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별을 좋아한다. 우리
는 어떤 중요한 대립점도 없이 대립하며, 당파나 계파의 이름으로 다툰다.
혐오는 애정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대상과 마주함으로써 양성된다.”42)
인간은 집단을 결성하여합치며서로욕망을채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는 대립이 불가결하다. 인간에게는 동포에 대한 공평무사한 감정이 있고,
인간성과 정의에 대한 선호도 있다. “그러나 대립하는 자들에 대한 적의를
인정하지 않고서, 대중이 자신들의 통일의 감각을 품는 것을 기대해 봤자
헛일이다.”43) 그리고 시민사회의 토대는 세계도 대륙도 아니고 국가이다.
여기에서 기묘한 역설이 발생한다. 사리 추구에 있어서 인간은 호모 에
코노미쿠스로서 고독하다. 그런데 사회의 유대가 특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타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조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때이다. 그때
까지의 사회계약설에서는,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
호할 수 231 없기 때문이었거나(홉스), 또는 소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크)였다. 그러나 퍼거슨은 외적인 이득이 주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사회
의 유대가 강해진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사회를 그 외적인 편의를 위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편의가 가장 적을 때 사람들은 사회에 애착
을 가진다. 자신의 피로 사회에 충성을 바칠 때 사회에 가장 충실한 것이
다. 정서는 최대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44)

41) Ibid., p.12. 제1부 제4절, ｢전쟁과 대립에 대해｣
42) Ibid.
43) Ibid.,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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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국가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사회의
유대가 가장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업적인 활동에서는 사람들
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타자를 마치 “이익을 가져오는 가축이나 토
지”45)와 똑같이 취급한다. 여기서는 타자에 대한 차갑고 싸늘한 관계가
지배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태로 나아갈수록 역설적이게도 시민사회
를 구축하는 유대는 약해진다”46)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이 사회 속에서 경제적 유대가 구축되지만, “경제적 유대는 끊
임없이 이 사회의 유대를 위협하게”47) 된다.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은 분열되어 있다. 퍼거슨은 인간에게는 늘 이기적
인 욕망과 이타적인 욕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기적인 욕망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
키는 것이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의 배려가 높아지면 그것이 고
통스러울 정도의 불안과 잔혹한 열정을 산출해낼 수 있다. 그것이 탐욕에,
허영에, 교만에 이를 수도 있다. 그것이 질투와 시샘, 증오와 악의의 습관
을 키우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파괴할 수 있다. 인류의 복지에 적
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48)
그런데 이타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 타자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

44) Ibid., p.19. 제1부 제3절 ｢인류 사이의 통일의 원리에 대해｣
45) Ibid.
46)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07.
47) Ibid.
48) 퍼거슨, 『시민사회의 역사』, p.52. 제1부 제8절 ｢행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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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자기는 그만큼 232 ‘가난해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은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넘어서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
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획득하는 것보다 타자를 위해 재산을 획득하고자
하는 쪽이 큰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49) 이는 사회 속에서 살아
가는 개인의 욕망이 따라가는 복잡한 변증법이다. 경제적인 유대와 사회
적인 유대는 상보적인 운동을 하기도, 대립적인 운동을 하기도 하며, 그
양쪽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의 세 번째 특징
시민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이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내기 전의 원생原
生적인 장이라는 것이다. “어떤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재

능의 다양성, 혼의 상태의 차이, 열정의 격렬함 등의 성질에서 각각 달랐
다. 사람들을 모으면, 각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위치를 찾아냈다.”50) 각
각의 기질과 재능에 맞게, 그 조직의 과제에 맞추어 각자는 자신에게 어울
리는 지위를 차지한다. 어떤 자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그 리더를 사
람들은 따른다. 그리고 정치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위정자와 신하의 능력에 있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른 뒤에야 비로소 통치 자체에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51) 정치제도는 시민사회에 “사후적으로, 뒤늦게, 권력의

49) Ibid, p.53.
50) Ibid, p.63. 제1부 제10절 ｢나라의 행복에 대하여(계속)｣
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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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체보다 나중에”52)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네 번째 특징
233

푸코가 시민사회의 네 번째 특징으로 꼽는 것은 그것이 역사의 원동력

이 된다는 것이다. 퍼거슨은 인간의 시민사회는 세 단계를 쫓아 발달해왔
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아주 조야한 사회이다. 그 사회에서는 수렵과 물
고기 사냥으로만 살고 있으며 각자가 운반하는 도구와 가죽만이 소유물
이다. “내일의 식량은 아직 [야수로서] 숲 속에 있는 야생 상태에서 살아
있는 것이며, [물고기로서] 물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잡지 않으면 아직 소
유할 수 없는”53) 것이다.
일부 조야한 사회에서는 수렵에 조야한 농업이 보태진다. 수렵하는 장
소는 부족의 소유물로 선언되지만, 그 구성원 사이에 분할되어 있지 않다.
퍼거슨은 북미 인디언 사회를 검토하면서 아직 국가가 없는 야만적인 사
회의 모습을 묘사한다. “(인디언들은) 어떤 정해진 정부의 형식도 없고 통
일의 유대도 없고, 이성의 발명이라기보다는 본능이 시사하는 바와 유사
한 것의 힘으로, 국가의 조화와 힘을 갖고 행동했다. 외국인은 위정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장로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조약을 체결하는 평의회와 싸우는 전사 집단을 찾아냈을 뿐
이었다.”54)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사람들은 “자연발생적인 균형과 자연

52)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08.
53) 퍼거슨, 『시민사회의 역사』, p.82. 제2부 제2절 ｢소유권이 확립되기 전의 조야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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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적인 유대”55)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북미 인디언
들은 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국가의 성립을 막기 위한 경제적인 시스템, ‘국가에 맞선 사회’의
시스템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야만인은 그 재산이라고는 오두막과 가죽
과 무기뿐이었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식량과 안전성으로 만족했다.”56)
그래서 집단의 리더를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통치의 통
일적인 규칙도 없고, 법체계도 없었던”57)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경제적 이기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이 생겨나기 234 시작한다. 농업이 탄생하고, 짐승의
무리가 재산이 되며, 정주를 시작한다. 이것이 야만적인 사회이다.58) 리더
밑에 모이고 명예를 찾고, 야수의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의 사냥꾼으로서
타국으로쳐들어간다. 모든나라가도적떼이며, 억제도후회의마음가짐도
없이 이웃을 약탈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국가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이 축적되는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마침내 국가와 법이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평의회의 구성원들이 선출되는 방법
을 결정하고, 혼란을 시정할 상설 권한을 평의회에 부여하고, 정의를 지키
기 위한 몇 가지 법을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미미한 단계step를 실

54) Ibid., p.86. 제2부 제2절 ｢소유권이 확립되기 전의 조야한 부족에 대해｣
55)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09.
56) 퍼거슨, 앞의 책, p.12. 제3부 제2절 ｢복종의 역사｣
57) Ibid.
58) Ibid., p.98. 제2부 제3절, ｢소유와 이익 아래에 있는 조야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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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59)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사람이 등
장하고, 사람들을 복종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등장한다. 그
리고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타자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등장한
다. 이리하여 문명적인 사회가 온다. 인간은 눈앞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또는 명백한 이익이나 우연히 손에 넣는 이익을 목표로, 상상밖에는 할
수 없었던 곳에 이르게 된다”60)는 것이다.
퍼거슨은 다양한 사회는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
람’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형식은 철학이
발생한 날짜보다 전에, 인간의 사변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으로
부터 발생한”61) 것이다. 국가의 탄생은 “인간의 디자인을 실행함으로써
가 아니라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62) 성립한 것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회는, 그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장하며, 그것
이 인간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누구의 디자인〔고안〕
에 의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욕망의 총합으로서 등장한다. 235 푸코
는 이 역사관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결과로서,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과도 같
다고 지적한다. 사회는 “맹목적인 발의, 이기적인 이해, 각자가 자신을 위

59) Ibid., p.99.
60) Ibid., p.122.
61) Ibid.
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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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행하는 계산의 결과로 탄생하는”63)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등장
푸코는퍼거슨의 『시민사회론』을 꽤자세히검토하고, 18세기 후반에 사회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음을 지적했다. 이것은 퍼거슨뿐 아니라 애
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나흄의 『시민정부론』 등에서도 엿볼 수있는 새로
운 경향이다. 이 새로운 경향에 대해 푸코는 다음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한다.
첫째, 여기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관계의 이론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유
대나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단위나 법적 유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서 열린 것이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도, 순수하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계약의 구조에 겹치는 것도, 이양되거나 위탁되거나 양도되기도 하는 법
권리의 작용의 구조에 겹칠 수도 없는”64) 성질의 것이다.
둘째, 이 시민사회 개념에 의해 역사라는 것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 역사는,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역사처럼,
처음에어떤 법적인 구조가결정되고,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발전되는
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혹은 그리스나 로마의 고대의 모델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근대까지 어떤 쇠퇴가 발생하는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원초의 투명성이 어떻게 혼탁해지는가”65)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고대와
근대의 우월의 논쟁은 236 18세기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퍼거슨의 역사관,

63)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10.
64) Ibid., p.311.
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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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역사관, 이 시기에 등장하는다양한단계적역사관은 고대로부터의
변천을인간 사회의경제적인 구조가 새로운것이 되는 역사로서이해하는
것이며, 법적 구조의 변화나 쇠퇴의 역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셋째, 시민사회라는 차원을 고찰함으로써 정부라는 형식에서의 권위와
사회적 유대 사이의 내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관점이 생겨난 것
이다. “시민사회에 의해 사회적인 유대와 통치라는 형태에서의 권위의 관
계 속에서 생겨난 복잡하고 내적인 관계를 가리키고 밝힐 수 있게”66) 된
다. 풍토에 따라, 역사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어떤 통치가 걸맞고, 어떤 통
치가 실패로 끝날지 등을 분석하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의 분석이
이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야경국가’의 이론이 확립됐다. 이것은 유럽 속에서도 당시 이미 자본주의
화를 추진하고 있던 영국에서 가장 현저한 것이다. 프랑스의 중농주의는
미라보 등을 대표로 하면서 그대로 프랑스 혁명으로 치닫게 되는데, 혁명
후의 프랑스는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기초한 야경국가의 이념을 채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푸코가 이 책에서 고찰하고 있는 전후 독일과 미국의 자유주의
를 필두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는 이 시민
사회의 이론 속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이 공과를 포함해 남은 문제는 크
지만, 종교개혁에서 시작되는 근대의 반・사목과 반[대항]・품행의 운동

66) Ibid.,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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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의 통치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의 이론으로서 결실을 맺은 것은 확
실하며, 근대 국가론의 237 중요한 틀의 하나가 여기서 확립된 것이다.
또한 푸코는 『생명정치의 탄생』에서는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개념이
현대사상에 가져온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에, 여기서 확
인해두자. 첫째는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봄으로써,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격자’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중층적이고 유기적인 모습의 존재이다. 인간이라는 생물의 관점에
서 고찰할 수도, 아버지라는 사회적 존재로서 고찰할 수도, 정치적인 활동
을 하는 개인으로서 고찰할 수도 있다. 그 착종된 ‘얼굴’을 지닌 인간을 경
제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려고 하는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에 큰
제약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을 경제활동으로만 단순하게 잘라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인간의 복잡한 측면을 추상하고 점 같은 경제적 행
위자로 간주하는 것에는 다른 장점이 존재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그 경
제적 합리성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기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인간 행동양식의 내적 합리성”67)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방법, 경제와 사회에 대한 하나의 분석격자”68)를 거머
쥘 수 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나 심리학의 행동주의도 이런 개념에 바

67) Ibid., p.229.
68) Ibid.,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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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화인 동시에
인간의 합리성을 고찰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낳은 것도, 인간 행동을 그 합리
성으로만 고찰하려고 하는 이 관점일 것이다.
238

두 번째 문제는 이 개념에 의해 맑스적 노동자 개념과는 전혀 다른 노

동자 개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맑스에게서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매각하고 자기를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을 획득하는 인
물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부정의한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가 매각
한 노동력에 걸맞은 대가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고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 아래서의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에 의해
최대한의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의 적성이나 능력을 갈고 닦고, 이것
을 가급적 높은 대가를 받고 매각하려는 ‘자본’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능
력을 개선하고 그것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노력하는 것이며, ‘인적 자본’으
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에 대해
시장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으로서의 노동력이라는 사고방식과는 완
전히 대척점에 있는”69) 것이며, 현대의 노동이론은 완전히 이 개념에 의
거하고 있는 것이다. 푸코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본’으로 간주하기 시작함
으로써 자신의 자손도 자본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의 결
혼 상대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한다.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상대를 배우자로서, 혹은 미래의 인적 자본의 공동생산자로서 손에 넣

69) Ibid.,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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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70) 것이 중시되는 것이다. 이런 결혼전략뿐 아니라 평생교육의 가치,
노동자의 질적 높이와 국가의 경제성장의 밀접한 관계 등 현대의 다양한
문제가 인적 자본이라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개념과 결부된 것은 확실
할 것이다.
세 번째의 문제점은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이론이 기존의 정치철학에
서 상정된 주권이나 법과 권리의 주체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주체 개념을
제기한 것이다.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미 말했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
해서라면 세계의 파괴도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239 생각되고 있다. 이에 반
해 전통적인 정치철학의 주체는 법과 권리의 주체라는 사고방식이었다.
루소나 칸트의 주체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을 위
반한 경우에는 자기의 처벌을 받아들이는 주체였다. 법의 주체는 예전에
갖고 있던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을 용인한 주체이며, “부정성을 받아들
이는 주체, 자기 자신의 포기를 받아들이는 주체”71)이다.
이에 반해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주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이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주체이며, 자기의 욕망을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주체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의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개개의 의지 및
이해관심과 조화하는 메커니즘”72)을 따르는 것이며, “법권리의 주체의
변증법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73)을 따르는 것이다.

70) Ibid., p.234.
71) Ibid., p.278.
72) Ibid.,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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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이 주체는 타자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선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이다. 사람들이 공공선 등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시스템
이 가장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서는
“불명료함, 맹목성”74)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집단적 이익을 목표로 해서
는 안 된다”75)는 것이다. 루소가 집단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당파를 싫
어한 것도, 롤스가 ‘무지의 베일’을 필요로 한 것도 이 맹목성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은 전통적인 정치철학과 법
철학의 틀을 뛰어넘어 현대사상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원천 중 하나를 형
성하고 있다. 푸코는 동시대의 사상을 분석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으나,
독일과 미국의 자유주의를 고찰한 이 『생명정치의 탄생』의 240 강의는 푸
코의 고찰의 철저성과 그 분석력의 날카로움을 나타내고 있기에 우리에
게 새로운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73) Ibid., p.283.
74) Ibid.
7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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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영국의노동력의의학

240

노동력의 의학의 새로움

18세기 영국에서 발달한 사회의학이, 주민의 노동력에 타겟을 맞춘 의학
이다. 독일에서는 국가의 차원에서 의학이 전개되고, 프랑스에서는 도시
의 차원에서 의학이 전개됐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에게 초점을 맞춘 의학이 전개된 것이다.
프랑스 도시의 의학에서는 빈곤자를 특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빈
곤자는 “우편을 배달하거나 쓰레기를 모으거나, 가구와 헌 옷이나 누더기
를 모아 그것을 유통시키는”76) 등의 다양한 기능을 맡았던 것이다. 빈자
는 주택에 번지수가 붙어 있지 않은 도시의 파수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후부터 빈민은 도시에서 하나의 위협이 되기 시작한
다. 그것은 우편 등 빈민이 그동안 해왔던 기능 대신에 근대적인 제도가 확
립된 것, 도시의 폭동에 빈민이 참여한다는 정치적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역병[페스트]의 전염이라는 위생학적 공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위험이 된 빈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학이
등장한다. 구빈법의 목적은 241 빈곤자에게 일자리를 줘서 일하게 하는 것

76) 푸코, ｢의료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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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를 위해 워크하우스가 건설되고, 빈민이 거기에 모였다. 최초의
워크하우스는 1696년에 브리스틀에서 개설됐다.77)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기능하지 않았다. 빈민은 거주하는 교구에서 나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
으며,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노동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장 큰 원
인이었다.
1834년의 구빈법의 개혁에 의해 이 제한이 해제되고, 도시의 주민의 건
강 문제가 중시됐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는, 곤궁자를 의학적으로 관리하
도록 정해져 있었다. “빈민은 공적인 원조 시스템의 혜택을 입게 됐을 때
부터, 다양한 의학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었던”78) 것이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도시는 더욱 과밀해지고, 빈곤자는
도심의 너저분한 지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유한 자들은 교외
나 전원지대로 옮겨가게 된다. 철도가 부설됐기 때문에, 도시로 다니기가
쉬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운이 나쁜 자들은, 도심에서 계속 살았다. 그
대다수는 비참한 슬럼지구에 거주했던”79) 것이며, 도심부는 빈자의 식민
지처럼 된 것이다. 이리하여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역병의 선”80)
이 그어지게 된다.
1831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콜레라의 대유행이 구빈법에 있어서 빈자의

77) 로젠, 앞의 책, p.195. 또 워크하우스가 가진 도덕적 의미는 푸코의 『광기의 역
사』에서 자세하게 검토된다.
78) 푸코, ｢의료화의 역사｣.
79) 로젠, 앞의 책, p.204.
80) 푸코, ｢의료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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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주목하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됐다. 빈자의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이
역병의 유행의 큰 원인임을 인식한 공중위생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로 공
중위생법을 제정한 에드윈 차드빅경(1800-90)을 중심으로 빈자의 건강의
유지와 질병의 방지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것임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학”의 힘으로, 비위
생적인 환경을 없애는 242 것이 요구된 것이다. “물의 공급에 의한 도랑, 도
로, 주택의 청소, 하수의 개선, 마을에서부터 모든 유해한 폐기물을 제거
하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채용”81)이 요구된 것이다.

사회의학의 탄생
1870년대가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국의 사회의학이 탄생하게 된다.
이 개혁에서는 구빈법의 시스템과 공중위생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방마
다 의료를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된다. 이것이 1875년의 공중위생법
이며, 이 법률 아래서 각지에서 보건소가 설치된다. 이리하여 “지역의 공
동체의 건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 당국의 적절한 시스템, 합리적
이고 일관성이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설치된”82) 것이다.
이 의료시설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1) 다양한 주민 집단에 면역을
강제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관리한다. (2) 전염병이나 전염성이 될 가능성
이 있는 질병의 기록 시스템을 조직하고, 위험한 질병의 신고를 의무화한

81) 로젠, 앞의 책, p.215.
82) Ibid.,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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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건강을 망가뜨리는 장소를 특정하고, 가능하면 이런 이것의 온상지
를 파괴한다.”83)
이렇게 확립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도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
는 행정의학 시스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 시스템, 부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의학 시스템이란느 세 가지 의학 시스템이 서로 보충
하는 것이었다. 우선 콜레라 등의 전염병의 방지라는 도시의 주민의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학의 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삶[생명]의 의학의 특
권적 질병인 종두의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전체 주민의 예방 접종의 강제
적인 실행을 포함하는 것이며, 삶권력의 의학의 상징이기도 하다. 243 박테
리아학이 확립되자 의료 서비스는 그때까지처럼 도시의 불결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수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박테리아를 매개하는 동물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더
욱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초에 기반하여 전염병을 관리”84)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좋은 예는 모기가 매개하는 황열병이며, 이런 조치
에 의해 이 질병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재발도 하지 않았던”85) 것이다.
둘째는 구빈법의 흐름을 이어받아, 곤궁자만을 대상으로 공적 부조를
주는 의학이다. 이것은 동시에, 빈곤자의 질병을 연구재료로 하는 의학이
며, 빈곤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의학적 실험을 행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런 의학적 연구의 성과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며,

83) 푸코, ｢의료화의 역사｣.
84) 로젠, 앞의 책, p.332.
85) Ibid.,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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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를 위한 세금은 이 측면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다. 셋째는, 자
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의학 시스템이며, 사립병원 등의
비용이 높은 병원은 부자들의 전용이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탄생한 노동력의 의학은 “빈곤자에 대한 의료 부조, 노
동력의 건강관리, 공중의생에 관련된 전반적인 [신체의] 검사”86)를 축으
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을 매우 큰 위험에
서 지키는”87)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시스템은 효율적
이었던 것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강제적인 검사에 강한 반감을 품게 됐다.
“가난한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건강 진단에 대한 정치적 싸움”88)은 현
대에 있어서 하나의 대항-품행의 활동으로서 살아남은 것이다.

86) 푸코, ｢의료화의 역사｣.
87) Ibid.
88) Ibid.,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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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생명정치와인종의이론

244

계몽과 자립의 이념

이렇게 18세기 후반에 시민사회의 이론이 수립됐다. 여기서 돌이켜보면,
이 시민사회의 이론은 무엇보다도 그때까지의 사목과 국가이성의 정신과
신체와 생활에 대한 과잉일 정도로까지의 개입에 대한 반감으로서 생긴
것이었다. 이미 말했듯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통치되지 않는”89)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통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
이 이 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물음이었다.
이 물음에 대한 중요한 응답 중 하나가 칸트의 계몽 개념이었다. 칸트는
독일의 국가이성의 시대에, 프리드리히 대왕의 절대 계몽 전제 아래서 사
색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정신과 생활의 지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모색했다. 사람들의 혼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목자에게 맡긴다. 신체의 사
항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맡긴다. 정신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자에게 맡긴
다. “자신의 이성을 작동시키는 대신에 책에 의존하고, 양심을 작동시키
는 대신에 목사에게 의존하고, 스스로 식사를 절제하는 대신에 의사에게
식이 요법을 처방 받는다”90)는 것이다.

89)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90)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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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으로는 인간은 타자의 지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마치 미성년 자녀 같은 게 아닌가? 칸트는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
로 초래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245 것”91)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스스로 이성을 작동시키고, 자신에게서의 최선의 사항을 찾으려고 노력
하지 않으면, 사목자와 국가에 의해 언제까지나 지도되며, 명령을 받게 되
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성
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19세기 전반기의 헤겔의 시대까지, 국가이성과 내치의 지배
가 계속되는데, 18세기 말의 칸트가 규율과 명령의 시대에 작별을 고하는
것을, 인간이성숙하기위한중요한과제로제기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이렇게까지 통치되지 않게 하려면, 아직 다른 길이 두 개 나눠져 있다.
하나는 시민사회의 이론 속에 내포된 국가와 사회의 분리라는 개념을 활
용해서,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국가
를 개조한다는 혁명의 길이다. 사회는 자율적 생활의 장이며, 국가의 개입
은 불필요한 것이며, 정부의 통치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 자유주
의의 결론이며 직관적인 확신이었다. 이 결론을 연장하면, 사회의 선에 공
헌하지 않은 국가는 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 혁명의 선동자이자 동반자였던 토머스 페인은 미국의 독립을 호소
한 책인 『커먼센스[상식]』에서 “사회는 어떤 상태에서도 기뻐해야 할 것이
지만, 정부는 설령 최선의 상태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악에 지나지 않는

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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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고 단언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행
복을 가져다주고 가장 많이 안전을 보증하는”93)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
고 영국의 현황을 보는 한, 국왕과 귀족정치(상원)는 세습이며, 인민으로
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내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헌법
상의 의의로부터 보면, 이것들은 국가의 자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
는다”94)는 246 것을 지적한다.
인민의 생활의 복지와 안전이 정부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
는 정부는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
은 당연히 평등한 것”95)이며, “자기 자신을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
권이기”96) 때문이다. 여기서 타자에 의한 과잉 통치를 거부하기 위한 방
법이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의 수립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말해
지고 있다.
과잉 통치를 거부하기 위한 두 번째 길은 시민사회의 이론에 있어서 보
여진 역사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황을 비판하고, 과잉 통치를 거부하는 방
법이다. 퍼거슨은 시민사회가 미개에서 야만으로,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
전하는 역사를 말했다. 루소는 자연인에서 미개인으로, 미개인에서 문명
인에 이르는 역사적 변천을 말했다. “사회적 유대 위에 역사를 분절하는

92) 토마스 페인, 『커먼웰스』.
93) Ibid.
94) Ibid.
95) Ibid.
9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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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97)은 그 시대의 사회에 있어서 자명하게 간주된 것을 뒤엎기 위한 중
요한 시도였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이것이 현실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사고 실험으로서의 의미
를 갖는다는 것이다. 역사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문명의
부패와 사회의 모습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하는 관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루소의 야생인 개념은 문명사회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인간은
원래 선하며, 인간을 악하게 한 것은 사회임을 주장한다. 개혁되어야 할
것은 사회의 악인 것이다.
그리고 이 야생인의 개념에서 루소의 사회계약의 개념이 생겨난다. 인간
이 자유로웠던 야생인에서 사회를 설립하고, 더욱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되
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가, 루소의 사회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이
다. “어떻게 하면 공동의 힘의 모든 것을 갖고, 각각의 구성원의 인격과 재
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결합의 형식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결합에
있어서, 각자는 모든 247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더욱이 자신에게만 복종하
지 않고, 그이전과마찬가지로 자유로운것”98)은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이것은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99)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이 일반의지가 홉스의 리바
이어던 같은 주권자와 다른 것은 그것이 시민 모두의 욕망의 잔재로서 생
겨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의지는 상이하다. 그 상이한 의지로부터 일반

97)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p.311.
98) 루소, 『사회계약론』 제1편 제6장.
9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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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루소는 생각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당파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순수하게 드
러냄으로써이다.
만일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서 논의를 끝까지 다하고, 서로 미리
사전에 교섭해두지 않으면, 작은 의견 차이가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일반의
지가 생겨나는 것이며, 그 결의는 항상 선한[좋은] 것이다.”100) 여기에는
스미스와 맨드빌도 포함해 영국의 사상적 전통 속에서 키워졌던 ‘사적 이
익’을 중시하는 사상이 흥미로운 형태로 숨 쉬고 있다. 공적인 공화제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공적인 덕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사
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원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다. 각자는 각각이 전체의 이익과는 상이한 특수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는 그 특수이익을 그대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루소
는 주장한다. 타자에게 지도되는 것도 아니고, 타자와 자신의 이익을 서로
전달하고 당파를 결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그대로 표명함으로
써 타자의 사적 이익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때 사람들은 타자의 사적 이
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을 비교하면서 서로 대화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
을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을 배운다. 이리하여 일반의지가 생
겨나는 것이다.
248

루소는 일반의지가 항상 옳다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제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100) Ibid. 제2편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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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평등과 앞으로 생겨날 정의라는 관념은 각자가 우선 자신을 우선
시한다는 것, 즉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이기”101) 때문이다.
각자가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형태로, 일
반의지가 생기는 것이며, 이 일반의지를 만드는 곳에 정치의 기술이 있다.
각자의 특수의지가 모두 동일하며, 그것이 일반의지가 되는 것은 천사의
나라이며, 정치는 불필요하다. 이 계약 아래서 맺어진 약속에는 커다란 역
설이 있다. “사람이 이 약속을 따라 타인을 위해 일할 때, 동시에 자신을 위
해서도 일하게 되기”102) 때문이다. 이것은 빵집도 정육점도 타인의 복지
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
람이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스미스의 지적을, 경제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뒤집어서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계
약을 체결한다. 그것이 법이라는 형태로 표명되면, 일반의지가 되며, 틀리
지 않는 것이 된다. 당파나 외적 간섭을 방지하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목
표로 하는 일반의지가 형성될 것이다. 여기서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들이 자신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 사람들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
각되는 것은 분명하다.

101) Ibid. 제2편 제4장.
10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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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부른다. 사고 실험 속
에서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사회를 결성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
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약을 맺고 사회를 창설하기 위해 249 숲에서
나온 미개인이며, 또한 교환과 물물교환을 하게 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로서의 미개인”103)이다. “18세기의 법사상에서의 이 미개인은 본질적으
로 교환하는 인간이다. 법의 교환자 혹은 재화의 교환자이다. 즉 법의 교
환자로서, 그는 사회와 주권을 창설한다. 재화의 교환자로서 그는 경제체
로서의 사회를 교환한다”104)는 푸코의 지적은 날카롭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유럽의 정치적 논의 속에, 로마
이후의 시민적civic 덕, 공화주의적 정신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푸코는 “법
적인 루소주의로부터 두 개의 큰 역사적 형성이 부활한다”105)고 지적한
다. 그 한 가지 형식은, “로마의 부활”이며, “고결하고 고대적인 공화제 로
마와 자유와 반영을 기술하는 갈리아 로마적 도시의 부활”이다. 다른 하나
는 “프랑크적 자유와 갈리아 로마적 자유의 결절점”106)으로서의 샤를마
뉴의 이미지이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했던 것은 공화적인 로마
의 도시 이미지였다.

자유주의의 문제점

103)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p.173.
104) Ibid., p.174.
105) Ibid., p.187.
10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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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대의 근본적 원리가 두 가지, 확립된 것처럼 생각됐다. 계몽, 즉
통치가 아니라, 자율적인 이성에 기초한 비판과, 시민적 및 경제적 자유이
다. 계몽과 자유주의. 그러나 이 두 가지 원리는 기묘한 역설에 시달리게
된다. 우선 칸트의 계몽의 원리는 타자에 대한 의존을 배제할 터였다. 이
원리는 추상적으로 말해지는 한, 항상 옳은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실제
로, 계몽 전제(專制)를 비판한다. 너무 통치하는 것이 초래하는 폐해는 분
명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250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지배하듯이, 국민을 혜택의 원리에 기초
하여 지배할 경우, 그것은 가부장적 지배라고 불린다. 이 지배 하
에서는, 신민은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하며, 무엇이 정말로
유해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미성숙한 아이처럼, 그저 수동적인 자
세를 취하도록 강제된다. 이때 신민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가를, 국가의 원수元首에게 판단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
가의 원수가 신민의 행복도 바라게 되는 선량한 지배자이기를 기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지배는 생각되는 한에서 가장 강력
한 전제정치, 신민의 모든 자유를 파기하고, 그리하여 신민은 그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는 체제이다.107)

그러나 아는 용기를 가진 신민은, 계몽 전제 군주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
서는 자신 속에, 군주가 정한 법률과 법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율적일 수밖
에 없다. 칸트의 정언명법에서의 이 모순은 이미 헤겔이 지적하고 있다.

107) 칸트, ｢이론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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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칸트의 정언명법에서는 “도덕은 무조건 명한다. 그리고 모든 자연
적 경향을 억압한다. 그렇게 도덕적 법칙을 보는 자는, 그것에 대해 노예
로서 행동한다”108)고 지적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노예라는
것은, 과연 인간이 소원疎遠한 것의 노예라는 상태보다도, 이점을 갖는 것
처럼 생각하지만”109) 자연이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내적인 조화가 파괴되어”110) 버리는 것은 아닌가, 지배자가 외부
에 있는 소원한 것인 쪽이 아직 나은 게 아니냐고 묻는다. 바깥쪽에 251 폭
군을 갖는 쪽이 안쪽에 폭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낮지 않느냐는 것이 칸트
에 대한 헤겔의 차가운 야유인 것이다. 장언명법이라는 형태로 도덕의 법
을 내면화한 인간은, 얌전하게 국가의 질서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이 역설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의 자유가 내깃돈이 되고 있는 것이며, 타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즉 자신의 지식[과 그 한계]을 적절
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자율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복종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서도 충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종하라는 명령이 자신의 자율에 근
거될 수 있다고 말해야겠죠.111)

108) 헤겔, 『이성의 복권』.
109) Ibid., p.91.
110) Ibid.
111)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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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자유의 원리에도 고유한 역설이 있다. 영국도 프랑스도 이윽고,
내치의 원리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원리를 통치의 원칙으로서 채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어떻게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시장이 자유
화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서 활동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경
국가로서, 치안만을 배려하면 좋을까?
실제로 탄생한 것은 야경국가가 아니었다. 시장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큰 비용이 든다.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거래가 행해질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신의 손
이 일하고, 시장은 완전히 자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52

이 국가는 “자유를 소비하는”112) 국가이다. 자유를 소비한다는 것은,

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 소
유권의 자유로운 행사, 토론의 자유,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113) 등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 위에, 이런 자유들을 소비하지 않고서
는, 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통치이성은 자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란 시민에 대해 자유로우라고 명령하는 통치가 아니라, 시민이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한 자유를 만들어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
을 관리하는 통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국가는 이 목적을 실현하

112)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앞의 책, p.65.
1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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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유를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과 관
리와 강제와 위협에 기초한 의무 부과를 만들어낼”114)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없이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푸코는 그 실례로서, 상업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세밀한 규칙과 제약이 필요해
진다는 것, 외국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관세를 유지해
야만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노동자가 모여 조직을 만든다면 경쟁의 자유
가 상실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금지 혹은 제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역설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행동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측되는 다양한 위
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의 통치는 모든 개인에게 스스로 안전
을 배려하게 하고, 스스로가 사회 전체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유의도록 요
구한다. 이 위험성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직업병의 위험성, 범죄의
위험성, 질병에 걸릴 위험성, 성적 위험성(외적인 것과 내부에서 오는 것)
등, 다양한 위험성을 사람들이 날카롭게 느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위
험의 도야 없이는, 자유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115)는 것이다. 253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도입되는가는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분명할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들의 개인적 안전성, 즉 사람들의 행동가 신체의 보호와,
사회 전체의 안전성 사이에서 뒤얽힌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의 안전성을

114) Ibid.
115) Ibid.,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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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안전해야만 하지만, 사실상 사회의 위험은 개
별 시민들이 초래하는 것이며, 이런 시민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
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는 사회의 보호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자유주의 사회가 이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을 그 사상과 행동의 세
부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감시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규율권력의 판옵
티콘과는 상이한 배경과 이념에서 생긴 새로운 판옵티콘의 사회이다. “판
옵티콘, 그것은 자유주의적 통치의 정식 그 자체이다.”116) 자유로운 사회
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생명정치와 삶권력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유로워짐으로써 규율을 받아들이고, 감시를 용인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규율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푸코의 간결
한 표현을 인용하자. 푸코는 군주제라는 귀찮기 그지없는 권력을 없애고,
부르주아지에게 정치 참여와 자유를 인정했을 때, 어떤 대가가 발생했다
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보상으로서, 대폭적인 훈육의 체제라고도 불러
야 할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회계급뿐만 아니라 새
로운 지배계급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지는 이른바
자기 자신을 훈육하며, 그것에 걸맞은 개인의 종류를 만들어낸 것
이다. 이것은 254 모순된 것이 아니다. 한쪽은 다른 쪽의 대가이며,
다른 쪽 없이는 성립하지 않았다. 모종의 부르주아적 자유주의가

116) Ibid.,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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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차원에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미시권력이라고 부르
는 차원에서, 개개인을 더욱 엄중하게 포위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신체와 행동의 감시망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했다. 규율이라는 것
은 민주주의라는 동전의 다른 면인 것이다.117)

117) 푸코, 「심문의 의자에서｣, 『말과 글』 2권, 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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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서양의정치적이성비판

254

이 삶권력은 과잉이 되면 인간의 생명에 손대게 된다. 장기 이식도 유

전자 공학도 이 권력의 중요한 수단이다. 장기 이식에서는 아직 생명을 남
긴 신체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장기를 뽑아낼 것이고, 유전자 공학에서는
질병을 미연에 방지해 바람직한 신체를 갖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
극의 야망일 것이다.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뿐 아니라 죽을 신체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생학이 이 삶권력의 특권적인 학문인 것
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생학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인종
중에서 더 좋은 신체를 가진 개체를 우선적으로 살리고 육종하며, 결함이
있는 신체는 죽게 내버려둔다. 이는 더 나은 삶과 신체를 목적으로 하는
학이다. 종을 순화하면 할수록 뛰어난 개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학은 인종 중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죽게 내버려둘
뿐 아니라, 단종하고 죽음으로 내몬다. 종을 순화하기 위해서는 나쁜 개체
룰 멸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55

이 우생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종으로서의 인간, 즉 인종 개념이

다. 근대의 생명의 정치학은 개체의 삶을 우선시하지만 죽음을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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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삶과 복지를 목적
으로 하는 원리가 어떻게 한 개체에게 죽음을 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
나의 개체가 아니라 종 전체를 그 순수함에 있어서 중시함으로써이다.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인종차별이다. 이 이데올로기도 우생학과 마찬
가지로 두 가지 방향으로 기능한다. 하나는 종의 생명을 순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타자의 죽음, 열악한 종의 죽음, 열등한 종(혹은 퇴행자나
이상자異常者)의 죽음, 이는 생명 일반을 더 건전하게 만드는, 더 건전하고
더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118)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타자를 죽일 필
요가 있다고 삶권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은 “삶권력의 전면화”119)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권력은 특정한 집단을 골라내어 그 종 전체를 살육함으로
써 악을 방지하려 한다. 나치의 제3제국은 자민족을 정화하기 위해 유대인
을 특정해 절멸하려 한 것이다. 동시에 이 이데올로기는 국민 모두에게 타
자를 살육할 구실을 주었다. 단순히 정화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죽일 권력’을 주고 맛보게 하고 삶권력을 강렬한 힘으로 지지하게 하는 것
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나치 국가에서는 누구나 이웃의 생살여탈권을 쥐
고 있는 것이다. 고발하는 것만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게 할
수 있기”120) 때문이다. 이는 “죽음의 권력의 전면화”121)이기도 했다.

118)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p.228.
119) Ibid., p.232.
120) Ibid., p.231.
121) Ibid.,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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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측면을 통합해 보면 이 권력은 자살적인 권력임을 알 수 있다. 국
민의 특정 집단을 근절시킬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웃을 죽
이는 것을 허용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256 나치는 마침내 “자기네 인종
을 죽음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빠뜨리게”122) 됐다.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궁극의 해결, 그리고 독일 민족의 절대 자살.”123) 이것이 나치의
권력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대답이었다.
푸코는 분석을 계획할 뿐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스탈린의 체제도 똑같은
삶권력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스탈린이 채용한
것은 나치 같은 우생학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신의학의 이데올로기였
다. 반체제적인 인간은 정신이상자로서 처분한다는 정신의학의 폴리스가
사회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서양의 정치적 이성은 사목자의 권력에서 폴리차이의 권력으
로, 군주의 권력에서 규율의 권력과 삶권력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마침
내 자살적인 권력에 도달한다. 서양 문명만큼 자유를 구가하고 이성을 찬
양한 문명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명만큼 “살인적인 국가”124)를 토
대로 한 문명은 없었던 것이다. 수십만 명을 일거에 살육하는 핵폭탄을 발
명하여 투하한 문명, 사람들을 대량 살육하고 기계적으로 시체를 처리하
는 공장으로서의 강제수용소를 만들어낸 문명, 그리고 수용소 군도를 만
든 문명이었다.

122) Ibid., p.231.
123) Ibid., p.232.
124) Ibid.,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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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4장 초반에 지적한 것처럼(108頁) 푸코는 국가이성과 규율권력,
그리고 삶권력의 비판을 통해 서양의 정치이성비판을 목표로 했다. 이것
은 계몽과 자유주의가 가져다주어야 할 자율과 자유와 해방에 이르는 길
이, 이 죽음에 젖은 역사를 담은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역사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125)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해방은 “정치적 합리성의 기원 자체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기”126)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직면하고 있는 과
제이기도 하다.

125) 푸코, ｢전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말과 글』, 4권, p.136.
126) Ibid.,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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