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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책은�일본의�이론�잡지��사상(思想)�의�2013년�2월호�“来るべき生権力論のた

めに”를�번역한�것이다. 

2. 이번�잡지�자체가�390쪽�정도로�꽤�두껍기�때문에, 본�번역본도�두꺼울�수밖에�없

었다. 이에�따라�불가피하게�분권을�할�수밖에�없었다. 

3. 몇몇�용어들은�필자들의�의도를�존중하기�위해�그대로�사용했다. 가령�生権力은�

생명권력으로�바꾸었으나, 生政治学은�생명정치학으로�옮기기도�했다. 그러나�

어떤�필자는�생체권력, 생체정치라는�단어를�사용하기�때문에�이를�그대로�두었

다. 필자들이�인용한, 일본어를�제외한�외국어�문헌의�경우도�필자들의�의도를�

존중하기�위해�크게�바꾸지는�않았다. 단�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의�글을�제외

하고는�로베르토�에스포지토, 프레데렉�켁, 니콜라스�로즈의�글은�모두�원문과�

대조하여�수정했다. 

4. 그러나�필자들이�인용한�푸코의�텍스트�중��말과�글�에�수록되었고�그래서�인터

넷으로�접근할�수�있는�것은�원래�제목을�비롯해�링크를�표기했고, 대체로�프랑

스어�원본에�근거하여�수정했다. 그러나�이�경우에도�글쓴이의�의도를�헤친다고�

판단될�경우에는�크게�변경하지�않기도�했다. 

5. 번역을�할�때�원칙적으로�다음과�같은�표기법을�따랐다. 

    ・ 원문의�《 》은�가급적�« »로�표기했다. 또�‘ ’ 안에�다시�《 》가�있을�때는�그대로�

표기했다. 인용의�｢ ｣은�‘ ’나�“ ”로�표기했다. 

    ・ 책�제목은�� �으로�했고, 논문�제목은�｢ ｣로�했다. 

    ・ [ ] 안에�표시된�것은�모두�원어의�표시이고, 옮긴이의�것은�[ *]으로�했다. 또한�

문맥상, 혹은�데리다의�대담이나�응답�속에�특별히�다뤄지는�말을�강조하기�

위해�굵은�글씨를�많이�사용한�대목도�있다. 

    ・ 말의�관련을�정확하게�지시하기�위해�〈 〉를�때로는�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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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8.

오늘날의�생명정치�

:�푸코와�레비-스트로스�*1)

프레데릭�켁

[일역자�해제]

211프레데릭�켁은�1974년에�태어난�프랑스�인류학자이다. 켁의�경

력과�작업에�대해서는�『사상(思想)』의�레비-스트로스�특집(2008년�

12월호)에�게재된�논고�｢레비-스트로스에�있어서의�주체의�해체

와�생태적�카타스트로피(レヴィ=ストロースにおける主体の解体と生態的

カタストロフィー)｣에�붙어�있는�와타나베�고조渡辺公三의�자세한�해

설이�있으므로, 그것도�참조. 

   켁은�프랑스의�고등사범학교와�파리3대학에서�철학을,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캠퍼스에서�인류학을�배웠다. 현재는�

* Frédéric Keck, « La biopolitique aujourd’hui : Foucault et Lévi-Strauss », Usages de 

Foucault, PUF, pp.373-386. 프랑스어�원문을�바탕으로�대조�및�재번역했으며, 일본

어�번역자�해제는�글의�뒤로�옮겼다. 또�프레데릭�켁이�일본의�잡지『사상(思想)』

의�레비-스트로스�특집(2008년�12월호)을�위해�쓴�논고�｢레비-스트로스에�있어서

의�주체의�해체와�생태적�카타스트로피(レヴィ=ストロースにおける主体の解

体と生態的カタストロフィー)｣의�번역본도�참고하면�좋은데, 다음에�한국어�번

역본이�있다. https://sarantoya12.tistory.com/130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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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

서�연구에�종사하고�있다. 그를�세계적으로�유명하게�만든�것은�

2008년에�프랑스대학출판국(PUF)에서�간행된�베르크손의�『종교

와�도덕의�두�가지�원천』의�교정판과, 같은�해�2008년에�갈리마르�

출판사에서�간행된�레비-스트로스의�플레이야드판�『저작집』에�

편집자로서�참여한�작업일�것이다. 물론�그�전부터도�뒤르켐, 레비

-브륄Lucien Lévy-Bruhl, 레비-스트로스에�관한�저작을�많이�간행했으

며, 바로�현대의�인류학�연구를�이끄는�신진기예의�연구자라고�할�

수�있다. 현재에는�주로, BSE나�SARS 등의�동물의�질병과�인간사

회의�위생위기�사이의�관계에�관한�민족지적�연구로부터, 인간과�

동물을�둘러싼�현대의�생명정치의�형식을�탐구하고�있다. 그�성과

는�최근의�저작�Des hommes malades des animaux(L’Herne, 2012) 등으로�

정리되어�있다. 일본어로�읽을�수�있는�것으로는�앞에서�언급한�와

타나베씨의�번역・해설에�의한�논고�외에, ｢레비-스트로스와�조

류인플루엔자� : 잠재적�카타스트로피의�구조인류학｣(｢レヴィ=スト

ロースと烏インフルエンザ──潜在的カタストロフィの構造人類学｣, 山崎吾郎 訳, 『現代思

想』, 2010年 1月号, 靑土社) 212등이�있다. 

* 

이�글�｢오늘날의�생명정치학�: 푸코와�레비-스트로스｣는�2012년�3

월�28일�오사카대학교�‘최첨단�두근두근�연구소’ 추진�사업�｢바이

오사이언스�시대에서의�인간의�미래(バイオサイエンスの時代における人間

の未来)｣의�일환으로�행한�강연에�바탕을�둔�것으로, 본인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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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여기에�번역・수록했다. 이�글은�최신작인�Des hommes malades 

des animaux와�똑같은�문제의식에서, 푸코와�레비-스트로스의�교차

적�독해, 그리고�조류인플루엔자나�그것에�뒤따르는�팬데믹〔pan-

demic, 세계적�유행〕이라는�동물과�인간의�생명을�둘러싼�경험적�사태

를�통해, 현대세계의�생명정치적�국면을�밝히려고�하는�것이다. 

   이�글은�생명정치학을�어떻게�전개할까라는�관점에서�볼�때에

도�커다란�의의를�담고�있다고�생각한다. 원래�푸코에서�유래하는�

생명정치학의�개념은�적응�폭이�매우�좁았다. 그가�구체적으로�생

명정치학에�대해�논하는�것은, 시대적으로는�18세기부터�19세기

의�어떤�한�시기, 그것도�지역적으로는�서양사회의�어떤�일부로�그�

대상을�한정한�것이다. 

   물론�이것은�푸코에게서는�결함도�무엇도�아니라고�말할�수�있

다. 왜냐하면�푸코는�말기에�그리스나�라틴의�고전세계로�회귀하

는�장면을�빼면, 거의�유럽�근대에만�관심을�기울였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명한�“인간의�소멸”이라는�테제만�해도, 거기서�‘소멸’

이�다시금�논해지는�인간이란�서양사회의�근대인에�불과하다. 하

지만�그렇다면, 푸코가�행한�분석이란�바로�서양사회에�한정된�것

인가, 그리고�푸코가�살던�당시와는�완전히�상이한�규모로�전지구

화와�포스트콜로니얼한�문제들이�생기고�있는�현�상황에서, 이�개

념이�자주�사용되는�것의�의미란�무엇인가를�다시�생각하는�것은, 

급박한�질문임에�틀림없다. 켁이�굳이, 아시아에서의�현대의�생명

정치학적인�상황을�현장〔경험〕 연구하는�것에는�푸코의�자세에�대

한�모종의�비판이�반영되어�있지�않을�수�없다. 

   하지만�이�질문은�푸코�자신이�이해하지�못한�것은�아니리라. 인

388 �思想』,�2013년�2월호�:�생명권력�특집호�

문과학이나�의학의�고고학을�논한�국면과는�달리, 계보학을�논하

는�1970년대�이후의�푸코는, 니체에게서�큰�영향을�받았다는�데에

서도�분명히�드러나듯이, 모종의�광역적인�역사성에�직면하지�않

을�수�없었다. 그런�방법론적인�사태가�영향을�줬기�때문인지�어떤

지는�모르겠으나, 푸코�자신은�생명정치학을�제기하고�인구의�생

명성을�정치의�초점으로�삼은�후에, 그�시도를�직선적으로�밀고�나

가지는�않았다. 거기에서는�그�개념의�적용범위나�영역�등에�있어

서�많은�동요를�간파할�수�있다. 켁이�다루는�사목권력으로의�확장�

등은�그�전형적인�예로, 푸코가�그�테마를�논한�것은�아주�짧은�기

간에�불과했지만, 기독교에서의�권력�시스템�전반과�유럽의�권력

론의�존재방식을�종합적으로�파악한다는, 푸코로서는�이례적인�

전개가�거기에서는�기획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213   다른�한편, 레비-스트로스�등의�인류학과의�관련도, 푸코�자신

의�시계視界에는�들어있지�않았다고는�할�수�없다. 푸코가�지식의�

고고학자로서�화려하게�지적�세계에�등장했을�때, 세대는�다르지

만, 레비-스트로스와의�관계나�그�사고와의�평행성은�커다란�테마

였다. 그리고�레비-스트로스�자신이�전형적인�구조주의적�논의를�

넘어서, 『신화학』(1964-7)에서�볼�수�있듯이�‘리좀적’인�분석으로�

나아갔을�때에(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의, 이번�호에�수록된�논고�

등을�참조), 역시�자연적인�생명과�정치의�논의가�관련되는�생명정

치학이�거기에서�어떻게�묶여�있는지를�생각하지�않을�수�없게�되

는�것이다. 거기에서는�이른바�불가피하게, 들뢰즈-가타리에�의한�

레비-스트로스�해석의�문제도(『안티�오이디푸스』와�『천개의�고

원』 사이의�자세의�차이도�포함해) 부상하게�될�것이다. 레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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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나�들뢰즈-가타리가�논한, 이른바�세계창조적이라고도�말할�

수�있는�인류의�연원으로�거슬러�올라가는�논의와, 생명정치학이�

어떻게�연관되는지는�중요한�주제일�것이다. 

   레비-브륄부터�베르크손, 그리고�레비-스트로스라는, 프랑스에

서의�자연과�사회를�둘러싼�“사고” 그�자체를�문헌적으로�연구해

온�켁이, 특히�중국(홍콩)이나�대만을�필드로�삼아�조류독감이나�

모종의�역병의�전지구화와, 그�관리�시스템의�존재방식을�표적으

로�둔�독창적인�연구를�진행하는�것은, 위와�같은�레비-스트로스

와�푸코의�교착(아니�오히려�인류학과�생명정치학의�교착)을, 이

른바�학문대상으로서가�아니라, 자신의�학문적�행보의�기반으로

서�파악하고�있다는�것의�증거이기도�하다고�말할�수�있다. 그것은�

인류학에�있어서도�중요한�하나의�전개일�것이다. 

   이러한�켁의�자세는�프랑스의�파트리스�마니글리에Patrice Maniglier

나�혹은�브라질의�비베이루스�지�까스트루에�의한�새로운�인류학�

연구의�조류�중�하나로�파악될�수�있다. 그들이�공유하는, 브루노�

라투르�등의�과학인류학과의�연관�등과�더불어, 거기에는�푸코나�

들뢰즈-가타리의�논의가, 자연과�문화를�둘러싼�논의의�기초로서�

들어서�있다. 푸코의�생명정치학이�한편으로는�이탈리아계의�아

감벤이나�네그리에게, 다른�한편으로는�영미권의�니콜라스�로스�

등에게서의�바이오사이언스와�사회의�문제로�향하는�가운데, 프

랑스의�인류학을�담당하는�젊은�브라질의�인류학자가, 이런�다른�

계통의�전개를�시도하는�것은�매우�주목할�만하다. 그것이�자연과�

인간, 동물과�인간, 인간과�환경, 인간과�우주�등�매우�소박하면서

도�중요하며, 예전부터�질문되었으나, 인간이�인간인�한에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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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야�할�문제를�둘러싸고�있다는�것은, 결코�간과되어서는�안�

된다. 

(히가키�테츠야)

214/F373 2006년, 폴�래비노우와�니콜라스�로즈는�잡지�『바이오�소사

이어티BioSocieties』에�｢오늘날의�생명권력｣1)이라는�제목의�논문을�

공표했다. 미국의�인류학자와�영국의�사회학자는�거기서�“생명권

력과�생명정치�개념을�개념적으로�명확히�하는�것에�착수하고, 현

대의�분석에서�이것들이�지닌�유용성을�옹호하자”고�제안했다. 이�

두�개념들은�사실상�지난�20년�동안, 도덕의�형식들에�관한�그들의�

일련의�탐구를�이끌�수�있게�해준�‘장비équipement’의�일부를�이루었

다. 그런�도덕의�형식들은�정신적�장애와�사회적�장애의�관리gestion

에�있어서�바이오테크놀로지〔생물공학〕와�제약�산업에�의해�산출

된�것이다. 그러니까�래비노우와�로즈는�생명권력이라는�개념이�

현대사회에서�출현하는�문제들을�진단할�수�있게�해주는�이질적

hétérogène개념임을�제시하기�위해�‘도구상자’라는�푸코적인�은유를�

매우�자연스럽게�다루게�된다. 

    은유에�은유를�거듭하면, 생명권력�개념은�외과용�내시경sonde

1) Cf. Paul Rabinow et Nikolas Rose, « Biopower Today », BioSocieties, 1, 2006, pp.195-217; 

trad., fr, « La bio-pouvoir aujourd’hui », traduit par Frédéric Keck, Raison publique (à 

paraître). http://www.raison-publique.fr/article5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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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니라�오히려�농경에서�이용되는�수확�탈곡기라고�간주될�수�

있다. 그것은�넓은�밭에서�막대한�양의�작물을�수확하고, 촘촘하고�

잘�다듬어진�다발fagots을�산출하지만, 동시에�생물�다양성을�박살

내고�땅을�고갈시키는�것이기도�하다. 그래서�우리는�현대사회를�

분석하기�위해서는�더�투박하고�더�미발달된�도구들을�주조할�필

요가�있다고�판단할�수도�있다. 그래서�더더욱�우리는�도구상자라

는�푸코적인�은유보다도, 브리콜라주bricolage라는�레비-스트로스적

인�분석을�선택하고�싶다. F374 브리콜라주는�어떤�환경에서�적실

한�방식으로�의미를�낳는, 감각�가능한�질의�총체ensemble를�가리킨

다. 

    내�글의�제목은�클로드�레비-스트로스의�저작�『오늘날의�토테

미즘』에서�차용했다. 1962년에�출판된�이�저작은, 구조인류학의�

창설자fondateur가�되는�위대한�책�『야생의�사고』2)를�준비하는�것이

었다. 그래서�사실상�나는�다음과�같은�가설을�제안하고�싶다. 즉, 

생명정치�개념은�지난�세기에�토테미즘�개념의�흥망성쇠un rayonne-

ment et un déclin와�유비적으로, 인간과학에�있어서의�흥망성쇠를�뒤

따르고�있는�것�아니냐고. 그리하여�오늘날에는�사회�현상들에�대

한�동질적�시각을�고수함으로써�[경직되어�버린] 생명정치�개념의�잠

재력을�다시�열기�위해�이�개념을�탈구축해야�하는�것�아니냐고. 

2) Cf. Claude Lévi-Strauss, Le totémisme aujourd’hui et La pensée sauvage, in Œuvr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2008, pp.447-872(Notice et notes de 

Frédéric Keck, pp.1774-1848). [클로드�레비-스트로스, �오늘날의�토테미즘�, 류재

화�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 �야생의�사고�, 안정남, 한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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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가설을�뒷받침하기�위해, 우선�이�[토테미즘과�생명정치라는] 개념들

의�계보를�대조하자. 토테미즘�개념은�이미�1869년에, 영국의�법학

자�맥�레넌(John Ferguson Mac Lennan)에�의해, 북아메리카와�오스

트레일리아�여행객들에�관한�관찰에서�출발해�주조되었다. 그러

나�그가�정말로�지적인�파급력rayonnement을�받았던�것은, 프레이저

와�뒤르켐의�종합적�저작에서부터였다(제임스�조지�프레이저, 

『토테미즘과�족외혼Totemism and Exogamy』(1910년), 에밀�뒤르켐, 『종교

생활의�원초적�형태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1912년)).3) 그리하

여�토테미즘�개념은�학문적scientifique 공동체를�넘어선�논쟁의�대상

이�됐다. 예를�들어� [통과의례라는�개념으로�유명한] 아놀드�반�게넵

(Arnold van Gennep, ‘제네프’라고도�함)은�215스위스와�프랑스의�인류학자

들�사이의�교류를�두둔했던�잡지�『메르퀴르�드�프랑스Mercure de Franc

e』에서�이�논쟁에�생기를�불어넣었고, 이를�자신의�저작�『토테미즘�

문제의�현�상태L’État actuel du problème totémique 』(1920년)에서�제시했다. 레

비-스트로스는�1962년에, 반�게넵의�이�저작을�“토테미즘에�대한�

사색에�관한�백조의�노래”[라고도�해야�할�걸작]4)이라고�기술했다. 

   마찬가지로�생명정치�개념은, 푸코가�1976년에�『성의�역사』 1권�

3) [옮긴이] 에밀�뒤르켐, �종교생활의�원초적�형태�, 민혜숙, 노치준�옮김, 한길사, 

2020. 

4) Cf. ibid., p.452； Frederico Rosa, L’Àge d’or du totémisme. Histoire d’un débat 

anthropologique(1887-1929), Paris: CNRS Édition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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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콜레주드프랑스�강의[�“사회를�보호해야�한다”�]에서�취하기�전에, 

주민〔인구〕의�삶〔생명〕에�대한�국가의�개입에�관한�논쟁의�맥락�속

에서�루돌프�켈렌Rudolf Kyellen에�의해�1915년에�주조되었다(『삶의�

형태로서의�국가L’État comme forme de vie』(1916년)). 알다시피, 푸코는�

1978년의�강의에�『생명정치의�탄생』이라는�제목을�붙였음에도�불

구하고, [이후] 그는�이�개념을�포기한다. 하지만�그�후�이�개념은�

『다중Multitude』지에서�다시�채택됐다. 이�잡지는�이탈리아와�프랑스

의�지식인들의�교류의�장plate-forme을�구성하는�것으로, 2000년에�이�

개념을�다룬�창간호가�발행되었다.5)

   이�비교를�따른다면, 프레이저와�뒤르켐이�토테미즘�개념의�계

보�속에�맡았던�것과�유사한�기능을�F375푸코가�생명정치�개념의�

계보�속에서�차지하고�있는�것�같기도�하다. 즉, 그는�당시에는�아

직�국지적인�사정거리portée를�가졌을�뿐인�이�개념을�일반화한�것

이다. 로베르토�에스포지토가�보여주듯이, 푸코는�그때까지만�해

도�변경�불가능한�소여로서�지각됐던�것을�역사적�문제로서�제시

한다. 그는�그�당시, 아직�사회적�쇄신régénération에�대한�정치적�기

획에�도움이�되었던�삶과�권력의�접합을�주체와�역사에�관한�철학

적�성찰�속에�기입한�것이었다.6) 그�뿐만�아니라, 이�비교는, 인간�

5) [옮긴이] 여기에�수록된�글은�선택적으로�번역되었다. 다음의�사이트에서�전체�

목록을�확인할�수�있다. 

https://www.multitudes.net/category/l-edition-papier-en-ligne/multitudes-1-mars-2000/

majeure-biopolitique-et-biopouvoir/

6) Cf. Robert Esposito, Bios. Biopolitica e filosofia, Turin: Einaudi, 2004; Marie 

Gaille-Nikodimov, « Peut-on évaluer la vie humaine? Les deux voies de la “bio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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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espèce humaine과�그�환경�사이의�관계를�기술할�때, 토테미즘�개념

이�공백으로�내버려두었던�장소를�생명권력�개념이�차지하고�있

다는�것도�시사하고�있다. 토테미즘은�인간과�생명�사이의�근접성

을�미개〔원시〕사회의�애매한�기원에�위치시킨�것인데, 생명정치는�

이�근접성을�진보와�묵시록�사이에서�진동하면서�어떤�불확실한�

장래avenir로�돌려보내는�것이다. 

   이�유비〔비교〕는�각각의�계보에�누락된�것을�알아챌�수�있게�해준

다. 레비-스트로스에�따르면, 프레이저와�뒤르켐은�그�당시�토테

미즘의�행위faits가�보고된�오스트레일리아와�아프리카로�눈을�돌

리며, 그래서�그들은�아메리카에서�프란츠�보아스Franz Boas 주변에

서�한창�진행되고�있던�신화에�있어서의�자연�종들의�분류에�대한�

연구를�전혀�고려하지�않았다. 1910년, 프레이저가�토테미즘에�관

한�4권의�책을�썼을�때, 알렉산더�골덴와이저Alexander Goldenweiser가�

『아메리카�인류학자American Anthropologist』지에�발표한�논문은�이�물음

을�언어학적으로�다루는�수법을�도입함으로써�토테미즘�개념을�

탈구축했다. 레비-스트로스는�『오늘날의�토테미즘』에서�다음과�

같이�쓴다. 

“프레이저가, 당시�알려진�사실들을�모조리�끌어�모아서�발

표하고, 토테미즘을�216체계로서�창설하고, 그�기원을�설명

하려고�했던�바로�그때, 골덴와이저는�다음의�세�가지�현상

을�중첩시킬�권리가�있는가라고�이의를�제기했다. 즉, 씨족

», Critique, n° 7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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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동식물의�이름�또는�상징물의�각�씨족들로의�귀속〔배

부〕, 씨족과�그�토템�사이의�친족관계에�대한�신앙�등�세�가

지�현상이다. 이�세�가지�현상은�이것들의�윤곽이�일치하는�

경우가�매우�드물며, 그�중의�한�가지�현상은�다른�현상이�

없더라도�현존할�수�있다.”7)

이와�똑같이�푸코는�새로이�출현하고�있는�감염병maladies infectieuses

개념을�둘러싸고�아프리카와�아시아에서�형성되고�있던�사태를�

전혀�고려하지�않았다. 왜냐하면�그는�아메리카에서�신자유주의�

국가의�변형으로, 즉�개인에게�자기�자신의�건강의�담당자acteurs가�

되도록�요구하는�사회보장체제의�역설로�눈을�F376돌렸기�때문이

다. 1976년, 푸코가�권력의�테크놀로지�속으로의�생명의�진입을�기

술한�그�해에, 윌리엄�맥네일William Hardy MacNeill은�인간의�역사에�

있어서�질병의�역할에�대한�책을�출판했다.8) 이�책은�“새로이�출

현하고�있는�감염증”이라는�개념의�형성〔체〕에�있어서�결정적인�

역할을�수행했다. [같은�해에] 대니얼�칼턴�가이듀섹Daniel Carleton 

Gajdusek은�뉴기니의�카니발리즘�실천에�의한�쿠루9)의�전파에�관한�

연구로�노벨[의학・생리학]상을�받았다.10) 또한�[같은�무렵에] 환경�변

7) Cf. Claude Lévi-Strauss, Le Totémisme aujourd'hui, op. cit., p. 452-453.

8) Wiliam MacNeill, Plagues and Peoples, 1976, Garden City, N. Y.; Anchor Press / 

Doubleday; trad, fr.; Le temps de la peste. Essai sur les épidémies dans l’histoire, traduit par 

Claude Yelnick, Paris: Hachette, 1978.

9) 〔옮긴이〕 kuru. 뉴기니�원주민에게�발생하는�‘중추�신경계�퇴화병’을�가리킨다. 

10) Cf. Warwick Anderson, The Collectors of Lost Souls. Turning Kuru Scientists into Whil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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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그�원인인�아프리카의�삼림의�원숭이한테서�새로운�바이러

스가�출현했다(에볼라, HIV).11) 그리고�[같은�해에] 덩샤오핑은�특히�

소비를�목적으로�동물의�수population를�늘림으로써�중국을�자본주

의에�개방하며, 또한�인간의�인구population를�줄이려고�했다. 이렇

게�덩샤오핑은�지난�세기의�가장�가공할�만한�생명정치적�혁명�중�

하나를�개시한�것이다.12) 이때�이미�아메리카에�대한�고찰로부터�

푸코가�주조해낸�생명정치�개념은�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구성

되고�있던�생명과�테크놀로지와�권력�사이의�새로운�관계를�기술

하는�데에는�불충분한�것이�됐던�것이다. 

   그래서�이�두�계보�사이의�비교는�세�번째�계획plan으로�계승되어

야�한다. 그것은�계보의�기원의�변형, 그리고�계보가�눈�감았던�누

락〔결핍〕에�관한�계획이�더�이상�아니며, 그�수용의�양가성ambival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옮긴이〕 이�글의�프랑스어본에는�

다음과�같이�잘못�표기되어�있어�바로�잡았다. Warwick Anderson, The Collectors of 

Lost Souls. Kuru, Moral Peril, and the Creation of Value in Sci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11) Cf. Maxime Schwartz et François Rodhain, Des microbes ou des hommes, qui va l’emporter?, 

Paris: Odile Jacob, 2008; Frédéric Keck, «Les hommes malades des animaux», Critique, 

n° 747-748, 2009, pp.796-808. 

12) Cf. Susan Greenhalgh (avec Edwin Winckler), Governing China’s Population. From Leninist 

to Neoliberal Biopolitic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id., Just One 

Child. Scoence and Policy in Deng’s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id., 

«The Chinese biopolitical: facing the twenty-first century», New Genetics and Society, Vol. 

28, n° 3, 2009, pp.205-222. Cf. aussi Frank Dikötter, Imperfect conceptions. Medical Knowledge, 

Birth Defects, and Eugenics in Chin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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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계획이자�계보가�열어둔�채로�유지하는�문제들에�관한�계

획이다. 푸코에�의해�제시된�생명정치�개념은�곧바로�신체의�해부

정치(규율훈육)와�인구의�생명정치(감시)로�양분된다. 푸코가�이

런�긴장관계를�유지했던�것은, 그가�관심을�가졌던�장, 즉�섹슈얼

리티와�진리�사이의�관계의�장을�기술하는�데�이것이�유효했기�때

문이다(섹슈얼리티는�신체들�사이의�관계인�동시에�하나의�인구

에�있어서의�하나의�변수이기도�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결실이�

풍부한�긴장관계는�생명정치�개념에�관한�두�가지�해석�사이의�

F377양립할�수�없는�대립을�불러일으켰다. 그�하나는�조르조�아감

벤의�해석이며, 그것에�따르면, 주권권력이야말로�항상�벌거벗은�

생명을�희생제의하는�생명정치였다(그리고�생명정치란�본질적으

로�신체를�217구속하는�권력이었다). 다른�하나는�안토니오�네그리

의�해석이며, 그것에�따르면, 생명정치란, 〈제국〉과�다중�사이의�

기생적인�관계를�엶으로써�주권국가를�종언시키는�것이라고�한

다(그리고�생명정치란�본질적으로�가변적인�공동체에�대한�지식

의�관계이다).13)

   마찬가지로�토테미즘�개념도�항상�두�개의�해석�사이에서�흔들

렸다. 그�중�하나는�생명체들〔살아�있는�것들〕 사이의�관계를�다중화

함으로써�토템의�향연을�준비할�수�있게�해주는�지적인�조작opér-

ation을�중시하는�것이다(뒤르켐, 모스). 그리고�다른�하나는�사회를�

13) Cf. Giorgio Agamben, Homo Sacer, Le pouvoir souverain et la vie nue, traduit par Marilènè 

Raiola Paris, Seuil, 1997. ; Michael Hardt et Antonio Negri, Empire, traduit par 

Denis-Armand Canal, Paris: Exils, 2000. ; Frédéric Keck, « Les usages du biopolitique », 

L’Homme, Revue français d’anthropologie, n°187-188, 2008, pp.2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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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존재들을�고정하기�위한�토템의�희생제의가�가진�신체

적�메커니즘을�중시하는�것이다(로버트슨�스미스William Robertson 

Smith, 프레이저).14) 그래서�금세기�초반의�인류학자에게�토테미즘

의�문제는, 인간과�비인간�사이의�동일시를�대상으로�하는�신앙과, 

신체�사이의�관계를�무대에�올리는�의례적인�실천을�어떻게�접합

하느냐이다.  

   아감벤과�네그리에�의한�생명정치에�관한�해석들�사이의�대립

이�1세기�전의�프랑스�사회학파와�영국�인류학파�사이의�대립의�

재연이라고�말하고�싶은�것은�아니다. 왜냐하면�이�두�명의�이탈리

아�철학자들은�이�전통들을�알고�있으며, 이것을�섬세하고�엄밀한�

방식으로�다시�취하기�때문이다. 하지만�이�두�가지�해석들�사이의�

대립은�토테미즘에�관한�논의에서�이미�마주친�어떤�문제를�재연

한�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그것은�희생제의�즉�신체에�대한�작

동opération과, 감시�즉�인구의�지식connaissance 사이의�관계라는�문제

이다. 그런데�오늘날�새로이�출현하고�있는�감염병에�의해�야기된�

공중위생의�대규모�위기�때에, 이�관계가�재차�연결되는�것을�볼�

수�있는데, 이때�우리는, 토테미즘�개념이�미해결인�채�방치한�문

제들을�실마리로�하면서�생명정치�개념을�채택해야한다. 

* * *

14) Cf. Frédéric Keck, «La participation au sacrifice comme moment originaire de la vie 

sociale, Robertson Smith, Durkheim, Lévy-Bruhl», Alter Revue de Phénoménologie, 17, 2009,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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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의�위기�자체, 그리고�이를�기술하기�위한�생명정치�개념

의�적실성에�대해�논하기에�앞서서, F378 푸코와�레비-스트로스가�

희생제의와�감시�사이의�이런�관계를�어떻게�생각했는지를�봐두

어야�한다. 나의�여태까지의�분석은�두�개의�계보�사이에서�유비를�

수립하는�것이었다. 이는�레비-스트로스의�시선을�푸코의�개념에�

적용한다는�방식을�취했다. 이제�푸코의�저작과�레비-스트로스의�

저작을�똑같은�문제가�어떻게�관통하고�있는지를�서로의�저작을�

교차시킴으로써�검토해야�한다. 

   푸코는�항상�레비-스트로스와�양가적인�관계를�맺었다.15) 푸코

는�1960년대에�레비-스트로스를�초현실주의자들에�이어서�인간

의�형상을�언어활동langage의�게임으로�해소하는�구조[주의]적�혁명

을�인간과학에�도입한�인물로�거론한다.16) 그러나�1970년대에�신

체의�규율[훈련]과�저항의�전략을�향해�선회할�때, 레비-스트로스의�

형식주의를�이유로�들어, 218 푸코는�그와�거리를�둔다. 이�선회는�

1974년에�─ 레비-스트로스의�땅인�─ 브라질에서�행한�｢진리와�

그�사법적�형태들La vérité et les formes juridiques｣이라는�제목의�강연에�

15) Cf. Jean Zoungrana, Michel Foucault, un parcours croisé, Lévi-Strauss, Heidegger, Paris: 

L’Harmattan, 1998[2005].

16) Cf.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I. 1954-1969, Paris: Gallimard, 1994, pp.514-516 et 

541-542. ; Philippe Sabot, « Granger et Foucault lecteurs de Lévi-Strauss. 

L’anthropologie structurale, entre épistémologie et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 

in Patrice Maniglier (dir.), Le moment philosophique des années 1960 en France, Paris: PU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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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틀림없이�표시된다. 푸코는�글로츠Glotz부터�제르네Gernet나�

뒤메질을�거쳐�베르낭Jean-Pierre Vernant에�이르는�법권리droit의�사회

학의�전통을�증인으로�내세운다. 그는�“담론을�의례로서, 실천으

로서, 사회적�실천의�내부에�있는�전략으로서” 연구할�것을�제안

하고, 그리고�도발적인�방식으로�다음과�같은�결론을�내린다. 

“구조주의는�언표의�총체�사이의�이행이나�변형이나�동형

성isomorphismes의�법칙들을�탐구하면서, 담론의�총체를�취하

며, 이것들을�언표로서만�다루는�것에�있다.”17)

1970년의�콜레주드프랑스의�강의를�푸코는�오이디푸스�신화를�재

판�서사로�분석하는�데에서�시작한다. 이는�프로이트의�정신분석

에�대한�도전뿐만�아니라, 코드화를�다양화함으로써�이�신화를�다

시�채택했던�레비-스트로스�인류학에�대한�도전으로도�간주될�수�

있다.18) 1976년에�출판된�『지식의�의지』는�결연alliance의�장치를�생

명권력의�장치에�대립시킨다. 결연〔혼인〕의�장치는�F379피�및�근친

상간�금지를�둘러싼�것인�반면, 생명권력의�장치는�성�및�생명체le 

vivant의�규범을�둘러싼�것이다.19) 1975년의�강의는�이�대립의�의미

를�정확히�하고�있다. 즉, 인류학은�항상�괴물의�형상을�강조했는

17)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II. 1970-1975, Paris: Gallimard, 1994, p.636. 

18) Cf. Michel Foucault, Leçons sur la volonté de saoir.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0-1971, 

Paris: Gallimard/Seuil (Hautes Etuds), 2011.

19) Cf.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I,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76,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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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인류학이�“토테미즘의�관점, 즉�식인풍습의�관점”20)에�사

로잡혀�있었기�때문이다. 인류학은�레비-브륄Lévy-Bruhl처럼�괴물을�

더�멀리, 즉�‘미개의�심성mentalité primitive’으로�밀어내거나, 혹은�레비

-스트로스처럼�괴물을�더�가까이, 즉�“친족의�기본구조”에�기입하

거나�했다. 그러나�두�경우�모두�인류학은�근친상간에�대한, 즉�원

초적인�희생제의에�대한�프로이트적�형상을�갖고서�놀고�있을�뿐

이라는�것이다. 반면, 푸코에게�중요한�것은, 생명권력을�19세기�

말에�일어난�범죄자들의�미시정치로서�생각하는�것이다. 

   그러니까�모든�것은�마치�콜레주드프랑스의�강의실에�있는�푸

코가�다른�강의실에�있는�레비-스트로스에게�도전하는�듯한�모양

새다. 그리고�이�도전에서, 들뢰즈와�가타리가�『안티�오이디푸스』

(1972년)에서�라캉과�레비-스트로스한테�제기한�비판의�메아리를�

들을�수�있다. 푸코의�1976년�강의는, 불랭빌리에라는�인물을�다루

는데, 레비-스트로스가�불랭빌리에를�역사의�구조적�변형의�사상

가로�파악한�반면,21) 푸코는�그를�[레비-스트로스의] 『인종과�역사』에

서�기술된�제휴coalitions의�대항-서사로�읽힐�수�있는�인종�간�전쟁

guerre des races을�사고하는�선구자�중�한�명에�기입한다.22) 레비-스트

로스가�변형의�상호�관계에�접혀�포개진feuilletées 구조들을�사고하

는�곳에서, 푸코는�도주선을�따라�역사적�219계열들을�사고하는�것

20) Cf. Michel Foucault, Les anormaux.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4-1975, Paris: 

Gallimard/Seuil/Hautes Etudes, 1999, p.96. 

21) Cf. Claude Lévi-Strauss, La Pensée sauvage, p.840. 

22) Cf. Michel Foucault, «II faut défendre la société»,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5-1976, Paris: 

Gallimard/Seuil (Hautes Etudes), 1997, p.112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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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3)

   레비-스트로스는�푸코에�대해�항상�어떤�짜증을�표명했다. 레비-

스트로스는�자신을�푸코, 라캉, 바르트와�함께, 똑같은�이국적인�

일족에�묶으려고�한�구조주의적인�풍조mode에�연결되는�것을�거

부하고, 스스로를�방브니스트, 뒤메질, 베르낭의�‘지적�가족’에�결

부시킨다. “푸코가�그런�동일시를�거부한�것은�지당하다”24)고�그

는�잘라�말한다. 그는�또한�디디에�에리봉에게�“주의하라, 사물은�

당신이�믿고�있는�것과�같지�않고�오히려�그�반대다, 라고�F380신물

이�날�정도로�거듭거듭�말한�푸코의�방식은�탐탁지�않다”, 그리고�

“푸코가�시대의�전후관계를�무시하고�있다는�인상이�들어서�견딜�

수�없다l’impression que Foucault prend quelques libertés avec la chronologie”25)고�

털어�놨다. 요컨대, 구조인류학은�푸코의�실천적인�역사의�비판철

학으로부터�동떨어져�있는�것처럼�보이는�것이다. 

   그렇지만�우리는�푸코가�콜레주드프랑스의�인접한�강의실에서�

레비-스트로스에게�제기한�비판에�대한�응답을�1970년대�레비-스

23) 들뢰즈와�가타리는�『천�개의�고원』에서�변형transformation 개념에서�출발해�레

비-스트로스를�다시�읽는데, 푸코가�그것을�몰랐다는�점은�후회할지도�모르겠

다. 왜냐하면�들뢰즈와�가타리의�재독해는�『안티�오이디푸스』에서의�독해에서�

생겨난�부정적�이미지를�수정하고�있기�때문이다. Cf. Eduardo Viveiros de Castro, 

Métaphysiques cannibales, Lignes d’anthropologie post-structurale, traduit par Oiara Bonilla, Paris: 

PUF, 2009. [에두아르두�지�까스뜨루, �식인의�형이상학�: 탈구조적�인류학의�흐

름�, 박이대승, 박수경�옮김, 후마니타스, 2018.]

24) Cf. Claude Lévi-Strauss et Didier Eribon, De près et de loin, Paris: Odile Jacob, 1990, 

p.105.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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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스의�작업에서�읽어낼�수�있다. 『신화학Mythologiques』의�마지막�

권인�『벌거벗은�사람』에서�레비스트로는�그�궁극적�귀결을�내민

다. 그것에�따르면, 신화들은�자신들의�실현�조건을�주해注解하는�

것이며, 따라서�거기서�인류학자가�제시하는�이론은�그�자체가�하

나의�새로운�신화라고�하는�것이다.26) 레비-스트로스가�다음과�같

이�쓸�때, 우리는�레비-스트로스를�구조주의의�구조적�역사�속에�

재위치시키려고�하는�푸코를�읽고�있는�게�아닐까라고�때때로�생

각한�적이�있다.  

“교환�속에서�자연에서�문화로의�이행을�인식하기�위한�일

종의�시금석을�찾아내는�철학에서�보면, 크기가�다른�고양

이과�동물들이�경제적�관계를�영위하는�것은�난처한�일이

다.”27)

혹은�레비-스트로스가�“각�신화는�각각의�방식으로�다양한�실존�

스타일�중에서�하나의�실존�스타일의�이론을�만든다”28)고�쓸�때, 

우리는�푸코적인�윤리의�소묘를�볼�수�있다. 레비-스트로스가�1974

년부터�76년까지�한�콜레주드프랑스�강의는, ｢카니발리즘과�의례

적�이성장Cannibalisme et travestissement rituel29)｣(상징계의�구성에�있어서�

26) Cf. Frédéric Keck, « L’esprit humain chez Lévi-Strauss. De la parenté aux mythes. de la 

théorie à la pratique », Archives de philosophies, no 66, 2003, pp.9-32; id., Claude Lévi-Strauss, 

une introduction, Paris: Pocket (2005), 2011.

27) Claude Lévi-Strauss, L’Homme nu, Paris: Plon, 1971. p.265.

28) Ibid.,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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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전도의�역할에�대해), ｢구두�전승의�질서와�무질서Ordre et 

désordre dans la tradition orale｣, ｢‘집’이라는�개념La notion de maison｣(유력한�

귀족계급이�그들의�지배를�부과하기�위한�친족전략에�대해) 등을�

다루었는데,30) 이것들도�마찬가지로, 푸코의�비판에�대한�응답처

럼�보인다. 

   이�두�명의�사상가들�사이의�일화적인�교차의�너머에서, 멀리�떨

어진�시선은�『야생의�사고』와�『지식의�의지』라는�두�개의�위대한�

책들�사이의�유비〔유사성〕를�찾아낸다. 콜레주드프랑스에�취임하

자마자�레비-스트로스와�푸코는�자신들의�작업을�취임�강의와�관

련시켜�재정향하기�위해, 이�두�개의�저작에서, 어떤�지적인�시도

를�할�것인가에�대한�계획도를�작성한다. 친족�구조를�다루려고�생

29) 〔옮긴이〕 異性裝 travestissement. 자기와�다른�성별이�일반적으로�착용하는�것

으로�간주되는�옷을�입는�것, 또는�다른�성별로�보이도록�행태�등의�성별�표현을�

행하는�것. 성적인�흥분을�얻기�위해서나, 퍼포먼스로서�이벤트�등의�흥을�북돋

기�위해서�등, 그것을�행하는�이유, 목적의�폭이�넓다. 출생�시의�몸으로�판별된�

성별과�다른�성별의�성정체성을�가진�트랜스젠더가�가�자신의�성인지에�맞는�

의복을�입는�것도�종종�이성장(異性裝)으로�보이기�십상이다. 그러나�그�경우, 

자신의�본래�성별에�의복을�맞추었다는�본인의�감각을�존중한다면, 이성식이라

고�불러서는�안�된다고�할�수�있다. 성인식이�흔들리는�사람이나, 남녀�중�어느�

쪽도�아닌�성인식을�가진�사람도�있으며, 그런�경우에�무엇을�이성장(異性裝)이

라고�해야�할지, 규정하기�어렵다. 원래�이성장이라는�말은, 남녀가�명확하게�양

분되고, 각각이�몸에�걸친�옷이�고정화되어�있다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 성

별을�파악하는�입장�차이에�의해, 그�단어의�적용�범위에�대해�의견이�갈린다. 

영어의�transvestism은�의학적�진단이라는�어감을�갖고�있기에, 포괄적�표현으로�

cross-dressing이라고도�할�수�있다. 

30) Cf. Claude Lévi-Strauss, Paroles données, Paris: Plon, 1984, pp.141-156 et 1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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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던�레비-스트로스는�신화론적�변형들을�220/F381탐구하겠다고�

했다. 또�규율�기술들을�연구하겠다고�제안한�푸코는�그것을�살아�

있는�것〔생명체〕의�통치로�확장하려고�했다. 두�사람�모두�임의의�

사건(어떤�전투, 어떤�혁명�…)에서�출발하지만, 그것은�어떻게�그

런�사건들이�그것들에�선행하는�권력�구조에�있어서�재구성되는

가를�이해하기�위해서이다. 이렇게�해서�그들은, 역사적�필연성과�

사건의�우연성�사이에서�새로운�관계맺음을�발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작동하고�있는�메커니즘의�복수성과�의미가�산출되는�수

준을�기술하는�데�실패하는�의식의�철학에�대립한다. 레비-스트로

스에�따르면, 사르트르의�변증법은�인간의�역사를�과대평가함으

로써, 자연�종들(혹은�신화소들mythèmes)의�수준을�결여하며, [그리고�

푸코에�따르면] 비판이론은�억압적�권력이라는�가설에�의해�성sexe에�

관한�담론의�수준을�결여한다〔놓쳐버린다〕. 그래서�토테미즘�개념

과�생명정치�개념notion은�관계들의�새로운�장을�해방하기dégager 위

해�문제화되어야�하는�이론적�장애물이�되는�것이다. 레비-스트로

스는�토테미즘을�종espèce이라는�통념에�있어서�교차하는�수평축

과�수직축으로�분해한다. 푸코는�인구의�생명정치와�신체의�해부

정치를�성이라는�통념에�있어서�교차하는�두�개의�축으로�분해한

다.31)

   이렇게�『지식의�의지』를�이중적�방식으로�읽을�수�있게�된다. [한�

가지�방식에�따르면,] 우선�피〔혈통〕의�장치�속에서�통합된�것이�성의�

장치�속에서�분해된다. 그리하여�미개의�토테미즘/근친상간/카

31) Cf. Frédéric Keck, Lévi-Strauss et la pensée sauvage, Paris: PU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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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발리즘〔식인풍습〕의�관계에서�현대의�생명정치/인구/신체의�관

계로�이행한다. 이�가설에�따라�푸코는, 레비-스트로스에게서�통

합된�채로�있던�것을�복수로�나누는�것이다. 이어서�[두�번째�방식에�

따르면,] 성�속에서�분해된�것은�항상�결연alliance 속에서�분해되지만, 

그러나�그것은�인종을�동질화하는�담론에�의해�덮어진다〔감춰진

다〕. 이�가설에�따라�푸코는, 레비-스트로스가�‘미개사회’에�적용한�

것과�똑같은�분석�격자를�현대사회에�적용한다. 이리하여�다음과�

같이�이해할�수�있다. 즉, 푸코는�신체와�인구에�대한�장악력을�확

고히�하는�주권권력이라는�거대�서사에�잠복해�있는�생명체〔살아�

있는�것〕의�통치에�관한�하나의�담론으로서의�사목주의pastoralisme에�

대한�분석을�개진한다. 그리하여�어떤�시대에서�다른�시대로�이행

하듯이�‘주권권력’에서�‘생명정치’로�이행하는�것이�아니라, 다양

한�좌표계를�가진�모든�사회에서�똑같은�문제들이�제기된다는�것

을�잘�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것은�주권자들�사이의�결연〔제휴〕

에�의해�구성된�사회에서�어떻게�신체를�통제하는가, 그리고�인구

의�건강에�높은�가치를�두는�사회에서�어떻게�사형을�정당화하는

가라는�문제이다. 

* * *

F382 여기에서�레비-스트로스와�푸코에�관한�교차적�독해는�현대

사회의�인류학으로�열리게�된다. 그런�인류학은�푸코가�주권권력

에서�생명권력으로의�이행을�기술할�때의�정식에서�출발할�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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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죽게�만들고�살게�내버려둔다는�낡은�권리를�대신해, 

살게�만들거나�죽음�속으로�내던진다는�권력이�나타났다고�

말할�수도�있을�것이다. … 주권권력을�상징한�죽음의�낡은�

역량은, 이제�신체의�행정관리administration와�삶의�경영관리

gestion calculatrice에�의해�주의�깊게�덮이고�말았다. … 이리하

여�‘생명권력’의�시대가�열리게�된�것이다.”32)

이�정식은�그�대칭성에�있어서, 레비-스트로스가�어떤�신화에서�

다른�신화로의�변형을�기술할�때의�정식을�상기시킨다. 즉, 마지막�

용어〔항〕에�대한�가벼운�변경에�의해�어떤�체계가�다른�체계로�회

전하도록basculer 요소들이�체계적으로�전도된다는�정식이다.33)

“죽게�만들다�/ 살게�내버려두다�→ 살게�만들다�/ 죽음�속으로�내

던지다〔폐기한다〕.” 더�이상�“내버려두다”가�아닌�이�“[다시] 내던진

다”가�무엇을�의미하는지를, 즉�삶과�죽음�사이의�관계들에�있어

서�진정한�변화를�현시하는�이�“내던지다”가�무엇을�의미하는가

를�아는�것이�문제의�전부이다. 

   홍콩의�조류독감grippe aviaire에�대한�민족지적�조사는�이�수수께끼�

32)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I, op. cit., pp.181-184. “On pourrait dire qu’au vieux 

droit de faire mourir et laisser vivre s’est substitué un pouvoir de faire vivre ou de rejeter 

dans la mort. [...] La vieille puissance de la mort où se symbolisait le pouvoir souverain 

est maintenant recouverte soigneusement par l’administration des corps et la gestion 

calculatrice de la vie. [...] S’ouvre ainsi l’ère d’un « biopouvoir ».”

33) Cf. Lucien Scubla. Lire Lévi-Strauss. Le déploiement d’une intuition, Paris: Odile Jacob,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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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정식을�경험연구를�통해�시험할�수�있게�해준다. 1997년, 홍

콩의�조류들에서�“H5N1”이라고�불리는�신형�독감�바이러스가�출

현하고, 감염된�18명�중�7명이�사망하고, 150만�마리의�가금류가�도

살�처분됐다. 이�사건은�영국의�구식민지가�중국의�주권에�반환되

는�맥락에서�일어났다. 그�스펙터클적인�성격은, 이런�정치적�틀에�

있어서의�홍콩인들의�장래의�불확실성과�동시에, 질병의�동물〔병

에�걸린�동물, 병을�옮기는�동물〕을�파괴함으로써�인간의�인구를�보호하

려는�새로운�주권권력의�의지를�표시했다. 이�사건에�이어서, 조류

에서�인간에게로의�H5N1 바이러스�전파를�막기�위해, 그리고�홍

콩에서�팬데믹pandemic이�시작될�가능성에�사람들population이�대비

하도록�하기�위해, “바이오시큐리티〔biosécurité, 차단방역〕”의�조치가�

홍콩�전역에�적용됐다. 

   이�사건은�주권권력에서�생명권력으로의�이행을�표시하는�것으

로서�분석될�수�있을�것이다. 가금류의�살처분은�케케묵은�성격�때

문에�사람들이�비난하는�양계의�경제에�질서를�회복하기�위한�희

생�제의로�기술될�수�있다. 그리고�F383농가, 시장, 세관에�적용된�

바이오시큐리티〔차단방역〕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인간� 사이에�

H5N1 바이러스의�전파passage가�임박했다는�것을, 그리고�온갖�훈

련에�의해�이�카타스트로프〔대재앙〕에�대비해야�한다는�것을�병원

과�연구소의�관계자들acteurs에게�납득시켰다.34) 그러나�주권적인�

34) Cf. Andrew Lakoff (avec Stephen Collier) (dir.), Biosecurity Interventions, New York: 

SSRC-Columbia University Press; id., « Preparing for the Next Emergency », Public 

Culture, 19, 2007; trad. fr., « Pour qu’un désastre ne tourne pas à la catastrophe, Jusqu’où 

sommes-nous prêts? », traudit par Nathalie Cunnington, Esprit, mars/av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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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의�야만성에서�시뮬레이션�훈련의�온화함으로의�이행은�

폭력의�모든�형식을�배제하지�않는다. H5N1 바이러스가�전�세계

의�가금류로�확산되고, 홍콩에�적용된�바이오시큐리티의�규범이�

국제위생기관에�의해�다시�취해졌을�때, 다음과�같은�사실을�고발

하는�목소리가�높아졌다. 조류독감에�맞선�대책의�이런�전지구적�

장치는�남반구의�말라리아�같은, 등한시된�질병에�시달리는�사람

들, 그리고�정부가�안티바이러스와�백신의�국제시장에�접근할�수�

없는�국가의�사람들을�“죽음�속으로�내던지는〔폐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222사실이다.35)

   내가�진행한�조사는�이런�이행의�사정범위를�상대화하는�것으

로�이끈다〔이런�이행이�그렇게는�중요하지�않다는�것을�나타낸다〕. 홍콩에서�

주목할�만한�것은, 어떤�점에서�이�초-근대적인hyper-moderne 바이오

시큐리티의�조치가�─ 위생상�및�미각상의�질을�보증하기�위해서�

병아리를�살아�있는�채로�매매한다는�전통적인�실천이�증명하고�

있듯이�─ 대부분이�케케묵은�가금류의�양계와�관련된�채로�있을�

수�있었느냐이다. H5N1 바이러스가�농가와�시장에�진입한�후, 가

금류의�반복되는�살처분은�우리에게, 1997년의�대규모�살처분이�

과거의�사건이�아니라, 바이러스에�의해�인간과�동물�사이의�경계

선이�침범되자마자�반드시�재연될�것이라는�점을�떠올리게�한다. 

내가�목격한�것은, 주권권력에서�생명권력으로의�이행이라기보

pp.104-111.

35) Cf. Didier Fassin, Quand les corps se souviennent. Experience et politiques du sida en Afrique du 

sud, Paris: La Découvert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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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의�홍콩특별행정구역에서�수립된�

인간과�동물�사이의�새로운�관계들을�가로지르는�두�가지�권력의�

끊임없는�교착이다. 

   그래서�나는�내�연구에서, 푸코의�정식�중�종종�그다지�명확하게�

주해되지�않고�남아�있는�어떤�점을�강조했다. 그것은�주권권력의�

체제에서�‘살게�내버려둔다’가�무엇을�의미하는가이다. 홍콩에서�

동물에�연결된�실천들은�이런�표현에�대한�강렬하게�인상적인�예

증illustration을�주었다. 중국의�불교도들은�‘공덕’(gongde)을�F384쌓는

다는�관점에서�동물을�자연�속에�풀어두기�위해, 실제로�시장에서�

동물을�산다. 이러한�실천은, 문자�그대로�“삶을�풀어�놓아준다” 

혹은�“살게�내버려둔다”(방생�fangsheng)고�불린다. 하지만�이것은�

환경문제�전문가�집단에�의해�비판받고�있다. 그들이�말하기를, 이

렇게�해서�풀려난�새들의�대다수는�죽는다. 왜냐하면�새들은�새장�

속에서�바이러스를�주고받기�때문이며, 또한�친숙한�환경에서�다

른�환경으로�이동되기�때문이다. 환경문제�전문가�집단은�이와�반

대로, “과학적으로�풀어주는”(과학방생�kaxuefangsheng) 것을�실천

하라고�제안한다. 이것은�풀려난�동물들에게, 그�이동이나�건강�수

준을�추적하는�가락지와�GPS를�장착하자는, 미국의�동물보호지

역에서�행해지고�있는�실천을�모델로�한�것이다.36)

   “살게�내버려둔다”가�무엇을�의미하는가를�둘러싼�이런�논의에

서는�배울�것이�많다. 왜냐하면�그것들은�푸코가�생명권력이라고�

36) Cf. Etienne Benson, Wired Wilderness. Technologies of Tracking and the Making of Modern 

Wildlif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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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것과�사목권력이라고�부르는�것의�새로운�교착intrication을�

증언하기�때문이다. 신석기�시대의�야생동물��사육〔길들이기〕 이후, 

사목권력은�동물을�무리〔troupeau, 떼〕로�간주하고, 끊임없이�감시되

어야�한다고�여겼다. 사목권력은�정신적�권력이며, 그�감시vigilance

능력에�의해�뛰어난�효력vertu을�행사한다. 그리하여�그것은�동물�

위에�감시하는�권력을�두는〔온통�둘러싸는〕 것이지만, 그렇게�해서�

동물과의�심적�연속성을�갖게�됐다.37) 이러한�심적�연속성과�감시

의�효력이�환생réincarnation의�우주론이나�선�긋기traçage의�테크놀로

지에�의해�행사된다는�것은�사목권력�안에서�문제의�지위에�비하

면�이차적이다. H5N1 바이러스는�인간, 동물, 그리고�감염인자

agents infectieux인�눈에�보이지�223않는�존재들(기생충, 박테리아, 바

이러스�등) 사이의�항상�불안정한précaire 균형에�있어서�야생동물

의�길들이기라는�기원을�상기시킴으로써�이런�구조économie를�전

복한다. 희생제의는, 사목권력이�폭력적인�방식으로�야생의�것과�

길들여진�것�사이의�경계선을�회복하는�이런�정초적인�몸짓으로

서�다시�나타난다. 그리고�동물의�무리population와�인간의�인구pop-

ulation의�감시를�보증하는�통치자들은, 미생물학자들과, 즉�눈에�보

이지�않는�병원균의�변종mutation에�관해�지도를�제작하고, 이것들

의�카타스트로피적�출현에�대해�경종을�울릴�수�있는�‘바이러스�추

적자들’과�결탁하는�것이다. 

37) Cf. André-Georges Haudricourt, «Domestication des animaux. culture des plantes et 

traitement d’autrui», L’Homme 2 (1), 1962, pp.40-50; Philippe Descola, Par-delà nature et 

culture, Paris: Gallimard, 2005,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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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사목권력에�대한�푸코의�분석을, 진정한�탐구�영역을�

여는�어떤�물음에�대한�소묘로�읽을�수�있게�된다. 이�정신적�권력

이�병에�걸린�인간�신체뿐�아니라, F385새로운�병을�불러일으키면

서�지구를�왕래〔순환〕하는�동물의�무리populations에도�관련된다면, 

그것은�생명체vivants의�통치에�있어서�어떻게�기능할까? 이�권력은�

어떤�형태의�진리를�산출하며, 그리고�이�진리는�현대사회에서�삶

이�취하는�새로운�형상들에�대해�무엇을�계시할까? 이런�물음에�

비춰보면, 생명권력의�가설은, 좋은�경우에는�삶을�제한하는�것으

로서, 나쁜�경우에는�가차�없이�짓누르는écrasant 것으로서�나타난

다. 

   푸코�자신은, 그리스인�및�그들이�정교화한�주체성의�형태들로�

회귀했을�때, 현대사회를�순환하는�모든�흐름을�통합・정리할ras-

sembler 수�있게�해주는�생명정치라는�가설과는�거리를�뒀다. “여보

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수탉�한�마리를�빚졌다네”라는�

소크라테스의�마지막�말에�대한�뒤메질의�주해를�다루면서�푸코

는, 소크라테스가�여기에서�전통에�대한�자신의�애착과�삶에�대한�

혐오를�표명하고�있다는�니체의�해석을�거부한다. 푸코가�말하기

를, 이와�반대로, 소크라테스는�새로운�윤리적�자세를�발명하고�있

다. 그것은�희생제의를�자기의�감시[와]의�끊임없는�관계맺음으로�

변형시키는�윤리적�자세이다. “소크라테스는�피타고라스파의�격

언을�인용한다. 그것에�따르면, ‘우리는�프로라(phroura) 속에�있다’

고�한다. 프로라는, 때로는�‘감시’로�번역되고, 또한�‘울타리enclos’나�

‘감시담당구역garderie’으로�번역될�수도�있다면, ‘감시초소poste mili-

taire de surveillance’(우리는�‘보초sentinelle를�서고�있다’)라고�번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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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있다. … 우리는�여기에서�신들의�마음�씀sollicitude 속에�있

으며, 그리고�이�때문에, 플라톤이�말하기를, 우리는�자살을�해서

는�안�되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감옥으로부터가�아니라�─ 

이러한�신들의�호의・자비심bienveillance나�마음�씀sollicitude으로부터�

벗어날�수�없는�것이다.”38) 이리하여�다가올�팬데믹pandemic에�맞서�

우리를�보호해주는�전문가가�공중위생의�보초를�서는�가운데, 푸

코가�분석한�사목권력의�새로운�얼굴이�드러난다〔소묘된다〕 ─ 그

러나�사목권력이�어떻게�인간과�비인간�사이의�관계를�재배치하

는가〔reconfigure, 다시�짜는가〕를�보기�위해서는�레비-스트로스의�도움

이�필요하다.39)

38) Michel Foucault, Le courage de la vérité.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3-1984. Paris: 

Gallimard/Seuil (Hautes Etudes), 2009, pp.91-92. 

39) Cf. Frédéric Keck, «Une sentinelle sanitaire aux frontières du vivant. Les experts de la 

grippe aviaire à Hong Kong», Terrain, no54, 2010, pp.26-41; id., Un monde grippé, Paris: 

Falmmar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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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9.

생명권력의�외부�

: 현대 인류학을 통해 생각하기 *40)

카스가�나오키

227 1. 비타

“누구나�나�같은�것은�기억하지�않아”라고�카타리나는�인류학자

에게�말했다. 브라질�남부의�중소도시에서�자선사업으로�존속되

고�있는�초라한�보호시설에서, 그녀는�몸을�움직이고�있는�단�한�

명의�입주자였다. 비타�─ 삶�─ 라고�명명된�그�시설에는�가족한

테도�공적�기관한테도�버림받은�사람들이�쭈그리고�앉아�있었다. 

‘미치광이’, ‘약물중독’, ‘도둑’, ‘매매되는�노예’, ‘불평꾼’의�딱지가�

붙은�채, 그들은�자신을�나무라야�할�사람들로, 이력도�남기지�않

고�죽어가고�있다. 카타리나도�많은�입주자와�마찬가지로�‘정신장

애인’으로�분류되고, 간병인들에게는�‘넌센스’로�들리는�언어를�말

했다. 

    인류학자가�4년�후인�1999년에�재방문하자, 그녀는�휠체어에�앉

* 春日直樹, ｢生権力の外部──現代人類学をつうじて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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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팔다리의�통증을�호소하면서�‘사전’이라고�명명된�노트를�적었

다. “말을�잊지�않기�위해�쓰는�거야.” 더듬거리면서�늘어선�말은�

단편적이고�수수께끼�같으며, 개인사의�단편, 약물치료의�한�장면, 

심신의�그때마다의�상태를�생생하게�상기시키고, 인류학자의�관

심을�끌었다. 그는�카타리나와�끈질기게�대화를�계속해서�실마리

를�모으고, 관련된�의료기관의�기록을�조사하고, 의사, 공적�의료�

종사자, 이웃, 친척, 그리고�이별한�남편과�아이의�인터뷰에�성공

했다. 

    그녀는�22세로, 남편한테�끌려와서�입원한�후, 입퇴원을�반복했

다. 의사의�진단이력을�추적하자, 분열병, 출산�후�정신장애, 심인

성�정신장애, 신경�상태�악화, 울증의�순서였다. “나는�관심이�발동

했다”고�인류학자는�적었다. “카타리나의�정신상태를�전체적으로�

특정할�수�없고, 진단명이�감정�장애처럼�느슨한�것이�되어�갔다

면, 그녀는�왜�이런�시설에서�생애를�마치는가? 국가가�정신의료

의�개혁을�228추진했는데, 어째선�이런�일이�일어났는가?”1) 카타

리나가�불편한�손으로�적어내려�간�말을�되풀이해서�읽으면서, 인

류학자는�그녀가�어떤�주체로서�여기에�있는지를�해명하려고�한

다. 

    군사독재에서�탈피한�브라질은�신헌법에서�건강의�권리를�전�

국민에게�보증하고, 그�공급의�의무를�국가에�부과했다. 하지만�이�

생명정치는�경제의�전지구화와�신자유주의와�협조해야�했다. 결

1)  João Biehl, Vita: Life in a Zone of Social Abandon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85,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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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일어난�것은, 정신의료의�일부를�환자�가족이�담당한다

는�사태였다. 그�가족이�엄격한�시장원리에�노출됐을�때, 구성원의�

질병이�친밀한�관계를�변용시키고, 쓸모없다고�여겨진�자는�본인

의�합의�없이�의료기관에�수용되었다. 카타리나의�심신은, 이렇게�

급변을�거듭하는�정신의료제도와�가족�사이에서�구축되었다. 불

필요한�투약이�정신적인�부작용을�야기하고, 이러저러한�병명을�

진단받고�입퇴원을�반복한�후, 그녀는�아이도�돈도�빼앗기고�남편

에게�버림받았다(인류학자는�후반부에서, 이렇게�된�큰�요인으로�

선천성�운동�장애의�발병을�시사한다). 그녀를�떠맡게�된�형제한테

도�정신이�불안정하고�보행이�어려운�자매는�큰�부담이었기에, 마

침내�비타로�데려온�것이었다. 

    카타리나의�심신을�만들어낸�정신의료는, 진단과�투약뿐�아니

라�과학적인�지식�자체로부터�효력을�얻고�있다. 그�지식이�정상적

인�도구로�사용됨으로써, 사람들의�공감이나�경험의�가능성을�닫

아버리기�때문이다. 인류학자는�말한다. 자신의�이해가�어디까지�

올바른지는�모르지만, 한�명의�인간의�삶이�어떻게�보일지를�제시

하려고�노력했다. “더�이상�살만한�가치가�없는�인간�삶의�형태도, 

단순한�벌거벗은�삶이�되어서는�안�된다�─ 말이�있기에�소망이�있

는�것이다.”2)

    의료인류학에서�주목을�받고�있는조안�빌의�저작�『비타』(2005)

는, 인류학자가�생명권력을�어떻게�연구해야�하는가를�둘러싼�하

나의�범례이다.3) 세계�각지에서�생명권력의�장치가�구축되는�상

2) Ibid.,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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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불안이나�위험한�상태에�노출된�신체와�인격이�생겨난다. 

대충�예를�들면, 부적절한�진단과�치료, 특정한�질병의�낙인화, 제

한�없는�연명조치, 과잉�약물�투여, 국지적인�질병의�방치, 전통적

인�요법의�억압과�소실, 장기�매각의�요청, 신앙에�반하는�사체�처

리�등�실로�다방면에�걸쳐�있다. 불안이나�위험에�노출된�신체나�

인격이�어떻게�생겨나는가, 그리고�이�곤경�속에서�어떻게�주체로

서의�자기를�재구축하는가�─ 인류학자에�의한�연구�유형의�하나

를�확실히�인식할�수�있다. 

    이런�연구는�1990년대�후반, 동종의�사태가�지구�규모에서�돌출

했던�것을�배경으로�한다. 인간의�생명과�관련된�다양한�현상이, 

국지적인�현장에서�국가나�국제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관, 연구소, 

NGO 등�몇�가지�에이전트agent를�교착시켜서�분출하기�시작했다. 

기존�인류학의�연구�대상과는�달리, 동일한�문화나�정치경제�시스

템을�특정하기�힘든�사태이며, 담론이나�제도나�기술�등�상이한�차

원의�요소가�혼합적으로�만들어진�것으로, 단일한�틀이나�기술양

식으로�논의할�수�없다. 바로�미셸�푸코의�생명권력론을�상기하지�

229않을�수�없는�상황에, 많은�인류학자가�직면하게�된�것이다. 

3) ‘생명권력’, ‘생명정치’에�관한�인류학적�연구의�리뷰로서�Sharon R. Kaufman and 

Lynn M. Morgan, “Anthropology of the Beginnings and Ends of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4. 2005: 317-341의�2절을�참조. 인류학에서는�‘생명권력’을�실

증�곤란한�이론이라고�생각하고, 거리를�두려고�하는�경향도�인식할�수�있다. 예

를�들어�의료인류학의�대표적�텍스트�Merrill Singer and Pamela I. Erickson (eds.) A 

Companion to Medical Anthropology, Wiley-Blackwell, 2011은�500쪽을�넘는�본론의�어디

에도�이�말을�등장시키지�않는다. 게다가�생명권력에�관한�현상을�실제의�테마

로�삼더라도�이�단어를�사용하지�않는�경우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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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이런�사태를�푸코가�전개한�논의에�대질시켜�보면, 우

선�두�가지�점에서�차이를�내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쇠퇴,4) 그리고�생물과학의�분자혁명이라는�조건의�변

화이다. 

2. 사회적인 것 

생명권력을�사회의�발전과�결부시킨�푸코에�대해, 인류학자는�사

회가�명확한�존재가�아니게�되는�상황�아래에서�생명권력�개념을�

도입하는�경향이�있다. “사회적�불평등”을�바꿔서�“삶-불평등bio-in-

equalities”을�등장시키는�연구�등이�그�전형이다.5) 여기서는�사회적

인�것, 또는�사회성에�역점을�둔�최신�연구를�두�가지�정도�다루고, 

나중의�논의를�위한�포석으로�삼자. 

    스테판�콜리어는�소비에트�붕괴�후�1990년대�말의�남부�러시아

의�소도시에�초점을�맞추고, 주민의�생활기반으로서의�인프라가�

신자유주의라는�시련�속에서�어떻게�재정비되는가를�분석한다.6)

4) “사회적인�것the social”을�“인간적인�것the human”과�아울러서�재검토한�인류학적�

시도로�다음의�논문집을�참조. http:://natureculture.sakura.ne.jp/index.html

5) 특히�Didier Fassin, “Another Politics of Life Is possible”, Theory, Culture & Society, 26 

(5)，2009: 44-60은�불평등에�대해�푸코의�관심이�결여됐다는�것을�강조하고, 인

류학이�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장한다. 불평등에�관한�의료인류학의�대표적�

연구로서�Adriana Petryna, Andrew Lakoff, and Arthur Keinman, Global Pharmaceuticals: 

Ethics, Markets,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2006가�있다. 

6) Stephen J. Collier, Post-Soviet Social: Neoliberalism, Social Modernity, Biopolitics.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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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시대에�사회의�근대성을�구축하는�기법으로�작동했던�

도시건설이�개혁의�표적이�됐을�때, 실제로�무엇이�생겨났는가? 

콜리어는�푸코의�콜레주드프랑스�강의에서�중요한�단서를�찾아

낸다. 푸코는�자유주의를�“생명정치의�보편적�틀”로서�연구할�수�

있다고�자리매김하고, 생명정치적인�통치가�어떻게�각�시대와�각�

지역에서�상이한�문제�형성을�거쳐�계승됐는가를�검증한다. 그렇

다면�신자유주의는�소비에트�통치의�생명정치에�대해�어떤�형태

로�반성을�촉구하고�어떤�문제�형성을�통해�인프라�정비의�재프로

그램화의�실천을�맡았을까?

    ‘소비에트적�사회성the Soviet social’이�도시생활을�형성하는�요소들

에�의해�구성된�이상, 탈소비에트�시대의�사회성도�도시의�설비들

과�주민�사이의�미세한�관계의�재편성을�통해�구축된�것�아닐까? 

생활에�불가결한�난방�시스템을�예로�들면, 세계은행이나�UNDP

를�필두로�하는�국내외�전문가들의�보고나�제언이�쏟아져�나오고, 

확실히�신자유주의적인�언어를�공유하는�논의가�거듭됐다. 그러

나�미시경제학에�의거하는�그들의�논의는�결코�시장이나�효율을�

내세우는�것이�아니라, 수급하는�쪽의�소비자로서의�주권이나�공

급하는�쪽의�기업으로서의�적성을�강조하는�것이었다. 이들의�주

장에�재원이나�기술의�제약이�작동한�결과, 선택의�자유와�계산�결

과를�중시하는�형태로�기존의�시스템과의�절합이�실현됐다. 구체

적인�변혁으로는, 공급�쪽의�독점�상태에�규제를�부과하거나, 난방

시스템의�지표에�기초하여�지급량을�결정하거나, 모든�세대에�대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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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균등한�원조에서�격차를�고려한�지원으로�전환한다는�내용이

다. 

    신자유주의�개혁은�결코�사회와�대립하는�것이�아니다. 푸코가�

논했듯이, 자유주의와�사회의�관념은�밀접하게�다양한�연결을�갖

고�있다. 난방시스템을�둘러싼�변혁에서는, 건물의�구조, 밸브나�

계량기의�설치, 예산의�형식�등을�감안하면서, 인간과�사물의�관계

를�재편성함으로써�230소비에트적�사회성을�계승하고, 탈소비에

트적�사회성으로�재배치했던�것이다.7)

    사회성의�구축에�대해, 미국�북동부의�탄광마을을�사례로�완전

히�상이한�방향에서�논한�것은�훈�송이다.8) 노동절에�비둘기를�쏴

서�떨어뜨린다는�예전부터의�풍습은, 1980년대에�“잔학한�풍습”

으로�미디어에�보도되자, 찬반양론을�부르짖는�다양한�사람들이�

밀려드는�장소로�바뀌었다. 근교의�노동자들이�총을�갖고�달려들

어�비둘기를�쏴서�떨어뜨리려고�하면, 애호단체의�구성원이�부상�

입은�비둘기를�익숙하지�않은�손놀림으로�간호하려고�하며, 텔레

비전�카메라가�이것을�쫓는다는�식이다. 마을�주민들은�인류학자

에게�속삭였다. 동물애호자와�‘유대인이�통제하는’ 언론이나�주의�

경찰은�비밀�동맹을�맺고�있다. 이�음모론은�세계의�종언과�관련될�

정도로�중대하고�있고, 듣는�자를�불길한�암시의�한복판에�방치해

7) 이런�관점은�브뤼노�라투르로�대표되는�과학기술론의�논의와�통하는�것이며, 

코리아도이�점을�인정하고�있다. 

8) Hoon Song, Pigeon Trouble: Bestiary Bioxpolitics in a Deindustrialized Americ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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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다. 

    음모설에�해석을�덧대는�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이�음모의�지평

에�가담하고�있다는�것을�알아채지�못한다. 데카르트주의에�물든�

사회과학에는, 의심이�인간이라는�존재에�떼어내기�힘들�정도로�

달라붙어�있다는�인식이�없기�때문이다. 이�문제는�푸코의�『말과�

사물』을�읽으면, “지식의�개체이자�아는�주체”가�내포하는�불균형

으로�제시된다. 서양�근대의�지식은�코기토의�해결을�배반하고�

“사고되지�않는”9) 차원을�항상�생성하며, 음모설과�코기토의�밀

접한�관계를�인정할�수�있다. 둘�다�자기를�확증하려고�시도하며, 

자기에�항상�따라다니는�다른�것을�데리고�오기�때문이다. 

    후년의�푸코는, 인간의�존재에�부대附帶하는�“사고되지�않은�것”

을�자기�통치나�규율권력의�안쪽에서�결제決濟하고, 권력의�바깥쪽

에�대해서는�말하지�않는�자세를�관철했다. 다행히도�조르조�아감

벤은, “권력에�외부는�없다”고�선언하는�법의�외부자를�주권자로

서�논의에�둠으로써, 규범적인�인간의�범주가�일탈적인�‘예외상태’

와�함께�생산되는�상황을�제시한다. 생명정치란�규범적인�‘인간’을�

신원규정하여�인간의�존재적�문제를�해소하는�곳에서�성립한다. 

탄광촌의�소동에서는�이런�생명정치의�기반이�드러난다. 미디어

나�동물권리단체는, 주민을�동물�같은�노동자로�보도하는�한편, 자

신�쪽에�“순수한�인간성”을�만들어내는�것이다. 

    음모론의�논리적�비약은, 배제된�쪽이�사회성을�빚어내려고�하

는�움직임을�시사한다. 사고하는�주체가�사고되는�대상에서�빠져

9)푸코가�말하는�“l’impensé”는�영역하면�“the unthough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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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위해서, 우리는�칸트가�말하는�“신념의�비약”을�추구하는

데, 사회성은�그�귀결의�하나로�간주할�수�있다. 다른�것으로서의�

자기는, 자기의�투영�같은�타자와�함께�있는�상황을�주어진�것으로�

받아들일�때, 자기의�“사고되지�않은�것”과�사회적인�존재로서�마

주할�수�있다(훈�송은�이�논의를�｢마르셀�모스�논문집에�부치는�서

문｣의�레비-스트로스의�문장을�고찰하면서�전개한다). 요컨대�현

대�미국의�한�시골마을에서�동물을�둘러싸고�떠도는�음모론은, 

“순수한�인간성”에서�밀려난�사람들이�자기와�타자의�사회성을�

빚어내는〔자아내는〕 기법이며, 사고�불가능한�외부로부터�접근함으

로써, 그들이�생명권력에�재차�231편입되는�주체가�되는�과정으로�

이해할�수�있다. 

  콜리어와�송의논의는�대조적이다. 전자에서는�생명권력이�도시

의�인프라�정비를�가시적으로�추진하는�곳에서�사회성이�형성되

고, 후자에서는�비가시적인�그림자로서의�사회성이, 받아들여질�

수밖에�없는�것으로�나타나는�곳에서�생명권력의�재편성을�확인

할�수�있다. 전자에서는�푸코의�텍스트에�의거해�고찰을�전개하지

만, 후자에서는�푸코가�배제한�‘사고되지�않은�것’을�이끌어냄으로

써�분석을�수행한다. 생명권력과�사회의�관계를�정면에서�논한�인

류학의�연구는�적지만, 푸코가�남긴�텍스트에�충실한�방향뿐�아니

라, 반대로�사고를�넘어서는�외부로부터�주체나�사회성을�설파하

는�방향도�있을�수�있음을�확인하고�싶다. 미묘하지만, 이것은�푸

코와�아감벤을�나누는�차이라고도�할�수�있다.10) 주권자에�관한�아

10) 푸코와�아감벤의�‘주권자’에�관한�차이에�주목해�두�사람의�생명권력의�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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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벤의�논의는�인간에게�(입법이라는) 역할의�일부를�맡도록�하는�

전제로�인해�초월적인�성격을�잃지만, 그가�특기로�삼는�‘사이’가�

외부와의�관계를�통해�성립된다는�것은�확실하다. 덧붙여, 많은�인

류학자는�『비타』의�저자와�마찬가지로, ‘벌거벗은�생명’을�의미�부

여에서�벗어난�삶으로�받아들이고, 아감벤을�다루려�하지�않는다. 

3. 분자혁명 

게놈�해석이나�생체조직�공학�등�분자�수준의�과학기술이�1990년

대�후반에�활짝�꽃을�피우자, 생명권력의�새로운�성격을�논하는�연

구가�빈출한다. 그�중핵은�폴�래비노우가�사회학자�니콜라스�로즈

와�제창한�“분자�생명정치molecular biopolitics” 개념이다.11) 분자�생명정

치는, 푸코가�논한�것처럼�인구를�대상으로�한�통제와�주체의�규율

화에�의한�통치가�아니라, 각자가�자신의�판단으로�정치적�주장을�

과학기술의�성과에�절합시키고, 생명에�대한�새로운�책임을�국가

가�떠맡게�하는�것에서�성립한다. 생물학적�증명의�공유에�기초하

여�조직되고�조정되는�사회관계를, 래비노우는�일찍이�1992년에�

“생명�사회성”으로서�제기하고�있다.12)

비교한�연구로서�다음을�참조. Willem Schinkel, “From Zoepolitics to Biopolitics: 

Citizenship and the Construction of ‘Socie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3 (2), 

2010: 155-172.

11)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Biopower Today”, Bio-Societies, 1(2)，2006 : 195-218.

12) Paul Rabinow, “Artificiality and Enlightenment: From Sociobiology to Biosocial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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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장에는�당연히�반론이�가해지고�있다. 생명�사회성은�확실

히�선진국의�일부에서, 예를�들어�환자의�자조自助 그룹이나�지원

조직의�형태로�인식할�수�있지만, 세계의�여러�지역들을�보면�분자

혁명은�다양한�사태를�생성시켰고�오히려�불평등을�확대하고�있

다는�비판이�전형이다. 의료와�관련된�이�새로운�통계나�제도는�인

구를�기반으로�하는�기존�통치를�존속시키고�있다는�지적도�있었

다.13) 그렇지만�분자혁명이�사회성을�변용시키거나�만들어내는�

것은�확실하며, 그�성질을�논하는�연구가�속속�나타나고�있다. 

   하나의�조류는, 인간의�조직�조각組織片이�상품�가치를�갖고�있는�

것에서�출발해�‘생명경제’를�논하는�유형이다. 재생�능력을�특징으

로�하는�“생명자본”이�어떻게�인격과�인격의�관계를�재편성하는

가에�초점을�맞출�때, 국가의�통치나�증여의�원리�같은�다른�요소

가�활성화되는�국면과�마주친다. 극단적인�경우에는, “생명�내셔

Jonathan Crary and Sanford Kwinter (eds.), Incorporations, Zone, 1992. pp.234-252.

13) 이것들을�망라하는�대표적인�비판으로서�Sujatha Raman and Richard Tutton, 

“Life. Science, and Biopower”, Science, Technology Human Values, 35 (5), 2010: 711-734. 

다만�래비노우의�“생명사회성”은�질병의�유전자적인�이해가�기존의�사회성을�

어떻게�변형시키는가라는�문제제기의�색채가�강하다. 이�개념을�둘러싸고�금세

기에�제기된�논의에서는, 그의�의도에서�벗어나�다른�의미를�부여하는�경우가�

적지�않다(Stefan Beck, “Staging Bone Marrow Donation as a Ballot : Reconfiguring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Using Biomedicine in Cyprus”, Body & Society, 17 (2─3), 

2011: 93-119를�참조). 이�점에서�북부�타이의�에이즈�커뮤니티의�형성을, 생명사

회의�새로운�현상으로서�이지적으로�분석한�타나베�시게하루田辺繁治의�연구

는�귀중하다(田辺繁治, 『케어의�커뮤니티�: 타이�북부의�에이즈�자조�그룹이�열

어젖힌�것(ケアのコミュニティ──北タイのエイズ自助グループが切り開くも

の)』, 岩波書店, 2008年). 

426 �思想』,�2013년�2월호�:�생명권력�특집호�

널리즘”이�생겨나서�국가의�인구를�“임상�노동”으로서�조직한

다.14) 생명경제는�상품�관리의�리스크를�증대시킴으로써, 232질병

의�대유행pandemic이나�테러의�불안과�결부되면서�“생명안전보장”

의�체제를�구축한다.15) 그러나�다른�극을�보면, 무상의�장기제공을�

촉진하고, 국가를�넘어서�‘생명�하위�정치“의�지평을�개척하는�사

태를�산출하고�있다.16)

   사회성을�직접�논하지는�않지만, 생물적인�차원의�변화와�문화�

차원의�그것이�밀접하게�서로�관련되는�양상을�그려내는�연구는�

많다. 래비노우가�예상했듯이, 양자의�분단分斷이�사라지는�일은�

아직�일어나지�않았다. 예를�들어�미국의�문화에서는�친족이�유전

적으로�정의되었으나, 분자혁명이�가져온�지식이�친족�개념에�그

대로�동원되었느냐�하면�그렇지도�않다.17) 문화는�예상�이상으로�

유연한�적응을�보이며, 문화의�차원을�간직하고�있다. 유전자�조작

이�기존의�성이나�출신의�변별을�무효화하더라도, 가축처럼�상품

14) Robert Mitchell and Catherine Waldby, “National Biobanks: Clinical Labour, Risk 

Production and the Creation of Biovalue”,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5 (3), 

2010: 330-355.

15) ‘생명경제’, ‘생명자본’, ‘생명안전보장’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진행�중이다. 

이것들을�포함해, 푸코의�작업이�어떻게�계승되는가를�간결하게�정리한�일본어�

문헌으로는�山崎吾郎, 「研究動向 : 生政治と統治性の現在」, 檜垣立哉 編, 『生権

力の現在 : フーコーから現代を読む』, 効草書房, 2011年 수록이�있다. 

16) Beck, op. cit.

17) Stefan Helmreich. “Trees and Seas of Information: Alien Kinship and the Biopolitics 

of Gene Transfer in Marine Biology and Biotechnology”, American Ethnologist, 30 (3). 

2003: 340-358. esp.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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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들어지기까지의�계보가�변별의�새�기준이�되며, 새로운�브랜

드성이�생겨나기도�한다.18) 어쨌든�분자혁명이�사람과�사물의�관

계들을�유동적으로�했다는�것은�사실이며, 사회적인�사태가�기존

의�‘사회’ 개념으로부터�거리를�두는�형태로�생성해�나가는�상황을�

상기시킨다. 

   분자혁명에�대해서는�일부�철학이나�사회학과�마찬가지로, 현

실감이�없는�공상적인�논의가�버젓이�통용된다. 예를�들어, 시간의�

역행이나�정지를�개인의�내부에서�산출한다든가, 개인이나�생사

의�경계를�불명료하게�한다는�주장은, 냉동배아나�배양된�장기에�

주물적인�과장을�가한�부정확한�생각이다. 인간의�개체에�두�가지�

이상의�뇌를�장비裝備하는�계획은, 현재�어디에도�없고, 어떤�세포

도�불가역적으로�분열을�계속해서�언젠가�노화한다. 생물적�현상

의�우발성을�강조하여�생명정치의�근본적�변화를�예언하는�논의

가�있지만, 현�단계에서의�불가지성을�우발성이라는�본질적�특징

으로�치환했을�뿐이다.19) 해양�미생물학�연구의�빼어난�민족지를�

18) S. Franklin, “Kinship, Genes, and Cloning: Life after Dolly", in Alan H. Goodman, 

Deborah Heath, and M. Susan Lindee (eds.), Genetic Nature/Culture: Anthropology and 

Science beyond the Two-Culture Divi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95-110; 

Donna J. Haraway, Modest Witness@Second_Millennium: FemaleMan_Meets_OncoMouse, 

Feminism and Technoscience, Routledge. 1997.

19) 전형적인�논의로�다음이�있다. Carlo Caduff, “The Semiotics of Security: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the Biopolitics of Informational Bodies in the United states”, 

Cultural Anthropology, 27 (2), 2012: 333-357; Michael Dillon, “Governing through 

Contingency: The Security of Biopolitical Governance”, Political Geography, 26 (1), 2007: 

41-47; Hannah Landecker, “Living Differently in Time: Plasticity. Tempor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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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스테판�헬름라이크조차도�심해의�특별한�상태에서�생기는�유

전자의�운동을�생물�일반의�문제인�것처럼�적고�있다.20)

   위와�같이, 사회적이고�생물학적으로�생성�중인�사태에�관한�고

찰은, 생명정치의�지속이나�변용을�어떻게든�논하지만, 생명권력

의�존재�자체는�전제로�하고�있다. “인간의�생명”은�의미나�관여나�

형태를�어떻게�바꾸든, 항상�생물학적으로�정치적인�대상으로서�

설정되고�있다. 인류학은, 현대세계를�어떻게�해서�생명권력으로�

논하는가라는�문제의�안쪽에는�파고들지만, 왜�생명권력에서�논

할�수�있느냐라는�문제는�멀리�떨어져�있다. 푸코는�『말과�사물』에

서, 세계를�이해하려고�하는�사고가�산출하는�“사고되지�않는” 차

원을�민족학이�일궈낼�장소로�할당했지만, 이�학문�스스로가�그것

을�포기해�버린�듯하다. 

   정리하자. 푸코의�생명권력론이�현대의�상황에서�전환을�필요

로�하는지�아닌지에�대해서는�논의가�거듭되고�있다. 그러나�왜�생

명권력을�자연스럽게�논할�수�있는가는, 생명권력�논자에�관련된�

한에서�묻지�않고�있다. 생명권력에�부착되는�이�특전은, “인간의�

생명”이�자연적이고�동시에�사회인문적인�대상으로서, 이른바�자

동적으로�산출되고�있다는�상황을�상기시킨다. 여기서�처음으로, 

‘사고되지�않는’ 차원을�일궈내는�233 인류학자가�누구인가를�알�

Cellular Biotechnologies”, Culture Machine, 7, 2005: 1-99; Catherine Waldby, “Stem Cells, 

Tissue Cultures and the Production of Biovalue”, Health (3)，2002: 305-323. 

20) Stefan Helmreich, Alien Ocean: Anthropological Voyages in Microbial Se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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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4. 사고의 양분화 기계

에두아르도�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는�다음처럼�논한다. 조금�길

지만, 과거�내가�요약한�일부를�그대로�─ 이름의�표기만을�바꿔서�

─ 인용하겠다. 

… 남미�선주민의�조사에�입각해�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

는�생각했다. 예를�들어�그들이, 사람한테서의�피가�재규어

한테서는�옥수수�발포주가�된다고�했을�때, 우리처럼�똑같

은�대상을�다른�식으로�보고�있다고는�이해하지�않는다. 우

리라면, 사람과�재규어의�별개의�심성이나�문화�나름의�특

성으로서, 거기에�상이한�견해가�생기는�것이라고�받아들

인다. 하지만�남미�선주민들은, 양자가�상이한�신체를�갖고�

있기에, 거기에�있는�것이�실제로�다른�유類로�바뀐다고�생

각한다. 이�경우의�신체는, 우리의�표현을�본�딴다면�물질적

인�실체가�아니라, 하비투스〔아비투스〕를�구성하는�존재양식

이며, 항상�불안정하게�생성변화를�이룩한다. 사람과�재규

어는�신체가�다르지만, 둘�다�반성적인�전망을�가진�주체이

며, 우리의�말을�사용하면�‘인간성’을�공통의�조건으로�삼고�

있다. 

   인간과�재규어가�보는�것의�차이는, 우리에게는�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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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전제로�하여�정신의�특성이�작동한�소산으로�여

겨지지만, 남미�선주민에게는�정신과�주체의�보편성이�신

체적인�차이를�통해�산출하는�결과로�이해된다. 비베이루

스�지�까스뜨루에�따르면, 전자를�‘다문화주의’로�칭한다면, 

후자는�“자연�또는�사물은�특수한�것의�형태일�것이다”21)

라고�보는�한에서�‘다자연주의’라고�표현할�수�있다. 정말이

지, 우리는�자연과�정신을�분리하고, 보편적인�질서를�가질�

터인�자연의�연구에�대해, 정신의�특성을�탐구하는�다른�연

구�영역을�인문사회과학으로서�유지해�왔다. ‘다문화주의’

는�이런�사고방식을�표상하는�하나의�언어이며, 직접적으

로�표현하면�“자연보편주의” 내지�“단일�자연주의”가�될�

것이다. 

   이에�반해�남미�선주민은, 보편적인�것은�동물이나�인간�

등의�주체성과�‘인간성’에�있다고�생각하고, 자연의�사물은�

똑같은�장소에�똑같은�시점時點에서�다양한�양식으로�존재

할�수�있다고�한다. 신체의�형태도�그런�자연의�차원에�속하

므로�결코�보편적이�아니라, ‘활발한�정서�시스템’22)이�무엇

을�먹이고�어디에서�생활하게�하느냐에�따라�바뀌어�만들

어질�수�있다는�것이다. 똑같은�것은, 남북�아메리카�외에�

시베리아나�동남아시아에서�찾아낼�수�있다고�비베이루스�

21) Eduardo Viveiros de Castro, “Cosmological Deixis and Amerindian Perspectivism”,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4 (3), 1998: 469-488, esp. p.470.

22) Ibid., 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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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까스뜨루는�지적한다. 보편은�인간성과�사회성에�부여

되고�있으며, 자연은�신체처럼�변화를�계속해서�특수한�형

태에�그친다. 즉, ‘다자연주의’이다.23)

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의�주장이�뛰어난�것은, 남미�선주민과�우

리의�대비를�인식의�차이로�제시하는�것이�234아니라, 존재�그�자

체의�양식의�차이로�전개한다는�점이다. 전자라면�다문화주의의�

한�변이에�불과하지만, 후자이기�때문에�하드�사이언스부터�인문

학에�이르기까지�우리의�지식의�존재방식을�끌어내는�데�성공했

다. 우리의�지식은�“단일�자연주의�+ 다문화주의”의�두�가지�자율

적인�병치에�의해�편성되며�─ 다만�후자의�표현은, 문화의�보편성

도�포함해�다양한�가치가�경합하고�융합하는�양상을�나타낸다�─ 

이로부터�남미�선주민의�지식의�구성을�볼�때, “다자연주의�+ 단

일�인간주의”의�세트임을�알�수�있다. 

   “단일�자연주의�+ 다문화주의”의�한�쌍에는, 다양한�이항대비가�

이어진다. 과학과�사상, 객관과�주관, 규칙과�의미, 자연과�인간(사

회), 자연과학과�사회인문과학�등, 서양근대의�사고를�뒷받침하는�

이분법이다. 바로�푸코가�『말과�사물』에서�전개한�인문과학들의�

계보를�연상시킨다. 인간이�“지고의�주체”로서�“이해하기�어려운�

객체”로�변한�후에, 생물적�생명으로서의�자신을�객체시하는�과학

23) 졸고, 「생명의�케어와�시간�: 실험용�미니부타와�공립노인홈의�피지인을�연접

하다(生のケアと時間 : 実験用ミニブタと公立老人ホームのフィジー人を連接

する)」, 西井涼子 編, 『시간의�인류학�: 정동・자연・사회공간(時間の人類学 : 

情動・自然・社会空間)』, 世界思想社, 2011年, 213-21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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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과학을�만드는�주체가�스스로를�말하는�인문과학들과의�이

분적인�출발점이�형성됐다는�것을�푸코는�시사하고�있다. 비베이

루스�지�까스뜨루는, 그런�근대�서양에�있어서�“사고되지�않는” 지

식의�존재방식을�제시해�보여줬다. 사고할�수�없던�것은, 우리의�

지식이�“단일�자연주의”와�“다문화주의”의�양극으로�향하는�흐름

으로�계속�생성되고�있으며, 그�외부로�나갈�수�없기�때문이다. 남

미�선주민의�지식의�구성은�이리하여, “단일�자연주의�+ 다문화주

의”라는�사고의�자동적인�이분화�기계가, 우리의�깊숙한�곳에�박

혀�있음을�가르쳐주는�것이다. 

   생명권력은�사고의�이분화�기계와�불가분한�관계에�있다. 콜레

주드프랑스�강의록을�읽어보면, 푸코는�생명정치의�형성을�18세

기에서�19세기�사이로�보고�있으며, 『말과�사물』에서�제시한�과학

의�이분화적�성립의�시기와�겹쳐진다. 그것은�생물적�생명으로서

의�인간이�탄생한�시기이기도�하다. 아마�생명권력의�장치는, 이분

화�기계의�중앙에�인간�─ 객체이자�주체, 생물학적�생명이자�사회

적�존재가�된�인간�─ 을�배치하고, 그들에게�생명과�사회가�접합

하는�지대에서�자기의�통치를�전개시키는�프로그램을�준비했을�

것이다. 자연적이자�사회적인�“인간의�생명”의�당사자로서의�자

기는, 관련된�사태를�두�개의�영역으로�쪼개면서, 스스로를�통치하

고�있다. 사고의�이분화�기계는�이렇게�“인간의�생명”을�중추에�둔�

상태에서�본격적인�작동을�일으킨�것이다.24)

24) 생명권력의�또�다른�형태로서�제시된�“해부정치학”은�이미�17세기에�탄생했

다. 따라서�여기서의�논의는, 신체의�규율훈련적인�권력을�내재화시킨�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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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되면, 『말과�사물』이�제기한�인간�지위의�애매함은, 자연

과학과�사회인문과학의�두�개의�노선으로�정연한�형태로�배분되

어�검토할�수�있게�된다. 인간과�관련된�지식과�그�실천은, 자연으

로서�객체화되느냐, 그�객체화를�행하는�주체와�관련되느냐에�따

라�두�계열�중�어느�하나로�갈라지고, 각�계열의�내부에서�끊임없

이�재편성이�진행된다. 자동화한�사고의�이분화�기계는, 그�중추의�

‘인간의�생명’이�어떤�시기에�구축된�것일�뿐이라고�가르치려�하지�

않는다. ‘인간의�생명’의�자명성을�어떻게�물을�수�있겠는가. 이리

하여�235생명권력론은, 인간의�사회적이자�자연적인�생명�이외의�

생명을�찾아낼�수�없다. “인간의�생명” 자체의�문제는, 바로�존재

론적으로만�발굴해서�제기할�수�있을�뿐이다. 

5. 바깥쪽에서 사고하다 

생명권력론의�한계를�넘어서려면�어떻게�해야�할까? 자연적이고�

사회적인�“인간의�생명”의�바깥에서�사고하기�위해서는, 이분화�

기계를�탈출할�필요가�있다. 그게�가능할까? 우선�비베이루스�지�

까스뜨루의�논의가�어디까지�힘을�발휘할�수�있는가를�생각해보

자. 

   그에�대한�비판은�다자연주의�그�자체가�아니라, 존재론의�주장

에�집중된다. 어디까지�존재와�관련되느냐, 결국은�문화의�차이에�

사고의�양분화�기계를�새롭게�장착하고, 개체부터�종까지의�차원들에�있어서�

인간적인�사태를�독해한다는�내용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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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것�아니냐는�내용이다.25) 존재로서의�리얼리티를�확보하

지�못하고, 단순한�사고양식의�차이로�환원되는�것은, 역시�근대�

서양의�“단일�자연주의�+ 다문화주의”의�세트에�압도적인�존재감

이�있으며, 남미�선주민의�주장은�다문화주의에�갇혀서�지켜질�수

밖에�없는�상황을�의미한다. 비판을�받은�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

는�신념도�전제도�없이�“문자�그대로�받아들인다”는�것을�강조한�

후, 진위의�일의적인�결정�등이�성립하지�않는�수준에�주의를�기울

인다.26) 그것은�그도�인정하는�대로�서양의�사회인문학자들이�일

찍이�탐구했던�것이며, “단일�자연주의�+ 다문화주의”를�세트로�

한�비판으로부터의�후퇴를�이야기한다. 즉�사회인문학의�영역에

서�가치나�의미의�존재방식에�대해�검토하고, 자연과학적인�진리

나�사회의�상식의�답답함을�누그러뜨리는�논의이며, 사고의�이분

화�기계의�안쪽으로�스스로를�이동시켜�버린다. 

   이것은�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에게만�국한된�얘기가�아니다. 

서양근대를�지배하는�자연/사회의�이분법을�허구라며�물리치고, 

과학의�실천이�이종혼교적인�요소로�이루어진다는�것을�실증한�

브루노�라투르도�또한, 과학자들로부터의�비판을�거쳐�그�주장을�

사회인문학의�내부에�한정해버렸다는�감이�있다.27) 그의�논의가�

25) Michael Carrithers. Matei Candea, Karen Sykes, Martin Holbraad, and Soumhya 

Venlcatesan, “Ontology Is Just Another Word for Culture: Motion Tabled at the 2008 

Meeting of the Group for Debates in Anthropological Theory, University of 

Manchester”, Critique of Anthropology, 30 (2), 2010: 152-200.

26) Eduardo Viveiros de Castro, “Zeno and the Art of Anthropology: 〇f Lies, Beliefs. 

Paradoxes, and Other Truths”, Common Knowledge, 17 (1), 2011:1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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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옳더라도�과학의�존재감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며, 기껏

해야�적절한�환경�조성을�위한�자료에�그친다. 

   그러면�중요한�푸코의�논의는�사고의�이분화�기계로부터의�탈

출을�어떻게�엄호해주는가? 그는�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나�라투

르와�달리, 자연과학보다는�사회인문과학들에�비중을�두고, 근대

서양의�사고양식의�형성을�추적해�왔다. 원래�그에게�사고하는�자

는�상황의�전적인�외부에�있는�것이�아니고, 거기에�얽혀서�어쩔�

수�없이�된�것도�아니다. 그의�생명권력론에서도�그런�가능성과�조

건�부여를�모두�분석할�수�있는�것�아닐까?

   자주�지적되지만, 푸코는�‘어설픈’ 인간과학들28)의�성립을�논할�

때�조르주�캉길렘이�생물과학에�대해�전개한�방법을�참조했다. 생

27) 실제로�라투르의�연구는�과학자들의�비판을�끌어낸�책이�눈에�띄지�않는�한편

으로�(예를�들어�Bruno Latour and Steve Woolgar,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Sage Publications, 1979;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브뤼노�라투르, 스

티브�울거, �실험실�생활�: 과학적�사실의�구성�, 이상원�옮김, 한울, 2019), ‘근대’

나�‘사회’에�반성을�촉구하는�논의가�영향을�늘리게�됐다(Bruno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브뤼

노�라투르, �우리는�결코�근대인이었던�적이�없다�, 홍철기�옮김, 갈무리, 2009); 

Reassembling the Social :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8) 이하의�“the ‘dubious sciences’ of Man”에서�유래한다. Paul Rabinow, Essays on the 

Anthropology of Rea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86. 이�표현에는�푸코의�스

승인�캉길렘이�생명과학을�논하고, 그�스승인�가스통�바슐라르가�하드사이언스

의�형성을�제시한�것에�반해, 푸코는�가장�기묘한�과학을�상대로�했다는�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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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규범은�유기적�조직체에�내재하지만, 사회의�규범은�정치적

인�결정에�의거하여�불확정한�성격을�갖고�있다.29) 푸코가�남긴�236

연구들은, 그가�이�인식에서�출발해�사회의�규범을�뭔가�내재적으

로�제시하려고�한�궤적으로�볼�수�있다. 왜�그�작업을�캉길렘�─ 그

리고�클로드�베르나르�─ 의�생물과학적인�개념에�준거하여�행했

느냐고�물으면, 인간�개인의�경험보다도�물질의�보편적인�조직을�

우선시키는�입장을�계승한�푸코에게서, 적어도�경험의�흔적이�풍

부한�과거의�개념들에�비해�활용하기에�적합했다고�대답해도�틀

리지�않을�것이다. 다만�이것에�의해�그의�연구에는, 캉길렘이�외

재적으로�따라다닐�수밖에�없다. ‘규범’, ‘정상성’, ‘체제’, ‘조정調整’, 

‘에코노미’가�인간이나�사회의�심급들의�성립�과정을�아무리�자율

적으로�그리더라도, 거기에는�반-생명적인�성질이�부대付帯하는�

것이다. 

   생명권력은�이�바깥쪽의�그림자를�떨쳐내고, 오히려�안쪽에�재

장착한다는�점에서, 혁신적일�터였다. 생명권력은�개인들의�경험

으로서의�생명le vécu과�생리학적인�생명le vivant을�합치시키므로, 생

명체의�논리와�인간의�규범화가�직접�관계되는�상황을�만들어내

기�때문이다.30) 푸코는�이�상황의�생성을�검증하고자, 생명권력에�

29) Georges Canguilhem.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6

(조르주�캉길렘, �정상적인�것과�병리적인�것�, 여인석�옮김, 그린비, 2018). 

30) Georges Canguilhem, Etudes d’hisoire et de philosophie des sciences, Vrin, 1968, p.335. 이�구

분이�푸코에게�끼친�영향에�관해서는�여러�가지�논해졌는데, Paul Rabinow, 

“French Enlightenment : Truth and Life”, Economy & Society, 27 (2-3), 1998: 193-201은�

현대의�문제로서�다시�제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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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여�새로운�현실로서�발견된�“사회”, 게다가�사회를�통계적

인�평가를�통해�관찰할�수�있게�한�“인간자연人自”으로�눈을�돌리

게�된다. 생명권력�자체의�평가는�차치하고, 이�권력은�사회적인�

규범을�내재적으로�논할�수�있는�방향을�부여했다. 사회적인�것이

나�인간적인�것의�수상쩍은�구성은, 캉길렘이�말하는�“생명�그�자

체la vie elle-même”의�수준과�직접적으로�대조해�성격�규정할�수�있다. 

1976년�3월의�강의에서는�이�욕망이�넘쳐났으며, 78년�1월의�강의

에서도�여전히�남아�있다. 

   이후, 푸코가�생명권력이라는�말을�사용하지�않게�된�것은, 희망

을�버리지는�않았으나, 목표�달성을�향한�돌진이�순항하지�못했음

을�암시한다. 생명권력의�구성을�내재적으로�논하는�것은, 푸코도�

만만치�않았다고�해야�할�것이다. 세계�각지에서�실제로�다양한�생

명정치가�전개되는�오늘날에는�더욱�곤란하고�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고�싶어진다. 생물학적이고�사회적인�인간의�생명〔삶〕을�필연

성과�우유성을�나누면서�도출하는�것이�지난하다면, 그것은�이�삶

의�외부를�사고하기�위한�충분한�객체화에�도달하지�못했다는�나

쁜�소식인�동시에, 삶의�구성과�관련된�불가지적인�요소에�잠재적

인�효력을�기대해도�좋다는�좋은�소식이기도�하다. 그러나�푸코의�

생명권력론의�가능성과�조건화를�이렇게�읽을�때, 사유의�이분화�

기계로부터의�탈출로는�보이지�않으며, 오히려�구체적인�실마리

가�막혀�있다는�느낌이다. 

   라투르의�경우에�자주�나타나는데, 사고의�이분화�기계의�압도

적인�존재감은�세트를�이루는�어느�한�쪽의�출력에�의한�기여가�크

다. 사상보다�과학, 의미보다�법칙, 사회인문학보다�자연과학이�이�

438 �思想』,�2013년�2월호�:�생명권력�특집호�

기계의�가동에�의해�강하게�기여한다. 어찌된�영문인지�생명권력

의�연구는, 푸코�자신의�사고법을�본받듯이, 세계�각지에서�관찰되

는�사태를�생물에�관한�과학기술과�사회적인�측면�사이의�관련성

으로�분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수학, 물리, 화학�등�하드�사이언

스가�형성되고�강도를�237높이는�과정으로서�고찰되는�경우는�적

다. 생물과학의�발전은, 생명을�물리화학적이고�수학적인�현상으

로서�해명하는�과정임을�감안한다면, 하드�사이언스로�수렴되고�

있는�사고양식이란�무엇인지를�되묻지�않으면�안�된다. 

   수학물리학의�인류학적�연구를�시작한�필자는, 연구�자체가�거

의�존재하지�않을�뿐�아니라, 사회인문계의�다른�분야를�봐도�하드�

사이언스�전문가의�상대가�되지�않을�정도로�단순화하고�왜곡된�

허상을�논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알았다. 자연계의�기초교양에

서�가르치고�있는�20세기�중엽까지의�수학물리에�대해서는, 아래

와�같이�말할�수�있다고�생각한다. 과거의�진위�체계와�현재의�그

것�사이에는�수많은�단층斷層이�보이는데, 진리의�재편성은�적어도�

19세기�이후, 과거의�체제(의�일부)를�포섭하는�스타일로�행해지

고�있으며, 이른바�진리의�증식이라는�형태로�전개된다. 하드�사이

언스의�담론이나�실천형태는�사회인문학에�비해�규칙rule이�명확

하고, 진리�생산의�게임은�거칠게�말해서�민주적인�진행을�계속한

다. 민주적인�경쟁에�의해�진리를�공동으로�증식시키는�의식이�게

임의�활성화를�촉진한다. 이것이�가능한�것은, 하드�사이언스의�언

어에�의미의�진폭이�적어서, 대상으로�하는�요소들의�동일성을�확

보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하드�사이언스는�요소들�사이의�

관계를�발견하는�것에�매진하고, 새로운�불확정한�관계를�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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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들어낸다. 

   이처럼�하드�사이언스는�그�자체로�완결된�사고를�계속하기�때

문에, 이분화�기계는�어느�한쪽片側에�대해서도�상응한�가동을�요

구한다. 인문사회의�영역은, 발견된�관계와�새로운�불확정한�관계

를�막연하게�알고�있으며, 그것들의�의미나�가치를�검토하는�작업

을�해야�한다. 다만�하드�사이언스의�출력과�완결성이�높기�때문에�

조업이�바쁘고, 그�출력을�훨씬�높이는�처방이라든가, 완결성의�단

점demerit에�관한�강력한�논리를, 하드�사이언스에�공급하지�못하고�

있다. 하드�사이언스를�아무리�정확하게�분석해도, 하드�사이언스

의�돌진에�영향을�미치지는�못한다. 이�비대칭적인�관계가�기계에�

지장을�초래하지�않는�것은, 과학기술을�평가할�자격이�인문사회�

쪽에�부여되어�있고, 게다가�평가�기준으로서의�생명력�증진이나�

유지가�양쪽에�침투해�있기�때문이다. 

   이렇게�사고의�이분화�기계는�한쪽의�양식으로�생물과학의�분

자혁명을�추진시키고, 다른�쪽의�양식으로�그�출력의�적정한�활용

을�검토하게�한다는�내용으로�가동을�계속한다. 자기�괴멸은�고사

하고�균열의�징후조차�없기에, 인간의�생물적인�생명과�사회적인�

삶은�향후에도�자명한�한�쌍으로서�산출될�것임에�틀림없다. 인간

의�삶의�방식으로서, 이를�능가하는�현실은�있을�것�같지�않다. 생

명권력의�바깥쪽에서�생명권력을�논하는�것�등은�우스꽝스러운�

발상으로�여겨질�정도이다. 

6. 바틀비와 피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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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력의�고찰은�우리에게�심어져�있는�인간�삶의�보는�방식과�

그것을�뒷받침하는�사고양식에�대해�밝혀주지만, 어떻게�하면�다

른�시각이나�사고양식을�현실의�것으로서�이끌어낼�수�있는지는�

238가르쳐주지�않는다. 푸코�본인은�이�말을�두�번�다시�적지�않고�

세상을�떠났다. 남겨진�논문을�집필하는�필자는�거의�바틀비적인�

상투어를�중얼거리고�있다. “나는�하지�않는�것을�하고�싶습니다

만”(I would prefer not to).

   허먼�멜빌의�단편에서�이채로움을�띠는�주인공�바틀비는, 아감

벤에�의한�집요한�분석을�겪어도�여전히�수수께끼로�가득�차�있

다.31) 이�남자는�우리가�상상하는�19세기�중엽의�뉴욕의�한복판에

서, 전적인�외부로서�존재했다고밖에�말할�수�없다. 사회적�양식을�

따른�다양한�요청에�대해, “하지�않는�것을�선호합니다〔안�했으면�좋겠

습니다〕”라는�가정법적이고�완곡어법적인�표현으로�철저하게�거부

의�자세를�고수하며, 그렇다고�해서�적극적인�의지를�보여주는�것

은�전혀�아니다. 감옥의�벽�아래에�옆으로�누워서�숨이�끊긴�바틀

비는, 사회의�내부에서�외부로서�살아갔다. 외부가�외부인�한, 우

리는�그를�이해할�수�없으며, 바틀비�같은�식으로�존재할�수도�없

다. 다만, 이�남자가�사회의�안쪽에�머물러�있기에, 그�존재양식과�

교차하도록�공통의�특징을�추출하는�것은�가능하다. 안쪽에�있으

면서�유리한�외부를�상정하고, 안쪽의�한계를�의식하고, 안쪽에서�

요청이�있으면�비非확정적인�모습으로�거부한다. 이�세�가지�점을�

31) 조르조�아감벤, 『바틀비�: 우연성에�관해서』, 김상운�옮김, 현대정치철학연구

회, 근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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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공유한다면, 바틀비와�비교�가능한�존재방식을�─ 자의

적인�비교인�것은�말할�것도�없지만�─ 구축할�수는�있다. 

   시험해보자. 바틀비는�고용이라는�관계도�필경이라는�작업도�

다른�사람과�똑같이�받아들이면서, 직접적인�요청이�들어왔을�때

는�계속�거부했다. 우리는�생명권력을�가능케�하는�보기�방식과�사

고양식을�장착당하며, 생명권력의�행사가�이어지는�일상에�자리

하면서, 권력이�노골적으로�드러났다고�느낄�때만�거부의�자세를�

관철하면�어떨까? 바틀비처럼�절대적인�거부는�아니지만, 안쪽의�

요청이�절대적으로�보일�때�거부를�관철하는�자세이다. 내�경우에�

한해서, 쓰라린�경험을�떠올려�예를�들어보자. 직장에서�건강검진�

요청이�들어올�때, 통풍�채광을�이유로�창을�늘리라고�건축�지도를�

받았을�때, 매장의�상세에�관한�사소한�법령�때문에�고인의�소원을�

이루지�못할�때�등등. 이�생활�스타일이�얼마나�좋은지는�모르지

만, 생명권력의�외부를�생각하기�위한�연습문제가�된다. 이�스타일

의�성격이나�가능성을�조금이라도�조명하기�위해, 인류학자인�내

게�소중한�사람들을�마지막으로�간단하게�소개하고�수평적인�반

향을�일으켜보자. 

   피지의�스바공립양로원(가칭)에�살고�있는�피지�선주민들�─ 이

하에서는�‘피지인’이라고�적는다�─ 은�서두에서�기술한�비타의�입

주민들과�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배제된�입장에�놓여�있다.32) 피

32) 자세한�것은�졸고, 「법과�몽상과�희망�: 피지의�공립노인홈에서�생각하다(法と

夢想と希望 : フィジーの公立老人ホームで考える)」, 東大社研・玄田有史・宇

野重規 編, 『희망의�시작�: 유동화하는�세계에서(希望のはじまり : 流動化する

世界で)』, 東京大学出版会, 2009年 수록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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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사회성은�그때마다의�의례적인�교환을�통해�존속한다. 그

들은�교환에�계속�참여함으로써, 어떤�땅의�어떤�씨족의�누군가가�

되며, 즉�한�명의�인격이기를�계속한다. 허술한�홈home으로�친족에�

의해�몰래�끌려온�사람들은, 이런�교환에서�배제되었다는�의미에

서, 피지인이�아니게�된�피지인이다. 239 그런�사람들에게�부족한�

소지품의�특별한�하나가�성서이며, 그들은�하루에도�몇�번�씩이나�

이것을�손에�들고�한�구절을�펴면서�신에게�기도를�올린다. 

   독실한�기독교인을�자부하는�피지인들은, 각�의례를�신의�이름

으로�실시하고, 의례�집단의�구성원�중에서�신에게�가장�가까운�존

재로�간주되는�우두머리를�대표로�하여�상대�집단과�상대한다. 이

제�의례에서�배제된�홈〔양로원〕 사람들은, 주위와�피지인으로서의�

관계를�맺을�수�있다는�약속을�받지�못하며, 신과�자신의�직접적인�

관계가�더욱�중대해진다. 친족과�살아가는�데에서는�막연했던�다

양한�사항에�대해, 그들은�성서의�말을�믿고�진지하게�고민해야�한

다. 언젠가�양로원〔홈〕에서�죽으면, 자신은�저승에�가서�신�앞에�선

다고�한다. 신이�어떤�모습을�하고�있는지, 자신이�어떤�모습이�되

고�있는지는�알�수�없다. 신의�목소리, 신의�말씀, 신의�심판을�받은�

후에�재회하는�사람들의�외모, 이�세상의�누구였는지를�판별하는�

방법�─ 모든�것을�모른다. 모른�채로�성서의�말에�매달리고, 신을�

믿고, 죽어갈�수밖에�없다. “신앙이라는�것은�마치�보인�것처럼�되

는�것이야”라고, 어떤�입주자는�내게�말했다. 

   스바�양로원의�피지인들과�나는�많은�시간을�함께�보냈으나, 두�

쪽�모두�그것에�별다른�거북스러움은�없었다고�생각한다. 분명히�

비대칭적인�관계에서도, 양로원의�바깥을�근거지로�삼는�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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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원을�낳은�생명사회라는�다른�양로원이�거기에�있다는�것을�걱

정하는�점에서, 반드시�행복한�것은�아니다. 다른�한편, 양로원�안

쪽의�피지인들은, 신을�앞에�두면�세계의�소유물�전체가�무의미해

지며, 자신이�신에게�사랑을�받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확신한다

는�점에서는�행복하다. 나와�그들이�서로�은밀하게�지니고�있는�거

북스러움이란, 신을�둘러싼�것이다. 나는�내세나�신의�심판을�도처

히�믿을�수�없고, 그들은�내�신앙심이�왜�깊어지지�않는지를�자주�

의아해한다. 

   지금�내가�노골적인�생명권력의�명령을�거부하는�입장을�고수

한다면, 나는�그들과의�거리를�조금�좁힐�수�있다. 자신을�만들어

낸�사회와의�유대의�일부가�끊어지기�때문이다. 이쪽은�선택한�절

단, 저쪽은�강요된�절단이지만, 어느�쪽이든�다른�방법을�찾지�못

하는�상황에�처해�있다. 나는�나의�사회로부터의�절단에�의해�그들

에게�다가갈�뿐�아니라, 구체적�현실로서�사고할�수�없는�외부에만�

희망을�걸게�된다는�점에서�그들의�동류가�된다. 다른�한편, 이�접

근에�의해�차이가�선명해지는�것은, 사고�불가능한�외부와의�관계

이다. 그들에게�외부는�내부를�포함하는�절대�우위로서�존재하지

만, 내게는�내부에서만�현실이�있을�뿐이며, 그�내부에서�현실을�

전환할�가능성을�찾지�못하기�때문에�외부를�상정하는�것에�불과

하다. 

   바틀비를�힌트로�한�생활�스타일을�선택한�나와�양로원의�피지

인은�저마다�성격이�다른�외부에�의거하면서, 또한�사회와의�절단

의�정도를�달리하면서, 서로�대화를�계속할�것이다. 우리는�바틀비�

같은�절대적인�거부�없이, 사회�안쪽의�특정�장소를�조심스럽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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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며�살아갈�것이다. 그러면서도�바틀비와�비교�가능할�240정

도로, 외부의�우위와�내부의�한계를�감수한다. 당연하게도�이�비교�

가능성은�내가�일방적으로�만들어낸�것이며, 바틀비와의�일정한�

관계의�구축을�이야기한다. 바틀비는�사회의�안쪽에�존재하는�외

부이며, 그의�언행이�불가지不可知하다는�것은�받아들여진다. 그�대

신에, 이해의�모든�노력을�압도하는�외부에는, 최종적인�근거를�맡

긴다. 궁극적인�근거�등은�존재하는가, 아니�오히려�그것이�타당한�

개념인가도�포함해, “궁극적인�근거”를�맡기는�장소가�되어준다. 

   이때�나는, 나와�바틀비의�관계가�양로원의�피지인과�신의�관계�

사이에서�수평적인�반향을�일으킨다는�것을�본다. 피지인의�신이�

외부의�총괄자인�반면, 바틀비는�외부의�일부이거나�대변자, 또는�

절반만�외부에�속해�있거나, 즉�외부와의�관계가�불명료하면서�외

부로서�존재한다는�차이가�있다. 그러나�양로원의�피지인과�나는�

의외로�가까이�있다. 일상을�살아가는�인간으로서의�가까움일까? 

왜냐하면�세계�각지에서�생명권력에�휩쓸려�주체를�확보하려고�

하는�사람들은, 양로원의�피지인이나�나와�마찬가지로, 불가지적

이고�최종적인�근거로서의�외부에�의해�문제에�대처하고, 해결이

나�화해나�납득을�손에�넣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 푸코나�

아감벤이라면, 얼굴을�찌푸릴�만한�외부일�수도�있다. 하지만�그것

은�서양화나�근대화의�정도를�불문하고, 궁지에�몰려서�사고하는�

인간이�찾아내는�하나의�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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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0.

제3종의�정치를�향하여�

: 인류학적 생명권력론의 한 가지 시도 * 

야나이�타다지

244 1. 무관계성의 사고 

푸코, 생명권력, 인류학. 이�소론에서는�미리�주제를�제약하지�않

고, 이�세�가지�사이를�오가면서, 어떤�인류학적인�사고가�가능해

지는가를�살펴보고�싶다. 주제의�제약을�두지�않는다는�것은, 이�

세�가지에�잘�정돈된�관계가�존재하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생명

권력�개념을�제기한�것은�확실히�미셸�푸코이지만, 최근의�생명권

력론에�관한�논의에서는�푸코의�사상과�그렇게�깊은�관계가�없는�

것도�적지�않다.1) 인류학은�의료나�경제나�과학기술의�민족지적

인�연구를�통해�생명권력론의�발전에�큰�공헌을�했지만,2) 푸코와�

* 箭内匡, ｢第三種の政治に向かって──人類学的生権力論の一つの試み──｣

1) 최근의�생명권력론의�큰�틀에�관해서는�예를�들어�Thomas Lemke, Biopolitics :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을�참조. [토마스�렘케, �생명정

치란�무엇인가�: 푸코에서�생명자본까지�현대�정치의�수수께끼를�밝힌다�, 심성

보�옮김, 그린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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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사이에는�이밖에도�중요한�접점이�존재한다. 또�현재도�간

행이�계속되고�있는〔지금은�출판이�완료되었다〕 콜레주드프랑스�강의록

은�“푸코가�말했던�것”의�영역을�대폭�확장하고, 생명권력론과�인

류학�둘�다에�많은�새로운�사고의�씨앗을�주고�있다. 내가�여기서�

시도하는�것은, 푸코�자신의�사고의�진폭을�가급적�되살려서, 인류

학적인�생명권력론의�가능성에�대해�생각하는�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1970년대�후반에�푸코가�콜레주드프랑스에서�행한�세�개의�

강의�『“사회를�보호해야�한다”』, 『안전, 영토, 인구』, 『생명정치의�

탄생』3)을�읽으면서, 그것을�오늘날의�인류학적�문제를�통해�재검

토하는�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제3종의�정치” ─ ‘제3종’이라는�말

은�모리스�블랑쇼에게서�유래한다�─ 라고도�부를�수�있는�것으로�

향하고�싶다. 

   생명권력의�문제를�푸코의�사상의�맥락에�입각해�생각하려�할�

때, 우리는�푸코�자신의�스타일에서�유래하는�독특한�곤란과�마주

한다.4) 질�들뢰즈는�일찍이, “푸코의�사고는�창조의�필요에�따라�

다양한�차원을�차례차례�245묘사하고, 그것을�탐구함으로써�성립

2) 예를�들어�山崎吾郎, 「研究動向 ─ 生政治と統治性の現在」, 檜垣立哉 編, 『生権

力論の現在 ─ フーコーから現代を読む』, 勁草書房, 2011年, 특히�9頁 이하를�참

조. 

3) 미셸�푸코, �“사회를�보호해야�한다” 콜레주드프랑스�강의�1975-1976�, 김상운�

옮김, 난장, 2015. ;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프랑스�강의�1977-78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 �생명관리정치의�탄생�콜레주드프랑스�강의�1978-79년�, 오트

르망�옮김, 난장, 2012. 

4) 檜垣立哉, 「生権力論の現在/生権力論の未来」, 檜垣立哉 編,  『生権力論の現

在』, 4-6頁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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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으나, “이런�차원들이�중복되는�일은�전혀�없다”고�말했

는데, 이것은�합당한�얘기일�것이다.5) 1970년대에�푸코가�탐구한�

생명권력・생명정치의�문제들의�차원은, 그가�그�전에�탐구한�문

제들의�차원, 그리고�그�후에�탐구한�문제들의�차원과�‘차례차례’

의�연관�속에서�전개되며, 중복되는�것�없이�나란히�병존하면서, 

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그리고�푸코가�생명권력의�문제와�직접�

씨름한�1970년대�후반의�세�개의�콜레주드프랑스�강의�사이에서

도, 그리고�이런�개별적인�강의의�내부에서도, 차례차례로�나란히�

탐구하는�스타일은�명백하며, 이것은�독자를�자주�쩔쩔매게�한다. 

   그러나�푸코가�왜�이런�순서로�탐구했는지를�생각하는�것은, 어

쩌면�그대로�푸코적인�(생명)권력론의�핵심부분에�들어가는�것이

게�될지도�모른다. 여기서�연상되는�것은, 들뢰즈가�강조한, 블랑

쇼와�푸코에서�유래하는�“무관계”라는�말이다.6) 블랑쇼의��끝없

는�대화�(1969년)를�끌어들여�한마디로�단적으로�말한다면,7) 푸코

의�직관은�모든�관계가�항상�그�자체를�허물어뜨리는�무관계를�동

반하고�있다는�것, 인간의�생명은�어떤�근원적인�무관계성에�뿌리

박고�있다는�것이라고도�말할�수�있을까. 푸코가, 1960년대의�저작

에서, 담론의�체계나�사물의�체계에�대해�논할�때, 그것들이�항상�

이행, 절단, 재편의�가능성을�포함하고�있다고�생각했다는�것, 또�

5)질�들뢰즈, �대담�1972-1990�, 김종호�옮김, 솔, 1993. 

6)질�들뢰즈, �푸코�, 허경�옮김, 그린비, 2019 참조. 

7) Maurice Blanchot, L’entretien infini, Gallimard, 1969의�1부를�참조. 여기서�내가�“근원

적인�무관계성”이라고�부르는�것은, 블랑쇼의�다른�말을�사용한다면, ‘바깥

(Dehors)’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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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체계와�사물의�체계가�상이한�질서를�형성하고, 둘�사이에�

균열이�있다고�생각했다는�것의�배후에는, 그런�체계의�외관상의�

견고함에도�불구하고, 그것들이�사실은�내부로부터�무관심성에�

의해�침식되고�있다는�직관이�있었다고�생각할�수�있다. 그래서�이

것들의�체계는�어떤�보편성에�의해서도�정초되지�못하고, 이것들

을�기술하는�작업은, 아래로부터, 순서대로�할�수밖에�없다. 1960

년대�말이�되면, 푸코는�담론의�체계나�사물의�체계의�하부에서�꿈

틀거리고�있을, 무관계성을�띤�관계의�연쇄를�더�직선적으로�내다

보고, 그것을�권력관계로서�고찰하기�시작한다.8) 그런�권력관계

는�한편으로는�일정한�방향으로�순서가�정해지는�경향성을�가지

면서�(이�경향성은�더�안정적인, 담론의�체계나�사물의�체계를�통

해�일정한�견고성을�획득한다) 다른�한편으로는�그것이�바로�무관

계성을�띤�관계이기�때문에, 항상�요동치고�일탈할�가능성을�지니

고�있다. 푸코가�1970년대, 순서대로�몇�개의�권력형식을�검토할�

때, 그런�권력형식은�담론이나�사물의�체계보다�훨씬�불안정하고�

또�병렬적인�것으로서�다뤄지게�될�것이다. 다양한�권력형식이�겹

치거나�대립하면서�병존한다 ─ 이것은�푸코적인�생명권력론의�

가능성을�받아들이고�발전시키기�위해�근본적으로�중요한�시각

이라고�생각한다.9)

8) 푸코의�이�고찰은�다음과�같은�블랑쇼의�고찰을�확장한�것이라고�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내가�말할�때, 나는�항상�힘관계를�행사한다. 내가�알든�알지�못하

든, 나는�권력의�그물망에�속해�있으며, 나는�그것을�사용하고, 내게�반하여�출

현하는�힘과�싸우는�것이다”(ibid: p. 60. 해당�대목의�원문�초출은�“Comment 

découvrir l’obscur”, La Nouvelle Revue française, no 83,1 1959, p.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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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코의�무관계성의�사고에�따르면, 고여�있거나�고정화된�권력

관계의�다발의�주위에는�항상�더�유동적인�권력관계가�존재하며, 

고정적인�것과�유동적인�것을�반드시�명확하게�246나눠버릴�수도�

없다. 특히�권력관계의�고정적�다발�속에서도�특별히�강력하다고�

생각되는�하나의�권력형식�─ ‘국가’이든�‘신자유주의’이든�─ 의�

압도적인�효과에, 자주�우리는�강한�인상을�받아�왔지만, 그런�압

도적인�효과에는, 다양한�권력관계의�다발의�(때로�상호�모순을�포

함한) 겹쳐짐이나�반향이�낳는, 외관상의�효과도�많이�포함되어�있

다. 이런�점들을�굳이�강조하는�것은, 한편으로, 푸코�이후의�생명

권력론에는�때때로, 그의�이런�무관계성의�사고가�주는�풍요로움

을�간과한�부분이�있는�것처럼�생각하기�때문이며, 다른�한편으로�

현실에�입각한�순서대로의�작업을�강제하는�푸코의�이런�사고가, 

치밀한�민족지적�현지연구를�원점으로�하는�인류학이라는�학문

적�실천과�본래적으로�친화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서론의�마지막으로, 용어를�정리해두자. 푸코의�생명권력론의�

출발점은�1970년�전후에�그가�개시한�새로운�관점에서의�권력관

계의�고찰이며, 그�최초의�성과는��감시와�처벌�(1975년)에서�전개

된, 사람들의�(정신-)신체와�그�부분들의�작동이�“규율권력”에�따

라�직접적으로�정비되고�증폭되는�메커니즘에�대한�분석이었다. 

사람들의�신체가�규율의�중심에�대해�정확하게�배치됨으로써�규

9) 푸코는�실제로�생명권력에�관해서�사법권력・규율권력・조절권력(또는�안

전장치)라는�세�가지�권력형식이�시간�속에서�교체되고�바뀌는�것이�아니라, 이

것들의�공존�방식이야말로�문제라는�것을�자주�밝히고�있다(예를�들어��안전, 

영토, 인구�, 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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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권력�속으로�내몰리게�되는�유명한�벤담의�판옵티콘이�그런�규

율권력의�범례적인�장치인�것은�말할�것도�없다. 이런�규율권력�개

념은�많은�독자들에게�깊은�인상을�주었는데, 푸코�자신은�무관계

성의�사고�속에, 이�권력형식이�근대사회의�권력관계의�전체를�뒤

덮는�것은�아니라는�것, 순서대로의�탐구를�재개해야�한다는�것을�

자각하고�있었다. 그런�새로운�탐구의�최초의�선언서가�1976년�초

의�콜레주드프랑스�강의��“사회를�보호해야�한다”�의�마지막�날�

강의이며, 거기서�그는�(1) 근대�사회에는�또�다른�중요한�권력형식

이�존재하며, 그것은�“조절권력”이라고�부를�수�있다는�것(그�실천

은�‘생명정치’라고�불린다), (2) 규율권력이�개인의�신체에�작용하

는�것과는�달리, 조절권력-생명정치는�인간의�신체・생명의�집합

체인�“인구”에�대해�통계학적�수준에서�작용하는�것이라는�점, (3) 

규율권력과�조절권력-생명정치는�주체와의�법적�관계를�건너뛰

고�신체나�생명을�향해�직접적으로�개입한다는�점에서�궤를�같이�

하며, 그래서�이�둘을�아울러�“생명권력”이라고도�부를�수�있다는�

점을�논한�것이다.10)

2. ‘여럿’을 긍정하기 

그런데�생명권력�개념이�처음으로�제기된�강의��“사회를�보호해

야�한다”�(1976년�1월-3월)에서, 푸코는�도대체�무엇을�기획한�것

10) 푸코, �“사회를�보호해야�한다”�, 240頁 이하. 이�아이디어는�같은�해�말에�간행

된��성의�역사�1 : 지식의�의지�의�5장에서도�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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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뜻밖에도�그것은�규율권력의�문제계를�파고�들고�더�넓히는�

것도, 조절권력-생명정치의�문제계를�새롭게�열어젖히는�것도�아

니었다. 이�강의의�의도는�오히려�1970년대�전반기의�성과를�바탕

으로, 새로운�권력론의�기저�부분을�탐구하는�것이었다고�생각된

다. 이�강의에서�푸코는�전쟁이나�인종주의를�긍정적으로�논할�가

능성을�247찾는다고�하는, 기발하게도�비칠�작업을�진행한다(거기

서�그가�긍정하는�것은�통상적인�의미에서의�전쟁이나�인종주의

가�아니라, 원-전쟁, 원-인종주의라고도�불러야�할�것이겠지만). 이�

강의록을�읽으면서�우리는�바로�“사회를�보호해야�한다”라는, 우

리가�무심코�받아들이기�쉬운�정언명령에�의해�비가시적이게�되

는�일련의�것이�점차�가시화되어가는�것을�깨닫게�될�것이다. ‘보

호〔방어〕’되고�있을�것의�‘평화’로운�사회에서도�실제로는�물밑에

서�무수하고�다방향적인�전쟁이�진행되고�있다는�것, 그�상당�부분

이, 사회가�‘사회의�보호’의�명목으로�삼아�사람들�자신이�적극적

으로�나서는�전쟁이라는�것(물론�사람들은�이�전쟁에�스스로�가세

할�가능성도�갖고�있다), 그리고�그런�무수한�전쟁의�전체를�명료

하게�파악함으로써만, 우리는�우리의�자유를�사고할�수�있게�된다

는�것…. 

   푸코는�이�강의에서�“중세�전체를�통해, 그리고�근대로의�초입구

에는, 국가의�성장�및�발전에�동반하여, 전쟁의�실천과�제도가�두

드러지게�눈에�보이는�변화를�이룩한�것이�보입니다”라고�말한다. 

“우선�전쟁의�실천과�제도는�점점�더�중심권력의�손�안에�집중되

었습니다. … 즉�전쟁의�국가화가�일어난�것입니다. 그것과�동시

에, 이�국가화에�의해서, 사회로부터, 인간�대�인간이나�집단�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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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관계로부터, 우리가�일상적�전쟁이라고도�부를�수�있는�것, 

또한�실제로�‘사적�전쟁’으로�불렸던�것이, 모습을�바꾸게�된�것입

니다.”11) 17세기, 그런�역사적�변화�속에서�, 이른바�‘하나’로�향해�

수렴되는�국가의�지배를�정당화하는�담론과, 그것에�저항하고�‘여

럿’을�적극적으로�긍정하는�담론�─ 푸코가�말하는�‘인종주의’ 담

론�─ 이�서로�격렬하게�부딪친다. 전자를�대표하는�것이�홉스의��

리바이어던�(1651)이라면, 후자를�대표하는�것이�한편으로는�17세

기�전반기�영국에서의�수평파와�개척파의�담론이며(실제로�홉스

는�이런�담론과�싸우기�위해��리바이어던�을�썼다), 다른�한편으로

는�17세기�후반기�프랑스에서의�반동귀족의�담론이다. 그�중에서

도�푸코가�관심을�가진�것은�프랑스의�반동귀족�앙리�드�불랭빌리

에의�저작이었다. 푸코에�따르면, 불랭빌리에가�그�일련의�저작을�

통해�역사학적-계보학적�절차를�사용해�행하려고�한�것은, 프랑스

의�역사가, 인종과�인종, 민족과�민족, 사회와�사회�사이의�전쟁이

었다는�것을�상기하는�것, 프랑스�왕국과�그�동맹자에�의해�부활된�

로마법의�정당성을�떼어버리는�것, 그리고�프랑스�귀족의�조상인�

게르만계�프랑크족의�전사계급이�과거에�누렸던�원시적인�자유

를�상기하는�것이었다. 그렇게�해서�그는�약해진�프랑스�귀족에게�

힘을�되찾게�해주려고�한�것이다.12)

   이런�불랭빌리에의�주장은�인류학자에게는�기묘하게도�친숙하

11) 푸코, �“사회를�보호해야�한다”�, 50-51頁. 이하, 이�책의�2월�4일�이후의�강의를�

참조.  

12) 같은�책, 134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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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울리는�바가�있다. “사회를�보호해야�한다”라는�정언명령을�모

르는�것처럼, 사람들이�스스로�“여럿”으로�향하는�상황, 그렇게�해

서�‘일상적�전쟁’, ‘사적�전쟁’이�사회에�편재하는�상황은, 에반스�

프리차드의��누아족�(1940), 로버트�가드너의�영화�248 �까마귀�

(1963) 등, 수많은�뛰어난�민족지적�묘사가�제시되었기�때문이

다.13) 실제로��“사회를�보호해야�한다”�의�강의는, 그것과�동시기

의�피에르�클라스트르의�정치인류학적�저작과�현저히�가까운�장

소에서�호흡하고, 그것과�서로�보완하는�것이라고�말해도�좋다.14)

클라스트르는�｢폭력의�고고학｣(1977)에서�미개사회에서의�전쟁

에�대한�인류학적�이론의�미비점을�논한�뒤, 그것이�결국은�전쟁�

자체에�의해서만설명될�수�있는�것, 즉�미개사회란�“전쟁으로�향

하는�사회”이며, “미개사회의�논리는�원심력의�논리, 여럿의�논리

이다”고�논했다.15) 여기서�클라스트르가�전쟁이라고�부르는�것은�

13) 에반스�프리차드, �누어인�, 권이구・강지현�옮김(탐구당, 1994) 및�Robert 

Gardner, Dead Bird (www.der.org)를�참조. 

14) 사실�푸코는�1976년�11월에�브라질에서�행한�강연�｢권력의�그물망｣에서�인류

학에서의�새로운�권력론의�전개로서�클라스트르의�작업을�높이�평가한다. 

Michel Foucault, “Les mailles du pouvoir”, Conférence de Michel Foucault au Brésil, 

Dits et Écrits, tome IV texte n° 297 ; « Les mailles du pouvoir », Dits et Écrits, tome IV 

n°315. http://1libertaire.free.fr/MFoucault101.html

15) 피에르�클라스트르, �폭력의�고고학�: 미개사회에서의�전쟁�, 2003, 105-106頁. 

덧붙이면, 푸코는��“사회를�보호해야�한다”�에서�‘미개인’을�불랭빌리에�등의�

적으로서�자리매김�하는데(193頁이하), 이것은�겉보기의�모순일�뿐이다. 왜냐

하면�클라스트르가��폭력의�고고학�에서�행한�것은�바로�‘미개인’의�18세기식�

이미지를�파괴하고�오히려�불랭빌리에적인�‘야만’과�비슷한�것을�도입하는�것

454 �思想』,�2013년�2월호�:�생명권력�특집호�

푸코가�일상적�전쟁이라고�부르는, 전쟁이�국가화되기�이전의�이

른바�원-전쟁이며, 물론�근대국가의�전쟁과는�이질적인�것이다. 

이런�원-전쟁을�‘평정’한�근대국가의�군대가, 종종�원-전쟁과는�비

교를�넘어서는�대량�살육을�일으켰다는�것, 그리고�또한�‘평화’가�

유지되는�근대국가에서, 법적�관계의�문턱�하에서�잠재적인�투쟁

이�전면적으로�전개되고�있다는�것(실제로�자본주의란�모종의�잠

재적�투쟁을�전면적으로�전개시키는�장치가�아니고�무엇이겠는

가)을�상기한다면, 본질적인�문제는�사회가�전쟁을�긍정하느냐�부

정하느냐가�아니라�어찌되었든�사회에�편재하는�잠재적인�투쟁

─ 그것은�결국�앞서�말한�무관계성�속의�권력관계와�똑같은�것이

다�─ 이�어떻게�방향지어지고, 어떤�형식�하에서�출현하는가임을�

알�수�있다. 클라스트르가�말하는�‘여럿의�논리’는�이런�문제의�국

면에�있어서, 사람들이�갖는�투쟁에의�권리가�‘하나’에�의해(=국가

에�의해) 탈취되는�것을�거부하고, 그�대신에�사람들의�투쟁에의�

권리가�‘여럿;’ 속에�보존되는�것을�촉구하는, 잠재적�투쟁의�출현

의�형식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사람들의�투쟁에�대한�권리가�보존되는�사회라는�이런�이미지

는, 자연상태에서�사회상태로�이행할�때�자연권이�통째로�유지된

다고�생각한�스피노자의�정치철학을�연상시킨다(스피노자는�투

쟁에의�권리를�사람들에게�단념시키는�것을�필수사항이라고�본�

홉스에�맞서, 이렇게�생각했다).16) 그런데�푸코는�언급을�삼가고�

이었기�때문이다. 

16) 『スピノザ往復書簡集』, 畠中尚志 訳, 岩波文庫, 1958年, 237-238頁(「書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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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불랭빌리에는�사실상�스피노자의��에티카�의�최초의�프

랑스어�번역자로서도�이름을�날렸고, �신학정치론�이나��정치론�

등, 스피노자의�정치적�저작에도�깊이�능통했다고�생각되는�인물

이었다.17) 그가�역사적�절차를�통해서, 프랑스�국왕에�의한�사법권

력의�확립을�비판하고, 게르만계�프랑크인�집단의�고유성을�긍정

했을�때, 스피노자의�두�가지�정치적�저작이�그의�버팀목이�되었을�

가능성은�높다.18) 푸코는�불랭빌리에�등이�창출한�것은�“자신들에

게�고유한�풍속・습관이나�자신들만의�특정한�법을�지닌��일정수

의�개인으로�이루어진�사회”에�대한�담론이었다고�말하지만,19) 스

피노자의��정치론�에는�이미�“무릇�인간이란�야만인과�문명인을�

따지지�않고, 도처에서�관습적인�결합을�형성하고�어떤�사회상태

를�형성”20)한다고�하는, 유사한�내용의�말이�있다. 거기에서�스피

17) 스피노자�사상의�전달자로서의�불랭빌리에에�대해서는�Josthan L Israel, Radical 

Enlightenment: Philosophy and the Making of Modernity 1650-1750, Oxford University Press, 

2002를�참조. 

18) 불랭빌리에와�스피노자의�정치사상의�관계에�대해서는�다음�논문을�참조. 

Laurent Bove, “Boulainvilliers lecteur de Spinoza”, in Catherine Secrétan, Tristan 

Dagron et Laurent Bove (dir.), Qu-est-ce que les lumières « radicales »? : libertinage, atheisme et 

spinozisme dans le tourant philosophique de l’âge classique. Éditions Amsterdam, 2007, 

pp.373-388.

19) 푸코, �“사회를�보호해야�한다”�, 134頁. 

20) スピノザ, 『国家論』, 畠中尚志 訳, 岩波文庫, 1976年, 16頁(I. 7). 다만�라틴어�불

어�대역(Spinoza, Œuvres, tome 5.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Pierre-François 

Moreau,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5) 등을�참조하며서, “서로�결합하고”

를�“관습적�결합을�형성하고”로, 또한�“국가상태”를�“사회상태”로�바꾸었다(마

찬가지로�『国家論』이라는�畠中 번역본�제목은�이�문맥에서는�분명히�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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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가�긍정한�것은, 홉스가�생각한�위로부터249일시에�수립되는�

국가와는�달리, 각각의�관습을�바탕으로�아래로부터형성되는�사

회집단이었다. 푸코가�말하는�인종주의의�담론은�바로�스피노자

와�불랭빌리에가�사고�가능케�한, 아래로부터형성되는�집단의�고

유성의�옹호이며, 그것은�클라스트르의�“원심력의�논리, 여럿의�

논리”와도�직접�관련될�수�있을�것이다.21) 1976년�초�무렵, 생명권

력의�문제에�앞으로�전면적으로�씨름하려고�할�때, 푸코가�이런�문

제를�심도�깊게�다룬�것은�흥미롭다. 그는�그렇게�해서, 생명권력

의�테크놀로지가�갖는�강력한, 이른바�“구심력의�논리, 하나의�논

리”를�분석하기�전에, 그로부터�항상�자유로울�수�있는�사고의�지

평을�확보하려고�한�것이라고�생각된다. 

3. 생명정치의 ‘현상적 공화국’

�“사회를�보호해야�한다”�도�보여주듯이, 1976년의�단계에서�푸코

가�“구심력의�논리, 하나의�논리”를�작동시키는�중심적인�장치로�

생각했던�것은�국가였다. 규율권력은�물론, 생명권력의�두�번째�형

더�나쁘다). 

21) 이�‘여럿의�논리’를�일종의�본질주의라고�생각하는�것은�반드시�정당한�것은�

아니다. 자세하게�논할�여유는�없으나, 위의�인용에서�스피노자가�‘관습적�결합’

이라고�부른�것은�더�파고들어서�말하면, “ingenium”이라는�스피노자의�독특한�

유연성이� 있는� 개념에� 입각해�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cf. 

Pierre-François Moreau, Spinoza : l’expérience et l’éternité.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4, pp, 3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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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조절권력-생명정치에�관해서도�그러하며, 실제로�푸코의�당

초�개념화에�따르면, 조절권력-생명정치는�18세기의�프랑스�중농

주의에서�전형적으로�볼�수�있듯이, 태어나고�먹고�질병에�걸리고�

죽는�인간의�집합체로서의�‘인구’를�국가가�통째로�관리하는�테크

놀로지였다. 

   그렇지만�1978년�강의��안전, 영토, 인구�부터�1979년�강의��생명

정치의�탄생�으로�나아가는�중에, 푸코의�생명권력에�대한�고찰은�

큰�변용을�겪게�된다. 그것은�(1) 조절권력-생명정치에�있어서, 그�

권력관계의�초점이�주권권력을�벗어나, ‘자연’이라고�불리는�다른�

것으로�향하는�움직임이, 점차�강하게�표명되는�것, (2) 그러한�‘자

연’으로�향하는�움직임을�강하게�촉구한다고�하는�것이�자유주

의・신자유주의의�사상인데, 거기에서�조절권력-생명정치는�‘인

구’뿐�아니라, 개인에�대해서도�직접�작용하는�것이�됐다는�것, (3) 

그런�국면에서, 규율권력은�종종�조절권력-생명정치와�포개져서�

발견된다는�것22)이다. 물론�푸코에게서�하나의�권력형식이�다른�

권력형식을�완전히�구축驅逐하거나�어떤�사회의�전체를�뒤덮거나�

하는�일은�있을�수�없기�때문에, 국가가�권력관계의�중요한�초점이

지�않게�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근대�역사에서�무관계성�속에서�

우글거리는�다양한�권력관계의�상당�부분이, 국가권력을�벗어나�

기능하는�조절권력-생명정치라는�테크놀로지에�의해서, 그리고�

22) 벤담이�훗날, 규율권력의�범례적인�장치인�판옵티콘을�‘자유주의적�통치의�정

식’을�표현하는�것으로서�고쳐�읽는�것은(푸코, �생명정치의�탄생�, 82頁), 이것

을�단적으로�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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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유주의・신자유주의라는�강력한�자기장에�의해서, 점차�

강하게�방향지어졌다는�사실을�푸코는�통감한다. 

   ‘자연’ 개념이�조절권력이라는�장치의�핵심에�위치한다는�것은, 

그�출발점�중�하나인�프랑스�중농주의가�자신의�정치적�이념을�피

지오크라시, 즉�‘자연의�지배’라고�불렀던�데에서도�나타난다. 여

기서�자연이라고�불리는�것은,23) 이른바�자연현상을�가리키는�것

이�아니고, “인간들이�공생하거나�함께�있거나�교환하거나�노동하

거나�생산하거나�할�때�250자발적으로�생기는” 듯한, “사물�자체의�

흐름”인�것이다. 중농주의자들은�그것을�‘자연’이라고�부름으로

써, 그것이�주권자의�의지보다도�훨씬�확실한�진리성을�가진�것을�

표현하려고�했다. 올바른�국가의�정치는�“가격이�상승하고, 그것

을�방치하면�가격의�상승은�저절로�정지한다는�저�메커니즘의�자

연성”을�따라야�하며, 이제�주권자의�자의에�따라야�하는�것이�아

니다, 그것이�그들의�‘자연의�지배’의�주장이었다. 

   자유주의는�여기에서의�‘자연’, ‘사물�자체의�흐름’을�더욱�엄밀

한�형태로�파악하려는�것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푸코는��생

명정치의�탄생�에서�자연주의의�자연관을�칸트주의의�경제학�판

본이라고�설명한다. 알다시피�칸트는�우리가�인식할�수�있는�것은�

사물의�현시(현상)이지�물자체가�아니라고�논했지만,24) 시장에서

도, 우리가�인식할�수�있는�것은�사물, 부, 토지�같은�것�… 의�현시

(현상)이며, 그런�사물들의�물자체가�아니다. 생명정치가�다루는�

23) 이하�푸코의��안전, 영토, 인구�, 423-432頁을�참조. 

24) 칸트, 『純粋理性批判』上, 篠田英雄 訳, 岩波文庫, 1961年, 4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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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이해관심�하에서�“사람들이나�사물들의�현시가�서로�얽혀�있

는�전체”이며, 푸코의�말로�하면, “이해관심의�현상적공화국”이

다.25) 칸트의�경우와�마찬가지로, 이�경제적인�“현상적�공화국”의�

배후에�있는�자연�자체는�인식할�수�없다. 애덤�스미스의�“보이지�

않는�손”이란�푸코에�따르면, 이�“인식할�수�없는�자연”을�인식할�

수�없는�것으로서�다룬다는�원칙�그�자체였다.26)

   그런데�신자유주의와�자유주의의�차이는�이�“이해관심�하에서

의�현시”의�파악방식과�관련되어�있다.  자유주의는�그것을�나타

나는 대로�내버려두지만, 신자유주의자는�그것으로는�불충분하

며, 일정한�조건을�갖춤으로써�“이해관심의�현상적�공화국” 전체

를�‘경쟁’이라는�형식�하에서�올바르게�출현시키는�것이�필요하다

고�생각한다. 신자유주의에�따르면, 모든�사물, 모든�개인이�경쟁

의�상�아래에서�현상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경쟁이�순화

되는�사회의�제도적�틀이�갖춰지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27) 거기

에서는�물론�인간�그�자체도�‘경쟁’이라는�형식�하에서�현상하는�

것이며, 거기서�상정되는�호모�에코노미쿠스는, 푸코에�따르면, 더�

이상�자유주의적인�“교환하는�인간”이�아니라, 자기�자신에�대한�

투자에�의해서�자기�자신의�자본을�끊임없이�증가시키려고�하는�

“자기�자신의�기업가企業家)”이다.28)

25) 푸코, �생명정치의�탄생�, 56-58頁. 

26) 같은�책, 344頁 이하. 

27) 같은�책, 148頁. 

28) 같은�책, 277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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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감시와�처벌�의�푸코를�좇아, 하나의�건축물을�거론하

면서�생각해보자. 1981년, 프랑스�중부의�농촌�한�구석에�2층짜리�

작은�건물이�만들어졌다(다음�쪽을�참조).29) 건물의�옆에는�차고

지�형태의�직사각형�공간이�쭉�뻗어�있다. 이�건물은�주변�지역의�

농가에서�수확된�생식용�딸기를�효과적으로�매매하기�위해�새롭

게�고안된�경매장이었다. 건물�1층�홀에는�딸기의�생산자가, 2층�

홀에는�거래상이�진을�치고, 양자가�잘�보이는�장소에, 컴퓨터, 텔

렉스, 전자패널을�갖춘�경매인의�공간이�있다. 생산자와�거래업자

는�경매인과�251 전자패널을�볼�수�있지만, 서로의�모습을�직접�볼�

수는�없다. 생산자들은�트럭으로�경매장으로�들어와서�딸기를�차

고지의�공간에�전시하고, 갖고�온�딸기의�데이터를�경매인에게�넘

기고�건물로�들어간다. 그리고�경매인이�딸기의�데이터를�전자�패

널에�속속�들이�표시하고, 침묵�속에서�경매가�진행된다. 이�경매

장은�신고전파�경제학의�생각에�기초하여, 순수한�경쟁을�창출하

기�위해�설계된�것이며, 기존�유형의�생산자와�거래업자의�대면적

인�매매�대신에�상품의�투명하고�비인격화된�매매를�실현하려는�

29) Marie-France Garcia, “La construction sociale d’un marché parfait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65. novembre 1986, pp.2-13(도판도�이�논문에서�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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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사례를�연구한�마리-프랑스�가르시아에따르면, 계

획은�대체로�성공했고, 경매장의�등록�회원도�증가했다. 그러나�어

려움이�없는�것은�아니었다. 거래업자가�담합하여�낙찰�가격을�크

게�올릴�위험이나, 가격�하락�때�생산자와�거래업자의�관계가�지나

치게�험악해질�위험이�항상�존재했기�때문에, 그런�움직임을�쉬지�

않고�감시・통제함으로써�비로소�“순수한�경쟁”의�공간은�지켜졌

던�것이다. 

   벤담의�판옵티콘�정도로�유명하지도�않고, 세련되지도�않은�이�

딸기�경매장의�건물�─ 그리고�거기서의�인간과�정보의�분리, 가시

성과�비가시성의�배분, ‘순수한�경쟁’의�공간의�유지의�노력�─ 은�

인간이�“자기�자신의�기업가로서의�호모�에코노미쿠스”로서�현상

하기�위한�현실적�조건이�갖춰지는�모습을�구체적인�형태로�이해

시켜준다. 이�건물과�어떤�의미에서�유비적인�유형무형의�장치가�

우리사회�곳곳에�설치되고, 다양한�권력관계가, 신자유주의의�“현

상적�공화국”을�향해�정비되고�증폭되는�것이다. 게다가�그런�권

력관계의�정비와�증폭이, 통상적�의미에서의�경제의�영역을�뒤덮

고�있다는�것이다.30) 그리고�만일�중농주의나�자유주의의�시대에

서의�“현상적�공화국”이�대체로�자연의�현시의�연장선상에서�이

해될�수�있다면, 오늘날의�“현상적�공화국”은�현시의�현시, 현시의�

현시의�현시라는�식으로�점점�더�팽창하고�있는�것이며, 그�불가지

성도�확산되고�있다. 

   이런�상황을�생각하는�데�있어서, 2000년�전후에�시카고와�런던

30) 푸코, �생명정치의�탄생�, 299頁 이하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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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선물거래소에서�민족지적�필드워크를�행한케이틀린�잘롬의�

민족지는�흥미롭다.31) 잘롬에�따르면, 선물시장의�압도적인�불가

지성�속에서, 매우�252투기적인�거래를�하는�트레이더들은, 독특한�

자기�규율에�따르는�것이�필수이다. 그들은�시장의�순간적인�움직

임을�파악하고�단시간에�이익을�얻는, 스칼핑scalping이라고�불리는�

수법을�사용하는데, 끊임없이�닥쳐오는�위험을�피하고, 이익을�올

리면서�빠져나가기�위해서는, 자기�자신을�“시장의�공간”에�완전

히�몰입시키는�것이�절대조건이�된다는�것이다. 거래의�공간에�들

어가면, 모든�개인적인�관심・욕망・감정을�배제해야�한다. 과

거・현재・미래를�연결시키는�이야기를�배제하고, 현재에�집중해

야�한다. 손실은�피할�수�없지만, 손실이�시작되면, 일체의�고집을�

버리고, 상처가�깊어지기�전에�팔고�달아나야�한다. 학문적�식견이

나�시사적인�지식은�오히려�장애가�되는�경우가�많다. “생각하지�

마”라는�것이�숙련된�트레이더의�충고이며, 때로�무심한�상태에서�

자신�속의�리듬과�시장의�움직임이�문득�동조同調했을�때, 그들은�

“존zone에�들어간다”, 즉�독특한�지고의�체험을�경험한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 자기를�시장과�하나로�포갠�투기적�트레이더로서

의�삶이, 트레이더�자신의�삶, 즉�개인적인�관심・욕망・감정을�갖

고, 과거・현재・미래의�연결�속에서�살아가는�일상세계에서의�

삶과�격렬한�어긋남을�일으키는�것도�잘롬은�지적하고�있다. 

   잘롬의�이런�민족지적인�기술을�읽을�때, 우리는�한편으로, 이런�

31) Caitlin Zaloom. Out of the Pits: Traders and Technology from Chicago t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의�특히�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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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거래소의�공간을�떠나, 어떤�의미에서는�이미�우리의�일상

의�일부가�되었다고�느낀다. 오늘날의�사회에서의�인간은�확실히, 

“자기�자신의�기업가”일�뿐�아니라, 어떤�부분에서�“자기�자신의�

투기꾼”이기도�하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그런�권력관계의�구

심력에만�눈을�돌리는�것이�아니라, 거꾸로�원심력을�따라서, 점점�

더�확대되는�경제적인�“현상적�공화국”의�바깥과의�관계에�주목

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신자유주의는�모든�것이�경쟁�하에서�현

상하는�것을�요구한다�─ 그러나�우리�자신의�삶�그�자체는, 그�“현

상적�공화국”에�들어가는�것뿐�아니라, 이로부터�나오는�것에�의

해서도�성립되는�것이며, 그런�출입은�“현상적�공화국”의�내부에

서의�삶에�못지않게�중요할�것이다(잘롬이�지적했듯이, 이것은�최

첨단의�투기적�트레이더의�경우에서조차�그러했다). 이런�“현상적�

공화국”의�안과�밖�사이에서의, 복잡하게�뒤얽힌�권력관계의�연

동・충돌・뒤틀림같은�것에�현대에서의�생명정치의�초점이�있다

고�생각해야�하지�않을까.32)

32) 나카가와�오사무中川理는�그�프랑스사회에�관한�일련의�인류학적�연구(그�안

에서�앞의�딸기�경매장의�사례도�여러�번�언급된다)에서, 이런�권력관계의�구심

력과�원심력을�빼어나게�민족지적으로�추적하고�있다. 예를�들어�「社会をとら

えなおす想像力─フランス・プロヴァンス地方の農民の事例(사회를�재파악하

는�상상력�: 프랑스�프로방스�지방의�농민의�사례)」(森明子 編, 『ヨーロッパ人類

学の視座(유럽�인류학의�시좌)』, 世界思想社(근간�수록)에서는�글로벌화에�의

한�극심한�변동�속에서, 기업가적�경영에�나선�농민, 대체적인�연대경제에�참여

하는�농민, 법에�반하여�경영을�유지하려고�하는�농민�등의�다양한�모습이�묘

사・분석된다. 또한�「ずれた未来を垣間る(어긋난�미래를�엿보다)」, 石塚道子・

田沼幸子・冨山一郎 編, 『ポスト・ユートビアの人類学(포스트�유토피아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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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푸코 이후의 두 개의 개념 

생물학적�존재로서의�인간의�문제는, 푸코�이후의�생명권력론에

서�다방면에�걸친�논의가�이뤄진�영역인데, 그것에�대해�여기서는�

더�들어가�논평하지는�않는다. 여기서의�내�목적은, 푸코�자신의�

논의를�인류학적�실천의�가급적�커다란�범위와�묶어내는�데�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생물학적�신체에�관한�생명권력론적�고찰이, 오

늘날�우리의�삶을�생각하는�데�있어서�불가피하다는�것도�분명할�

것이다. 그래서�여기에서는�목표를�한정해, “생명�그�자체의�정

치”(니콜라스�로즈)와�“벌거벗은�생명”253(조르조�아감벤)이라는�

최근의�논의에서의�두�개의�중요�개념에�대해, 이�소론의�위치�측

정�같은�의미도�곁들여, 의도적으로�표면적인�논평을�해볼�생각이

다. 

   과학기술이, 글로벌�경제와�글로벌�및�로컬한�정치와의�연동�속

에서, 인간의�생물학적�신체에�깊이, 적극적으로�개입한다는�상황

은, 확실히, 우리의�우리�자신과의�관계, 그리고�우리와�타자�사이

의�관계를�근본에서부터�변용시켰다. 이것은�분명히�생명권력과�

과학기술의�양쪽�모두가�나누기�힘들게�연결된�문제이다.33) 니콜

류학)』, 人文書院, 2008年에는�프랑스에서�실직자의�‘사회편입’ 정책의�틈새에

서, 거기로는�도무지�편입할�수�없는�꿈을�계속�품고�있는�사람들의�모습이�그려

져�있다. 

33) 이�점에�대해�조금�부연해두자. 푸코가�고찰한�것은�인간을�중심으로�한�권력

관계의�문제이며, 이른바�사회과학적인�권력관계였는데, 미셀�세르(예를�들어�

『自然契約』, 及川馥・米山親能 訳, 法政大学出版局, 1994年)나�브루노�라투르

(『虚構の「近代」─科学人類学は警告する』, 川村久美子 訳, 新評論, 2008年)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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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로즈는�이런�각도에서�“우리의�생물학적�생명�그�자체가�결

단과�선택의�영역에�들어섰다”는�것의�정치적・윤리적�의미를�문

제화하고, “생명�그�자체의�정치”의�개념을�제기했다.34) 신체를�통

한�주체화를�문제화하는�로즈의�논의가, 푸코에�의한�“자기�자신

의�기업가”로서의�신자유주의적인�주체화론과도�연동하는�것임

은�말할�것도�없다.35) 여기서�의문을�드러내고�싶은�것은, 다음의�

단순한�한�가지�점이다. 칸트의�구별을�되풀이한다면, 로즈가�문제�

삼고�있는�것은�(우리�자신에�대한) 신체의�생물학적・의학적인�

현시이다. 그것은�분명히�신체�자체는�아니며, 더군다나�생명�자체

도�아니다. 신체�자체, 생명�자체는�알�수�없다�─ 그리고�그것은�신

체가, 생명〔삶〕이, 그�생물학적・의학적�측면과�동시에, 그것�이외

의�측면(그것은�다분히�전자와�불가분하지만)도�담지하여�나타나

는가능성을�보증할�것이다. 결국�생물학적・의학적�현시─ 확실

조한�것은�그것과�평행하여, 자연과학적�혹은�테크노사이언스적인�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것, 그리고�이�두�가지의�권력관계가�분리된�것이�아니라�인간과�사

물은�항상�평행하게�통치되었다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경제적인�“현상적�공

화국”과�생물학・의학적인�“현상적�공화국”은�연관된�것이라고�생각되어야�할�

것이다. 

34) Nikolas Rose, The Politics of Life Itself :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40. Cf. Nikolas Rose, “Politics of Life Itself”, 

Theory, Culture & Society, 18 (6), 2001: 1-30.

35) 로즈의�1990년대에서의�생명정치론에�대해서는�Peter Miller and Nikolas Rose, 

Governing the Present : Administering Economics, Social and Personal Life, Polity, 

2008 ; Nikolas Rose, Inventing Our Selves :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등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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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빼놓을�수�없는�것이지만�─ 를�생명�자체와�동일시한다는�로즈

의�절차는,36) 생명정치의�“구심력의�논리, 하나의�논리”에�가담해

버리는�것은�아닐까. 우리는�생물학적・의학적인�“현상적�공화

국”을�주시하는�동시에, 그것을�무관계적인�관계의�전체�속에서도�

바라봐야�하지�않을까. 

   또�하나의�개념은�“벌거벗은�삶”이다. 조르조�아감벤은��호모�사

케르�(1995년)에서�푸코가�찾아낸�권력의�신체에의�직접적인�작용

을�주권권력의�본래적인�작용으로서�재고하고, 그�폭력성을�“벌거

벗은�삶”이라는�말로�표현했다. 그리고�그는�과거�사회의�주변에�

위치했던�이�“벌거벗은�삶”이�근대에서�정치의�영역�전체를�뒤덮

게�되었다고�한다.37) 주권권력이�오늘날에도�(신자유주의적인�생

명정치와�연동하면서도) 주요한�권력형식의�하나이기를�계속하

는�이상, “벌거벗은�삶”을�둘러싼�아감벤의�논의가�시사하는�것은�

물론�적지�않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만약�푸코의�무관계성의�

사고를�따른, 주권권력도�또한�끊임없이�스스로를�지워버리는〔거

꾸러뜨리는〕 힘을�동반하고�있다고�생각한다면, 아감벤의�사고가�주

권권력의�“구심력의�논리, 하나의�논리”에�사로잡혀�있다는�인상

도�부정할�수�없다. 주권권력은��“사회를�보호해야�한다”�가�보여

주듯이�정면에서�(부분적으로든) 해체를�시도할�수�있는�면도�있

36) 확실히�로즈는�“생명�그�자체(life itself)”에�대해�말하고�있지, “그-자체에-있어

서의-생명(life-in-itself)”에�대해서는�말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 그가�그�차이에�

관심을�가진�것�같지는�않다. 여기서�논하는�것은�로즈가�말하는�문제일�뿐이며, 

로즈의�연구�내용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할�것이다. 

37) 조르조�아감벤, �호모�사케르�: 주권권력과�벌거벗은�생명�, 14-1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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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생명정치의�탄생�이�보여주듯이�다른�권력형식과�연동될�

수밖에�없는�면도�있다. 즉�“벌거벗은�삶”은�더욱�더�다방향적인�

권력관계의�이해�하에서�파악되는�쪽이�더�풍부한�경험적�분석을�

낳지�않을까. 254 그것은�또한�“벌거벗은�삶”을�(아감벤이�그렇게�

하듯이) 주권자�쪽에서만이�아니라, “벌거벗게” 되는�사람들�쪽에

서�생각해보는�것이기도�하다. 흥미로운�것은, 거기에서, “벌거벗

음”에�의해, 거꾸로�“몸에�걸치다”는�것이�전면에�나온다는�것이

다. 애당초�“벌거벗은�삶”의�폭력성이란�“몸에�걸친” 상태로부터

의�상대적인�차이에�의해�파악되는�것이며, 또한�“벌거벗게” 되는�

쪽에�있어서의�투쟁이란, 권력관계의�틈새를�뚫고�무엇인가(한�조

각의�헝겊, 한�조각의�말)를�몸에�걸치는�것일�테다. “벌거벗은�삶”

과�“몸에�걸치는�삶”은�불가분하며, 어쩌면�후자�─ 신체를�몸에�

걸치는�것을�포함해�─ 가�본질적일�수도�있다.38)

   위의�논의는�물론, 여기서�다룬�두�개념의, 국가나�신자유주의�내

부에서�발생하는�문제를�검토할�때의�유효성을�부정하는�것은�아

니다. 시사하고�싶었던�것은�단지, 그것들을�동시에, 푸코가�항상�

그랬듯이, 구심력과�원심력의�긴장관계�속에�두어야�─ 그리고�구

심력이�원심력이�되고�원심력이�구심력이�되는�움직임도�시야에�

넣어야�─ 하지�않느냐�하는�점이다.39) 마지막으로�이런�문제성에�

38) 에마누엘레�콧차는�그�흥미로운�인간학적�고찰�속에서�인간이란�본래적으로�

“의상을�몸에�입을�수�있는�생물”이라고�말한다(Emanuele Coccia, La vita sensibile, 

II Mulino. 2011, p.169). “신체를�몸에�입는다”는�것에�대해서는�뒤에�나오는�비베

이루스�지�까스뜨루의�논의도�참조. 

39) 타나베�시게하루(田辺繁治)가�푸코의�저작에서�깊은�영향을�받으면서,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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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위해, 논의의�무대를�멀리�남미대륙으로�옮기고�싶다. 

5. 남아메리카로부터의 관점 

로빈슨�크루소의�이야기를�환골탈태시킨�미셸�투르니에의�소설��

방드르디�혹은�야생의�생활�(1971년)40)에서, 로빈슨은�디포의�소

설에�전혀�나오지�않는�사건과�조우한다. 어느�날, 프라이데이(방

드르디) ─ 이�소설에서는�남미�칠레의�아라우카노�족�출신이라고�

되어�있다41) ─ 가�부주의하게�던진�담배가�화약고에�떨어져�대폭

타이의�에이즈�자조그룹을�중심으로�행한�저명한�인류학적�연구는�이런�권력

의�구심력과�원심력의�긴장관계를�훌륭하게�포착한, 독창적인�경험적�연구였다

고�생각한다. 타나베는�거기에서�1980년대�말부터�격증한�에이즈�환자, HIV 감

염자가�어떤�권력관계에�조우하고, 그것과�싸우고, 또한�새로운�권력관계를�창

출했는가를�민족지적으로�상세하게�추적한다. 타나베의�인류학적�고찰은�협의

의�생명권력을�둘러싼�영역뿐�아니라, 말년의�푸코의�사색과도�깊이�관련되어�

있는�것이다. 『케어의�커뮤니티�: 북부�타이의�에이즈�자조�그룹이�열어젖히는�

것(ケアのコミュニティ──北タイのエイズ自助グループが切り開くもの)』(岩

波書店, 2008年) 외에, 『삶의�방식의�인류학�: 실천이란�무엇인가(生き方の人類

学──実践とは何か)』(講社現代新書, 2003年), 『삶의�인류학(生の人類学)』(岩波

書店, 2010年)을�참조. 

40) 미셸�투르니에, �방드르디�혹은�태평양의�끝�. 여기에서는�투르니에가�아동용

으로�다시�쓴�소설을�언급한다. 

41) 아라우카노족은�현재�마부체라고�불리는�민족(부언하면�우연하게도�나는�

1990년대에�이�민족�하에서�오랫동안�민족지적�조사를�했다). 소설�속에서�묘사

되는�방드르디의�사고는�매우�우화화되어�있지만, 남미�선주민적인�사고의�모

종의�흔적을�간직하고�있다. 한때�레비-스트로스의�지도�하에서�후에고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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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생기고, 로빈슨이�섬에서�그때까지�고심하여�쌓아온�모든�것

이�순식간에�상실되어�버린다. 다시�벌거숭이가�된�로빈슨은�문득, 

똑같이�알몸(그것도�그것에�아무런�불편함도�느끼지�않는)의�방드

르디에게�처음으로�관심을�갖기�시작한다. 방드르디는�주위의�자

연�속에서�다양한�주체를�찾아내고, 그것들을�민감하게�받아들이

고, 그것들과�적대하거나�그것들에�공감하면서�살아왔던�것이며, 

그�삶은�주체의�고독한�코기토�하에서�주위의�자연을�객체화하고�

지배하고자�했던�로빈슨�자신의�삶과는�대조적인�것이었다.42) 로

빈슨의�달력이나�법률이나�자산관리의�시스템이�범례적�형태로�

보여주는, 자연의�현시를객체화하고�조직적으로�관리하는�서구�

근대적인�권력의�테크놀로지가�미증유의�생산성을�발휘하며�확

대되고, 지구상의�모든�사람들의�삶에�영향을�주었던�것에는�의심

이�없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로빈슨과는�다른�방식으로�자연과�

교류하는�방드르디�같은�사람들이�지구상에�수많이�존재했다�─ 

그리고�근대적인�테크노사이언스의�확대에도�불구하고�존속했다�

─ 는�것도�사실이며, 또한�오늘날의�다양한�화약고의�폭발(환경문

제, 경제위기, 원전사고�…)이�로빈슨과�비슷한�반성을�우리에게�

강요하지�않는다고�255 장담할�수도�없다. 오늘날, 남미에서의�로

빈슨과�방드르디의�대화는, 도대체�어떤�형태로�전개되고�있는�것

선주민의�문헌연구를�진행한�투르니에는�남미의�선주민�문화를�잘�알고�있었

을�것이다. 

42) Cf. Bruno Laour,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translated by Alan Sheridan and John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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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클로드�레비-스트로스에�따르면, 남미�선주민에게서�세계는�집

합주택과도�비슷한�것이다. 지상에서�전개되는�인간세계의�위쪽

에는�수상성(樹上性) 동물의�세계가�전개되고�있으며, 지하에는�

난쟁이들의�세계가�있다. 그것들의�세계는�서로�인접해�있으며, 옆

의�세계에서�나오는�소음에�불평을�늘어놓거나, 이웃이�낸�쓰레기

를�재활용하기도�한다….43) 이런�인접관계는�수직방향으로�한정

된�것은�아니다. 남미의�선주민에게�인간사회의�주위에는�각종�동

물들의�사회, 초자연적인�존재의�사회, 죽은�자의�사회�등이�있다. 

인간은�그것들과의�일상적인�교섭�속에서�살고�있으며, 거기에는�

‘이웃’들끼리의�공존공영적인�관계와�약탈적인�관계가�포개져서�

존재하는�것이다. 

   이런�애니미즘적�세계관에서는, 동물이나�영적�존재도, 근본적

으로는�인간과�똑같은�존재라고�생각한다. 그래서�여러�가지�존재

의�차이가�생기는�것은�무엇에�의해서인가? 브라질의�인류학자�에

두아르도�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가�논했듯이,44) 이�점에�대한�그

들의�기본적인�사고방식은, 인간은�인간의�신체라는�의상을�입음

으로써�인간이�된다, 동물도�영적�존재도�각각의�신체라는�의상을�

몸에�입음으로써�각각의�존재가�된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예를�

43) クロード レヴィ=ストロース『やきもち焼きの土器つくり』, 渡辺公三 訳, みす

ず書房, 1990年, 165頁.

44) Eduardo Viveiros de Castro, “Cosmological Deixis and Amerindian Perspectivism”, 

Journal of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4 (3). 1998: 46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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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샤먼이�동물의�신체를�몸에�입음으로써�동물이�된다는�생각

도�생겨난다. 거기에서는�인간이란�세계에�대한�하나의�위치관계

의�방식(퍼스펙티브)이며, 그�이상도�그�이하도�아닌�것이다.45)

   물론�쉽게�상상이�가듯이, 현대의�남미�선주민들이�이런�사고양

식이�상처�없이�보존하고�있는�것은�아니다. 오늘날의�전지구화된�

세계�속에서, 그들은�한편으로는�자연의�다양한�행위자actor와의�

권력관계의�그물�속에서�살아가는�동시에, 다른�한편으로는�정부, 

다국적기업, 기독교�단체,  선주민조직, 개발NGO, 환경NGO, 벤처

기업�등�다양한�행위자가�가세한�권력관계의�그물�속에서�살고�있

다. 다국적�기업과�국가의�연계�하에서�선주민의�토지소유권이�변

경되고, 광산・유전�개발이나�수력발전댐�건설�등으로�밀려나거

나�하는�한편, 아마존의�삼림을�필두로�하는, 선주민을�에워싼�광

대한�자연의�가치가�국제적인�환경보호단체나�에코투어리즘추진

단체, 에코벤처기업�등의�관심을�부르고, 선주민이�그들의�행위자

와�제휴하면서�새로운�관계를�탐색한다는�상황도�존재한다.46) 오

늘날의�남미대륙에서, 로빈슨과�방드르디, 자연・사회과학과�애

45) 더�자세하게�말하면, 동물한테는�동물�자신이�인간이다라고��비베이루스�지�까

스뜨루는�지적한다. 즉, 위치관계에�의해, 인간이나�동물�같은�범주�자체가�뒤바

뀌는�것이다. 

46) 예를�들어� 브라질의�아마조니아�선주민의� 상황에�대해서� Bruce Albert 

“Territoriality, Ethnopolitics, and Development : The Indian Movement in the Brazilian 

Amazon”, in Alexandre Surrallés and Pedro Garcia Hierro (eds.), The Land Wthin : 

Indigenous Territory and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2005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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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즘은, 매우�현실적인�관계들�속에서, 대화를�해야만�하는�것이

다. 

   그런�대화가�일반적으로는�로빈슨�쪽의�압도적인�우위�하에서�

행해지는�것, 종종�대화가�시작되지�않고, 시작되어도�일방적으로�

중단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도�확실하다.47) 그러나�인류학자�마

리솔�데�라�카데나가�지적하듯이, 그것과는�다른�상황도�나타나기�

시작하고�있다.48) 256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등의�안데스�국가

들에서, 과거에는�미신으로�공적�담론으로부터�배제되었던�‘대지-

존재’ ─ 파차마마Pachamama(대지�어머니�신)을�필두로, 영적�힘을�

가진다고�간주되는�산들�등�─ 가�점차�정치의�겉무대에�나타나게�

되었던�것이다. 볼리비아에서는�2000년대�초의�물전쟁, 가스전쟁

에서의�정치적�항의행동�중에�파차마마에�대한�의례가�행해지고, 

2006년의�모랄레스�대통령�취임�이후, 파차마마에�대한�공적�언급

은�일상적인�다반사가�됐다. 자연을�법적�주체로�간주하겠다는�(미

셸�세르의��자연계약�을�방불케�하는) 이념이�담긴�2008년의�에콰

도르공화국�헌법�7조에는�“생명이�만들어지고�실현되는�바의�자

연, 또는�파차마마는�그�존재가, 그리고�그�라이프사이클・구조・

47) 인류학자�마리오�블라세르는�파라과이�북동부의�이시로족이�정부당국�및�EU

의�자금을�얻은�개발NGO와의�연계�하에서�개시한, 지속�가능한�상업�사냥�프

로젝트가�일방적으로�중단된�사례에�대해, 시사하는�바가�풍부한�고찰을�행하

고�있다(Mario Blaser, “The Threat of the Yrmo : The Political Ontology of a 

Sustainable Hunting Program,” in American Anthropologist,111 (1), 2010: 10-20). 

48) Marisol de la Cadena, “Indigenous Cosmopolitics in the Andes : Conceptual 

Reflections beyond Politics”, Cultural Anthropology, 25(2), 2010 : 33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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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진화과정의�유지와�재생이, 전체적으로�존중받을�권리를�

가진다”고�하며, 파차마마가�동시에�법적�주체로서�헌법�본문에서�

인정받고�있다. 이런�일은�이제�일시적인�표면적�현상이라고는�볼�

수�없으며, 데�라�카데나는�그때까지의�안데스�국가들을�지배해온�

정치적�단일체가�의문에�부쳐지고, 복수의�정치적�단일체가�충돌

하는�정치적�다원체가�모습을�드러내고�있다고�논한다.49) 그�또�하

나의�정치적�단일체에서�사는�것은, 선주민들인�동시에�‘대지-존

재’들�─ 주체로서의�파차마마나�영력이�있는�산들�─ 이며, 거기

에서는�정치라기보다는�(세르나�브루나�라투르가�문제화하는) 근

대의�과학-정치의�총체가�의문시되는�것이다.50)

   이러한�남미�국가들에서의�정치적�다원체�속에서, 로빈슨과�방

드르디는�어떻게�건설적인�대회를�계속할�수�있을까? 자신이�페루

인의�메스티조인(즉�선주민이�아닌) 데�라�카스테는�자신은�선주

민에게�공감할�수�있지만, 선주민과�완전히�똑같이�‘대지-존재’를�

신앙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그녀는�거기에서, 

인류학자�매랠린�스트래선의�‘부분적�연결〔연접, 연결접속〕’ 개념을�실

마리로,51) “상이한�두�개의�것”의�총합은�반드시�“둘”이�되는�게�아

니라�종종�“하나�이상이지만�둘�이하”가�된다고�생각한다. ‘선주민’

과�‘메스티조’는�실제의�안데스�국가들의�역사�속에서는�서로�영향

49) 다원체에�대해서는�카를�슈미트, �정치적인�것의�개념�, 田中浩・原田武雄 

訳, 未来社, 1970年, 61頁을�참조. 

50) 세르와�라투르에�관해서는�각주�33을�참조. 

51) Marilyn Strathern , Partial Connections, updated edition. Altamira Press. 2004.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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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고받는, 부분적으로�겹쳐졌던�것이며, 그래서�그�총합은�‘둘’

이�아니라�‘하나�이상이지만�둘�이하’일�것이다. 그렇다면�선주민

이�아니더라도, 또한�선주민처럼�‘대지-존재’를�피부로�느끼고�신

앙하지�않더라도, 그들의�정치적�우주에�부분적으로�연결〔연접, 연결

접속〕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그러나�데�라�카스테가�말하듯이, 이�

부분적�연접을�무리하게�성급하게�만들려고�하면, 결국�그들의�정

치적�우주를�자신들의�그것에�억지로�끌어들이려고�하며, 대화를�

파괴하게�된다. 선주민의�정치적�우주를�올바르게�받아들이려면, 

먼저�자신의�정치적�우주를�잊는것에서�시작해야�한다. 지식�─ 

근대의�과학-정치의�단일체에�속하는�지식�─ 을�늘리는�것이�아니

라, 오히려�줄이는것에서�시작해야�한다. 그리고�그녀는, 이자벨�

스탄제르의�말을�빌리면서, ‘무학자〔無学者, 이디오타〕’가�되어�257 “이

성의�작동을�감속한다”는�절차의�중요성을�호소한다.52)

   데�라�카데나의�이런�고찰은�남미뿐�아니라�일본을�포함한�넓은�

세계의�다른�여러�장소들에서�제기되고�있는�다양한�문제성과도�

반향할�수�있다고�생각한다. 또�그것은, 메스티조와�선주민이라는�

집합적�수준의�문제뿐�아니라, 로빈슨과�방드르디�사이의�미시정

치, 나아가�차이가�더�적은�타자와의�관계에�대해서도�의미를�가질�

것이다. 머리가�둔한무학자가�되고, 이성의�작동을�감속하면서�생

각해보는�것. 혹은�경우에�따라서는�거꾸로�이성을�전속력으로�작

52) Isabelle Stengers, “The Cosmopolitical Propiosail”, in Bruno Latour and Peter Weibel 

(eds.), Making Things Public : Atmospheres of Democracy. MIT Press. 2005. 스탄제르의�‘無

学者(idiot)’라는�개념은�들뢰즈와�가타리의��철학이란�무엇인가�의�3장에서�발

전시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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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키면서�생각해보는�것도�필요할�수�있다(하지만�전속력으로�

나아가는�듯한�첨단적인�투기적�트레이더들은�완전한�사고�정지

의�상태에�있었던�것이다). 그�중에서�“상이한�둘의�총합”이�어떤�

형태로�“하나�이상이지만�둘�이하”인가를�치밀하게�따라가는�것. 

이것들은�현대적인�생명권력에�대한�논의를�위해, 확실한�절차를�

제공해준다고�생각한다.53)

6. 제3종의 정치 

나는�이�소론을, 생명권력�개념을�초점으로, 1970년대의�푸코의�사

고의�운동을, 인류학적�소재를�이용해�증폭시키고, 그�속에서�거듭�

노래되고�울려�퍼진�소리를�청취한다〔듣고�끄집어낸다〕는�작업을�행한�

후에�썼다. 이�거듭�노래되고�울려�퍼진�소리를, 마지막으로�모리

스�블랑쇼의�｢제3종의�관계｣라는�문장과관련시켜보고�싶다.54)

   블랑쇼는�거기에서, 타자에�대한�세�종류의�관계에�대해�말하는

데, 그것은�아마, 푸코적인�권력관계에도�직접�관련시킬�수�있는�

것이다. 블랑쇼에�따르면, 제1종의�관계는, 타자를�자신에게�동일

화하려는�관계이며, 거기에는�대립을�극복하고�동일화에�이르는�

53) 돌이켜�생각하면, 의료인류학자�마가렛�로크가�행한, 일본과�북미의�사례를�끊

임없이�대비하는�작업은�(예를�들어�『脳死と臓器移植の医療人類学』, 坂川雅子 

訳, みすず書房, 2004年), 양자의�연접관계를�응시하는�가운데, 추론상의�‘속도’

의�차이를�주의�깊게�쫓는�작업이었다고�생각된다. 

54) Maurice Blanchot, “Le rapport du troisième genre : homme sans horizon”, in L’entretien 

infini,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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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적�관계도�포함된다. 이것은�푸코가�가동적인, 가역적인�권

력관계라고�부른, 일상적인�교통〔거래〕에서의�권력관계의�대부분

에�해당되는�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55) 반면�제2종의�관계는�

“나”가�어떤�절대적인�“타자”를�향해서�융합해가는�관계이며, 그�

절대적�“타자”의�저편에는�“일자”가�있다고�블랑쇼는�말한다. 이�

관계는, 푸코가�말하는�권력형식(사법권력, 규율권력, 생명정치�

등)에�적용해�생각할�수�있지�않을까? “나”가�그런�권력형식에�스

스로를�동조시키는�가운데, 그�저편에�있는�“일자”, 즉�“국가” 혹은�

(생명정치적인) “자연” 등과�같은�것을�향해서�스스로를�융해시키

는�것은�드문�일이�아니다…. 

   그러면�제3종의�관계란�무엇인가? 그것은�블랑쇼에�따르면�“다

른�것의�접근�불가능한�현전”이며, 모든�동일성이나�전체성을�면

할�수�있는�관계, 관계없는�관계이며, 다른�말로�하면, 관계에�들어

서는�것에�의해�타자가�그�이타성〔다름〕을�전혀�잃지�않는�관계이다. 

남미에서의�로빈슨과�방드르디의�대화를�염두에�두면, 이�제3종의�

관계도�명료하게�이해할�수�있다. 실제로�데�라�카데나의, 무학자

가�되어�타자의�정치적�우주와의�거리를�유지하면서�관계를�258만

든다는�자세는, 이�블랑쇼의�아이디어와�정확하게�대응하는�것이

리라. 

   그런데�매우�흥미롭게도�블랑쇼는�이�제3종의�관계는�“허구나�

가설의�관계가�아니라�인간들끼리�서로�말하거나�만났을�때의�(현

55) 미셸�푸코, ｢자유의�실천으로서의�자기의�실천｣, 廣瀬浩司 訳, 『フIni. コレク

ション5』, ちくま学芸文庫, 2006年, 31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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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관계에�있어서, 방향을�바꾸어�위태로운�것이�되지만, 그

러나�언제나�작동하고�있는�관계”이라고도�말한다.56) 제3종의�관

계란�모든�권력관계�하에서, 언제나�제1종의�관계나�제2종의�관계�

하에서도, 잠재적으로는�항상�가동하고�있다는�셈이다. 여기서�우

리는�“권력의�관계들에서는�반드시�저항의�가능성이�있습니다”라

고�말한�푸코의�말을�떠올릴�수�있을�것이다.57) 이�제3종의�관계에�

대한�블랑쇼의�지적은, 푸코의�생명권력론뿐�아니라, 도래할�모든�

생명권력론의�원점에�놓여야�하지�않을까. 실제로�만일�오늘날의�

사회를�분명히�강하게�방향짓고�있는�신자유주의적�생명정치�속

에서�(다만�그것이�국가의�주권권력이나�규율권력과�복잡하게�연

동되어�있다는�것도�잊어서는�안�되겠지만) 우리가�생명권력에�대

해�논하는�것에�어떤�의미가�있다면, 그것은�궁극적으로는, 모든�

권력관계�하에�제3종의�관계가�잠재해�있다고�하는, 이�한�가지�일

에�의해서라고�생각한다. 

   푸코의�사고의�일관된�특징은, 그가�구심력과�원심력�사이, 사회

의�중심과�주변�사이, 거시와�미시�사이를�가볍게�오가면서�고찰을�

추진한�것이다.58) 그래서�나는�블랑쇼의�제3종의�관계�개념에, 이

56) Blanchot, “Le rapport du troisième genre”, p.105, p.96 외. 

57) 푸코, ｢자유의�실천으로서의�자기의�실천｣, 317頁. 

58) 1970년대의�푸코가�규율권력이나�생명정치의�거대한�장치를�분석하는�것과�

평행하여, 그것과�똑같은�정도의�커다란�열정을�갖고서, 사회의�주변부분에서

의�사람들의�삶을�추적하는�프로젝트에�씨름한�것을�여기서�상기해두자. 미셸�

푸코, �피에르�리비에르�: 살인, 광기, 에크리튀르』, 慎改康之•柵瀬宏平•千條真

知子.八幡恵一 訳, 河出文庫, 2010年, 「汚辱に塗れた人々 の生」, 丹生谷貴志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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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푸코의�역동적인�사고의�운동을�덧붙여서, 그것을�‘제3종의�정

치’라고�부르고�싶다. 그리고�오늘날의�세계의�다양한�장소에서, 

다양한�수준에서�존재하고�있는, 제2종의�관계나�제1종의�관계를�

경험적으로, 치밀하게�바라보는�것, 그리고�그�속에�숨어�있는�제3

종의�관계의�현실적인�표출의�방도를�찾아내는�것이야말로�인류

학이�푸코를�계승하면서�담당할�수�있는, 지극히�중요한�작업이라

고�생각한다.59) 왜냐하면�새로운�세계란�그저�제3종의�정치에서만�

생겨날�수�있기�때문이다. 

『フーコー・コレクション6』ちくま学芸文庫, 2006年 등을�참조. 

59) 인류학이란�결국�‘바깥’과의�경험적�관계를�불가피하게�포함하는�사회과학이

라고�말해도�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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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1.

신체의�산출,�개념의�연장�

: 매릴린 스트래선에게서의 멜라네시아, 민족지, 새로운 생

식기술을 둘러싸고 

사토미�류지・구보�아키노리1)*

264 〈생명정치〉 또는�〈생명권력〉이라는�미셸�푸코가�제출한�개념

은�그의�사후, 당초의�적용�범위를�넘어서, 복지국가의�변천, 감시

사회의�출현現出, 리스크와�안전에�초점을�맞추기, 바이오테크놀로

지의�진전, 전지구적�노무관리의�침투�등�다양한�상황을�조사照射

하는�데�있어서�유효한�개념으로�사용됐다. 그�때문에, “생명권력

(생명정치)론”이라고�말하면, 생명을�초점으로�하는�권력의�작동

을�기술하고, 비판적으로�분석한다는�논의가�일반적으로�이미지

화된다. 

* 里見龍樹・久保明教, ｢身体の産出、概念の延長──マリリン•ストラザーンに

おけるメラネシア、民族誌、新生殖技術をめぐって｣, �思想�, 2013년� 2월호, 

No. 1066, 264-282頁. 

** 이�글의�내용은�전체적으로�필자�두�명의�합의에�근거하지만, 직접적인�직필�작

업은�서두�및�1, 2, 6절은�구보가, 3-5절은�사토미가�주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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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반해�본고에서�다루는�매릴린�스트래선(Marilyn Strathern, 1941~)은�

멜라네시아(남서태평양) 지역의�사람들에�관한�특수한�문체의�민

족지로�알려진�영국의�인류학자이며, 얼핏�보면�‘생명권력론’과는�

소원한�연구자이다. 그녀의�저작에는�페미니즘이나�생명기술에�

관한�논의도�포함되어�있으나, 젠더나�생명조작을�둘러싼�권력의�

작동을�비판하는�것도�아니며, 푸코에�대한�언급도�거의�보이지�않

는다. 그러나�〈생명정치〉를�단순히�현실적인actual 권력/정치의�

작동을�기술하는�개념으로서가�아니라, 우리의�삶을�규정하는�지

식의�모습에�대해�모종의�‘투쟁’을�벌이는�개념으로서�파악한다면, 

스트래선은�그�‘투쟁’에�참여하고, 그것을�독특한�방식으로�확대해

온�논자로서�등장한다. 

   이하에서는�우선, 〈생명정치〉 개념이�갖는�투쟁성이란�어떤�것

인가에�대해�논하고, 스트래선이�전문으로�하는�문화/사회인류학

이�이런�투쟁과�어떻게�관계할�수�있는가에�대해�고찰한�다음, 스

트래선�자신의�논의의�궤적을�검토하고, 그녀의�논술이�〈생명정

치〉를�둘러싼�문제계를�어떻게�심화시키고�신장할�수�있는�것이�

되는가를�분명히�밝히고�싶다. 

265 1. 개념의 투쟁 

앞서�말했듯이, ‘생명정치(생명권력)’ 개념이�현대의�세계를�기술

하는�데�있어서�유용하다는�것은�이미�분명하다. 하지만�그것은�단

순히�기술記述적인�개념인�걸까? 확실히�푸코의�탐구의�궤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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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념은�특정한�역사적인�과정에�대응하는�것으로서�도입된다. 

‘생명정치’를�둘러싼�푸코의�기술은�엄밀하게�수미일관된�것은�아

니지만, 넓은�의미에서는�생물로서의�인간의�생활의�전반에�개입

함으로써�기능하는�권력의�작동을�가리키고, 더�구체적으로는�“인

구�집단population으로서�파악된�생활자의�총체에�고유한�현상, 즉�

건강, 위생, 출산율, 수명, 인종�등의�현상에�의해�제기되는�문제들

을, 합리화하려고�하는�18세기�이후의�방식”으로서�정의된다.1) 그

렇지만�역사를�기술하는�것의�의의에�관해�푸코가�다음과�같이�말

하고�있는�것도�간과할�수�없다. 

지식인의�작업은�어떤�의미에서는�바로�현재를, 없을�수도�

있었던�것으로서, 혹은�실제로�있는�그대로가�아니라는�것

도�있을�수�있는�것으로서�나타나게�하면서�이야기하는�것

입니다.2)

이렇게�자신의�작업을�규정하는�푸코에게서�〈생명정치〉도�또한, 

세계를�기술하기�위한�개념일�뿐�아니라�현재를�“없을�수도�있었

던�것으로서” 나타나게�하고, “실제로�있는�그대로가�아닌�것”을�

향해�세계를�확장해가는�개념이었다고�생각된다. 실제로�〈생명정

1) 小林康夫・石田英敬・松浦寿輝 編, 『푸코�가이드북(フーコ─・ガイドブック)』, 

筑摩書房(ちくま学芸文庫), 2006年, 190頁. 

2) 미셸�푸코(ミシェル・フーコ─), 「구조주의와�포스트구조주의(構造生義とボス

ト構造主義)」, 黒田昭信 訳、『미셸�푸코�사고집성(ミシェル・フーコ─思考集

成)』, 第IX卷, 筑摩書房, 2001年, 2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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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둘러싼�푸코의�논의는�일반적으로는�초월적-법적-언어적인�

지배와�억압의�모델로�말해지는�근대�이후의�정치의�기층에, 내재

적-신체적-생명론적인�조작과�저항의�운동이�있다는�것을�나타내

는�것이다. 즉, 이�개념에는�우리가�살고�있는�세계를, 언어나�법이

나�억압/피억압자로�이루어진�‘인간’의�사회로서가�아니라생명체

〔살아�있는�것〕로서의�‘사람’의�무리를�둘러싼�관계들과�그런인간적�

사회성이�복잡하게�서로�겹치는�장으로서�파악함으로써, 근대적

인�인간관이나�사회의�존재방식을�안쪽에서부터�교란하고�확장

하는�힘이�갖춰져�있는�것이다. 

   다만�〈생명정치〉 개념이�지닌�이런�확장적인�역능은�푸코�자신

의�저작에서�반드시�명확하게�나타나는�것은�아니다. 그�확장성을�

전면화시킨�것은�푸코의�논의를�이어받은�사상가들, 특히�〈생명정

치〉 개념을�서양에서의�정치와�생명을�둘러싼�근본적인�역설과�결

합시킨�조르조�아감벤의�논의일�것이다. 

   아감벤에�따르면, 서양의�정치체제는�고대(그리스�및�로마)에서�

이미�인간이�식물이나�동물과�마찬가지로�“단순히�살아�있다는�사

실”(조에)와�“각각의�개체나�집단에�특유한�살아가는�형식”(비오

스)을�준별하고, 말을�하는�인간들이�구성하는�정치의�장(폴리스)

로부터�전자를�배제하면서�포함한다는�역설적�회로에�의해�조직

되었다. 266인간은�“살기�위해�태어났지만, 본질적으로는�좋게�사

는�것을�위해�존재한다”는�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학�의�유명한�

구절도�또한�폴리스란�“살아가는�것�= 자연적인�생명”이�“좋게�사

는�것�= 문화적인�삶”으로�변환되는�장이며, 그런�장을�가짐으로

써��인간은�다른�동물로부터�구별된다는�것을�보여준다. 푸코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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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서�찾아낸�것은�이런�자연적�생명의�배제와�포함이�정치

(폴리스)의�경계선상에서�행해지는�것으로부터, 정치의�주요한�계

쟁점이�되어가는�과정이다. 그러므로�생명의�배제와�포함에�의해�

기능하는�〈생명정치〉라는�기제는�근대에�고유한�것이�아니라�서

양의�정치사상과�인간관의�근간을�이루는�것으로�재파악된다.3)

   이상에서�말한�아감벤의�논의에서�중요한�것은�〈생명정치〉라는�

것이�항상�정치적이고�형이상학적인�문제로서�제시되고�있다는�

점이다. 앞서�말한�아리스토텔레스의�언명도, “정치는�어떻게�이

뤄져야�하는가”라는�정치학적인�물음과�“인간은�어떻게�다른�동

물과�구별될�수�있는가”라는�존재론적인�물음에, “생명을�배제하

면서�포함함으로써”라는�동일한�대답을�암암리에�주는�것이었다. 

이처럼�서양에서�“생명의�배제와�포함”은�권력의�작동의�원초적

인�기제인�동시에, 인간이나�그�공동체를�둘러싼�지식의�틀의�숨겨

진�기반이�되었다. 여기에�〈생명정치〉 개념이�단순한�기술적인�개

념에�머물지�않는�이유가�있다. 특정한�역사적�사태를�〈생명정치〉

의�작동으로서�기술하는�것은, 그런�사태들을�파악하는�기존의�지

식의�모습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 그�암묵적인�전제인�“배제와�

포함”의�기제를�표면화시키고, 그�기제에�안쪽으로부터�투쟁을�거

는�것으로�연결되기�때문이다. 

   푸코�자신의�기술에�있어서도, 예를�들어��성의�역사�1�에서�비

판되는�것은�19세기�이후�섹슈얼리티와�생식의�권역에�철저하게�

3) 조르조�아감벤, 『호모�사케르�: 주권권력과�벌거벗은�생명(ホモ・サケル─主権

権力と剥き出しの生)』, 高桑和巳 訳, 以文社, 2003年, 7-1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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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기�시작한�권력의�작동�자체가�아니라, 그�상황을�성의�억압

과�이로부터의�해방으로서�파악하는�담론이며, 초월적-법적�모델

에�기초하여�개인의�‘진리’가�드러나는�장으로서�성을�자리매김�하

는�프로이트주의이다. “삶의�배제와�포함”을�기반으로�하면서�은

폐함으로써�성립되는�이런�지식들은, 우리가�‘인간’이라는�것을�보

증하는�것이며, 항상�합리적인�외관을�갖추고�있다. 하지만�〈생명

정치〉 개념의�확장성/투쟁성은�바로�이런�지식의�틀의�교란이나�

해체를�환기하는�곳에서�나타나는�것이다. 

2. 인류학기계

지금까지�논했듯이�〈생명정치〉가�기술적인�동시에�확장적인�개

념이며, 근대적인�지식의�암묵적인�기반인�“생명의�배제와�포함”

에�투쟁을�거는�것이라고�친다면, 그것은�스트래선의�전문�분야인�

문화/사회인류학과�어떻게�관계하는�것일까? 그것을�생각하는�데�

있어서�시사적인�것은�지식에�내장된“배제와�포함”의�기제를�“인

류학〔인간학〕기계”로서�개념화한�아감벤의�논의이다. 

   인류학�기계란�인간�속에서�인간�아닌�것으로서의�267 자연적인�

생명을�찾아내고, 그�배제와�포함을�통해�인간이라는�것을�산출하

는�지적인�장치이다. 아감벤은�이런�“배제되고�포함되는�것”의�계

보를, 아리스토텔레스의�“식물적�생명”, 비샤의�“기질적인�생명”, 

린네의�“호모�사피엔스” 등에서�찾아낸다. 게다가�19세기�이후에�

전면화하는�진화론적�발상에서는�인간�속에�있는�“인간/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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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경계가�통시적인�문제로서�재파악된다. 즉, 자연종(동물)

로서의�‘사람’으로부터�문명적인�‘인간’이�어떻게�발생했는가가�문

제되며, 양자를�연결하는�이음매로서�‘야생아’나�‘야수인’, ‘말을�가

지�못한�인간’ 등으로�불리는�존재가�초점화된다.4)

   이런�‘인류학�기계’의�존재방식은�현재의�문화/사회인류학과는�

얼핏�보면�무관하다. 분명히�19세기�말부터�20세기�초반에�걸쳐�모

건, 타일러, 프레이저�등이�추진한�진화론적�인류학은�서양�근대를�

정점으로�하는�인류�진화의�원초�단계에�근사한�것으로�‘미개사회’

를�분석하는�것이며, 자연(동물)과�문명(인간)의�이음매〔경첩〕를�

찾아내는�동시대의�다양한�시도와의�연속성은�분명하다. 하지만�

20세기�전반기에�말리노프스키, 보아즈, 모스�등을�중심으로�인류

학은�진화론적�발상을�뛰어넘어, 개개인에게�독립된�가치를�지닌�

복수의�문화/사회를�현장조사에�기초해�분석하는�학문으로�변모

했다는�것이�인류학의�일반적인�자기규정이�되었다.5)

   그렇지만�20세기의�인류학을�특징짓는�“문화(사회)의�복수성”이

라는�테제는�눈에�보이지�많은�19세기의�발상과�다른�것은�아니다. 

왜냐하면�그것은�진화론적�인류학에서의�자연에서�문명에�이르

는�단일한�궤도를, 자연에서�개개의�문화에�이르는�복수의�회로로�

대체한�것이기�때문이다. 인류학의�조사대상인�‘그들’은�이제�자연

4) 조르조�아감벤, 『열림�: 인간과�동물(開かれ──人間と動物)』, 岡田温司・多賀

健太郎 訳, 平凡社, 2004年, 11-71頁. 

5) 竹沢尚一郎, 『인류학적�사고의�역사(人類学的思考の歴史)』, 世界思想社, 2007

年, 11-34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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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문명의�경첩으로서의�‘미개인’이�아니다. 오히려�그들의�집합적

인�실천(의례, 주술, 신화, 결혼, 증여�등) 자체가�그들의�자연적인�

생명을�제어하고, 그들에게�고유한�문화적�생명으로�변환하는�장

치로서�재파악된다. 사람들의�행동거지〔품행〕는�개인적인�감정이

나�욕망에�의해서가�아니라�그�사회에�고유한�사고나�행동의�양식

에�의해�규정된다, 혹은�사람들은�자연의�사물에�의해�구성된�세계�

그�자체가�아니라�그들에게�고유한�문화적�체계(세계관)를�통해�

해석된�세계를�살고�있다. 20세기�인류학자들이�반복해온�이런�주

장에서, 현지민의�자연적인�생명은�문화적�생명으로부터�항상�배

제되는�동시에�그것에�의해�포함되어야�하는�것으로서�자리매김�

되고�있다. ‘문화’란�사람이�산출하는�모든�공동체를�폴리스�같은�

‘생명의�배제와�포함’의�장으로�파악함으로써, ‘미개인’들을�‘인간’

으로�격상시키는�지적인장치였던�것이다. 게다가�이런�복수의�문

화를�객관적�견지에서�비교하고, 차이나�공통성을�끄집어냄으로

써�자연종으로서는�동일한�존재인�‘사람’이�다양한�문화를�가진�

‘인간’이�되어가는�보편적인�방식을�해명할�수�있다고�생각되었다. 

   이처럼�20세기의�인류학은�문화의�복수성�및�268자연/문화의�구

분을�전제로�하면서�(1) 자연적�생명을�배제하고�포함하는�장으로

서�개개의�문화를�분석하고, (2) 객관적인�비교를�통해�그것들의�차

이나�공통성을�밝힘으로써, (3) 문화나�사회, 혹은�인간이라는�것�

일반의�성립을�해명한다는�세�가지�계기를�조합한�새로운�인류학�

기계를�짜냄으로써�진화론적�인류학을�“넘어섰던” 것이다�.

   이런�20세기�유형의�인류학�기계는�다양한�비판이나�수정을�겪

으면서도�90년대까지는�기본적인�유효성을�유지해�왔다고�생각된



III-11. 사토미�류지・구보�아키노리, ｢신체의�산출, 개념의�연장｣  487

다. 그러나�90년대�이후, 네그리와�하트가��제국�(2000년)에서�묘

사한�글로벌한�통치성의�표면화와�생명/정보기술을�필두로�하는�

테크놀로지의�가일층의�침투를�통해, 문화의�복수성과�자연/문화

의�구분이라는�두�개의�전제는�점차�기능�부전에�빠진다. 이런�상

황에�호응하면서, 최근의�인류학에서는�‘다자연주의’나�‘존재론적�

전환’, ‘포스트플루럴�인류학’ 같은�이름�아래에�다양한�시도가�이

뤄져왔다.6) 이런�시도들은�모두�두�가지�전제를�동시에�비판하는�

것이며, 20세기�유형의�인류학�기계를�어떻게�해체�혹은�개편할�수�

있는가를�묻고�있다고�하겠다. 그리고�브뤼노�라투르나�에두아르

도�비베이루스�지�까스뜨루�등과�나란히, 이런�조류의�원천이�되는�

논의를�전개해온�것이�매릴린�스트래선이다. 

   이제�겨우�준비가�다�되었다. 이하에서는�스트래선의�주요�저작

을�순서대로�검토하고, 그녀의�논의가�20세기의�인류학�기계의�거

동을�어떻게�교란하고�개편하는�게�되고�있는지, 나아가�〈생명정

치〉를�둘러싼�문제계를�어떻게�확장하는�것인지를�분명하게�밝혀

6) 이런�조류의� 내실에� 대해서는�다음을� 참조. Eduardo Viveiros de Castro, 

“Cosmological Deixis and Amerindian Perspectivism”,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4(3). 1998: 469─488 :  Amiria Henare, Martin Holbraad, and  Sari Wastell, 

“Introduction”, in Henare, Holbraad, and Wastell(eds.), Thinking Through Things : 

Theorising Artefacts Ethnographically, Routledge. 2007. pp.1131 ; 春日直樹 編, 『현실비판

의�인류학� : 신세대의�에스노그라피로(現実批判の人類学──新世代のエスノ

グラフィへ)』, 世界思想社, 2011年 ; モハーチ・ゲルゲィ&森田敦郎, 「비교를�사

는�것에�대해�: 포스트플루럴인류학을�향해(比較を生きることについて──ポ

ストブルーラル人類学へ向けて)」, 『哲学』 第125号, 三田哲學会, 2011年 3月, 

263-28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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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3. �증여의 젠더�

      : ‘멜라네시아적�사회성’에서의�신체/사회관계

맨�처음에�검토하는�것은�멜라네시아�인류학자로서�출발한�스트

래선의�초기�대표작인��증여의�젠더(The Gender of the Gift)�(1988)(이

하��젠더�로�약칭)이다. 이�책에서�스트래선은�멜라네시아에서의�

사회적�실천에�대한�기술을, 동시에�기존�인류학자들이�사용해온�

‘개인’, ‘사회’, ‘자연’ 같은�서양적�개념들7) 그�자체의�변용�과정을�

이루는�것으로서�전개하려고�한다. 멜라네시아인의�실천을�‘우리’ 

쪽의�분석�틀에�의해�설명한다는�일반적인�민족지의�자세와는�달

리, 그녀는�멜라네시아의�실천들�속에서, 그런�실천들에�대해�설명

하는�고유한�논리가�잠재되어�있다는�가정에서�출발한다. 그러한�

논리를�우리의�개념을�사용해�기술하려고�한다면, 그�개념들은�우

리가�통상�알고�있는�것과는�크게�다른�방식으로�작동하게�될�것이

다. 서양적�개념들의�체계에�스스로�내재하면서, 그것들을�멜라네

시아의�논리로�그렇게�‘전치’하는�것을�통해�‘확장하는extend’ 것, 그

것이��젠더�의�이론적�표적이다.8)

7) 이하에서�보는�일련의�저작에서�스트래선은�스스로가�내재하는�개념적인�틀을, 

“서양적(Western)” 내지�“구미적(Euro-American)”인�그것이라고�부른다. 이런�규

정에�대해�그녀�자신의�유보에�대해서는�다음의�대목을�참조. Cf. Marilyn 

Strathern, The Gender of the Gift : Problems with Women and Problems with Society in Melane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348. n.5 ;  Partial Connections, updated edition, 

Altamira Press, 2004, p. 121,n.1.

8) Strathern, The Gender of the Gift, op, cit.,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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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이�책의�주로�3장, 5장에서�전개되는, 멜라네시아�인류학에서

의�이니시에이션�의례(성인�남성으로�이루어진�집단・결사로의�

가입�의례)론의�재구성은, 그런�개념의�전치와�확장이, 인류학을�

전통적으로�구성해온�계기들을�어떻게�변용시키는가를�잘�보여

준다. 스트래선에�따르면, 멜라네시아�각지에서�보이는�이런�종류

의�의례에�대한�종래의�인류학자의�이해에서는, 앞서�본�20세기�인

류학의�첫�번째�계기를�명확하게�읽어낼�수�있다. 즉, 특히�뉴기니�

고지에서의�초기�조사를�실시한�인류학자들은�이�지역의�남성들

에게서�여성이�가진�출산을�비롯한�자연적・신체적�능력을�자신

들한테�위협으로�보고�있다는�의식을�찾아냈다. 그런�의식�하에서, 

남성들은�자신의�자연적�열등감을�의례나�신화적�관념이라는�문

화적�기제에�의해�극복하고, 여성이�구현하는�자연적�생명에�대한�

통제를, 구체적으로는�혼인교환�등의�형태로�확립하고자�한다. 이

니시에이션�의례에서는�어머니와의�결부�속에�상대적으로�머물

러�있는�아직�전사회적이고�자연적인�존재로서의�젊은이가�성인�

남성�집단이�구현하는�‘사회’의�힘과�직면함으로써, 그런�자연적인�

생명으로부터�떨어져�나오고, 사회적・문화적�존재로�변용한다

고�여겨진다. 이렇게�인류학자들은�이니시에이션�의례를, 바로�자

연적인�생명을�배제하고�포함하는�실천으로�파악했던�것이다.9)

   스트래선은�종래의�멜라네시아�민족지에서�보이는�이런�이해를�

정면에서�문제�삼는다. 그녀는�우선�이니시에이션�의례를�포함한�

멜라네시아의�사회적�실천의�상당수에서�사람의�신체, 특히�그것

9) Ibid., pp.49-55, 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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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포하는�산출적�힘에�대한�관심이�전경화된다는�것을�찾아낸

다.10) 신체의�이런�“내적�능력”11)은�아이를�낳는�생식력�외에, 자

타의�신체를�성장시키는�힘이나�고구마나�감자, 돼지�등을�키우는�

힘으로�개념화된다. 스트래선이�보기에, 멜라네시아의�실천들에

서�그런�관심은�자연적・신체적�생명의�극복・통제에�의한�문화

적인�삶의�실현이라는�부정적인�형태로�이해되어야�할�것이�아니

다. 멜라네시아�사람들은�오히려�“스스로에�대해, 내적인�효력의�

문제, 즉�신체로부터�그것이�할�수�있는�것을�어떻게�끌어내느냐

하는�문제를�제시하고�있다. 의례는�이런�능력들이�어떤�것인가를�

아는�방식을�구축하고�있는�것이다.”12)

   �젠더�에서�스트래선은�이런�관점에서�멜라네시아의�실천들을�

재기술하고, 그�중에서, 기존의�멜라네시아�민족지, 나아가�인류학�

일반의�가정을�크게�고쳐�쓰는�독자적인�논리�─ 스트래선이�말하

는�“멜라네시아적�사회성(Melanesian sciality)”13)의�논리�─ 를�읽어

낸다. 예를�들어�이�책의�5장에서는�뉴기니�고지�서부의�파이에라�

사람들에게서의�이니시에이션�의례�─ 정확하게는�소년들을�대

상으로�하는�사춘기�의례�─ 가�그런�재해석의�대상으로�간주된

다.14) 파이에라에서�기혼�남성의�신체적�건강이나�강함은�아내가�

10) Ibid., pp.107ff.

11) Ibid., p.119 et passim. 

12) Ibid., pp.102-103. 강조는�인용자.

13) Ibid., pp.10, 320.

14) Ibid., pp.116-119. 스트래선�자신은�인류학자�비어색의�민족지(Aletta Biersack, 

“Ginger Gardens for the Ginger Woman : Rites and Passages in a Melanesi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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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때마다�행하는�비밀의�주술에�의존하고�있다고�여겨지는데, 

사춘기�의례에서는�소년들이�집락集落을�떠나�숲속에�몸을�숨기고, 

장래의�아내와의�그런�관계를�270 ‘생강녀’라고�불리는�정령과의�사

이에서�선취적으로�갖는것을��시도한다. 이�의례의�목적은�소년들

의�신체를�성장시키고�이윽고�여성들을�매혹시켜�혼인할�수�있도

록�하는�데�있다. 각각의�소년은�숲속에서�정령에게의�증여로서�생

강�밭을�가꾸지만�─ 마침�남편이�아내에게, 주술을�행해�달라고�

작동하듯이�─ 이에�대해�생강녀가�호의적으로�응했는지�여부는, 

부부�관계에서와�마찬가지로, 이�의례�동안에�소년들의�‘피부’가�

성장하고�“크고�아름답게” 보이게�되었는가�여부로�알�수�있다. 의

례의�말미에�소년들은�숲속에서�모습을�드러내고, 마을�사람들은�

그들의�신체를�보는데, 소년의�신체가�크고�아름다워졌다면�사람

들은�그가�정령과�잘�관계를�맺었다는�것을�알고, 거꾸로�신체가�

작고�볼품없는�채로�있다면, 그런�관계의�수립이�실패했음을�이해

한다. 

   이�의례의�관심이, 개별�소년이�지닌�“성장하는�능력”에�있다는�

것은�분명하지만, 성장이라는�신체의�자연적�능력과, 의례를�둘러

싼�타자와의�사회적인�관계의�거기에서의�연결은, 앞서�본�고전적

인�이니시에이션�의례�해석을�크게�배신하는�것이�된다. 파이에라

에서�사람은�자신의�신체의�자연적�능력을�단독으로�발휘할�수�없

으며, 이를�위해서는�타자, 예를�들어�아내나�생강녀와의�사회적�

관계를�필요로�한다고�여겨진다. 스트래선에�따르면, 이것은�멜라

Man, 17 (2). 1982: 239-258)에�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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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에서의�실천�일반의�특징이다. 즉, “만일�신체의�능력이�알

려진다면, 이�능력들에�대한�증거는, 행위가�효과를�갖는다는�것이

어야�한다. 멜라네시아적�용어에서, 이것은�상호행위를�함의한

다.”15) 소년들은�정령과의�상호행위의�결과로서만�자신의�신체의�

내적�능력을�실현할�수�있으며, 그러므로�파이에라에서�그런�신체

적�산출성은�그�내부에�사회적인�관계를�포함한�것으로서�이해되

는�것이다. 

   위의�의례에서�개별�소년은�생강녀와�관계함으로써�성장을�이

루고, 마을�사람들은�그�신체를�그런�사회적�관계를�내부에�포함한�

것으로�본다. 성장한�소년의�신체가�성장�전의�소년과�생강녀의�관

계를�포함하고�있다는�이런�관계는, 도식적으로는�“성장한�소년

(성장�전의�소년/생강녀)”라는�액자Nesting 구조16)로�표현될�것이

다.17) 스트래선에�따르면, 이렇게�타자와의�사회관계에�의해�구성

되고, 그런�관계를�자신의�내부에�포함하는�신체라는�존재방식은, 

멜라네시아적�사회성의�기본적�원리를�이루는�것이다.18) 또한�파

15) Strathern, op, cit., p.123. 

16) 〔옮긴이〕 네스팅�구조는�보통�‘중첩구조’나�‘함유구조’로�번역되지만, ‘액자�구

조’로�번역하는�편이�더�직관적이기�때문에�이렇게�옮겼다. 

17) 젤은��젠더�를�해설하면서, 이것과�비슷한�단계적으로�고차화하는�액자�구조

라는�도식을�채용하고�있다(Alfred Gell, “Strathernograms or, the Semiotics of Mixed 

Metaphors”, in The of Anthropology: Essays and Diagrams, edited by Eric Hirsch. Berg, 

1999, pp.29-75). 다음에�보는��부분적인�연결�에서도�프랙탈이라는�수학적・도

상학적�이미지가�거론되듯이, 액자�구조는�스트래선의�많은�저작에서, 말하자

면�이론�이전의�기본적인�이미지를�이루는�것�같다. 

18) Strathern, op, cit., pp.13,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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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라에서�개별�소년의�신체가�성장�능력을�내재하고�있다는�것

은�타자와의�관계�속에서�실제로�그�능력을�발휘한다는�방식으로

만�알려질�수�있다. 그런�이상, 소년들은�의례에�있어서�스스로의�

능력을�시도하고, 그렇게�함으로써�생강녀와의�관계를�새롭게�산

출하지�않을�수�없다. 스트래선에�따르면, 멜라네시아의�사회적�실

천은�일반적으로, 그렇게�“개인들에게, 즉흥이나�혁신을�통해서�

타자에�대한�자신의�효과를�시도하고�자신의�능력을�실현해보도

록�작용한다. 왜냐하면�능력은�그것이�271개시되는�방식에�의해서

만�알려질�수�있기�때문이다.”19) 자타의�신체로부터�“그것이�할�수�

있는�것을�끌어내는” 것에�관심을�갖는�멜라네시아�사람들은�그렇

게�신체의�산출성을�부단하게�발휘함으로써�사회관계를�신체에

로�항상�새롭게�포함하면서�발전시킨다. 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

은�그런�의미에서�다름�아닌�신체의�산출적인�힘에�의해�구동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파이에라에서�성장한�소년은�이윽고�그�신체의�‘아름다

움’에�의해�여성을�매혹시켜�혼인하기에�이르며, 나아가�그�아내와

의�관계에�있어서�앞의�의례에서와는�다른�신체적�능력, 즉�생식의�

능력을�발휘하고�아이를�낳을�것이라고�예기된다. 아이라는�이�새

로운�신체는�아버지인�소년과�그�아내�사이의�사회관계를�그�내부

에�포함하고�있으며, “아이(성장한�소년(성장�전의�소년/생강녀)/

아내)”라는�이중적�액자�구조�─ 사회관계를�포함한�신체가�만드

는�사회관계가�다른�신체의�내부에�포함된다�─ 를�이루고�있다. 

19) Ibid.,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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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가�이윽고�스스로�사춘기�의례를�받는다는�것을�생각하면, 

파이에라�혹은�멜라네시아�일반에서�신체와�사회관계는�그�액자�

구조를�무한하게�복층화해가면서�각각�새롭게�산출됨을�알�수�있

다. 

   스트래선의�이런�재해석에서�성장이나�생식�같은�사람들의�자

연적・신체적�능력의�의미는�기존과는�크게�바뀌고�확장된다. 예

전의�이니시에이션�의례론은�그런�능력들을�오로지�여성에게�귀

속시키고, 남성들에�의해�문화적으로�통제되어야�할�것으로서, 극

히�한정적이고�부정적인�형태로�이해했다. 이에�반해�스트래선이�

기술하는�멜라네시아의�신체는�단순히�자연적이지도�않고�사회

적・문화적이지도�않고, 항상�그�내부에�타자와의�사회관계를�포

함하면서, 다른�한편으로�그�자연적인�능력의�발휘에�의해�새로운�

사회적�관계를�산출해가는, 자기�확장적이고�산출적인�액자�구조

로�개념화된다. 또한�거기서�산출되는�일련의�신체는�위�사례의�성

장한�소년과�생강녀, 그리고�아이의�관계가�그러하듯이, 어떤�신체

가�다른�신체에�포함되고, 또한�그로부터�산출된다는�상호�내적인�

관계에�있다. 스트래선이�보는�바로는, 신체적인�산출성이란�본질

적으로�그런�내적�관계로서�전개되는�것이다. 

   �젠더�에서�스트래선은�이니시에이션�의례�해석의�이런�고쳐�쓰

기를�통해, 멜라네시아적�사회성의�논리와�거기에서의�신체의�독

자적인�존재방식을�밝히고�있다. 그녀가�보기에, 멜라네시아의�실

천들에서�신체의�의미는�자연적인�생명의�배제와�포함이라는�기

존의�인류학적�틀로는�파악될�수�없다. 파이에라의�사례가�보여주

듯이, 멜라네시아의�사회적�실천은�서양적인�분석�틀�속에서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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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문화의�부단한�교착으로서만�기술될�수밖에�없는, 신체적인�능

력과�사회적�관계, 혹은�자연적인�생명과�문화적인�삶의�상호포함

적�산출과정으로서�전개된다. 또한�그�속에서�사람들의�신체는�새

로운�신체와�사회관계를�계속�산출함으로써�그런�전개를�구동하

는, 자연적이자�사회적・문화적�272산출성을�가진�것으로�다시�자

리매김�된다. 

   스트래선은�이렇게�개별�문화에서의�자연적인�생명의�배제와�

포함이라는�20세기�인류학의�첫�번째�계기를�고쳐�쓰고, 멜라네시

아에서의�인류학자의�과제를, 신체적인�산출성을�통한�자연적인�

생명과�문화적인�삶의�상호적인�포함과�연장의�운동을�기술하는�

것으로�재정의해�보여주는�것이다. 

4. �부분적인 연결들� : 신체적인 과정으로서의 비교 

�젠더�의�후속작이자�이론적�주저로�간주되는��부분적인�연결들

(Partial Connections)�(1991)(이하��연결들�로�약칭)에서�스트래선은�

전자에서는�잠재적인�것에�머물렀던�인류학/민족지의�방법론, 즉�

인류학자가�주로�자신의�필드워크에�기초하여�민족지를�쓴다는�

실천�그�자체를�재귀적으로�주제화하고�있다. 거기서�문제로�간주

되는�것은�특히�앞서�20세기의�인류학을�구성하는�두�번째�계기라

고�말했던, 복수의�문화/사회�사이에서�인류학자가�행하는�비교라

는�상정이다. 이하에서�보듯이, �연결들�에서�스트래선은��젠더�

에서�개념화한�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과, 인류학자가�민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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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는�과정�그�자체�사이에서�모종의�동형성을�찾아냄으로써, 

전자의�모델을�자신이�생각하는�새로운�민족지적�비교의�방법으

로�확장시켜�보여준다. 그리고�이것에�의해�복수의�문화�사이의�비

교라는�상정도�근본적으로�고쳐�쓰이게�된다.20)

   �연결들�에서�스트래선은�현대의�전지구적�조건�하에서의�전통

적인�비교의�막다른�골몰의�일종의�우의로서, 멜라네시아, 특히�뉴

기니�고지에서, 비교에�대한�기존의�상정이�어떤�곤란에�조우하는

가를�논한다. 

   한정된�지역에�상이한�언어와�관습을�가진�다수의�집단이�거주

하는�뉴기니�고지는�전통적으로, 상이한�사회에서의�집단구성, 의

례적�교환과�리더십의�성질�등을�비교하기�위한�이상적인�장소로�

여겨졌다.21) 그러나�그녀에�따르면, 서로�독립한�복수의�사회/문

화를�그렇게�단일한�기준�하에서�비교한다는�상정은, 이�지역에서

는�유지될�수�없다. 예를�들어�뉴기니�각지에서�의례�등에�사용되

는�피리나�통나무�북�등�“소리를�내는�도구”를�비교하려고�할�때, 

어떤�지역의�카누나�다른�지역의�가옥을�대상으로부터�배제하는�

것의�정당성은�어디에�있는가? 분명히�우리에게�카누나�가옥은�소

리를�내는�도구와는�다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인류학자의�보고

에�따르면, 어떤�지역의�사람들은�통나무�북과�동일한�토템적�모양

20) �연결들�의�‘비교’론에�관한, 더�추상도가�높은�해설로서�Martin Holbraad and 

Morten Axel Pedersen, “Planet M : The Intense Abstraction of Marilyn Strathern”, 

Anthropological Theory, 9 (4), 2009 : 371-394가�있다. 

21) Strathern, Partial Connections, op. cit., p.52. 이하에서는�1991년의�원서에�새로운�서문

이�보태진�2004년도의�증보판에�의거한다. 



III-11. 사토미�류지・구보�아키노리, ｢신체의�산출, 개념의�연장｣  497

을�카누에�조각함으로써�양자를�유비하고, 또한�다른�지역의�사람

들은�모두�개구부를�갖고, 그곳을�숨・소리나�사람이�빠져나가는�

피리와�가옥을�비슷한�것으로�간주하고�있다고�한다.22) 비교를�행

하는�데�있어서�인류학자는, 현지인들이�유비를�통해�산출하는�이

런�의미나�관련을�배제할�수�없으며, 그래서�비교의�기준의�동일성

에는�불확실함이�뒤따르게�된다.23) 인류학자가�하려고�하는�비교

는�이처럼�현지인이�행하는�비교와도�같은실천에�의해�교란되어�

버린다. 

273   멜라네시아�사람들이�행하는�그런�‘비교’란�정확하게는�어떤�

실천인가? 스트래선은�여기에서, 위에서�예시한�피리나�카누�같은�

대상이, 모두�현지사회에서�사람의�신체�혹은�그�부분으로�간주된

다는�것에�주의를�촉구한다.  즉, 그것들은�앞서��젠더�에서�기술

된�것인�어떤�신체가�그�내적인�산출성을�발휘함으로써�다른�신체

를�산출하고, 그것에�의해�항상�새로운�사회관계가�창출된다는�과

정을�구성하는�요소들에�다름�아닌�것이다.24) �연결들�에서�스트

래선은, 신체적�이미지의�그러한�산출�과정을, 현지사회에서의�일

종의�‘비교’의�실천으로서�재파악한다. 예를�들어�뉴기니�섬�동쪽�

끝의�맛심�지방에서�카누는�그것을�소유하는�출생�집단을�구현하

는�잘�차려�입은�한�명의�젊은이로서�이미지되지만, 다른�한편으로�

그것은, 한�명의�어머니의�신체로서, 다수의�아이들을�포함하는�것

22) Ibid., pp.69-70.

23) Ibid., pp.73-75.

24) Ibid., pp.76,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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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도�말해진다.25) 여기에서는�“카누/한�명의�젊은이/한�명의�

어머니/다수의�아이들”이�서로�유비되고�있는데, 언뜻�서로�어긋

나는�이런�이미지들은�실제로는�어떤�것이�다른�것을�─ 예를�들어�

모체가�출자�집단의�남성들을�─ 산출한다는�신체적・산출적인�

관계를�이루고�있다. 또한�멜라네시아에서는�현지인들이�마치�인

류학자의�비교를�생각나게�하는�방식으로, 자타의�집단에서의�관

습이나�사물을�서로�유비하거나�관련시키거나�하는�사례를�극히�

일반적으로�볼�수�있다. 예를�들어�뉴기니의�우메다와�그�인근�사

람들은�일종의�은유적인�가면의�사용과�교환을�통해�집단�간의�관

계를�개념화하고�있으며, 여기에서는�인류학자가�상이한�사회/문

화�사이에서의�비교로서�행하는�관계�짓기가�다름�아닌�신체적인�

산출성에�기초한�것으로서�행해지고�있다.26) 또한�이런�멜라네시

아의�비교를�구성하는�요소들은�통상적인�인류학적�비교가�상정

하듯이�서로�독립된�단위로서�있는�것이�아니라, 어떤�신체의�이미

지가�그것에�선행하는�신체에�이미�내재한�것으로서�산출된다고�

하는, 스트래선이�‘연장(extension)’이라고�부르는�바의�내적이고�산

출적인�관계에�있다.27) 근린집단�사이에서�그런�내적인�관계는�어

떤�집단의�문화가�다른�집단의�문화를�포함해, 이들이�서로�산출・

연장한다는�관계로서�발견된다. 스트래선이�보듯이, 멜라네시아

25) Ibid., pp.65-68.

26) Ibid., pp.82-85.

27) “어떤�이미지는�다른�이미지를�포함하고�있다. … 각각은�그�효과에�있어서�다

른�것〔이미지〕을�연장하는�것이다”(Ibid.,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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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과정은�이렇게�그�자체로서�일종의�비교의�실천을�이루고�

있으며, 또한�그�독자적인�신체성에�의해�비교에�대한�인류학적�상

정을�부단하게�배신하는�것이�되고�있다. 

   멜라네시아에서�전통적인�비교가�직면하는�이런�곤란을�그녀는�

그�자체로�일종의�비교�실천인�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과�민족지

적인�비교�사이에�복층적인�동형성을�지적함으로써, 〔이것과는〕 완

전히�바뀌어서�긍정적인�가능성으로�재정의해�보여준다. 위에서�

봤듯이, 멜라네시아에서�비교를�하려고�하는�인류학자는�일면에

서는�자신과�비슷한�것처럼, 이�지역�사람들이�신체적인�관계성에�

기초한�독자적인�비교를�실천하고�있다는�것을�발견한다. 게다가�

현지인들이�행하는�이런�비교에�의해�자신의�비교가�부단하게�교

란된다고�하는�앞서�본�사정은, 인류학자를�스스로의�274기술과�현

지인들이�비교를�통해�산출하는�의미나�관련�사이의�차이의�인식�

─ 이것�자체가�일종의�비교이다�─ 으로�이끈다. 그러한�인식에�

기초하여�인류학자는, 자신의�기술로부터�누락된�의미, 아직�쓰여

지지�않은�관련을�기술에�담도록, 또한�새로운�기술을�산출하도록�

재촉당한다. 스트래선은�이렇게�기술�대상과의�차이에�근거하여�

항상�새로운�기술을�산출해간다는�민족지의�산출적�성격에서, 앞

에서�보았듯이�신체적인�산출성에�의해�부단하게�구동되고�전개

되는�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 혹은�비교의�실천�사이의�동형성을�

찾아내는�것이다.28) 이러한�동형성의�인식은�또한�민족지의�산출

적인�실천을, 어떤�민족지가, 자신과�대상�사이의�차이를�내부에�

28) Ibid., pp.xxii-xxiv, 10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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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새로운�민족지를�‘산출한다’고�하는, 신체적�과정으로서�이

미지화하는�것을�가능케�한다. 여기서�발견되는�것은, 신체적�과정

으로서의�민족지적�비교가, 마찬가지로�신체적�과정인�멜라네시

아의�비교를�자신의�내부에�되풀이하여�포함하면서�자기를�전

개・연장해간다고�하는�산출적인�액자�구조나�다름없다. 

   이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을�것이다. 즉�당초의�기술(‘민족지�I’)

은�멜라네시아에서의�실천과의�차이에�기초하여, 그런�차이의�인

식을�자신의�내부에�포함한�새로운�기술, 즉�‘민족지�II(민족지�I/멜

라네시아)'로�전개된다. 이�민족지�II도�이윽고, 멜라네시아인들이�

행하는�비교와의�해소�불가능한�차이의�인식에�의해�다시�새로운�

‘민족지�III(민족지�II(민족지�I/멜라네시아)/멜라네시아)’로�확장

된다. 똑같은�과정은�더�나아가�‘민족지�IV(민족지�III/민족지�II(민

족지I/멜라네시아)/멜라네시아/멜라네시아)’의� 산출로� 이끌릴�

것이다. 이러한�산출의�과정은�바로�앞서��젠더�에서�읽은�신체/

사회관계의�액자�구조가�항상�복층화하면서�전개해나가는�멜라

네시아적�사회성, 나아가�위에서�말했듯이, 멜라네시아인들�자신

이, 상이한�삼루이나�자타의�집단을�상호�신체적인�산출・연장�관

계에�의해�결부시킨�것으로�간주하는�방식과�동형적이다. 그리고�

민족지와�멜라네시아의�실천, 신체와�비교의�이런�액자�구조의�전

개야말로�스트래선이��연결들�에서�새로운�민족지적�비교의�모

습으로�제시하는�것에�다름없다. 

   그런�관점에�근거하여�그녀는�비교라는�행위의�담지자로서�20세

기의�인류학을�떠받쳤던�‘필드워크’라는�신체적�이미지를�대신하

는�것으로서, 페미니즘�이론가�해러웨이가�제시하는�‘사이보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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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찾아낸다.29) 사이보그의�신체는�도구나�의수・의족이�신

체와는�이질적인�것에�머물면서�그�능력을�확장하듯이, 부분들끼

리�차이를�유지하면서�결부되고, 나아가�새로운�결부를�산출한다

고�하는�‘연장’의�관계, 즉�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을�구성하는�것

과�바로�똑같은�내적이고�산출적인�관계에�의해�구성된다.30) 스트

래선은�그런�사이보그의�신체를, 자신이�생각하는�새로운�민족지

적�비교의�모델로서�제시하는�것이다. “인류학자의�저작은�서로의�

연장으로서�작동하는�275 여러�부분들�사이의�일종의�집적회로를�

이루게�된다. 연장으로�이루어진�장으로서, 사이보그는�… 여행하

는�일이�없이�이동한다.”31) 이렇게�사이보그의�신체로서�이미지화

되는�민족지란, 앞서�말했듯이, 자신의�내부에�해소되지�않는�차이

를�복층적으로�포함하면서, 항상�새로운�기술을�산출하는�신체적

인�운동체�혹은�액자�구조로서의�그것에�다름없다. 

   앞서�봤듯이, �연결들�에서�스트래선은, 멜라네시아인들이�어떤�

사물이�다른�사물에�의해�포함되면서�산출되고, 상이한�문화들이�

서로의�연장으로서�내적으로�결부되는, 독자적인�신체적�과정으

로서�비교를�실천하고�있다는�것을�찾아낸다. 그�위에서�그녀는, 

인류학자가�실행하는�비교도�그것과�동형적인, 상이한�문화에�대

한�복수의�기술이�서로를�포함하면서�연장하는�신체적・초월적

29) Ibid., pp.36-40. Cf. Donna Haraway, “A Manifesto for Cyborgs :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1980s”, Socialist Review, 80. 1985: 65-107.

30) Strathern,  op, cit., pp. 38-39.

31) Ibid.,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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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점에서�일련의�문화/사회를, 혹은�자문화와�이문화를�비교한

다는�것이�더�이상�아니고, 일련의�비교�혹은�기술로�이루어진�액

자�구조로서의�민족지의�산출에�의해, 그런�기술들�사이의�내적인�

관계를�부단히�연장하는�것이�새로운�의미에서의�비교로서�정의

된다. 스트래선은�이렇게�서로�외재하는�복수의�문화/사회라는�전

통적인�전제를�해체하면서, 여전히�인류학적�비교의�가능성을�긍

정적으로�재정의�해�보여주는�것이다. 

5. 새로운 생식 기술론 

      : 현대서양에서의�신체/개념의�연장�

이처럼�멜라네시아�인류학에서�출발해, 그�식견을�독자적인�민족

지론으로�전개한�스트래선은, 1990년대�초반�이후, 많은�저작에서�

체외수정, 정자・난자�제공이나�대리�출산�등�이른바�새로운�생식�

기술이나�생명과학을�다루고, 그것들과의�관계에�있어서의�서양

의�가족・친족관계나�‘소유’ 개념의�변화에�대해�논한다.32) 이들의�

저작에서�스트래선은�앞에서��연결들�에서�행했던, 멜라네시아

적�사회성�모델의�민족지적�방법론으로의�재귀적�연장을, 현대의�

32) E.g. Marilyn Strathern, After Nature: English Kinship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Reproducing the Future : Essays on Anthropology, Kinship, 

and the Reproductive Technolog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2 ; Property, Substance and 

Effect: Anthropological Essays on Persons and Things, Athlone Press, 1999 ; Kinship, Law and 

the Unexpected: Relatives Are Always a Surpri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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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세계에서�신체와�개념, 자연과�문화를�둘러싸고�생기고�있는�

움직임으로�더�연장해서�전개해�보여준다. 그리고�이것에�의해, 새

로운�생식�기술을�둘러싼�현대�서양의�동태는, 앞서�본�멜라네시아

의�사회과정과�예기치�않은�방식으로�유사한�것으로서�발견된다. 

   스트래선은�몇�개의�저작에서, 1993년에�미국의�캘리포니아주에

서�행해진�재판의�사례를�언급한다. 대리출산에�의해�태어난�아이

의�과거�유전자상의�어머니와�대리모가�친권을�두고�다툰�이�재판

에서는, 유전자상의�부모에게서의�아이를�낳으라고�하는�“생식상

의�의도”가�중시됨으로써�전자가�승소했다. 스트래선이�주목하는�

것은�이�재판에서�인용된, “아이에�대한�심적인�개념(concept)이, 

그것이�생겨나는�것을�규정하고�있는�요인이며, 그�개념의�원인이�

된�사람들이�〔아이를〕 임신한�사람들(conceivers)로서�전면적으로�276

인정되어야� 한다”33)는� 논의이다. “임신하다/개념을� 품다

(conceive)”라는�동사를�이중적�의미로�사용하는�이�말의�조작에, 

스트래선은�새로운�생식�기술�아래, 신체・생명과�개념・지식�사

이에, 한�쪽이�다른�쪽으로�쉽게�반전할�수�있는�독특한�교착이�생

기는�사태를�찾아낸다. 구체적으로�말하면, 현대�서양의�가족・친

족관계에서는�유전자�정보나�출생의�사실�관계에�대한�지식이�중

요한�의미를�갖게�되었으며, 이곳에서는�자연적・생물학적�계기

와�사회적・문화적�계기가�복잡하게�얽혀�있다.34) 또한�현대의�기

33) 스트래선이�인용하는�재판�기록의�일부(Strathern, Kinship, Law and the Unexpected, 

op. cit., p.56. 단, 스트래선에�의한�강조는�생략. 

34) Strathern, Property, Substance and Effect, op. cit.,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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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조건�하에서�나타나는�신체・생명의�새로운�형상은�자연/문

화라는�기존의�개념적�구분을�부단하게�고쳐�쓰고, 또한�복잡화시

키고�있다. 예를�들어�수정란은�단순한�세포의�모음(자연적)과�잠

재적인�인격(사회적・문화적)의�경계에�있어서, 그�처리를�둘러싸

고�윤리적인�논의가�진행되고�있는�존재로서�있다.35) 또한�대리�출

산이라는�기술적�전개에�의해, “어머니임”은�태아가�되는�난자를�

갖고�있는�것과�자궁�내에서�태아를�품고�있는�것�사이에서�새로운�

분할의�가능성에�직면하고�있다.36) 스트래선의�관심은�다름�아니

라, 이처럼�새로운�기술과의�관계에서�오늘날�생기는, 신체와�개

념, 자연과�문화가�교착하면서�각각�독자적인�연장을�이룩한다는�

전개를�향하고�있는�것이다. 

   게다가�그녀는�자연/문화의�이런�새로운�분할과�연장�속에서, 현

대�서양의�가족・친족관계가�멜라네시아�사회과정과�종종�예기

치�못한�방식으로�유사한�것이�되고�있음을�발견한다. 가령�뉴기니�

고지대의�카메아�사람들은�같은�어머니의�태내에�있은�적이�있는�

형제자매의�관계를�‘같은�피’라는�신체적�이미지로�표현하는�한편, 

동일한�출생�집단에�속한�아버지와�아들�사이에는�아무런�신체적�

실체도�공유되지�않으며, 양자는�어떤�토지를�자신의�부계적�조상

이�경작했다는�사실에�대한�지식과�그�계승에�의해서만�연결되어�

있다고�생각한다. 또�카메아�사람들에�따르면, 소녀는�빨리�남성과�

혼인하고�싶다는�의도를�갖고�있기�때문에�소년들보다�더�빨리�성

35) Strathern, Reproducing the Future, op, cit., pp.19-21.

36) Ibid.,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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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소녀가�성인에�가까워지면, 그녀를�아내로�맞이하려고�하

는�남편�쪽�집단의�사람들은, 음식을�계속적으로�증여함으로써�여

성에�있어서의�그런�혼인, 나아가�임신・출산에�대한�의도를�촉진

하려고�한다.37) 카메아의�친족관계는�이렇게�‘피’(자연적・신체적)

와�지식・의도(사회적・개념적)라는�이질적인�관계를�그�내부에�

병존시키는�점에서, 수정란이나�유전자�같은�자연적인�기체(基體)

에�관한�사회적인�지식이나�조작에�의해�성립되는�현대서양의�가

족・친족관계와�예상�밖의�방식으로�유사한�것으로서�발견되는�

것이다. 

   스트래선이�보기에, 서양세계에서, 이러한�자연과�문화・사회의�

교착이나�멜라네시아적�사회관계와의�유사성은, 새로운�생식기

술의�등장에�의해�비로소�성립된�사태가�아니다. 그녀에�따르면, 

서양근대의�가족・친족관계는�자연적이자�사회적・문화적이라

는�이중적�성격을�본래적으로�띠고�있으며, 그런�이중성에�있어서, 

앞서��젠더�에서�보았듯이�자연/문화가�복층적인�액자�구조를�형

성하는�277 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과도�본질적으로�동형적이다. 

구체적으로�말하면, 서양세계에서는�어떤�사람이�누군가의�자식

이라는�것은�자명한�자연적�사실로�간주된�반면, 어떤�사람이�누군

가의�부모라는�것은�그�사람에게�자식이�있다는�사실에�의해�매개

되며, 그런�의미에서�사회적이다. 나아가�“부모임”은�전통적으로, 

37) Strathern, Kinship, Law and the Unexpected, op. cit., pp.82-83. 스트래선�자신은�인류학

자�뱀포드의�민족지(Sandra Bamford, “Conceiving Relatedness : Non-Substantial 

Relations among the Karnea of Papua New Guinea”,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0 (2). 2004: 287-306)에�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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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라는�생물학적�사실에�기초한�자연적인�입장으로서의�어

머니와, 아이의�어머니�사이의�관계에�의해�매개되어야�하는�사회

적인�입장으로서의�아버지로�구별되었다. “어머니임”은�더�나아

가�아이를�임신하고�출산한다는�자연적인�입장과�아이를�양육한

다는�사회적인�입장으로�구별될�수�있다.38) 이런�관계들을�도식화

하면, “서양의�가족・친족관계(자연적�아이�/사회적�부모(사회적�

아버지/자연적�어머니(자연적인�출산자/사회적인�양육자)))”라는�

다층적인�액자�구조가�묘사될�것이다. 스트래선에�의하면, 이렇게�

서양�근대의�가족・친족�관계는�본질적으로, 신체적�관계와, 사회

적�관계�혹은�그것에�대한�개념・지식이�액자�구조를�이루면서�서

로를�산출하고�확장하는�영역으로서�있었으며, 새로운�생식기술�

하에서의�앞에서�본�전개는�일면에서는�그런�액자�구조의�새로운�

전개・복잡화로�볼�수�있다. 서양의�가족・친족관계는�앞서�본�멜

라네시아의�신체나�민족지적�비교라는�‘신체’와��마찬가지로, 항상�

새로운�구분을�자신의�내부에�포함하면서�신체・개념과�사회관

계를�산출하는�운동체를�이루고�있으며,  새로운�생식기술에�관한�

스트래선의�민족지�─ 말하자면�‘우리’에�대한�민족지�─ 는�바로�

그런�운동을�자신이�구현하는�것처럼�기술하고�분석하는�것이�되

고�있다. 

   그렇다면�스트래선에�있어서�서양과�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을�

이러한�유사성�하에서�보는�인식은�어떠한�기제에�의해�가능해졌

는가? 앞에서��연결들�에서�읽어낸�독자적인�‘비교’론을�감안한다

38) Strathern, Reproducing the Future, op. cit., pp.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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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녀가�행하는�이런�유비를, 서로�독립된�문화/사회�사이에서

의�통상적인�의미에서의�비교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그것은�어

디까지나��젠더�와��연결들�에서�행해진�개념적・방법론적인�확

장과�변용으로부터의�발전으로서�가능해진�조작으로�이해되어야�

할�것이다. 즉��연결들�에서�스트래선은�신체와�사회관계의�상호

연장적인�산출과정으로서의�멜라네시아적�사회성을, 그것과�동

형적인�산출과정으로서의�스스로의�민족지의�내부에�액자적으로�

포함하고�있었다. 새로운�생식기술론에�있어서�그녀는�현대서양

에서�생기고�있는�신체적이자�개념적인�전개도, 이것들과�유비적

인, 자연/문화의�구별을�넘어선�산출적인�운동으로서�찾아내는�데�

이른다. 그리고�그런�인식을�바탕으로, 멜라네시아적�실천을�그�내

부에�포함한�자신의�민족지를, 현대�서양에서의�그것과�동형적인�

전개도�포함하는, 더�나아가�확장된�액자�구조로서�재구축하는�것

이다. 서양�속에서�멜라네시아와의�유사를, 멜라네시아�안에서�서

양과의�유사를�찾아내는�위에서�본�관점은, 서양에서의�새로운�생

식기술의�전개와�멜라네시아적�사회성을, 양자�사이의�차이를�유

지하면서�278서로�포개는, 앞서�인용한��연결들�에서의�표현을�빌

린다면�“집적�회로”로서의�민족지에�의해�가능해지는�것이나�다

름없다. 즉, 그런�유사성은�스트래선의�민족지의�내부에서, 멜라네

시아적�사회성에�있어서의�어떤�신체와�다른�신체의�관계, 그리고�

�연결들�에서의�민족지적인�비교와�멜라네시아에�있어서의�비교

의�관계와�똑같이, 액자�구조를�이루는�두�개의�과정�사이의�내적

인�유사성으로서�발견되는�것이다. 

   이상과�같이, 새로운�생식기술론에�있어서의�스트래선은�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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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민족지를, 현대서양에서의�신체/개념의�전개도�포함하는�것

으로서�확장하고�재구축함으로써, 서양과�멜라네시아, 자문화와�

이문화를�독자적인�방식으로�병치하고�유비하는�것이�가능해지

는�관점을�구성해�보여준다. 이런�민족지적�인식의�실천은, 앞서�

말한�객관적�비교를�통해�문화/사회�일반�혹은�인간적인�것에�대

한�보편적인�인식에�도달한다는�20세기�인류학의�목표를, 실질적

으로�고쳐�쓰는�것이다. 즉�현대�서양에�관련된�스트래선의�기술은�

거기서�생기는�신체와�개념의�상호연장의�과정에�어디까지나�내

재하고�있으며, 스스로를�그런�운동을�동형적으로�반복하는�것으

로�삼음으로써, ‘우리’에게서의�신체・개념이나�사회관계의�현황

에�관한�새로운�인식을�산출하려고�한다. 그런�기술은�개별�사례의�

총합으로서의�보편성을�향하지�않는�대신에, 서양의�새로운�생식

기술이나�멜라네시아의�사회과정�같은�이질적인�실천들과�거기

서�산출되는�다양한�개념・지식을�내적으로�결합시키는�것을�통

해, 항상�새로운�인식을, 말하자면�‘내부적인’ 객관성39)으로서�산

출할�수�있다. 현대�서양�세계를�대상으로�하는�민족지에�있어서�

스트래선은�이렇게�재정의된�인류학적�인식의�의의와�가능성을, 

스스로�실천적으로�나타내고�있는�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보여줬듯이, 스트래선의�탐구의�궤적에서�앞서�말한�20

39) Cf. Strathern, Partial Connections, op, cit.,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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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유형의�인류학기계를�구성하는�세�가지�계기는�각각�교란되

고�개조되었다. 자연적인�생명을�배제하고�포함하는�장으로서�개

개의�문화를�분석한다는�20세기�인류학의�기본적인�자세stance에�

대해��젠더�는�신체적인�산출성을�통해�자연적인�생명과�문화적�

삶이�서로를�포함하고�연장해가는�운동으로서�멜라네시아의�시

회성을�파악한�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 또한�인류학자가�객관적

인�입장에서�다양한�문화들을�비교하고�차이나�공통성을�밝힌다

고�하는�기존의�상정에�대해서��연결들�은�상이한�문화에�관한�기

술(=민족지)가�서로를�포함하고�연장해가는�운동으로서�인류학

적�비교를�재정의한다. 또한�새로운�생식기술을�둘러싼�저작이�보

여주듯이, 인류학적�탐구의�목표는�문화/사회나�인간이라는�것의�

보편적인�존재방식의�해명이�아니라, 다양하고�상이한�사람들의�

실천과�그것들에�관련된�다양하고�상이한�지식이�서로를�포함하

고�연장하면서�새로운�객관성을�산출할�수�있는�지식의�장치를�만

들어가는�것으로서�재파악된다. 멜라네시아, 민족지, 새로운�생식

기술과�논의의�대상은�변화해왔지만, 어느�경우든, 인류학적�279방

법론과�그�기반인�근대적�지식에�담겨�있는�“삶의�배제와�포함”의�

기제를, 신체적이고�개념적인�“포함과�연장”의�논리에�의해�고쳐�

쓰는�것이�시도되었던�것이다.

   이런�스트래선의�논의는�푸코나�그를�뒤이은�논자들이�행했던�

논의와�공통되는�특징을�갖는�동시에, 〈생명정치〉를�둘러싼�문제

계를�독자적인�방식으로�확장하는�것이�되고�있다. 우선�꼽을�수�

있는�것은, 철저하게�내재적인�기술을�통해�분석�개념의�확장을�시

도한다는�방법론상의�특징이다. 푸코가�역사를�조감하는�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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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준을�미리�설정하는�것이�아니라, 각�시대에�고유한�인식틀을�

자신의�기술에�침투시킴으로써�‘인간’이나�‘권력’이나�‘자기’ 같은�

근대적인�사고를�지탱해온�개념을�변용시키고�확장하듯이, 스트

래선은�자신의�기술에�멜라네시아에�고유한�이해의�틀을�감염시

킴으로써�‘사회’나�‘신체’나�‘관계’나�‘비교’ 같은�근대�인류학을�지

탱해온�개념을�변용시키고�확장한다. 그것은�동시에�근대적인�지

식의�모습의�기반을�이루는�‘생명의�배제와�포함’의�기제를�외부로

부터�비판하는�것이�아니라, 안쪽에서부터�그�행태를�교란시키고�

개조하는�시도가�되고�있다. 

   또한�스트래선에�있어서, 이런�개념의�확장성은�항상�생명의�산

출상과�결부시켜�제시되고�있다. 실제로�그녀가�멜라네시아의�사

회성, 민족지�기술, 현대서양의�새로운�생식기술�같은�상이한�국면

에�일관하여�찾아낸�“서로를�포함하고�연장(=확장)한다”는�관계

성은, 생명의�산출�과정이�지닌�논리나�다름없다. 예를�들어�엄마

는�아이의�신체를�포함(=임신)하고�연장(=육성)하는�반면, 아이는�

어머니의�신체의�연장으로서�나타나고, 어머니의�신체적�역능(의�

효과)를�포함하는�것으로서�자신의�신체를�구성한다. ‘아이’와�‘엄

마’라는�개념도�또한, 아이가�아이인�한에서�어머니는�어머니이기�

때문에, 서로를�포함하고, 서로의�연장으로서�산출된다. 생명의�산

출과�개념의�확장은�같은�뿌리이며, 그렇기에�생명의�산출성을�다

양한�방식으로�조직하는�멜라네시아의�실천이나�구미(歐美)의�새

로운�생식기술에�있어서, 다양한�개념의�확장이�발견되는�것이다. 

생명권력의�기초가�되는�‘규범’을�둘러싼�논의를�전개한�푸코의�스

승�캉길렘은�생식이�각�생물에게�고유하다는�생물학적�법칙이�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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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에서의�무모순률과�연동되어�있다고�생각하고, 생명과�개념

은�등가라고�논했지만,40) 스트래선의�논술은�생명의�산출과�개념

의�확장의�등가성을�기반으로�사회적�실천을�파악하는�점에서, 캉

길렘의�착상을�확장한�것이기도�하다. 푸코의�논의도�단순히�생명

을�초점으로�하는�권력의�작동을�비판하는�것이�아니라, 정치나�지

식의�모습이�생명의�산출성과�밀접하게�관련됨으로써�스스로를�

변용시키고�확장해가는�과정에�주목하는�것이며, 이�점에서�스트

래선의�인류학적�탐구는�푸코의�생명권력론에�가장�깊게�공명한

다고�할�수�있다. 

   게다가�멜라네시아�사회의�분석을�기반으로�하는�스트래선의�

논의는�〈생명정치〉를�둘러싼�문제계, 특히�“생명과�개념”, “신체

와�지식”, “자연과�사회성” 등에�관련된�문제들을�서양근대라는�

틀을�넘어서�탐구하는�것이며, 이른바�생명권력론을�인류학적으

로�확장하는�것이다. 다만�280그것은�“생명의�배제와�포함”을�기반

으로�하는�서양적�사회성과는�상이한�“그들”의�조화로운�공동성

40) 조르주�캉길렘(ジョルジュ・カンギレム), 「개념과�생명(概念と生命)」, 『과학

사・과학철학�연구(科学史・科学哲学研究)』, 金森修 監訳, 法政大学出版局, 

1991年, 390-428頁. 덧붙여�생명과�개념의�등가성이나�생명의�규범성을�둘러싼�

캉길렘의�논의와�푸코의�생명권력론의�관계에�대해서는�곤도�가즈노리(近藤和

敬) 씨의�다음의�논고로부터�큰�시사를�얻었다. 近藤和敬, 「생명과�인식�: 에피스

테몰로지에서�보는�‘생명권력’의�가능성(生命と認識──エピステモロジーから

みる「生権力」の可能性)」, 檜垣立哉 編, 『생명권력론의�현재�: 푸코로부터�현대

를� 읽다(生権力論の現在──フーコ─から現代を読む)』, 勁草書房, 2011年, 

169-215頁 ; 近藤和敬, 「자연�혹은�우주�쪽으로(1) (自然あるいは宇宙のほうへ

（一）)」, �現代思想』, 第40卷 第10号, 2012年 8月, 42-5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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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안으로서�찬미하는�것도�아니라면, 〈생명정치〉의�전지구적

인�전개를�통해�“그들”의�삶이�압박되어�가는�모습을�비판적으로�

기술하는�것도�아니다. 오히려�스트래선의�논의가�시사하는�것은�

〈생명정치〉 개념과�인류학적�탐구가�결합되기�전에, 서양근대에

서�유래하는�여러�개념들을�그것과는�이질적인�사람들의�실천에�

감염시키고�확장함으로써, 생명과�정치를�둘러싼�지구�규모의�대

화를�가능케�하는�지식의�장치가�산출되어가는, 그런�가능성이라

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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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합성생물의�‘생명정치학’�*

가나모리�오사무

283 현대�또는�근미래의�인간사회에서, 〈생명정치학〉이라는�개념

을�심도�있게�다루는�것은�어느�정도의�의미가�있을까? 졸저�『〈생

명정치〉의�철학〈生政治〉の哲学』(金森2010a)에서도�논했듯이, 이�개념

이�세기말에�유명해진�계기가�된�미셸�푸코의�텍스트(푸코, 1986, 

2007)에서, 그가�소묘한�〈원archi-생명정치학〉인�규정을�현시점에서�

그대로�본�뜬다고�한들, 그다지�의미가�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

다.1) 예의�“살게�하고, 죽음으로�폐기한다〔살리고�죽음�속으로�폐기

한다〕” 운운의�얘기이다. 다만, 일종의�〈공중위생의�철학〉이나�〈복

지국가의�철학〉으로서�그�문제의식을�계승하고, 더�개별적인�사례

에�입각해�각각의�시대나�국가에서의�공중위생론이나�복지국가

론을�구축하는�것이라면, 푸코를�나름대로�부연한�것은�될�것이다. 

그�특정한�화제로�한정한다면, 〈원-생명정치학〉에도�여전히�전개

* 金森修, ｢合成生物の〈生政治学〉｣

1) 이하�본고에서는��〈생명정치〉의�철학〈生政治〉の哲学�에서의�분석이나�주장을�

전제로�논의를�전개한다. 그렇게�하지�않으면, 그저�설명적인�논의를�위한�글자

수를�너무�많이�잡아먹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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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여지는�있다. 

   그러나�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이후의�방사능�오염�때, 관공서, 

과학계, 대형�언론�등이�취한�일련의�작태가�거의�노골적일�정도로�

드러냈듯이, “인민을�살리기”는커녕, 향후�몇�년이나, 적지�않은�

사람들이�만발성�방사선장애晩発性放射線障害로�죽어갈�가능성이�있

을�때, 인과관계를�특정하기�어려울�것이라면서�모른�척하려는�자

세를�견지하려는�국가에�있어서는, 잇달아�남몰래�죽어나가는�국

민을�통치하는�그�양태�속에서�〈생명정치〉의�그림자를�보고�싶은�

마음은�도저히�들지�않는다.2) 환경윤리적으로도�사회정의적으로

도�막대한�문제를�안고�있는�원전이라는�시스템을, 경제진흥이나�

권익보존�등을�위해�여전히�유지하려고�하며, 이를�위한�정보�은폐

와�정보�조작에�매달리는�이�국가�속에서는, 〈생명정치〉가�〈죽음

정치〉로�반전되며, 게다가�〈죽음정치〉가�〈생명정치〉와�동일한�분

절�속에서�부상하는�구도가�드러나고�있다. 만약�이대로�원전�의존

의�경제・정치체제가�본질적으로�변하지�않고, 그것에�284매달리

는�이익집단이나�권력층의�자기보존과�안녕을�도모하는�채로�끝

난다면, 그것은�우리나라〔일본〕의�역사상�최대�오점�중�하나로�장

차�인식될�것이다. 또한�〔일본에〕 얽매이지�않는�외국인에�의해�자

세하게�분석된다면, 권력층이�유아나�청소년의�위험을�보고도�못�

본�체하는�끔찍한�모습이�드러나며, 우리나라는�전�세계에�그�추악

2) 다만�보다�미시적으로는, 예를�들어�피폭�후의�현민(県民) 건강조사�등의�방향

성�속에�나름대로의�생명정치적�문제관심을�간파할�수�있다는�것은�졸고, 「〈방

사능국가〉의�생명정치(〈放射能国家〉の生政治)」(金森, 2012)에서도�보여준�바

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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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몰골을�드러내게�될�것이다. 생명을�노리개로�삼고�죽음의�먹칠

을�하는�국가.

   그래서�본고에서는�이른바�〈생명정치학〉적인�문제�기제構制를�

그대로�연속적으로�부연하고�자세한�주석을�보탬으로써�그�구도

를�연장시키는�수법을�채택하지�않는다. 오히려�생명과학�일반의�

현대적�전개�속에서, 우리�인간은�어떻게�새로운�생명관을�제조하

고�있는가를�간단하게�말하고�싶다. 그것은�최종적으로는�일종의�

정치적�문제관심과도�맞물린다는�의미에서는, 나름의�방식으로�

〈생명정치학〉에�접하는�것이기는�하다. 하지만�논술의�최종�도달

점에서는�〈생명정치학〉이라는�일종의�〈정치학〉이�전제로�하는�

인간�상호�간의�이익・행동�조정론이라는�의미를�주변화하고, 인

간이라는�특수한�생물이�다른�생명형태�일반에�대해�행하는�행위�

속에서�어떤�존재�생성적인�의미를�발견할�수�있고, 그렇기에�거기

에�일종의�중단적�계기가�개입될�수밖에�없지�않을까�하는�전망을�

내놓는다. 

   픽션의�세계에서는�이미�고전적�테마�중�하나가�된�“생물을�제조

하다”라는�행위의�첫걸음을�인간은�실제로�걷기�시작하고�있다. 

일반적으로�인간이라는�주체적�존재는�외부세계에�일종의�〈미연

未然의�있음〔아직�있지�않음의�있음〕〉을�투영하고, 그것을�〈현실의�있음

〔현실에�있음〕〉으로�만들려고�한다. 주체는�설계적�기획을�품고, 설계

는�종종�〈기존의�있음〉에�대해�초월로서�작동한다. 생명�창조가�직

조하는�한�걸음은�그�일반적�경향이�〈생명창조〉라는�특정한�테마

로서�종차種差적으로�발현된�것이라고�볼�수�있으나, 그�경우�그것

은�〈생명정치학〉에는�도달하지�못하고, 도중에�미연未然의�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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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정지하고�머뭇거리게�될�것이다. 이런�의미에서�본고의�역점

力線은�〈생명정치학〉을�조망하듯이�주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거기에�도달하지�않고�〈미연의�있음〉을�엿볼�수�있는�개념적�신기

루를�가리키는�것만으로�머무를�것이다. 

1. 〈동물성〉과의 연접

(A) 아베�코보安部公房한테는�｢맹장｣(1955년)3)이라는�단편이�있다. 

다소�마무리가�안�되어서, 각별한�걸작으로�보기는�어렵지만, 나름

대로�나의�흥미를�끌기에, 얘기의�개요를�이하에�적어둔다. 

그것은�생활이�궁해져, 돈을�받는�대신�어떤�새로운�학설의�인체�

실험의�피험자가�되기로�자원해서, 자신의�맹장�흔적에�양의�맹장

을�이식한�남자�얘기이다. 아베는�그�남자�K가�먹기�위해�특별하게�

마련된�일종의�지푸라기를�K가�어떻게�먹느냐에�많은�서술을�할

애한다. 한�바탕�식재료에�대한�설명을�듣고, 그것을�실제로�가족�

앞에서�먹는�K. 지푸라기는�좀체�씹히지�않고, 고생하면서�삼키는�

그를, 가족은�숨을�죽이며�지켜본다. 겨우�몇�백�그램의�지푸라기

를�몇�시간�동안�계속�씹어대다가, 결국에는�부부가�울며불며�하는�

상태에서, 간신히�285 그것을�삼키는�K. 그런데�처음에는�삼키는�

것조차도�그렇게도�고생스러웠던�지푸라기인데도�보름�정도가�

지나자�익숙해지기�시작하고, 규정량의�약을�먹고도�약간의�나른

함만�느끼게�된다. 게다가�흥미롭게도�그�과정에서�K의�성격에도�

3) 安部, 1997, 56-7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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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생겨, 처음에는�흉포할�정도로�흥분해�주위를�불안하게�만

들었으나�점차�과묵해지고, 벌벌�떠는�둔한�성격으로�바뀐다. 그�

무렵까지�K의�존재는�사회에서도�주목의�대상이�되고, 머지않아�

양의�맹장�이식을�법으로�의무화하고, 만일�수술�받는�것을�거부한

다면�상당한�액수의�맹장세금을�지불해야�하는�사회가�올�것이라

는, 진지한�미래상을�그려내는�무리도�출현하고�있다. 그런데�학회

에서�정식으로�K의�맹장�이식과�그�성과를�발표하기�직전에�K의�

몸에는�명백한�영양실조�상태가�있다고�인정되고, 더�이상�이�조건

으로�실험을�계속하면�목숨을�잃을�수�있는�상태에서, 속상해하는�

의사의�손으로�K한테서�양의�맹장이�추출된다…. 

   단편의�마지막은�양의�맹장이�꺼내지고�겨우�원래대로�돌아온�K

에게, 이번에는�다시�기아의�위험성이�기다리고�있다는�취지의�내

용으로�결말이�났다. 대체로�전후�혼란기의�빈곤과�생활고라는�사

회적�배경이, 1955년�시점에서도�아직�생생한�기억이�되어�일반�사

회에�남아�있었다는�사실을�투시할�수�있다. 다만�물론�이�단편의�

더�개성적인�설정은, 그것이�초식�동물의�식이(食餌)양식을인간에

게도�도입하며, 그렇게�함으로써�장래의�인구�폭발에�대비한�〈초

식�인간〉을�만들려고�한다는�점에�있다. “이종단백반응”을�어떻게�

해결할�것인가�운운하는�의학과�관련된�화젯거리도�나오기는�하

지만, 여기에서는�의학적, 생리학적�정당성이나�타당성에�대해서

는�전혀�묻지�않는다. 오히려�내�흥미를�끄는�것은�단편의�세부사

항에서, 주위의�심리적�반응이다. 우선�아베가�몇�번이나�반복해서�

그리는�것은, 〈이종이식〉을�받은�피험자�K를�앞에�둔�의사나�의료

관계자들의�웃음이다. 이를�앙다문�듯한, 꾹꾹�눌러�참고�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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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웃음. 그러나�K라는�당사자�앞에서�자신도�모르게�새어나오는�

그런�웃음이다. 거기에서는�〈초식인간〉의�증식이라는, 세계적인�

식량문제의�해결이라는�이념에서�보면�중요한�목표도, 실제로�그

것을�향해�실험적인�〈이종이식〉을�받은�인간�앞에서는�이념적�가

치가�그늘로�들어가고, 오히려�금전적�보수와�맞바꿔서�마치�동물

에�가까워지는�듯한�조건에�스스로를�몰아넣는�존재에�대한�일종

의�모멸감이�표현되어�있다. 마치�그런�K가�우스워죽겠다는�듯이�

…. 그리고�그것은�다름�아닌�실험�설계자인�의사�쪽에서�새어나오

는�모멸인�만큼�더욱�더�독하다. 그�모멸감�자체를�말�그�자체로는�

아베는�쓰지�않는다. 그러나�단편임에도�불구하고�몇�번이나�되풀

이되는�웃음의�서술에는, 그�말을�아끼는�것을�보완하고도�남음이�

있는�암묵적인�표상성이�존재한다. 

   게다가�후반에�나오는�실제로�가족의�면전에서�지푸라기를�먹

는�K라는�묘사에도, 그�정도의�〈상냥함〉은�느껴지지�않는다. 물론�

아내한테는�아내�나름의�배려가�있다. 남편한테만�〈양�인간〉을�수

행하게�하는�것은�안쓰럽기�때문에, 차라리�부모와�자식이�모두�함

께�수술을�받는�것이�어떻겠느냐고�묻는�아내. 그러나�그�제안에는�

286 “결국에는�동물원에라도�놓아줄지도�몰라요”라는�말이�이어

진다. 그것은�뜻하지�않게, 남편이�동물�같은�상태에�놓여�있다는, 

자신의�기분을�고백하는�형태가�되고�있다. 그리고�K의�소문은�동

네에�퍼져서�아이들의�놀림감이�되는�것은�말할�것도�없고, 어른들

도�구경을�하러�찾아오고, 그�중에는�무슨�생각이�드는지�K한테�

“인삼인가�뭔가”를�던져주는�사람도�있었다. 그런�상황을�견딜�수�

없게�된�아내는�아들과�함께�이름을�바꿔�먼�동네로�가버린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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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실조로�죽기�전에, 이미�K는�인간사회에서�튕겨져�나간�것이나�

다름없었던�것이다. 

   이제�충분할�것이다. 그저�픽션일�뿐인�것에�지나치게�집착한다

고�생각하는�독자도�있을�것이다. 그러나�내게는�이�거의�60년�전

에�쓰인�단편�속에�인간의�설계적�기획(이�경우에는�식량위기에�

대비한�인간�개조)과�그것에�근거한�인체�개조나�생명조작, 나아가�

인간과�인간�이외의�생물�사이의�문화정치학�등의�논점이�다양하

게�포함되어�있다는�생각이�들지�않을�수가�없다. 실제로�그�후�〈이

종이식〉은�인간에게�양의�맹장을�이식한다는�아베의�모티프를�훨

씬�넘어선�기교성을�동반하면서, 적어도�한�시기, 하나의�의학적�

목표가�되었다. 예를�들어�돼지의�간장에�처치를�가해�격렬한�거부

반응이�일어나기�어렵게�하는�것이나, 돼지의�췌장�세포군을�당뇨

병�환자에게�이식하는�등, 여러�가지�가능성이�검토되었다. 인간�

상호�간의�장기이식은�최근�몇�년�새, 장기이식법이�개정되어�시행

된�이후�증가�추세라고는�하지만, 요구�수준에는�크게�못�미치는�

이상, 향후�인간�상호�간의�장기이식과�더불어�돼지�등의�동물을�

이용한�이종이식도�그�나름대로�보급된다는�미래상이�절대로�있

을�수�없다고는�할�수�없다. 

   다만�그�경우, ｢맹장｣에�그려져�있는�것과�같은�다양한�차별이나�

모멸감의�분출은�일어나지�않을까? 레시피언트(recipient, 장기이

식을�받는�사람)에게�주어지는�장기가�인간한테서�유래한�것인지, 

동물한테서�유래한�것인지는, 적어도�일반�사회에�알려지는�일은�

없을�것이다. 하지만�환자�당사자한테는�아마�알려질�것이다. 그리

고�두�쪽�모두�일반화되고�있는�사회에서는, 인간한테서�유래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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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동물한테서�유래한�장기보다�비싸고, 부유층이�더�접근하기�

쉬운�것으로�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 다른�한편으로�빈곤층은�이

식수술로�연명하려고�할�때, 남들이�모르게, 마치�K인�듯한�처지로�

스스로를�몰아넣게�된다. 미래의�K는�이종의�장기를�내부에�품은�

채, 과거의�〈더�진정한�인간〉에�가까웠던�자신과�지금의�자신을�비

교하면서�자신이�동물의�존재에�한�걸음�더�가까워졌다고�생각할

까, 그렇게�생각하지�않을까. 

(B) 인간�중에�이종이식�같은�형태로�〈동물성〉이�물질적으로�난입

해�온다는�것은�확실히�일종의�극한�사례일�것이다. 하지만�거꾸로�

말한다면, 〈동물성〉과�〈인간성〉이�항상�자명하게�분리・구별되

어�있느냐�하면, 그런�일은�없다는�것은�누구나�납득할�것이다. 다

윈(Charles Darwin, 1809-82년)도�인간이�놀라움과�분노�등을�느낄�때�나

타내는�표정�속에서�동물과의�연속성을�간파하고�있지�않던가.4)

게다가�우리의�생명을�유지하는�다양한�식물성�기능이나�287생화

학적�조정기능, 뇌의�신경세포군의�구조�등은�고차적인�〈의식〉이

나�〈사고〉가, 동물적�기반이라는�어두운�흐름으로부터, 한순간�얼

굴을�내밀기만�하는�윗물�같은�것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자각시

켜준다. 지배층이나�지식층은�다소나마�“인간은�이성적�동물이

다”라는�종류의�규정에�의해�자기를�이해하는�것을�선호했다. 하

지만�그것은�인간의�광란, 우열, 방탕, 난치성�난동�등의�일상적�풍

경을�곁눈질하는�자기�이해이며, 거기에�일정한�무시나�배제, 선별

4)다윈, 1931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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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필터가�걸려�있다는�것은�반半전제가�되어�있던�것이다. 

   이런�의미에서�지배층의�정당성�있는자기�이해에도�불구하고, 

인간은�진화적으로도�생리적으로도�내부에�〈동물성〉을�안고�있

으며, 그것을�억누른다고�해도�가까스로�그렇게�할�뿐이라는�것은�

옛날부터�어렴풋이�눈치�채고�있었다. 하지만�현대의�〈생명정치

학〉의�영웅, 조르조�아감벤이��호모�사케르�(1995)에서�인상적으

로�논했듯이, 현대�기술의�진전이, 〈인간에게�숨어�있는�동물성〉을�

더욱�드러내는�계기가�되었다는�역설이�있다. 가장�지성적이고�첨

단적인�기술적�대상을�통해, 그것이�있기�때문에�개시되는�특수한�

〈동물성〉. 예를�들어�인공호흡기가�개발되면서부터�출현하는�뇌

사체라는�특수한�대상. 그것은�인격의�구성�성분을�깎아�없애고, 

이른바�최소한의�생리�상태를�자기�보존할�뿐인�〈벌거벗은�생명〉

의�존재양식으로서, 의료�현장에서�모습을�드러낸다. 〈동물성〉을�

억누르면서�〈인간성〉의�완전한�발로가�실현되는�상태야말로�인

간의�존재�이유라고�생각하는가, 〈인간성〉과�〈동물성〉은�연속적

인�그레이드grade를�이루고�최종적으로는�부즉불리〔不即不離, 두�가지

가�붙어�있지도�않고�떨어져�있지도�않는�상태〕의�국면을�포함한다고�생각

하는가에�따라, 뇌사체�처우에�대한�판단도�달라진다. 개정�후의�

장기이식법에서는�뇌사체를�일종의�〈장기공장〉으로�파악한다는�

사회�압력이�강해지고�있으며, 이런�의미에서�전자의�경향이�강화

되고�있다.5) 또�뇌사체보다�미묘한, 만연성�의식장애(PVS, 흔히�

5) 아무튼�후자처럼�생각된다고는�반드시�말할�수는�없고, 각양각색의�논점을�따

라�장기이식에�반대하는�사람들도�여전히�수두룩하다. 나�자신도�〈동물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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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나, 위독한�혈관장애�때문에�의식상태가�극히�저하된�

상태에서의�환자의�처우를�어떻게�생각하면�좋은가라는�문제도�

이것에�부수해서�나온다. 아마�본인을�위해서는�안�되더라도, 가족

이�환자의�존재감을�확인한다는�소망을�충족시키기�위해, 위�절개

술을�할�것인가�말�것인가, 한�번�절개해서�오래�살게�된�환자를�앞

에�두고�가족의�심리적�유대가�희박해졌을�때, 어떤�이유로�연명치

료를�중단할�수�있는가�아닌가라는�문제군이다.6) 죽음�그�자체를�

극복하는�것은�무리라고�해도, 현시점에서�이미, 언제�어떻게�죽게�

할�것인가는�어느�정도�인간의�기술적�통제�하에�들어있다. 이런�

의미에서�생사가�단순히�의학적인�문제뿐�아니라�정치적�문제관

심에�연결된�것은�분명하다.7) 뇌사체의�출현은�그것을�전조로서�

시라는�것은�아니지만, 장기이식에는�일관되게�반대하고�있다. 내게�그것은�〈매

장의�실패〉로�생각되기�때문이다. 그�판단의�기저에는�종교적�또는�사회적�위상

에�위치하는�심적�구동이�작동하고�있다. 그래서�나의�판단은, 뇌사장기이식논

쟁을�구동시켰던�기본적으로는�과학적�위상의�담론공간과는�극히�일부밖에�겹

치지�않는다. 

6) 예를�들어�会田, 2011의�문헌은�관련된�화제를�적확하게�연구조사한�빼어난�것

이다. 

7) 참고로�여기에서�1981년네�출판된�인터뷰�속에서�80년대에�미테랑대통령의�보

좌관으로서�활약한�경제학자�아탈리(Jacques Attali, 1934년생)가�한�언급을�건드

려두는�것도�헛되지�않을�것이다(Salomon, 1981, pp.270-275). 평균수명이�계속�늘

고�있다는�화제의�맥락에서�아탈리는�말한다, 우리가�살고�있는�산업사회�속에

서�평균수명의�증대는�지배계급한테는�그렇게�바람직한�목표가�되지�않는다. 

〈인간기계〉의�생산가능성이�극대화되는�한에서는, 평균수명의�증대는�매우�좋

은�일이었다. 그런데�인간은�60년대�후반이�되면, 생산하기보다는�사회에�부담

을�주는�비율이�많아진다. 막대한�의료비도, 만일�인간이�모두�교통사고로�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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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상징적�사례의�하나에�불과하다. 

   또한�아감벤의��호모�사케르�, �아우슈비츠의�남은�것�(1998), �

열림�(2002) 등을�보면�알�수�있듯이, 일정한�이유를�붙여�인간을�

인간의�권역�이외로�튕겨내�버리는�행위는�〈인간성〉이�자명한�존

재라기보다는�인간을�인간으로�간주한다는�사회적・윤리적・정

치적�판단과�구별�불가능한相即的생성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확

인시켜주었다. 288 아우슈비츠의�유대인들은�인간의�권역으로부

터�튕겨�나가, 그것에�입각한�처우를�받았다. 〈인간성�속에�숨어�있

는�동물성〉이라는�소란이�아니라, 〈동물성〉을�억지로�노정시키는�

처우�속에서, 유대인들은, 혹은�가스실에서�조금이라도�높은�곳을�

찾아�벽을�기어오르려�하거나, 혹은�〈무젤만〉으로서�배설물을�흘

리면서�비틀거리고�있었다. 

   이미�완벽하게�밝혀진�것을�지금�다시금�확인하자. 〈동물성〉을�

안에�담게�되었을�때�힘든�균형�속에서, 인간은�한순간의�정지�같

은�가상�존재에�지나지�않는다. 그�〈동물성〉의�은닉성隠伏性의��정

사한다면, 현행의�몇�분의�일로�억제될�것이다. 이런�상황�하에서, 안락사는�중

요한�장치이다. 왜냐하면�그것은�개인의�기본적�자유, 즉�자살하고�싶을�때�할�

수�있다는�자유를�보증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삶이�너무�견디기�힘

들어지고, 또는�너무�고액이�들어갈�때에는, 죽이는�장치는�일반적인�것으로서�

보급될�것이다. ─ 〈경제학자〉의�시선이�정부�중추의�권력기구와�합체하고, 지

배계급의�권력유지에�입각한�담론구성이�이뤄질�때, 이런�종류의�구상이�생겨

난다. 냉혹함도�여기까지�오면, 비분강개라기보다는�허탈감의�대상이�된다. 푸

코가�“죽이지�않고�살리는�권력” 운운하던�것과�크게�다르지�않은�시기에, 프랑

스�권력중추에서는�이런�종류의�말이�난무했다. 〈생명정치〉의�학문구상은�어떤�

의미에서는�너무도�나이브한�것이었다고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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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대상이�되는�개별적�인간(집합)의�과학적・의학적・사회

적・정치적�문맥�속에서의�위치와�상관적이다. 잠자리�같은�이성

을�가진, 파리�같은�인간�─ 이런�묘사를�우선�대전제로�삼지�않으

면, 인간론이�도달할�수�있는�경지는�뻔한�것일�수밖에�없다. 

2. 인간이라는 〈탈자연〉

다만�지금까지의�확인은, 있어야�할�인간론의�일반적인�한�단면을�

서술한�것에�불과하며, 그것으로�시종한다면, 너무도�일면적이라

는�비난을�면할�수�없다. 그렇다, 인간은�동물과�얽혀�있는�존재이

며, 가까스로�인간이다, 라는�정도의�존재일�뿐이다. 그럼에도�불

구하고�동시에�인간은, 동물과는�결정적으로�상이한�존재양식을�

가진다는�것도�또한�확실하다. 연속적인�것�같으면서도�결정적인�

균열. 그것을�직기하지�않고서는, 그�어떤�인간론도, 중요한�난제

를�피한�것이�된다. 특히�(파리처럼�부서지기�쉬운) 개인을�떠나, 인

간�집단, 또�인류�전체라는�이론적�시각을�설정해�볼�때, 사태의�순

서는�한층�명확해진다. 

   사실�아주�옛날부터�많은�인간로이�그�균열을�나름대로의�방식

으로�표현하고자�했다. 그것을�통람하는�것만으로도, 나름의�의미

는�있겠지만, 본고에서는�그런�종류의�일반적�총람은�피하고, 어떤�

특정한�화제를�중심으로, 인간이�어떤�의미에서�다른�동물과는�결

정적으로�다른가, 그�하나의�구체적인�상을�살펴보자. 간단명료하

게�확인한다면, 2절�이후의�내용이야말로�본고의�중심적�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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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고�말해도�무방하다. 1절은�그것과�대비하기�위한�유보적�

담론이며, 최종적으로는�일종의�긴�서론일�뿐이었다. 

(A) 인간은�동물이기도�하다. 하지만�다른�동물이나�생물의�존재방

식�그�자체에까지�육박하고, 그것을�자신이�좋아하는�것처럼�개조

하는�것�등을�할�수�있는�것은�오직�인간뿐이다. 그것을�상징하는�

현대적�사례로서, 여기에서는�합성생물학에�주목해보자.8) 게노믹

스의�급속한�진전을�배경으로�이미�인간은�극미의�생물양(生物様) 

존재의�게놈뿐이라면�인공적으로�합성할�수�있게�되었다(박테리

오파지�ϕΧ-174 등). 초기의�바이오테크놀로지의�시절처럼�세균에�

DNA의�조각을�넣어�필요한�물질을�끄집어낸다는�수법으로부터�

크게�전개되고, 적어도�장래적으로는, 인간에게�유용할�터인�미생

물의�인공적�합성을�한다는�연구�목표가, 이런�종류의�바이러스�합

성으로부터도�전망되게�289 되었다. 그�경우, 세균은�때마침�생식�

계열�유전자�개조를�토대로�부모의�소망을�반영시킨�아이가�

“designer child”라고�명명되고, 적어도�한때�논의된�것과�유비적으

로,9) “designer microbe”라고�불리게�된다. 여러�가지�구상이�가능하

8) 합성생물학의�내용에�대해서는�다음의�일반적�참고서에�의거했다(Changeux 

(dir.) 2007 ; Schmidt et al. (eds.) 2009 ; Solomon 2012).이�분야에서�평가와�전망을�

준�미국의�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보고서도�참조했다(USPC 2010). 또�일본과학

사학회생물사분과회도�2010년에�이�화제로�심포지엄을�개최하고, 그�기록이��

생물학사연구生物学史研究�第86号(松原 외, 2012)에�게재되어�있다. 

9) 자세한�것은�졸저, 『유전자�개조(遣伝子改造)』(金森, 2005)를�참조. 다만�이�화제

는�그�후의�유전학의�진전�자체로부터�적어도�당분간은�무리일�것이라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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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예를�들어�온난화�대책을�위한�탄소�격리에�유익한�세균, 유

조선이�좌초되었을�때�해양오염을�경감하기�위한�세균, 바이오연

료의�생산에�이로운�세균, 특정한�약품을�생산하는�데�유익한�세균�

등이�생각되고�있다. 물론�아직�곧바로�실현�가능하다는�것은�아니

지만, 이미�몇�가지�단계는�진행되고�있다. 

   designer microbe는�따로�제로로부터�세균�구축을�하지�않아도�된

다. 기존의�세균에�DNA의�장대한�연쇄�또는�염색체�자체를�집어

넣어, 그�세균의�성질을�바꿔버리는�기초�연구가�착착�진행되고�있

다. 예를�들어�어떤�종류의�세균Mycoplasma mycoides의�염색체의�DNA 

배열�정보를�모두�결정한�뒤, 그것을�인공적으로�합성한다.10) 그리

고�이것과�유사한, 그러나�다른�종류의�세균Mycoplasma capricolum으로

부터�미리�게놈을�제외하고, 거기에�인공적으로�합성한�M. my-

coides의�염색체를�도입한다. 도입된�세균은�제로로부터�인간이�제

조한�것은�아니어도, 그때까지�존재하지�않았다는�의미에서는�인

공적인�생물인�셈인데, 그것은�통상적인�자기�증식�능력을�갖는다

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런�종류의�연구와�병행하여, 기존의�미생물의�게놈을�서서히�

단순화하고, 어느�정도�DNA 사슬을�없애고도�그것이�살아갈�수�

이�공유되기에�이르고, 근미래에서의�designer child의�탄생이라는�화제도�완전

히�수그러들고�있다. 다만�아이들이건�세균이건, 그�발상의�방향성은�거의�동일

하다고�할�수�있다. 

10) 어떤�종류의�세균(Mycoplasma genitalium)의�58만�염기쌍�이상의�길이를�가진�게

놈의�인공합성이라는�스텝을�밟으면서, 보다�성장이�빠른�M. mycoides의, 108만�

염기쌍의�게놈을�인공적으로�합성한다는�것에, 연구자들은�이미�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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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이른바�생명유지의�최저�하한선을�결정하기�위한�연구도�

진행되고�있다. 다만�그것으로�생명유지의�최저선이�확정된다면, 

그�정보는�생명�합성�연구에�있어서�중요한�시사를�주는�것임은�분

명하기�때문이다. 다른�한편, 천연�미생물과는�다른�생화학계를�이

용한, 이른바�〈가능세계의�생물〉을�실현시킨다는�연구�목표도�있

다.11) 가능세계・평행�세계의�생물합성이라는�프로그램이다. 

   또한�이른바�바이오브릭(BioBrick)은�특정한�기능을�지닌�DNA

의�파트이며, 말하자면�레고의�블록처럼�부품으로서�다룰�수�있도

록�표준화되어�있다. 그것은�연구자의�요망에�부응해�적당하게�분

배되어간다. 이�경우�합성생물학�연구자가�문자�그대로�〈집단지성

衆知〉이�된다는�것은�눈에�보이고�있다. 이�경우�(합성생물을�만든

다고�하는) 큰�목표의�통합성이라는�성질�쪽에�일종의�능동성이�

있다. 그리고�참가하는�연구자들은�그�능동성에�촉발되면서, 작업

의�방향성을�어느�정도�통제받고, 반쯤은�수동적이고�익명의�기능�

집단화한다는�성질을�가진다. 그것은�인식론적으로도�흥미로운�

연구양식이다. 

   이들�합성생물학�연구는�물론�곧바로�프랑켄슈타인�콤플렉스12)

로�직결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긴�시간�축에�자리�잡고�생각할�

때, 이�합성생물학�연구가�갖는�임팩트는�인류사적・문화사적으

11) 참고로�대장균의�경우, 상당한�메티오닌을�노르루신norleucine에�옮겨두어도�

계속�살아가는�것�같다. 

12) 물론�메리�셸리(Mary Shelley, 1797-1851)의�고전��프랑켄슈타인�(1818)을�염두

에�두고�있지만, 그것이�야기한, 생명창조에�관한�일련의�비극이나�사회문제를�

우려하는�문화적�유산이나�심리적�부하를�총칭해서�이렇게�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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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중대한�의미를�갖는다는�것은�분명하다. 확실히�인간은�옛날부

터, 가추고하의�과정에서�다른�생물을�인간의�기획에�비추어�개조

하는�것을�행했다. 그러나�현대의�생명과학이나�정보과학을�종합

적으로�끌어들여�290전개되는�합성생물학, 또는�그것과�유사한�연

구군은, 기존의�가축화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정밀함을�지니

고�있다. 

   헌데�이�합성생물학을, 보다�일반적인�문화적�맥락에�입각해�재

정위하는�것을�시도해보자. 왜냐하면�합성생물학을�다룬�것은�첨

단과학의�토픽을�소개하기�위해서가�아니라, 어디까지나�인간�존

재가�세계나�자연과의�관계�속에서�어떤�특수한�존재라는�것을�강

조하기�위해서였기�때문이다. 

(B) 생물의�진화에는�우연적�요인이�반드시�개재하고�있으며, 진화

의�계열이나�양태에�일정한�목적성이나�설계성이�있는�것은�아니

라고�주류파의�진화학은�생각한다. 그렇다고�한다면, 생물의�게놈

의�모든�염기배열이�필연적이고�필수라고�할�수는�없고, 진화의�우

연성을�그�안에�담고�있을�것이므로, 그�중의�어떤�부분이�불필요

한지를�확인하면서�하나하나�제거해가고, 어떤�특정한�생물에�있

어서의�필요�최저한의�〈미니멀�게놈〉을�만들어낸다는�것은�흥미

로운�목표�설정이다. 자연의�진화보다도, 더�합리적인�생명설계를�

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른바�정크�DNA에는�미지의�조정�

기능의�존재�등이�추측되고�있는�것�같으며, 전부가�정크가�아니라

는�가능성이�높은�것�같지만, 그래도�반대로�말한다면, 그�모든�것

에�의미가�있다는�것도�아닐�것이다. 자연이�이른바�알맞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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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에, 인간보다�합리적인�시선을�쏟는�것. 〈미니멀�게놈〉을�완

전히�확정한�생물이�완성되었다고�한다면, 그것이�설사�세균이라

고�해도, “살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라는�문제에�대한�대답

에�대한�커다란�한�걸음이�될�것은�확실하며, 그것이�더�고등한�생

물의�분석에�있어서도�중요한�시사가�될�것임은�틀림없다. 

   이�주석으로부터도�좋든�싫든�밝혀지는�것은, 우리�인간은�이미�

〈자연〉을�절대적�규범으로�간주할�필요가�없다고�하는�사실이다. 

자연�속으로부터�진화되어왔을�터인�인간이지만, 인간은�해당�자

연과의�관계�속에�어긋남과�괴리, 이탈의�성분을�포함한�합리적�주

체성의�작동을�이미�자신의�권익�내에�확보하고�있다. 앞�절에서�

확인했듯이, 그�〈합리적�주체성〉이라는�것도, 끊임없이�분출하고�

격세유전을�노리는�〈동물성〉에�위협을�받거나�의존하지�않는�것

에�지나지�않는다고�해도, 그래도�그것이�전혀�작동하지�않는다는�

것은�아니다. 어떤�개인의�긴장된�순간들�속에서�그것은�실질적으

로�작동하고, 그�개인이�피로와�소모�끝에�탈락했다고�하더라도, 

또�다른�개인이�출현하는�것처럼, 집단으로서, 어떤�특정한�〈집단

지성衆知〉이�이미�구축되어�있다. 그리고�그�〈집단지성〉을�정초하

는�것은, 더�이상�자연이�아니다. 그것을�정초하는�것은, 인간집단

의�참가�의사와�목표설정, 설계적�기획의�상호촉발이나�규범적�조

정의�총체이다. 

   그런�의미에서�말하면, 합성생물학도�별로�기교한�일탈이라고

는�할�수�없고, 오히려�분자생물학이나�바이오테크놀로지�같은�배

경이�있을�때, 당연히�나올�수도�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이

미�예측되고�있는�이러저러한�문제는�있다. 더�일반적으로�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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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시작한�것이�감당할�수�없게�되는�〈마법사의�291제자〉라

는�친숙한�의구심은�여기에서도�당연히�예상할�수�있는데, 이�분야

에서는�특히, 이른바�biosafety와�biosecurity가�앞으로�중요한�문제

가�될�것이다.13) 또한�마커스�월센의��바이오펑크�(2001) 같은�흥

미로운�보고로부터�알�수�있듯이, 이�분야는�가속기�같은�거대�장

치를�필요로�하는�것도�아니고, 자금이나�설비상으로�소규모�기반

이�있으면�충분하기에, 사정에�통달한�독립적인�연구자나�애호가

가, 자율�분산적�활동을�할지도�모른다(이른바�DIY생물학).14) 그�

경우, 연구계획의�통합성의�확보나, 그�사회적�타당성의�체크를�하

는�것이�어려워진다고�하는�문제가�있다. 그런데�어디서�누가�무엇

을�하는지를�정확하게�짚어두는�것은�곤란하다. 

   사실, 이런�문제군들은�어느�것이든�해결이�어렵고�중대한�문제

군인데, 향후�부정적인�시나리오가�부분적으로�현실화하고, 이�영

역이�전체적으로�좌절된다는�가능성도�염두에�둔�다음에, 과학적

13) biosafety는�생태학, 화학, 농학, 약학�등의�분야에서�인간의�생명과�지구의�생태

에게�심각한�영향을�미치는�것을�막는다는�것이다. 예를�들어�유조선�사고에�의

한�해양오염을�줄이기�위해서�합성세균을�방출한�경우, 오염이�수그러든�후에�

그�합성�세균이�비정상적으로�증식하거나�기존의�세균과�유전자를�주고받으면

서�예상�밖의�해로운�세균이�발생하는�등의�가능성이�있다. 그런�사태에�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문제군을�가리킨다. biosecurity는�생물�테러�일반에�대한�안전�

조치를�가리킨다. 당연히�군사적�이유�또는�테러를�목적으로�하여, 강한�병원성

을�지닌�세균을�합성하는�집단이�나올�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14)  DIY생물학(Do it yourself biology)이란�기초적인�생명과학�지식을�습득한�후, 

이른바�정규�경력을�밟는�것이�아니라, 자율적・개인적으로�소규모�랩을�만들

고, 반쯤은�아마추어적으로�유전자�조작�등의�연구를�행하는�것을�가리킨다. 



가나모리�오사무, ｢합성생물의�‘생명정치학’｣  533

으로만이�아니라, 사상적으로도�흥미로운�이�분야의�추이를�지켜

볼�필요가�있다는�주석을, 일단은�할�수�있을�것이다. 

   반복하자. 아무튼, 우리�인간은�자연을�최대의�준거로�간주할�필

요를�없애가고�있다. 건축이나�구조물에�의해�인공적인�환경�구성

을�해�왔던�인간은�동식물도�적당히, 생활공간에�편입해왔다(가로

수, 가축). 그�편입방식에는�이미�인간을�초점으로�한�자연에�대한�

설계적�괴리가�존재했다. 지금은�그것만이�아니라, 스스로도�그�일

원인�생물의�존재방식에까지�정밀한�조작을�가하고, 인간의�감각

으로�보아, 해당�대상이�갖는�〈걸맞지�않음〉이나�〈불완전하다는�

느낌〉을�감축하는�방향, 혹은�단적으로�유익한�성질을�담당하게�

한다는�방향으로�가져가려고�하고�있다. 인공이�서서히�자연을�뒤

덮으면서, 자연�그�자체가�어떤�것인지�이제�아무도�모르게�된다. 

자연스러운�것처럼�보이는�것도, 부작위라는�인공에�의해�가까스

로�존속하고�있을�뿐이다. 광의의�〈인위의�철학〉을�슬슬�진짜로�다

듬어낼�필요성이�닥쳐오고�있다. 

   참고로, 이미� 오래� 전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화학사를�섭렵하는�과정에서�이미�19세기에�화학은�

자연을�초과・범람하기�시작하고�있다는�인식의�존재를�확인했

다. �합리적�유물론�(Bachelard, 1953)의�서론에서�그는�화학자�로랑

(Auguste Laurent, 1807-53년)의�“오늘날의�화학은�존재하지�않는�물

체의�과학이�되었다”는�말을�인용하고, 자연계에는�없는�화합물을�

자꾸�만들어내는�화학의�존재�확장을�높이�치켜세우고, 그�본질적

인�인공성에�주목했다(p.22). 나아가�바슐라르는�역시�뛰어난�화학

자였던�제라르(Charles F. Gerhardt, 1816-56년)가�화학은�자연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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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크게�바꾸는�힘을�가진�과학이라고�하고, 생물체는�단순히�동

종의�것을�생식으로�산출할�뿐이라는�단조로움을�가진�반면, 화학�

물질이�풍부한�차이성을�갖고�있다는�취지의�주장을�한�것을�인용

했다. 생물체는�합리적인�현대�화학보다도�훨씬�변환�능력이�적은�

부분적�화학을�사용하고�있을�뿐이라는�주장이다(p.33).

292   하지만�합성생물학은�바로�그�생물학이�화학에�접근하는�듯

한�합리적�구축성을�갖고서�생물을�개조할�가능성을�잉태하고�있

다.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자연과학〉이라는�큰�범주에�포섭되는�

것임에도�불구하고, 그�다양한�인공적�특성에�의해, 자연계의�논리

에�종속하면서도, 인간의�기획이나�발의에�힘입어�자연으로부터�

초과・범람적�장면을�점차�실현해간다는�것이다. 그�함의를�일종

의�문화사나�문명론에까지�파고들어가는�〈인위의�철학〉이�필요

하다는�것이, 다시금�강조되어야�한다. 

(C) 그렇지만�더�자세하게�본다면, 다음과�같은�보충적�검토를�할�

필요가�있다. 

어떤�유기화합물이�그대로는�자연계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

이�있다고�치자. 그것은�분명히, 그런�의미에서는�인공물이지만, 

그러나�구성�성분의�탄소나�수소까지도�인위적인�것이�아닌�이상, 

인위는�그�조합, 결합�위치의�미묘한�변화�등등�안에�있을�뿐이라

고도�할�수�있다. 인위는�그�조합방식�안에�있다. 그�경우, 

① 〈결합양태의�가변성〉이라는�성질�자체가�애당초�자연의�논리

의�틀�안에�들어가�있기�때문에, 어떤�특정한�처리를�하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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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는�없는�유도체가�생긴다고�생각한다. 

② 그렇지�않고�그�〈가변성〉은�어디까지나�잠재적인�채로�머물러�

있으며, 그것이�실제로�표면화되어, 특정한�유도체로서�존재하

기�위해서는�인간의�기획이나�조작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두�가지�사고방식�중�어느�쪽을�채용하느냐에�따라, 〈인위의�인위

성〉의�정도가�바뀌게�된다. 당연히�②가�인간의�기획이나�참여, 구

축의�성분을�중시하는�사고방식이다. 지금�편의적으로�양자를�〈자

연파(①)〉, 〈인위파(②〉라고�부르자. 

   이�이중화된�논리�구조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경우에도�본질

적으로는�완전히�똑같다. 인간�성장�호르몬을�만들어내는�대장균�

등은�자연계에는�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그래도�〈자연파〉처럼�

생각한다면�다음과�같다. 인간이�일정한�조작을�가한�곳에�그런�대

장균이�출현했다는�것은, 대장균에는�그런�종류의�변화�가능성이�

원래�갖춰져�있었기�때문에�그것이�가능해졌다. 그러므로�DNA 단

편을�오려낸다는�작업은, 일견�인위�그�자체로�보이지만, 사실은�

인위라고는�해도, 자연이라는�〈부처님�손바닥�안〉에서�꿈틀대는�

작은�자율성일�뿐이다. 설계적�기획이�주체적이고�능동적인�것처

럼�보인다고�해도, 그것은�자연이�인간에게�그것을�허용할�여지를�

갖고�있었기�때문에�가능했을�뿐, 만일�인간�쪽의�설계적�기획이�

절대적인�억지를�부린다면, 그것은�결코�실현되지�않았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인간�성장�호르몬이나�인슐린을�제조할�수�있다는�

것은, 대장균의�존재양식�속에�잠재적으로�원래�존재하고�있었던�

것이라는�사고방식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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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만약�이�〈자연파〉의�말투를�그대로�수용한다면, 293바이

오테크놀로지의�관계자들의�그�시점�그�시점마다의�발의나�아이

디어는�소홀히�하게�된다. 게다가�이�말투의�경우, “대장균에는�

OO을�만드는�잠재능력이�있었다”고�하는�명제는�언제든지�자유

자재로�반복할�수�있고, 그�‘OO’에는�어떤�시점에서�새로운�물질이�

들어간다는�구조가�되고�있다. 그러므로�그것은�사실상, 후-지혜

적이고�무내용일�뿐이다. 예를�들어�2020년의�시점에서�물질�G를�

대장균(또는�다른�세균)으로�만들려고�할�경우, 그�이전에�만들어

진�물질�A, B, C … 라는�연구�전통의�축적과, 그것이�개시하는�가능

성의�영역의�어떤�정도의�획정이라는�배경이�있고, 동시에�2020년

의�시점에서�왜�H나�I가�아니라�G인가를�결정하는�그�시점에서의�

목표설정의�타당성이나, 산업�압박�같은�외적인�인자�등이�총체로

서�존재하고, 게다가�G를�만들자고�하는�유발이�이뤄진다. 그러니

까�그것에는�인간(집단)의�능동적이고�의도적인�발의나�설계가�있

다고�말해도�좋고, 그런�의미에서�〈인위파〉의�발상이�옳다고�생각

하지�않을�수�없다. 

   미증유의�유기물질이나�개조생물, 나아가�근미래적인�합성생물

은, 발견이라기보다는�발명의�대상이다. 어떤�의미에서는�당연한�

것처럼�보이는�보충적�주석은, 인간의�인위가, 자연과의�일정한�단

절을�포함시키면서, 의도적, 자각적�또�능동적으로�이뤄지는�것이

15) ユビステモローグ의�한�명, 클로드�ドゥブリュ의�『가능적인�것과�바이오테크

놀로지(可能的なものとバィオテクノロジ─』(Debru 2003)는�바이오테크놀로지�

발전사인�동시에�그�분야에서의�〈가능적인�것〉이라는�개념의�함의를�분석하려

고�시도한�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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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런�의미에서, 그�시점�그�시점에서�신규성이나�신기성을�포

함하는�것이�왕왕�있다는�것을�재확인하기�위한�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인위의�인위성〉의�정도가�커질수록, 그�해당�행위에�

대한�책임�부담성은�그에�상응해�커지게�된다. 해일과�원전�사고가�

있는�경우, 해일의�자연적�성격과�원전�사고의�인위적�성격이�대비

되고, 그래서�해일�그�자체를�비난하는�사람은�없어도, 원전�사고

는�비판이나�검토의�대상이�된�것이다. 

3. 〈새로운 생명정치학〉의 신기루 같은 초상

(A) 헌데, 여기서�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니코마코스�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1973)의�흥미로운�구절을�상기해보고�싶다. 그�3

권�3장에서�아리스토텔레스는�“여러�모로�궁리하다”에�대해�말한

다. 그�이치는�간단하게�말하면, 다음과�같다. 

   사람은�우주, 날씨, 수학적�진리�등에�대해서는�여러�모로�궁리를�

하지�않는다. 그�자연적�또는�자율적인�것에�대해�궁리를�해봐도, 

어쩔�수�없기�때문이다. 우리가�궁리를�하는�것은, 우리�뜻대로�되

는�것, 마음만�먹으면�할�수�있는�것에�대해서이다. 더구나�사물�속

에서�확정적이고�정확한�것에�대해서도�궁리하지�않는다. 궁리하

지�않는�것은�생기하더라도, 항상�같은�방식으로�생기한다고는�할�

수�없는�것, 정확함�속에�불분명하고�무한정한�것이�포함되는�것에�

대해서이다. 그래서�사람은�체육술보다는�항해술에�궁리를�한다. 

   또한�사람은�목적에�대해서가�아니라, 목적에�도달하는�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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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궁리를�한다. 의사는�환자를�건강하게�할지�말지를�궁리하지�

않고, 변론가는�상대를�설득할지�말지를�궁리하지�않는다. 의사는�

어떻게�하면�환자를�건강하게�할�수�있는가, 변론가는�상대를�어떻

게�294설득할지를�궁리한다. 이렇게�말한�후에�아리스토텔레스는�

궁리와�선택을�유비적으로�논하고, 선택의�주체는�각자�속에서도�

주재적인�부분이며, 선택이란�뜻대로�되는�것에�대한, 궁리에�기초

한�욕구라고�정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이�구절은�〈행위에�앞선�예비적�반성〉과�〈수

단선택〉을�둘러싼�일반적�고찰이라고�할�수�있다. 어떤�행위를�행

하려고�할�때, 우리는�그�수미일관에�대해�망설인다. 또�수단이�선

택될�경우, 거기에는�반드시�주체의�의도적이고�능동적인�관련이�

개재한다. 우리�인간은�망설이고�선택하는�주체인�것이다. 다만�그

때, 아리스토텔레스는�흥미로운�한계�설정을�하고�있다. 

(1) 인간에게�어쩔�수�없는�것에�대해서는, 우리는�궁리도�선택도�

하지�않는다. 

(2) 목적은�자명시되고, 망설이는�국면은�그�목적�달성을�위한�수단

의�위상에�한정된다. 

그래서�지금�나는, 이�두�가지�한계설정�자체를, 현대의�상황, 그것

도�본고에서�화제로�삼고�있는�생명과학을�주로�염두에�두면서도�

다시�검토해보자. 

   우선�첫�번째로�말할�수�있는�것은�“인간에게�있어서�어쩔�수�없

는�것”은�그것이�판단되는�장의�시공간적�한정과, 그�시공간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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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링크한�기술적�총체와�상관적이라는�것이다. 80일�동안에�세

계를�일주하는�것은�19세기�후반에도�내기의�대상이�될�정도로�아

슬아슬한�한계�행위였지만, 지금은�현격한�고속이동이�가능해졌

다. 우리나라〔일본〕에서는, 맹장염이나�장티푸스로�사망하는�사람

은�이제�매우�드물어졌다. 그런데�불과�100년�정도�전에는�장티푸

스는�중대한�전염병이었다. 다만, 인식과�기술이�괴리된다는�것은�

있다. 헌팅턴�병은�예측적인�진달을�할�수�있어도, 현재에도�여전

히�근본적인�치유를�하는根治개입은�할�수�없다. 어쨌든, 일반적으

로�“인간에게서�어쩔�수�없는�것”의�경계가�기술�연관에�의해�바뀔�

수�있다는�것은�확실하다. “어쩔�수�없는�것”이�어느�샌가�“어떻게

든�되는�것”으로�변해간다. 그러면�그것에�걸맞게�궁리도�선택도�

흔들리는�것일까? 물론�흔들린다. 200년�전에는�허풍에�불과했던�

수술도, 현재라면�할�수�있으며, 해당�환자를�구할�수�있기�때문에, 

그�수술은�선택적으로�수행된다(그�겨우�환자를�구한다는�목적은�

자명시된다). 궁리나�선택은�기술�연관의�성숙과�함께�그�영역을�

점점�확대해간다. “어쩔�수�없는�것”은�자명하지도�확정적이지도�

않는�것이다. ─ 그런데�위와�같은�것은�매우�상식적인�주석이며, 

더�이상의�부언은�필요�없을�것이다. 

   다른�한편, 바이오테크놀로지, 특히�합성생물학�등의�영역을�대

상으로�했을�때, 더�신중하게�검토해야�하는�것은, ②의�목적�설정

과�수단이라는�문제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더러�말하라�하면, 사

람이�여러�가지�궁리를�하는�것은�수단이며, 마침�의사가�환자를�

고칠까�아닐까를�궁리하지�않듯이, 뭔가�어떤�목적이�설정되었을�

때, 그�목적�설정�자체를�사색의�295대상으로�삼는�것은�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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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설정�자체가�(예를�들어�인류를�대량�살육한다�등이라고�하

는) 현저하게�끔찍한�악을�체현하고�있다는�것도�아닌�한, 목적�설

정은�문제시되지�않는다. 왜냐하면�대부분의�경우, 사람은�무엇인

가�좋은�것을�목표로�하며, 그것을�향해�노력하기�때문이다. 그리

고�예를�들어�합성생물학은�기본적으로는�공익성을�추구하는�과

학기술에�귀속하는�것이�대전제가�되어�있는�이상, 그�연구계획, 

즉�목적�설정�자체가�의문에�부쳐지는�것은�원칙적으로는�없다. 다

만�앞서�말했듯이, 이�분야의�경우, DIY생물학적�참가가�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의�타당성의�체크는�최종적으로는�개인의�양심에�맡

겨진다고밖에�말할�수�없는�부분도�있다. 그것은�하나의�중대한�문

제이다. 

   다만�DIY생물학보다도, 일반적이고�체계적인�시각에�서서, 다

시금�목적�설정에�대해�생각해보자. 아마�현시점에서의�최대의�과

제는�바로�그�목적설정�자체를�문제시한다는�국면을, 통상적인�연

구�환경�속에�편입하는�것은�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불명확하

고�무한정적인�것이�개재하는�경우에�사람은�궁리를�한다고�말했

지만, 그�경우�그것은�어디까지나�수단의�위상에�한정되어�있다. 

그런데�현시점에서�말해야�할�것은, 목적�설정�자체�속에, 불분명

하고�무한정적인�것이�있다고�하는�가능성을�자각하고, 그것을�평

정評定하고�판단한다는�것이다. 과학적�및�기술적�수준에서의�지

식이�막대하게�축적되고, 그�수준도�고도해졌을�때, (수단의�탁월

성은�이른바�공통의�전제조건에�가까워진다. 그래서�더욱�더�〈목

적의�타당성〉이라는�문제가�가진�중요성은�늘어가는�것이다. 

   바나나�냄새를�풍기는�대장균이�이미�만들어졌다고�한다. 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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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바나나�냄새를�풍기를�대장균을�만들다”라는�목적�자체는�있

어도�좋고�없어도�좋은, 주변적인�것에�지나지�않을�수�있다. 그러

나�그것은�바이오브릭이�어느�정도�기능하는가�하는, 배경의�더�광

범위한�연구계획을�예증한다는�의미에서, 고유한�목적성을�이루

고�있다. 이것은�축적성을�전제로�한�과학연구�중에서, 그�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그것이�향후�다른�더�유익한�연구의�토대가�된다

는�기능적�가치를�위해�평가된다, 이른바�진행�중인�연구이다. 

   다만�내가�문제�삼고�싶은�것은, 그런�진행�중인�것이�아니라, 말

하자면�더�근간에�관련된�연구�프로그램이다. 예를�들어�많은�가축�

종에�광합성�능력을�준다는�목적�설정은�어떨까? 만약�광합성으로�

어느�정도의�영양�확보를�할�수�있다면, 사료값의�대폭적인�절감을�

가능케�하며, 축산업에�혁명을�가져올�것이라고�생각하고, 그�목적�

설정자를�박수갈채로�맞이해야�할까? 왜냐하면�요즘�수십�년의�생

명과학의�진전�양식을�반성적으로�돌이켜�살펴보면, 어떤�목적이�

명시되었을�때, 그것이�유달리�방자한�것이�아닌�한, 좌절이나�지

연은�있다고�해도, 대체로�그것이�실현되는�방향에�가까워지고�있

다는�인상이�있기�때문이다. 그래서�더욱�더, 어떤�목적�설정을�하

는�것인가�그�자체가�극히�중요해지며,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말

한다면�그�자체가�“궁리를�하는” 296대상이�된다. 

   예를�들어�이�〈광합성�가축〉의�경우, 실행에�옮기는�것은�좋지만, 

만일�무엇인가�생각지�못한�부정적인�귀결을�초래할�것이라면, 그�

규모나�영향의�막대함을�생각하면, 그�재앙은�도저히�수복�불가능

한�것이�된다. 더욱이�〈광합성�가축〉이�만일�허용된다고�한다면, 

그리고�실제로�그것이�실현되고�가축이�커다란�과過없이�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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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알�수�있는�단계에�이르렀다면, 아베의�

〈맹장인간〉과�마찬가지로�왜�특히�빈민은�〈광합성인간〉이�되면�

안�되느냐라는�식의�논의가�나오는�것조차�상상할�수�없지는�않을�

것이다. 먹는다와�먹지�않는다보다는�광합성으로�최소한의�영양

을�확보할�수�있는�것이�좋을�것이다, 그것이�빈민을�위한�것이기

도�하고, 인구�폭발에�의한�식량�부족에도�대처할�수�있을�것이라

는�논조의�논의다. 이것은�나의�개인적인�망상에�불과할까? 오히

려�일단�〈광합성가축〉이라는�목적�설정이�이뤄진다면, 그�연장산

성에�거의�반드시�상정될�수�있는�문제라고�할�수�없는�걸까?

(B) 그런데�위와�같은�아주�간단한�통람에�의해서도�이제�분명하다

고�생각되는�것이�있다. 그것은�푸코나�아감벤을�전개의�범례적인�

인물로�한�현대의�〈생명정치학〉이라는�연구�프로그램이�갖는�의

의와�그�한계이다. 본고�서두에서도�확인했듯이, 현�시점에서는�

〈원archi-생명정치학〉의�구상을�그대로�반복해도�한정적인�의미

밖에�없다. 애초에�당시의�푸코�자신이�곧바로�그�개념을�더�일반

적인�의미, 즉�어떤�생물적�특성의�담지체로서의�인류를�권력의�일

반적�전략과�링크하는�양태들의�분석이라는�정도의�의미로�바꿔�

읽었다(〈광의의�생명정치학〉). 또한�아감벤의�생명정치학은��호

모�사케르�가�상징하듯이, 인간의�동물화의�극한으로서의�뇌사체, 

수용소에서의�무젤만들의�행태�등에�주로�빛을�쏘였다. 그들의�동

향에�덧붙여, 미국의�어떤�정치학자�집단, 인간을�생물로�간주하

고, 그�행동을�정치학적으로�분석하는�자연주의적�흐름, 내가�〈파

라-생명정치학〉이라고�부르는�것�등도�고려하면,  〈생명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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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요한�개요는�파악할�수�있다. 더�자세한�것은��〈생명정치〉의�

철학〈生政治〉の哲学』을�봐주기를�바라지만, 지금, 굳이�예상한다

면, 이�책에서는�극히�간단하게만�언급할�수�있었던�〈파라-생명정

치학〉이야말로�─ 만일�그�조사능력과�과제설정능력이�더�첨단적

인�생명과학과�연결할�수�있을�만큼의�위력을�갖고�있다면�하는�얘

기인데�─ 정치학적으로는�향후에�더�직접적인�유효성을�발휘하

게�될�수도�있다. 

   어쨌든�이렇게�정리할�수�있다. 인구�집단의�동태에�대한�통계학

적�시선의�설정이든, 뇌사체나�무슬림에�대한�비판적�주목이든, 흡

연자가�각성제�사용자의�정치적�행동�패턴�분석이든, 그것들은�모

두�인간�상호�간의�행동�조정을�주요한�과제로�삼고�있다는�의미에

서�어디까지나�권력론이나�인간통제로서의�정치학의�위상에�연

관된�것이었다. 기존의�〈생명정치학〉은�어디까지나�정치학의�일

종으로서�정위되는�것이었다. 그러나�현대부터�근미래에�걸쳐, 생

명과학의�진전을�297 진지하게�시야에�집어넣음으로써�성립해야�

할�〈새로운�생명정치학〉은�최종적으로는�정치학적�문제기제와�

합류한다는�이론적�전망은�유지하면서도, 훨씬�우회적으로�탈인

간론적, 생명을�대상으로�한�존재생성적인�것을�통과해�가는�것�아

닐까. 

   위와�같은�것을�확인한�전제로�삼은�다음, 다시금�본고의�이치를�

되짚어보자. 나는�이종이식이나�말기의료�등의�소재를�언급하면

서, 인간이�좋든�싫든��내부에�품고�있는�〈동물성〉의�존재를�우선�

확인했다. 우리는�이성적이고�합리적인�존재라는�정통적�자기이

해는, 사실을�말하면, 많은�한정적�조건을�붙여서야�겨우�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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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것에�불과하며, 스스로도�완전하게는�통제할�수�없는�〈동

물성〉의�분출�가능성에�인간은�위협을�받고�있다(1절). 그러나�분

명히�개인으로서의�인간은�그러한�취약한�것에�지나지�않지만, 인

간�집단의�집단적�행위�속으로부터�엿볼�수�있는�또�하나의�중요한�

특성이�있다. 그것은�인간은�생물임에도�불구하고, 자연적�생물체

로서의�위상을�이탈하고�있다는�것, 바꿔�말하면�인간�이해의�준거

점으로서�자연�그�자체를�둔다는�것은�한정적인�의미밖에�없다는�

것이다. 인간은�〈탈자연〉이라는�시각을�설정하는�편이�더�잘�이해

할�수�있다. 유기화학이나�합성생물학�등은�그것을�상징하는�예증

에�지나지�않았다. 그리고�자연을�준거로�하지�않고, 이른바�안정

된�준거로부터�이탈하면서도�구축되는�〈반자연〉, 즉�〈인위〉에는�

그것에�특유한�곤란과�책임이�있다는�것을�확인해�두었다(2절). 

   그리고�나는�3절(A)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궁리를�하다”라는�

구절을�현대의�과학기술사회에서의�인간의�행동양태와�링크시킴

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한정�조건이�오늘날에는�그대로는�타

당하지�않다는�확인을�했다. 그의�시대에는�불가능했더라도, 지금

은�많은�장면에서�가능해지고�있으며, 가능�영역의�확대에�수반해�

〈수단선택〉의�가능성도�큰�폭으로�확대되고�있다. 다른�한편, 아리

스토텔레스의�경우에는�그�자체로서는�문제에�부쳐지지�않았던�

〈목적설정〉 자체가�목적의�공익성・선함이�자명하다고�할�수�없

는�시대로�들어서고�있다는�관점에서, 다시금�문제시되어야�한다. 

우리는�옛날보다�훨씬�많은�수단을�갖고, 그만큼�목적을�설정할�때

에는�더욱�더�신중해져야�한다. “하려는�마음만�먹으면�할�수�있지

만, 해서는�안�된다”는�구상�국면을�어느�정도�진심으로�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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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수�있는가가�향후�더�한층�중요한�문제가�된다. 목적이야말

로�최대의�수수께끼, 최대의�문제가�되는�것이다. 

(C) 거기에서�〈새로운�생명정치학〉의�특성을�가장�상징적으로�시

사하는�분야의�하나로서, 역시�마지막에�다시�합성생물학을�건드

려두고�싶다. 물론�아직�요람기인�이�분야에�대해서는�미국생명윤

리자문위원회의�보고서에서도�언급되어�있듯이, 잠재적�위험의�

존재�때문에�성급하게�억압하는�등의�일은�하지�않는�편이�좋다. 

어쨌든�그것은�이�분야, 또는�이�분야가�가능적�방향성으로서�시사

하는�것이�갖는�총체의�인류사적�의미를�과소평가해도�좋다는�것

을�의미하는�것은�298 아니다.16) 지금은�아직�바이러스나�세포의�

합성이나�설계가�문제가�되고�있을�뿐이다. 하지만�근미래에는�더�

고등한�생물의�개조나�설계가�도달�목표에�집어넣어질�가능성이�

높다. 확실히�위에서�말한�〈광합성�인간〉에�대한�언급은�나로서도�

약간�과도하게�말한�것일�수도�있다. 하지만�그것은�우리가�더�미

세하고�미온적인�연구과제를�목적�설정하려고�생각할�때, 그�방향

성을�확대, 부연했을�때�보이는�것을�시사한다는�의미는�있었다. 

그리고�(현시점에서는�아직�상상도�못할�먼�미래의�일이겠지만) 

만일�〈광합성�인간〉을�성립시킬�수�있는�것인지�아닌지가�과제로

서�논의되는�연구�단계에까지�도달하는�날이�온다면, 그것은�인간�

16) 오히려�이렇게�바꿔�말하자. 〈인류사적�의미〉라고�하는�거시적인�관점에�설�

때, 합성생물학에�대해�더욱�초점을�맞출�필요도�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는�그�관련�분야라는�분야군�그�자체가�지닌�사상적�의미를�재차�

숙고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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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문제, 즉�정치학에�관련될�것이다. 다만�그것은�있다고�

하더라도�아직�먼�훗날의�일이다. 아니�그렇다기보다는�아마�그런�

종류의�정치적�국면이�드러나기�전에, 어떤�형태의�제동이�걸린다

고�생각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할�수�있는�있지�않을까? 그러니

까�위에서�말했듯이, 이�화제에서는, 거기에�이르기까지의�우회적�

중간적인�분절�양태를�치밀하게�예상하는�편이�더�중요해진다. 즉, 

정치학적�문제라기보다도, 인간의�생명�조작�일반이�자연계, 특히�

생물세계에�초래하는�충격도의�평가를�한다는�문제군이�중요성

이�높은�것이다. 그리고�바로�이것이�내가�앞에서�“우회적이고�탈

인간론적”이라는�형언에�의해�의미하려고�한�것이었다. 

   유전기구의�분자적�대상화를�하고, 불과�60년�정도. 현대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요람기에�자주�사용된�표현인�“신처럼�굴다

〔신�노릇을�하다〕”라는�말이�당시보다는�약간�더�큰�현실감을�갖고서�

맞아들여지게�될�수�있는, 그런�풍경이�퍼지고�있다. 고분자의�합

성이나, 그것에�의한�인체의�약리적�보호�운운�등의�화제뿐이라면, 

대개�아무런�문제가�없다. 그런데�“생명체를�제조하다”라는�행위

는, 생명체는�다소나마�자율적이라는�사실이�있기�때문에, 그�의미

가�마치�상이한�것에�손을�대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은�생명계�그�

자체에�대한�심대하고�근원적인�영향을�주는�위치에�인간이�서�있

다는�것을�의미하는�것�같고, 사실은�그렇지�않다는�것을�드러내고�

있다. (가시적으로�추적할�수�있는) 작은�동물들이라면�몰라도, 합

성세균이�환경�안에�방출되고, 그것이�무작정�증식한다는�것이�된

다면, 도대체�어떻게�완전한�제어나�통제를�한다는�것일까.17) 생명

계에�손을�대고, 그것을�〈인간�색〉으로�염색하려고�해도,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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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혹은�그�미래�발전형�같은�성과군과�링크하기에�이를�

경우, 가축을�기존�유형의�양식으로�개량하는�것으로는�이야기가�

끝나지�않게�되는�것이다. 

   인간은�지금까지도�환경을�〈인간�색〉으로�물들여왔다. 어떤�일

정한�합성세균�혹은�합성생물은�인간에게�있어서�유용한�존재값

을�갖기�때문에�합성되는�것일�테지만, 그것이�살기�시작했을�때, 

그�생명�행태는�인간의�기대의�틀�안에�계속�머물�것인가. 생각지�

못함, 통제의�어려움, 자유로운�꿈틀거림�─ 이런�종류의�형언이, 

생명체를�형언하는�데�더�적합한�것으로�생각되는�이상, 통제나�제

어의�어려움은�지금부터라도�충분히�299 예상할�수�있다. 〈원archi-

생명정치학〉이�인구�집단의�나름대로의�통제를�목표로�한�것이라

는�원�뜻을�상기하고, 그것을�지금�확대적으로�전용轉用한다면, 〈합

성생물의�원-생명정치학〉은�상상�이상으로�곤란을�극에�달하게�

할�것이다. 그래서�그것을�내다보고, 합성�세균�등을�위해서는�짧

은�수명이�되도록�프로그램한�설계가�이뤄질�수도�있다. 

    어찌되었든, 요람기에�있을�뿐인�합성생물학을, 연구�방향을�부

연하고, 연장한�결과, 장차�생길지도�모를�재앙을�구실로, 현�시점

에서�금지한다는�행위는�아마도�이뤄지지�않을�것이다. 인간은�아

직�어떻게�될지�모르는�것을�앞에�두었을�때에는, 하지�않고서�모

습을�보는�것이�아니라, 하고서�모습을�본다는�경향을�가졌기�때문

17) 지금�가시적으로�추적할�수�있는�작은�동물은�모른다고�말했다. 그런데�그게�

정말일까? 확실히�세균과�비교하면�쉬울지도�모르지만, 개미�같은�동물, 혹은�

쥐�같은�생물조차�유해종이�환경�안에서�격증할�경우, 그�구제驅除나�통제가�얼

마나�힘든지는�여러�가지�사례를�통해�잘�알려져�있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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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만�역시�이�주제가�갖는�기폭력은�기존의�그것을�상회할�

가능성도�있기에, 합성한다고�해도�세균, 혹은�기껏해야�단순한�다

세포생물�수준에서�억제해야�한다는�판단이�연구�도상에서�명확

하게�자각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는�본고의�제목인�｢

합성생물의�〈생명정치학〉｣이라는�표현은�약간�오도하는�것이게�

된다. 왜냐하면�바로�이�연구가�〈정치학〉의�위상에�어떤�형태로든�

연계될�가능성이�있는�단계(예를�들어�공상적인�〈광합성�인간〉처

럼)에는, 근미래에서는�무리가�있음은�물론이고, 영원히�도달하지�

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즉, 연구�도중에�연구자�집단의�자율적

인�판단에�의해�자발적�억제나�제동이�걸리고, 인간�상호�간의�정

치적�문제군에�직접�그�영향이�나타나도록�하는�위상과는�링크하

지�않는�형태에서의�목적�설정이�도모될�수도�있기�때문이다. 만일�

그렇게�된다면, 그것은�과학연구자가�스스로�자발적으로�일종의�

제동적�판단을�내부에�편입한다고�하는, 과학연구의�새로운�단계

로의�돌입을�의미하는�것이리라.18) 그것을�과학의�단적인�쇠퇴나�

철수로�파악해서는�안�된다. 오히려�거꾸로, 그것은�이미�충분히�

고도의�단계에까지�도달하고�있는�과학의, 인간�문화�전체에�대한�

책임의�증대를�반영시키는�것, 즉�과학의�성숙인�것이다. 

18) 물론, 영역에�따라서는�현재도�이미�그런�종류의�제동성을�갖춘�과학이�없는�

것은�아니다. 하지만�그것이�다른�분야로부터의�요청이나�압력에�의해서�좋든�

싫든, 해당�영역의�연구가�나타내는�방향성의�끝에�어떤�문제군이�기다리고�있

는지를�직시하고, 그것을�피하기�위해서�도중에�자율적�제동을�건다고�하는�것

이, 이미�통례가�되었다고�보기�어렵다. 그래서�그것을�‘새로운�단계’라고�불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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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출현하고�있는�생명의�형식?

니콜라스��로즈

303

[일역자�해제]

여기에�번역한�것은�니콜라스�로즈Nikolas Rose의��생명�그�자체의�정

치학� : 21세기에서의�생물의학, 권력, 주체성(The  Politics of Life Itself: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의�3장이다. 또한�이�책은�히가키�다쓰야檜垣立哉의�감수�

및�번역으로, 호세대학교출판국法政大学出版局에서�간행될�예정이다. 

또�1장에�대해서는�긴키대학교�국제인문과학연구소近畿大学国際人文

科学研究所 개요�『述』 2호, 明石書店, 2008年에�「21세기의�바이오폴

리틱스(21世紀のバィォボリティクス)」(宮澤正顯 監修, 篠原雅武・山本貴光・吉川浩満 

訳)로�일역본이�게재되어�있다. 

   니콜라스�로즈는�1947년�생으로, 최근까지�런던정경대학(LSE)의�

교수를�지냈고, 또�이�학교에�설치된�BIOS연구소Centre for the Study of 

Bioscience, Biomedicine, Biotechnology and society의�소장�직에�있었지만, 현재는�

런던대학교�킹스칼리지에�신설된�의학・건강사회과학부의�학장

을�맡고�있다. 로즈는�원래�생물학부터�연구를�시작하고, 특히�심

리학과�생물학과�사회학과의�경계�영역에서�눈부신�활약을�해왔

다. 주요�저작으로서는��혼을�통치하다� : 개인적�자기의�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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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ing the Soul :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Routledge, 1990 ; Second edition, Free 

Association Books, 1999), 『자기성의�발명�: 심리학, 권력, 인격성(Inventing 

Our Selves :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자유의�

권력�: 정치적�사유의�재구성(Powers of Freedom :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피터�밀러(Peter Miller and Nikolas Rose)와의�공

저로�『현재를�통치하기� :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인�삶의�관리

(Governing the Present : 304 Administering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Life)�(Polity. 2008) 등

이�있다. 또한�본서도�포함해�번역이�예정된�것도�있지만, 현재�완

역된�저작은�없다. 

   로즈의�사고에�대해서는, 그�저작이나, 혹은�현재까지의�경력으

로도�추측�가능한데, 한편으로�심리학이나�생물학적인�탐구를, 다

른�한편으로�사회학이나�권력론적�고찰을�두고, 양자를�사회체�전

체�속에서�파악해가는�것에�그�본령이�있다. 거기에서는�미셸�푸코

의�생명권력론�및�생명정치학으로부터의�영향은�물론�현저하다

고�할�수�있다. 특히�1980년대부터�90년대의�저술은�심리학적인�개

인의�성립을�둘러싼�것에�집중하며, 푸코의��감시와�처벌� 등, 초

기�생명권력론을�응용한�것이라고�봐도�좋다. 이런�저작에서는, 이

미�주지의�것이�된�방식으로, 심리적�개인의�성립과�사회적�권력�

사이의�관계를�논하는�견실한�연구가�이뤄지고�있다. 

   하지만�로즈에게서�21세기�이후, 저술에�있어서�커다란�변화가�

나타난다. 

   로즈의�연구는�초기부터�‘통치’라는�말이�다용되고�있듯이, 생명

권력�이후의�푸코를�시야에�넣고�진행해�왔지만, 21세기에�들어서

자마자�푸코와�생명정치학, 혹은�생명과�연관된�주제가�표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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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논의된다고�여겨진다. 거기에서는�20세기의�저술에서�보인�심

리적인�개인과�사회권력, 혹은�그것들과�관련된�사회적�의학이나�

위생성이라는�개념보다도, 오히려�생물학적인�문제가�전면에�나

타나게�된다. 그런�의미에서�“통치하다”라는�말의�함의도, 생물학

적�실존을�시야에�넣은�푸코의�표현에�더욱�더�입각한�것이�되어간

다. 오히려�로즈가�실증과학의�성과를�도입하면서�전개하는�갖가

지�논의는, 그�“방향성”에�혁신성이�있는지�여부는�둘째�치고, 푸

코가�구상은�했으나�실현은�하지�못한�생명정치학의�내실을, 21세

기적인�생명과학이나�의학, 혹은�신체에�관한�테크놀로지�등을�꾸

준히�추적하면서�제시한다. 유전자에�관한�지식, 생식기술, 제약, 

건강에�대한�관리적�개입, 다양한�증강enhancement ─ 이런�문제를, 단

순한�사고의�장면이�아니라, 기술이�연관된�삶의�(혹은�소마로서의�

신체의) 위상으로�구체적으로�파악하고, 새로운�‘삶의�형태’를�다

시�그려내려고�하는�노력이�나타나는�것이다. 

   본서의�3장인�｢출현하고�있는�생명의�형식?｣을�일별해도, 이러

한�로즈의�자세는�현저하다. 표제에�붙어�있는�물음표가�나타내듯

이, 생명과학의�진전이�“생명의�형식”을�전적으로�새롭게�고쳐�썼

는지�여부에�대해�무전제로�긍정되는�일은�없다. 그렇다고는�해도, 

게놈의�독해에�있어서의�리스크성이나, 혹은�제약의�진전이�우리

의�‘병’이라는�개념을�크게�변화시킨�것은�사실이다. 거기에서�많

이�사용되는�‘분자적’이라는�표현은, 신체나�병을�구별하는�문턱이�

유기체�총체에도, 또한�20세기의�의학에서�영역�구분된�신체�기관

이나�신체�기능에도�없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분자적으로�관찰

되는�미시적�물질성이나, 유전자�스쿨링에�의해�밝혀지는�그�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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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신체나�병을�파악하는�위상이�되고�있다. 그리고�이�위상을�

신체로�보는�한, 305무엇이�병인가라는�관점�자체가, 원래�변용될�

수밖에�없다(푸코가��감시와�처벌�이나��성의�역사�1 : 지식의�의

지�에서, 정상적인�것과�비정상적인�것을�분단하는�권력의�라인을�

추구하는�것이�아니라, 모든�인간이�원래�비정상적이라는�것을�전

제로�하여, 이로부터�정상적인�것이�생산된다는�것을�그려낸�사정

과�평행적으로, 분자�수준의�잠재성에서�파악한다면, 모든�인간은�

환자가�되며, 건강이라는�개념�자체가�그때마다�산출될�것이다). 

또한�증강의�논의에서�볼�수�있듯이, 생명의�기술은, 네거티브한�

우생학만�아니라�그것을�넘어선�포지티브한�우생학이라는�문제

로도�향하고�있다. 이것은�생명윤리를�생각할�때, 향후�매우�중요

해질�논점이며, 로즈�자신이�‘윤리정치ethopolitics’라고�부르는, 생명

윤리를�생명정치적으로�받아들여진�별종의�영역이�전개되기�시

작한다고�할�수�있다. 

   이�책은�제목만�봐도�꽤�의욕적인�내용을�갖추고�있음을�알�수�있

다. 1장�｢21세기에서의�생명정치학｣, 2장�｢정치학과�생명｣, 4장�｢유

전자적�리스크｣, 8장�｢통제의�생물학｣은�아직�익숙히�들어본�것이

리라. 하지만�5장�｢생물학적�시민권｣, 6장�｢게놈�치료에서의�인종｣, 

7장�｢신경화학적�자기｣, 마지막�장�｢소마(신체)의�윤리와�생명자본

의�정신｣(말할�것도�없이�막스�베버의�‘프로테스탄티즘의�윤리와�

자본주의의�정신’의�패러디이다)이�되면, 푸코의�권력론을�이용한�

응용사회학적인�기술에�머물기�십상이던�저자가�드디어�생명의�

시대에�있어서�사회와�자기의�새로운�개념을�창출해냈음을�확실

히�알�수�있다. 바이오사이언스의�시대에서, 시민권(시민성)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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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변모하는가, 모종의�사회적�차별이나�우생학적�발상의�기반

에�있던�민족이라는�범주는�게놈�생물학의�진전에�수반해�변용할�

수�있는가, 제약이나�MRI의�기술에�의해, 자기의�자리가�뇌에�있기

는커녕, 더�미시적인�신경세포라는�물질로�해체될�때, 원래�자기란�

무엇일�수�있는가, 또�생명적�신체�자체가�자원으로�파악되는�상황

에서, 신체의�소유나거래, 자기와�사회라는�개념은�어떻게�다시�

묘사되는가. 로즈는�생물학적, 사회학적, 권력론적�총체로부터, 이�

물음을�사고해간다. 근대의�저편을�비추는�바이오테크놀로지와, 

이것에�즉응하여�변하지�않을�수�없는�사회적�개념들을�망라적으

로�다룬�책들은�아직�세계적으로�봐도�많지�않으며, 본서를�하나의�

단계step로�하여�더�다양한�논의가�이뤄져야�할�것이다. 

   나는�오사카대학교에서의�연구�프로젝트�｢바이오사이언스�시

대에서의�인간의�미래｣의�대표자로서, 런던의�BIOS연구소를�방문

한�적이�있다. 런던�중심부의�교통이�편리한�LSE의�교사동�중�한�

층에�연구소가�설치되어�있었다. 로즈는�결코�넓지�않은�자신의�연

구실에서�일본에서�온�손님을�상냥하게�맞이하고, �생명�그�자체

의�정치학�의�번역에�큰�감사의�뜻을�보여줬다. 나는�프랑스철학

이�전문으로, 이번에도�프랑스에서의�발표�전에�런던에�왔다는�취

지로�말했는데, 로즈는�“나는�어디까지나�생물학, 심리학, 306사회

학의�실증주의적�연구자이며, 철학�방면은�그다지”라고�말씀하셨

다. 이것은�절반은�겸손의�표현이겠지만, 자신의�학문�스타일에�관

한�본뜻이기도�할�것이다. 이�책에서�보이는, 들뢰즈-가타리를�연

상시키는�수많은�조어에�대해�질문해도, 그저�웃음을�보였을�뿐이

다. 연구실에�걸려�있는, 중국에�초청받아�사회위생에�관한�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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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때의�사진을�보여주고, “이번에는�꼭�일본에”라고�방문을�부

탁드리자, “몸의�영향도�있어서�갈�수�있을지�모르겠지만�…”이라

고�대답해주셨다. 나로서는�본서의�번역의�출판�시기와도�맞춰서, 

다양한�대화를�나눌�수�있다면, 일본에서의�생명정치학의, 아직�단

서만�있는�단계에서는�말하기�어려운�문제들을�더�먼저�진행할�수�

있지�않을까�믿는�바이다. 

(히가키�다쓰야檜垣立哉)

E077많은�사회이론가들, 생명윤리학자들, 철학자들은�생물의학의

biomedical 지식이�자연적인�것과�인공적인�것의�구별을�말소하고, 그

렇게�함으로써�인간�본성, 자유의지, 인간�존엄, 그리고�중대한�도

덕적�가치에�근본적인�물음을�제기한다고�걱정한다.1) 예를�들어, 

레온�카스Leon Kass와�그의�동료들은��치료를�넘어서�: 바이오테크놀

로지와�행복의�추구�2)라는�제목의�2003년�10월�대통령생명윤리평

1) 이번�장은�제1회�블랑켄제Blankensee 회의에서�발표한�원고�｢출현하고�있는�삶의�

형태�: 생명과학의�인류학을�향해(Emergent Forms of Life: Towards an Anthropology of 

Life Sciences)｣(2003년�12월�11-13일)를�가필한�것이다. 이�회의는�베를린의�블랑켄

제�성에서�열렸고, 스테판�벡과Stefan Beck 미치�크네히트Michi Knecht가�조직했다. 

이�판본에서는�그�장소와�맥길McGill 대학교의�사회과학・의학부, 칼리톤Carleton

대학교의�사회학・인류학부에서�행한�발표�때�내게�던져진�논평에�많은�것을�

빚지고�있다. 

2) Beyond Therapy: Bio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U.S.] and Ka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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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보고서에서�네�가지�영역을�규정하고, 의료의�바이오테크놀

로지가, 이제�“치료를�넘어서” 생명의�증강이나�변형�같은�목적의�

추구로�돌진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즉, (a) 더�좋은�아이�─ 출산�

전�진단, 태아의�선별, 배아세포의�유전자공학, 특히�ADHD(주의

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와�관련해�약을�이용한�행동�변화, (b) 스

포츠�분야에서의�뛰어난�성과, (c) 나이를�먹지�않는�신체�─ 건강

한�인간의�수명을�연장하기�위해�고안된�모든�종류의�테크놀로지

들, 그리고�(d) 행복한�영혼�─ 기억의�변경, 특히�SSRI(세로토닌�재

흡수�억제제, 우울증�치료제) 계통의�약물을�통한�기분�향상이다. 

카스�─ “혐오감repugnance이라는�지혜”(Kaas, 1997)에�근거한�도덕의�

제창자�─ 나�그의�동료들(거기에는�이러한�발전을�우려하는�다른�

텍스트의�저자인�프랜시스�후쿠야마도�포함된다(Fukuyama, 2002))

이�이런�세속적인�목적과�인간�존재의�욕망을�조장하는�바이오테

크놀로지의�사용에�얼마간의�제한을�가하려고�모색하는�것은�놀

라운�일이�아닐�것이다. 

   비슷한�관심은��인간의�본성의�미래�(Habermas 2003)에�관한�위

르겐�하버마스의�성찰에서도�볼�수�있다. 독일�내부에서부터�이�쟁

점들에�관해�논평하는�많은�사람들과�마찬가지로, E078 그가�특별

히�걱정하는�것은�유전학, 특히�생식과�관련된�유전학의�발전이다. 

하버마스는�치료를�목적으로�한�새로운�생식�테크놀로지들의�사

용은�─ 예를�들어�미리�병에�걸릴�것으로�예측한�것에�기초를�두

고�태아를�선별하기�위한�사용은�─ 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있다

고�마지못해�인정하고�있다. 그러나�그는�착상�전의�유전자�진단을�

통한�인간�유전자�조작과�이것의�전조가�되는�테크놀로지들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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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성장과�〔인위적인〕 만들기, 307기회와�선택�사이의�도덕적으로�

근본적인�구별을�바꿔버릴�것이라고�여긴다. 그렇게�함으로써, 그

들은�그가�태어날�아이의�“전인간적prepersonal 삶”이라고�형용한�것

을�도구화할�것이며, 스스로를�삶의�완전한�당사자undivided author라고�

여길�여지를�무너뜨림으로써�유전적으로�변경된�인간의�윤리적

인�자유를�억제한다. 이것은�또한, 하버마스가�‘종의�윤리species ethic’

라고�부르는, 인간�종human species에�관한�윤리적�자기�이해도�무너뜨

린다. 즉, 인간은�다른�모든�존재를�단일한�공동체에�속하는�도덕

적으로�동등한�구성원으로�간주할�필요가�있으며, 거기에서는�각

자가�평등하게�존중되어야�한다. 우리가�할�수�있는�것은�“우리�각

자가�그�혹은�그녀의�삶에�윤리적인�형태를�부여할�유일한�책임을�

지고�있다”는�가정�하에, 종의�도덕적�세계�속에서�자신의�몫을�맡

을�뿐이라는�것이다�─ 이런�가정은, 착상�전�유전자�진단�같은�개

입에�의해�파괴되는데, 하버마스에게�그것은�미래�인간의�삶과�‘양

립할�수�없는�결정alien determination’을�포함하며, 개개인의�삶과�우리

의�삶의�형식의�도덕적�구조화에�있어서, 극히�유해한�귀결을�지닐�

것이다(ibid., 92, 81). 

    철학자들과�사회이론가들에게서�나온�이런�관심이�현대�생물

의학의�실태�조사에�기초를�두는�것은�좀체�드물다. 게다가�그들은�

어떻게�개인들�─ 의사, 간호사, 환자, 예비�부모들, 새로운�생식�테

크놀로지를�사용해�생산된〔탄생한〕 아이들, 그리고�정신치료약의�

소비자들�─ 이�각자의�일상생활에서�이런�쟁점, 선택, 딜레마를�

실제로�이해하고�경험하고�또는�윤리적으로�평가하는지�그�방식

과�관련해�경험적인�증거에�주목하는�일은�없다. 그들의�딜레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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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임박한” 유전자�의료, 생식기술, 신경과학, 정신약리학

의�숨이�멎는�듯한�진전에�대해�통속적�과학popular science이�행하는�예

언과�사색에�더�많은�것을�빚지고�있다(McKibben 2003, Silver 1998, 

Stock 2003). 사회이론가, 생명윤리학자, 철학자는�관련된�개인, 종

교단체, 생명윤리학자, 국가정부national governments, 혹은�국제협정이�

이런�발전을�통제하고, 공학적으로�조작된engineered 미래에�도사리

고�있는�인간성에�대한�잠재적인�해로움을�완화하거나�피하는�것

이�과연�가능한가라고�자문할�뿐이다. 

    과거�50년�동안�의료계에서�거대한�기술적�변형이�있었던�것은�

의심할�수�없으며, 앞으로�더�큰�변화가�일어날�것이라는�점도�틀

림없을�것이다. 그러나�풍요로운�서구에서의�기대수명과�건강의�

증대는�고도로�기술화된�의료적�개입에�많은�것을�빚지고�있는�것

은�아니라는�점을�기억해야�한다. 마찬가지로�오늘날�그리고�예견�

가능한�미래에도, E079많은�인간�존재들을�괴롭힐�질병은, 첨단�기

술적�해법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고�─ 그저�깨끗한�물이나�충분

한�식량, 최저�생활�임금, 적당히�유능한�정치가와�관료만으로�충

분하다�─ 그것들이�생물의학의�발전에�의해�현저하게�개선될�것�

같지도�않다. 그러므로�우리는�미래를�약속하는�이런�생물의학의�

문화를�액면�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다. 거꾸로, 근본적인�변형에�

대한�308 이러한�예측�─ 임박하고�있으나�얼마간은�항상�손에�닿

지�않는�─ 이�현재에�있어서�어떻게�기능하고�있는가를�조심스럽

게�생각할�필요가�있다. 현대의�바이오사이언스와�바이오테크놀

로지는�아마도�다른�기술과�매우�닮은�패턴을�따라서, 바싹�다가온�

획기적인�변화에�대한�기대를�양분으로�삼아�성장을�계속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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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런�주장은�공공성을�낳고, 주가를�끌어올리고, 자금�제공�

기관을�움직이고, 직업성careers을�높이고, 아마�이런�분야에서�일하

는�사람들의�동기excitement와�사명감을�낳고�있다(Brown 2003). 삶의�

많은�현상들�─ 생식에서�감정까지�─ 이�오늘날에는�메커니즘으

로서�이해�가능한�것처럼�보인다는�것은�맞는�말일�테지만, 우리가�

그것들을�자유자재로�재설계할re-engineer 수�있다는�것과는�너무도�

거리가�멀다. 게다가�우리의�현재�한계가�그저�기술적일�뿐이며�머

지않아�극복될�것처럼�보이는�경우도�종종�있다. 그런�까닭에, 몇

몇�사회과학자가�내뱉는�경고에는�귀를�기울여야�할�것이다. 즉, 

우리가�의학의�치료�능력에�있어서�획기적�변화를�경험하고�있다

는�증거는�지금으로서는�거의�없다는�것이다. 폴�나이팅게일과�폴�

마틴이�논하듯이, “실험실에서�유래한�생물학적인�지식은�유용한�

임상적�실천으로�쉽사리�번역될�수�없다”(Nightingale and Martin 

2004 : 567). 즉, 기본적인�생물학적�지식의�진보가�새로운�의료기술

을�낳기까지는�많은�장애를�극복해야�한다. 아마�그것들이�임상으

로�번역〔연결〕되기까지는�현재�제공되는〔판매중인〕 많은�의료의�가능

성은�판에�박히고�이론의�여지가�없어�보일�것이다. 예를�들어�시

험관〔체외〕 수정의�오늘날�모습은, 루이즈�브라운Louise Brown이�1978

년�6월에�태어날�때까지�펼쳐졌던�“시험관�아기”에�관한�열띤�논

쟁과는�거리가�멀다. 그러나�기대�그�자체는, 생물의학과�그�기술

이�실현하는�현대적�영역을�형성하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다른�

논자가�이미�지적하고�있듯이, 이러한�미래�지향은, 현대의�기술적�

실천들의�주된�특징이며, 나아가�그런�실천들이�서식하고�있고�뒷

받침하는�상상력이기도�하다(Brow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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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슐라르가�가르치듯이, 어떤�의미에서는�잠재적인�미래에�대

한�상상력imagining은, 우리가�과학이라고�부르는�모든�실천에�고유

한�것이다. 즉, 과학은�현상의�학문들phenomenologies이�아니라, 현상-

기술학phenomeno-technologies인�것이다. 그것은�사고�속에서�이미�생각

해낸�것을�기술적인�수단에�의해�현실에서�떠올리게�하려고�노력

한다. 현상은�“도구에�의해�선택되고�여과되고�순화되고�형성되어

야�한다. 아마�맨�먼저�현상을�산출하는�것은�도구일�것이다. 그리

고�도구란�물질화된�이론이나�다름없다”(Bachelard 1984 : 13). 바슐

라르가�집필을�했던�1930년대에�그가�우려했던�것은�자기�시대의�

과학적�인식론이�과학자를�소여라는�함정에�빠뜨리려고�한다는�

점이다. 소여라는�덫은�과학적�상상력에�장애가�될�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E080 과학적�상상력이�쇠퇴하고�있다는�309 두려움은�

거의�없다. 이런�상상력은�다음과�같은�상업・대중매체의�과잉�선

전에�의해�형성되고�있다. 즉, 획기적인�진보breakthroughs, 잠재적�미

래와�우리가�그�미래에서�직면할�수도�있는�딜레마에�대한�허구적�

서사, 무시할�수�없이�미래주의적인�기술의�리스크�평가, 그리고�

공적이고�정부�기관들�안팎에서�‘예측’, ‘전망horizon scanning’, ‘시나리

오�설계’를�하는�새로운�전문가의�작업이다�─ 만일�현대의�과학을�

추동하는�희망, 연구�조성(助成), 투자전략�등등을�현시점에서�산

출해야�한다면, 이런�미래의�이미지가�필수적일�것이다. 문화연구�

종사자들은�분명히�이런�주의�환기appeal와�경고를�동시에�전하는�

이미지를�산출하는�데�일조하고�있다. 그러나�사회이론가와�생명

윤리학자도�우리를�매우�상이한�인간성의�형식으로�맹렬하게�돌

진시키는�도덕적인�위험과�미끄러운�비탈길로�가득�찬�미래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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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상기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생물의학의�힘에�관한�이런�기대, 약속, 희망, 두려움은�의심할�

바�없이�과장된�것이다. 그렇지만�이것들은�중요한�무엇인가를�지

적하고�있다. 이제�우리는�적어도�세속적인�욕망과�소망을�추구하

여, 신체와�마음의�능력capacities의�대부분을�미세하게�조작하려고�

숙고하고, 때로는�이를�성취할�수�있다. 몇몇�사람들은�해러웨이의�

�사이보그�선언�(Haraway 1991)을�좇아, 우리가�어떤�의미에서는�

“포스트휴먼” ─ 특히�보철적�장치들〔인공기관, prosthetic devices〕로�신체

의�능력을�활성화시키고�증대시킬�가능성capacity을�통해서�─ 이�되

고�있다고�주장한다(Hayles 1999).3) 그러나�우리가�과연�애초에�그

저�“휴먼”이기만�했을까? ─ 우리의�능력은�그저�자연적이었을�뿐

일까? 나는�이런�주장을�의심한다. 즉, 인간이�‘자연’이었던�적이�없

으며, 적어도�언어의�발명�이후�우리는�항상�지적, 물질적, 인간적�

기술을�통해�우리의�능력을�증대시켜왔다. 실제로�우리가�자연적

이라고�여기는�능력은�인간의�본성에서�유래하는�것이�아니라�인

간, 인공물, 대상들이�분산되어�결합된�것에서�생겨난다(나는�이를�

Rose 1996b의�특히�8장에서�폭넓게�논하고�있다). 게다가�1장에서�

지적했듯이, 오늘날�인간의�존재방식이�우리를�거의�생물학적이

지�않게�만드는�게�아니라, 반대로�인간의�생명과�바이오테크놀로

지�사이에서�주조된�피할�수�없는�결합�속에서�우리는�더욱�더�생

3) 이런�주장을�신봉하는�웹�사이트는�수십, 수백�개가�있으며, ‘트랜스�휴머니스트

들’ 사이에서�신앙항목과�강렬한�욕망의�대상이�되고�있다. 예를�들어�다음�사이

트를�참조. http://transhumanism.org/index.php/WTA/ (accessed June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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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적인�존재가�되고�있다. 이�때문에�나는�우리가�포스트휴먼이�

되고�있다고�주장하기보다는, 어느�정도까지나�우리가�“출현하고�

있는�삶의�형식”을�살고�있는지를�묻는�것이다. 삶의�형식〔생활�형식〕

이라는�개념은�오래�전부터�전승된�것이며, 아마�가장�현저하게는�

루드비히�비트겐슈타인의��철학탐구�(Wittgenstein 1958)에서�볼�

수�있다. 그러나�내가�현재의�맥락에서�이�개념을�사용하려는�직접

적인�열망을�갖게�된�것은, 이�용어를�이런�테마에�대한�컨퍼런스�

제목으로�채택한�스테판�벡Stefan Beck과�미치�크네히트Michi Knecht 때

문이다.4) 삶의�형식이라는�아이디어는�어떤�특정한�규칙과�전제

4) 위의�각주�1을�참조. 스테판�벡에�따르면, 이�문구는�마이클�피셔Michael Fischer가�

2003년의�논집�제목으로�사용한�것에서�취했다(Fischer 2003). 이런�쟁점을�제기

한�논문은�“Emergent Forms of Life: Anthropologies of Late or Post-Modernities”라

는�제목을�달고�있으며, 이�논문에서�피셔는�이�문구가�“민족지적ethnographic 데

이터, 사회이론의�발견법heuristic, 윤리와�관련된�철학적�자세stance”(Ibid., 37)를�

가리킨다고�시사한다. 그가�주장하는�것은�삶의�많은�영역의�실천가들이�느끼

는�것은, 전통적인�사고방식과�행동방식이�더�이상�잘�작동되지�않는다는�것, 

“삶은�우리가�훈련을�받은�교육을�넘어서고�있다”는�것, 우리는�“역사적�지평의�

출현, 지배, 쇠퇴”가�복잡하게�얽혀�있는�사회�속에서�살고�있다는�것, 우리의�삶

의�형태는�필연적으로�“항상�그�내부에�윤리적�딜레마를�담고�있는�행위의�사회

성”(ibid., 37)을�수반한다는�것이다. 나는�이런�진단의�전반적�형태에�납득하고�

있는�것은�아니고�─ 과학의�편제organization의�변화로부터, 컴퓨터를�매개한�지

각의�대두를�거쳐, 내전과�민족�분쟁에까지�미치는�현상을�포함하고�있다고�생

각된다�─, 또한�우리가�사회적이거나�윤리적으로�전과는�근본적으로�다른�시

대를�살고�있다는�믿음에도�납득하고�있지�않다. 그러나�나는�피셔가�생명과학

과�생명공학의�변화를�의미�있는�것으로�보는�데는�동의한다. 그리고�오늘날�나

타나고�있는�“변화하고�있는�주체성, 사회조직, 생산양식, 그리고�상징적�형식

들�사이의�연결을�탐색하는”(ibid., 57) 데�있어서�민족지ethnography가�중요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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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따라서�310우리의�실존을�사고하고�규정enacting하는�방식을�지적

하기�위해�사용할�수�있다. 그러나�삶의�형식이라는�아이디어는�그

저�생활방식만이�아니라�생명�형태life form, 즉, 그러한�생활방식과�

그�특성들을�가지고�살아가는�존재자들entities을�가리키기도�한다. 

게다가�출현은, 현재가, 이것에�선행하는�것과�근본적으로는�다르

지�않다고�하더라도, E081 그럼에도�불구하고, 새로운�무엇인가가�

형성되고�있는�과정�내부의�한�가지�계기일�수�있음을�시사한다. 

새로운�무엇인가는�다양한�우발적�경로가�상호�교차한�결과로서�

형성되는�것이지, 결코�개별적인�발전의�결과가�아니다. 새로운�무

엇인가는�일련의�실천�─ 의료, 법률, 경제, 정치, 윤리�─ 에�있어서�

사고방식과�행동�방식이�서로�엮이는�데에서�생기는�것이지, 그것

들�중의�어느�하나에�의해�직접�정립되는�것은�아니다. 그것의�특

성을�식별할�수는�있으나, 그�생산성은�예측될�수�없다. 우리는�어

느�정도나�“출현하고�있는�삶의�형식”을�살고�있는�것일까?

    우리는�전지구화라는�친숙한�테마, 정보기술의�대두나�보안〔안

전〕에�대한�관심의�고조�등과�관련되어�이러한�물음을�제기할�수도�

있다. 그러나�여기에서는�의료에�초점을�맞추자. 기존에는�의료의�

역할이�인간�능력을�변형시키는�것이�아니라�잃어버린�규범성을�

회복하는�것이라고�여겨졌다. 신체에는�그�자연적�규범이�있으며, 

병은�그러한�규범의�상실이었다. 그리고�의료적�개입은�모종의�방

구�자원을�제공한다는�그의�확신에�공감한다. 더�조심스럽게�말하면, 민족지적

인�사실에�기초하고�역사적으로�근거�있는�경험주의를�채용함으로써�우리는�

그런�연결과�변전mutations의�어떤�특정성들, 그리고�그것들이�구현하는�연속성

과�새로움novelty의�혼합을�그림으로�제시하여�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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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그러한�규범을�회복하거나�모방하는�것이었다. 치유되거

나�혹은�적어도�치료를�받은�신체와�마음을�가지고, 정상적이라고�

할�수�있는�방식으로�그�혹은�그녀의�자연적�삶을�살아갈�수�있도

록�할�수�있을�것이라는�게�개개인에게�희망이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규범은�더�이상�그다지�정상화하는�것이라고�생각되지�않

으며, 이러한�규범성〔정상성〕은�원칙적으로�의식적�조작의�영향을�

받기�쉬운�것이다. 그리고�생물의학의�기법으로�창출된�새로운�규

범이�이미�현실이�되고�있다. 새로운�생식기술은�출산에�관한�나

이, 불임, 섹슈얼리티�같은�자연적�한계를�극복하고�있다. 자궁�내

의�유전자�검사로�특정한�유전적인�질병이나�장애를�선별할�수�있

게�되었다. 원하는�성의�아이를�가질�수�있는�기회를�늘리기�위해�

정자의�선별이�이뤄지기도�한다. 착상�전�유전자�진단을�이용하는�

배아�선별로�부모들과�의사는�골수나�다른�장기�이식이�필요한�형

제를�위해�조직�적합도가�높은�아이를�선택해서�낳을�수�있게�된

다. 호르몬�보충요법이나�노화에�따른�성적�기능�부전의�치료는�성

생활이나�생식�활동의�기간을�연장시킨다. 많은�사람들이�지적하

는�것만큼�효과적이거나�예측�가능한�것은�아니더라도, 향정신성�

약물은�기분이나�감정, 인지, 활력volitation을�어느�정도는�바꿀�수�있

다. 예전에는�유기적인�삶�자체의�법칙에�기입되어�있다고�간주되

었던�규범성�중�몇몇은�적어도�부유한�서구�국가들에서는�이미�선

택의�영역으로�옮겨갔으며, 그�선택이�부과하는�모든�요구를�그�안

에�품고�있다. 개인들은�신체화된embodied 자기를�새로운�방식으로�

개조할�수�있다고�생각하게�하며, 그리하여�311그들�자신의�생물학

적, 육체적somatic 실존을�책임을�갖고서�자기�관리한다는�새로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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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부과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우리는�획기적인〔새로운�시대적〕 변화에�대해�진단하기�전

에�잠시�멈춰야�할�것이다. 의료의�영역은�질병의�특정identification이

나�정상성의�회복�같은�영역을�훨씬�넘어서버렸다. 실제로�레온�카

스와�그의�동료들은�최근�2세기�동안�“의사가�하는�장사의�일부가�

되어버린” 인간적�삶의�일련의�모습을�열거하고�있다. 즉, “출산, 

불임, 성적인�도덕�관습과�실천, 범죄�행동의�양상, 알코올�의존, 비

정상�행동, E082 불안, 스트레스, 치매, 노화, 죽음, 고뇌, 비탄”이다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2003 : 303). 질병을�치료한다기보다�

삶을�조작하기�위해�기술을�이용하는�것에는�원칙적으로�새로운�

게�전혀�없다�─ 우리는�그저�많은�문화에서�번식력을�촉진하거나, 

남자�아이가�태어날�가능성을�높이거나, 건강과�체력을�유지하기�

위해�오래�전부터�사용해�온�만병통치약, 묘약, 그리고�전략에�대

해�생각하면�될�뿐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무슨�일이�일어나

고�있는�것처럼�보인다. 내가�삶의�정치the politics of life라는�용어를�사

용하는�것은�푸코가�1970년대에�｢18세기의�건강�정책｣(Foucault, 

1999)이라는�논문에서�분석한�배치configuration에, 우리의�현재를�대

비시키려는�의도�때문이다.5) 푸코는�생명권력과�생명정치라는�개

념의�경험적�토대를�마련한�이�분석에서, 18세기의�유럽에서�많은�

권위자들이�사회체의�다양한�장소에서�발생하는�병의�문제에�시

달리고, 건강의�이름으로�도시, 병원, 가족이라는�영역에서�그러한�

5) 이번�장이�의거하는�논문은�이�대비를�강조하기�위해�‘21세기에서의�삶의�정치’

라고�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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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개입하는�전략을�발전시킨�방식을�지적했다. 건강의�정치

를�요구하는�문제의�공간은�19세기에�공고해지기�시작하고, 20세

기에는�병의�관리, 개인과�인구�집단의�건강, 그리고�그들의�성

적・생식적�활동을�건전하게�번영시키기�위한�온갖�종류의�복잡

하고�혼종적인�사회�기술이�만들어졌다. 그러나�앞�장〔2장〕에서�논

했듯이, 우리의�현대적�생명정치�영역은�건강과�병, 혹은�심지어�

섹슈얼리티와�생식�같은�요인parameters에�의해�정의되는�게�아니다. 

그것은�삶�자체의�최적화와�관련된�문제�공간인�것이다.

    나는�이�‘최적화optimization’를�두�개의�연결된�쟁점�─ ‘민감성suscepti-

bility’6)과�‘증강’ ─ 과�관련지어�탐색하고�싶다. 그�각각에�있어서, 생

물의학의�지식은�미래의�생명력을�최적화하는�것을�염두에�두면

서�오늘날의�인간�존재에�개입하고�있다. 민감성은�무수한�생물의

학적�기획의�지표가�되며, 질병의�예방이나�미래에�나타날지도�모

르는�병리의�이름으로, 증상도�없이�안이하게�사람들을�규정하거

나�치료하려고�한다. 증강enhancement은�인간의�신체와�영혼의�거의�

모든�능력�─ 강함, 내구성, 장수, 주의, 지성�─ 을�최적화하거나�또

는�개선하여�그것들을�능숙하게�조종할�수�있도록�한다. 그리고�그

것들의�관리가�법원에서부터�진료소와�시장에�이르기까지�생물

의학의�소관�하에�놓이게�되는�것이다.

6) [옮긴이] 일본어�번역본은�민감성�대신�감수성(感受性)으로�번역했으나�민감도

의�문제를�다루기�때문에�이를�명료하게�드러내기�위해�번역어를�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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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새로운 시대Epoch? 

만약�현대의�생명정치에�신기함novelty이�있다고�해도, 그것은�뭔가�

단일한�사건의�결과로�초래된�것은�아니라는�점을�지금까지�논해�

왔다. 그러나�삶에�관한�현대의�생명정치의�열쇠�중�하나는�삶이�

직면해�있고�영향을�받고�있는�E083새로운�분자의�규모scale에�있다

는�점도�논했다.7) 이�분자적�시선gaze은�생명의�분해�공학〔reverse en-

gineering, 역설계, 다른�회사의�상품을�분해하여�그�생산�방식을�알아낸�뒤�복제하는�것〕의�

가능성을�열며, 생명을�이해�가능한�연속된�과정으로�변형시키는�

것을�가능케�한다. 그리고�이�과정으로서의�생명은�바람직하지�않

은�이상성〔異常性, anomalies〕을�제거하거나�바람직한�결과를�증강시키

거나�하는�분자적�개입에�의해�모델화되어�시험관�속에서�재구성

되고�만지작거려지고�재설정reorient된다. 원리적으로는�모든�살아

있는�유기체의�요소�─ 생명의�모든�요소�─ 를�떼어낼�수�있고, 그�

특성을�규정하거나�동원하거나�조작하거나�다른�모든�것과�재결

합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전개가�신체의�건강에�큰�윤

리적�가치를�부여하는�자기의�체제에�특별한�중요성을�제공한다

고, 거기에서는�개인적・집합적인�주체화의�형식이�자주소마적

인�것〔육체적인�것, the somatic〕의�주변에�결집한다고�나는�논했다.8)

    한스-요르크�라인베르거Hans-Jörg Rheinberger는�유사한�〔사태의〕 전개

를�고찰하면서, 우리가�유기체와�그�과정을�표상하는�데�관심을�품

은�시대�─ 발견의�시대�─에서�기술의�시대, 즉�개입에�관심을�지

7)본서�1장을�참조. 

8)본서�4장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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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시대로�이행했다고�주장한다. 거기에서의�목적telos은�생명을�고

쳐�쓰고�변형하는�것이다(Rheinberger 2000). 나는�이�변화가�자연과�문

화�사이에�있는�얼마간의�원초적primordial 혹은�존재론적인�구별을�

넘어선다는�라인베르거의�견해를�공유하지�않는다. 그러나�그가�

논했듯이, 나는�생명의�질서에�대한�현재의�대처engagement의�중심에�

있는�논리가�그것을�아는�게�아니라�기술적인�개입을�통해�그것을�

변형시키는�것이라는�점을�강하게�주장하고�싶다. 생명에�대한�지

식은�애당초ab initio ─ 혹은, 가능하면�그�이전부터�─, 생명이�스스

로를�향상시키기�위해�스스로에게�작용을�가하는�작용�속에�있다. 

우리가�누구이며, 어떤�생명-형태life-forms이며, 어떤�삶의�형식forms of 

life을�살고�있는가에�대한�이해야말로�비오스를�조에에�다시�접어�

넣는�것이다. 이것으로�내가�말하고�싶은�것은, 좋은�삶�─ 비오스�

─ 에�대한�물음이�본질적으로�우리의�동물적�생명�─ 조에�─ 의�

생체적vital 과정의�문제가�되었다는�것이다. 비오스의�형식이�논전

의�주제를�구성하게�된�이후, 삶�그�자체가�─ 그저�좋은�삶을�가능

케�하는�건강이라든가, 우리의�생활�윤리를�기품�있게�만들거나�가

르침을�주는�병의�경험�같은�것뿐만�아니라�─ 현재�우리의�정치에

서�관건이�되고�있다. 

    신기성을�주장하는�것은�종종�역사적�선례�및�연속성의�증거와�

충돌할�수�있는데, 이것도�예외는�아니다. 실제로�나는�새로운�어

떤�것이�일어나고�있다는�내�주장을�차분하게�생각하는�313데�있어

서, 뛰어난�의학역사가인�찰스�로젠버그Charles Rosenberg가�내�작업에�

대해�논평한�것에�의해�자극을�받았다.9) 그의�논평은�대체로�긍정

적이었지만, “역사가는�새로운�것이�가진�새로움에�대해�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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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한다”라는�이유로, 주저를�표명했다. ｢질병이란�무엇인가｣라

는�최근�논문(또�한�명의�위대한�의학사가는�최근�논문(벌써�한�위

대한�의학사가�오우세이�템킨Owsei Temkin을�위한�추도논문)에서�로

젠버그�자신은�질병의�경계에�관한�현대적�논쟁에는�긴�역사가�있

다고�논한다(Rosenberg 2003). 권위들�사이에는�항상�갈등이�생긴다�─ 

정의하고�진단하고�치료할�권력은�누구에게�있는가? 병의�경계선

은�무엇인가? ─ 두통, 불면증, 요통, 과민성�대장�증후군, 그리고�

질병과�비슷한�것, 질병의�징후, 혹은�생명�자체의�피할�수�없는�조

건�등은�E084질병인가? 그리고�누가�결정해야�하는가? ─ 의사인가�

의료�행정가인가, 환자�자신인가? 언제가�치료받기에�적합한�조건

이고, 언제는�그렇지�않은가? 개인에게�책임이�있는�경우와�그렇

지�않은�경우�─ 장기가�나쁘다, 운이�없다, 유전�탓이다�─ 의�경계

는�어디에�있는가? 이런�경계와�관련한�논전은�신기한�것이�아니

라, 의료에�고질적인�문제이다. 그리고�로젠버그가�‘기술침투tech-

nocreep’라고�부르는�것에도�긴�역사가�있다. 즉, 진단�도구는�전에는�

보이지�않았던�병리학적�증거로�간주되는�징후signs를�끌어낸다�─ 

로젠버그가�‘원형-질환protodiseases’이라고�부르는�것을�산출한다. 이

런�물음은�역사적으로는�그�증상�발현manifestations이�훨씬�감정적�혹

은�행동적이게�되는�증상�─ 춤, 충동�등�─ 에서�훨씬�현저해졌다. 

    이리하여�역사가의�경고�덕분에�우리는�이런�흐릿한�경계가�출

9) 2003년의�개인적�소통. 찰스�로젠버그Charles Rosenberg의�유익한�코멘트에�감사

드린다. 출현하고�있는�삶의�형식이라는�테마를�다룬�최근�세미나에서의�논의

에서, 또�다른�뛰어난�과학사가인�존�픽스톤John Pickstone은�내가�성급하게�‘신기

novelty’하다고�진단하고�있다고�하는, 비슷한�논점을�지적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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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있는�삶의�형태에�고유하지�않다는�점을�인정할�수밖에�없

게�된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 나는�무엇인가가�일어나고�있

다고�생각한다. 그것이�무엇인지�이해하려면�몇�가지�예를�들어두

는�것이�좋을�것이다. 

민감성

이미�언급한�정상적인�것과�병리적인�것에�관한�논고에서�캉길렘

은�의학에서�규범의�개념이�생명�자체의�규범성normativity에서�유래

한다고�논한다. 즉, “생물학적인�정상적인�것을�통계적�사실reality의�

개념이�아니라�가치의�개념으로�만드는�것은�생명�자체이지, 의학

적�판단이�아니다”(Canguilhem 1978 : 73). 이것은�생명적vital 규범과�

사회적�규범에�대한�그의�구별�─ 나는�이것을�의문시했다�─ 에�

토대를�제공하는�것만이�아니다. 캉길렘에게�이것은, 생명�자체가�

규범적이기�때문에, 의사도�생명의�편에�자리잡게�하는�것이다. 그

리고�의사는�규범을�재수립하거나�유지하기�위해서�“부정적인�가

치를�지닌�모든�것에�대해�방어하고, 그것과�맞서�싸우는�노력”에�

종사하는�존재로�여겨진다. 즉, 건강은�정상성normality이�아니라�규

범성normativity ─ 변하고�있는�환경에�유기체가�적응할�수�있는�능력�

─ 의�문제이다. 비록�병리학이�자신의�규범을�갖고�있다고�해도, 

질병은�이�건강의�규범성을�제한한다. 의학은�비록�치료학therapeutics

에�의해�성취되는�규범이�이것에�앞서는�규범이�아니라고�할지라

도, 314이�규범성의�회복을�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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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게놈�의학에서�보이는�민감성이라는�생각은�이런�논리

에서�벗어나�있는�것�같다. 그것은�정상적인�것과�병리적인�것�사

이에서�제3항으로서�작동한다(Novas and Rose 2000). 생명의�규범

성은�명백한�질병이�돌발하기�전까지는�증상�없는�질병의�전단계

를�무시하는�것�같다. 그러나�게놈�의학은�이�무관심을�역전시키

며, 미래에�기다리고�있는�곤란troubles의�숨겨진�씨앗을�진단하고�치

료할�때의�희망의�중심에�둔다. 하지만�사실, 숨겨진�민감성이라는�

관념은�그다지�새롭지�않다. ‘민감성’이라는�용어가�질병에�걸릴�

수�있는�인물이나�혹은�질병에�대한�방어력이�결여된�인물을�가리

키는�명사로�사용된�것은�20세기�초반에서다. E085OED〔옥스포드�영어

사전〕에는�17세기�초반으로�거슬러�올라가면, 매우�유사한�용어로

서�‘소인〔素因, predisposition〕’이�있다고�기록되어�있는데, 이것은�어떤�

사람이�질병에�걸리기�쉽게�만드는�물리적�조건이라고�정의된다. 

그렇지만�르네�르리슈René Leriche에게서�실마리를�얻은�캉길렘의�또�

다른�문구가�여기에서는�유용할�것이다. “르리슈에�따르면, 건강

은�기관의�침묵�속에서�살아가는�생명이다.” 거꾸로�“질병이란�사

람들의�정상적인�생활과�작업�속에서�그들을�짜증나게�하는�것이

며, 무엇보다도�우선�사라들을�괴롭히는�것이다”(Canguilhem 1978: 

46).10) 이런�관점에서�보면, 질병은�고통의�상태�─ 인간의�문제�─ 

이다. 그래서�캉길렘에게�“이�[정상적인�것과�병리적인�것�사이의] 변형을�판

10) 인용의�첫�부분은�1936년에�출판된�Encyclopédie Française, tome 6, Paris: Comité de 

l’Encyclopédie Française editeur의�르리슈(René Leriche)의�논고이며, 후반�부분은�

그의�Physiologie et pathologie du tissue osseux, Paris: Masson, 1939에서�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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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것은�개인이다. 왜냐하면�고통을�겪는�것은�그�개인이기�때

문이다”(ibid., 106). 하지만�그렇다면�질병의�전단계�─ 부정맥이든�

혹은�부호화의�순열coding sequence에�있어서�하나의�염기가�또�다른�

염기로�치환되는�것이든�─ 에�대해서는�어떨까? 만약�그�결손이�

침묵한�채�잠복해�있으며, 그�개인이�알아채지�못했다면, 그는�질

병에�걸린�것일까? 아마도�이런�정의에�관한�물음, 혹은�존재론적

인�물음은�잘못된�것이다. 오히려�다음과�같이�묻는�것이�좋을�것

이다. 민감성이�의료의�주목을�끌었던�일이�어떻게�일어나는가? 

캉길렘의�휴머니즘과는�반대로, 어떻게�의사와�유전자�카운슬러, 

그리고�현재라면�게놈학�연구자와�바이오뱅크�소속자가�실존적

으로는�건강해�보이는�개인의�권리에�맞서서, 잠재적인�질병�혹은�

원-질병protodisease의�상태를�정의하고�진단하며, 그렇게�함으로써�

사람들을�“환자의�전단계”로�볼�권리를�획득했는가?

    물론�소인素因의�담론은�이미�유기체로서의�개인�─ 소인을�가진�

사람�─ 에�잠복해�있는�〔질병〕 경향liability을�다루었다. 19세기�이후, 

소인은�혈통lineage에�위치되고, 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전승되는�

체질constitution로서�계승되었다. 어떤�체질을�물려받으면, 만일�그것

이�모종의�방식으로�약해진�것이거나�오염된�것이라면, 결핵, 연주

창〔scrofula, 림프샘의�결핵성�부종인�갑상선종이�헐어서�터지는�병〕, 매독�같은�수많

은�병들�중�어느�하나만이�아니라, 신경장애, 간질�혹은�광기에�걸

리기�쉽다거나, 혹은�주취�상태drunkenness, 도박, 그리고�모든�형식의�

신체적・도덕적�타락viciousness에�빠지기�쉬워진다. 사람의�체질은�

자궁�속에�있을�때부터, 어머니의�나쁜�버릇이나�임신�중에�315일

어난�사건에서�영향을�받을�수도�있을�것이다. 게다가�그것은�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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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vicious 습관�탓에, 평생�동안�더욱�약화되거나�자손에게는�더�나쁜�

상태로�전해질�수도�있다. 그리고�약화된�체질이�특정한�자극�원인

exciting causes에�노출되면, 명백한�병리로�이어질�수도�있다. 이리하여�

자극이�너무�강하면�조울병mania으로�이어질�수�있고, 혹은�자위행

위�같은�부적절한�습관은�쇠약이나�명백한�신체적�질병으로�이어

질�수도�있다. 

    체질, 소인, 그리고�병리의�표현으로�이어지는�자극�원인의�배치

configuration는, 유전�형질inheritance과�환경�사이의�완만한gradual 구별을�

유지하면서�재배열되지만, 근본적으로�변경되는�것은�아니다. 20

세기에�들어서조차, 계승되거나�오염되거나, 혹은�결함이�있는�체

질에�잠복해�있는�아픔sickness이, 나쁜�버릇이나�악습�탓에�조기에, 

E086혹은�더�심각한�형태로�활성화될�수도�있다는�감각이�남아�있

다. 그리고�정반대로, 순결하고�고결한�삶을�살아감으로써�질병의�

표현〔발현〕을�억제하거나�심지어�막을�수도�있다고�널리�주장되었

다. 그러므로�특정한�질병에�걸리는�소인이�전승된다는�관념은�예

전부터�있었으며, 특정한�자극�원인이�사람을�병리에�걸리기�쉽게

susceptible 만드는�것이라고�말해졌다. 그리고�계승된�조건〔체질〕의�발

병�기회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습관, 식습관, 모럴, 삶의�형태를�

조절해야�한다는�관념도�예전부터�있었다. 

    민감성이라는�관념을�출현하고�있는�삶의�형식의�핵심�차원에�

포함시키도록�나를�이끄는�것은�무엇일까? 이�관념이, 그�자체로

는�인식론적�변형을�표시하지�않는다는�점은�확실하다. 하지만�그

럼에도�불구하고�스케일의�변화, 기술적�성능의�변화, 그리고�전문

적�식견에�대한�열망의�변화가�조합됨으로써�변화mutation가�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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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놈학적�정밀도로서의�민감성이라는�관념, 유전자�스크리닝

〔genetic screening, 개인의�유전적�질병의�발견과�예방을�위한�조사〕의�기술, 예방의학

적�개입에�대한�기대promise 등의�조합이, 잠재적이고�원치�않은�미

래를�현재에�끌어들여�그것을�계산�가능하게�만들기�위해�생물의

학의�전문�지식의�양을�비약적으로�늘리고�있는�것�같다. 게다가�

미래의�계산을�행한다는�바로�그�사실은�현재�민감성이�높은�개인

에게�상이하고�좀�더�바람직한�─ 더�질병이�적은�─ 미래로�향하

기�위해, 의학적�개입을�초래하거나�심지어�요구하기도�한다. 

    알다시피, 여기서의�첫�번째�움직임은�인식론적이었다. 그것은�

특정�집단에�속한�사람들이�모종의�병에�걸릴�확률의�계산에�근거

한�리스크�스케일risk scales을�사용하는�것에�의해�특징지어진다. 그

러나�집단은�흡연�같은�라이프스타일의�요인에�더해, 가족력이나�

인구통계�─ 인종, 연령, 몸무게�─ 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 이렇

게�리스크에�기반해�개인을�식별하고�치료할�기회가�늘어나며, 현

재에는�점차�세련되고�있는�검사나, 스크리닝, 영상처리�기술이�그

런�기회를�돕고�있다.11) 그리고�스크리닝과�리스크�프로파일링risk 

profiling은�개입으로�연결된다�─ 예를�들어�지질강하제lipid-lowering drugs

의�처방이나�심장발작�및�뇌졸중의�리스크를�줄이기�위한�혈압강

하제antihypertensives의�처방�같은�316 개입이다. 로젠버그가�시사하고�

있듯이, 이런�증상�없는�건강상태는�“의료화iatrogenerate된다�─ 관념

이나�실천, 의료종사자에�의해�… 창출되는” 것이다(Rosenberg 

11) 린제이�프라이어Lindsey Prior와�그�동료들은�의사와�환자에게�리스크를�‘가시적’

으로�만드는�시각화�기술의�역할을�검증했다(Prio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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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503). 이러한�건강상태는�특히�발병률morbidity과�치사율mortality

에�관한�대규모이자�장기적인�조사�같은�일련의�진전에�의해�알려

지게�된다. 20세기�마지막�수십�년�동안에는, 때로�환자�모임이�실

시하는�질병�인식�캠페인disease awareness campaigns과도�연동하면서, 치료

할�만한�질환에�주의를�기울이도록�개별�의사나�전문가의�활동을�

개선시킴으로써, 이런�상황이�더욱�조장되었다. 이런�원-질병은�

제약�산업에�의해�유례없이�유익한�착취의�대상이�되었다. 예를�들

어�두�종류의�지질저하제�─ 리피터Lipitor(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 

혈중�콜레스테롤�억제제〕)와�조코르Zocor(심바스타틴simvastatin) ─ 가�2003년

에�합중국에서�가장�많이�팔렸고, 매출이�각각�63억�달러, 51억�달

러로�늘었다.12) 고지방, 고혈압, 혹은�이와�비슷한�지표가�그�자체

로서�질병은�아니라는�점에�주의해야�한다. 여기에서�의사와�약에�

의해서�E087 다뤄지는�것은�질병이�아니라�거의�무한하게�확장�가

능하고�연장될�수�있는malleable 리스크의�제국이다. 공중위생의료는�

오랫동안�질병의�예방과�건강�증진의�전략과�관련되었는데, 21세

기가�되면, 이런�개인화되고�약제화된�실천, 혹은�리스크에�대한�

‘대처treatment’라는�명목으로�이른�단계부터�장기간에�걸쳐�육체적

인�과정에�개입하는�것이�생명의�정치의�중심�차원이�되었다. 

    그러나�게놈학의�시대에서�민감성이�약속하는�것은, 리스크�평

가와�리스크�관리�이상의�것이다�─ 즉�그것은�연령, 체중, 식습관�

같은, 질병의�과정과의�연결이�알려지지�않았거나, 혹은�거리가�먼�

12) Data from http://www.rxlist.com/top200_sales_2003.htm (최종확인일�: 2004년�1

월�26일)로부터의�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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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사이의�상관관계에�기초한�개입�이상의�것이다. 민감성이

란�개인의�신체�자체의�수준에서�정의될�수�있는�어떤�것�─ 특정

한�질병이나�장애가�진행되기�쉬운�소질을�지닌�개인의�게놈에�있

어서�DNA 염기DNA bases 배열sequence 내부의�변이variation ─ 이라고�주

장된다. 인간�게놈�계획의�초기�옹호자였고�중요한�역할을�했던�르

로이�후드Leroy Hood가�2000년에�공동�설립한�시스템�생물학�협회the 

Institute for Systems Biology의�웹사이트�─ “과학을�혁명화하기, 생명을�증

강시키기revolutionizing science, enhancing life” ─ 를�2004년에�방문했더니, 거

기에는�약속형�문화promissory culture라고도�할�것이�형성되고�있었

다.13) “시스템�생물학�협회의�사명은�두�가지이다. 즉�시스템�접근

법을�통한�생물학의�혁명화, 그리고�예측의학・예방의학・개인화

된�의학이다”라는�것이다. 거기에는�이렇게�적혀�있다. 

인간�게놈�계획은�현대의�생물학과�의학에서, 두�가지�패러

다임�변동�─ 시스템�생물학, 그리고�예측・예방・개인화

된�의학�─ 의�촉매가�되었다. 인간�게놈�계획은�(일란성�쌍

둥이와는�별개로) 우리�각자를�서로�다른�존재와�구별하는�

광범위한�인간�게놈의�가변성variability(다형성polymorphisms)에�

접근할�수�있게�해준다. 평균적으로, 당신과�나의�DNA는�

1000개의�문자�당�1개의�문자가�다르다. 317이것은�평균적으

로, 우리가�대략�600만�개의�DNA의�변이만큼�서로�다르다

13) 모든�인용은�http://www.systembiology.org/(최종확인일�: 2004년�1월�26일)에서. 

11. All quotes from http://www.systemsbiology.org/ (accessed June 26, 2004).

580 �思想』,�2013년�2월호�:�생명권력�특집호�

는�것을�의미한다. 이런�변이의�대부분은�우리의�외양이나�

행동에는�전혀�영향을�끼치지�않는다. 그러나�그�중�몇�가지

가�우리를�키가�크거나�작거나�말랐거나�살이�찌게�한다. 게

다가�그�중�몇�가지로�인해�암, 심장질환, 신경질환, 혹은�대

사�질환�같은�병에�걸리기�쉬운�소인을�갖게�된다. 10년에서�

15년�내에, 수천이라고는�하지�않더라도, 수백�가지�질병의�

소인을�식별할�수�있을�것이다. 소량의�혈액에서�채취된�유

전자를�이용해�관련된�DNA 배열을�분석할�수�있을�것이며, 

개개인의�미래�건강을�확률론적으로�예측하기�위해�그것들

을�사용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은�예측�의학이다. 치료나�

예방을�할�수�없는�데도�예측을�한다는�것은�의학이�절대로�

반대하는anathema 것이기�때문에, 우리는�향후�15년에서�25년

에�걸쳐�시스템�접근법을�이용해�결함�있는�유전자를�그�생

물학적�시스템의�맥락에�놓고, 그�제약을�어떻게�피해나갈�

수�있는가를�배워야�할�것이다. 이것은�예방�의학이다. 예방

의학에는�E088 약, 줄기세포�치료, 인공단백질engineered proteins, 

유전학적으로�개조된�세포�등등�많은�수단agents이�포함될�것

이다. 우리�각자는�600만�개의�DNA의�변이에�따라�다르기�

때문에, 후발성�질병late onset diseases의�조합이�다를�것이라고�

생각할�수�있다. 그러므로�의사는�우리�각자를, 고유한�소인

을�가진�개인으로서�치료해야�할�것이다. 이것이�개인화된�

의학이다. 

게놈을�구성하는�300만�개의�염기쌍�중�99.9%는�무작위적으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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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된�모든�두�사람도�공유할�것이지만, 나머지�0.1%의�차이는�염기

쌍의�수준(단일�뉴클레오티드�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SNPs])

에서�무수한�차이�─ 보통의�추계로는�200만에서�1000만이�다르다

고�하는데, 더�많은�수의�추계도�있다�─ 에�해당된다. 현재의�연구

는�이런�SNPs ─ 혹은�하플로타입haplotypes이나�HAPs으로�알려진�

SNPs ─ 의�공통�유전된coinherited 클러스트에�집중적으로�씨름함으

로써, 질병에�대한�민감성이나�특정�치료에�대한�순응성amenability에�

있어서�개인들�사이의�의학적으로�현격한�차이를�찾아내려고�하

고�있다. 게놈�수준에서�변이를�식별하려고�하는�이런�현대�프로그

램이�지닌�전망promise에�의해, 의료인들은�리스크�지표자의�역학적

epidemiological 특성�규정을�넘어서거나, 다른�치료법을�시행착오를�거

치면서�사용하는�것을�넘어설�수�있다. 그것은�민감성의�증대나�약

효drug efficacy의�차이variations에�관여하는, 특정한�유전자좌에�있는�일

련의�염기쌍을�정확하게�식별하기�위함이며, 그렇게�함으로써�개

인의�진단과�‘맞춤형�치료tailored treatment’가�가능해진다. 그리고�그때, 

리스크�평가의�초창기�형식과는�달리, 문제가�되는�배열sequence의�

변이는, 적어도�원리적으로는, 질병을�진행시키는�메커니즘에�편

입된다. 

    시스템�생물학�협회는�예측과�예방을�목표로�질병의�민감성과�

318연결된�SNPs나�HAPs를�발견하고�식별하려는�다양한�프로젝트�

중�하나일�뿐이다. 게놈�뱅킹�프로젝트�─ 아이슬랜드의�데코드

DeCode와�스웨덴의�우만게노믹스UmanGenomics에서�영국의�바이오뱅

그Biobank 및�셀레라�다이어그노스틱스Celera Diagnostics에�이르기까지�

─ 에서�희망, 연구, 자본과�관련된�공적�및�사적�투자를�이끈�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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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망함promise이다. 각�프로젝트에서는, 병에�걸린�적이�있는af-

fected 혈통lineages과�그렇지�않은�혈통에�속한�개인들로부터�조직이�

채취되고, DNA가�배열sequence되고, 특수한�SNP 패턴과, 질병이�발

병하기�쉬움, 특히�공통의〔흔히�볼�수�있는〕 복합�질환�사이의�상관관계

를�찾아내기�위한�시도가�진행되었다. 내가�말했듯이, 일단�이런�

상관관계가�발견되면, 이른바�소급적으로, 그렇게�상관된�SNP의�

패턴이�유전자�검사에�미리�도입되어�증상�발현�전단계의pre-

symptomatic 진단과�예방적�개입을�할�수�있게�된다고�믿어지고�있다. 

증상�발현�전단계의�검사�─ 알츠하이머병부터�치주�질환까지�─ 

는�이미�성장산업이며, SNP 수준에서�유전적�변이를�식별하기�위

한�처리�능력이�높은�플랫폼으로서�유전자�칩을�이용하고�있다. 공

통의〔흔히�볼�수�있는〕 복합�질환으로�이행하게�되면, E089초창기�사고�

스타일인�“…을�위한�유전자”라는�모델은�대체로�없어지게�될�것

이다. 왜냐하면�몇�개의�상이한�유전자좌에�있어서의�SNP 변이와, 

그것이�특정한�환경적・전기적biographical 조건에서�발현〔표현〕되는�

능력�사이의�복수의�상호작용이라는�사고방식을�취하기�때문이

다. 성공하게�되면, 이런�시도는�진단�테스트를�일상적으로�이용할�

수�있게�해줄�것이다. 설령�의사가�진료할�때�진찰의�맥락에�직접�

적용할�수�없다고�해도, 관련된�연구기관에서는�틀림없이�이것을�

이용해서, 전에는�상상할�수�없었던�규모로�증상�발현�전�진단과�

예방적�개입을�할�수�있게�된다. 

    이러한�기대감에�찬�모든�시도에�공통되는�것이지만, 자주�볼�수�

있는�복합�질환과�관련해서는�특히�이�“만약”이�큰�의미를�갖고�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회사들이�발표하는�일련의�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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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진전이�코앞에�있다고�암시한다. “셀레라�다이어그노스틱

사Celera Diagnostics, 심장발작�리스크를�증대시키는�새로운�유전�마커

를�식별”이라는�제목의�2004년�6월�3일에�나온�보도�발표를�다뤄보

자.14) 거기에는�이렇게�적혀�있었다. 

셀레라�다이어그노틱스사의�과학자들은�토론토에서�열린�

국제혈관생물학회에서�두�개의�유전자의�유전적�변이가�심

근경색(MI)이나�심장발작의�리스크�증대와�연결되어�있다

는�데이터를�발표했다. 어플라이드�바이오시스템스그룹

(NYSE: ABI)과�아플레라�코퍼레이션Applera Corporation의�셀레

라�게노믹스�그룹(NYSE: CRA)의�합작사업�회사인�셀레라�

다이어그노틱스사는�클리블랜드�클리닉�재단과�캘리포니

아대학교�샌프란시스코�캠퍼스�… 의�연구자들과�공동으로�

연구를�진행했다. 발표된�두�개의�유전�마커, 혹은�단일�클

레오티드�319 다형성(SNPs)에는�MI의�리스크를�두�배로�늘

리는�것과�연결된�아쿠아포린aquaporin 10 유전자(AQP10)의�

SNP가�포함되어�있다. 두�번째의�SNP는�기능이�알려져�있

지�않은�KIAA1462 유전자에서�보인다. 각�SNPs는�흡연, 고

혈압, 높은�콜레스테롤�수치�… 같은�기존에�알려진�리스크�

요인에�필적할�정도로�MI의�리스크가�된다. 이런�유전�마커

14) http: //www.celeradiagnostics.com/cdx/pr_1086215171 (최종확인일�: 2004년�1월�

26일). 

12. At http://www.celeradiagnostics.com/cdx/pr_1086215171 (accessed June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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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9000 이상의�기능적�SNPs의�공동연구를�통해�식별되었

다. 셀레라�다이어그노시틱스사는�1400명�이상의�DNA 샘

플을�조사해, MI의�이력을�지닌�사람들과�만성심장질환의�

이력이�없는�사람들의�유전적�변이의�패턴을�비교했다. 이�

결과는�1000명�이상의�개별�샘플�수집에서도�재현되었다. 

셀레라�다이어그노스틱스사의�대표이사인� 캐시� 올도네즈Kathy 

Ordoñez는�이�보도�자료를�인용하면서�다음과�같이�말했다. 

우리의�공동�연구는�심장질환의�기초생물학에�대한�이해를�

넓히고, 진단과�치료의�가치를�창출할�기회를�산출하고�있

다. 표적화된�의료Targeted Medicine의�약속을�실현하기�위해, 우

리는�이런�훌륭한�발견을�임상실천으로�바꾸어야�한다. 우

리는�퀘스트�다이어그노스틱스사(NYSE: DGX) E090 및�다

른�협력자들과�더불어, MI와�연결된�가장�유익한�마커의�배

치constellation를�식별하려고�씨름하고�있다. 셀레라�게노믹스

사의�과학자들과�합동으로, 이런�마커와�다른�마커의�치료

적�잠재력에�대해서도�검토하고�있다. 

그러나�우리는�보도�자료의�마지막�단락도�주목해야�할�것이다. 이�

대목은�길게�인용할�가치가�있다. 

이�보도�자료에서�몇�가지�진술은�향후�전망과�관련된다. 특

히�‘믿는다’, ‘계획’, ‘… 해야�한다’ 같은�향후�전망과�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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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사용하고�있다는�점에서�이를�식별할�수�있을�것이

다. 이�향후�전망의�진술은�아플레라�코퍼레이션의�현재의�

기대에�근거하고�있다. 1995년의�사적�증권소송�개혁법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은�이런�향후�전망�진술에�대한�

‘면책safe harbor’을�규정하고�있다. 면책�조항을�준수하기�위해

서, 아플레라는�예측된�결과나�이런�향후�전망의�진술에�표

현된�기대와는�크게�다른�결과나�경험을�야기할�수�있는�다

양한�요인이�있다고�지적한다. 이런�요인에는�이하의�것이�

포함되지만, 그렇다고�해서�이런�것들로�한정되는�것은�아

니다. (1) 셀레라�다이어그노스틱사가�행하는�질병�공동�연

구로부터�셀레라�다이어그노스틱사나�셀레라�게노믹스사

가�제품, 치료나�진단상의�가치를�낳을�수�있을지는�확실하

지�않다. (2) 아플레라의�문서에는�경우에�따라�증권거래위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의해�다른�요인이�추가될�

수�있다. 이�보도�자료에�320있는�모든�정보는�배포�날짜의�

것이며, 아플레라는�법이�요구하지�않는�한, 향후�전망의�진

술을�포함한�이�정보를�갱신할�어떤�책무도�지지�않는다. 

마틴�D. 칫우드Martin D. Chitwood와�니콜�T. 브라우닝Nichole T. Browning에�

따르면, 1995년의�사적�증권소송�개혁법이�의회에서�통과된�것은�

‘메리트가�없는’ 증권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을�저지하기�위

한�절차�보장procedural protections을�시작하는�것을�의도했기�때문이

다.15) 칫우드와�할리는�내게�이렇게�얘기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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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RA(사적�증권소송�개혁법)의�지지자들은�주로�벤처투

자가, 기업의�이해관계자, 회계�사무소로�이루어져�있는데, 

이들은�이�연방증권법의�개정은�‘메리트가�없는’ 사적�소송

을�없애고, 공적�기업의�이사와�임원이�주주의�소송을�두려

워하지�않고�자신의�기업의�재정적인�전망에�관한�진술을�

공표할�있도록�하기�위해서�필요했다고�주장했습니다. 그

렇지만�수많은�소비자�보호단체를�포함한�PSLRA의�반대자

들은�입법〔법률�개정〕을�위해�로비를�벌이는�사람들이�메리트

가�있는�소송으로부터�자신들을�보호하기�위한�욕망에�의

해서만�동기�부여되었을�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 

클린턴�대통령은�“정당성�있는�주장을�하는�투자자들에게�법원의�

문을�닫는�효과를�낼�것이다”라며, 이�법안에�거부권을�행사하려

고�애썼다. E091 이런�우려에도�불구하고�의회는�클린턴�대통령의�

거부권을�무시했고, 법은�1995년�12월�22일에�발효되었다. 이�법률

이�산출한�면책조항은�피고이던�기업과�개인이, 만약�“그�진술이�

향후�전망의�진술과는�크게�다른�현실적�결과를�야기할�수�있는�중

요한�요인을�규정하는�유의미한�경고�진술을�동반하고�있다”16)면, 

‘향후�전망’ 진술에�대한�법적�책임liability을�피할�수�있게�해준다. 즉, 

15) 칫우드&할리Chitwood & Harley는�미국에서�가장�많은�집단�소송을�다루는�주요�

법률사무소�중�하나이며, 그들은�이하의�사이트에서�이�유익한�설명을�하고�있

다. http://classlaw.com/CM/Articles/articles6.asp(최종확인일�: 2004년�1월�26일). 

16) 칫우드&할리의�앞의�사이트로부터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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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형�문화는�불가피하게�발생하고�번창하게�되는�리스크로부

터�스스로를�지키기�위해서�그�불확실한�본성과�리스크가�있는�미

래학을�자신의�활동�속에�체내화하는incorporate 것이다. 

    법에�명시된�면책조항을�유리하게�이용하는�일은�좀체�없지만, 

임박한�개인화라는�유사한analogous 약속도�약리�게놈학pharmacogenomics

으로�알려진�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가령�Rose 2002a ; 2002b ; 

2004를�참조). 여기에서�치료와�연구는�많은�질병/약의�조합, DNA 

샘플의�수집과�배열�결정sequencing, 게놈�정보와�상관적인�약의�효능

에�대해�수행되고�있다. 지금까지�오랫동안�약의�효능은�개인에�따

라�다르다고�인정되었다�─ 똑같은�약이�어떤�개인의�어떤�병세에�

대해�효과를�발휘하는�반면�다른�경우에는�효과가�없고, 또�다른�

경우에는�오히려�더�격심한�악영향adverse effects을�산출하기도�하는

데도, 겉으로�보기에는�모두가�‘똑같은’ 병을�겪고�있다고�여겨진

다. 이는�보통�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약물의�체내에서의�흡수・분포・대

사・배설�등의�동태적�연구〕 ─ 즉, 문제가�되는�약의�신진대사에�관여하

는�효소계�─ 의�차이variations에�속하는�것으로�여겨지지만, 실제의�

질병�메커니즘�자체에서의�개인�차이individual variations와도�관련될�수�

있다. 그리고�그�목적은�약의�효험efficacy, 무효험, 321혹은�악영향과�

상관된�특정한�SNPs나�HAPs를�식별하는�것이며, 또한�특정한�환

자의�질병을�진단하면서�이용�가능한�약�중에서�어떤�약이�가장�적

합한지를�의사들이�결정할�수�있게�하거나�심지어�그렇게�요구하

는�유전자�검사를�추진하는�것이다. 몇몇�사람들은�제약�산업이�

‘대형�신약blockbusters’에서�손을�떼고�‘소형�신약minibusters’으로�나아갈�

것이라고�예상하는�반면, 다른�사람들은�기존에는�단일한�질병의�

588 �思想』,�2013년�2월호�:�생명권력�특집호�

변종으로�여겨졌던�병세가�약�자체에�의해�“세분화되고”, 분자�수

준에서는�변별적�병세로�재분류될�것이라고�예측한다. 이러한�맞

춤�의료에�투여된�희망은, 유전자�검사에�기초하여�약의�처방을�개

인화함으로써�약의�효험이�높아질�것이라는�점이다�─ 불쾌한�부

작용�탓에�환자가�복용을�그만둬버리지�않도록�보증함으로써�투

약�계획drug regimes을�최대한으로�‘준수’하게�하고, 환자가�특정한�게

놈학에�비추어�효험이�없는�약을�처방받지�않도록�보증함으로써�

헛수고를�최소화하고, 입원�비율과�사망률의�상위�6개의�원인에�

들어간다고�추정되기도�하는�악영향에�의해�건강을�해치는�비용

을�개인적으로도�공적으로도�감소시키는�것이다. 

    SF작가나�저명한�언론인은�이미�유전학적�개인화의�‘내일의�세

계’를�상상했다. E092거기서는�사람의�운명을�태어난�순간에, 자궁

에서, 혹은�착상�전�유전자�진단에서�유전자�칩에서�읽어낼�수�있

다.17) 산업�애널리스트는�유전자�칩부터�제약pharmaceuticals에�이르기

까지, 분자�진단학�시장이�급속하게�성장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

다. 분자�진단학의�담당자들이�활약하는�분야는�커지고�있고�성장

하고�있다. 예를�들어�일찍이�2002년에는�미국의�제약시장에�관한�

17) 예를�들어�잡지��와이어드Wired�에�수록된�데이비드�유잉�던컨David Ewing 

Duncan의�기사�｢운명으로서의�DNA(DNA as Destiny)｣를�참조. 그는�2002년�후반에�

시케놈Sequenom사가�샌디에이고에서�행한�일련의�유전자�질환�마커에�관한�유

전자�검사를�다루고, 다음과�같은�부제를�달았다. “DNA는�생명의�책이다. 또�죽

음의�책이기도�하다. 미래에는�우리가�처음부터�끝까지�해독될�것이다. 여기에

서는�세계�최초의�샅샅이�이뤄진�유전자�해석이�무엇인지를�알�수�있다.” 

(http://www.wired.com/wired/archive/10.11/dna_pr.html) (최종확인일�: 2004년�5

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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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트�& 설리번�보고서는�67개의�주요�시장의�담당자를�식별

했다.18) 그러나�우리는�얼마간�조심성을�끌어들어야�한다. 첫째, 

물론�이런�프로젝트의�대부분은�아직도�임상적으로�중요한�발견

물을�낳지�못하고�있다. 그토록�많은�약리�게놈학�연구가�관여하고�

열광적인�예측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약의�효용에�관한�진단�

검사는�지금�시장에�거의�통용되고�있지�않으며, 그런�진단�검사가�

임상적으로�필요한지도�불확실하다(Hedgecoe 2005). 어쨌든, 개인

화나�맞춤형이라는�말에는�어폐가�있다. 왜냐하면�이러한�검사�중�

18) 이�프로스트�& 설리번�보고서Frost and Sullivan report가�4, 450달러로�팔렸다는�것

을�밝혀둔다. 특정할�수�있었던�참가�기업은�이하와�같다. Acadia Pharmaceuticals; 

Affymetrix, Inc.; Amgen; AP Biotech; Applera Corp.; Arius Research; ArQule; 

AstraZeneca; Aventis (USA); Base4, Inc.; Bayer (USA); BioMe ŕieux; BioTechnology 

General Corp.; Boehringer Ingelheim (USA); Bristol-Myers Squibb Co.; Clontech 

Laboratories, Inc.; CuraGen Corp.; É  lan (USA); Eli Lilly and Co.; EM Industries 

(USA); ExonHit Therapeutics; Ferring Pharmaceuticals, Inc. (USA); Genaissance 

Pharmaceuticals, Inc.; Genentech, Inc.; Genta; GlaxoSmithKline; Hoffmann-La Roche; 

Hybrigenics; Incyte Pharmaceuticals; InterMune Pharmaceuticals; Invitrogen Corp.; 

Lorus Therapeutics, Inc.; Matrix Pharmaceuticals, Inc.; MDS Ocata, Inc.; Medicis; 

Merck; Microarray Centre; Molecular Templates; Nabi; Nova Biomedical; Novartis 

(USA); OmniViz, Inc.; Ontario Cancer Institute; Orchid BioSciences, Inc.; Orphan 

Australia Pty Ltd.; Orphan Europe SARL; Orphan Medical, Inc.; Orphan 

Pharmaceuticals; Orphan Pharma International; Packard Instrument Co.; Pierre Fabre 

SA; Pfizer Pharmaceuticals Group; PPGx, Inc.; Qiagen Genomics; Sanofi-Synté labo 

(USA); Sequenom, Inc.; Shire Pharmaceuticals Group (USA); Sigma-Tau 

Pharmaceuticals, Inc. (USA); SignalGene, Inc.; Swedish Orphan; Teva Pharmaceuticals 

(US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hird Wave Technologies; TM BioScience 

Corp.; Visible Genetics, Inc.; YM Biosciences, Inc. (Frost & Sulliv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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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유력한�것조차, 반응의�확률에�기초하여, 개인을�어떤�그룹에�

할당하는�것만�해낼�수�있을�뿐일�것�같기�때문이다�─ 그래서�임

상의에게�알려진�정보는�예를�들면, 어떤�환자가�약이�잘�들을�가

능성은�90%라거나, 약의�효과가�있을�가능성은�10%에도�못�미칠�

것�정도다. 이는�의사가�약의�첫�번째�후보를�선택하는�데�도움이�

될�수�있지만, 그렇다고�해서�이러한�확률�데이터가�효과적인�치료

의�가능성을�제공할�약을�환자가�거부할�수밖에�없도록�하지는�않

을�것�같다. 혹은, 이러한�정보�외의�많은�다른�요인에�의해서�의사

의�처방�관행이�형성〔변경〕될�것�같지도�않다(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03).

   질병의�민감성과�관련해서�우리는�이미�단일한�유전자�질환을�

위해�가동되는�전국적인�스크리닝의�몇몇�프로그램을�322볼�수�있

다. 예를�들어, 잉글랜드에서�공표된�작은�진전으로서�‘NHS〔국민보

건서비스〕에�의한�낫�모양의�적혈구증과�탈라사에미아〔지중해빈혈〕의�

스크리닝�프로그램’이�2010년에�시작되었다. 이것은�‘헤모글로빈�

이상증haemoglobinopathy과�낫�모양의�적혈구�빈혈증sickle cell disease에�관

한�새로운�전국�규모의�출생�전�및�신생아의�스크리닝�프로그램을�

포함해�여성과�아동을�위한�효과적이고�적절한�스크리닝�프로그

램을�2004년까지’ 실행하기�위해서였다. 이것은�탈라사에미아와�

낫�모양의�적혈구에�대한�출생�전�스크리닝을�포함한�것으로, ‘질

환을�가진�태아를�임신할�리스크가�있는�커플을�임신�초기에�식별

함으로써�정보에�근거한�출산의�선택을�가능하게�한다. 거기에는�

낙태하지�않는다는�선택지와�함께, 출생�전�진단이나�질환이�있는�

태아를�낙태한다는�선택도�포함한다’ 등의�목표가�있다.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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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반bloodspot 스크리닝�프로그램의�일환으로서’ 모든신생아를�스

크리닝한다는�프로그램도�존재한다.19) 물론�낫�모양�적혈구와�탈

라사에미아는�멘델의�유전�패턴을�보여주는�단일한�유전자�질환

이기�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는�비교적�모호함이�없는unambiguous

결과가�나온다.20) 여기에서�유전자�스크리닝은�단순히�유전자�카

운슬링의�일종의�연장�같은데, 그것은�심각한�유전�질환을�가진�가

계 family history에�속한다고�믿고�있는�선견지명이�있는�부모들이�오

랫동안�이용해온�방법이기도�하다. 그러나�이것은�잠재적으로는, 

재생산을�고려하는�모든�사람에게�유전자�리스크를�계산하도록�

요구하고�선택을�의무화하는�것이다. 

E093   비교적�드문�단일�유전자�질환의�민감성에�관한�다른�널리�공

표된�유전자�검사의�대부분이�현재는�시장과�임상�현장에�들어와�

있다.21) 그러나�주요한�상업적�바이오뱅크�기업�─ 예를�들어�아이

19)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http://www.kcl-phs.org.uk/haemscreening/default.htm (accessed December 1, 2005).

20) 알파�및�베타�탈라세미아thalassemia는�헤모글로빈의�알파�단백질(제16 염색체

의�HBA), 또는�베타�단백질(제11 염색체의�HBB)의�유전자�코드의�변이mutations

에서�생긴다. 알파�탈라세미아�메이저〔thalassemia major, 종증성�지중해�빈혈〕 ─ 변

이mutation의�두�가지�복사본copy에서�생긴다�─ 는�출생시�치명적이다. 베타�탈

라세미아�메이저는�계속적인�수혈이�필요한�상태이다. 변이의�한�쪽�복사본만�

갖고�있는�사람은�중증도가�그다지�심하지�않지만, 기능�장애의�증상인�것은�여

전하다. 낫�모양의�적혈구�빈혈은�상염색체autosomal의�열성�유전자�질환이며, 

헤모글로빈�S라고�불리는�이상�헤모글로빈�베타�연쇄를�산출하는�배열sequence

에서�일어난�변이에�의해�야기된다. 

21) 높은�리스크를�가진�가족에서�유방암과�난소암의�발병과�연관되었다고�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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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란드의�데코드DeCode사, 스웨덴의�우만게노믹스UmanGenomics사, 그

리고�물론�미국의�셀레라�다이어그노스틱Celera Diagnostics사�─ 의�처

음�10년�동안의�업무는�자본을�투자한�사람들, 희망을�투자한�사람

들�모두를�실망시키면서, 흔히�볼�수�있는�복합�질환에�관한�민감

성의�게놈학적�근거가�되는�임상적으로�유익한�마커를�찾아내는�

시도로서는�대체로�실패였다. 연구자들과�생명공학�회사들의�무

한한�낙관주의에도�불구하고, 흔히�볼�수�있는�복합�질환의�게놈학

진�BRCA1과�BRCA2 배열sequences의�변이체variant에�관해서, Myriad Genetics 사

가�특허를�가진�검사가�많이�공표되었다. 그러나�유방암과�난소암의�대부분의�

사례는�BRCA1나�BRCA2 유전자의�변이체와는�연관되어�있지�않으며, 유전자�

검사는�통상적인�스크리닝screening으로�권장되지는�않았다. 이�쟁점에�관한�미

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최근�보고서인�Genomics and Population Health 2005가�다음

과�같이�진술하는�것이�전형적이다. “BRCA1과�BRCA2 검사의�결과는�가족력이

라는�맥락에서만�해석될�수�있다. 발병한�사람은�통상적으로, 우선�당사자의�가

족�내부에서�BRCA1이나�BRCA2의�변이mutations가�식별될�수�있는지�여부를�결

정하기�위해�검사를�받아야�한다. 변이mutation가�식별될�때에만�발병하지�않은�

가족도�암에�걸릴�위험이�있는지를�예측하기�위한�정보를�얻기�위해�검사를�할�

것이다. 유방암이나�난소암의�가족력이�있는�모든�여성에게서�BRCA1과�BRCA2

의�변이가�둘�다�발견된다는�것은�아니다. 또한�BRCA1이나�BRCA2의�변이를�가

진�모든�여성에게�유방암이나�난소암이�발병한다는�것도�아니다…. 대부분의�

유방암, 난소암은�이�두�개의�암�중�어느�하나에�걸린�가족력이�없는�여성이나, 

친족�중�어느�한쪽의�변이를�가진�여성에게서�발생한다. BRCA1과�BRCA2의�변

이는�대략�1/400의�여성에서�발생하며, 기껏해야�모든�유방암과�난소암의�

5~10%의�사례를�설명할�뿐이다. 물려받은�유방암의�경우에는�필시�또�다른, 아

직�규명되지�못한�유전자�민감성이�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ffice of Genomics and Disease Prevention 2005, chapter 4). 이�보고서는�

Myriad사가�검사를�판매를�위해�소비자�대상의�판매�캠페인을�벌이는�것에�비판

적으로�응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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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전히�종잡을�수�없다. 흔히�볼�수�있는�복합�질환은�분명�여러�

가지�민감성�유전자좌와�방어�유전자좌genetic locus의�상호작용을�포

함하며, 관심은�게놈의�배열sequences에서�유전자의�발현expression으로, 

또�DNA에서�세포로, 그리고�유전자의�활동을�조절하는�복합적이

고�다양한�후성적�메커니즘으로�이동하고�있다. 더�나아가, 심지어�

단일한�질병에�대한�민감성이�식별�가능한�유전자좌와�동일시된�

곳에서도, 민감성의�게놈�진단과�분자적�치료�사이에는�필연적인�

대칭이�없다. 헌팅턴�병의�유전자는�1983년에는�4번째�염색체의�

단완〔短腕, short arm〕에�자리하고�있다고�확인되었고, 그�대략�10년�후

에�배열�결정sequenced되었다. 그러나�머지않아�질병에�걸릴�것이라

는�매우�높은�확률을�드러낼�유전자�검사를�개인이�받을�수�있다고�

해도, 그�치료법은�아직�입수할�수�없다�323 ─ 그러므로�권한juris-

dictions이�있는�경우에도, 헌팅턴�병의�상태를�알아야겠다고�선택한�

것은, 잠재적인�피험자의�절반도�채�못�된다. 그리고�헌팅턴�병처

럼�단일�유전자의�상태를�검사해�양성의�결과가�나온�경우에도, 현

실에는�미래에�관한�과학적�예언가들에�의해�특정�운명이�유전자

에�쓰여�있고�이로부터�읽어낼�수�있는�질적인�변화가�있는�것은�

아니다. 실제로�이러한�검사에�의해서�산출되는�것은�확실성이�아

니며, 개연성〔확률〕과�불확실성이다. 헌팅턴�병�같은�단일�유전자에�

의한�불가피한�치명적�질환이라는�극단적인�경우도, 4번째�염색체�

단완短腕상의�4p 16.3에서�복제되는�대량의�CAG를�갖고�있음을�드

러내는�유전자�진단에�의해서, 그�사람이�언제�병을�발병하고�얼마

나�급속히�진행하고�어느�정도의�심각성인지를�예측할�수는�없다�

─ 실제로는�이러한�진단을�받은�후에도�몇�사람들은�고령까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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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람도�있고, 무관한�병세로�숨지는�사람도�있을�것이다.22) 나

아가�유전자�검사의�예측력이�더�낮은�최신�사례�─ 예를�들어�후

발성late onset 알츠하이머병에�관여하는�19q 13.2에�있는�APOEe4 대

립형질allele, 혹은�초발성early onset 유방암에�연결된�17q 21에�있는�

BRCA1과�13q 12.3에�있는�BRCA2의�변형variant ─ 에�대해서는�더

더욱�예측하기�어렵다. 이러한�사례나�다른�대부분의�사례에서�게

놈�진단에�의해�발생될�개연성은�극히�작으며, 특정한�제한된�증세

의�형태만이�연루되어�있을�뿐이다. 

   즉, 증상�발현�전단계의�게놈�진단이�주로�낳는�정보는�예측력이

라는�점에서는�가족력에서�생길�확률과�질적으로�크게�다르지�않

다. 그러나�임상적인�실천이�아니라�오히려�출현하고�있는�삶의�형

식이라는�점에서는�어떤�것이�일어나고�있다. E094 왜냐하면�만일�

치료�면에서�아무런�혁신적인�진보가�산출되지�않았다고�해도, 일

22) 헌팅턴�병의�유전자는�1983년에�염색체�4p 16.3에�매핑되었지만, 1993년까지�

배열�결정되지sequenced 않았다. 최종적으로�식별되었을�때, 이�유전자(IT15)는�5’ 

말단�코드�배열coding sequence 내부에�CAG 반복을�담고�있다는�게�발견되었다. 

이�CAG 반복은�증상이�있는지�여부를�떠나�헌팅턴�병�환자에게서�팽창되고�있

다. 그리고�이�CAG 반복�팽창은�실제로�거의�모든�헌팅턴�병�증상�환자에게서�

발견된다. 통상적인�헌팅턴�병�유전자에서�CAG 반복은�10-29의�폭에�이른다. 정

상적인�개인�중�1% 미만이�헌팅턴�병의�중간�유전자의�CAG 반복이�30와�35 사

이의�반복에�있다. 헌팅턴�병이�발병한�환자는�전형적으로, 적어도�36 반복이거

나�그�이상의�헌팅턴�병�유전자의�CAG 반복을�갖고�있다. 발병한�개인이�36 

CAG 반복�이하인�경우는�거의�없다. 그러나�36-39의�반복을�가진�개인�중에서

도, 고령이고�표준적인�임상기준으로는�발병하지�않았다고�진단받는�경우도�드

물게�존재한다. 예를�들어, 95세의�환자에게�39반복이�보인�예외적인�사례가�보

고되었다. Rubinsztein et al. 1996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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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민감성으로�진단되면, 증상은�없으나�발병�가능성이�있는�개인

은�의학의�세계�─ 검사의�세계, 약의�세계, 원형-질병protosickness을�

앓고�있는�‘전-환자pre-patient’로서�자기-진단self-examination하고�자기-정

의되는�세계�─ 에�평생�동안�등록된다.23) 그리고�아마도�가까운�

미래에�그들은�자기와의�새로운�윤리적�관계를�발생시키는�모니

터링의�새로운�형식에�스스로를�종속시킬�것이다.

   ‘Ubimon’ 프로젝트를�예로�들어�보자. 이것은�2004년에�런던의�

임페리얼�칼리지Imperial College를�거점으로�행해진�‘커뮤니티에서의�

건강관리를�위한�유비쿼터스�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for Healthcare in the 

Community’의�일부이다.24) Ubimon ─ ‘장착�가능하고�삽입�가능한�검

출기를�위한�편재적인�감시�환경Ubiquitous Monitoring Environment for Wearable 

23) 유전자�검사에�기초해�‘리스크가�있다’고�지칭된�개인이�그�후�어떻게�되었는

지에�관해서�구할�수�있는�경험적�증거는�모호하고ambiguous 얼마간�모순된다. 

이런�정보는�유전학, 유전, ‘가족�속에�퍼져�있는’ 병세에�대한�개인들의�지식과�

믿음의�맥락�속에서�해석되며, 그�중요성은�문화적으로�특유한�‘리스크�포트폴

리오risk portfolios’에�의존한다는�것이�대체적인�주장이다(Cox and McKellin 1999, 

Santos and Bizzo 2005) (Robertson 2000, Sanders et al. 2003, Van Dijk et al. 2004). 

    스콧, 프라이어, 그리고�그�동료들이�행한�최근�연구에서는�암의�유전자�서비스

의�이용자는�자신들이�리스크를�안고�있으며�건강과�아픔�사이에�사로잡힌�경

계�위치liminal position에�놓여�있다고�간주하고�있다고�말하며, 지속적으로�건강

상태를�관찰해주는�의학적�감시�체계의�도움을�요구하는�것을�알�수�있다. 그들

에�따르면, 이런�감시�체계는�실제로�확실하게�요구되고�있다. 그것은�암�관련�

변이를�물려받을�리스크가�낮다고�전문가들에�의해�간주된�많은�사람들이�그�

이후, 불리한�결과인�중간�정도의�리스크나�높은�정도의�리스크로�재범주화되

고�싶어�한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이다(Scott et al. 2005).

24) 이제�http://www.ubimon.org/ 참조. (accessed November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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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lantable Sensors’ ─ 은�아마�나노�테크놀로지를�이용해�소형화된�

검출기를�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있다. 그것은, 예를�들면�

부정맥이나�아테롬성�동맹�경화증atherosclerosis의�초기�증상인�지방�

선조�병변fatty streak lesion이라는, 질환의�초기�징후를�검출할�수�있도

록�하기�위해서�신체에�삽입될�것이다. 그리고�무선�324 커뮤니케

이션�기술을�이용하여�이�데이터를�환자의�PDA나�중앙�모니터링�

센터로�송신한다. 기대되었던�것은�우선�첫째, 이러한�세계에서는�

신뢰성�있는�기준치�정보를�개인�단말기로�수집할�수�있게�되고, 

일단�이�기준치가�수립되면, 이상〔異常, anomalies〕을�검출하여�주치의

와�상담하도록�환자에게�알림을�보내거나, 혹은�이미�증상이�나타

난�단계라면�환자의�신체에�설치된�저장용기를�통해�자동적으로�

약물이�방출되도록�하는�것이다. 그리고�물론�목적은�단순하기�때

문에, 질병을�방지하고�수명을�연장하는�데�이러한�유비쿼터스�건

강�모니터링이�전혀�바람직하지�않다고�여기는�사람은�없을�것이

다.25)

   이것은�무책임의�리스크에�저항하는�세계이다. 가령�지노가�행

한�어려운�선택에�대한�캘론과�라베아리소아의�연구에�그것이�기

록되어�있다(Gallon and Rabeharisoa 2004). 지노는�레위니옹�섬의�많

은�거주자들과�마찬가지로, 지대근�디스트로피〔Limb Girdle Muscular 

Dystrophy, 팔다리이음근육퇴행위축〕를�앓고�있는데, 자신의�질병에�입각해

서�자기�자신을�주체화하는�것을�거부한다�─ 그의�형제인�레온은�

25) 장착�가능하고�체내�삽입�가능한�신체�센서�네트워크에�관한�제1회�국제�워크

숍은�2004년�4월에�임페리얼�칼리지�런던에서�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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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모임의�중심�멤버로, 연구비와�정치적�승인을�얻기�위해�로비�

활동을�하고�있지만, 지노는�오히려�와인을�마시고�현지의�바에서�

마르세유의�경기를�관전하는�것을�선호한다. 그의�고집스러움은�

속수무책으로�보인다. 그는�책임감을�갖고�행동하라고�친척, 친구, 

다른�사람들에�의해�무수히�많은�설득을�당할�뿐�아니라, 사회학자

들과�대면할�때에는�스스로를�정당화하기를�거부한다. 이렇게�출

현하고�있는�삶의�형식에서는, 민감성이�있는�개인은, 책임을�지는�

자기�관리에�열심일�수밖에�없을�것이며, 자신의�선택에�대해�남과�

토론하고�정당화하거나, 위험과�편익의�복잡한�계산에�들어서거

나, 개연성이�있는�미래와�관련해서�현재에서�지금�행동을�하거나�

등등을�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기관의�침묵�속에서’ 살아가기

를�선택한�사람들에게는�어떤�도덕적�판단이�내려질까? 헌팅턴�병, 

초기�알츠하이머, 혹은�유방암의�가족력을�지닌�사람들이�지금을�

살아가는�삶의�형식들은�현재�우리�각자의�것이�되고�있을까? 의

사와�상담할�때, 각�개인은�새로�권한을�갖게�된�사람들과�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자신의�생명윤리학자가�되어야�할까? E095우리�

각자는�자신의�선택을�심사숙고할�때, QALYs(퀄리즈) ─ 합리적

인�치료�선택을�결정하는�데�있어서�건강경제학자나�의료기관�경

영자들이�즐겨�사용하는, 질�보정�기대�여명Quality Adjusted Life Years ─ 

를�계산하거나, 다양한�발병�전�치료의�영향을�평가하거나, 상이한�

삶의�형식들의�비용�및�편익을�독자적으로�사정〔査定, evaluations〕하는�

자기�자신의�건강경제학자가�되어야�할까? 

   즉, 여기에서는, 민감성이라는�영역에서, 새로운�주체화의�형식, 

즉�푸코의�용어를�사용한다면, 소마soma가�‘윤리적인�실체’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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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을�오래�계속하는�것을�최종�목적telos으로�하는, 새로운�

자기의�테크놀로지가�325 형성되고�있음을�간파할�수�있다. 또�캘

런�그룹에�의한�지대근�디스트로피의�연구에서�볼�수�있듯이, 이러

한�소마적somatic 정체성을�둘러싸고�새로운�생명사회적biosocial 커뮤

니티�─ 부모와�가족이�자금을�조달하여�연구자에게�자금을�제공

하고�정치인에게�로비�활동을�펼치고�개별적인�질환에�주목해달

라는�그들의�권리를�요구함으로써�생물학적�시민권을�규정하는�

커뮤니티�─ 가�만들어지는�모습을�간파할�수�있다. 지식과�선택이

라는�의무를�지는�것은�충분히�부담스럽다. 그러나�주체화는�또�다

른�형식을�취할�수도�있다. 자발적인�것과는�거리가�먼�여러�상황

에서�행해지는�민감성�검사를�상상할�수�있다. 많은�사람들은�보험

에�포함되는�민감성�검사, 혹은�적어도�그�검사�결과가�자신들에게�

전해져야�한다는�보험사의�요청을�두려워하고�있다. 요컨대, 지금�

당장은�공포심이�현실보다�더�큰�것�같다. 하지만�앞서�언급한, 미

군의�몇몇�부대에서�복무하고�있는�아프리카계�미국인의�낫�모양

의�적혈구�형질을�검사하는�예처럼, 화학적�혹은�환경�속의�위험�

요인에�노출될�수도�있는�잠재적인�종업원에�대한�검사�같은�것을�

염두에�둘�수도�있을�것이다. 몇몇�사람은�행동을�통제할�수�없다

는�것과�연결된�세로토닌�계에서�민감성�검사를�─ 예를�들어, 지

장을�초래하는�학생이나, 공격적�또는�충동적인�범죄로�유죄�판결

을�받은�사람에게�─ 제안한다. 신경�과학과�정신�약리학의�분야에

서는�치료를�목표로�한�대응이�이미�정신�치료약의�예방�행정이라

는�형태로�이미�임박해�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는�다른�진단�및�

예방�검사가�이미�이용되고�있으며, 합리적인�규제를�할�때에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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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개입이�주요�요소가�되고�있으며, 연구자나�사적�활동가, 그

리고�예측되는�리스크에�대해�책임이�있는�전문가�모두에게서도, 

분자적�진단에�대한�기대promise는�영향력이�크다. 즉, 그�귀결로부

터�다른�사람들을�지킨다는�명목으로, ‘민감성을�통한�통치’의�새

로운�잠재력이�출현하고�있는�것이다.

증강

두�번째�테마�─ 증강enhancement ─ 로�눈을�돌려�카스Kass와�그의�동

료�생명윤리학자들이�제시한�‘생명공학과�행복의�추구’에�관한�성

찰로�돌아가자. E096어떤�이들은�그들의�연구가�‘인간�본성’이라는�

관념의�허용�가능한�한계를�수립하려는�그들의�노력에�토대를�줄�

수�있을�것이라고�기대할�수도�있을�것이다. 이것이�프랜시스�후쿠

야마가��포스트�휴먼의�미래�라는�책에서�채택한�방침이었는데, 

그는�다음과�같이�확신하고�있다. “우리�인류에게�전형적인�모든�

감정적�반응은�… 다른�모든�인간�존재와�잠재적으로�연결될�수�있

게�해주는�안전한�항구를�구성한다.” 그리고�이런�감정적�반응은�

우리가� ‘공유된�인간성’을�수립하는�데�필수적이라는�것이다

(Fukuyama 2002). 그러나�카스와�그의�동료들이�작성한�보고서는�

이런�아이디어를�구체화한�것이지만, 그것은�인간을�다음과�같은�

피조물로�여기는�조금�상이한�이념ideal에�의존하고�있다. 즉, 인간

이란�“그�정확한�한계가�그�─ 우리의�─ 열렬한�애착의�원천이며�

326그�약함이�그�─ 우리의�─ 열렬한�애착의�원천이며, 그리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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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서번영하고�우리�자신을�완벽하게�하기�위해서는�자연적�

재능natural gifts이야말로, 만약�그것을�허비하거나�파괴하지�않는다

면, 필요해지는” 피조물〔생물〕인� 것이다(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2003).

   카스와�동료들이�관심을�가진�전개의�실상reality이�무엇이든, 인간�

존재로서의�우리�자신과�우리의�자만심이�지닌�위험에�대한�─ 이

런�반성�스타일은�출현하고�있는�삶의�형태의�중요한�특징인�것�같

다. 그것은�책, 미디어에서의�논쟁, 대중영화, 윤리위원회의�심의�

등등에서�볼�수�있다. 그러나�이를�우리의�불확실한�세대의�‘재귀

적�개인주의reflexive individualism’를�특징짓는�일례로�진단하기�전에, 잠

시�멈춰서�생각해야�한다. 

   인간은�자신의�자연적�한계를�인식할�때�가장�고귀한�존재가�된

다고�느끼고, 자신이�그�안에서�살고�있는�쇠락한�세계에서�자신의�

불가피한�유한성을�받아들이는�사람들과, 그런�자연적�한계를�정

복하고�진압하고�조작하고�피하는�것이�가장�인간적인�삶의�형태

라고�말하는�사람들�사이에서�철학자, 도덕가, 그리고�소설가는�오

랜�세월에�걸쳐�논쟁을�벌여왔다. 내가�좋아하는�것은�1924년에�출

판된��마魔의�산(The Magic Mountain)�에�등장하는�“아픔과�건강의�대논

쟁”이다(Mann 1960).26) 인문주의자이며�프리메이슨인�루도비코�

세템브리니Ludovico Settembrini에게�근대�의학의�승리는�이성과�인도주

의의�승리이며, 아픔에�대한�건강, 악행에�대한�미덕이라는�원리〔신

조〕의�승리이며, 정상적인�인간이�지닌�사회적�도덕의�승리이다. 예

26) 아래의�단락은�Rose 1994에서�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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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신도이자�혁명가인�레오�나프타Leo Naptha에게�이런�정상적인�

인간의�윤리와�이성의�승리는�진부하고�천한�것이다. 인간의�영성

spirituality과�인간의�자유는�건강한�신체를�숭배veneration하는�것이�아

니라�신체적�고통에�긍정적인�가치를�부여하는�윤리에�깃든다. 

“‘건강’해지고�싶다, ‘자연으로�돌아가고�싶다’고�바라는�사람들이�

있지만, 그때�진실은�그가�‘자연적’이었던�적은�없다는�것이다.” 나

프타에게�자연, 재생의�실험, 조리되지�않은�식료, 야외의�맑은�공

기를�사용한�치료법, 일광욕�등의�제창자가�떠들어대는�모든�선전

propaganda은�사실상�비인간화dehumanization, “병이�들수록, 더�인간다워

진다”(ibid. 466)라는�의미에서�인간의�동물화를�의미했다.

   이리하여�삶의�인간적�형태에�대한�자연적�한계가�지닌�가치에�

관한�이�논쟁은�E097적어도�19세기�유럽사상, 아마도�계몽주의�자

체의�에토스의�한�측면으로까지�거슬러�올라가는�근대적�삶의�형

태에�고유한endemic 특징인�것�같다. 물론�의료�역사가가�보면, 카스

와�그의�동료들이�열거한�‘주어진�인간다움’이라는�특징은�그것에�

대해�주어지거나�자연적인�것은�아무것도�없다는�게�될�것이다. 

즉, 우리의�현재�수명, 생식의�일시성, 우리�자신을�우리의�세속적

인�삶의�잠재력을�실현하는�개인적이고�특권적인�행위자로�여기

는�감각, 혹은�그�밖의�다른�어떤�것에�관해서도�자연적인�것은�존

재하지�않는다. 그러나�역사�상대주의자들�또한�잠자코�있는�편이�

좋을�것이다. 왜냐하면�그러한�경험적・역사적�관찰은�논쟁에�끼

어들기에는�327근본적으로�불충분하기�때문이다. 아마�여기서�거

론한�정식을�그�자체로�윤리적�테크놀로지의�요소들로�분석하는�

것이�더�생산적일�수�있을�것이다. 어떻게, 그리고�어떤�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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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은�우리의�삶을�통치하는�양식mode에�있어서�─ 타자의�

통치와�우리�자신의�통치�사이의�연결에�있어서�─ 불가결한�것이�

되었을까?

   다른�곳에서�나는�우리가�윤리정치적ethopolitical 시대에�살고�있다

고�밝혔다(Rose 1996a). 이�시대에는�범죄�대책이나�정치적�무기력�

같은�다양한�쟁점이�윤리에�입각해서�문제화되고�있다. 윤리정치

는�여기에서�더�이상�정의나�부, 공평�같은�언어로�제기되는�게�아

니고, 상이한�삶의�형태, 삶의�스타일, 삶의�방식이�지닌�가치에�관

한�것이다. 또�이것들을�어떻게�판단되고�통치되어야�하는가에�관

한�것이다. 지구온난화든�생식기술이든, 과학의�발전에�관한�가치�

지향적�논쟁만큼�이�정치의�윤리화가�분명하게�드러나는�곳은�없

다. 내�생각에는�이런�맥락에서�우리는�어떻게�생명윤리학이�도덕

적�불확실성과�합의의�결여�같은�조건�하에서�생명과학과�관련된�

정치적�의사결정의�요청imperatives에�필수적인�보충물이�되었는지를�

이해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런�맥락에서는�정치적�의사결정의�

요청은�경제적�요청과�갈망, 임상적�요구와�야심, 치료에�대한�시

민의�요구와�건강에의�권리와�결부된다(Gottweis 2002 ; Rose 2002). 

의료윤리는�예전에는�의료인�─ 의사나�간호사�─ 의�인격persona에�

기입되었던�것으로, 고전적인archaic 행동�코드, 애매한�권리, 갈등을�

벌이는�의무가�지혜, 전문성, 판단과�혼합되었다. 그러나�오늘날에

는�의료인의�인격personage이�윤리를�담지하는�것만으로는�불충분한�

것�같다. 그것은�법적・정치적�주체를�규제하는�정치기술의�수준

에�있어서�불충분하다. 또�의사나�유전자�카운슬러와�살아있는�인

간�사이의�임상적�만남에서�볼�수�있는�사목적pastoral 기술이라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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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도�불충분한�것�같다. 임상�의학은�─ 생명윤리학뿐만�아니

라�“증거에�입각한�의료”, “환자의�선택”이라는�요구, 법의�비호나�

건강관리단체의�감사에�의해�─ 거의�완전히�에워싸여�있는encircle-

ment 것�같다. 우리는�아직�이러한�재배치reconfiguration의�비용과�편익

을�진단하지�못하고�있다.27)

   그러나�여기에서는�카스와�그의�동료들이�관심을�보이는�최적

화optimization라는�측면을�직접�건드리기로�하자. 그들의�제안은, 우

리가�새로운�시대의�최첨단에서�살고�있으며, E098 그곳에서는�더�

이상�병든�신체와�정신을�그�유기적인, 생명의�규범으로�복원하는�

작업으로는�만족할�수�없게�되었다는�것이다. 이�새로운�시대에서�

우리는�많든�적든�스스로의�의지로�신체와�정신의�기능의�주요�측

면을�바꿔�만들�수�있다. 몇몇�생명윤리학자, 그리고�하버마스�같

은�사회철학자에게�게놈은�우리의�인간�본성의�보관소이며, 위험

을�무릅쓰고�참견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생명윤

리학자들을�가장�동요시키는�것은�정신�그�자체를�조작한다는�것

이다. 이것이�현재�‘신경윤리학neuroethics’으로�불리며�널리�인정받고�

있는�328관심�영역이다. 카스와�그의�동료들은�이렇게�쓰고�있다.

외적�세계를�통제〔관리〕하기�위해�근대과학이�우리�손에�건

네준�엄청난�힘�덕분에�우리는�점점�더�내적�경험을�통제할�

수�있게�되며�… 약을�통해�만족과�행복�같은�주관적�경험을�

산출할�수�있게�된다. 보통이라면�이런�것들을�낳는�데�필요

27) 1장에서는�이런�문제에�대해�조금�자세하게�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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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화가�부재할�때에도�말이다. 어떤�경우에는�… 신약은�

사람이�세상으로�복귀하도록�도와주며, 자신의�인생을�책

임질�수�있게�해준다. 그렇지만�다른�많은�경우에는, 우리의�

심적�생활을�약리학적으로�관리할�수�있는�점점�더�증대하

고�있는�힘은, 우리를�세계만이�아니라, 그�안에서�잘�살기�

위해�필요한�감정이나�정열, 정신・성격의�질로부터도�떼

어냄으로써�우리의�행복을�위협하고�… 현실적인�대처under-

takings와는�아무런�관계가�없는, 더�냉정한�기분이나�더�고조

된�기쁨, 자기만족을�창출하면, 감정이나�정열, 미덕을�해칠�

우려가�있다. 향정신성�약물mind-altering drugs이�점점�더�흔하고�

무심코�사용되는�일이�일어나는�것에�관해�특히�우려되는�

것은, 이런�약물들이�다른�인간적�선goods을�희생하면서까지�

행복에�집착하도록�만드는�것이�아니라, 우리를�유혹하여�

얄팍하고�인위적인factitious 행복에�만족하도록�부추기는�것

은�아닌가�하는�것이다.(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U.S.) 

and Kass 2003: 266-267)

얄팍하든�아니든, 자기에게�더�힘을�쓰지�않고서, 약의�섭취에�의

해�행복을�얻을�수�있다는�이�제안은�오해를�부른다.28) 그래서�그

28) 이�점에서�이�비평가들은, 1960년대의�‘자기중심세대Me Generation’가�심리요법

을�‘나르시스트적’으로�이용했다는�비판에서�보듯이, 앞�세대의�관심을�메아리

치고�있다. 예를�들어, 필립�리프Phillip Rieff와�크리스토퍼�래쉬Christopher Lasch 같

은�비평가들은�마찬가지로�행복�추구의�윤리적�함의에�관심을�가졌다. 이들은�

그런�행복�추구가�심리요법의�대두에�의해�특징지어진다고�생각했다. 카스와�



니콜라스�로즈, ｢출현하고�있는�생명의�형식?｣  605

것이�야기하는�윤리적�딜레마라는�것도�오해를�부른다. 이를�테면�

종종�이런�‘미용�정신약리학’의�전형, 혹은�그�전신으로�여겨지는�

신세대의�항우울제를�생각해�보자. 이�용어를�발명한�것으로�알려

지고, 카스와�그의�동료들, 또�신경윤리에�관한�다른�많은�논자들

에게�영향을�주었다고�생각되는�피터�크레이머Peter Kramer의�작업을�

주의�깊게�읽어�보면, 그가�실제로는, 약만으로�자유자재로�심적�

과정을�일신할�수�있다는�시각을�옹호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

다. �프로잭〔우울증�치료제〕에�귀를�기울이다Listening to Prozac�에서�거론

된�사례에서는, 환자의�불행은�전기적인�경험, 자기-서사와�의미

체계, 그리고�뇌에�있어서의�신경회로의�장기적�형성�사이의�상호

작용의�복잡한�귀결로�제시된다. 나아가�약의�효과가�사람마다�다

르다는�것도�인정한다�─ “상태가�너무�좋다”고�느끼는�사람도�있

는가�하면, 아무런�변화도�없거나, 동요나�불안에�휩싸이는�사람도�

있다(Kramer 1994).29) E099엘리자베스�윌슨Elizabeth Wilson이�크레이머

의�저서를�분석하면서�논하는�것처럼, “�프로잭에�귀를�기울이다�

의�어디를�봐도, 신경학은�─ 약제의�도움이�있든�없든�─ 인간의�

심리를�일의적으로�결정하는�것으로서는�그려지지�않는다(Wilson 

2004:27). 향정신성의약품의�복용효과에�대한�그의�가장�낙관적인�

평가에서조차�개인이�겪는�변화가�약을�섭취한�것의�결과일�뿐�아

그�동료들과�마찬가지로, 그들은�이런�심리�요법의�윤리적�함의�및�이것들과�당

시�북아메리카, 유럽, 호주에서�나타난�삶의�형식과의�결부를�오해하고�있었다. 

Rose 1989의�내�논의를�참조. 

29) 실제로�기분을�관리하는�데�있어서�SSRIs는�3환식tricyclics의�낡은�정신치료약�

정도의�효과밖에�없다는�증언이�있다(Faravelli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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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크레이머�자신과의�329치료적�만남의�결과이며, 인생사life his-

tory를�다시�말하는�것, 새로운�사회상황과의�관계�등의�결과이기도�

하다.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를�치료하는�약은�이런�논의의�예외

로�보일�수도�있다.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리탈린Ritalin)나�덱

스암페타민dexamphetamine(아데랄Adderall)이�어린아이의�행동에�미치

는�영향은�재빠르고�자명하게�나타난다. 그러나�정신자극제psychosti-

mulants에�의해�산출된�주의력, 인지적�과제, 워킹메모리에�대한�효

과는�종종�과장됐다고�지적하는�것이�중요하다.30) 주의력�결핍�과

다행동장애라고�진단을�받은�아이들은�꼼꼼하게�계획을�세우고�

표준화된�과제로�검사를�하면�메틸페니데이트의�효과를�볼�수�있

다(Elliott et al. 1997). 그러나�메틸페니데이트의�유효성이�구석구석

까지�미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유효성이라는�것은�아무래도�인

지�퍼포먼스와�인지�과제의�신기함에�대한�기준�척도로부터�영향

을�받고�있는�것이다(Mehta et al. 2000). 제한된�인지적�영역에서�얼

마간의�기능�향상이�보이는�한편, 그러한�좁고�일시적인time-limited

인지�기능�및�통제의�향상이�인간�정신의�재설계re-engineering를�의미

하는�일은�거의�없다. 또�일리나�신Ilina Singh이�“리탈린을�쓴�소년들”

에�대한�상세하고�꼼꼼한�경험적�연구에서�보여주었듯이, 부모들

은�카스와�그의�동료들이�논한�“실제의�대처undertakings와는�아무�관

련도�없는, 더�냉정한�기분이나�더�높은�쾌락, 자기만족”이�아이들

30) 이�논의는�리탈린Ritalin의�증언에�대해�전문적으로�연구한�일리나�신Ilina Singh

과의�공동�편집자로부터�따온�것이다(Rose and Sing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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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생기고�있다고는�느끼지�않는다(Singh 2002 : 2003 : 2004). 문제

가�되는�것은�꽤�다른�것처럼�보인다. 즉�부모들은�아들들에게�거

짓이나�변경된�자기를�창출하려고�하는�게�아니라, 아이가�약을�먹

었을�때, 그의�진짜�자기가�나타날�수�있다고�기대하고�또�그렇게�

느끼기도�한다.31)

   통속적인�흥분을�별도로�치면, 스스로를�증강시키기�위해서�정

신치료약을�사용하도록�사람들에게�제안하는�인류학적・사회학

적인�버팀목support은�존재하지�않는�것�같다. SSRI의�항우울제를�사

용하여�유사-전기적quasibiographical 혹은�반-허구적semifictional으로�경험

을�설명하는�것조차�이런�항우울제가�인격을�변형시키거나�행복

을�산출하기�위해�사용되거나�또�그런�것으로서�경험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않는다.32) 친숙한�문구를�약간�조정하면, 이러한�약을�

투여하거나�복용하는�사람들은�기껏해야, 심각한�고난을�어떻게

든�흔한�불행으로�바꾸려�노력하고�있을�뿐이다. 예를�들어�리비도

의�상실〔성욕�상실〕이나�다른�정서들의�억제�같은�바람직하지�않은�

몇몇�악영향은, 이런�약들을�복용하는�사람들이�치를�준비가�되어�

31) 아이들은�‘그저�자기�자신일’ 기회를�가져야�한다며, 많은�부모가�주말에는�약

을�투약해서는�안�된다고�느끼고�있음을�보여주고, 신Singh은�여기에서�자기성

selfhood에�관한�딜레마를�매우�훌륭하게�조명하고�있다. 진정성을�강조하는�자

기의�체제�─ 아마�특히�이곳에서는�─ 에서조차, 우리는�우리�자신이나�타자의�

자기들의�현실과�관련된�많은�상이하고�심지어�모순적이기도�한�생각에�사로

잡혀�있는지도�모른다. 이�점에�관해서는�Rose 1996b.

32) 엘리자베스�위첼Elizabeth Wurtzel의�베스트셀러�이후, 오늘날에는�여기저기에�

넘치고�있다(Wurtzel 1995). 예를�들어�Solomon 2001, Styron 1990, and Wolpert 1999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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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대가일�것이다.33) 실제로�예전의�“마더스�리틀�헬퍼mothers little 

helpers”〔롤링�스톤즈의�노래�제목〕의�세대와�마찬가지로�─ 그들은�이러한�

약으로부터�연상되는�것이�불안의�축적, 자살�충동, 은둔이라고�증

언하고�있다�─, E100고통이�수반되지�않는�행복감이라는�매혹적

이고�위험한�가능성이�조그마한�알약에�담겨�있다고�해도, 진지하

게�받아들이기는�어려울�것이다. 생물의학의�문헌을�대충�훑어봐

도, 실제로는�SSRI가�기분이나�인격을�330자유자재로�조작할�수�없

다는�것을�충분히�보여줄�수�있다�─ 이런�약들에는�알코올이나�마

리화나�같은�‘멍청한’ 마약�정도의�효과도�없고, 그리�미덥지도�않

다. 물론, 예를�들면�‘레이브�파티rave party’ 같이�한정된�모임에서, 특

정한�목적을�위해, 전�세계의�젊은이들에�의해�지각과�능력을�바꾸

는�데�사용되는�MDMA(엑스터시) 같은�약조차, 약제적�생산물�자

체에는�그런�특성을�포함하고�있지�않다. 단순한�예로, 알코올에�

대해�생각해�보자. 같은�양의�알코올을�섭취하더라도�집에서�혼자

서�우울한�밤에�마시는지, 마흔�살의�생일�축하�파티에서�마시는

지, 축구�경기장에서�마시는지, 아니면�심리학�실험의�통제된�환경

에서�마시는지에�따라서�꽤�상이한�행동, 감정, 그리고�인지적인�

결과가�나타난다.34) 사회학자가�오랫동안에�걸쳐서�밝혔던�것처

럼, 이러한�‘효과’는�단순히�약에�포함된�것이�결코�아니다. 효과는�

33) SSRI의�항우울제를�복용한�사람들의�바람이나�경험에�관한�다른�증언에�대해

서는�인터넷상의�메일링�리스트에�있는�수많은�보고나, Karp 1996에�수록된�보

고를�참조. 

34) 각주�27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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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상황에내장되어embed 있으며, 그�효과가�발생시키는�정서

는�모든�사회적・맥락적인�버팀목을�필요로�한다.35)

   약리학적�윤리의�목적telos, 즉�약을�섭취할�때�사람이�스스로에게�

부과하고�있는�작업에�암묵적으로�포함되어�있는�목적, 목표, 혹은�

표적objectives에�대해�생각해�보면, 약�그�자체가�자기의�조작이라는�

얄팍한�체제를�새롭게�시작하는�것이라는�생각은�점차�사라진다.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같은�증상을�치료하는�신세대의�‘스마트’

한�약을�시장에�내다�팔려는�사람들은�이런�약에�윤리를�내장하려

는�것에�오히려�신중하다. 그들의�광고가�보여주듯이, 그들은�자신

들의�자기나�영혼을�자유자재로�다시�만들�수�있다고는�약속하고�

있지�않다. 약이�제공하는�것, 그리고�아마도�카스와�그의�동료들

이�관심을�쏟고�있는�경쟁적�스포츠를�제외한�거의�모든�생물의학

의�기술이�보여주는�것은, 이�경우�모종의�초-존재super-being를�창출

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반대로, 이러한�기술은�실제로는�오히려�

친숙한�어떤�자기의�체제�내부에서�작동한다. 개인들은�자신들이�

잃어버렸다고�느끼는�건강상태를�다시�회복할�것을�기대하며�이

런�약을�처방받고�활용한다. 2004년�8월에�글락소�스미스�클라인

Glaxo Smith Kline사의�팍실Paxil 광고�사이트에서, 방문자를�웃는�얼굴로�

맞이하고�있던�젊은�여성은�“헬로�미Hello me”라는�배지를�달고�있었

다. 방출제어〔controlled release, 약품이�일정�시간을�두고�서서히�효과를�내는�것〕 팍실

이란�사회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치료제다.36) 앞선�세대의�

35) 물론�이것은�하워드�베커Howard Becker의�고전적�에세이� “On Becoming a 

Marijuana User”의�주요�논점이었다(Becker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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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정신�역학적�치료에�만연한�진정성의�윤리가�여기서

도�작동하고�있다(Rose 1989). 자기실현을�강조하고, 각�개인이�자

기�인생의�주역이�되어야�한다고�강조하는�자기의�체제에서�이런�

약들은�다른�치료법을�대신하는�것이�아니라�보완물로�자주�사용

되며, 새로운�자기가�아니라�오히려�진정한�자기로의�회귀를, 혹은�

진정한�자기의�실현을�약속한다. 칼�엘리어트Carl Elliot가�지적했듯

이, E101 “삶의�중요성은�자기실현과�깊이�관계하게�되며”, 거기에

서는�자기실현과�진정성�사이에�복잡한�관계가�있으며, 그래서�331

“기술이�그�혹은�그녀의�정체성을�극적으로�바꾸는�것처럼, 증강�

기술은�좀�더�진정성�있는�자기를�성취하기�위한�방식으로�간주된

다”(Elliott 2003 : xx-xxi). 디자이너�드러그〔designer drugs, 합성�마약〕에�관

한�문화적�열광은, 디자이너�베이비〔designer babies, 예컨대�질병이�있는�형제자

매에게�세포를�제공하는�것과�같은�특별한�목적을�위해, 체외수정을�통해�얻은�여러�개의�배

아�중�하나를�선별하여�태어나게�한�아기〕의�경우와�마찬가지로�분석할�만한�

가치가�있다. 문화적�표상으로서는�‘디자이너�무드designer moods’일�

수도�있지만, 환자에게�팔리고�있는�것은�통제라는�꿈이다. 자신의�

기분moods을�통제하고, 병의�증상인�불안을�다루고, 다시�한�번�자

신다움을�느끼고, 자신의�생활을�되찾는�것. 이것이�제약회사와�약

을�처방하는�의사와�정신치료약�소비자들�사이의�관계를�동원하

는�희망이자�서사이다. 

   이것은�의지의�발휘를�필요로�하지도�않고�행복을�제공하는�윤

리가�아닌가라는�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자신의�인

36) http://www.paxilcr.com/index.jsp (accessed Aug. 20, 2004)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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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되찾는�것이�알약을�복용한다는�단순한�문제로만�여겨지는�

경우는�드물다. 예를�들어, 우울증에�관한�웹사이트를�재빨리�둘러

보면�알�수�있듯이, 자기를�회복하기�위해서는�노력이�필요하다고�

한다. 본인이�주체적으로�기분, 사고, 감정의�저하와�고조를�자기�

분석해야�한다. 그리고�새로운�자기반성, 자기평가, 통찰의�새로운�

방식을�배워야�한다. 이러한�자기-정밀조사의�형식은�종종�다양한�

상황에서�감정, 기분, 행동, 사고의�변화를�꼼꼼하게�도표화하면서�

완성해야�할�질문지나�유지해야�할�일기의�형식으로�물질화된

다.37) 주체에게는�예를�들면�사유에�관한�작업�자체를�사유할�것을�

요구하는�인지�요법�같은�다른�형식의�요법에도�씨름하도록�자주�

권장된다. 다른�곳에서처럼�여기에서도�우리는�우리�자신을�진짜�

자신이�되도록�우리�자신에게�작동을�가하지�않을�수�없다. 역설적

이게도�이것은�바로�진짜�정체성의�윤리, 우리를�진정으로�인간답

게�하며�생명윤리학자에게�시금석이�되는, 우리�자신에�대한�작동

의�윤리이다. 따라서�‘미용�정신약리학cosmetic psychopharmacology’이라는�

문구를�사용하는�것은�오해를�부른다. 의�근원이다. 성형�수술cos-

metic surgery은�때로�─ 항상�그렇다는�것은�아니다�─ 외모를�제작한

다는�기대를�품게�하는�것인데, 여기에서는�‘영혼의�통치’의�가장�

현대적인�실천과�마찬가지로, 누구도�그들의�소망이�인공적인�자

기의�제작fabrication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합법・비합법의�약물

이, 지금까지�오랫동안�‘기분전환take you out of yourself’을�선전�문구로�

37) 에밀리�마틴Emily Martin이�많은�논문에서�이것들을�훌륭하게�분석하고�있는데, 

이것들을�묶어서�출판될�예정이다(Martin 근간〔=Mart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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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는�것은�틀림없지만, 정신치료약을�이용하는�새로운�세대

는�PGD가�‘디자이너�베이비’를�선전�문구로�삼지�않았던�것과�마

찬가지로, 디자이너�무드를�선전�문구로�삼고�있지�않은�것이다.

   관건이�기분이나�감정이�아니라�인지였더라면�문제가�달라질

까?38) 최근의�관심사는�SSRIs로부터�‘인지�증강’으로�이행되었다. 

논의의�초점이�되고�있는�많은�사례는�심적�기능을�증강시키기�위

해�약물의�광범위한�사용을�우리가�이미�보고�있다는�점을�가리키

는�것�같다. 주요한�사례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DHD라고�

진단된�적이�없는�학생들�사이에서�리털린�사용의�만연,39) 집중력

과�정신력을�높이기�위해서�수면�장애의�치료제로�개발된�세팔론

사Cephalon의�프로비질Provigil(모다피닐modafinil)의�332복용,40) E102그리

고�처음에는�“경증도�인지�장애와�초기�알츠하이머�병” 같은�나이

에�따른�건망증을�치유하기�위해�개발된�약이�“FDA 승인�없이�처

38) 매우�많은�신경과학자들이�아직도�이런�구별에�입각해�연구하고�있다는�것은�

내가�보기에�놀랍다. 워낙�그런�경향이�강하기�때문에, 안토니오�다마지오

Antonio Damasio는�감정과�이성, 느낌과�사고가�밀접하게�뒤얽혀�있다고�주장함

으로써�일종의�유명인이�되었다. 예를�들어�Damasio 1994, 1999, and 2003을�참조. 

39) 이�점에�관한�논의�중�가장�널리�알려진�것은�로렌스�H. 딜러의�Running on Ritalin 

: A Physician Reflects on Children, Society, and Performance in a Pill, New York : Bantam, 1998

이다. 그의�웹사이트도�참조(http://www.docdiller.com/).

40) CBS 뉴스�기사�제목은�｢소원�성취? : 신약이�뇌를�깨운다(A Dream Come True? 

New Drug Tricks Brain to Be Awake)｣이다

(http://www.cbsnews.com/stories/2002/01/14/eveningnews/main324299.shtml (accessed 

on August 20, 2004)). 모다피닐의�매출은�2003년에�29억�호주�달러로�추산되었으

며, �이코노미스트�지는�2004년에는�아마�30% 상승할�것이라고�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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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어off label” 사용될� 가능성41)이다. �뉴로인베스트먼트

NeuroInvestment�를�출판한�해리�트레이시Harry Tracey는�2004년에�인지를�

증강시키는�적어도�40개의�잠재적�인자가�당시�임상�개발�중이었

다고�추정함으로써, 널리�인용된다.42)

   예를�들어�팀�털리Tim Tully가�헬리콘사와�작업한, 기억�증강�화합

물에�대한�개발을�다뤄보자. 그것은�장기기억에�연결된�신경전달

을�조절하는�듯�보이는�CREB라는�이름의�단백질을�표적으로�삼

는다(초파리를�이용한�그의�연구에�기초하고�있다). 이�연구는�

2002년�4월에�특별히�큰�주목을�받고, 뇌를�위한�비아그라라는�별

명을�얻었다.43) CREB란�cAMP 반응�성분�결합�단백질이다. 이것은�

파리와�인간을�포함한�모든�포유류의�장기기억�형성을�가능하게�

하는�시그널�경로를�조절하는�유전자�기능의�세포�통제자로�여겨

진다. 이후�헬리콘사에�의한�기능유전자연구는�상이하며�평행적

인�기억�경로를�통제하는�수많은�추가�유전자들을�식별했다. 헬리

콘사는�기억장애에�사용되는�약을�개발하기�위한�기초로서�이�연

구를�이용하고�있다. 그들은�자신들이�식별한�유전자가�기억을�증

강하고�약화하는�약을�생산하기�위한�표적이라고�주장한다.

   이�연구에서의�헬리콘사의�경쟁상대는�1998년에�에릭�캔들Eric 

Kandel에�의해�설립된�메모리�파머슈티컬스사Memory Pharmaceuticals라는�

41) ‘경증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는�미국에서�급속하게�진단�사례가�늘

고�있으며, 몇몇은�알츠하이머병이�발병하기�전의�지표라고�논하기도�한다. 

42) 예를�들어�“Supercharging the Brain”, in The Economist, September 16. 2004.

43) 헬리콘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helicontherapeutics.com/ 

Scientific/Helicon_CREB.htm (최종�확인일�: 2004년�6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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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기업이다. 에릭�캔들은�컬럼비아�대학교의�신경생

물학�교수이자�하워드�휴즈�의료연구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며, 2000년에는�학습과�기억�분야에서의�선구적인�

업적으로�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했으며, 컬럼비아�대학교�의학

부의�신경생물학�및�행동학�센터의�창설자이다. 메모리�파머슈티

컬스사는�알츠하이머병, 우울증, 조현병schizophrenia, 혈관성�치매, 경

증도�인지�장애, 연령에�따른�기억�장애�등�중추신경계�쇠약에�대

처하기�위한�혁신적인�약�개발에�집중하고�있다. �포브스�지의�

2002년의�기사44)에는�그�열광과�기대가�기록되어�있다.

1998년에, 캔들의�팀은�노화되고�있는�쥐에�효능을�떨어뜨

린�항우울제인�롤리프럼Rolipram을�주사했다. 이�물질은�포스

포디에스테라제phosphodiesterase-4라고�불리는�효소를�차단함

으로써�사이클릭cyclic-AMP의�기능�정지를�저지한다. 약이�

노화하고�지친�뇌세포를�강화할�것이라고�기대했다. 1980

년대�후반에�개발된�롤리프럼은�잘�듣지�않았고�메스꺼움

과�구토를�일으켰기�때문에�결코�기대는�이뤄지지�않았다. 

그러나�롤리프럼을�투여한�노화�쥐는�미로에서�더�빠르게�

길을�찾아�나서기�시작했다. … 캔들은�친구이자�하버드의�

노벨상�수상자이자�바이오젠사Biogen를�설립한�월터�길버트

Walter Gilbert와�333이�놀랄�만한�결과를�공유했다. 길버트는�옥

44) http://www.forbes.com/global/2002/0204/060_print.html를�참조(2004년�6월�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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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드�바이오사이언스�파트너스사Oxford Bioscience Partners의�

조너선�플레밍Jonathan Fleming이라는�벤쳐�캐피털리스트에게�

연락했고, 그한테서�메모리�파머슈티컬스사의�설립을�위해�

3800만�달러의�지원을�받았다. E103 당시�바이에르사Bayer에

서의�치매�연구의�수장이었던�엑셀�운터벡Axel Unterbeck은�대

표이사의�계약에�서명을�했다. 현재는�메모리�파머슈티컬

스사의�연구소장을�맡고�있는�운터벡은�“나는�깜짝�놀랐다. 

이런�데이터는�본�적이�없다”고�말한다. … 현재�캔들은�뇌

의�기억중추를�표적으로�하면서도�구토작용을�담당하는�부

위를�피하는, 롤리프럼과�비슷한�약을�고안하고�있다. 포스

포디에스테라제-4의�20 종류의�변종variant 중�몇�가지는�상이

한�역할을�한다는�게�드러났다. 메모리�파머슈티컬스사의�

연구자는�각�변종이�발견된�뇌의�부위를�신중하게�매핑했

다. 해마에만�있는�변종을�차단하는�실험적인�시약이다. 동

물실험에서�이�화합물은�심각한�부작용�없이�롤리프럼과�

똑같은�효과를�나타냈다. 인간에�대한�최초의�임상시험은�

약�18개월�뒤로, 알츠하이머병�환자가�대상이�될�가능성이�

높다. 운터벡은�“만약�안전성을�확인할�수�있다면�시장�규

모는�계산할�수조차�없을�것이다”고�말했다.

윤리학자�중에는�카스나�후쿠야마를�쫓아�이런�‘금지약물�사용dop-

ing practices’의�확산이�지닌�영향implications에�관심을�갖는�사람도�있다

(Butcher 2003). 영양제를�판매하는�영리기업�라이프�엔핸스먼트�

프로덕트사Life Enhancement Products Inc.의�웹페이지에는�이런�대립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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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홍보�담당자로서�하버드�대학교의�인지・교육학�교수인�

하워드�가드너Howard Gardner의�말을�인용한다. “우리가�눈치�챘을�때

는�이미�너무�늦었을�것입니다”라고�가드너는�말한다. “저는�이러

한�변화가�멈출�수�있을�것�같지�않다고�생각하지만, 인구의�정규�

분포�내에�자리할�수�있는�개인들의�인지능력을�증강하는�데�반대

하는�사람들은�당당하게�일어나서�의견을�개진해야�합니다. 우리

는�그저�변화를�가져올�수�있을�겁니다.” 그러나�라이프�엔핸스먼

트�프로덕트사�측에서�보면, 우리�자신의�능력을�향상시키는�것은�

자유의�문제이다. 즉, “정반대의�윤리적�입장에�있는�사람들도�당

당하게�일어나서�의견을�개진합시다. 더�똑똑해지기로�선택하고�

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사람들을�자유롭게�둡시다. 당신의�관심

이�오래�전에�이런�친-인지적�결론에�이르게�했다는�점을�자랑스

럽게�생각하세요. 당당하게�일어나서�다른�사람들에게도�알리세

요. ‘약물�사용doping’ 등의�논조에�현혹되어서는�안�됩니다. ‘스마트

화Smarting’가�나아갈�길입니다.”45)

   인지�능력�증강은�오늘날�신경윤리학의�334주된�관심사�중�하나

다(Caplan and Farah forthcoming, Farah 2002, Wolpe 2003). 인간은�오

랫동안�자신의�인지기능을�증강시키는�다양한�수단을�사용했다

고�폴�울프Paul Wolpe는�지적한다. “우리는�아이를�학교에�보내고�시

를�암송하고�교육�프로그램을�발전시키고�치료를�하고�어휘력을�

45) 그들의�웹사이트상에�있는�윌�블록의�기사를�참조. “Academic Doping: The 

Wave of the Future: Drugs to Improve the Learning Process,” at 

http://www.life-enhancement.com/LE/article_template.asp?ID=872 (accessed June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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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게�하고�소설을�읽고�…, 혹은�시험�전에�잘�자도록�노력하

고, 물고기�같은�‘뇌에�좋은�음식’을�먹기도�한다�…, 이�모든�행동은�

어느�정도, 신경학적�성능의�이상적�수준을�조장하거나�지지할�환

경이나�정신�상태, 혹은�향상된�기능을�창출하기�위한�것이

다”(Wolpe 2002:391). 울프에게는�뇌의�신경화학적, 구조적, 혹은�

전기적�성분에�대한�직접적인�관여야말로�현대의�증강�기술을�두

드러지게�하고�새로운�윤리학적�과제를�제기한다. 그러나�E104 울

프와�동료들은�공평equity에�대한�우려를�가진�사람들로부터�표현되

는�관심사에�수긍하지�못하고�있다. 왜냐하면�“충분한�영양�상태

부터�질�높은�학교까지, 사회경제적�지위achievement의�격차에�관여하

는�다른�증강�형식과�비교하면�신경인지학적�증강을�공평하게�분

배하는�편이�훨씬�쉽기”(Farah et al.2004:423) 때문이다. 실제로�윤

리문제가�해결되기를�기다릴�것도�없이, 기능성�식품, 다른�식료

품, 첨가물, 비타민, 인지기능을�증강시키는�기술은�그�효능에는�

크게�의문이�들지만, 이미�막대한�시장을�형성하고�있다고�이들은�

지적하고�있다.

   울프의�지적처럼�이�개발�중인�신경학적�기술이�중요한�것은, 이�

기술들이�할�수�있을�것�같은�것, 혹은�할�수�없을�것�같은�것�때문

이�아니라, 우리가�현재�그렇게�존재한다고�생각하거나�그렇게�될�

수�있다고�생각한�자기들의�종류에�직접�관여하도록�강제하기�때

문이다(Wolpe 2002:394). 그러나�사회적・생명적�규범에�관한�캉길

렘의�구별과�관련해�이미�논했듯이, 인간의�신체와�정신이�자연적

인�생명적�질서라는�공준에�기초해�치료와�증간을�어떻게�구별하

더라도, 생물학자에게�아무리�바람직한�것일지라도, 이�구별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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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실패할�수밖에�없다. 이런�기술들을�적절히�제한한다는�문제

는�인간�본성이나�인간�존엄성�혹은�인위성의�거부에�호소하더라

도�해결되지�못할�것이다. 그러나�이것은�이러한�사고�스타일의�중

요성을�부정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이것들은�인간�존재로서�

우리가�누구이며, 우리가�무엇을�두려워해야�하며, 무엇을�희망할�

수�있는가�─ 합법적으로legitimately 욕망할�수�있는�것은�무엇이며, 

무슨�욕망은�합법적으로�부정될�수�있는가�─ 라는�물음을�제기하

기�때문이다. 다른�곳에서와�마찬가지로�여기에서는�생명�자체에�

관한, 우리를�우리의�출현하고�있는�삶의�형태에�열고�있는�가능성

에�관한, 그리고�우리�자신의�생물학에�관한�우리의�더�증대하고�

불가피한�책임에�의해�생겨난�딜레마에�관한�논쟁은�현대의�생명

적�정치vital politics의�영토인�과학, 기술, 상업, 소비의�엉망진창인�상

호작용�속에서만�해명될�것이다. 

출현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매핑하기〔지도그리기〕

여기에서는�출현하고�있는�삶의�형태�중�단�하나의�차원, 335즉�최

적화라는�차원에만�초점을�맞췄지만, 나는�지식, 권위, 테크놀로

지, 주체성의�새로운�짜임�형세configurations가�─ 분명�머뭇거리고�있

기는�하지만�─ 출현하고�있음을�보여주려고�노력했다. 이�많은�희

망은�실망으로�끝날�것이고, 공포는�근거�없는�것임을�알게�될�것

이다. 그리고�열광hype은�다른�영역�─ 아마�나노테크놀로지�─ 으

로�옮겨갈�것이다. 기대에�대한�부담에서�자유로워지고, 약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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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짐이�경감되면, 한정된�병증이나�한정된�약물반응을�위한�민감

성�검사는�명백히�루틴화되어�규범적인�의료실천에�편입될�것이

다. 이러한�상황을�에워싸고�거창하게�구는�생명윤리학의�담론에

서�자유로워지면, 정상화normalization와�증강enhancement의�구별은�겉으

로만�그럴싸한�것임을�알게�될�것이다. E105그러면�그러한�구별은�

어떠한�개입이�누구에게, 어떤�대가로, 어떤�효능과�함께, 안전장

치safeguards와�함께�이용�가능한가라는�더�온당하고�실용적인�물음

에�의해�대체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감성과�증강에�관한�논쟁은, 폭넓은�중요

성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 의학은�오랫동안�우리�자신을�철학

적・윤리학적으로�이해하기�위한�중심이었다. 그러므로�의학이�

변하면, 그�이해도�변하며, 우리�자신에�대한�새로운�존재론을�낳

게�된다. 이러한�새로운�삶의�형태, 우리가�어떤�종류의�인간persons

이고, 어떤�인간일�수�있고, 또한�어떤�인간이어야�하는가에�관한�

새로운�관념은�시장�및�주주�이익�추구라는�명령, 신체의�새로운�

상상력과�이를�산출하는�과정, 논문・상・지적�재산을�위한�생물

의학�연구자의�동기, 그리고�새로운�경제적�기회를�향한�정부의�기

대�등등이�겹겹이�상호�교차된�곳에서�출현하고�있다. 그러나�미

국, 그리고�그�정도는�아니더라도�영어권�국가들, 유럽, 일본에서�

이러한�경향은�자신들의�육신적somatic 자기와�가족의�육신적somatic

자기를�최대화한다는�이름으로, 의료자원에�대한�소비자로서의�

권리를�주장할�만큼의�재정적・문화적�수단을�가진�사람들이�끝

없이�요구함으로써�활기를�띠고�있다. 전문�지식과�주체성�사이에�

다양한�상호�작용이�생기고, 그리고�진정성authenticity, 자기실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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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이름으로�계산된�개입에�의해�자신을�개조・수정하는�것을�

금지하거나�혹은�그러한�욕망을�관리하는�것이�선진�자유민주주

의�체제에서의�‘자기의�통치’의�중심�과제였다(Rose 1989). 아마도�

새로운�것은�육신soma, 살flesh, 장기, 조직, 세포, 유전자배열, 개개인

의�분자적�신체성corporeality, 인간의�집합적인�이해와�조작이�중심에�

있다는�것이다.

   이제�오래�전�일이지만, 페미니스트가�“우리의�신체는�우리의�자

기들이다〔우리�자신의�것이다〕”라고�주장했을�때, 거기에서는�매우�상

이한�정치의�형태가�상정돼�있었다. 즉, 신체는�자연적인�대상, 소

외된�상황에서�구출되어야�하는�것, 전문가의�손아귀grasp로부터�되

찾아야�하는�것, 자신을�위해�알고�관리할�수�있는, 혹은�그렇게�해

야�하는�것이었다.46) 오늘날�우리의�신체는�1960년대와�70년대에�

이루어진�의학의�권위에�대한�비판이�예견할�수�없었던�336방식으

로�많이�관련된, 그러나�상이한�기획의�기초를�형성한다.47) 우리의�

일생과�모든�변화무쌍을�통해서�우리의�육신적somatic 실존을�의식

적이고�계산적으로�관리하고�유지하고�개조하고�조작하는�것은�

매우�시끄럽고�멈출�줄�모르는�대화의�주제가�되며, 지식・권력・

가치의�복합체를�조직하는�특징이�되며, 그리고�새로운�존재론의�

머뭇거리는〔숨은〕 잠재적�토대가�된다. 이런�의미에서�우리�신체는�

46) 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 Phillips, and Rakusen 1978.

47) 여기서�나는�정신적�능력들의�증강이라는�쟁점에�초점을�맞추었지만, 유사한�

쟁점은�신체의�상이한�부분들의�외과적�개조와�관련해서도�생긴다. Frank 2004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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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신의�것이�되며, 이�출현하고�있는�삶의�형태에�있어서�우

리의�기대, 희망, 개인적・집합적�정체성, 그리고�생물학적�책임에�

중심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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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스스로�움직이는�것의�생태학 *

노타카�데쓰시

346화가는�모티프로�선택한�세계의�측면을�꼼꼼히�스케치한다. 예

를�들어�한�나뭇가지의�성장�상태, 한�잎의�방향마저�소홀히�하지�

않는�철저한�사생은�필연적으로�수목의�존재를�성립시키는�주위�

공간과의�관계, 미풍의�산들거림이나�밝은�빛의�반사를�떠오르게�

만든다.1) 이른바�화가가�그리는�수목의�형태에�끌려가는�모습으

로, 화면�위로�주위�세계�전체가�한꺼번에�올라온다. 화가가�풍경�

등을�그릴�때�생기는�화면상의�통일성은�세계�그�자체의�통일성, 

세계의�사물�그�자체의�연속성에서�유래한다. 우리�눈에�세계의�풍

경은�소소한�이산적인�부분의�엄청난�무리로서가�아니라, 기복을�

가지면서도�연속된, 일관된�세계로�비친다. 눈에�보이는�개개의�현

상을�특징짓는�것은, 수목의�한�잎이�바람에�흔들리고, 밝은�빛을�

반사하는�관계의�연속�그�자체이다. 그리고�그것을�그리는�화가의�

행동이나, 그것을�보는�우리의�행위도�그�관계의�연속의�생성에�더

욱�더�삼켜지게�된다. 비유가�아니라, 나뭇가지�모양을�그리는�화

* 野中哲士, ｢みずから動くものの生態学｣

1) 高階秀爾, 「〈表紙解説〉 松の木 muison-so──現代アートの現場から」, 『本』 第

36卷 第1号, 2011년�1월, 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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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붓놀림이나�잎의�흔들림을�바라보는�우리�시선의�움직임은, 

가지나�잎이�빚어내는�배치관계와, 그�변화의�패턴에�나타나는�공

기의�흐름�등을�법칙적으로�비춰준다.2)

   세계의�통일성을�반영하면서도, 화가의�행동�질서는�어떤�의미

에서도�수동적으로�야기된�반응이�아니다. 밝은�빛이�반사되어, 바

람에�살랑거리는�가지를�보는�것은�두�눈이�실린�머리를�그곳으로�

향해�수정체의�초점을�스스로�맞추지�않고는�할�수�없다. 혹은�나

무가�우거진�산의�능선이나, 잎사귀의�잎줄기에�이르기까지, 세계

의�어떤�측면이나�어떤�스케일에�주의를�기울여�자신의�시선이나�

붓놀림을�동조하게�할�것인가는�전혀�강요되는�게�아니다. 게다가�

화가의�자세에는�수목이나�화면을�보는�데�참가하는, 머리의�흔들

림을�억제하고, 시야를�안정시키는�신체�운동의�조직이�자연스럽

게�347 생겨난다.3) 이러한�자세는�무자각이더라도, 입력에�대한�기

계적인�반응으로�환원될�수�없는�끊임없는�능동적�조정의�측면을�

가진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또한, 이런�조직을�초래하는�능동성을�

내적인�것으로서, 주위로부터�분리된�것으로�한정할�수도�없다. 애

당초�빛을�반사하고�흡수하고, 결〔질감〕을�가진�표면과, 표면의�결

〔질감〕과�법칙적으로�대응하는�빛의�차이의�구조가�실제로�거기에�

2) R.C. Miall and John Tchalenko, “A Painter’s Eye Movements : A Study of Eye and 

Hand Movement During Portrait Drawing”, Leonardo, 34, 2001:35-40.

3) 野中哲士・西崎実穂・佐々 木正人, 「デッサンのダイナミクス」, 『認知科学』, 第

17卷 第4号, 2010년�12월, 691-7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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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우리는�안구�수정체의�초점을�자유롭게�어딘가에�맞출�수

조차�없다. 예를�들어�시야�안이�완전히�균질하고, 결〔질감〕이�없는�

상황을�인공적으로�만들면, 안구�운동은�질서를�잃고, 시선은�정처�

없이�방황한다고�알려져�있다.4) 우리는�스스로�움직이면서도�동

시에, 그�행태는�이른바�근저부터�세계의�조직으로�꿰매져�있다. 

먹거나�호흡하는�것뿐만�아니라, 예를�들어�‘보는’ 것�같은�일견�환

경의�자원을�전혀�소비하지�않는�행위에�있어서도, 주위에는�그�능

동성이�발판으로�삼는�질서가�있다. 

   그렇다면�스스로�움직이는�것을�세계의�질서에�꿰매�넣는�실이

란�도대체�어떤�것일까? 이�글에서�생각하고�싶은�것이�이�점이다. 

   생물의�행태와�세계를�묶는�관계가�고찰될�때, 자주�강조되는�것

은�그�복잡함이다. 때때로�세계에서�우리의�행태는�자연�대�문화, 

진화�대�역사, 물리적�세계�대�현상적�세계�같은�도식으로�구분된�

체계로부터의�출력이�복잡하게�상호작용한�결과로�그려진다.5) 그

러나�화가의�예를�계속�든다면, 세계를�물끄러미�바라보고, “이�얼

마나�복잡한�풍경인가”라고�경탄하는�화가가�있을까? 눈으로�본�

광경에�대해, 많은�것이�화가의�마음을�울릴지도�모르지만, 그것은�

아마�‘복잡함’이�아닐�것이다. 전체로서�하나의�연속체를�이루는�

세계가�존재론적으로, 분석적으로�분리해�버리는�것에�앞선다는�

것을�스치케를�하는�화가는�당연한�것으로�알고�있다. 화필畵筆로�

4) James J.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9, p53.

5) Tim Ingold, “Anthropology Comes to Life”, General Anthropology, 17 (1),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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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개성을�사로잡으려�할�때, 화가는�자연스럽게�그�시선을�무

한한�표출의�연속이�장소를�차지하는�세계로�향하게�한다. 인류학

자�팀�인골드(1948년�생)는�현대과학이�강조하는�“복잡한�상호작

용”이란, 어쩌면�애당초�일관되어야�할�세계로부터�다양한�요소를�

인공적으로�구별하여�독립된�대상으로�만들어낸�후, 그것들을�어

떻게든�다시�한�번�인공의�끈으로�연결하여�원래대로의�살아있는�

세계를�재조립하려고�할�때�비로소�생기는�문제가�아니냐고�지적

했다.6)

   우디�앨런의�코미디에�이런�얘기가�있다고�한다.7) 그는�영국에

서�구입한�롤스로이스를, 관세를�내지�않고�어떻게든�미국으로�들

여오려다가�묘안을�생각해냈다. 그렇다, 차를�해체하고, 조각난�부

품을�따로�포장하고, 그�하물을�‘전위조각’이라고�세관에�신고하면�

된다. 감쪽같이�비과세�예술작품으로�세관을�통과한�부품을�그는�

기쁘게�다시�조립한다. 그런데�완성된�것은�무려�348 200대의�재봉

틀이었다. 다시�한�번�처음부터�재조립하자, 이번에는�거대한�잔디�

깎기�기계가�되었다. 아무리�열심히�해도, 부품은�원래의�롤스로이

스로는�결코�돌아가지�않았다. 

    롤스로이스는�어디에�있고, 거대한�잔디�깎기�기계는�어디서�생

겼을까? 여기에서는�스스로�움직이는�행동에�비춰지는, 표출의�연

속이�장소를�차지하는�세계에�눈을�돌리는�것과�동시에, 그것을�분

6) Tim Ingold, Being Alive :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Routledge, 

2011, p.232.

7) Robert Rosen, Essays on Life Itself,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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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것의�귀결에�대해�몇�가지�측면에서�소묘하고�싶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여지는 것

뉴턴은�관성과�중력에�대해�다음과�같이�말했다. 

중력이�물체에�본질적인�것이라고�나는�조금도�주장하는�

것이�아니다. (물체의) 고유한�힘이라고�할�때, 관성의�힘(vis 

inertiae) 이외의�그�어떤�것도�의미하지�않는다. 그것은�불변

의�것이다. 그런데�물체의�중력은�물체가�지구에서�멀어짐

에�따라�감소한다.8)

관성의�힘은�수동적�동인이며, 물체는�그것에�의해�그�운동�

또는�정지를�지속하고, 그것에�가해지는�힘에�비례한�운동

을�받아들이고, 또한�받은�저항만큼�저항한다. 이�동인만으

로는�세계에�아무런�운동도�있을�수�없을�것이다. 물체를�운

동시키려면�뭔가�다른�동인이�필요했다. … 이�세계에서�발

견되는�다양한�운동은, 항상�감소하고�있음이�분명하기�때

문에, 능동적�동인에�의해�운동을�보존하고�회복할�필요가�

있다. 예를�들어�행성이나�혜성에�각각의�궤도상의�운동을�

계속하게�하고, 또�낙하하는�물체에는�큰�운동을�획득하게�

8) 뉴턴, �자연철학의�수학적�원리들(自然哲学の数学的諸原理)�, 河辺六男 訳, 河

辺六男 책임편집��ニュートン�(｢世界の名著｣ 26), 中央公論社, 1971년, 427頁. 또

한�원문�vis inertiae는�河辺 번역에서는�‘관성력’이지만�인용문처럼�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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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중력이라는�원인이다.9)

가해진�힘에�저항하여�운동�상태를�지속하려는�성질인�관성은�물

체의�관성�질량에�의존하며, 외부�힘의�유래를�불문하고, 외부로부

터�분리하여�정의할�수�있다. 이런�점에서�뉴턴은�관성의�힘(vis in-

ertiae)을�물체의�‘고유한�힘’이라고�부르고, 그�물체에�본질적인�것

으로�삼는다. 한편, 물체가�그�외부로�향하거나, 외부의�물체와�맞

닿는〔서로�끌어당기기도�하는〕 힘은�필연적으로�외부의�맥락을�언급한

다. 

   앞서�인용한�뉴턴의�주장은�다음�두�가지다. (1) 맥락에�의존하여�

변화하지�않고, 세계와�독립해서�객관적으로�정의할�수�있는, 물체

에�본질적인�고유한�힘은�수동적�동인이다. (2) 수동적�동인만으로

는�세계에�운동이�있을�수�없다. 이�두�가지�주장으로부터�도출되

는�하나의�귀결은, 주위의�맥락으로부터�독립하여�대상화되는�물

체의�성질은, 이�세계에서�발견되는�운동을�설명하지�못한다는�것

이다. 

   수리생물학자�로버트�로젠(1934-98년)은, 이와�비슷한�구도가�20

세기�초�멘델의�유전자에�관한�논의에�등장했다고�지적했다.10) 물

리학자�막스�델브뤽은�존슨�잡음熱雑音11)을�견딜�수�있는, 섭동摂

9) 뉴턴, �광학(光学)�, 島尾永康 訳, 岩波書店(岩波文庫), 1983년, 349-51頁. 앞의�주

석과�마찬가지로, vis inertiae는�‘관성의�힘’으로�바꿨다. 

10) Rosen, Essays on Life Itself, pp.5-32.

11) [옮긴이] 존슨�잡음�또는�열잡음(熱雑音, thermal noise)은�저항�체내의�자유�전

자의�불규칙한�열�진동(브라운�운동)에�의해�생기는�잡음을�가리킨다. 또�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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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12)에�349저항하는�성질이�있어야�한다는�것을�근거로, 멘델의�유

전자가�분자라고�주장했다. 반면, 똑같이�물리학자인�엘빈�슈뢰딩

거는, 델브뤽의�논의의�정당성을�인정하면서도, “델브뤽의�분자�

모형은�완전히�일반적인�형태�그대로는, 유전�물질이�어떤�작용을�

하는지에�대해�아무런�실마리도�주지�않는다”13)고�말하고, 델브뤽

의�분자�모형이�섭동에�저항하여�상태를�지속하려는�관성적인�성

질의�기술에�불과하다고�내비쳤다. 슈뢰딩거가�암암리에�시사한�

것은�델브뤽의�논의의�배후에는, 분자라는�구조를�가진�유전자가, 

언제�생물의�행태를�이끄는�“힘”이�될�것인가라는�문제가�고스란

히�남아�있다는�점이었다. 

   로젠에�따르면, 생물학에서�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구조-기능�

문제의�배경에는, 주위�환경에�의존하지�않는�형태로�생물을�객관

적으로�정의하려고�할�때�남는�것은�‘움직여지는�것’으로서의�성질

뿐이라는�사정이�있다. 

   예를�들어�우리의�신체�운동을�생각해보자. 한편으로�나의�신체

는�질량을�가진�물질에�의해�구성되어�있으며, 움직여지는�대상으

원천(신호�원천)으로부터�회로에�입력되는�잡음�전력을�입력잡음전력이라고�

하며, 잔기통신�분야에서�증폭기�잡음�계산에서는�오직�이것만이�사용된다. 

12) [옮긴이] 1) 태양의�인력을�받아�타원궤도�상에서�움직이는�태양계의�천체가�

다른�행성의�인력을�받아�타원궤도에서�어긋나는�것. 2) 역학계의�운동을�기술

하는�해밀턴�함수가�비교적�간단한�주요부분�외에�포함하는, 작은�부가항. 전자

가�정하는�운동에�약간의�교란을�가하는�것으로�간주하여�말한다.

13)  E . 슈뢰딩거, �생명이란�무엇인가�: 물리적으로�본�생세포(生命とは何か──

物理的にみた生細胞)�,  岡小天・鎮目恭夫 訳, 岩波書店(岩波新書), 1975년, 118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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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리학에서의�물체의�운동의�자연법칙에�근거한�것으로�특징

지어진다. 다른�한편으로, 관성을�지닌�신체의�움직임을�수의적随

意的, voluntary으로�지배하는�‘힘’의�원천으로서, 똑같은�나의�신체는�

특징지어진다. 이와�같이�둘로�나눌�때, 움직여지는�것으로서의�신

체의�성질, 예를�들어�해부학적�구조나�그�조성, 질량�분포�등은�주

위의�맥락과�독립적으로�특징지을�수�있다. 그러나�움직이는�‘힘’

으로서의�성질은�과연�어떨까? 물질로서의�신체는�언제�기능�혹은�

‘힘’의�기체基體로�전환될까?

   이�점에�대해�20세기�전반기, 러시아의�생리학자�니콜라이�A. 베

른슈타인(1896~1966년)은�힘줄에�신경계를�통해서�전해지는�‘운

동�지령’과, 그�결과로서�생기는�신체�운동�사이의�관계에�대해�엄

밀하게�조사했다.14)

   가령�하나의�골격근을�생각해보자. 힘줄은�강체剛體가�아니라, 말

하자면�고무�같은�탄성을�갖고�있다. 당연한�것이지만, 고무줄이�

느슨해진�상태와, 팽팽하게�당겨진�상태에서는, 조금�튕겼을�때�생

기는�장력이�크게�다르다. 비슷한�형태로, 관절에�가해지는�근장력

〔힘줄�장력〕의�모멘트는, 물론�신경에서�힘줄로�운동�지령이�전달하

는�활동�전위電位에�의존하지만, 동시에�힘줄이�강체가�아니기�때

문에, 이때의�힘줄의�길이와�길이�변화에도�의존한다. 힘줄은�관절

에�걸쳐�어깨뼈를�통해�뼈에�붙어�있기�때문에, 어떤�시점의�힘줄

의�길이와�그�길이�변화는, 그때마다�관절의�각도와�움직임에�의존

14) Nicholai A. Bernstein, The Co-Ordination and Regulation of Movements, Oxford: Pergamon, 

1967,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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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만일�외부�힘이�전혀�없고, 일군의�힘줄이�하나의�관

절에�걸쳐�붙어�있는�단순화된�상황이라�할지라도, 관절의�움직임

에�근장력이�미치는�영향은�신경에서�힘줄로�전달되는�운동지령

과�일대일로�대응하지�않으며, 이때�관절의�각도�및�움직임을�더한�

세�가지�변수의�함수가�된다. 

    관절에�가해지는�근장력의�모멘트는�신체의�움직임�그�자체가�

350아니다. 신체의�움직임의�변화, 즉�각�관절의�각角가속도는�근장

력과�비례하지만, 동시에�그�관절�주위의�지체肢體의�관성�모멘트, 

즉�회전에�대한�저항과는�반비례한다. 예를�들어�손에�무엇인가를�

쥐고�있거나, 말초�쪽의�부위가�약간�움직임으로써�지체의�질량�분

포는�즉각�변화하고, 그에�대응해�각�회전축에서�관절�주위의�관성�

모멘트는�시시각각�변화한다. 여기에서�처음으로, 외부�힘의�하나

인�중력을�고려하면, 팔을�들�때와�내릴�때�중력의�영향이�다르듯

이, 관절에�작용하는�중력의�모멘트는�그때의�관절의�방향이나�각

도에�의존한다. 더욱이�외부�힘은�중력뿐�아니라, 신체의�움직임에

는�구심력이나�마찰력�등�다양한�외부�힘이�작용하며, 이런�외부�

힘�전체를�사전에�예측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그런데�현실에서는�관절을�어떤�방향으로�움직이는�것은�하나

의�힘줄이�아니라, 복수의�힘줄로�이루어진�힘줄�군이며, 그�안에

는�두�개의�관절에�걸쳐�붙어�있는�힘줄도�있다. 그�때문에�실제로�

환경�내에서�구현되는�신체의�움직임에는�하나의�힘줄뿐�아니라, 

같은�관절에�걸리는�다른�힘줄�군의�상태뿐�아니라, 다른�신체�부

위의�그때의�자세나�움직임, 그것에�의해�예측�불가능하게�변화하

는�외부�힘�등�무수한�요인이�영향을�미친다. 그때마다의�초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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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차이와, 예측�불가능한�외부�힘의�존재�때문에, 신경계를�통

해�힘줄에�전해지는�동일한�운동지령이, 상황에�따라서는�완전히�

다른�신체의�운동을�생기게�하거나, 완전히�다른�운동지령이�동일

한�운동을�생기게�한다. 

    전통적으로�생리학에서�신체의�수의隨意운동은�중추신경계에

서�운동이�계획되고�중추신경계로부터의�운동�지령이�말초신경

을�거쳐�힘줄에�전달됨으로써�지배된다고�여겨졌다. 이�전제에�근

거하면, 우리의�신체�운동은�운동지령을�내릴�때까지의�내적인�활

동에�의해�생긴�결정을�실행한�결과가�되며, 신체를�움직이는�주체

는�중추신경계에�격납되게�된다. 그러나�베른슈타인이�엄밀한�검

토를�거쳐�도달한�결론은, 신경계로�전달되는�운동�‘지령’은, 그�유

래를�불문하고, 결코�환경�내에서의�신체�운동을�‘지배’할�수�없다

는�것이었다. 달리�말하면, 베른슈타인이�제시한�것은, 신체�운동

의�주체를�주위�세계에서�분리된�곳에�격납하면, 환경�내에서�신체�

운동은�금세�질서를�잃는다는�역설이었다. 

    내부로부터�나오는�운동�지령에�신체운동의�질서를�귀속시킬�

수�없다면, 우리의�일상적�행태의�질서는�도대체�무엇에서�유래하

는�것일까? 예를�들어�그것은, 공간�내에서�신체�부위의�위치를�일

정한�방식으로�변화시키기�위해서는�어떤�근육에�어떤�운동�지령

을�내리면�좋은가라는�예측을�통계적으로�행하는�모델을, 몇�번이

고�같은�움직임을�반복함으로써�뇌�안에�획득하고, 그�예측�오차를�

줄이는�것에�따른�것일까? 만약�그렇다면, 우리의�신체�운동은�서

서히�로봇처럼�정확하게�스테레오타입으로�변해갈�것이다. 그러

나�숙련자라고�불리는�스포츠�선수나�직공의�운동에서�보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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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때때로�351정반대의�사태이다. 

    예를�들어�인도에�홍옥수紅玉髄라고�불리는�돌을�쇠말뚝과�망치

로�정확하게�성형하여, 인더스�문명�무렵부터�볼�수�있는�타원형�

비즈〔beads, 목걸이나�염주・묵주〕를�제작하는�장인들이�있다. 필자를�포

함한�연구진은�인간�문화재급의�일군의�장인에�의한�해머�조작에�

있어서�팔�운동을�현장에서�계측했다.15) 실제로�운동을�계측해서�

알게�된�것은�인간�문화재급�장인이�망치로�돌을�칠�때�팔의�여러�

관절�각도의�조합�패턴은�스테레오타입과는�거리가�멀고, 오히려�

일반�장인보다도�훨씬�다양하고, 신체�운동�패턴의�다양함�자체가�

숙련�장인들의�특징이�되고�있다는�점이었다. 망치로�돌을�두드리

는�똑같은�일을�수십�년�동안�반복해서�실행해온�숙련자일수록, 망

치로�돌을�두드릴�때의�신체�운동�패턴이�다양하다. 그러나�다른�

한편으로, 숙련자는�일반�장인은�흉내�낼�수�없을�듯한�길쭉한�비

즈〔구슬〕를�망치로�안정적으로�튕겨낸다.  

   장인이�성형하는�홍옥수는�이�지역에�펼쳐진�용암�퇴적의�틈새

로�미립자인�규산�광물이�침전되면서�생긴�것이다. 그래서�홍옥수

는�결이�미세하고�균질이며, 특정하게�갈라지기�쉬운�방향성을�갖

지�못하고, ‘조개껍질�모양의�단구’라고�불리는�독특한�깨짐을�보

인다. 망치에�의한�성형에서는, 이�조개껍질�모양의�단구의�파괴�

15) Elena V. Biryukova and Blandine Bril, “Organization of Goal-Directed Action at a 

High Level of Motor Skill : The Case of Stone Knapping in India,” Motor Control, 12 (3), 

2008 : 181-209 ; Tetsushi Nonaka and Blandine Brill, “Nesting of Asymmetric 

Functions in Skilled Bimanual Action : Dynamics of Hammering Behavior of Bead 

Craftsmen,” Human Movement Science, 35 (4). 2012 : 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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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의�원리를�따라서, 타점이나�힘이�미세하게�조정된다. 

    용암대지가�가져온�조개껍질�모양의�단구라는�성질은, 홍옥수

를�성형하는�장인에게�이용가치를�갖고�있다. 당연한�것인데, 장인

들이�하는�일은�어떤�방식으로�몸을�움직이는�것이�아니라, 각�공

정의�요청에�부합하는�형태로, 이러한�주위�환경이�주는�가치에�자

신의�행동을�유연하게�링크시킴으로써�구슬〔비즈〕을�성형하는�것

이다.

    비슷한�사실은�도처에서�발견된다. 예를�들면�유아는�생후�며칠�

째에�자발적인�발차기를�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운동�패턴이�일정

하지만, 몇�달�후에는�관절�간�협조�패턴에�아주�다양한�변동이�보

이게�된다.16) 이러한�변화를�거쳐�이윽고�획득되는�보행은�사지의�

움직이는�방식�그�자체의�획득이�아니다. 오히려�발달�과정에서�그

때그때�할�수�있는�것을�총동원하고, 중력�같은�이용�가능한�주위�

환경의�구조에�자신의�행동을�연결해두고, 한편으로는�두�발로�신

체를�지탱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중심을�앞으로�쏠리게�해�균형

을�무너뜨림으로써�전방으로�나가기�위한�추진력을�산출해내는�

것이다.17)

    우리�신체가�주위�세계로부터�일단�분리되면, 세계에서�우리의�

행동�질서는�세계의�구조를�사상捨象한, 3차원�좌표계�같은�추상공

16) Esther Thelen and Linda B. Smith, A Dynamic Systems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Cognition and Ac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94.

17) Yvon Brenière and Blandine Bril, “Development of Postural Control of Gravity 

Forces in Children During the First 5 Years of Walking,” Experimental Brain Research, 

121 (3), 1998 : 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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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신체�부위의�위치변화의�제어�문제로�뒤바뀌고, ‘움직여지

는’ 신체를�움직이는�주체는�중추신경계를�기점으로�삼아�근육으

로�전해지는�운동�지령을�내리게�된다. 그런데�현실에서�운동�‘지

령’은�결코�공간�내의�신체�운동을�일의적으로�지배할�수�없다. 그�

때문에, 보통�수단으로는�알�수�없는�복잡한�예측이나�계산을�실시

하는�다양한�거대�잔디�깎기�기계가�고안되고, 계산기�내에서�시뮬

레이션된다. 352 그리고�예를�들어�“인공적인�신경회로는�실제�소

뇌의�신경회로에�비하면�훨씬�간단한�구조로�되어�있기�때문에, 소

뇌에�… 모델이�있어서도�전혀�이상하지�않다”18) 같은�상정이�이

뤄진다. 

   베른슈타인의�패러독스는�환경�내에서�스스로�움직이는�우리�

행동을�파악하기�위해서는, 주위�환경의�구조를�사상捨象한�추상�

공간에서�신체�운동의�궤도�생성에�대해�탐구하는�방식이�불충분

하다는�것을�시사한다. 그�이유는, 베른슈타인의�말을�빌린다면, 

“목적을�수행하는�행위의�조직을�규정하는�것은, 운동�지령에는�

있을�수�없고�… 또한�운동�지령과�실제�운동의�일치�및�불일치를�

알리는�감각�입력일�수도�없다. 이러한�감각�입력은�… 〈무엇이�이

뤄져야�하는가〉에�대한�정보를�포함하지�않기�때문이다.”19) 다른�

식으로�말하면, 이런�방법이�불충분한�것은, 우리의�행동이, 그것

이�내장된�세계�속에서�“무엇이�이뤄져야�하는가”라는�외부의�의

18) 川人光男・銅谷賢治・春野雅彦, 「소뇌가�획득하는�내부�모델(小脳が獲得す

る内部モデル)｣, 『科学』 第70卷 第7号, 2000년�7월, 600頁. 

19) Bernstein. The Co-Ordination and Regulation of Movements,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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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가치의�장과�분리할�수�없기�때문이다. 

    다만, 이것은�우리�행동의�‘심적’ 구성물로서의�가치를�무시하고�

‘물리적’ 측면에�주의를�기울이는�것으로는�불충분하다는�것이�아

니다. 앙리�베르크손이�“자연계에는�순수하게�내적인�목적성도�없

고, 절대적으로�분리된�개체성도�없다. … 목적성을�줄여서�생물�

개체로�한정하려고�해도�어쩔�수�없을�것이다”20)고�지적한�대로, 

오히려�문제는�생물의�행동이�향하는�바의�가치를, 버림받은�환경

의�질서를�메우려는�형태로, 닫힌�개체�안에�모두�짊어지게�하는�

데�있다. 

   뉴턴주의자인�크라크에게�보낸�일련의�편지에서�라이프니츠가�

거듭�설명했듯이,21) 만일�주위�환경에서�구조가�사상捨象된, 용기容

器로서의�절대공간이�존재한다면, 공간�내�물체의�내부에도�외부

에도, 선택이나�변화가�생기는�충분한�이유를�찾을�수�없다. 주위�

맥락에서�독립적으로�대상화되는�성질이�이�세계에�발견되는�운

동을�설명하지�못하게�되는�문제의�근원은, 맥락에�의존하지�않는�

성질을�대상의�‘본질’과�동일시하는�것이�불가피하게�초래하는�주

위의�관계의�장의�사상捨象에�있을�것이다. 

반응의�두�가지�베리에이션�

20) 베르크손, 『창조적�진화(創造的進化)』, 真方敬道 訳, 岩波書店(岩波文庫), 1979

년, 67頁. 

21) Gottfried Wilhelm Leibniz,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 a selection translated and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Leroy E. Loemker, Dordrecht ; Kluwer Academic, 1989, 

p.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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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본�예에�공통되는�문제�상황이�암암리에�시사하는�것은, 우

리가�경험하는�바와�같은�세계가�실은�다양한�자연과학적�사고를�

성립시키고�있다는�전제에�근거하여�해석되고�한정될�수�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는�자연과학의�어떤�특정한�영역�내에서의�요청

을�바탕으로�행해지는�세계의�서술이�그대로�우리가�경험하는�세

계�전체를�뒤덮을�것으로�여겨지는�자의성을�엿볼�수�있다.  

    우리의�행동이�공간�내의�물체(신체)의�위치�변화로�대상화될�

때, 움직이는�가상의�동인의�소재지를�신체의�외부에서�내부에�이

르는�식으로�변화시켜�봤다고�한다. 신체의�외부에�동인을�둘�때, 

우리�행동은�외부로부터의�353자극에�의해�기계적으로�조종되는�

것으로�간주된다. 한편으로, 신체의�내부에�움직이는�주체를�둘�

때, 우리�행동은�의사결정에�기초한�지령에�의해�야기된�결과로�여

겨진다. 물론�이�모든�경우에, 우리의�행동은�스스로�움직이는�것

이�아니라, 신체�외부�혹은�내부에�있는�‘움직이는�것’에�의해�‘움직

여지는’ 반응의�두�가지�베리에이션variation에�지나지�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예를�들어�자극-반응이라는�행동�모델과�갈라서

려는�기획은�선험적�주체를�상정하는�관념론이나�생득론�같은, 또�

다른�반응의�베리에이션과도�간단하게�결합된다.22) 한편, 마음이

라는�신비로운�에이전시agency를�과학에서�배제하려는�시도는, 외

부의�자극에�대한�반응을�행위를�구성하는�유닛으로�상정하는�기

계론과�즉각적으로�결합되어�버린다.23) 심리학에서�우리�행동의�

22) George A. Miller, “The Cognitive Revol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 (3). 2003: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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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측면을�건져내려는�시도는, 마치�진자처럼, 반응을�불러일

으키는�가상의�주체를�외부와�내부�사이에서�왕복시키는�것으로�

시종일관해�왔다고�말해도�좋을�것이다. 

    이러한�양극화의�한�가지�표현에는�수의적随意的 운동과�불수의

적不随意的 운동이라는�구별이�있다. 오늘날�수의적�운동과�불수의

적�운동은�그�원인의�차이로부터�구별할�수�있으며�또�구별되어야�

한다는�견해가�생리학, 심리학, 신경과학, 철학에서의�논의에서�널

리�일치된�전제가�되고�있다.24) 거기에서�불수의�운동은�신체적, 

혹은�외적�원인을�가진�한편, 수의�운동은�자각적인�의지에�그�원

인을�갖는�것으로�상정된다. 

    그러나�아무리�오늘날�널리�받아들여지고�있다고�해도, 이�구별

은�우리�생물이�하는�행동의�현실에�입각한�것은�아니다. 예를�들

어�현대의�자세�연구에서는�우리의�자세�조정이�자각적인�의지에�

의한�제어도, 자극에�대한�기계적인�반사도�아니고, 환경의�구조와�

커플링하는�능동적인�조정이라는�것을�보여주는�뚜렷한�증거가�

있다.25)

    미국의�철학자이자�심리학자였던�에드워드�S. 리드(1954-97년)

23) Edward L. Thorndike, Animal Intelligence: Experimental Studies, New York: 

Macmillan,1911. 

24) 中村隆一・齋藤宏・長崎浩, 『기초운동학(基礎運動学)』(第6版), 医歯薬出版, 

2002년, 83頁. 

25) Thomas A. Stoffregen, L., James Smart, Benoît G. Bardy, and Randy J. Pagulayan, 

“Postural Stabilization of Look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5, 1999: 164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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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러한�원인의�차이에�의해�수의�운동과�불수의�운동을�구별할�

수�있다는�견해가�우리의�행동을�“스스로�움직이는�것”으로서�파

악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는�“이론의�구속복”으로서�기능해�왔

다고�말하고�있다.26) 그리고�그�배경에는�이런�형태로만�논의할�수

밖에�없는, 미리�가능한�해답의�폭을�한정해버리는, 의지를�둘러싼�

데카르트의�문제설정이�있다고�한다. 

    리드가�주목하는�데카르트의�논의에서�전제�중�하나에는�무한

한�의지와�신체의�한계라는�대비contrast가�있다. 데카르트에게서는�

일견�상반되는�두�개의�주장이�나온다. 첫째, 정신의�유일한�작용, 

혹은�적어도�정신의�주요한�작용인�우리의�의지가�직접적으로�그�

기능을�수행하는�신체�부분은�오직�뇌의�가장�깊은�부분(송과선)

이며, 정신이�직접적으로�그�기능을�수행하는�장소는�신체�전체�중

에서�이�선�외의�어디에도�있을�수�없다고�간주된다.27) 둘째, 의지

는�그�어떤�354한계에�의해서도�한정되지�않고, 그것�이상으로�큰�

것을�생각할�수�없을�정도로�큰�능력으로�간주된다.28) 즉, 우리의�

의지는, 그�기능을�수행하는�장소가�매우�한정된�한편, 그�어떤�한

계에�의해서도�한정되어�있지�않는�능력이다. 이런�대비를�보여주

는�형태로, 데카르트의��정념론�의�1부는, 우리�신체의�모든�운동

이�정신에�의존하는�것은�아님을�보여주는�일련의�논의에서�시작

26) Edward S. Reed, “The Trapped Infinity: Cartesian Themes about Volition,” 

Philosophical Psychology, 3, 1990: 101-123.

27) 데카르트, 『정념론(情念論)』, 谷川多佳子 訳, 岩波書店(岩波文庫), 2008년, 32頁. 

28) 데카르트, 『성찰(省察)』, 山田弘明 訳, 筑摩書房(ちくま学芸文庫), 2006년, 8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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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물론�이�두�가지�주장의�모순은�‘정신’과�‘물체’라는�두�가지�존재

의�구별에�의해, 적어도�데카르트에게는�해결된다. 우리의�의지는, 

정신에�있어서�무한하며, 우리의�신체를�포함한�물체에�있어서는�

매우�제한되어�있다. 데카르트에게서�의지는�모두�정신의�능동이

며, 의지는�정신에만�전적으로�의존하는�한편, 그것이�신체에�있어

서�종결될�때, 의지하는�자의�사지�운동에서�그�영향이�간접적으로�

드러나는�것이다. 

    여기에서�리드는�현대에서�다양하게�변주되는�데카르트의�주

제를�본다. 능동적�행위로서의�의지는�세계에서�변화를�낳게�하는�

것이�아니라, 우리의�사고를�향하게�하는�원인이�되고�있을�뿐이

다. 물론�의지에는�“정신�그�자체�속에서�종결되는�정신의�능동”과, 

“신체에서�종결되는�능동”이�있다.29) 신체의�물체적�원리와�정신�

사이의�교통에�대해서는, 정신이�뇌�내의�국소에�있어서�미세한�것

의�운동의�흐름에�변화를�일으킨다는�유일한�경로를�데카르트는�

남기고�있다. 이것은�행위하고자�능동적으로�의지하는�것이�모종

의�사고를�가진�것일�뿐이며, 그것은�신체의�운동으로�종결되는�듯

한, 정신이�결합된�뇌의�국지적�상태의�변화�원인이�되는�사고라는�

것을�의미한다. 

    다른�한편으로, 우리가�의지의�관여�없이�행하는�모든�운동(호

흡, 보행, 음식�등을�꼽을�수�있다)은�시계의�운동이�스프링의�힘과�

톱니바퀴의�형태에�의해서만�생기듯이, 그저�지체肢體의�구조와�물

29) 데카르트, 『정념론(情念論)』, 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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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원리에만�의존하는�기계적인�것이다.30) 우리�안에�있는�모든�

사고는�정신에�속하며, 또�우리�운동의�모든�것은�사고에�의존하지�

않는�한, 신체에만�속한다. 그러나�동시에�사고의�기능�중에는�물

체적�원리에�기초한�신체�기계의�운동을�방향짓는�것도�있다. 여기

에, 신체라는�기계를�움직이는�원인의�차이로부터�구별되는�수의�

운동/불수의�운동이라는�개념상의�구분이�나타난다.31)

    뇌의�국지적인�상태를�변화시키는�사고를�이끄는, 정신의�능동

으로서의�의지를�원인으로�하는�수의�운동과, 정신없는�기계적�원

리를�원인으로�하는�불수의�운동이라는�틀의�저편에서, 우리가�능

동적으로�자신의�주위에�있는�환경에서�무엇인가를�생성시키고�

있다고�할�가능성은�완전히�상실된다. 의지가�이끄는�사고가�당도

하는�곳은�의지하는�자의�신체기계이며, 의지작용이란�기계의�운

행을�뇌의�국지적인�변화를�통해�간접적으로�조타하는�것에�지나

지�않는다. 우리의�행동이�신체�기계를�움직이는�두�종류의�원인�

중�어느�하나에서�기인한다는�전제에서�출발하면, 우리의�행위가�

환경이나�사회와�자기�사이의�관계를�직접�형성하는�것이라고�할�

가능성은�355 더�이상�논의가�미치지�못하는�곳으로�내몰리게�될�

것이다.

개체가�나타나는�곳�

30) 데카르트, 『정념론(情念論)』, 19-20頁. 

31) 이러한�구분을�데카르트가�처음�가져왔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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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이나�지면, 풍하〔바람이�불어�나가는�쪽〕나�풍상〔바람이�불어�들어오는�쪽〕, 

상류나�하류�같은�모종의�환경의�구조에�대해, 일정한�방식으로�자

리�잡으면서�운동하거나�성장하는�성질은�생물계의�도처에서�볼�

수�있다. ‘하등’하다고�여겨지는�동물이나�식물에서는�이러한�성질

은�굴성屈性, 혹은�향성向性이나�주성走性 등으로�불리고, 수용기受容

器등에�입력되는�물리적�에너지가�불러일으키는�기계적인�반응으

로서, ‘고등’ 동물의�수의적�행동과는�다른�것으로�취급되었다. 그

러나�이런�환경의�다양한�극성極性이나�유동, 구조를, 입력된�물리

적�자극과�일대일로�대응시키는�것은�종종�어렵다.32) 또�생물의�다

양한�정위定位행동을�꼼꼼하게�관찰하면, 하등하다는�생물에서도, 

그�행동은�수용기에�대한�물리적�자극에�대한�국지적�반응이라고

는�말하기�어렵고, 유연한�조직화를�볼�수�있다는�것이�예로부터�

알려져�있다. 이런�것으로부터�식물학자�파이퍼Ludwig Karl Georg Pfeiffer

는�“밝은�창�쪽으로�향하는�사람은�식물과�마찬가지로�굴광성을�

보인다”33)고�말하며, 생물학자�제닝스는�“하등동물의�행동의�일

반적�설명으로서의�굴성이나�주성, 향성�같은�국지작용�이론의�유

포는, 단순히�행동의�사실에�대한�불완전한�지식과�불충분한�분석

에�근거한�것일�뿐이다”34)고�썼다. 

    한편으로는, 기계적�반사�또는�의지의�실행이라는�이론의�구속

32) Johannes Müller, Handbuch der Physiologie des Menschen, vol. 2, Part 1, Coblenz : Hölscher,  

1837.

33) Herbert S. Jennings, Behavior of the Lower Organism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06. p.275.

34) ibid..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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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다. 다른�한편으로는, 이런�이분법에�개의치�않고, 외부�세계

와�독특한�관계를�형성하는�생물의�행동이라는�현실이�있다. 앞서�

언급한�연구자들의�말의�맞은편에는, 과학적�사고의�전제와�그것

을�넘어서는�눈앞의�현실�사이의�갈등이�엿보인다. 

    찰스�다윈은�스스로�회전하면서�버팀목에�휘감기는�강낭콩의�

성장을�관찰하며�다음과�같이�말한다. 

나는�지름�13인치로�표면이�매끈한�철봉이나�유리봉을�세

우고�끈을�당겨서, 거기에�강낭콩을�올라가게�했다. 그러자�

강낭콩�줄기는�나선형으로�휘감기는�데�물리적으로�필요한�

최소한으로�꼬였을�뿐이다. 반면�표면이�울퉁불퉁한�흔한�

버팀목으로�기어오른�줄기는�모두�여러�차례�더�꼬여�있었

다. … 그리고�철봉을�기어오르던�줄기가�버팀목의�꼭대기

에�도달해�자유롭게�운동할�수�있게�되자, 다시금�꼬이기�시

작했다. 바람이�있는�날에는�더�빨리�비틀려�꼬이는�것을�볼�

수�있었다. … 휘감는�능력과�줄기의�비틀림에는�어떤�관련

이�있음에�틀림없다고�생각된다. 가장�가능성이�높은�것은, 

줄기는�굳기�때문에�비틀리며(크게�비틀린�가지는�조금밖

에�비틀리지�않은�가지보다�단단한�것과�똑같은�원리로), 나

선형이�되어�기어오를�때�이러저러한�표면을�극복할�수�있

거나, 자유롭게�회전할�때�자신의�무게를�버틸�수�있기�때문

인�것�같다.35)

35) C. 다윈, 『덩굴식물�: 그�운동과�습성(よじのぼり植物─その運動と習性)』, 渡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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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강낭콩이나�나팔꽃�줄기가�스스로�회전운동을�하고, 버팀목을�

휘감아�올라가면서�위로�성장할�때, 그�신장의�궤도는�중력이나�하

늘과�지면�사이의�빛의�배열의�대비contrast뿐�아니라, 휘감기는�버팀

목의�형태나�표면의�굴곡�상태, 그�장소와�태양의�운행�사이의�위

치관계�및�그�변화, 기온의�주기와�변화, 주변의�기압�차이의�구조

를�반영하는�바람�등�다양한�수준에서, 주위의�전체�구조를�어떤�

독특한�방식으로�비춰준다. 또한�예를�들어�태양의�운행을�따라�회

전하는�식물도�있고, 태양의�운행을�거스르며�회전하는�식물도�있

듯이, 각�생물의�민감성은�획일적인�것이�아니라, 거기에는�독자적

인�방식으로�주위의�세계를�표출하는�개성이�있다. 그러나�이�같은�

개성�또한�그�식물이�집단으로서, 또�개체로서�다양한�스케일의�지

속을�갖는�주위�세계의�구조(중력, 기후, 주위의�식생, 바람�등)를�

비추어�온�역사의�산물임에는�틀림없다.

    우리�집�베란다의�나팔꽃이�성장함으로써�생겨나고�있는�형태

仁 訳, 森北出版, 1991년, 7頁. [찰스�다윈, �덩굴식물의�이동�움직임�습성(The 

Movement and Habits of Climbing Plants)�, 뉴가출판사, 2020.] 

    “Accordingly I allowed kidney-beans to run up stretched string, and up smooth rods of iron 

and glass, one-third of an inch in diameter, and they became twisted only in that degree 

which follows as a mechanical necessity from the spiral winding. The stems, on the other 

hand, which had ascended ordinary rough sticks were all more or less and generally much 

twisted. … As soon as the stems which had ascended the iron rods reached the summit and 

became free, they also became twisted; and this apparently occurred more quickly during 

windy than during calm weather. … that there must be some connexion between the 

capacity for twining and axial twisting. The stem probably gains rigidity by being twisted (on 

the same principle that a much twisted rope is stiffer than a slackly twisted one), and is thus 

indirectly benefited so as to be enabled to pass over inequalities in its spiral ascent, and to 

carry its own weight when allowed to revolve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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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디에서나�생길�수�있는�것이�아니라, 남향의�낡은�맨션의�6층�

난간에서�마로�만든�끈을�기어가도록�한�우리�집�베란다에서�살고�

있는, 그�나팔꽃에�고유한�오리지널한�것이다. 거기에는�주위와의�

독특한�관계를�역사로서�가지는�나팔꽃이, 어느�시점에서, 이�독특

한�장소가�가져오는�기회를�이용하는�것에서만�생겨날�뿐인, 유일

무이한�생명의�흐름이�있다. 추상적인�공간이나�시간은, 예를�들어�

어떤�시점에서�어떤�위치에서�생겨나고�있는�나팔꽃�줄기의�궤도�

같은�것이, 공간상의�다른�위치, 혹은�다른�시간이�아니라, 왜�바로�

이�위치에�지금�생기고�있는가, 혹은�반대로, 왜�다름�아닌�지금�이�

위치에서만, 어떤�고유한�궤도가�생겨나는가에�대해�충분한�이유

를�가져오지�못한다. 거기에서는�개개의�행동의�기반이�사라져버

리는, 무엇인가�간극이�있다. 

    주위를�비추는�표출의�연속에서�떼어낸�나팔꽃의�성질에�그�고

유한�운동의�궤도가�실제로�생겨나기에�이른�모든�이유를�강요할�

수�없는�것은, 돌의�결을�따르는�숙련공의�솜씨가�보여주는�독특한�

질서나, 중력과�지면에�자리�잡은�아기의�걸음걸이의�변화�원인을, 

공간�내에서의�사지의�궤도를�통제하는�가상의�주체에�떠넘길�수�

없는�것과�마찬가지일�것이다. 

    나팔꽃의�성장이�비추는�국지적인�장소의�구조는, 그�자체로, 세

계의�여러�측면이�주위를�비추는�연속�속에�있다. 하늘이�위에�있

고�지면〔땅〕이�아래에�있는�천지의�빛의�배열은, 빛을�투과하지�않

는�고체의�밀도가�빛을�투과하는�기체보다�크기�때문에, 중력에�끌

리는�형태로�지구�중심에�가까운�쪽에�고체가�‘가라앉아’ 있으며, 

지면이�지구�중심의�아래�쪽, 빛을�투과하는�공기가�위쪽이라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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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contrast가�지속적으로�생겨나는�것에�의존한다. 즉, 천지의�빛의�

대비는�지상의�중력의�극성을�어떤�견지에서�비추는�것이다. 

    이러한�주위의�관계를�이용해, 예를�들면�중력을�감지해�그�반대�

방향으로�계속�성장하는�식물은, 결과적으로�빛이�닿아, 357신선한�

공기가�있는�곳에�머지않아�도달하게�된다. 이런�의미에서�중력의�

극성과�땅과�하늘의�빛의�배열의�대비가�일치한다는�환경의�사실

은�나팔꽃�같은�식물에�가치를�가져다준다고�말해도�어폐는�없을�

것이다. 동시에�중력과�천지의�극성의�일치는�나팔꽃이�경험하는�

현상적�환경에서의�것이�아니라�다른�다양한�식물과�동물이�태양

이라는�광원이나�하늘, 혹은�땅을�향해�자리�잡고자�할�때, 잠재적

으로�사용할�수�있는�공공적인�환경의�사실이다. 나팔꽃�줄기의�신

장이나�그�형태�형성에�있어서의�개성이나�다양성은�공간�내�궤도�

생성의�결과가�아니라�주위�환경이�주는�가치로�이어진다는�것으

로부터�결과적으로�생겨난�것이다.

    다양한�개개의�행동과�세계�질서�사이의�관계에�대해�생각할�때, 

똑같은�점을�언급한�라이프니츠의�다음�말은�시사하는�바가�풍부

하다. “아무것도�없다, 단지�확대만을�가정하는�것은�이�경탄해야�

할�다종다양을�완전히�깨부수는�것이다. 물질뿐이라는�것은, 설사�

그것을�생각할�수�있다고�하더라도, 우주�전체를, 자신의�견지에�

따라서, 또�자신의�물체가�모든�다른�물체로부터�직간접적으로�받

아들이는�인상(혹은�오히려�관계)에�따라서, 표상하고�표현하는�

실체에�비해�얼마나�뒤떨어졌는가�하면,  사체가�동물보다�뒤떨어

지고, 또는�오히려�기계�자체가�인간보다�뒤떨어져�있는�것�같다. 

… 원인과�결과란, 어느�결과도�무한하게�많은�원인에�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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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원인도�무한히�많은�결과를�지녔으면서도�가장�근소한�상황

의�세세한�부분에�이르기까지�서로�엄밀하게�표출한다.”36) 라이프

니츠의�견해에서는�개체의�행동이�진정한�의미에서�개체일�수�있

는�것은, 개체가�그�주위의�무한한�표출의�연속을�고유한�관점에서�

비추는�것에�의존한다. 달리�말하면, 개체적�체험의�뿌리는, 세계

로부터�분리된�개체�그�자체에�있지�않고, 하나인�세계가�내포하는�

여럿�쪽에�있다.

    환경�내에�있는�공기, 지면, 바다, 사물, 생물, 타자, 인공물�등이�

주위와의�다양한�관계에�있어서�구조화되어�있음은�의심할�수�없

는�사실이다. 우리가�고개를�들어�주위�세계를�돌아볼�때, 우리�신

체가�놓여�있는�곳은�허공이�아니다. 눈앞에는�결을�가진�지면〔땅〕

이�있고, 완전히�똑같은�주위의�구조를�가진�지점은�둘도�존재하지�

않을�것�같은�하나의�세계가�있다. 그러나�각각의�장소가�독특한�

구조를�이루고�있다고�해도, 주위�세계는�꿈처럼�지리멸렬하고�불

연속적인, 상이한�직소�퍼즐Jigsaw Puzzle을�마주�짜맞춘�것은�아니다. 

36)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서설(形而上学叙説)』, 河野与一 訳, 岩波書店(岩波文

庫), 1950년, 365-366頁. 

      [옮긴이] Leibniz, “Correspondence with Arnauld and Monadology,” The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02, p.193. “The wholly bare supposition of extension destroys 

this wonderful variety, since mass, by itself (if we were able to conceive of it), is as much 

inferior to a substance which is perceptive and which represents the whole universe 

according to its point of view and according to the impressions or rather relations that 

its body receives mediately or immediately from all others, as a dead body is below an 

animal or as a machine is inferior to a man. … and that cause and effect are exactly 

equivalent even to the slightest circumstance, although each effect depends upon an 

infinity of causes and every cause has an infinity of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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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장소나�사물에�있어서�구조의�고유성은�거기에�있는�것이�

주위의�모든�것을�각각의�견지에서�비추는�무수한�관계의�연속적

인�결과이자�질서였던�것이다. 이러한�세계�속에서, 예를�들어�어

떤�장소에서�다른�장소로�이동하는�것은�지체肢體를�‘움직이는’ 것

도, 3차원�공간�내의�‘위치�변화’도�아니고, 어떤�고유한�장소에서�

다른�고유한�장소로�향하는, 고유한�의미를�가진�환경과�자기�사이

의�관계�형성일�것이다. 

    그렇다면�우리�생물이�환경으로�이어지고, 스스로�관계를�형성

하는�것은�어떻게�가능한�것일까? 지령에�의해�358야기된�신체�운

동이�아니고, 외부에�의해�결정된�기계적�반응도�아닌, 환경�속에

서�스스로�움직이는�행동은�어떤�곳에서�나타나는�것일까? 첫째, 

그곳은�가치�없는�평평한�허공이�아니다. 그것은�행동이�향하는�곳

의�다양한�이용가치로�가득�찬�환경이며, 더욱이�가치를�직접�감지

할�수�있는�곳이어야�한다. 둘째, 그곳에서는�자기의�행동이�환경

과의�관계에서�직접�알려져야�할�것이다. 왜냐하면�만약�환경에�대

해서�자기가�이루는�관계를�감지하지�못하면, 그것이�조정되는�것

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표출의�연속

그런데�환경의�이용�가치와�환경�내의�자기에�대해�‘직접’ 안다는�

것은�도대체�어떤�사태를�가리키는�것일까? 혹은�반대로, ‘간접적

으로’ 안다는�것은�무엇을�가리키며, 왜�그것이�환경�내에서�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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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직이는�것이�나타나는�데�있어서�걸림돌이�되는�것일까?

    수학이나�물리학에서�세계에�관한�추상적�분석은�공간과�시간, 

물체, 에너지�같은�개념을�기초로�삼았다. 전통적으로�심리학에서

는�이러한�세계의�서술에�준하여, 우리가�그�자체로는�의미를�갖지�

않는�공간과�시간에�위치된�물체를�지각하고�에너지(예를�들어�빛)

를�느끼며, 공간이나�시간에�있어서�신체�부위의�위치변화나�그�궤

도를�제어한다고�상정되어�왔다. 예를�들어�시지각視知覺 연구에서

는�“우리는�사물이나�가장자리, 크고�작은�표면이나�결〔피부〕과�시

각적으로�접촉하고�있는�것이�아니다. 우리의�망막은�광자光子와�

접촉하고�있는�것일�뿐이다”37) 같은�주장이�있다. 이�수준에서의�

빛의�사실에�시각이�의거한다면, 우리가�‘직접’ 시각으로�알아내는�

것은�광자�그�자체인�셈인데, 한편으로�우리가�경험하는�것은�손에�

든�책의�페이지에�인쇄된�글자가�짜는�레이아웃이거나, 꼬리를�흔

드는�개이거나, 친구의�웃는�얼굴이다. 또는�반대로�양이�반응하는�

것은�늑대가�아니라�눈에�비친�빛일�뿐이라고�여겨진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세계가�의미를�갖지�않는다는�전제에�기초하면, 

감각�수용기로부터의�무의미한�입력신호를�의미�있는�경험으로�

변환하는�내적�주체가�요구된다. 이러한�간접적인�지각의�과정에

서는�무의미한�신호를�해석하여�운동�지령을�발행하는�‘움직이는�

것’으로서의�내적�주체와, 자극�및�지령이�입력되는�‘움직여지는�

37) Robert M. Boynton. “The Visual System :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E. 

Carterrette and M. Friedman (eds.), Handbook of Perception, Vol.1,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p.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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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의�외적�행동�사이의�분열은�피할�수�없게�된다.

    직접�아는�것과�간접적으로�아는�것의�차이는, 간단히�말하면, 

눈앞에�있는�나이아가라�폭포를�아는�것과�그림엽서에�찍힌�나이

아가라�폭포를�아는�것의�차이다.38) 나이아가라�폭포를�앞에�두고, 

우리는�둘러보거나�움직이면서�나이아가라�폭포의�여러�측면을�

제한�없이�알아갈�수�있다. 그러나�그림엽서에�찍힌�나이아가라의�

폭포의�경우, 작은�스냅�샷을�통해�알�수�있는�것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기묘하게도, 359전통적인�지각�이론은�직접�나이아가라의�

폭포를�아는�것조차�망막상의�작은�한�장의�스냅�샷�영상을�해석하

고�그�근원에�있는�환경에�대해�간접적으로�추론하는�과정으로�파

악해왔다.39)

    심리학의�전통적인�연구�대상인�의미�없는�도형이나�패턴, 이산

적인�스냅�샷의�지각이�아니라, “모든�것이�끊임없이�발생하는�세

계와, 그런�세계�속에�있는�자기”40)를�직접�알아내는�활동에�대해�

정면으로�생각한�심리학자로는�시지각을�전문으로�하는�제임스�J. 

깁슨(1904년~79년)이�있다. 이런�물음의�성질상, 깁슨이�취한�방법

은�물리학에�준해�세계를�추상화하는�심리학의�전통과는�정반대

로, 동물의�행동, 특히�시지각과�관계되는�수준에서의�환경의�구조

와, 그러한�구조가�비추는�관계의�장을�기술한다는�것이었다.

38)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p. 147.

39) Richard L. Gregory, “Seeing as Thinking : An Active Theory of Perception,” Times 

Literary Supplement, June 23. 1972: 707-708.

40)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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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물의�주위에�있는�것은�허공과�그것을�채우는�물체가�아

니다. 우선�우리가�살고�있는�지상�환경에는�크고�작은�스케일〔규모〕

로�무수한�울퉁불퉁함이나�반사율의�차이의�구조를�가진�환경의�

표면(동물의�신체�등, 공기�중에�노출된�모든�것을�포함한다)과�빛

을�투과하면서도�동시에�다양하게�반사되는�미세한�입자를�포함

하는�공기가�있다. 이것들이�태양�등의�광원에서�나오는�광선과�만

나고, 난반사함으로써, 모든�방향으로부터의�빛의�네트워크로�채

워진�‘조명’이라고�불리는�상태가�공기�중에서�생겨난다.

    빛이�모든�방향으로부터�무수히�오가는�가운데�공기�중의�각각

의�관찰점은�주위에�있는�지면이나�물건의�표면의�레이아웃에�의

존해�방향에�따라�그�강도가�상이한, 빛의�차이의�구조에�빙�둘러�

싸이게�된다. 환경�내�표면의�레이아웃에�의해�구조화된, 공기�중

의�관찰점을�포위하는�빛의�배열을�‘포위�광배열’이라고�깁슨은�불

렀다. 물리학에서�광자라는�미시적�단위에서의�빛의�서술과는�다

르지만, 광선이�지상�환경에�의해�구조화된�거시적인�포위�광배열

도�또한, 상이한�수준에서의�빛의�사실임에는�변함이�없다.

    포위�광배열을�구조화하는�것은�공기�중에�노출되어�빛을�반사, 

흡수하는�환경�내�표면의�레이아웃이다. 다른�한편, 환경�내�표면�

또한, 주위에�대해�닫힌�것이�아니라, 표면을�구성하는�사물의�성

질이나�그�주위에�의해�구조화되어�있다.  

    예를�들어, 공기�중에�노출된�연못의�평평하고�작게�물결치는�수

면의�레이아웃과�그�시간�변화의�패턴은, 변형에�대해�저항이�적은�

물의�성질과�중력의�극성, 주위의�기압차와�바람(더�나아가�물이�

액체인�것�같은�주위의�온도)을�비추고�있다. 때마침�빛의�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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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내�표면의�반사에�의해�끊임없이�구조화되고�있는�것과�마찬

가지로, 환경�내�표면의�레이아웃�또한�그�주위에�대해�열려�있으

며, 표면을�구성하는�사물의�성질이나�그�주위의�구조를�법칙적으

로�나타내고�있다. 환경�내�사물의�성질이�표면의�레이아웃을�구조

화하고, 표면의�레이아웃이�공기�중의�관찰점을�포위하는�빛의�배

열을�구조화하는�것�같은, 한쪽이�다른�한쪽을�법칙적으로�비추는�

관계의�연속이�주위에�존재할�360 때, 관찰점을�포위하는�빛의�서

열과�환경�내�표면의�구조�사이에, 제3항이�채워야�할�간극gap은�존

재하지�않는다. 우리는�공기�중의�어떤�관찰점을�차지함으로써, 변

형에�대한�저항이�적은�연못의�수면�성질을�‘직접’ 볼�수�있으며, 연

못의�위에�서거나�수면을�걸을�수�없다는�것, 또는�물속에�손을�넣

을�수�있다는�것�등�그�이용가치를�‘볼’ 수�있다. 우리는�수면이�행

위에�가져다주는�가치를�직접�알아봄으로써�자신의�행동에�주위�

세계의�질서를�비춘다.

    환경의�표면의�레이아웃이�포위�광배열을�구조화하듯이, 우리�

동물도�또한�각각�독자적인�방식으로�주위의�빛의�배열을�구조화

한다.41) 가령�사람이�글씨를�쓴다는�것은, 연필이나�펜을�사용해�

환경의�표면에�빛의�반사율에�차이를�둠으로써, 환경�내에�있는�표

면으로부터�반사되는�빛의�배열을�어떤�방식으로�인위적으로�구

조화하는�것이다. 꿀벌의�춤도, 나뭇가지�모양으로�멈춰�있는�대벌

레의�의태도, 우리가�화장을�하거나�수염을�다듬거나�손을�흔들거

41) James J. Gibson, The Senses Considered as Perceptual Systems, Boston : Houghton Mifflin, 

1966. pp.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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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윙크를�하거나�춤을�추어�보이는�것도, 이�포위�광배열을�어떤�

특정한�방식으로�구조화하거나�그�시간�변화의�패턴을�더욱�더�구

조화하는�것이다.

    물론�문자로�쓰인�말이�세계의�사물을�나타내는�관계는�연못의�

수면의�레이아웃이�주위�세계(물의�성질, 중력, 바람, 기온�등)를�나

타내는�관계와는�다르다. 문자를�매개로�세계를�알기�위해서는, 어

떤�언어의�체계를�알고, 문자를�식별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문

자의�식별을�가능하게�하는�것은�빛의�배열이�환경�내�표면에서의�

반사율의�차이의�구조를�비춘다는�환경의�사실이라는�것도�확실

하다. 환경�내에�있는�사물이�모든�다른�사물과�이루는�관계에�따

라, 각각의�견지에서�주위�세계를�표상하고�표현하는�연속�속에서�

우리�또한�스스로�환경을�구조화함으로써�그�행동을�독특한�방식

으로�세계에서�이어가고�있다.

    포위�광배열은�환경�내의�사물이나�지면과�마찬가지로, 어느�스

케일에서도�구조를�가진다. 환경�내�표면에�대응하는�포위�광배열

의�구성�부분은�예를�들어�건물, 문, 책상, 책�같은�환경�내�표면을�

저변으로�하고, 관찰점을�정점으로�하는�입체각이다. 관찰점은�빛

의�배열에�의해�완전히�포위되어�있으며, 배열은�관찰점에서�정점

을�공유하는�액자�상태의�크고�작은�입체각에�의해�구성된다. 관찰

점의�주위에는�이산적인�점이나�틈새가�없고, 액자�상태의�입체각

이�관찰점�주위를�빙긋이�채우고�있다.

    관찰점을�차지하는�자기가�이동함에�따라, 관찰점을�공통의�정

점으로�하는�액자�상태의�입체각군의�각각의�크기는�변화하고, 관

찰점을�포위하는�배열의�구조는�변화한다. 그러나�변화한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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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관찰점이�이동할�때, 믹서에�갈린�것처럼, 주위의�빛의�배열

에서�모든�순서가�뒤엉켜서�엉망진창이�되는�것은�아니다. 거기에

는�관찰점이�이동해도�변치�않는�배열의�질서나�관찰점의�이동과

는�독립된�배열의�변화의�질서가�한편으로�분명히�존재하며, 361그

것은�환경�내�표면의�레이아웃(예를�들면�타인의�웃는�얼굴)에�대

응하고�있다.

    여기에서�세계와�자기의�구별과, 세계�속의�자기가�나타나게�된

다. 지금�여기에서�보이는�것은�한정되어�있다. 시험�삼아�고개를�

오른쪽으로�돌려본다. 그러면, 오른쪽�시야의�가장자리에�새로운�

배열이�첨가되고, 왼쪽�가장자리가�주위의�빛의�배열을�줄여가는�

것과�동시에, 시야�내의�입체각군의�관계가�일정한�방식으로�변화

하는�것을�볼�수�있다. 동시에�창문과�접한�책상�위에�있는�책�같은, 

외관의�변화에�의존하지�않는�불변의�관계도�볼�수�있다. 이번에는�

다시�한�번�왼쪽으로�돌아본다. 그러면, 정확히�앞서�본�배열의�변

화가�역전되는�형태로, 왼쪽�시야의�가장자리에�새로운�배열이�첨

가되고, 오른쪽�가장자리가�주위의�빛의�배열을�줄여간다. 그런데�

이렇게�머리를�돌릴�때�시야�내의�배열을�일정한�방식으로�줄여가

고, 뒤쪽�세계�절반을�가리고�있는�커다란�입체각은�도대체�무엇에�

대응하는�것일까? 깁슨은�말한다. “그것은�어둠도, 공기도, 허무도�

아니다. 무엇을�숨기려든, 그것은�자기이다!”42) 머리에�의해�차폐

되는, 지금�여기로부터의�환경의�외관은�환경�내의�자기를�특정하

고�있다.

42)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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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내의�자기를�특정하는�것은, 환경을�차폐하는�머리나�코만

이�아니다. 공기�중의�각�관찰점이�각각의�주위에�있는�지면이나�

사물의�표면의�레이아웃에�의존하는�빛의�차이의�구조에�포위되

어�있을�때, 그�지점에서�독특한�‘외관’과�그�변화는, 환경에서의�자

기의�위치나�움직임을�특정하는�확실한�정보가�된다. 다만�이것은�

자기와�상대적으로�주관적인�세계가�지각된다는�의미는�아니다. 

앞서�말한�것처럼, 관찰점의�이동에�의존하지�않는�불변의�구조도�

포위�광배열�중에는�동시에�존재하며, 우리는�침대나�책상, 책이나�

타자�같은�사물이�있는�공공적인�환경을�볼�수�있다. 또한�공기�중

에는�무수한�관찰점이�존재하지만, 그�모든�것이�눈을�가진�관찰자

가�차지하고�있는�것은�아니다. 거기에는, 어떤�시점에서, 관찰자

가�차지하지�못하는�관찰점도�무수히�존재한다. 그러나�어떤�관찰

자도, 이런�관찰점들�중�어딘가에�머리를�두면, 그�관찰점을�포위

하는�고유한�빛의�구조를�볼�수�있다. 눈을�가진�동물이�거기에�없

더라도, 공기�중의�각각의�관찰점에, 그�관찰점에�고유한�광배열의�

구조가�존재한다. 어떤�관찰점을�에워싼�포위�광배열�구조가�주위�

환경과�관찰점을�특정하는�정보가�되는�것은�환경의�사실이며, 그

것을�동물이�발견하고�이용하는�것에는�의존하지�않는다.

    우리는�관찰점의�이동에�동반된�외관〔보임〕의�변화에서�자기를�

보는�동시에,43) 관찰점의�이동에�의존하지�않는�포위�광배열의�불

43) 관찰점의�이동에�수반되는�빛의�유동은, 자신의�발로�걸어도, 누군가에게�업혀�

있어도, 자전거를�타고�있어도�생기는�것이며, 생리-육체활동에서의�계열의�출

력�쪽의�일부를�입력�쪽으로�되돌리는�‘피드백’과는�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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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구조에서�환경을�본다. 이러한�의미에서�우리가�환경을�보는�

것은, 자기를�‘보는’ 것을�항상�동반하고�있다. 예를�들면, 절벽�위

에�서서�벼랑�끝을�향해�다가가면, 지면의�표면〔피부〕이�단절되는�

가장자리�위쪽에, 절벽�아래의�바다�등에�대응하는�표면이�서서히�

첨가되는�동시에, 벼랑�끝�부근의�지면의�표면이�확대된다. 거기에

는�(마이너스의) 362 가치를�초래하는�기슭의�구조와, 벼랑으로�다

가가는�자기를�특정하는�정보가�한꺼번에�존재한다. 

    신체의�움직임이나�생리적�활동�그�자체가�아니라, “환경�내의�

자기”를�특정하는�정보가�주위에�존재하고, 또�환경이�가져올�가

치를�특정하는�정보가�주위에�존재할�때, 자극에�대한�기계적�반응

과도, 자각적인�의사�결정의�실행과도�상이한�형태로, 환경이�부여

하는�가치를�향해�스스로�자리매김하는�행동이�나타난다. 이리하

여�스스로�움직이는�것의�행동이, 세계에�있어서�표출의�연속으로�

부드럽게�이어지게�된다.

    깁슨의�이론에서는, 동물이�보는�것과�움직이는�것에�밀접하게�

관계되는�환경의�측면을�기술함으로써�(1) 환경과의�관계를�스스

로�조정하는�동물의�행동과�(2) 그�행동이�향하는�환경의�가치가, 

동전의�앞뒷면�같은�형태로�동시에�부각되었다. 이러한�깁슨의�이

론은, 뒤집어보면, 가치에�침투된�다양한�관계의�장으로부터�뿌리

박히고, 행동을�계속하는�환경�밖에�놓일�때, 스스로�움직이는�것

이, ‘움직여지는�것’으로�대체되는�하나의�이유를�나타내는�것으로�

볼�수�있을지도�모른다.

    코넬�대학교에서�깁슨의�동료이자�인지심리학의�창시자�중�한�

명인�울릭�나이서(Ulric Neisser, 1928~2012)는�깁슨이�묘사한�환경에서의�



노타카�데쓰시, ｢스스로�움직이고�있는�것의�생태학｣  663

자기를�‘생태적인�자기’라고�불렀다.44) 나이서가�지적하듯이, 깁슨

은�자기에�대한�포괄적인�이론을�전개한�것이�아니다. 예를�들어�

주위에�존재하는�빛의�배열이나�음향적�정보에�의해�‘직접’ 알려진�

것이라도, 다른�사람들과의�사이의�사회적인�관계에�있어서�알려

진�‘자기’는�지평선의�높이가�나타내는�‘자기’와는�다를�것이다.

    다른�한편, 나이서는�“환경을�특정하는�정보는�항상�자기를�특

정하는�정보를�동반한다”45)는�깁슨의�원리가�다른�사람들과의�사

회적�관계가�특정하는�자기의�지각에�대해서도�적용된다고�주장

한다. 생태적인�자기가�포위�광배열의�유동에�의해�특정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다른�사람들과의�관계에서�자기는�타자와�관계하는�

가운데�타자의�행동의�유동에�의해�특정되며, 자신의�행동이�초래

하는�결과도�또한�타자의�행동의�질서에서�직접�알�수�있다고�나이

서는�말한다.

    단, 이와�같이�환경이�다른�측면에�대응하는�‘자기’의�복수의�측

면이�알려지는�것은, 자기의�동일성을�위협하는�것이�아니다. 왜냐

하면�다른�사람들과의�관계에�있어서�자기를�특정하는�정보는�항

상�생태적인�자기를�특정하는�정보를�동반하기�때문이다. 타자에�

대한�자기가, 환경�내의�어떤�관찰점을�차지하는�자기라는�점은�포

위�광배열�구조�같은, 주위에�있는�정보가�보증한다. 이런�자기의�

두�측면이�환경�내의�동일한�장소를�차지하고�있으며, 다른�사람들

을�포함한�하나의�환경�속에서�동일한�행동을�하고�있음을�특정하

44) Ulric Neisser. “Five Kinds of Self-Knowledge,” Philosophical Psychology, 1. 1988 : 35-59.

45)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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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정보는�항상�주위에�존재한다. 복수의�자기의�측면의�동일성을�

자기�주위에�존재하는�정보가�보증할�때, 그것들을�통합하는�초월

적인�363주체를�상정할�필요는�없다.

    관계되는�세계의�측면과�대응하는�형태로, ‘자기’가�복수의�측면

을�가지는�것에�대해�나이서는�주의를�촉구하고�있다. 이것은, 당

연하게도, 우리가�그�안에서�자신의�행동을�조정하는�곳의�환경이, 

다양한�가치의�측면을�갖는다는�것을�함의한다. 그러한�측면이란�

예를�들어, 세계의�어떤�장소이거나�고유한�사람들로�이루어진�집

단이거나, 끊임없는�환경의�구조화가�전개되고�있는�역사에서�유

래하는�가치의�장일�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자기에�대한�경험이�주

위의�가치의�장에�열린�다층적인�것임은, 그것이�자기의�인식을�한

정할�수�있는�다양한�힘의�관계에도�노출되는�일면을�갖는다는�것

을�함의한다.

    푸코는�법에�근거한�권력과는�상이한, 과학�등의�지식과�결합된�

규범에�근거하여�자기의�인식을�강요하는�힘의�관계에�주목했다. 

이러한�힘�관계의�구체적인�상을, 해당�관계를�해체하려는�‘저항의�

형태’로부터�비춰내려고�하며, 푸코는�다음과�같이�말했다. “여자

를�지배하는�남자의�권력에�대한, 자식을�지배하는�부모의�권력에�

대한, 정신병을�지배하는�정신의학에�대한, 인구를�지배하는�의학

에�대한, 사람들의�삶의�방식을�지배하는�관리체제에�대한�저항은�

… 공통적으로�… 자신을�다른�것으로부터�구별하는�권리를�주장

하고, 개체가�진정한�개체일�수�있기�위한�모든�조건을�강조하는�

한편, 개체를�분리하고, 타자와의�링크를�끊고, 공동체에서의�삶의�

영위로부터�격리하고, 스스로의�모든�것을�짊어지도록�만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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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개체를�자기의�정체성에�묶어�두는�모든�것에�대한�저항

이라는�형태를�취한다.”46) 이런�저항의�형태는�우리를�주위의�가

치의�장으로부터�분리한�다음, 우리가�‘무엇인가’를�정하려고�하는�

특수한�삶의�객체화�양식과�결부된�힘의�작용을�비추는�것처럼�보

인다. 또�다른�한편으로는, 이러한�힘�관계에서�슬쩍�벗어나�그것

을�해체하려는�저항이�존재한다는�것은�예기치�못한�여러�연결고

리를�주위와의�사이에서�형성하는�“스스로�움직이는�것”으로서의�

삶의�한�측면과, 그�기회를�주는�세계의�풍요로움을�나타내는�것으

로�파악할�수도�있을�것이다. 

46) Michel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Hubert L.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p.211-212. 

     [옮긴이] “여성에�대한�남성의, 아이에�대한�부모의, 정신병에�대한�정신의학의, 

인구에�대한�의학의, 사람들이�살아가는�방식에�대한�행정관리의�권력에�대한�

대립. // 이것들이�반-권위�투쟁이라고�말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 우리는�

이것들이�공통적으로�갖고�있는�것을�좀�더�정확하게�정의해야�한다. // … 4. 이

것들은�개인의�지위를�의문시하는�투쟁이다. 한편으로, 이것들은�[다른�것과는] 

상이할�권리를�주장하며, 개인을�진정으로�개인으로�만드는�모든�것을�강조한

다. 다른�한편으로, 이것들은�개인들을�분리하고�타인들과의�연결고리를�끊고�

공동체적�삶을�분할하고�개인을�자기�자신으로�되돌아가게�하며, 개인을�강제

적인�방식으로�자신의�정체성에�묶어버리는�이�모든�것을�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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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라�보르도�병원�부엌의�transversalité *1)

미와키�야스오

366 들어가며 

지명은�‘S’라고�적어두겠는데, 근무하는�대학교�부근에�최근�“S관

리빌딩”이라는�이름의�빌딩이�들어섰다. 세입자를�보니, 학원이�

두�개다. ‘관리’는�아이들이나�부모에게�안심을�주는�말일까. 아니

면�3・11 이후라서일까? 혹은�따돌림�사건의�논의�이후라서일까? 

나는�궁금했다. 

   주디스�버틀러는�다음과�같이�쓰고�있다. “어떤�특정한�행위(성

폭력, 복지에서의�부정행위, 성과�관련된�언론)를�억제하는�것만을�

목표로�하는�규제는, 그것과�동시에�또�하나�별도로, 우선�그것이

라고는�눈치�채지�못한�것을�행하고�있다. 그것은�사람이�사람이라

는�것의�조건을�설정하는�것, 즉�추상적인�규범에�입각해�사람을�

만들어가는�것이다. 그리고�그러한�규범이야말로�그것이�형성하

* 三脇康生, ｢ラ・ボルド病院の台所のtransversalité｣. 

** [옮긴이] 이�글에서�台所는�‘부엌’이라는�일차적인�의미는�물론이고�비유적인�의

미인�‘살림살이’라는�의미도�중의적으로�갖고�있다. 따라서�맥락에�따라�‘부엌’

과�‘살림’으로�각각�번역했다. 한편�transversalité는�보통�‘횡단성’이라고�번역하지

만, 여기서는�저자의�의도를�존중해�그대로�표기했다. 본문에�그�이유가�제시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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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삶을�조건짓고, 그런�삶을�초월하고�─ 또한�파괴하는�것이다”

(버틀러, 2008, 190頁).1) 미리�부정의나�위험을�억제하는�것은�안전

과�함께�또�다른�답답함도�가져다준다. 후자는�‘덤’처럼�반드시�따

라온다. 때로는�‘덤’이�크게�덮여�와서, 더�이상�무엇이�억제될�수�

있는지, 시야가�잘�트이지�않게�되는�일도�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내�경험을�개진하자. 

I. 두 종류의 정신과 병원에서 일해 보고나서 

나는�폐쇄병동을�최대한�적게�하겠다는�결의와�함께, 방문간호활

동을�무상으로�도입한�선진적인�정신과�병원에서�일한�적이�있다. 

이�소위�‘치료�공동체’ 같은�병원이�‘병원�기능�평가�기구’의�심사를�

통과하기�위해�내부�개혁을�실시하자, 간호나�복지의�테두리・제

도를�넘어서�이뤄지던�활동은�‘작업요법’이라는�제도로�대체되고, 

1) [옮긴이] Judith Butler, “Gender Regulations”, Undoing Gender, Routledge, 2004, p.56. 

“그러므로�어떤�특정화된�활동들(성폭력, 복지�사기, 성적�발언)을�억제하는�것

만을�추구하는�규제는, 대부분의�경우에, 뚜렷한�표시가�없는�채로�남아�있는�또�

다른�활동을�수행한다. 그것은�인간성이라는�매개변수를�생산하는�것, 즉�추상

적인�규범에�따라�사람을�만들어가는�것이다. 그리고�그러한�규범이야말로�그

것이�형성하는�삶을�조건짓는�동시에�그런�삶을�초과하며�─ 또한�파괴하는�것

이다(Hence, regulations that seek merely to curb certain specified activities (sexual 

harassment, welfare fraud, sexual speech) perform another activity that, for the most 

part, remains unmarked: the production of the parameters of personhood, that is, 

making persons according to abstract norms that at once condition and exceed the lives 

they make─and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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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뛰어넘을�수�있는�몇몇�367스태프는�대학교원이�되어버렸

다. 흡사�지금, 대학교는�간호학부�버블로�이행하고�있다. 

   다른�한편, 꽤�고전적인�운영을�하던�정신과�병원에서도�일한�적

이�있다. 거기서는�관리를�잘�할�수�있는�톱top을간호부가�스카우

트하자�금세�그만두는�사람이�많아져�일손이�부족해졌다. 그만둔�

사람들은�편하게�일할�생각이었던�사람과�집단�예술요법�같은�활

동에�아무렇지�않게, 그러나�적당한�시기를�봐가며�잘�참여해준�스

태프이다. 간호�보조로서�무자격이지만, 원예를�잘하거나�그림이

나�습자를�오랜�세월�하고�있는�취미인이었다. 그러한�제도에서�누

락된�사람, 혹은�제도를�뛰어넘고�있는�사람이야말로�병상을�관리

하는�눈이�아니라�기후를�보는�듯한�눈으로�환자의�모습을�보고, 

활동에�참여해�달라고�호소에�응할�수�있다. 그�사람들은�간호라는�

제도를�괄호에�붙이고, 활동에�참가할�때는�크게�생동감�넘치고�있

었다. 나는�그�힘을�쓰게�했지만, 훌륭한�의료를�하는�것을�첫째로�

하는�병원에서는�힘을�쓸�필요가�없다고�간주되자, 그만두도록�어

쩐지�내몰리게�되고, 일하기�어려워진�것�같았다.

    펠릭스�가타리(1930~92년)를�본떠서, 전자를�‘수평성’에�중점을�

둔�병원의�사례로, 후자를�‘수직성’에�중점을�둔�병원의�사례로�보

기로�하자.2) “뒤를�봐줄�테니까�일�좀�해�보라고”라고�신입�사원에

2) 가타리의�저작��정신분석과�횡단성(Psychanalyse et transversalité)�에�수록되어�있는�

1964년의�글�« La transversalité »에는�다음과�같이�적혀�있다. 

        “transversalité란�다음과�같은�것이다. 

         수직성. 예를�들어�장, 부장�같은�피라미드�구조의�조직체가�행하는�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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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말하고, 종신�고용을�뒷받침하던�“제3의�심급”은�원래�‘경제�성

장’만으로�향했던�게�아니다. 그렇게�보이던�시대가�지나갔다는�것

은�이미�논해지고�있다(内海・大澤 2011). 현재�보이는�생명권력이란�

의지할�바가�못�되는�‘제3의�심급’이�명령한�수직성을�지푸라기라

도�잡는�심정으로�도입하게�하는�그러한�권력이다. 성과를�급하게�

요구하는�수직성을�도입하면, “이런�놈밖에�없나”라고�다른�사람

을�생각하기�쉽기도�하고, “이런�사람이라도�있어주네”라고�생각

할�시간을�천천히�기다릴�수�있을�리�없다. 거기에�진저리가�나서�

우울증에�걸리면, 사직하거나�이직할�수밖에�없다. 학교에서는�학

생들이�그것을�견디기�위해�가벼운�조증�상태를�만들어�‘왕따’가�

발생하기도�할�것이다. ‘자신’은�‘자신화’하는�과정임을�이해하고, 

한번�완성되었을�‘자신’이�전제로�하고�있는�제도를�밟아버려도�그

것을�플러스로�파악할�수�있는�안심감을�갖기는�어렵다. 병원�스태

프도, 아이들도, 어떤�‘역할’에�한정된�‘자신’이라는�제도로�굳어져�

있는�것이다. 사람은�움직일�수�없다. ‘자신’ 안에서�움직임이�없으

면�‘자신’의�바깥에서도�움직일�수�없다.3)

발견된다. 

         수평성. 이것은�병원의�소굴�같은�장소, 흥분이�가라앉지�않는�환자가�들어�있

는�격리동(le quartier des agités), 나아가�〔약이나�전기충격으로〕 넋이�나간�환

자가�들어�있는�격리동에서�실현될지도�모르기에, 사물과�사물이�거기에�있

는�상황과�최대한�타협점을�찾고�있는사태로�실현된다”(Guattari 1972. p.79).

3) 굳어진�‘자신’을�쪼개서�‘해리’가�발생하는�것이며, 가타리나�장�우리가�말하는�

의미에서�‘자신화’하는, 혹은�‘자신’이�되는�제도화에는�유연한�과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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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병원�식사의�맥도날드와의�양립�

아까�본�정신과�병원에서는�관리영양사가�확실히�칼로리�계산을�

하기�때문에, 매우�담백한�식사가�되어�버렸다. 밖에�나갈�수�있는�

환자는�규동〔쇠고기�덮밥〕이나�라면을�먹으러�가거나, 맥도날드에�가

는�것을�기대하던�실정이었다. 내가�환자분들과�함께�쓰던�습자�작

품에는�368흔히�‘규동’이라고�쓰여�있곤�했다. 

   우선�맥도날드에�대해서는�어린이용으로�쓰인�책을�통해�그�부

엌의�분위기를�배워보자. 1984년, 맥도날드�형제는, 당연한�일이었

음에도�불구하고, 직원이�좋은�일을�찾아서�그만두는�것에�싫증이�

나고, 10대�손님이�식기를�부수거나�훔치는�일도�있어서, “맥도날

드�형제의�햄버거�드라이브인”을�닫고, 그릴을�크게�해서�3개월�후

에�다시�가게를�열었을�때에는, 조리�시스템을�확�바꾸었다. 음식

을�더�빨리, 더�싸게�만들고, 매상을�올리는�것을�목적으로�한�시스

템이다. 형제는�메뉴의�요리를�크게�줄였다. 나이프, 스푼, 포크를�

사용하는�요리와는�완전히�연을�끊었다. 접시나�컵과도�작별하고, 

그�대신�종이컵이나�종이접시를�사용했다. 새로운�메뉴의�요리는�

모두�운전�중에�손으로�먹을�수�있도록�했다. 이�새로운�가게에서�

팔리는�버거�종류는�불과�2개. 햄버거와�치즈버거이다. 맥도날드�

형제는�주방에서의�작업�방식도�바꾸었다. 많은�음식을�만들�줄�아

는�솜씨�좋은�요리사가�아니라�보통�사람을�몇�명�고용해�똑같은�

일을�계속�시켰다. 주방에서�일하는�사람은�공장의�조립라인에서�

일하는�노동자들처럼, 단순한�작업을�하루�종일�반복하는�것이다. 

… 솜씨�좋은�요리사는�더�이상�필요치�않았다. 여기에서�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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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많은�작업을�외우지�않아도�된다. 외우는�것은�오직�한�가

지. 이런�일이라면, 사람을�고용하거나�해고하기�쉽고, 지불할�급

료도�줄어든다(シュローサー&ウィルソン 2007, 24-25頁). 

   카시무라�아이코樫村愛子가�소개하고�있는�논문�｢맥도날드에서�

종업원들의�조직에�대한�밀착｣의�저자�엘렌�베베르는�연구�대상으

로서�들어간�맥도날드에서�일하는�것�자체를�즐기고�있는�자신을�

찾아낸다(樫村 2007). 이미�많은�것을�카시무라가�지적하고�있는데, 

여기에서는�이�논문을�가능한�한�자세하게�소개하고�싶다. 그�노동

의�모습은�마치�점점�‘건강’이�되어가는�병원이라는�제도의�직원�

같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환자는�병원과�맥도널드를�수평으

로�이동시킬�뿐일지도�모르는�것이다. 

   점포에�영입되면, 종업원은�자신의�작업을�손에�익힐�때까지�열

의를�갖고�임하고, 집단�속에서�서서히�자신의�장소를�찾아낸다. 

이것이�1단계(참가의�단계)이다. 2단계(융합의�단계)로, 종업원은�

자신의�작업이�평가되고�있다고�느끼고, 승진을�목표로�하기�시작

한다. 그리고�3단계(상상적인�단계)로, 승진이�미뤄지더라도�자신

의�가치를�증명하기�위해�더�일해서�성공하고�싶다는�마음을�강하

게�갖는다. “조직의�구성원들에�의해�형성된�집단에�대한�매우�강

한�소속의�욕망�위에�쌓이게�된�밀착으로부터, 커다란�자신감을�지

탱하는�밀착으로�이행하고, 그�결과, 결국에는�조직화�시스템에서�

직접적인�신뢰로�뒷받침된�밀착의�형태에�이르는�것이다”(ヴュべー

ル 2010, 151頁), “종업원이�근면과�열의에�의해�자신의�노동을�실현할�

때, 그는�시스템으로부터�인정의�도장을�받는다. 즉, 상사로부터의�

‘적극적인�369 인정’, 부하들로부터의�칭찬, 동료들의�선망이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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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들이�다른�종업원들과�나누어�갖는�집단적�환각으로부터, 그

가�유일하게�조직에�대해서만�느끼는�조직적�환각으로�이행하는�

것은�그때이다. 왜냐하면�동료들과의�이�근원적�결합은�그로�하여

금�자신의�자아이상을�집단의�자아이상으로�치환하게�되었기�때

문이다”(151頁), “종업원들을�이상화하는�것은�구체화된�인물이�아

니라�인물과�함께�그�상황과의�배치�전체이다. 그러므로�완전한�권

리를�가지고�차지할�수�있는�장소가�아니라�모두가�차지하려고�시

도하는, 지시된�하나의�장소이다”(같은�頁), “조직상의�대상�a는, 주

체가�거기에�동일화되자마자, 그로부터�주체가�균열이�없는�완전

히�나무랄�데�없는�이상�자아를�낳는다. 상상적�표상이다. 이상�자

아는�결여를�모르고, 또한�조직상의�시스템에�완벽하게�부응할�수�

있다”(157頁), “이들의�상이한�단계는�구획되어�나눠져�있지�않고�완

전히�포개질�수�있으며, 나아가�순서를�서로�바꾼다”(156頁). 

   “다양한�능력을�가진�직원�중�한�명이�특히�조직의�기준에�적합

하다는�것을�알�때, 그에게는�승진이�제시된다”(ヴュべール 2010, 154

頁), “조직의�욕망에�직면해�밀착�과정의�최초�단계를�통과한�종업

원은�조직상의�대상�a와�동일시된다”(같은�頁), 그리고�간부, 부하, 

동료�등�“모두에게�안성맞춤인�종업원이라는�것은�동시에�불가능

한�기획에�그친다. 그렇다고는�해도, 조직상의�대상�a는, 이�기대의�

모든�아말감(끌어�모음)에�대응한다. 그것이�불가능한�장소를�나

타내고�있는�것은�이러한�점이다”(같은�頁), “달성해야�할�목표가�없

으면, 상상적인�것은�추진�능력을�잃고, 그리고�밀착은�붕괴한

다”(156頁). 대상�a는�“욕망의�원인인�대상, 원초적으로�잃어버린�대

상”이다(赤坂 2011, 17頁). 조직상의�대상�a를�획득하려고�하며,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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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덫에�빠져�있어도�아무도�그것을�막아주지�않는다. 오히려�그�

실수를�물고�늘어진다.  

    예를�들어�한�졸업생이�내게�연락해�왔다. 회사를�그만두고�선술

집에서�아르바이트를�한다고�한다. 그�졸업생은�붙임성이�좋고, 일

을�열심히�한다. 다만, 좋다고�생각해서�한�일이�통하지�않고, 정규

직으로�고용된�직장에�적응하지�못했다. 도달해야�할�목표로�일직

선으로�나아가지�않는�것을�참을�수�없는�것이다. 요구해도�무리한�

것(대상�a와�동일화하는�것)을�할�수�있다는�느낌이�들어�묘하게�고

조되어�버리는�상태에, 그�졸업생은�놓여�있다�─ 그리고�누구나. 

이하�글의�목적은�맥도날드와�라�보르도�병원의�부엌이�어떻게�다

른지를�정신분석이나�그�근저에�있는(혹은�그것을�빠져�나가는) 

제도를�사용한�분석으로부터�생각해�보는�것이다. 가능하면�수직

도�수평도�아닌�우회로를�찾을�수�있도록.

III. établissement와�institution의�관계�재고�

institution의�중요성을�établissement로부터�구별하여�강조하는�장�

우리(1924년�생)가�원장을�맡았던�라�보르도�정신과�병원(Oury 

2008)에서는�원장에게도�다른�직원들에게도�370 부엌은�특별한�장

이다. 여기에서는�부엌도�작은�하나의�institution이라는�것에�주의

하자. 병원이라는�institution은�복수의�institution(이하에서�보는�푸

코의�구절에서�지적된�것처럼, 법이나�규칙이나�관습, 나아가�장

소, 장소의�분위기, 여러�가지�활동)으로�구성된다. 그�반대극에�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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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가�있다, 그러니까�얼마나�라�보르도�병원에�있어서�부엌이�

특별한�장인지를�생각하는�것이�우리에게는�필요하다고, 우선�말

해두자. 

   프랑스어의�‘établissement’와�‘institution’의�관계를�재고하는�데서�

시작하고�싶다. 사람이�움직일�수�있는�장소, 사람을�움직이게�하

는�구조가�후자이며, 움직일�수�없도록�전제하고�있는�것이�전자이

다. 병원�건물을�가리키는�‘établissement’라는�단어는, ‘état(에타)’ 즉�

국가로부터�파생된�것이겠지만(Oury 2005, p.161), état란�무엇일까? 미

셸�푸코는�1977-78년도�강의록��안전, 영토, 인구�에서�팔라초라는�

이탈리아�연구자의�책(1604년�간행)을�인용하면서�다음과�같이�말

한다. 

다음은�국가의�정의입니다. ‘에타’라는�단어는�네�가지�의미

로�이해된다고�팔라초는�말합니다. 첫째로�‘에타’란�소유령

을�의미합니다. 둘째로�‘에타’는�권한을�뜻합니다. 그것은�

법이나�규칙이나�관습으로�이루어진�총체, 이른바─ 물론�

팔라초는�그런�단어는�사용하지�않습니다만�─ 제도(제도

들로�이루어진�총체)입니다. 셋째로�‘에타’란�삶의�조건을�

가리킵니다�─ 라고�팔라초는�(아니, 제가�읽고�있는�텍스트

의�번역자는) 말합니다. 즉, 이른바�개인적�지위, 직업을�가

리킵니다. 행정관의�지위, 독신자의�지위, 종교인의�지위라

는�겁니다. 그리하여�마지막으로�넷째로�‘에타’란�운동에�대

립하는�사물의�성질을�가리킨다고�팔라초는�말합니다. ‘에

타’란�이러저러한�것을�완전하게�부동의�것으로�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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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까지는�말하지�않더라도�─ 왜냐하면�만약�이러저러한�

부동성은�사물의�불온함과는�반대의�것이며, 그러한�것은�

부당하게�불온하려면�움직이고�있어야�한다고�팔라초는�말

입니다만, … ‘에타’는�사물이�그대로�머무르도록�하는�성질

을�가리킨다고�합니다(푸코, 2007, 318頁, 강조는�인용자).4)

위에서�강조한�대목에서�보이는�‘제도’를�국가로부터�되찾아�유연

하게�만드는�방법론을�정신의학psychothrérapie institutionnelle이나�교육학

pédagogie institutionnelle에서�볼�수�있는�것이�프랑스였다.5) 이�강의록의�

편집자는�푸코가�인용한�이탈리아인�연구자의�책으로부터, 더�명

쾌한�대목을�주에�인용한다. 

4) [옮긴이] �안전, 영토, 인구�, 349-350쪽. “다음은�‘국가’état의�정의입니다. ‘에타’

라는�단어는�네�가지�의미로�해석된다고�팔라초는�말합니다. 첫�번째로�영역

dominium을�일컫습니다. 두�번째로는�관할권juridiction을�뜻합니다. ‘에타’는�

법・규칙・관습�등으로�이뤄진�총체, 이른바�제도[들]의�총체입니다. 물론�팔라

초가�제도라는�단어를�사용한�것은�아닙니다. 세�번째로, 저는�지금�[프랑스어] 

번역자의�말을�따르고�있는데, ‘에타’란�삶의�조건을�뜻한다고�팔라초는�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지위나�직업�말입니다. 그래서�행정관의�에타, 독신자의�에타, 

종교인의�에타�등이�있죠. 마지막�네�번째로�‘에타’란�운동과�대립되는�사물의�

본질을�일컫는다고�팔라초는�말합니다. 물론�어떤�것을�완전히�움직이지�않게�

한다고까지는�말하지�않습니다만, 어쨌든�‘에타’는�사물이�그대로�머무르도록�

하는�성질의�것이라고�여겨집니다. 팔라초의�말에�따르면�어떤�부동성은�사물

의�평온함과는�반대되기도�하고, 또�어떤�사물은�정녕�평온하려면�움직여야만�

하는데, … .” 

5) 多賀茂・三脇康生, 「ラ・ボルド病院という場所」(多賀・三脇 編, 2008, 제1장�1

절), 20頁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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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라는�단어는�네�가지�것을�의미하기�위해�사용된다. 

첫째, 그것은�한정된�소유령을�의미한다. 소유권은�그�소유

령의�테두리를�넘어서서는�행사될�수�없다. 둘째, ‘에타’는�

그렇게�불리는�것과�똑같은�권한〔관할권〕(제도로서의�국가)

을�가리킨다. 군주는�이것을�항상적으로�보수해�견고하고�

안정적인�371것으로�만들려고�노력한다. 따라서�그러한�‘에

타’는�군주의�항상적이고�안정적인�영역〔영지〕에�다름�아니

다. 셋째로�‘에타’는�혼인하지�않는다, 종교인이다, 결혼한

다�같은�인생의�항상적�선택을�의미한다. 즉, 관직役務・기

예・생업의�선택을�의미하며, 계층이나�신분이라고도�불린

다. 이�선택이�‘에타’라고�불리는�것은, 인간은�그�선택에�있

어서�쉽지�않으며, 그�견고함으로부터�인도되는�규칙, 이유

에�관한�관찰에�있어서�일정해야�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

로�‘에타’는�운동과는�반대의�사물의�성질을�의미한다. 왜냐

하면�지금은�이렇지만�나중에는�그렇지�않게�되며, 지금은�

좋지만�나중에는�나빠지고, 지금은�이러저러한�성질이지만�

나중에는�다른�성질이�된다는�것은�항상�불완전한�사물에�

고유한�것이며, 그�원인은�똑같은�사물의�대립이나�구별이

기�때문이다. 그�반대로, 평화란�똑같은�사물의�평온・완

전・확립에�다름�아니며, 그�원인은�이미�획득되고�있는�똑

같은�목적을�향해�가는�것의�단순성, 단일성이다. 사물을�견

고・안정되게�하는�이�특성�때문에, 이�평온은�에타(상태)라

고�불리게�된다(푸코�2007, 343頁. 강조는�인용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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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대목에�있듯이�모노톤으로�되고�있는�것이�établissement이

며, 그�부동성에�시달리며, 고육지책으로�만들어지는�것이� in-

stitution이다. 그�‘창설’을�위한�논리에�대해서는�나중에�말한다. 

   그런데�나카야마�겐中山元에�따르면, 이탈리아어에도�물론�‘국가’

에�해당되는�‘스타토(stato)’라는�단어가�있는데, “프랑스어의�국가

〔에타〕라는�단어와�똑같이, 원래는�상태나�상황을�의미하는�스타토

〔영어로는�state에�해당될�것이다〕라는�단어에는, ‘국가’ 외에�‘세력자의�세

력’, ‘공권력’, ‘지배자’ 등의�의미가�있다”(中山2010, 156-157頁). 그러나�

6) [옮긴이] �안전, 영토, 인구�, 349쪽. “‘에타’라는�단어는�네�가지�것을�의미하기�

위해�사용된다. 첫�번째로�‘에타’는�그�주변을�넘어서서는�[권리가] 행사될�수�없

는�소유권/영지(dominio/領地)의�한정된�장소를�의미한다. 두�번째로�‘에타’는�

이와�동일한�관할권, 즉�국가라고�불리는�것을�의미한다. 군주가�이것을�항상�보

수해�견고하며�안정적인�것으로�만들려고�애쓰는�한�말이다. 따라서�그런�‘에타’

는�군주의�변함없고�안정적인�영지에�다름�아니다. 세�번째로�‘에타’는�혼인하지�

않거나�종교인이�되거나�결혼하는�등�인생의�영속적�선택을�의미한다. 혹은�상

이한�계층이나�신분으로도�불리는�직업[관직], 기예, 생업의�선택을�의미한다. 

이�선택이�‘에타’라고�불리는�이유는�인간이라면�그것�안에서�변하지�말아야�하

며, 그것을�안정되게�해주는�규칙과�도리를�준수해야�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

로�‘에타’는�운동과�반대되는�사물의�성질을�의미한다. 왜냐하면�동일한�사물의�

반대됨이나�변별됨, 그러니까�지금�어떠하다가�나중에�그렇지�않게�되거나, 지

금은�좋은�것이�나중에�나빠지거나, 지금�어떤�성질이었다가�나중에�다른�성질

이�된다는�것은�언제나�불완전한�사물에�고유한�것이기�때문이다. 이와�반대로�

평화란�이미�확보되어�있는�동일한�목적을�향해�가는�단순성과�단일성이�[그�결

과로서] 가져오는�동일한�사물의�평온・완전・확립에�다름�아니다. 사물을�견

고하고�안정적인�것으로�만드는�이�특성�때문에�이�평화는�‘에타’[상태]라고�불

리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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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이, 이탈리아가�이탈리아라는�국가가�되기�위해서는�도

시의�힘이�너무�커서, 1861년이�될�때까지를�기다려야�했다. 게다

가�일본과는�달리�이탈리아는�유럽대륙에�있었기�때문에, 통일�후

에도�대량의�이민자가�출국했다(北村・小谷 編 2010). 이탈리아어에는�

institution과�대비를�이루는�적당한�단어로, 게다가�‘국가’라는�단어

를�포함시킨�établissement에�해당하는�단어가�없다고�들은�적이�있

는데, 그�이유는�근대화의�지연, 결말이�나빴기�때문일�것이다. 그

렇다면�정신과�병원을�전부�폐지한�이탈리아가�전부�폐지한�것은�

institution이라는�것이�되는데(institution을�‘시설’이라고�번역해�탈

시설화가�일어났다고�한다), 사실�전부�폐지된�것은�établissement

가�아니었을까. 프랑스에는�복수의�이질성을�가진�institution을�사

용함으로써�섬세한�운영을�하는�라�보르도�정신과�병원이�있다. 물

론�그�방법을�일본의�현장에�직접�이식하려고�하는�것은�무모한�일

이다. 오히려�‘자신’ 속에서�움직이지�않으면�‘자신’의�바깥에서는�

움직일�수�없는�이�시대를�위한�참조항으로�삼으면�된다고�생각한

다. 

372 IV. 라�보르도�병원의�부엌과�식당의�모습7)

라�보르도�정신과�병원의�부엌의�모습은�영화��작은�것들La Moindre 

des Choses�(니콜라�필리베르�감독, 1996년)에서, 환자로�보이는�사람이�

7) 이�절에는��図書新聞』, 2012년�9월�22일호에�게재된�田村 2012에�대한�나의�서평

문을�대폭�축약하여�다시�쓴�부분이�있다는�점을�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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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부르면서, status〔지위〕로는�

요리사가�아닌�직원과�함께�채소

를�썰고�있는�모습이�찍혀�있었다. 

그�뒤를�요리사가�지나가는�장면

이�있었던�것을�기억한다. 식당이

라면�몰라도, 부엌에�환자가�있다

니! 맥도날드화된�병원에서는�있

을�수�없는�일일�것이다(그것에�대

해서는�원장�장�우리의�글을�뒤에

서�음미한다). 

   최근�출판된�다무라�히사코田村尚子, �솔로뉴의�숲(ソローニュの森)�

에�이�식당의�모습이�찍혀�있다(田村 2012, 13頁). 부엌은�찍히지�않았

다. 그러나��정신간호�(医学書院)에서�사진을�우선�연재했을�때에는, 

다무라는�부엌의�모습을�제대로�찍고�있다(2010년�3월호, 4-5頁). 햄과�치

즈와�피클이�담긴�접시를�요리사와�그�밖의�사람들이�협력해서�짐

수레차에�싣고�있다. 직원들에게는�제복이�없기에, 이�부엌에�있는�

사람의�‘역할’이�무엇인지는�알�수�없다. 

    라�보르도�병원이�있는�솔로뉴�숲에는, 그�옛날, 귀족이�사냥을�

하기�위해�지었으나�무용지물이�되어�버려진�성이�있다. 이를�병동

이나�식당이나�연수원으로�사용하고, 근대적인�건물도�증축해�운

영하고�있는�라�보르도�병원은�1953년에�창설되었다. 그러나�창설

이라기보다, 전후, 공립병원에�근무하면서, 그�‘분위기’가�나쁜�것

에�진저리가�난�장�우리가�환자와�함께�가출해서�호텔�투숙�끝에�

발견하게�된�장소이다. �솔로뉴의�숲�에�찍혀�있는�것은, 장�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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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의가�획득한�숲과�거기에�들이미는�빛의�풍요라고�말할�수�있

을�것이다. 아침�해는�나무들을�뚫고, 석양은�나무들에�안겨서�온

다. 나는�파리에�있는�큰�정신과�병원의�높은�담을�길에서�올려다

보다가�목이�아픈�적이�있는데, 이것만으로도�이미�큰�차이가�있음

을�알�수�있다. 숲에�갇혀�있는�것�아닌가�하는�의문이�들지도�모르

지만, 바깥에�접근하는�활동의�예로�사이클링�클럽의�모습도�찍혀�

있다(田村 2012, 50-51頁). 

   사진사는�이�병원을�구석구석까지�시간을�들여�찍었다. 이�책은�

병원�안에서�이뤄지는�것을�철두철미하게�문서화했는데, 사진의�

대상인�병원의�운영이�특수성을�갖고�있기�때문에, 이�institution을�

유지하고�손질하는�아트=기술을�베낀�아트가�되고�있다. 그렇다

면�그�특수성이�뭘까? 그것이�이�병원�특유의�‘우회성’이다(‘trans-

versalité’라는�가타리가�수직, 수평의�쌍에�대치하기�위해�만든�개

념의�번역어에도�‘우회성’이라는�단어를�사용하는�것이�가능하겠

지만, 이�점에�대해서는�나중에�검토한다). 

   작은�것부터�생각해보자. 예를�들어�그림을�그리는�것을�좋아하

는�환자가�병동의�문간에�낙서를�하기�시작했다고�한다(田村 2012, 90

頁). 일본이라면�즉각적으로�쫓아낼�것이다. 학교나�병원에는, 혹은�

공적�공간에는�약속�사항이�있다. 그런�규칙을�373 따르는�것과는�

다른�방법을�사용하고�있는�셈인데, 그렇다고�해서�라�보르도�병원

에서�제멋대로�하게�두는�것은�아니다. 

   연수생으로�생각되는�인물�뒤의�칠판에�일주일�동안의�예정이�

적혀�있는�것을�볼�수�있다(田村 2012, 48-49頁). 거기에는�‘Rail’이라고�

적혀�있다. 이것은�‘Réunion Atelier Inter-Laborde’의�약어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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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365일, 거의�매일�행해지고�있다. 구성원은�고정되어�있

지�않다. 특별한�용무가�없는�한, 1층�식당에서�점심을�먹은�뒤�그

대로�타성으로�─ 이것이�중요하다. 먹다�남은�것은�치우지만, “자, 

회의입니다”라고�매듭을�짓지�않고�질질�끌면�─ 시작되니까, 참

석하고�싶지�않은�사람은�나가고, 아무래도�좋은�사람은�거기에�있

다. 이�집회에서는, 예를�들어�문간에�그림을�그리고�싶다는�욕망

을�‘말한다’라는�것이�일어난다. 망설인�끝에, 가까운�동료(직원일

지도�모른다)가�대신�‘말하는’ 것도�있을�것이다. 이�장에�참가함으

로써, 여러�가지�질문을�받게�된다. 질문에�대답함으로써�자신의�

욕망에�제한이�초래되고, 그것은�장에�공유된다. 대자보라는�in-

stitution도�있고, 정보가�게재된다. 이�사진사의�그때까지의�작품을�

감상하는�모임(이것도�잠정적인�institution이다)도�일시적으로�창

설된�것인�듯하다. 이렇게�해서, “지금부터�여기에서�사진을�찍을�

테니까�그것에�따르세요”라는�명령에�의해서가�아니라, 서서히�욕

망이�전해진다. 이것이�이른바�자기�표현적�예술이�아니라, 욕망이�

제한되고, 그것으로�오히려�욕망이�공유되면서�생산물을�산출하

는�institution이다(일본어로�‘제도’로�번역하면�전달되기�어려운�뉘

앙스가�있다. 거기에서는�제도화의�과정(창설되는�과정)이�주시되

고�있으며, 완성도�있는�제도가�위로부터�내려오는�것은�아니다). 

   조금�전의�칠판에는�많은�클럽�활동(이것들도�institution의�일종)

이�무슨�요일의�몇�시부터�행해지는지가�적혀�있다. 환자도�직원도�

치료나�작업과�잘�조합해�좋아하는�것에�나오면�된다. 각종�활동에

서는�주인공이�되는�경우도�있고, 견학자가�되는�경우도�있다. 그�

활동의�몇�개인가에�참가함으로써, 다무라도�사진가라는�status를�



미야키�야스오, ｢라�보르도�병원�살림의�횡단성｣  683

밟고�넘어서는�장면이�생겼을�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이�사진가

는�맥도날드의�대상�a가�되는�것을, 혹은�그것을�찾아내�촬영하는�

것을�우회하고�있다. 

   물론�한�번�‘말했다’고�하더라도, 듣고�있지�않으면�화를�내고, ‘말

하는’ 것을�누군가와�함께�다시�해야�하는�일도�있다. 현실에서�그

런�일이�일어났다고�사진집의�코멘트란에�적혀�있다. 이는�실제로, 

예상할�수�있는�일이다. 위로부터�욕망을�내리누르는�것은�아니니

까. 하지만�그런�경우에도, 함께�‘말하는’ 누군가가�나타난다. 함께�

다시�한�번�처음부터�‘말할’ 수�있다. 그렇게�‘말하는’ 장도, 바로�in-

stitution이다. 정면에서�싸우는�것이�아니라, 엇갈리면서도�전하는, 

그런�institution이�즉각적으로�창설된다. 그러한�창설을�다시�하기�

위한�장에서�모두가�식사를�하고, Rail이�행해지고�있다. 그�옆에서�

매일�부엌이�기능한다.

374 V. 라�보르도�병원의�부엌과�맥도날드의�차이점

1. 장�우리의�경우

장�우리는�라�보르도병원의�부엌의�모습을�다음과�같이�적었다. 

일주일에�한번인가, 2주에�한번, 최근�몇�년, 금요일�오후�2

시�반부터�3시까지, 딱�이�시간대에�‘부엌�체크’라는�작은�그

룹을�명명해�내�자신이�사람을�모으고�있다. 메뉴에�대해�얘

기하는�자리가�아니다. 5명의�요리사를�모으고�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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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한두�명의�스태프도�가세한다. 요리사들은�부엌에서�무

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얘기한다. 라�보르도�병원의�부엌

은�재미있는�곳이다. ‘숨을�돌리는’ 장소이며, 자유롭게�드

나들�수�있는�장소이다. 1시간, 부엌에�온�여러�환자�얘기를�

한다. 정신의학의�관점에서�보면, 무척�힘겨운�환자도�있다. 

이것은�내게, 징후학적으로도�가장�재미있는�미팅이다. 요

리사들은�정신의학의�용어를�제대로�말하는�것도�아니고, 

‘통합실조증’이�어떤�것인지�잘�모를�수도�있다고�생각하지

만, 그러나�그�묘사나�개입의�방식은�완벽하다. 잘�돌아가고�

있다. 부엌의�분위기는�좀�이상할�정도다. 나는�조금�‘뜨거

운’ 것�아닌가, 라고�말하려고�했지만, 물론�반드시�온도가�

높다는�의미가�아니고, 달아오르고�있다는�정도의�느낌이

다. 어쨌든�많은�움직임이�있다. 이�미팅에서는�개개인의�환

자의�인생의�자세한�개별�연구를�행하고�있는�셈이다. … 어

떻게�이럴�수�있는가, 그것은�요리사가�순환에�참여하고�있

기�때문이다. 요리사들의�인생의�일화도�곁들인�어떤�긴�얘

기가�이뤄진다. 그런데�요리사는�처음�4명이었는데, 왠지�

지금은�5명이�되었다. 그것은�일주일에�하루, 요리와는�다

른�것을�하고�싶다고�요리사들이�서로�얘기를�하고, 한�명�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Oury 2005, 

pp.117-118. 강조는�인용자)

우리는�정신의학의�스승인�스페인에서�망명해온�정신과�의사�프

랑수아�토스켈(François Tosquelles, 1912-92년)과도, 제자(혹은�형제) 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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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도�차이를�강조하고, ‘collectif’(‘집합성’라고�번역하는�것이�가

능하리라)라는�개념을�제시한다. collectif는�établissement가�물론�아

니며, institution도�아니다. 그것은�토스켈의�집단�조직�개념�‘폴리

포니’와도�다르고�가타리가�만든�개념�‘transversalité’는�collectif에서�

생긴�하나의�결과일�뿐이라고�장�우리는�언명하고�있다(Oury 2005. p. 

24). 

    장�우리는�collectif를�현실의�집단과�혼동하면�미시파시즘에�이

른다고�주의한다(Oury 2005. pp.110-111). 저명한�정신과�의사인�앙리�에

(1900-77년)로부터�“앙리�에�없는�상탄�병원, 토스켈�없는�상탈방

병원, 장�우리�없는�라�보르도�병원은�별것�375아니다”라고�말을�들

었을�때, 장�우리는�즉각�부정했다. 그�이유는�추상기계를�만들어

서�fonction décisoire(내발적인�결정)을�이�장소에�발생시키려고�했

기�때문이며, 그렇지�않은�한�그것은�미시파시즘이�된다는�것을�알

고�있었기�때문이다(p.111). collectif에서�그�근간을�이루는�‘변별의�

기능’(매우�작은�차이를�구별하는�기능)은�상징계로�안정되어�등

기되는�것�자체를�다시�물음에�부치게�된다(p.146). 정신분석은�상

징계에서�밖에는�행할�수�없다. 정신분석은�상징계에�있는�무엇인

가를�찾아내고, 그것을�입�밖에�내려고�시도한다. 왜냐하면�상징계

는�분석�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래서�라캉은�“뭐, 아무튼, 이런�집

단이�치료적�이익을�가져올�것이라고�생각하는가”라고�우리에게�

물은�것이다(pp.146-147). 그러나�장�우리는�매일, 다양한�장면에서, 

상상계, 상징계, 현실계�중�무엇이�중요해지는지, 그것을�collectif를�

구사해, 복합적으로�다시�관계�맺을�필요가�있다고�썼다(p.141). 이�

세�가지�쌍은�정지된�구조가�아니고, 예를�들어�다무라�나오코田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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尚子처럼�여러�번�‘말함’으로써�몇�번이라도�재제도화된다. 변별의�

기능은�우선�현실계, 상징계, 상상계를�구별하고, 각각의�사이의�

이행�및�거세, 전이, 동일화라는�각각의�계界에서의�문제의�구별을�

행한다(p.158). 이�동일화까지는�분기한éclaté 인격에�있어서도�행

해진다(p.158). 통합실조증〔조현병〕(이�문장이�작성된�당시는�‘정신

분열병’이라고�호칭되었다) 환자의, 이�분기한�동일화를�무리�없이�

상징계에서의�전이에�이르게�하려면�엄청난�시니피앙이�필요하

다고�여겨지는데, 그것을�확보하기�위한�장이�라�보르도�병원이다

(p.124). 거기에는�여러�가지�다양한�institution이�창설되었다가�없

어지고, 또�창설된다. 그것은�환자의�분기에�응하기�위해서이다. 

    이곳이�해리解離가�수반되는�다중인격과�다르다는�것에�주의해

야�한다. 요리사는�주1회, 다른�인격이�되어�있는�것이�아니다. 요

리사라는�status〔지위〕를�뛰어넘어, 타자들로부터�주어지는�역할을�

다른�것으로�바꿔치기�하고, collectif 속에서�기능하는�것이다. 위의�

구절의�강조점으로�강조한�대목은�그렇게�된�경위의�기술이다. 이

런�것이�항상�이�장에서는�일어난다�─ 이제, 부엌에�아무도�들어

갈�수�없는�병원이�대부분일�텐데도. 

    펠릭스�가타리와�장�우리의�차이에�대해�생각하기�위해, 조금�더�

장�우리의�생각을�설명하자. 장�우리가�말하는�collectif의�기반에는�

반드시�윤리적인�법이�존재한다(Oury 2005, p.123). 장�우리는�최신�

대담집에서�바자리아Franco Basaglia에�대한�친근감을�이야기하고, 다

음과�같이�말한다. “법률�180호〔뒤에�나옴〕은, 바자리아가�생각한�것

이�아니다”, “법률은�국가가�만드는�것으로, 무엇인가를�결정한다. 

그러나�내가�décisoire라고, 마치�그리스어의�아오리스트�상相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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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부르는�것은�중세�시대의�의미이다”(Oury et Faugeras, 2012, 

pp.152-153). ‘아오리스트�상相, aspect’이란�시제가�아니라�동작이�단순

하고�열거적이고�순간적인�것을�의미한다.8) 바자리아가�법을�초

월한�임상가라고�장�우리는�말하고�싶었던�것이다. 그리고�collectif

에서의�내규réglement는�법이�아니라고, 장�우리는�구별을�요구하고�

있다. 혹은�376 병원�내의�성적�금기〔터부〕의�윤리를�반드시�지킨다

는�윤리가�있다고�장�우리는�말했다(多賀・三脇 編, 2008, 43頁). 그러나, 여

기서�말하는�법이란�(사소한�차이를�확실히�구별하는) 변별의�기

능의�기저에�있는�“하나의�시니피앙이�주체를�이제�또�하나의�시

니피앙에�대해�표상한다”는�법(라캉의�정식)이�존재하고�있다는�

것이다. 장�우리에게, 이는�움직이기�힘든�법이다. 라캉의�정식을�

라�보르도�병원의�기저에�두고, “어떤�것을�하기로�할�것인지, 하지�

않기로�할�것인지”의�선택을�윤리적으로�결정하는�법이다. 사람은�

많은�것을�할�수�있는�장이라고�생각하겠지만, 장�우리는�오히려�

다양한�시니피앙을�준비함으로써�“‘어떤�것을�하지�않기로�하는�

것’에�관하여�이�병원은�프로이다”라고�쓰고�있다(p.123). 

   이�장에�있는�것은�pathique(뭔가�구체적인�것, 언제나�상이한�것

이�생기는�것의�‘얼룩’ 같은�감각성. 장�우리는�라�보르도�병원에서�

일하는�정신과�의사�다니엘�루로와의�대담에서, 그렇게�정의하고�

있다(Oury et Roulot, 2008, p.57))를�동반한다. 주방과, 도서관과, 병원�내의�

8) [옮긴이] 고대�희랍어에�있는�아오리스트�상(형)은�동작이�계속적이거나�반복되

는�것을�나타내는�미완료형이나, 또�동작이�발생시킨�결과에�주의를�기울이게�

하는�완료형과는�대조적으로, 아오리스트형은�동작이�단순하고�열거적이며�순

간적이라는�것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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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구석에�있는�바(bar)의�분위기는�각기�다르다. 그러나�각�장

소의�분위기에�라�보르도�병원�특유의�동질성이�있다(Oury 2005, 

p.123). 그리고�각각의�장에는�기후, 공기, 분위기, 혹은�‘색’의�차원

이�있다. 바로�그것이�pathique이다. 주방과, 도서관과, 바에서는�그�

감각성이�다르지만, 그것은�다양한�시니피앙의�조합에�의해�생긴

다(p.124). 그렇기에�시니피앙의�분화・차이화를�일어나게�하는�것

이�필요하며(p.124), 누구나�상상계, 상징계, 현실계가�재제도화되

는�중에�놓일�수�있는�장을�찾고�순환할�수�있는�장이, 이�병원이다. 

부엌에서만�유통되는�시니피앙�같은�것은�없고(그런�시니피앙이�

있다면, 맥도날드의�주방이�되어�버린다), 다양한�종류의�시니피앙

의�분화가�이미�거기에는�있다. 이�기반�위에서야말로, 역할을�하

루마다�교대한다는�궁리가�창설된다. 같은�뜻으로�시작한�라�보르

도�병원의, 마치�동생에�해당하는�듯한�병원에서는�급식�시스템을�

사용하기�시작해�단번에�붕괴해�버린�이�분위기가, 장�우리가�좋아

하는�부엌�덕분에�유지되고�있다.

2. 가타리의�경우

우선은, 장�우리가�그다지�창조성을�인정하지�않았던�가타리의�개

념�‘transversalité’에�대해�생각해�보자. 가타리는�다음과�같이�썼다. 

“집단�안에서의�transversalité은, 피라미드형의�위계화나�메시지를�

불모로�만드는�전달�양식을�산출하는�구조에�역행하는�동시에, 그

것을�보충하는�차원이다. transversalité은�집단의�무의식적�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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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장소이기도�하고, 그�주체를�만들어내는�객관적�법칙을�

넘어선�피안에�있으며, 집단의�욕망의�지주支柱나�다름없다. 이�차

원은�결연할지는�몰라도, 스스로의�실천의�의미를�떠맡는�동시에�

주체�집단으로�자기�정립하려고�시도하며, 그래서�스스로를�자기�

자신의�죽음을�좌우하지�않으면�안�되는�듯한�태세에�있는�집단의�

속에서만�부각될�뿐이다”(Guattari 1972, p.84. 377강조는�인용자). 이

것이�일역서의�번역이지만, 이�정도로�아슬아슬한�형태로�고육지

책으로서�떠오르는�것에�‘횡단성’이라는�강력한�일본어는�맞지�않

는�것이�아닌가. 이것은�거기에�있는�사람이�“제도를�딛고�넘어가

버려서, 수직도�수평도�아닌�우회로가�발생하고, 이로부터�연결되

어�가는�것”이라는�의미가�아닌가�싶다(transversalité는�수직성도�

아니고�수평성도�아니다�─ 주(1) 참조). 적어도�‘횡단성’에는�너무�

남성적�울림이나�딱딱함이�있으니까, 그�점을�탈제도화하는�번역

어가�좋다고�생각한다.

   1955년의�단계에서, 가타리는�‘사이코드라마’의�창설자�야곱�레

비�모레노(1889-1974년)를�비판했다. “모레노를�필두로, 모두�똑같

은�소그룹의�속임수의�회로에�빠져�있다”(Guattari 1972, p.16). 1964년, 사

이코드라마�학회에서, 가타리는�Transversalité｣라는�제목의�발표를�

행했다(잡지�게재는�1966년). 거기에서는�분명히�모레노의�‘소시오

메트리’를�의식하여�비판한�다음, ‘transversalité’라는�용어를�동원하

고�있다. 

    “집단의�분석이라는�것은�역할의�조정이라든지�정보의�전달이

라고�하는�문제의�직전�혹은�맞은편에�위치하고�있다. 집단의�분석

에�있어서의�중심적�문제들은, 반발이나�경련이나�전체적�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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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되기�전에, 집단의�창조성이�갑자기�모습을�나타낼�가능성�

차원에�있다. 그러나�대개는�이�창조성을�스스로�받아들이려�하지�

않기�때문에�오히려�무의미의�그물에�걸려들�때가�많다. 그리고�집

단은�‘구호’를�더듬더듬�읽는�것을�전념하는�쪽을�선호한다. 이렇

게�함으로써�진정한�발화, 즉�역사, 과학, 미학�등의�담론이라는�다

른�계열에서�가능한�발화로�가까이�가는�길을�닫아버린다”(Guattari 

1972, pp.77-78). 모레노가�만든�방법론인�소시오메트리에서는�개인이�

점으로서, 주체가�소여의�것으로서�주어지고, 그로부터의�관계성

이나�거리감을�맛보게�된다. 메타수준이�정립된다. “소시오메트리

의�세계에서�대인관계를�선택/거부하는�사람들은�모두�원자atom이

다. 개개의�인간은�사회�속의�원자로서�사회적�원자social atom라고�불

린다. … 소시오메트리는�집단�내의�인간관계를�측정하는�방법이

다. 구성원�사이의�선택・거부의�상태로부터, 집단으로서의�결속

(응집성), 고립, 하위�집단의�유무와�특성, 그리고�구성원의�인기도, 

집단�내의�개인의�지위�등이�측정된다. 소시오메트리의�결과를�구

성원�사이의�관계로서�그림으로�나타낸�것이�소시오그램이다. 각

각의�구성원이�일반적인�선택의�빈도에�비해�어느�정도의�비율로�

선택되었는지, 상호선택이�어느�정도였는지�등�다양한�과제가�확

률적�계산에�근거해�수량화하여�표시된다. 개인의�자아라고�칭하

는�것은�그�개인과�관련된�모든�역할이�맞부딪치는�점이다”(台 2011, 

115頁).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은, 예를�들어�집단�괴롭힘의�방지

에�유용하기�쓰기�위해서, 처음부터�학생들�사이의�관계나�거리를�

메타수준에서�알아두는�시도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그런�일을�

해도�메타수준에서�안�것은�금방�변화해�간다. 그�변화에�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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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378들어가지�않으면�안�된다.

   최근의�집단�괴롭힘�문제가�발단이�되었는지, 많은�집단�괴롭힘�

문제가�발굴되어, 드디어�며칠�전, 교원과�스쿨�소셜�워커와�스쿨�

카운슬러의�증원이�발표되었다. 각자가�‘왕따의�조짐’을�놓치지�않

겠다는�진지한�마음을�갖는다고�해도, 그것으로도�모자라는�게�있

을�것이다. 그것은�학생들만이�아니라�자신들도�포함한�집단의�움

직임을�파악하는�것이다. 그�때문에�뭔가�이상하다고�느끼면�그것

을�다른�사람, 다른�직종의�사람들�앞에서�발화하고�상담하는�것이

다. 그리고�자신의�단면과�타인의�단면, 각각의�시야를�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때, 어떤�사람도�직업의�시야의�제도를�딛고�넘어갈�것

이다. 그�딛고�넘어섬�때문에, 간과되고�있던�모습이, 보통은�간과

되고�있는�문제가�발견될�가능성이�있다. 제도의�틀에�박힌�사람의�

수가�증가해도, 왕따는�음습하게�살아남을�것이다. 가타리는�이런�

것을, 라�보르도�병원의�일상적�집회에�관한�글�｢그�날의�활동에�관

한�소위원회의�신사숙녀�여러분｣(Guattari 1972, p.35)을�1957년에�쓸�때

부터�이미�주장했다. 그리고�유작이�된��카오스모스�(1992)에서도�

똑같은�것이�반복되어�기술되었다. “환경보호�활동가들이�지금�진

지하게�씨름해야�할�것은, 더�이상�우익과�좌익에�대해�등거리를�

취하는�것이�아니라, 진보파의�극을�다시�꺼내들고, 다른�기반에�

선�정치를�다시�만들고, 공공, 프라이비트, 사회, 환경, 정신�사이에

서, 활동가의�제도를�딛고�넘어서, 수직도�수평도�아닌�우회로가�

발생하고, 이로부터�연결되어�가는�것이다”(Guattari 1992, p.178). 왕따가�

발생한�후가�아니라, 왕따가�발생하기�전부터�과제는�이미�있다. 

그것이�금세�잊혀져버린다. 그리고�미디어도�그것에�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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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의�가타리의�논점은�장�우리의�기술과�적합하다. 그러

나�장�우리에게�비판받았던��안티�오이디푸스�(1972)를�철학자�질�

들뢰즈와�함께�쓰고, 정신분석을�기반에�두는�곳으로부터�이탈을�

시도한�가타리도�존재한다. 이중인격? 기회주의? 그게�아니라, 가

타리가�신경을�쓴�것은�법의�문제일�것이다. ‘법제도’라는�말이�있

듯이, 법도�제도도�하나임에�틀림없다. 장�우리가�준거하는�윤리의�

기반을, 가타리는�결과적으로는�파괴하려고�한다. 이는�정신분석

만이�능사가�아니라는�간단한�비판으로�생각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장�우리와�비교해�말하면, “상상계, 상징계, 현실계의�균형

을�바꾸면서�시니피앙의�분화・차이화를�일으키게�할” 정도라면, 

시니피앙이라고�부를�수�없을�만큼�그것을�분화・차이화시켜�버

리면, 이�법�없이도�지나칠�수�있다, 라고�가타리는�생각한�것�아닐

까. 그리고�그�분기는�언어�외에도�당연히�미치는�것은�말할�것도�

없다. 

   가타리는�법을�법제도로�하기�위해서, 점점�시점視點이�낮아진다. 

라�보르도�병원에서도, 치료자와�참여�관찰자�중�후자의�뉘앙스가�

점점�강해진다. 여기에서는�인류학자�노무라�나오키野村直樹에�의

한�기술이�참고가�될�것이다. “어떤�말도�379 ‘단순한�말’이라는�것은�

없는�것입니다. 말은�여러�가지의�비언어에�감싸여�뱉어지고, [글

로] 쓰여지고, 억양intonation이나�글자체나�문맥이�하나가�되어서야�

비로소�말은�사용되는�것입니다. 따라서�어떤�경우에도�내뱉어진�

말은�억양, 속도, 목소리의�크기�등과�일체이며, [글로] 쓰여진�말도�

어떤�위에�쓰여졌는지, 시대는�언제인지, 어떤�리듬으로�쓰여졌는

지와�무관하지�않습니다”(野村 2010, 37頁). 법을�완화해(불법이라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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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아니라) 언어라는�제도에서�초과하기�위해, 착안점은�시니피

앙의�연쇄로부터�화용론으로�옮겨간다. “이�화용론이�전제로�하는�

것은, 본질물들의�현상학이라든지�존재물들의�현상학이라든지가�

아니라, 오히려�기계적�현상학이며, 이것은�주체의�직접�의식을�면

할�수�있는�어떤�본질체도�고려하게�된다…”, “이�화용론은�심리학

적�단계들, 보편개념들, 초월적�관념, 구조들, 원형들, 중추적�시니

피앙들�및�그�밖의�‘수학소’를�포기하고, 무에서�출발하는�것은�아

니지만, 맹목적으로�가시물이나�실재물의�벽에�부딪치는�것도�아

닌�것이다”(Guattari 1975, p.196). 

    1974년에�밀라노에서�열린�회의�｢정신분석과�기호론Psychanalyse et 

sémiotique｣에서�가타리는�사회에서의�미시파시즘뿐만�아니라�가까

운�인간관계에서의�미시파시즘을�문제�삼기�위해서라도�비시니

피앙적인�요소를�주시해야�한다고�썼다. 언어�기호signe와�언어�기

호에�의해�세계에�지시되는�대상référent 사이의�관계는�좀�더�이론과�

실험의�다양한�조합의�총체로서�생각해야�하며, 물리에서�뉴턴�역

학뿐�아니라�상대성이론이�생겨난�것처럼�시니피앙�중심의�기호

론뿐�아니라�비시니피앙적인�기호론이�있어도�좋다. 그�양자를�혼

합한�것이, 퍼스가�말하는�‘이콘’이라고�생각해�두면�좋다, 라고�가

타리는�강연�후의�논의�속에서�재차�간결하게�말하고�있다. 이�논

의에는�들뢰즈와�장�우리도�참가했다. 장�우리는�물론�이러한�생각

에는�반대했지만, 들뢰즈가�여기서�발표한�것이�｢광인의�두�체제｣

라는�제목의�코멘트였다(Guattari 1975 , pp.151-186). 

   게다가�여기에서는�가타리의�저작��기계적�무의식�(Guattari 1979)으

로부터�몇�가지�인상에�남는�구절을�인용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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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구조물들로부터�밖으로�나가려면�어떻게�하면�

좋을까?(p.24)

언어의�단일성과�자율성의�모종의�전통적�개념을�재음미하

는�것은�불가결할�것이다. (p.24)

언어는�그�자체로는�존재하지�않는다. 인간의�언어활동을�

명시하는�것은, 분명히�그것이�결코�그�자신을�지시하지�않

고, 모든�다른�기호론화�양식을�향해�항상�열려�있다는�것이

다. 그것이�한�국민으로, 한�방언으로, 한�특수언어로, 한�망

상으로�닫힌�경우, 그것은�380항상�어떤�유형의�정치적�혹은�

미시-정치적�작용에�관계하고�있는�것이다. (p.25)

실제로�언어운용-언어능력�관계의�유동성은, 방언�이하로�

강하한다. 각�개인은�끊임없이�한�언어에서�다른�언어로�통

과할�것으로�생각된다. 우리는�아이에게�말할�때, 차례대로�

‘한�명의�아버지가�말하는’ 듯한�방식으로, 혹은�학교의�선

생처럼, 혹은�보호자처럼�말할�것이다. 우리는�연인에�대해

서는�어린애처럼�말을�할�것이고, 잠이�들�때에는�꿈의�담론

에�들어설�것이며, 전화가�울리면�갑자기�직업적�언어로�돌

아갈�것이다. 그리고�매번�그곳에서�활용되는�곳은, 의미론

적, 통사법적, 음운론적, 운율론적�차원이다…. (p.26)

시니피앙적�기호학에�의해�산출되는, 고정된, 불활성적�물

질의�개념은�어떤�현실에도�대응하지�않는다. 그것도�특히, 

물질과�생명이�풀기�어려울�정도로�결부되어�있는�지구의�

표면에서는, 그리고�더�일반적으로는, 그�이유는�물질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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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란�에너지적�상호작용물들의�특수한�사례일�뿐이기�때문

이다. (p.216 note 14)

… 우리가�이�방향으로�전진할�수�있는�것은�이러한�성분들

을�횡단하는�것을, 이런�기초적인�기호론적�요소(기호, 신호, 

상징, 아이콘, 인덱스, 기호-입자�등등) 사이에서�일어나는�

것�─ 그것들�사이를�통과하는�것�─ 을�가장�잘�파악한다는�

조건에서뿐이다. (p.206) 

이처럼�가타리는�사물과�언어의�관계를�탈제도화하려고�한다. 그

것은�위에서�본�‘분기’를�비참한�것으로부터�우회로로�변천시키기�

위해서이다(가타리는�그것을�‘schizo-analyse’라고�부르는데, 위와�

같은�의미에서는�번역어로�‘분열분석’이나�‘분기성�분석’ 쪽이�적

절하다고�생각된다. 제도의, 그리고�개인의�‘분기’로�관점이�옮겨

졌다고�생각할�수�있다). 

    그런데�이런�가타리의�부엌이란�어떤�장소일까? 부엌은�요리의�

실험이�이뤄지거나, 사회의�지리(특산물�등)에�대해�배우기도�하

는�장소이며, 요리에�채색을�더한다는�의미에서는�예술을�하는�장

소일�수도�있다. 물론�부엌�이외의�장소로�갈�수도�있다. 무엇인가

에�걸려�넘어져도, 다양한�우회로가�발생하고, 연결되어�있다. 라�

보르도�병원의�부엌에�대해, 가타리는��카오스모스�에서�쓰고�있

다. “라�보르도�정신과�병원에서는�주방이�병원�전체에�있는�제도

(적�활동)의�부분집합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부분집합은�기

능, 사회, 주체라는�상당히�이질적인�차원을�활용하고�있습니다. 

이�장이�자폐하여�영토화할�수도�있을�겁니다. 스테레오타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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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태도의�장이�되기도�합니다. 그�경우는�각자는�기계적으로�

자신의�항상적인�상투어(반복되는�역할)를�실행할�수밖에�없습니

다. 그러나�똑같은�영토가�생명을�얻고, 381 실존의�응집체나�욕동

의�기계를�조합시키기도�하는�것입니다. 게다가�이�기계는�입술에

만�관련되는�것은�아닙니다. 이리하여�충동의�기계는�활동에�참가

하는�자에게도, 상태를�보려온�자에게도�똑같이�영향을�미치는�것

입니다. 이쯤�되면�부엌도�흡사�오페라의�장면으로�모습을�바꿉니

다. 잡담을�하는�사람도�있고, 춤을�추는�사람도�있습니다. 물이나�

불, 빵가루나�쓰레기통�등, 온갖�것을�악기로�간주하고, 권위와�복

종의�관계를�연기하는�것입니다. 음식을�만드는�장소로�본다면, 부

엌은�물질, 신호의�흐름과, 각종�잡다한�보수가�오가는�교환의�장

이�됩니다. 그러나�이러한�흐름의�대사代謝에�전이가�일어나려면, 

장치�전체가�정신병�환자에게�특유한�전-언어적�구성요소를�잡아

내는�수용기구로서�기능하지�않으면�안�됩니다. 부엌에서�생기는�

분위기와�관계성이�가져오는�주체화가�가진�힘은, 제도의�이�부분

집합이�제도의�나머지�부분에�대해�얼마나�열려�있는가의�정도(우

회로의�계수, 제도를�넘어가�버리고, 수직도�수평도�아닌�우회로가�

발생하고, 이로부터�연결해가는�가능성의�계수)에�연동하고�있기�

때문입니다”(Guattari 1992, pp.99-100).

   “주방과�같은�제도의�부분집합에�접촉하는�정신병자는, 신중하

게�준비된�언표행위의�지대를�통과하게�됩니다. 그때, 신중하게�준

비된�담론행위의�어떤�지대를�통과하기�때문에, 오히려�그�지대는�

자폐하고�있고, 여러�가지�역할과�기능에�종속시켜�버리는�것은�있

다고는�해도, 타자성의�우주에�직접�연결되는�일도�있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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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정신병자를�실존적�울타리로부터�바깥으로�끌어낼�수도�있

습니다”(Guattari 1992, pp.99-100). 이�“다양한�역할과�기능에�종속시켜�버

리는�것은�있다고�해도”라는�점을, 장�우리는�절대로�인정하지�않

을�것이다. 역할은�타인이�주는�것이며, 기능은�비인칭적인�것이

다. 가타리에게는, 그것으로는�불충분한�움직임(인간의�틀�안에�들

어가는�활동)에�불과한�것으로�보일�것이다. 인간이�인간으로�제도

화하는institutionalisation 과정은, 장�우리의�개념조차�뛰어넘어�버리는�

것이다, 라는�가타리의�발견이�있다. 

   “아까의�예로�이야기를�한정하면, 라�보르도의�부엌에서는�말을�

하는�행위의�분출에�의해, 조리�작업이�부분적으로�분기�장치의�역

할을�담당하기에�이른다고�말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이것에�

장기적인�보증이�주어지는�것도�아닙니다. … 쉬지�않고�배치arrange-

ment를�계속�수정할�필요가�있습니다. 그�배치가�비시니피앙적�특

이성의�상당수�─ 감당하지�못할�정도로�힘겨운�환자, 해소할�수�

없는�갈등�─ 를�받아들이는�능력이�있는지�여부를�살펴봐야�합니

다. 그�장의�배치가�그�제도를�뛰어넘어�버려서, 수직도�수평도�아

닌�우회로가�발생하고, 그로부터�연결되어가도록�밖을�향해서�열

리는�움직임을�항상�조절하고�있지�않으면�안�됩니다”(Guattari 1992, 

p.102). 이�서술을�보면, “비시니피앙적�특이성의�상당수�─ 감당하

지�못할�정도로�힘겨운�환자, 해소할�수�없는�갈등�─ 를�받아들이

는�능력”이야말로�transversalité임을�알�수�있다. 그러니까�당연히�

맥도널드에는�transversalité가�382없는�것이다. 장�우리는�조현병�환

자의�주체는, 그리고�대상�a는�dissocié, éclaté하고�있다고�했지만, 가

타리에게�이것들은�주체와�대상에�붙는�형용사가�아니다. 가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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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것들의�분기(dossocier, éclater)의�움직임이�세계에�있다는�것

의�중요성을, 혹은�당연함을�알려고�하고�있다. 이�분기를�통과하

는�통과�성분(Guattari 1975, p.210)이야말로�결과적으로�인간화도�초래할�

뿐이다. 그래서�다음처럼�쓰게�된다. “… 내용과�표현은�결코�시니

피앙과�시니피에로�환원되는�것이�아니다”(들뢰즈&가타리, 1994, 88頁). 

왜냐하면�“애당초�표현의�형식이란�이러저러한�단어로�환원되는�

것이�아니라, 지층으로�간주되는�사회적�영역에�출현하는�언표의�

집합(그것이�바라�기호의�체제이다)으로�환원된다. 내용의�형식은�

사물로�환원되는�것이�아니라, 힘의�형성체로서의�복잡한�사물의�

상태(건축, 생명�프로그램�등등)로�환원된다. 거기에는�이른바�끊

임없이�계속�교착하는�두�개의�다양체가, 즉�표현의�‘담론적�다양

체’와�내용의�‘비담론적�다양체’가�존재하는�것이다”(88頁). 부엌에

서야말로�바로�표현의�‘담론적�다양체’와�내용의�‘비담론적�다양

체’의�교착이�존재한다. 국가는, 이성은, 무의식은�두�개의�다양체�

사이에�법을�만들어�무엇인가의�안전을�확증하고�싶은�것이겠지

만, 법도�교착의�한�가지�결과라고�봄으로써�하나의�법제도라고�생

각하면, 그�제도의�모습과�간극을�벌이고, 그�교착을�지키는�제도

를�뛰어넘어가는, 수직도�수평도�아닌�우회로로부터�조금도�다른�

제도로�연결되는�것이�가타리의�analyse institutionnelle(제도를�사용

한�분석)이�된다. 이�수준의�시선은�위로부터의�시선이�아니다. 메

타�수준의�메타�수준(메타의�제곱)이�아니라, 장�우리에게�있던�기

저의�법을�더욱�아래로�초월하는�것이라고�생각하면�좋을�것이다. 

‘제도분석’이라는�번역어가�아니라�‘제도를�사용한�분석’이라는�번

역어를�사용함으로써, 우리는�부주의하게�메타�수준에�서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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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따위는�할�수�없을�것이다. 같은�뜻의�프랑스어인�‘analyse 

d’instintution’이라는�표현은�후자의�독해를�낳을�우려가�크다. 일본

어와�불어의�어감�차이에�주의하고�싶다. 

VI. 부엌의�차이, 다양한�부엌

장�우리의�생각이라면, 우리의�부엌에서�만들어진�것을�먹는�것이�

가장�좋다는�게�될�것이다. 가타리라면, 다른�부엌에서는�어떤�실

험을�하고�있는지, 실제로�가서�먹어보고�싶다고�생각하지�않을까? 

에스노그래퍼적인�가타리의�모습이�부엌에서�부상하게�될�것이

다. ‘운동가’라기보다는�그�쪽이�내게는�잘�어울린다. 

    장�우리는�이탈리아에서�정신과�병원�전체의�폐쇄를�결정했다

고�일컬어지는�“바자리아법”(법률�180호)이�1978년에�통과되었을�

때, 밀라노에�있었고�인터뷰�요청을�받고서, “이것은�일종의�위장

술camouflage이죠”라고�대답했다고�한다. 그�후, 장�우리는�이탈리아

에서는�사회적�소외와�정신적�소외가�혼동되고�있다고�생각했다

(Oury, 2005, p.162). 그것에�비해, 가타리는, 굳이�반정신의학의�데이비

드�쿠퍼와�대화를�시작한다. 그것은�383 장�우리한테�큰�쇼크였던�

것�같다. 

    여기서�쿠퍼의�주장을�다뤄보자. 아래는�개요일�뿐이다. “두�개

의�차이에�주시하기�바란다. 우리는�국가의�앞잡이가�되고�있는�관

리자라는�무능력자, 그것들과의�차이에�의지해서�무능력자에게�

거스르는�능력자�사이의�차이. 이로부터�이�네트워크(이것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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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니기�때문에)에의�참가자(멤버라고는�할�수�없는)와�참가자

가�아닌�사람�사이의�차이. 그�위에서�중요한�것은�자신과의�경쟁

이다. 타인을�질투하는�사례가�아니다. 고립되지�않고, 이�조각난�

네트워크를�활용하자. institution이란�타인을�위해�개인을�바람직

한�장소에�두는�것을�의미한다. 그래서�똥이다. 그래서�비조직으로

서의�네트워크를�돌보려면, 박애정신을�배우기보다는, 사람을�잘�

싫어하는�방법을�배우고�싶은�것이다. 개도국의�문제, 소비에트가�

뒤를�밀어줌으로써�발생하는�대립. 그것은, 우리의�문제와�똑같은�

것이다”(Cooper 1977, pp.35-45). 이것은�Réseau-Alternative à la psychiatirie

(정신의료를�대신하는�네트워크)에�보낸�쿠퍼의�편지이다. “사람

을�잘�싫어한다”라는�말에는, 바로�‘횡단성’이라는�자칫�억지�합의

를�전제로�하는�어감에�의심을�품으면서, 본류로부터�분기된�지류

(혹은�우회로)가�연결되는�감촉이�표현되고�있다. 이�네트워크는�

1975년에�만들어지고, 리더인�가족요법의�모니�에르카임, 반정신

의학의�쿠퍼, 가타리, 사회학자인�로베르�카스텔, 프랑코�바자리아

(1924-80년)의�절친한�친구인�이탈리아의�정신과의사�등으로�이루어

진다. 계기는�1975년에�벨기에의�브뤼셀에서�프랑스의�섹터(지구�

할당의�정신의료)제도가�들여오려고�할�때, 섹터제도를�대체하는�

것이라는�테마로�외국인을�포함해�서로�얘기를�나눈�적이�있었다. 

섹터제도�그�자체가�나쁘다는�것은�아닐�터이다. 그런�것은�이식�

가능한가, 라는�질문이�나왔을�것이다. 이식하려고�하다가�소동이�

일어난다. 이것은�분석의�기회인�것이다. 프랑스가�스스로의�제도

를�분석하는�것이�필요했을�것이다. 가타리는�그것을�알아챘다. 

    가타리는�브뤼셀의�제1차�회합에서의�발표�중에, 이탈리아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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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아로부터�많은�것을�배웠다고�썼다. 법률�180호는�새로운�입

원의�스톱을�결정했을�뿐, 이후의�노력에는�이탈리아�각지에서�각

양각색의�고육지책이�있었다는�것을�들었을�것이다. 특히�직원이�

소극적이고, 예스맨이�많은�것. 또한�노동자의�처우개선�운동과�정

신의료�개선운동이�연결되어�있었던�것. 그래서�많은�문제를�함께�

조금씩�해결해�나갈�수밖에�없었다. 이탈리아에서�일어난�것은�이

상적인�것이�아니다(Guattari 1977, pp.29-34). 즉, 바자리아는�영웅이�아니

다. 영웅은�불필요하다. 장�우리도�이�점은�인정하겠지만, 병원이

라는�의미의�institution의�부정(institution en négation)을�바자리아가�

주장하는�것이, 장�우리에게는�마음에�들지�않았을�것이다. 저�부

엌까지�파괴하라는�말이냐, 라는�셈이다. 그러나�가타리는�바자리

아는�병원�안팎의�384제도로부터의�간극, 병원�안팎에서�제도를�뛰

어넘을�것을�주장했다고�생각할�것이다. 그�계기로서�이탈리아의�

법률�180호가�있다. 병원을�없애도, 견고한�제도는�아직�사회에�존

재하니까. 그런�의미에서, 이탈리아의�병원�폐쇄는�병원�밖의�사회

에�있는�제도에�지속적인�손질을�필요로�하는�것이었다.9) 제도의�

뛰어넘기가�병원�내에서만이�아니라, 사회에서도�일어나지�않으

면, 역동적인�분석은�발생하지�않는다. 이탈리아의�병원에서�그�제

도의�분석의�가능성을�볼�수�없었기�때문에, 어차피�그렇다면�정신

과�병원을�닫으라고�바자리아는�결의한�것이라고도�말할�수�있다. 

   이�‘institution’이라는�개념에�대한�국가적�배경에�의한�차이를�검

9) 松嶋健, 「イタリアの例から : バザーリアと制度を使った精神療法──脱施設化

から脱制度化へ」(多賀・三脇 編, 2008, 6장�3절)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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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는�것을�동반하는�네트워크Réseau-Alternative à la psychiatrie에�참가함으

로써, 가타리는�이�개념의�비교와�분석을�행했다. 가타리가�‘움직

임’으로써, 네트워크가�펴지고, ‘제도’라는�개념�그�자체의�분석까

지�행해진�것이다. 

   1980년에�바자리아가�죽는데, 개혁은�이어지고, 1999년�말에�이

탈리아는�정신과�병원의�전면�봉쇄를�선언했다. 그런데�병원에�입

원한�환자는, 이탈리아에�병원이�없어지고, 이탈리아의�마을에서�

일할�때, 라�보르도의�부엌처럼, 어딘가의�식당의�주방에서�일할�

수�있을까? 이것은�농담이�아니다. 그렇게�간단한�일은�아니지만, 

가능할지도�모른다. 지금은�취업협동조합이�지역정신보건�서비

스를�구성하고�있기�때문이다(清野・水野・安西 2010). 취로就勞가�일단

은�사회참여의�길을�열어주기�때문이다. 현재의�이탈리아�사회는�

EU에서�큰�힘도�없다. 그러나�사회의�곤궁은�이런�부엌을�가질�수�

있는�기회일지도�모른다. 맥도날드�같은�곳에서�겉보기에만�정비

되어�일하기보다는, 제도를�딛고�넘어서서, 수직도�수평도�아닌�우

회로가�발생하고, 그로부터�연결해나가는�것, 즉�transversalité를�바

자리아도�가타리도�원했다고�한다면, 그들은�공동투쟁할�수�있을�

것이다. 그들의�공통성을�의료와�탈의료화의�공존이라고�불러도�

될�것이다. 가타리의�화용론에는�탈의료화의�성분이�있는�것이다. 

가타리라면, 다른�부엌을�보고, 우리집�부엌을�어떻게�할지, 실험

을�다시�하기�시작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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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레로스 섬에도 역시 부엌을

마지막으로, 이러한�네트워크가�펼쳐져도�세계에�남은�열악한�병

원에�관한�가타리의�반응을�소개해두자. 

    스테판�도너는�가타리의�텍스트�두�가지를�정리하고, ｢서문｣과�

｢후기｣에�가타리와�관계가�깊은�사람의�문장을�두고, �레로스�섬

에서�라�보르도�(Guattari 2012)라는�책을�냈다. 이하, 요점을�뽑아내면

서, 내�의견을�보태�쓰겠다. 

    왜�“레로스�섬에서�라�보르도”인가? 다른�의미에서�정신의학의�

상징적인�장소의�이름을�들고�있다고�생각해도�무방하다. 전자는�

나쁜�곳, 후자는�좋은�곳이라는�것일까? 물론�그런�단순한�결론을�

마련해�놓을�만큼�가타리는�단순하지�않으며, 385따라서�도너도�단

순하게�이러한�표제를�붙인�것은�아니다. 이�책의�전반부는�레로스�

섬�방문일기라고도�할�수�있는�부분이고�후반부는�“레로스�섬에서�

라�보르도로�: 분석적�실천과�사회적�실천”이라는�제목이�달려�있

다. 

    레로스�섬은�그리스에�있는�섬이다. 그곳은�푸코의��광기의�역

사�를�방불케�하는�상태로, 병인지�병이�아닌지에�거의�상관없이�

비사회적인�사람이�수용되어�있다. 의사도�없다. 왜?

    가타리는�바자리아의�후계자이고, 이미�레로스�섬의�정신과�병

원에�국제팀으로서�개입한�프랑코�로테리와�연락을�취하고, 이�병

원을�방문했다. 대전�중에, 우리의�스승인�토스케예스�등이�남프랑

스의�상타르방�병원에서, 얼마나�굶어죽지�않아도�되는가를�환자

와�함께�실천해가는�수준에서부터�우선은�출발해야�할�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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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리는�생각한다. 그리고�환자의�활동방식, 치료자-환자관계에, 

천천히, 부드러운�제도를�들여와, 그리스가�여기로�보낸�원래의�장

소로�환자를�돌려주는�것이�필요하다고�한다. 그러나�이�장소가�이

미�개혁을�받아들이기�시작한�것, 즉�움직이지�않았던�장소가�움직

이기�시작한�것(여기에�작업요법의�싹이�있다는�것을�가타리는�주

시한다. 그것은�환자의�‘안면성’을�부분적으로든�바꿀�가능성이�있

다. 얼굴을�직접적으로�바꾸는�것은, 또한�미시파시즘이다. 가타리

는�‘부엌’이�생길�잠재성만은�확인할�수�있지�않았을까)을�확인한�

가타리에게�궁금했던�것은�오히려�아테네의�대형병원에�정신과

의사가�세�명�있는�데도�불구하고�환자의�자유를�빼앗고�있다는�것

이었다. 

    그리하여�가타리는�아테네의�병원을�방문했다. 미디어는�레로

스�섬을�빌미로�그리스�정신의료의�문제를�거꾸로�감추고�있을�위

험성이�있었기�때문이다. 여기에만�천착해�레로스�섬�해방의�상징

이�되는�것이�가타리의�목적은�아니었다. 로테리는�“레로스�섬을�

부숴야�하나”라는�질문을�받고, 부숴버리기�전에�잘�봐�두어야�한

다고�대답했다고�가타리는�말한다. 나븐�것이라면�없애라, 라는�단

순한�발상으로�이탈리아의�의료개혁이�진행된�것이�아님을�알�수�

있다. 로테리의�의견에는�가타리도�찬성이었다. 레로스�섬을�때려�

부수기�전에, 여기에서�일어나는�일(섬마을�사람들이�그곳에서�하

고�있는�일도�포함된다), 이곳의�현재�상황을�만들어낸�이유를�알

고, 거기에서�무엇인가를�발명하는�일을�생각한다. 그리스의�정치�

현황이�이런�개혁에�생명을�계속�줄지는�매우�의문이�들지만, 다른�

한편으로�그리스가�유럽으로부터�이상화되고서는�버림받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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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존재하고�있음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어떤�의미에서, 레로

스�섬은�신자유주의의�쓰레기통(맥도날드의�쓰레기통)이다. 유럽

에서�소비에트연방(러시아)까지, 이�상황과�무관하다고�말할�수�

있는�사람은�존재하지�않을�것이다.10) 가타리는�방문했을�때, 레로

10) 레로스�섬에�관해서는, 가타리가�방문한�무렵의�상태를�적은�의학논문(Ramsay 

1990)이�있기에, 이하에�요점을�적어둔다. 1970년대까지�본국에서�2000명의�환

자가�섬으로�‘이송’되었다. 1983년에�유럽의�의학과�경제의�전문가�위원회가�

EC(유럽경제공동체)에�그리스의�체제를�바꾸도록�진언했다. 이�위원회는�레로

스�섬을�방문했을�때, 이곳은�감옥�같다고�말하고, 새로운�입원을�금지하도록�진

언한다. 훈련된�스태프도�없고�치료�결과도�나오지�않았기�때문이다. 하지만�그

것은�본국도�똑같았고, 1만�명이�병원에서�사망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

란드에서�정신과�스태프를�불러들여, 그리스의�의사와�함께�진찰한다. 4년�동안, 

유럽에서�재정적�지원을�받는�대신, 위원회는�그리스�정부가�이�개혁을�주도할�

것을�요구했다. 그러나�레로스�섬의�주민들은�그�병원에서�일하는�것을�주�수입

원으로�삼았다. 1988년의�시점에�1200명의�환자가�있고, 평균연령은�54세, 3분의�

2가�남성이다. 84%가�다른�정신과�병원에서�왔고, 25%는�정신병, 신체장애인은�

적었다. 81%가�가족과�접촉이�없고�만성화되어�있어도, 스태프에�따르면�36%의�

환자가, 연구자에�따르면�46%의�환자가�병원�밖에서�혼자로, 혹은�수용기관에

서�살아갈�수�있다고�판단했다. 그리스에서도�커뮤니티�정신의학이�발달하면서�

센터가�열리기�시작하여, 장기입원의�역할이�줄어들고�있었다. 그러나�EC의�기

금의�3분의�1을�예정보다�4년이나�일찍, 1988년까지�사용해�버렸기�때문에, 원조

의�연장을�요구하고�있는�형편이다. 영국의�사회학자들은�섬에�있었던�만큼�정

신적으로�더�소외가�돼�있어, ‘탈-섬화’하려면�받아들이는�쪽도�상당히�관용적이

지�않으면�어려울�것이라고�말하고�있다. 그리스는�커뮤니티�정신의학을�추진

할�때�많은�나라에서�생긴�문제를�역시�경험해�나갈�수밖에�없다. 타국에서�생긴�

문제를�배우는�것이�그리스에�있어서는�큰�원조가�될�것이다.

      또�가타리가�방문한�시기�이후의�상황�보고로는�http://www.triestesalutementale 

.it/francese/doc/LerosFrancais.pdf#search=leros%20psychiatrie에서�이탈리아, 트리

에스테의�정신의료�서비스에서�일하는�사회�심리학자�Maurizio Costantino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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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섬의�부엌을�보려고�했을지도�모른다. 그것은�거의�없는�것이나�

다름없었을�것이다. 물론�라�보르도�병원이라면�절대로�괜찮다고�

장�우리도�가타리도�말하지�않을�것이다. 장�우리에게서는�법을�기

반으로�한�순환이, 가타리에게서는�사물과�말과�그�밖의�요소를�이

용한�실험이�영속하는지가�부엌이라는�장소(386거기로�연결되는�

우회로까지�포함해)의�문제이다. 부엌은�어떤�장소가�어떤�장소인

가를�보는�데�적합한, 귀중하고�사소한�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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