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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정치담론 에서 정치체(bodypolitic)를 신체에 비유하는 ‘좁은’

의미의 신체정치(bodypolitics)를 상으로 삼는다.그런 에서 본 논문에서 다

루는 바는 ‘신체에 한 정치’혹은 ‘신체와 정치’라기보다 ‘정치 인 것으로서

신체’이다.신체의 ‘은유(metaphor)’를 통해 정치체를 사유하는 방식은 동서양 고

을 걸쳐 다양하게 개되어왔다.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신체정치는 ‘신체’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신체 의 변화가 갖는 정치사상 의미를 제 로 악하

지 못했다.본 논문은 바디폴리틱을 단순히 ‘수사 ’차원의 고정된 은유로서만

이해하는 한계를 넘어 그 당시 신체를 바라봤던 의 변화 내지는 의학사

근방법을 통해 해석하고자 했다.이는 근 동아시아의 신체정치라는 측면

에서 더욱 요하다.왜냐하면 바디폴리틱에 한 사유들 많은 논의가 서

양에서 근 동아시아로 건 와 수용되었다고 할 때 이른바 출발지와 도착지

의 신체 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즉 서양에서 바디폴리틱에 한 담론이

신체 과 정치담론이 하나의 세트로서 출발했다면 이것이 도착하게 된 근

동아시아에서는 신체 까지 곧바로 함께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이는 결

국 정치담론과 신체 의 괴리,혹은 통 동아시아의 신체 속에서 서구의

정치담론을 이해하는 결과를 낳았다.즉 신체 의 차이는 ‘정치 인 것’을 다르

게 상상하고 다르게 구성하게끔 했다.

이 논문은 ‘개체 인 것’,‘사회 인 것’,‘국가 인 것’이 어떻게 신체 으

로 상상되는가를 다룬다.2장에서는 개체 인 것과 련해서 생명으로서 신체

가 어떻게 자연에서 분리되어 인격화된 신체로 등장하는가를 다루었다.이는

통 신체 과 구별되는 근 신체 의 특징이다.이는 정치 개념들과

연동된다.즉 소유 형태로 자유와 권리를 갖는 배타 이고 독립된 개체의

등장이었다.이는 집합성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성을 필요로 하며,소유 개인

주의와 연결되며,복수 계 속에서 작동한다.이는 결국 ‘신체’가 법 ,권리

으로 ‘인격’화되는 과정이었다.이 과정에서 자연 혹은 생명으로서 열려있고

소통하는 공통 신체는 이제 닫 져 있고 독립 이며 소유 인격으로서

악되며,집합체를 이루는 단 로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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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이처럼 공동체에서 유리된 근 개체들이 복수 인 결합으

로서 사회 인 것을 만들어내는 개를 보았다.그러나 이는 개체와 사회의

인과론 등장을 시사하는 논의는 아니다.오히려 결합을 통해 사회를 만든다

는 발상이 가능해진 순간이야말로 개체 인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이때 사회 결합의 원리에서는 자율 이고 평등한 계의 신체성이

두드러졌다. 컨 신체의 안과 밖의 계로서 정부와 인민의 구도를 상정한

후쿠자와나 ‘상생양의 도’로서 사회를 상상하는 니시의 방식 등이다. 한 수평

신체로서의 사회 인 것에 한 념은 메이로쿠‘샤’나 독립 ‘회’등의 결사

를 구성하려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계약으로서의 사회나 유기체

로서의 사회는 기존의 머리가 차지하던 심성을 옮기는 역할을 했다.루소나

스펜서의 번역본에서 나타난 순환론 바디폴리틱,개체 심 유기체론의

양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사회 인 것에서 집합 신체로서 법 인격을 획득해 나간

국가 주권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 다.우선 국가 차원의 집합 신체에서

는 주권논쟁에서 보이듯 주권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이 강조되었다.

이는 집합체에 인격을 부여하고자 했던 홉스의 논의를 존하는 군주에 권

를 실어주기 한 논의로 변형한 것이었다.국가 역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

써 국가라는 법인격에 주권의 근거를 부여하고자 했던 블룬칠리의 유기체론

역시 천황의 권을 강조하기 한 논리로 용되었다.이러한 수직 이고

계 인 정치체에 한 사유는 메이지 헌법이나 칙어류에서 신체은유를 통해서

도 드러난다.물론 이러한 수직 신체의 발상으로 국가 인 신체가 정리되었

던 것은 아니었다.가이에다가 통 인 신체상을 변용해 천황과 인민의 계

를 사유하는 에서 보듯 서구의 담론들이 통 신체은유와 결합하며 독특

한 사유들을 열어 나갔다. 한 국과 조선에서의 유기체설에서 보듯 이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본격 인 질문을 신체를 통해 제기한 것이기도 했다.망

국의 상황 속에서 유한성을 극복하고 좀 더 큰 내가 되기 한 방법으로서 유

기체설이 원용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단순히 서양의 신체 과 동양의 신체 의 차이 속에

나타나는 정치 인 것에 한 사유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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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히려 근 동아시아의 신체정치는 신체를 통해 정치 인 것을 사유한다

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이다.신체란 무엇인가를 정의내

리기는 불가능하지만 결국 신체란 ‘자연’과 ‘인격’그 어느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근 서양의 신체 의 핵심이 자연 혹은 사물로서의 신체를

인격으로 악하는 과정이었다면,신체정치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바디폴리

틱에 주권을 부여하는 과정이었다.그러나 이는 언제나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

에 없다.신체를 인격으로 악함으로서 생기는 잔여,바디폴리틱 안의 다양한

힘들을 주권으로 악할 때 생기는 잔여가 그것이다.따라서 서구식의 근 주

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은유로서의 신체는 항상 흔들리고 어 나게 합될

수밖에 없었다.그런 에서 근 동아시아에서 주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

양한 바디폴리틱 논의가 충돌하는 ‘장’이었으며,이는 기존의 신체 과 맞물려

어 남과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구성’의 일환이었다.이런 에서 근 동아시

아에서 바디폴리틱에 한 담론은 서양의 유기체론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역시 서양의 것을 그 로 수입했다는 기존연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오히

려 정치 인 것을 사유하기 한 다양한 신체정치 담론들이 수용,유통,변

용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통과 근 의 혼종의 양상을 보여 다.

주요어:바디폴리틱,신체정치,유기체,주권,은유

학 번:2008-3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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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문제제기

정치사상에서 ‘신체’라는 문제만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주제도 드물다.

그러나 ‘신체와 정치’라는 문제는 범 나 주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이 모두를 다룰 수는 없다.본 논문은 정치담론 에서 정치체(bodypolitic)를 신체에

비유하는 ‘좁은’의미의 신체정치(bodypolitics)를 상으로 삼는다.1그런 에서 본

논문은 ‘신체에 한 정치’혹은 ‘신체와 정치’라기보다 ‘정치 인 것으로서 신체’에

한 연구이다.지 까지 신체정치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주로 권력이 어떻게 개인

의 신체를 규율하는가라는 ‘정치와 신체’의 문제를 다 왔다면 본 논문은 신체로서

집합 계성들을 어떻게 구상하는가라는 ‘정치 인 것으로서 신체’의 문제를 다루

고자 한다.‘사유’의 상으로서 정치 인 것(thepolitical/lepolitique)과 ‘과학’의 상으

로서 정치(politics/lapolitique)를 구별한 르포르(ClaudeLefort)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가

객 실재에 한 연구라고 한다면 이와 달리 ‘정치 인 것’에 한 사유는 사회

공간을 형태화(mise-en-forme)하는 원칙들을 드러내는 것이다.그는 정치 인 것

을 분석하면서 경험 ,규범 인 것이 아니라 ‘상징 인 것’(lesymbolique)을 요시

하는데,이는 정치 인 것이 어떤 사회가 집합 단일체로 표 ,연출되는 방식

(mise-en-scène)과 그것이 정당성을 얻기 한 의미 부여(mise-en-sens)라는 상징 과

정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르포르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결국 집합

신체를 어떻게 상징,구상하는가의 문제는 인간들이 그들 스스로 그리고 세계와 맺

는 계들의 원칙인 ‘존재론 ’조건을 결정짓는 문제로, 실정치가 작동하기 한

조건 혹은 제를 다루는 것이다.2

1바디폴리틱(bodypolitic)이란 말은 인간의 몸처럼 국가를 공동 실체(corporateentity)로 은유

(metaphor)하여 가리키는 말로 commonwealth와 함께 국가 혹은 정치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

어 왔다.흔히 정치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치체라는 말과 함께 신체

의미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바디폴리틱이라는 말을 그 로 사용하기로 한다. 하나 바디폴리틱

(bodypolitics)은 권력이 신체와 련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본 논

문에서 신체정치라 할 때는 이보다 좀 더 포 인 의미로 신체와 련된 정치 인 것이라는 개념

으로 다루고자 한다.

2Lefort,Claude,transDavidMacey,Democracyandpoliticaltheory(Cambridge:PolityPress,

1988),pp.9∼20;Lefort,Claude,editedandintroducedbyJohnB.Thompson,Thepolitical

formsofmodernsociety:bureaucracy,democracy,totalitarianism (Cambridge: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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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를 신체를 통해 ‘은유’하는 방식은 서양의 정치사상의 통 속에서 자

주 등장해왔다.3정치체를 신체와 같이 균형을 맞추어 조화를 이 내는 것으로 악

한 라톤이나 아리스토텔 스 념,각 구성원이 신성한 신체인 그리스도의 몸

의 지체를 이루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념,군주를 심으로 기능 ·

계 으로 구성된 기 론 공동체,정치체를 각자의 자연권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어 구성하는 기계 이고 자동 인 근 인 정치체,기계론 ·계약론 정치체에

한 안티테제로서 등장한 자연 ·역사 유기체 개념 등 역사 으로 신체는 정치

체를 사유하는데 떨어져 사유되지 않아왔다.그리고 이러한 신체로서 정치체를 사

유하는 방식은 재까지도 정치담론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정치체

(body politic)라는 말 이외에도 조직(organization), 조합(corporation), 조합주의

(corporatism),시민 덕성(civicvirtue),헌법(constitution)4,수장(headofstate),공동체 성

원(member of community),군 (armed forces),사회 질병(social disease),경제성장

(economicgrowth),보이지 않는 손(invisiblehand)등등 많은 용어들이 인간의 신체나

유기체와 어원 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5 신체은유는

단순히 죽은 은유가 아니라 재에도 여 히 강력한 힘으로서 작동하며 정치 담

1986),pp.302∼306.물론 정치와 정치 인 것의 구별은 칼 슈미트에게서 이미 보인다.르포르의

논의는 존재 (ontisch)차원의 정치와 존재론 차원(ontologisch)의 정치 인 것을 구별한 샹탈

무페나 정치의 조건으로서 정치 인 것을 다루는 장 뤽 낭시 등의 정치철학으로 이어진다.

3이솝, 라톤,아리스토텔 스,키 로,아우구스티 스,솔즈베리,그로티우스,홉스,로크,루소,

아담 스미스,칸트,헤겔,뒤르 ,칼 슈미트 등 고 공화주의자들로부터 세 사상가,근 실

주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신체-정치 은유(corporatepoliticalmetaphor)를

사용하고 있다.이에 해서는 JefferyZavadil,AnatomyoftheBodyPolitic:OrganicMetaphors

inAncientandMedievalPoliticalThought(Tempe:ArizonaStateUniversity,2006);A.D.

Harvey,BodyPoliticPoliticalMetaphorandPoliticalViolence(New Castle,U.K.:Cambridge

ScholarsPublishing,2007).

4 constitution은 헌법이라는 말 이외에 체질,건강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푸코는 헌법

(constitution)을 어떤 시기에 형성된 가시 법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힘의 계

나 비율의 균형과 작용,안정 인 비 칭성,알맞은 불평등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지 한

다.이는 18세기의 의사들이 ‘체질(constitution)’이라는 말로 신체의 힘의 계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 다는 것이다.미셸 푸코,김상운 역,『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서울:난장,2015),

,pp.234～235. 한 네그리와 하트는 ‘constitution’을 ‘헌법’이라는 뜻으로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

치 신체의 창출을 의미하는 ‘구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헌법은 구성 힘의 한 양태일 뿐으

로 단순히 고정화된 법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정남 ·윤 역,

『공통체』(고양:사월의 책,2014).본 논문 제목의 ‘바디폴리틱(BodyPolitic)의 구성’은 이러한 푸

코와 네그리의 의미를 따라 신체 의미에서 정치체를 창출하는 ‘구성(constitution)’ 의미로 사용

하고자 한다.

5Zavadil(2006),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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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지 까지 신체은유에 한 분석들이 단지 고정된,불

변의 신체상을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데 있다.즉 바디폴리틱을 단순히

‘수사 ’차원의 고정된 은유로만 이해하는 한계를 넘어,그 당시 신체를 바라봤던

의 변화 내지는 의학사 근방법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6왜냐하면 첫째

의학에서 신체를 보는 과 정치사상은 시기 으로 정확히 겹쳐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묘하게 닮아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앞서 말한 정치체에 한 념의

변화들은 의학사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일 신체와 갈 노스의 신체,베살리우스

와 데카르트로 이어지는 기계론 신체와 하비의 심장 심의 순환론 신체,피르

호의 세포국가론과 생기론에서의 생명에 한 들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7따

라서 신체 이 탈맥락화된 바디폴리틱에 한 정치담론은 제 로 된 역사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8

둘째 정치담론과 신체 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담론의 수용과정에

서 더욱 요해진다.왜냐하면 바디폴리틱에 한 사유들 많은 논의가 서양에서

근 동아시아로 건 와 수용되었다고 할 때,이른바 출발지와 도착지의 신체 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즉 원래 서양에서 바디폴리틱에 한 논의가 정치담론과

신체 이 하나의 세트로서 출발했다면,근 동아시아에서는 정치담론과 신체 이

동시에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이는 결국 정치담론과 신체 의 괴리,혹은 통

6그 다고 해서 본 논문에서 신체 이 변해서 바디폴리틱 담론이 변했다거나 혹은 역으로 정치사

회 환경에 의해 신체 이 변했다는 ‘선후 인과 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베버의 용

어를 빌리자면 선후 인과 계로서가 아니라 인과귀속(Kasualzurechnung)의 문제,즉 상호 합성

에 한 문제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베버의 방법론에 해서는 막스 베버,김덕 역,『 로테스

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서울:길,2010)

7물론 이러한 신체를 바라보는 과 BodyPolitic이 어떤 단선 역사를 가지고 물 흐르듯 진행

되어 온 것은 아니다.그것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보이며 한 시기에 겹쳐 나타나기도 하며,앞 시

기와 뒤 시기가 명백히 구별되지도 않는다. 한 다양한 흐름들과 변주들이 있었으며,신체

으로는 악하기 힘든 정치철학 흐름들 역시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떤 시기의 신체에 한 상이 동시 의 정치사상가의 철학에 향을 미쳤으며,이는 시 에 따라

일정 정도 ‘불연속 ’이고 ‘단 ’인 지 들이 있음을 보여 다.이 속에서 각각의 정치사상을 다르

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신체은유들을 볼 때 신체 그리

고 그에 연동하는 정치체에 한 사유는 ‘보편 ’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 ’이고 ‘장소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

8이에 해 반론 역시 존재한다.신체를 통해 정치체를 사유할 때 신체에 한 본질 인 내용은

항상 모든 이들이 완벽히 알고 있는,무언가 기 이고,인간의 존재에 변경할 수 없는 것과 항상

련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사회에 한 상은 과거 2500년간 상당히 변화해왔으나,신체에

한 지식에서 손,입,배의 역할이나 기능에 해서는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것과 거의 변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Harvey(2007),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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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신체 속에서 서구의 정치담론을 이해하는 결과를 낳았다.이는 이 시

기 홉스,루소,스펜서,슈타인,블룬칠리 등 바디폴리틱에 한 담론들이 들어오면

서 서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유 혹은 변용되는 과정이 보여주는 바이다.그 다면

신체 의 차이가 어떻게 바디폴리틱에 한 이해를 변용시키는지,혹은 어느 한 부

분만을 강조하여 받아들이게 되는지 살펴보기 해서도 정치담론과 신체 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담론 속에 나타난 신체은유를 신체 과 함께 야 하는 이유

는 그것이 신체와 생명에 한 좀 더 넓은 문제군들과 련되기 때문이다.신체은

유는 단순히 머리는 군주고 인민들은 사지를 구성한다는 식의 신체 부 들 간의 비

유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결국 신체의 문제가 어떤 상태가 건강한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한 사유라면,

이 질문들은 정치 신체라 할 수 있는 국가에도 동일하게 용된다.즉 어떤 국가

가 건강한가,국가는 어떻게 다스려지는가,내란 혹은 외환 등의 질병을 어떻게 치

료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정치 신체의 문제와 연 된다.따라서 이를 해석해 내기

해서는 신체를 바라보는 이 분석에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그리고 이때

건강의 개념,치료의 개념 등 신체 은 시기와 공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그

다면 신체은유를 담고 있는 정치담론들 한 신체하면 떠오르는 보편 인 들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칠 수 없다.

그 다면 신체 이라는 속에서 정치 인 것으로서 신체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본 논문은 바디폴리틱의 역사 개 양상을 ‘개체 인 것(theindividual)’/

‘사회 인 것(thesocial)’/‘국가 인 것(thenational)’9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여기서 ‘- ’이라고 할 때 이는 ‘개체’/‘사회’/‘국가’와 다르다는

이 지 되어야 할 것이다.앞서 정치와 정치 인 것을 구별했듯이 여기서도 개체/

사회/국가와 개체 인/사회 인/국가 인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어떻게 보자면 개

체,사회,국가는 항상 존재해왔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하지만 어떤 독특한

메커니즘 속에서 ‘근 ’의미의 개체 인/사회 인 것/국가 인 것이 등장한다.

를 들어 설명하자면 ‘국가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국가 인 것으로

악하는가’로 근해야 한다는 것이다.왜냐하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방식은

국가를 어떤 본질 인 고유성을 가진 것으로 악하게 함으로써 질문하는 상을

9‘국가 인 것’이라 할 때 ‘상태/국가’를 의미하는 state의 형용사로서 statical이 더 합할지 모른

다.state의 역사 어원과 의미는 박상섭,『국가·주권』(서을:소화,2008),pp.27〜89.그러나 여기

서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말로서 national을 선택했다.이는 statical보다 더 보편 으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근 동아시아에서 국가 인 것의 등장은 단순히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 민족국가(nationstate)’를 만드는 것과도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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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화해 버리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게 묻는 신에 어떤 것을 국가 인 것이라

악하고 상상하는가라고 우회 으로 묻는 편이 나을 것이다.이때 ‘– 인 것’이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며,이것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사유하는 조건

과 배치(disposition)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즉 명사로서 그것들의 실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서 그것들의 ‘특성’을 찾을 때 고정된 본질이 아닌 상황과 조

건의 변이를 고려하는 역사 근이 가능할 것이다.따라서 “개체/사회/국가는 언

제,어디서,어떻게,어느 정도로 작동하는가?”라고 바꿔 질문해야 한다.10

그 에서도 본 논문은 ‘신체성’에 주목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체 /사회 /국

가 인 것을 사유할 때 공통 으로 신체화된 표 으로 이들을 상상한다면 그 특징

은 무엇인가라는 이다.가령 국가를 머리가 명령하고 사지는 이에 복종하는 신체

모델로서 사유할 때 나타나는 국가 인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이 게 근할 때

국가라는 개념을 단순 정의하여 분석 하는데서 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11즉

개체/사회/국가 각각이 어떤 신체화된 은유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살펴 으로써 근

동아시아에서 이들이 어떤 형태로 ‘연출’되고 ‘의미 부여’되어 왔는지,다시 말해

‘정치 인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은 ‘개체 인 것’/‘사회 인 것’/‘국가

인 것’이 완 히 개별 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다.오히려 이 세 과

정은 동시다발 이거나 혹은 상호 연 하에서만 일어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

다.12특히 근 동아시아에서 이 셋은 긴 히 연계되어 사유될 수밖에 없었다.개

체,사회,국가라는 근 개념들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이들이 순차 으로 발생했

으리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 셋을 나 어 살펴보는 것은 논

의의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오히려 더 요한 것은 ‘개체 인 것’과 ‘사회 인 것’

의 계,‘사회 인 것’과 ‘국가 인 것’의 계,‘국가 인 것’과 ‘개체 인 것’의 계

를 함께 사유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은 근 동아시아의 ‘정치 인 것’을 ‘신체’와 ‘은유’라는 두

10이러한 문제의식에 해서는 질 들뢰즈,이경신 역,『니체와 철학』(서울:민음사,2001),pp.143

∼147.이러한 논의는 무언가 실체를 상정하는 ‘사회’라는 명사가 아니라,어떤 양상이나 상태,나아

가 운동을 표 하는 ‘사회 (social)’이라는 형용(동)사와 그로부터 생하는 ‘사회 인 것(the

social)’이라는 개념을 다루고자 함을 밝히고 있는 이치노가와의 작업에서도 볼 수 있다. 野川容

孝,『社会』(東京:岩波書店,2006),pp.ⅴ∼ⅶ; 野川容孝·酒井隆史,「討議:社会的なものの潜勢

力」,『現代思想』,35-11(東京:青土社,2007),pp.44∼66.

11이에 해서는 다음 장 은유의 정치학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2미조구치 유조가 국가의 질이 사회의 역사 인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며 사회와 국가 간의

계를 정태 /동태 에서 악하는 것 역시 이러한 사례라 하겠다.溝口雄三,1994,「アジア

における社会と国家形成」,溝口雄三 編,『社 と國家』(東京:東京大學出版 ,1994),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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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근 동아시아는 바디폴리틱의 양상들을 ‘압축

’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보기에 더 유의미한 시공간

이다.근 동아시아라는 환기 시공간은 서양에서 역사 으로 다양하게 개되

었던 신체은유들이 동시다발 으로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시기 다.이 과정에서 기

존의 신체은유와 맞물려 정치 인 것으로서 바디폴리틱을 새롭게 구성하기 한 다

양한 노력들이 등장했다.이는 서양의 정치담론과 통 정치담론,서양의 신체

과 통의 신체 이 혼종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개체,사회,국가라는 서구의

근 개념들을 소화해 내는 과정이었다.

2.기존연구 검토

정치사상사에서 신체와 정치를 다루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는데,첫째 시민권에 한 연구,둘째 푸코 이후의 포스트모던 연구나 페

미니스트들의 연구처럼 권력이 어떻게 개개인의 신체에 작동하는가에 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체로서의 신체를 다루는 연구가 그것이다.시민권에 한

연구는 바디폴리틱을 단순한 의미의 정치체로서 사용하고 국가나 사회와 같은 정치

체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권리를 갖게 되는가를 다룬다.13두 번째는 푸코 인 시각

에서 기술이나 권력이 어떻게 개별 신체 내지 신체 에 향을 미치는가라는

을 다룬 연구가 있다.14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 ,즉 신체은유 그 자체에

집 하고자 한다.본 논문과 련있는 ‘정치체로서의 신체’에 해서는 우선 세

국의 왕 계승 과정을 분석하며 신체의 이 성격을 지 한 칸토로비츠

(Kantorowicz)의 선구 연구가 표 이다.15잘 알려져 있듯 그는 왕은 두 가지 신

체,즉 자연 신체(bodynatural)와 정치 신체(bodypolitic)를 갖고 있음을 말하는데.

이때 질병과 죽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연 신체와 달리 정치 신체는 월

13JosephTussman,Obligationandthebodypolitic(Oxford:OxfordUniversityPress,1979);

CatherineA.Holland,Thebodypolitic:foundings,citizenship,anddifferenceintheAmerican

politicalimagination(New York:Routledge,2001).

14ThomasC.Shevory,Body/politics:studiesinreproduction,production,and(re)construction

(WestportCT.:Praeger,2000);미셸 푸코,홍성민 역『임상의학의 탄생』(서울:인간사랑,1993);

미셸 푸코,오생근 역,『감시와 처벌』(서울:나남출 ,1994);미셸 푸코,오트르망 외 역,『생명

리정치의 탄생:콜 주드 랑스 강의 1978〜79년』(서울:난장,2012)등.푸코는 이데올로기의 문

제를 제기하기 에 우선 몸의 문제와 몸에 행사되는 권력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유물론

이라 말한다.푸코의 신체정치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15ErnstH.Kantorowicz,TheKing’sTwoBodies:A StudyinMediaevalPoliticalTheology

(Princeton,NJ:PrincetonUniversityPress,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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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혼 으로 왕의 자연 신체가 죽어도 계속 살아남아 후 의 왕에게 이어진

다.이러한 신체의 이 성격에 한 구분은 이후의 연구들에 기반이 되어 세

와 근 군주와 인민들이 정치체를 구성하는데 신체화된 담론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16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상징체계’로서의 신체에 한 연구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이러한 연구들은 인류학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표 으로 메리 더 라

스(MaryDouglas)는 신체를 사회의 조직화와 탈조직화를 나타내는 메타포들의 요

한 근원지로 악한다.이러한 인류학 은 정치체를 개념화하거나 권력의 분

산에 한 연구들로 이어졌다.17

정치체로서의 신체를 다루는 연구는 특히 세의 유기체 연구들에서 많이 진

행되었다.18특히 앙투안 드 베크는 역사 은유 화법을 정치체로서의 신체/서사

로서의 신체/스펙터클로서의 신체(the state-body/the narrative-body/the spectacle-body)

세 가지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세에서 근 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신체

은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안드 아 무솔 (AndreaMusolff)의

연구가 있다.이 연구는 신체은유의 역사 개과정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

다.19그러나 기존의 바디폴리틱을 다루는 연구들은 신체은유가 어떤 이데올로기

효과를 갖는가를 밝히는 데 집 해 왔다.이 연구들은 신체 을 불변하는 고정 인

것이라 악하는 을 취한다는 에서 결정 인 한계가 있다.

16이러한 두 가지 신체의 구분법은 근 동아시아 사상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되었다.후지타니 다

카시는 메이지 시기 일본 천황을 분석하는데 용했고,타키 코지는 천황제와 가시성을 연결시켰

다.조선의 왕에 해서도 고종의 상을 이미지와 권력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다카시 후지타니,한석정 역,『화려한 군주:근 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서울:이산,2003);

타키 코지,박삼헌 역,『천황의 상』(서울:소명출 ,2007);권행가,『이미지와 권력:고종의 상

과 이미지의 정치학』( 주:돌베개,2015)

17MaryDouglas,NaturalSymbols:explorationsincosmology(London:BarrieandRockliff,

1970);BryanS.Turner,Thebodyandsociety:explorationsinsocialtheory(London:Thousand

Oaks,Calif.:SagePublications,1996)

18 Sara E.Melzer,and Kathryn Norberg eds.,From the royalto the republican body:

incorporatingthepoliticalinseventeenthandeighteenthcentury,France(California:University

ofCaliforniaPress,1998);AntoinedeBaecque,translatedby CharlotteMandell,Thebody

politic:corporealmetaphorinrevolutionaryFrance,1770-1800(Stanford,California:Stanford

UniversityPress,1997).

19AndreasMusolff,Metaphor,NationandtheHolocaust:TheConceptoftheBodyPolitic

(New York:Routledge,2010)그가 다른 작업에서 재의 유럽의 정치담론에서 나타난 국가-신

체 은유를 분석하고 있는 것 역시 담론분석의 방법론 참고가 된다.AndreasMusolff,Metaphor

andpoliticaldiscourse:analogicalreasoningindebatesaboutEurope(New York:Palgrave

Macmilla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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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체정치가 기반하고 있는 신체 내지 생명 의 변화와 이것들이

정치담론과 어떤 계에 있는가에 주목하는 연구들과 가깝다.이처럼 의학 맥락

에서 신체 과 정치사상과의 계를 다루는 작업은 의학사 쪽에서 부분 으로 다루

어져왔다.가령 리엄 하비의 의학 발견이 갖는 사상사 향력이나 피르호의

세포론의 정치 의의에 한 연구들이 그것이다.20이들은 의학이론의 변화가 정치

담론의 변화에 어떤 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과

통한다.정치사상사 쪽에서도 드물지만 이러한 속에서 신체은유를 분석한 연

구가 있다.자바딜(Zavadil)은 니체와 이코 -존슨 등의 새로운 은유학의 근법을

통해 고 와 세 서양에서 사용된 신체 은유를 당 의 의학담론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그는 신체 과 정치담론의 상호교류라는 에서 의학담론, 를 들어 의학

이론,의술,해부학,약학 등에서 변화의 조건을 분석하고 이들이 정치사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21

바디폴리틱을 신체 에 주목하여 살펴본 연구들 동아시아 맥락까지 시야

에 넣어 설명한 연구는 더더욱 드물다. 통 인 신체 은유에 한 연구로는 황

지에(黃俊杰)의 연구가 있다.그는 국 사유방식의 특징을 첫째 유비 사유

(analogicalthinking),둘째 계 사유(co-relativethinking),셋째 구체 사유(concrete

thinking)로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 속에서 국과 서양 간의 신체 은유의 차이를 보

여 다. 라톤에게서 보이는 혼의 분류로서 국가를 설명하는 철학 ,추상 논

의와 달리 국의 통 사유에서는 구체 인 임 과 신하의 계를 심(心)과 신

(身)의 계로 설정한다는 이나 홉스의 정치체 분석이 기계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에서 국가는 철 히 유기론 이며 계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에서 특징을 찾는다.그러나 그는 통 인 신체 자체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갖

고 있으며 이것이 신체 은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다.22타카시 쇼

기먼(TakashiShogimen)은 근 에도시기를 분석한 논문에서 세 유럽의 바디폴리틱

과 일본 도쿠카와 시 의 바디폴리틱의 차이에 해서 논하는데,이 차이가 유럽과

일본에서의 치료개념의 차이에서 유래했다고 본다.즉 유럽의 의학 치료는 질병

20BernardI.Cohen,Interactions:somecontactsbetweenthenaturalsciencesandthesocial

sciences(Cambridge,Mass.:MIT Press,1994);ChristoperHill,“William HarveyandtheIdea

ofMonarchy,”CharlesWebstered,TheIntellectualRevolutionoftheSeventeenthCentury

(London:RoutledgeandKeganPaul,1974);RenatoG.Mazzolini,transbyKlaus-PeterTieck,

Politisch-biologische Analogien im Frühwerk RudolfVirchows(Marburg:Baslisken-Presse,

1988); 울 운슐트,홍세 역,『의학이란 무엇인가:동서양 치유의 역사』(서울:궁리,2000)

21Zavadil(2006).

22黃俊杰,『東亞儒學史的新視野』(臺北:臺灣大學出版中心,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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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목 을 두고 강압 이고 징벌 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일상 차원의 건강 리와 방 치료를 강조하는 차이를 보인다.그

리고 이러한 의학 의 차이는 정치 ·사회 분쟁을 강압 이고 폭력 인 수단들을

사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세 서양의 정치사상과 통치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강조하

고 정치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일본 세의 정치사상의 차이로 나타난다.23 이들

통 인 신체 에 기반한 정치담론들에 한 분석은 근 동아시아의 바디폴리틱

연구에도 시사 을 다.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정치체가 구성되는 방식을 탐구하

는 과정에서 서양에서 바디폴리틱 논의들이 어떤 신체 에 기반하고 있었는가라는

맥락과 이것들이 동아시아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 속에서 변용되었는지

를 살펴보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바디폴리틱의

문제를 근 동아시아를 상으로 다루는 연구들은 거의 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 신체론에 해서는 의학사나 과학사 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이들 연구들은 근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신체 의 변화를 단순히 서구 의학

의 도입이나 지식의 수용이 아닌 세계 의 변화라는 에서 악한다.그러나 이

러한 변화를 정치 역과 연 지어 생담론의 도입으로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이 변화함을 설명하는데 치 하는 연구가 부분이다.24이러한 신체 의 변화에

한 연구들은 문화사 쪽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신체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

루는 연구들이 나왔다.25이 연구들은 근 공간에서 신체에 한 인식 형상화

23TakashiShogimen,“TreatingtheBodyPolitic:TheMedicalMetaphorofPoliticalRulein

LateMedievalEuropeandTokugawaJapan,”TheReviewofPolitics,Vol70,Issue01.(2008).

24이종찬,『동아시아 의학의 통과 근 』(서울:문학과 지성사,2004);신동원,『한국근 보건의

료사』(서울:한울,1997);강신익,『몸의 역사,몸의 문화』(서울:휴머니스트,2007);신동원,「한국

우두법의 정치학:계몽된 근 인가,‘근 ’의 ‘계몽’인가」,한국과학사학회,『한국과학사학회지』22

권,2호(2000);신동원,「20세기 후 한국 사회의 생,의학과 근 성」,『한국 근 성 연구의 길

을 묻다』( 주:돌배게,2006);여인석,「한말과 식민지 시기 서양의학의 한의학 인식과 수용」,

한의사학회,『의사학』제16권,2호.(2007);여인석·황상익,「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 과정」,

한의사학회,『의사학』3권,2호(1994);이종찬,「 생의 근 :사회 몸에 한 통치의 술(術)」,

남 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51권(2006);이종찬,「의(醫)와 오리엔탈리즘:개화기를 심

으로」, 한의사학회,『의사학』제11권,1호(2002);김성수,「에도시 해부학의 발 」,『의사학』

21권 1호 (2012)등.

25이 아,『육체의 탄생:몸,그 안에 새겨진 근 의 자국』(서울:민음사,2008);이 아,「신소설

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서울: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5);타이먼 스크리

치,박경희 역,『에도의 몸을 열다-난학과 해부학을 통해 본 18세기 일본』(서울:그린비,2008);이

승원,「근 신체의 발견과 생의 정치학」,『국민국가의 정치 상상력』(서울:소명출 ,

2003);고미숙,『한국의 근 성,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서울:책세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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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하지만 본 논문이 다루고

자 하는 정치 인 것을 구성하는 담론으로서 바디폴리틱 논의와는 일정 정도 차이

가 있다.

근 동아시아의 바디폴리틱을 다룬 연구는 유기체설에 한 분석이 부분

이다.유기체론의 원형을 서양에서 찾고 이것이 어떻게 근 동아시아에서 변용되

고 작동했는가에 을 맞춘다.이시다 다 시(石田雄)의『메이지 정치사상사 연

구』는 가족국가 을 통해 일본에서 유기체설의 특징을 지 하는 선구 작업이라

할 수 있다.그는 서구에서 사회유기체론이 자연법을 부정하는 안티테제로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사회유기체론이 가족국가와 결합해 계약론 사고의

형성을 막고 지배 주체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유기체설이 국가와

구별된 시민사회가 출 하지 못하게 된 계기로 작동했음을 지 한다.26이시다는

한「일본에서의 국가유기체설」에서 슈미트가 정리한 유기체 특성과 일본에서 수

용된 유기체설의 역사 의의와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다.결론 으로 그는

일본에서 국가유기체설이 법사상사에서 하나의 단계를 이루지 못했음을 지 한다.

이는 서구사상의 섭취가 역사 단계를 무시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한다.즉 랑스 명의 사상으로부터 콩트, ,스펜서와 블룬칠리에 이르기까지 역

사 배경과 단계를 달리한 사상이 메이지 기에 한꺼번에 유입되면서,이들 간에

차이가 무시된 채 상호 유착(癒着)되어 수용되었다는 것이다.27이러한 이시다의 문

제의식은 가도 가즈마사(嘉戸一 )의「신체로서의 국가-메이지헌법체제와 국가유기체

설」에서 이어진다.메이지헌법 체제를 받치고 있는 신체 은유를 분석한 그는 이

시기의 유기체론이 근 서양의 유기체설이 아니라 서양의 세 유기체론에 가깝

다고 주장한다.28가도 역시 당시 서양의 근 국가유기체설이 원형 그 로가 아

닌 방식으로 불완 하게 수용되면서 천황의 권력을 강화하기 한 담론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 한다.

개별 사상가들에 한 구체 인 연구는 스펜서와 블룬칠리의 유기체론이 수

용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진행되었다.스펜서와 련해서는 야마시타 시게카즈(山下重

一)의 연구가 표 이다.그는 자유주의자 던 스펜서가 일본에서 보수 으로 받아

들여지게 된 이유를 스펜서 사상의 이 특성을 통해 살펴본다.29그러나 일반

26石田雄,『明治政治思想史硏究』(東京:未來社,1954).

27石田雄,「日本における国家有機體說」,『日本近代思想史における法と政治』(東京:岩波書店,1976).

28 嘉戸一 ,「身体としての国家-明治憲法体制と国家有機体説」,『相愛大学人文科学研究所研究年報』

4(2010).

29 山下重一,『スペンサーと日本近代』(東京:御茶の水書房,1983);山下重一,「ハーバート·スペン

サーの社会有機体説」,『国学院法学』第46券 第4号(2009). 국에서의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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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되는 것처럼 스펜서의 자유주의 성격과 유기체론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는 그의 유기체론의 특성인 개체 ,자유주의 성격이 당시의 신체 에서 비롯

되었음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유기체론과 련해 더 많은 연구들은 블룬칠리의 사상 향에 한 것들이

라 하겠다. 표 으로 가토 히로유키와 블룬칠리의 국가사상을 비교한 다나카 히

로시(田中浩),야스 세이슈(安世舟),구리키 히사오(栗城壽夫),야마다 에이코(山田央子)등

의 연구가 있다.30이들은 가토 히로유키가 받아들인 블룬칠리의 유기체설의 원형을

살펴본다.하지만 이들 연구들에서 은 사회진화론에 맞춰져 있으며,유기체론이

언 되더라도 신체라는 을 찾을 수는 없다.이것은 유기체론을 단순히 사회진

화론의 하 범주로만 평가해 왔던 사정과 무 하지 않다.즉 진화론 세계에서 국

가는 살아남기 해서 하나로 단결해야 될 단 로서 이야기되었고 이는 유기체론을

통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유기체론은 신체은유라는 정치사상사의 긴 역

사 속에서 그리고 당시 신체를 악하는 속에서 독립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화론에 한 한국에서의 표 논의인 복희의『사회진화론과 국가사

상』은 구한말 시기의 사회진화론과 유기체설에 한 기념비 작품이다.기존의

연구들이 수용사 측면에 그치는데 반해 이 연구는 국가유기체설이 등장하게 된

독일의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는 데 장 이 있다.다만 유기체론에 한 실증 인

분석이 부재하다는 이나 유기체론의 성격을 체주의 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일본과 국 혹은 조선까지 에 넣어 비교사 에

서 유기체설의 차이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즉 가토 히로유키의 유기체설과 량

치차오를 심으로 이 둘이 블룬칠리의 논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다.31그러나 이들 논의들은 공통 으로 국가주의 경향의 강화 속에서 유

에 해서는 周红兵,「严复与斯宾塞的「社会有机体论」」,『东南学术』第2期 (2015)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30 田中浩,「明治初期におけるヨーロッパ政治思想の受容にかんする一 察」,稲田正次 編,『明治国

家形成過程の研究』(東京:御茶の水書房,1977);安世舟,「明治初期におけるドイツ国家思想の受容に

関する一 察)」,『日本における西欧政治思想』,日本政治学会,年報政治学(1975);栗城壽夫,「19世

紀ドイツ国家有機体論における国民思想の機能」,甲斐道太郎 編,『 民法学の形成と展開上』(東京:

有斐閣. 1978); 山田央子,「ブルンチュリと近代日本政治思想(上):「国民」概念の成立とその受容」,

東京都立大学法学会 編,『東京都立大学法学会雑誌』32(2)(1991);「ブルンチュリと近代日本政治思想

(下):「国民」概念の成立とその受容」, 東京都立大学法学会 編,『東京都立大学法学会雑誌』33(1)

(1992).

31가토와 량치차오가 수용한 블룬칠리 유기체론의 차이에 해서는 王晓范,「中日摄取伯伦知理国

家有机体论之比较?—以加藤弘之余梁启超为例」,『华东师范大学学报』2011(4)(上海:华东师范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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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론이 수용되었음을 지 하는데 그치고 있다.이러한 논의들은 당시 국망의

기 속에서 동원의 논리로 유기체론이 작동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물론 이러한 역

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국가가 처한 기 상황으로 모든 것을 설명

하려는 태도는 문제다.정치 담론을 분석할 때 당시 역사 배경이나 시 상황

이라는 컨텍스트를 함께 보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는 담론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논리구조에 한 이해와 병행되어야만 한다.따라서 유기체론 역시 담론이 기반하

고 있는 신체 ,더 넓게는 생명 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32바디폴리틱은 동서

양을 막론하고 오랜 통과 나름의 독자 역사성을 갖추고 있다는 에서도 이 시

기의 유기체설 수용은 국가 혹은 사회를 신체에 유비하는 좀 더 긴 역사 맥락 속

에서 그 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근 동아

시아 정치담론 속에서 신체화된 사유가 어떻게 개체,사회,국가를 구상하게 했는가

를 보고자 한다.

3.방법론과 상을 신하여

(1)신체의 정치학

그 다면 왜 신체33를 보는가?우선 정치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신체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음은 많은 학자들이 지 해왔다.신체와 정치,생명과 정치의 단 를

2011).국내에서 연구는 주로 우남숙에 의해 진행되었다.우남숙,「한국 근 국가론의 이론 원형

에 한 연구:블룬츨리와 양계 의 유기체 국가론을 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학회,『한국정치

외교사논총』제22집,1호(2000).우남숙은 이외에도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련해 여러 편의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우남숙,「사회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에 한 연구:역사 경로와 이론 원형을

심으로」,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동양정치사상사』,제10집,2호(2011);우남숙,「한국근 사

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식:장지연,박은식,신채호를 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학회,『한국정

치외교사논총』제21집,1호 (1999);우남숙,「사회진화론과 한국 근 민족주의:박은식을 심으

로」,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동양정치사상사』제7집,2호(2008)등.신연재는 사회진화론의 수

용과정 속에서 유기체설과의 계를 설명하며 박성진은 한말과 식민지 시기의 연속 인 에서

진화론 안의 유기체설을 논한다.신연재,「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한 연구:가토 히

로유키,양계 ,신채호의 사상을 심으로」(서울: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1);박성진,『한

말-일제하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서울:선인,2003).

32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의 련성에 해서는 Bernard(1994),서론 참고.그는 유기체설이 기반하

고 있는 자연과학 논의에 한 연구가 없음을 지 한다.

33이때의 신체는 혼과 몸을 사유(cogito)와 연장(extensio)으로 구별할 때의 연장으로서 육체라

기보다 정신 는 혼을 포 하는 신체를 말하고자 한다. 한 물리 ,생물학 신체(körper)와

고유한 신체(leib)의 구별에서 보자면 leib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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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던 사상가는 푸코라 할 수 있다.34주지하듯 푸코는 기 작업에서 권력이 어떻

게 개인의 신체에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후기에는 ‘통치성(govermentality)’이라

는 개념에 주목하며 생명이 권력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밝히는 선구 작업을 진

행했다.그는 생명정치(biopolitics)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죽이는 권력에서 살리는

권력으로,즉 사법권력 내지 규율권력에서 안 권력으로의 이동을 이야기한다.‘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권력에서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권력으로의 변화

가 근 의 생명권력의 특징으로 이제 권력은 개인의 신체에 집 된 기술인 해부정

치(anatomo-politics)에서 생명 체를 리하는 생명정치 차원으로 변한다.35이는 ‘인

간이라는 종의 근본 으로 생물학 인 요소를 정치,정치 략,그리고 권력의 일

반 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 다.36그러나

이후 푸코의 생명정치는 구체 으로 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과 권력과의 계

는 모호하게 남게 된다.푸코의 생명과 권력의 논의를 이어받아 개하고 있는 논

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묵시록 논의로 빠진 아감벤과 정 논의에 서있

는 네그리가 이들이다.37

34 정치철학에서 생명정치는 다양한 에서 이야기되고 있다.생명정치에 한 개 인 설

명에 해서는 토마스 렘 ,심성보 역,『생명정치란 무엇인가』(서울:그린비,2015);Timothy

CampbellandAdam Sitzeed,Biopolitics:areader(Durham :DukeUniversityPress,2013)

참조.여기서는 생명정치 에서도 신체정치에 을 맞추어 논의를 개한다.

35“규율 이지 않은 이 새로운 권력의 기술이 용되는 곳은 신체를 겨냥한 규율과는 달리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혹은 이 게 말해도 된다면,이 새로운 권력의 기술은 인간-신체가 아니라 살

아 있는 인간,살아있는 인간 존재를 겨냥합니다.극단 으로 말하면 인간-종입니다....18세기 동

안에 수립된 인간 신체에 한 해부-정치 이후,19세기 말에는 더 이상 인간 신체의 해부-정치가

아니라 제가 인간 종에 한 ‘생명정치’라 부르는 것이 등장합니다.”미셸 푸코, 김상운 역,『사회

를 보호해야 한다』(서울:난장,2015),p.291.

36푸코의 생명정치에 해서는 미셸 푸코,홍성민 역『임상의학의 탄생』(서울:인간사랑,1993);

미셸 푸코,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주:나남,2016);미셸 푸코,이규 역,『성의 역사1』(

주:나남,2010); 미셸 푸코, 김상운 역,『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서울:난장,2015);미셸 푸코,

오트르망 역,『안 토 인구』(서울:난장,2011);미셸 푸코,오트르망 역,『생명 리 정치의 탄

생』(서울:난장,2012)등 참조.그러나 본 논문에서 말하는 신체와 정치는 일반 인 푸코식의 논

이라기보다 기 푸코가 말하는 에피스테메의 변화와 가깝다.즉 개체 인 것,사회 인 것,국

가 인 것으로서 집합 신체의 변화는 르네상스 에피스테메에서 고 주의 에피스테메로,그리

고 근 에피스테메로 넘어가는 과정과 연동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7이는 에스포지토에 의하면 푸코에게 생과 정치가 두 개의 다른 항으로서 우선 따로따로 제되

어,그런 연후에 양자가 외재 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푸코의 생명 정

치는 삶에 한 주권의 과잉 인 행사로 여겨지거나(아감벤),그 지 않으면 주권에 한 생의 과

잉 인 잠재력으로 여겨지거나(네그리)정반 의 방향으로 분열되게 된다.바꿔 말하자면 생명 정

치는 삶에 한 인 권력 에 해소되어 버리든가,그 지 않다면 생의 인 힘에 흡수

되어 버리든가 한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이것이야말로 푸코가 미해결인 채로 남긴 아포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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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감벤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조에(zo)와 특수한 삶의 형태를 가리

키는 생명으로서 비오스(bíos)의 구별이라는 아리스토텔 스 도식을 가지고 와서

언제나 주권의 외상태(ex-ceptio)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생명(homosacer)’

인 조에의 성격을 강조한다.여기서 생사여탈권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배제 으

로 포함’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주권으로,이는 “생명이 법질서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자리하는 일종의 비식별역이 존재하며,그곳이 바로 주권의 장”임을 보여

다.이는 20세기 포로 수용소나 나치 국가로 이어지는 생명을 다루는 권력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체주의는 단지 ‘ 외’ 인 것이 아니라 주권의 ‘본질’을 보여

다.수용소란 그런 의미에서 ‘근 생명정치의 패러다임’으로 역사 장소나 한정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벌거벗은 생명이 생산되는 모든 공간을 일컫는다.아감

벤은 이처럼 생명에 주권이 개입하는 방식을 비 으로 바라보고 있다.죽음의 가

능성을 매개로 주권 앞에 생명자체가 놓여짐으로써 생명은 정치화된다.38

다른 흐름으로 네그리의 논의가 있다.그의 정치철학은 들뢰즈,보다 기원

으로는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기 고 있다.39스피노자에게 사회 혹은 국가는 개

체들의 단순한 의지의 결합이라거나,제도화의 차원이 아니다.그가 활동력의 증가

와 감소를 통해 개체 신체를 악한 것과 마찬가지로,집합 신체 역시 개체가

자신이 가진 역량의 한계를 돌 하고 외 원인과의 돌발 인 만남에 처하기

해 더 큰 신체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논해진다.이러한 개체들의 합일로서의 신체는

개체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한 자유로운 상태,더 큰 ‘완 성’에 도달하기 해 공

통 계로서의 연합체를 구성하는 문제다.40

고 지 한다.Timothy Campbelled.“SpecialIssue:Bíos,Immunity,Life:TheThoughtof

RobertoEsposito,”Diacritics,vol.36,no.2.(2006)

38 PaulPatton,“AgambenandFoucaultinBiopowerandBiopolitics,”Matthew Calarcoand

Steven DeCarolied,Giorgio Agamben :sovereignty and life (Stanford,Calif.:Stanford

UniversityPress,2007);조르조 아감벤,박진우 역,『호모 사 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새물결,2008);조르조 아감벤,김항 역,『 외상태』(서울:새물결 2009)

39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평가하며 진정으로 ‘역량’에 입각해서 사유하기 해서는 우선 신

체에 한 물음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지 한다.질 들뢰즈,이진경·권순모 공역,『스피노자와 표

의 문제』(고양:인간사랑,2004),p.347.

40스피노자에게 개체란 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ratio)’그 자체를 의미한다.인간의 신체는 손이나

발이나 머리같이 윤곽 지어지는 것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기계나 도구도 포함해 자연

에 모든 것들은 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달하는 한에서 우리들 신체의 일부를 구성한다.『에

티카』에서 “인간의 신체는 다른 본성을 가진 많은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

어 있다”는 말처럼 신체는 구성 계로서 비율 그 자체이고,여러 개체들이 각각 그 운동과 정지의

일정한 비율 속에서 구성될 때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이는 ‘집합 신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상

태에서도 마찬가지다.『신학정치론』에서 “이성과 경험은 … 구성원들의 힘을 하나의 신체,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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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는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 ‘다양체(multiplicité)’와 ‘기 없는 신체(corps

sansorgane)’개념을 이야기한다.41이때 기 없는 신체란 기 들의 반 가 아니라 유

기체의 반 로서 쓰이는 말이다.이는 유기체와 조직화를 제거함으로써 더욱더 생

동하고 북 는 ‘다양체’이다.이는 스피노자의 신체성을 가지고 와서 다자와 일자

의 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들뢰즈의 시도 다.42이러한 논의는 근 주권

을 재설정하려는 네그리의 철학으로 이어진다.그는 “다 은 하나가 명령하고 나머

지들이 복종하는 정치 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살

(flesh)’”이라고 악하며 무정형의 다 들의 힘을 강조한다.주권 논리가 기반하는

명령하는 머리와 복종하는 사지라는 계 신체정치에 한 안티테제로 그는 ‘다

(multitude)’들이 구성하는 공통된 것으로서 ‘공통체(common-wealth)’를 구상한다.43이

처럼 스피노자-들뢰즈-네그리의 흐름은 어떤 신체 강도 하에서,어떻게 결합하느

냐에 따라 국가 인 것을 넘어서 탈주권 정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악한다.44

정치철학에서 신체와 정치,생명과 정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란 인

간의 생명,인간의 몸을 지배 상으로 한다는 에 있다. 한 함께 살아갈 수밖에

면 ‘사회 신체’에 집 시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수단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할 때 정치체는 하

나의 신체이며,이 신체를 구성하는 비율과 역능의 정도 속에서만 구성된다.따라서 사회 역시 계

약론에서 보듯이 개체들간의 연합으로 해석할 수 없다.바뤼흐 스피노자,강 계 역,『에티카』(

주:서 사,2014);바뤼흐 스피노자,최형익 역,『신학정치론 정치학논고』(서울:비르투,2011);에

티엔 발리바르,진태원 역,『스피노자와 정치』(서울:이제이북스,2005)등 참조.

41하트는 들뢰즈의 다양체 개념을 말하며 정치 조직화를 해서 세포 생물학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들뢰즈가 유기체,알,배아,기 없는 신체를 이야기할 때 이는 자연 상을 있는 그 로 기

술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한 이는 단순히 은유 차원으로 이러한 조직화의 문제를 사회 혹은

국가의 조직화의 문제에 유추 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아니었다.생물학,물리학에서의 조직화의

문제는 정확히 사회의 조직화의 문제와 겹친다는 것이 들뢰즈의 생각이라는 것이다.마이클 하트,

김상운·양창렬 공역,『들뢰즈 사상의 진화』(서울:갈무리,2004),p.413.

42그러나 이때 다양성은 단순히 다양함을 정하는 차원이 아니다.들뢰즈는 다자를 상실된 ‘통일

성’이나 ‘총체성’의 수량 편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반 로 미래에 올 ‘통일성’이나 ‘총체성’의 유

기 요소로 만드는 것 모두를 비 한다.즉 다자가 일자의 부분이 되는 방식도 아니지만,그 다

고 다자가 서로 련 없는 다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도 아닌 방식에 한 고민이 다양체나 기 없

는 신체에 한 물음과 련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김재인 역,『천개의 고원』(서울:새물

결,2001),p.71.

43이는 결국 참수 모델처럼 단순히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두머리를 제거하고 그 치를 차지하

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정치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의와 련된다.이에 해서는 미셸 푸코,『성

의 역사1』(서울:나남,2010)참조.

44질 들뢰즈,김상환 역,『차이와 반복』(서울:민음사,2004);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김재인

역,『천개의 고원』(서울:새물결,2001);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조정환·정남 ·서창 역,

『다 』(서울:세종서 ,2008);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정남 ·윤 역,『공통체』(고양:

사월의 책,2014)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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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공동-존재로서 인간은 신체를 통해 계 맺고 집합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5 정치철학은 이처럼 권력이 신체를 지배하는 방식에 한 문제제기

혹은 어떻게 신체들은 새롭게 권력을 구성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심을 기울

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치철학 논의들이 갖는 실천론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정치 인 것으로서 신체 그 자체의 의미에 한 역사 근은 결여되어

있다.아감벤류의 묵시록 논의에서 생명정치는 죽음정치(thanatopolitic)로 개될 수

밖에 없으며,신체는 주권의 상으로서밖에 존재하지 못한다.46결국 주권을 다루는

신학정치 모델이 그러하듯 신체들이 다른 형태의 주권들을 구성하는 역사 으로 존

재해왔던 논의들에 해서는 감아버린다.반면 네그리류의 낙 론 논의에서 신

체정치는 가능성/잠재성이 추상 이고 형이상학 논의에 머물러 있다.신체들이 공

통 인 것을 구성함으로서 탈주권 정치신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의를 인정하더

라도 이것이 왜 실에서는 항상 잠재 인 것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는 이론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정치 인 것을 사유해왔던 신체정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본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바는 역사 으로 신체로서의 정치 인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고,그것의 효과는 무엇이었고,이는 어떤 신체 사유에 기반

하고 있는가라는 이다.47

45그런 에서 결국 신체의 문제란 아리스토텔 스 의미의 삶(bíos),정치 삶과 떨어질 수 없

는 문제다.한나 아 트,이진우․태정호 공역,『인간의 조건』(서울:한길사,1996),pp.74∼79.

46아감벤(2008),p.241.“모든 근 국가에는 생명에 한 결정이 죽음에 한 결정으로 바 고

생명정치가 죽음정치(tanatopolitica)로 도되는 순간을 표시하는 선이 존재하지만,오늘날 그러한

선은 더 이상 명료하게 구분된 두 역을 가르는 고정된 경계선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이러한

아감벤의 은 푸코가 말하는 생명 권력과 멀리 떨어져 있다.

47 하나 정치철학에서 신체와 련되어 ‘면역(immunity)’과 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음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역학을 정치철학 으로 다루는 것은 해러웨이나 데리다 등이

일 이 주목한 바 있는데,면역 담론이 정치체에서 자기/ 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그

리고 자기면역질환이라는 면역 개념의 오작동이 정치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에 의해 보다 개되었다.그는 공동체(communitas)와 비되

는 개념으로 면역체(immunitas)를 말하는데 둘 다 의무,책임,선물 등을 의미하는 ‘munus’를 공통

된 어원으로 하는데,이를 함께(com-)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와 이를 배제하고 닫아버리는(im-)것

으로서 면역체를 비교한다.이를 통해 그는 공동체를 구성원들의 고유성이나 동일성이라는 속성의

문제로 보는 기존의 논의들을 비 하고,공동체를 타자의 의무를 지는 것,외부로 열린 것으로

악한다.지오반나 보라도리,손철성·김은주·김 성 역,『테러시 의 철학:하버마스와 데리다의

화』(서울:문학과 지성사,2000);다나 해러웨이,민경숙 역,『유인원,사이보그 그리고 여자』(서

울:동문선,2002);특히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의 생명정치 3부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Roberto

Esposito,transTimothy Campbell,Communitas: The Origin and Destiny ofCommunity

(Stanford:StanfordUniversityPress,2010);RobertoEsposito,transZakiyaHanafi,Immun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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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신체’를 통해 ‘정치 인 것’을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략 으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첫째 ‘열림’과 ‘닫힘’의 문제다.이 시

기 국가를 신체로 보는 속에서 어떻게 닫 지고 어떻게 열려지느냐,무엇을

향해 닫 지고 무엇이 소통되느냐에 해 가치의 역 이 일어난다.근 신체의

모습에서 보이듯 그것은 소통 신체를 바꿔 방역 신체로 만든다.이때 보호하고

지켜져야 할 ‘내부’가 생겨나는 동시에 ‘외부’가 생긴다.물론 그 까지 외부가 존재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켜져야 할 내부와 그 내부는 이고 독립 으로

존재한다는 다른 감각을 갖게 한다.그리고 이러한 개체 인 것의 탄생은 이들을

조합해 사회,국가를 하나의 신체로 사유하는 것을 가능 했다.

두 번째로 ‘ 심성’의 문제다.주권이라는 비가시 인 것을 신체라고 하는 가

시 사유방식으로 사유한다고 할 때 무엇을 심의 자리에 올려놓느냐가 요해질

수밖에 없다.국가라는 신체에서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머리에 있는가( 세), 혼

혹은 심장에 있는가(홉스/루소),세포에 있는가(스펜서)아니면 온몸에 있는가(블룬

칠리)?이는 충분히 상할 수 있듯 통 으로 심신 논의(mind-body problem)에서

다루어져 왔던 질문들,몸은 마음 혹은 혼의 지배하에 있는가와 련된다.몸이

마음에 지배된다면 이때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뇌에 있는가,심장에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온몸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이어진다.그러나 이는 단지 주권의 소재라는 문

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구성하는 논리의 차이를 내포한다.

세 번째로 ‘ 속성’의 문제다.국가라는 신체의 죽음이 임박한 당시 이를 어떻

게 새로운 삶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떠올랐을 때 신체라는 이 부

각된다.이를 칸토로비츠가 말하는 정치 신체의 원불사 성격이 정신 가치

의 우 로 나타났으리라 상하기 쉽지만 그 게 단선 으로 진행된 것만은 아니

다.국가라는 신체에서 정신의 가치와 심의 문제가 연계되어 진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죽음 자체의 의미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해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정치체에 있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요한 의미를 갖게 된 시기에 개

체 삶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구성원리가 요청되었다.개체 신체의 유한성은

집합 신체의 원성 속에서 극복되는 동시에 집합 신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들 정치 인 것과 신체라는 문제군들은 결국 ‘일자(一 )’와 ‘다자(多 )’의 문

제로 귀결된다.즉 어떻게 다자를 일자와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왕의

theprotectionandnegationoflife(Cambridge;MaldenMA :Polity,2011);RobertoEsposito,

trans Timothy Campbell,Bíos :biopolitics and philosoph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Pres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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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상징 으로 보여주듯 세 정치체에서 왕이 국가를 체화하고 있다면,이

제 근 인 개념에서 어떻게 다자들로 나뉘어진 개체인 인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이 문제들 속에서 신체라는 발상은 어떻게 기능하는가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이다.결국 신체정치에서 주권이란 독립 이고 이

며 속 인 신체화의 문제로서,이처럼 어떤 방식의 ‘정치 인 것’을 상상하는가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와 련된다.48주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개인들을 어떤 계들로

서 결합시킬 것인가가 문제 다.이 물음 속에서 근 신체 정치의 인격(person)화된

국가체라는 사유가 등장한다.49

슈미트가 신학정치의 모델에서 주권을 외상태를 결정하는 힘으로서 정의한

것을 원용한다면 신체정치 모델에서 주권이란 이 집합 신체를 구성하는/움직이는

힘으로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50그런 에서 보자면 신체란 주권의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보여주는 표상이다.이처럼 본 논문은 신체를 통해 정치체를 논하는 담론

들 속에서 신체담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이를 ‘신학(身

學)-정치’,즉 의학사를 정치 으로 살펴보기,혹은 정치사상사를 의학 시선으로

다시 보기,‘의학 인 것’과 ‘정치 인 것’의 ‘사이’를 가로질러 살펴보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51

(2)은유의 정치학

은유는 정치철학에서도 자주 사용되어온 수사법이었다. 라톤은 통치를

묘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항해술에 비유한다.배의 조종과 리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ubernêtês’가 라틴어로 ‘gubernator’로,이것이 ‘governance’가 된 것

48근 국가 이론은 곧 주권의 이론이라 말할 수 있다.근 국가 개념과 주권의 계에 해서는

박상섭(2008)참조.

49푸코의 말 로라면 주권은 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신체로서의 주권을 형상화할 때도 이는

단순히 머리의 존재가 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논리 자체를 보아야 한다.정치 인 것

으로서 신체 은유를 보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50슈미트는『정치신학』에서 국가론의 요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 개념임을 주장한다.

르포르는 이에 반해 슈미트의 신학정치의 ‘신화성’을 주장하며,왕정/민주주의/ 체주의를 신학-정

치(theologio-political)/미학-정치(aesthetico-Political)/인식론 -정치(epistemologico-political) 개념

으로 구별하고 있다.MartínPlot,TheAdventoftheAesthetico-Political,Martíned,Claude

Lefort:thinkerofthepolitical(New York:PalgraveMacmillan,2013).

51스즈키 사다미는 생명 을 인간의 다양한 개념의 를 종합 으로 악할 수 있는 장치로

악,이 생명 의 탐구를 통해 그동안 나뉘어져온 분과 학문으로서 종합을 시도한다.이는 정치

혹은 사회 등에서 생명 의 기 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다.鈴木貞美,『生命観の探究―重

層する危機のなかで』(東京:作品社,2007),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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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52일반 으로 은유53란 차이가 있는 두 상,원

념과 보조 념에서 공유하는 유사성을 추출해 이에 근거하여 두 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언어 작용이다.54은유를 의미하는 ‘metaphor’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는 가

로질러서(meta)옮긴다(phor)는 것으로 서로 같지 않은 상 A,B를 어떤 유사성에

기반해 잇는 것이다.즉 보조 념의 특성을 원 념으로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를 부여하는 창조 인 언어 작용이다.

하지만 은유는 동시에 두 상 사이의 차이를 억압하기도 한다.왜냐하면 은

유는 항상 ‘-이다’이자 ‘-이 아니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은유란 이 게 통합

과 배제의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가령 ‘국가로서의 신체’라는 표 에서 국가를 신

체에 은유하는 것은 어떤 에서 보면 국가에게 신체와 같이 조직 이라는 특성을

이동시켜 국가의 어떤 속성을 밝히기도 하지만, 다른 특성,가령 신체 속성과

맞지 않는 은 은유 속에 감춰지기도 한다.따라서 엄 히 말하면 국가는 신체이

자 동시에 신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이처럼 은유가 보조 념의 속성을 뒤집

어 워 성립한다고 할 때 은유에 속한 각 개념의 어떤 의미요소는 부각되고 다

른 의미요소들은 도외시된다.때문에 은유는 흔히 부 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특

성들의 것들을 이어붙이는 식의 논리로 폄하되기도 한다.왜냐하면 국가로서의 신

체를 말할 때 국가가 신체와 완 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정치 으로도 은유

가 상 간의 차이를 억압하면서 그 은유를 가동시키는 행 자가 설정한 표 을 강

요하여 비교의 상을 유(appropriation)하게 만드는 언어 작용으로 평가되는 것 역

시 이 때문이다.55

52 표 으로는『알키비아데스』125e-126a;『고르기아스』511d-512d;『국가』332d-e,341c-d,360e,

389c,341c-d,489b.은유는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서 정치담론을 이야기 할 때도 일반 으로 사용

되었다.가령 치수(治水)와 통치의 은유가 그 다.

53물론 은유와 련하여 좀 더 명확한 개념구분이 필요하다.과학사가인 코헨(BernardI.Cohen)

은 은유(metaphor),비유(analogy),상동성(homology),동일성(identity)의 차이에 해서 논하는데,

A라는 념과 B라는 념을 이어서 생각한다고 할 때 은유-비유-상동성-동일성의 순서 로 합

도가 커진다.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이 아니라 크게 신체 은유로서의 신체화

된 정치개념들을 다루고자 한다.Cohen(1994),pp.15∼18.

54 “은유란 부 한 명사를 옮겨서 붙이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 스의 정의에서 보듯 은유

(metaphor)는 그 이름이 가리키듯 자 그 로는 이동을 뜻하며 장소를 옮긴다는 뜻이다.아리스

토텔 스,김한식 역,『시학』(서울:펭귄클래식,2010),p439.은유(隱喩)라는 한자어가 뜻하는 바

역시 숨겨서 깨우치거나 나타낸다는 뜻이다.이는 인식의 상이나 지칭의 상이 표면에 직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고부웅,「은유,환유 그리고 정치학」,한국 어 문학

회,『 어 문학』,50권,1호(2004).p.172.

55김욱동,『은유와 환유』(서울:민음사,1999).수 손택이 질병을 은유화 할 때의 문제 을 지

한 것도 이 때문이다.수 손택,이재원 역,『은유로서의 질병』(서울:이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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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한 부차 인 것만은 아

니다.은유가 수사학에서 치장의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은유는 체

불가능하고 환원될 수 없으며 보다 포 의미로서 기능하기도 한다.따라서 그것

은 철학 사유의 ‘잔재’가 아니라 ‘근본’을 구성한다고도 말해진다.56이러한 은유에

한 비 성찰은 니체에게서 비롯된다.니체에게 언어는 언제나 불충분할 수밖

에 없으며 이는 언어가 한때 살아 있던 은유의 흔 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은유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잊 지고 추상 이고 불변하는 보편 념이 존재

하는 것 같은,즉 “하나의 원형상이 있는 듯한”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57이처럼 그

는 언어가 본성성 은유임을 보여 으로써 언어가 우선이며 은유는 그것으로부터 생

겨난 생물이라는 을 부정하고,언어 에 세워진 통 형이상학의 건축물 자

체를 해체한다.58그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은유이며,은유는

생략의 과정을 거쳐 사물 자체를 단순화한 언어보다 사물 자체에 더 가까운 것이

다.59

인지언어학 에서 역시 정치를 분석하는데도 은유가 사용된다. 표

으로 이코 와 존슨을 꼽을 수 있는데 그들 역시 인간의 사유와 행동의 가치기

이 되는 일상 개념체계는 근본 으로 은유라고 말한다.즉 은유가 단순히 언어

(language)의 문제,즉 낱말(word)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과정의 부분이 은유 이

며,개념 체계가 은유 으로 구성,규정된다는 것이다.60이처럼 은유는 사고방식,경

56박근갑,「개념의 역사에서 은유의 역사로」,한림 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부,『개념과 소통』6

호(2010),p.196.

57 “그 다면 진리란 무엇인가?유동 인 한 무리의 은유(metaper),환유(metonymien),의인화

(anthropomorphismen)들이다.간단히 말해 시 ,수사학 으로 고양되고 용되고 장식되어 이를

오랫동안 사용한 민족에게는 확고하고 교의 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 계들

의 총계이다.진리는 환상들이다.진리는 마멸되어 감각 힘을 잃어버린 은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린 그런 환상이며,그림이 사라질 정도로 표면이 닳아버려 더 이상 동 이기보다는 그

쇠붙이로만 여겨지는 그러한 동 이다.” 리드리히 니체,이진우 역,「비도덕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하여」,『니체 집 3권-유고(1870〜1873년)』(서울:책세상,2001),p.450

58최상욱,『차라투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 메타포로 읽기』( 주:서 사,2015),pp.27∼28.

59이러한 은 데리다에게로 이어진다.그는 니체의 비 을 이어받아 ‘백색신화’라는 개념을 통

해 서구 형이상학의 개념들이 은유 기원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 하고,은유에서 철학이

탄생했음을 지 한다.자크 데리다,김보 편역,「백색신화」,『해체』(서울:문 출 사,1996);김

애령,『여성,타자의 은유』(서울:그린비,2012),pp.153∼154.

60조지 이코 ·마크 존슨,나익주·노양진 역,『삶으로서의 은유』(서울:박이정,2006),pp.21∼

24. 이코 는 이를 바탕으로 인지언어학 에서 정치에서 은유의 역할까지 확 하고 있다.

가령 우리가 국가를 개념화할 때 국가를 가정이라는 보편 인 방식에서 비롯해 엄한 아버지 도덕

으로부터 보수주의가,자애로운 부모 도덕으로부터 진보주의가 나온다는 사실을 지 한

다.조지 이코 ,손 오 역,『도덕,정치를 말하다』( 주:김 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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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방식,행동방식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정 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

를 구조화,범주화 한다.이때 은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육체 이고 상징 인

일상의 경험이자 문화이며,역으로 은유를 통해 문화와 경험이 구성되기도 한다.다

시 말해 은유는 문화 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문화 인식 틀과 가치체계를 구성한

다.61따라서 은유란 단순한 비유의 문제만은 아니다.혹 그것이 습 인 비유 다

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 자체와 연 된 문제이다.그런 에서 은유는 이코

식의 말을 빌리자면 ‘체화된(embodied)’본성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 의 표출이자,푸

코식으로 표 하자면 은유를 은유이게끔 하는 나름의 독특한 ‘에피스테메’를 보여주

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는 개념을 이해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선다.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체화,즉 몸으로 체득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62 컨 근 국가

(nation)라는 개념을 ‘주권,국민, 토로 구성된 단체’라는 요소 ,개념 설명보다는

머리가 통제하고 손발이 머리를 해 일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신체라는 은유

설명이 근 국가를 상상하는데 더 효과 이고,더 와 닿았을 것이다.실제로 정치

개념이 동아시아에 수용되었을 때,그것은 체화되지 못한 채로 새로운 지식 담론에

한 단순 인용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그런 에서도 체화되지 못한 개념

은 이미지나 상상으로밖에 달될 방법이 없었다.따라서 이 시기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기 해서라도 은유나 비유를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다.이는 은유 혹은 유비가 개념을 어떻게 효과 으로 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에서 나온 에서 역시 그 다.즉 으로의 이데올로기 확 라는 에서도 은

유 내지 유비는 효과 인 달수단이었다.특정 개념을 설명할 때 시각 이미지

내지 표상의 문제가 개념 못지 않게 요함은 분명하다.63

그 다면 본 논문에서 개체,사회,국가 인 것을 신체성의 은유를 통해 보려

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을 ‘개념사’64선행연구들에 기 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61김애령(2013),p.131.

62 최정운,「서구 권력의 도입」,하 선 외,『근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주:창비,

2009).

63시각 인 것과 정치 인 것의 계에 해서는 수 벅모스,「시각 제국」,『자음과 모음』

2010년 겨울호 참고.이미지는 흔히 이념을 시각 으로 달하는 단순한 로 간다로 취 하거나

아니면 을 미혹하는 거짓된 힘의 원천으로 오도되기 쉽지만 그녀는 시각문화가 정치학의 근간

에 맞닿아 있음을 지 한다.기독교의 이콘(icon)을 분석하며 시각 (thevisual)인 것과 심상 인

것(theimaginal)이 권력과 권 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분석한다.

64개념사에 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쟁 에 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해서는 (http://www.concepta-net.org/links);

(http://www.hpscg.org/contributions)등 개념사 련 사이트들과 양일모,「한국 개념사 연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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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65첫째 개념을 본다고 할 때 ‘ 혹은 수용’에 을 맞추는 것이 아니

라 ‘해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어떤 개념이 어디에서 나와서,어디로 되

고,어떻게 변용되었는지의 원본과의 비교 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수용되

는 과정에 숨어있는 논리 구조,의미망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둘째 개념이

다루는 상들을 실천의 문제 속에서 악해야 한다.개념이란 특정한 사회 상

을 설명하기 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개념이 먼 발명 혹은 발견되고 그

개념을 통해 실체가 구성되기도 한다.정치행 가 언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언

어 자체가 정치라고도 할 수 있다.66셋째 개념을 본다는 것은 그것의 뿌리 내지 기

원을 추 하고,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자명하고 확실해

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졌던 개념이 실제로는 매우 다층 이며 유동 이었다

는 사실을 밝히는데 있다.이것은 ‘과거의 재’를 재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

-여기의 에서 ‘ 재의 과거’를 새롭게 사유하기 한 작업이다.67마지막으로

개념은 ‘단어’와 달리 여러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망들이 상호 복합 으로 첩되고,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아야 한다.68코젤 은 이러

한 의미에서 의미론과 명칭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69국가라

는 개념을 볼 때 단순히 국가 혹은 국(國),방(邦),나라라는 좁은 의미의 국가를 의

미하는 어휘뿐만이 아니라 그와 련된 주권,국민,문명,민족,자주,독립,권리,사

회,개체 등의 주변 의미망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이와 더불어 신체,정신,

혼,혼,육체,사지,집,아(我), 아(大我),개인,몸,기계,생명,유기체 등 더 넓은 ‘에

피스테메’차원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 한 여기에 있다.70그래야만 개체,

색과 논 」,한림 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부,『개념과 소통』8호(2011)등을 참고.

65그런 에서 개념사 연구의 통 인 방식이 아닌 연구가 좀 더 개념사의 문제의식에 가깝게

되는 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일본의 사상사 연구가 개념사라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지 않

지만 개념사의 문제의식과 상통하고 있다는 지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6특히 근 동아시아에서 이른바 ‘번역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상황을 감안할 때 담론의 선차성이

라는 문제의식은 더욱 타당할 수 있다.번역을 통한 개념의 수용 혹은 도입은 실재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한 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67이행훈,「‘과거의 재’와 ‘재의 과거’의 매혹 만남:한국 개념사 연구의 재와 미래」,한림

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부,『개념과 소통』7호(2011),p.204.

68단어가 모호하고 잠재 인 의미를 나타내며,사용에 의해서 실재화되는 것이라면,개념은 의미

의 추상 요약과 련된다. 단어와 개념의 차이에 해서는 Hans Erich Bödeker,

“concept-meaning-discourse: Begriffsgeschichte Reconsidered,” History of concepts :

comparativeperspective,ed.byIainHampsher-Monk,KarinTilmans,FrankvanVree,pp.53

∼54.

69라인하르트 코젤 ,한철 역,『지나간 미래』(서울:문학동네,1998),p.136.

70권력에 해서 단순히 부국강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망 속에서 악한 최정운의 작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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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정체,공동체,사회체 등등의 개념들이 어떤 지평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변화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은유사(Metapherngeschichte)’71란 개념사의 문제의식을 안으면

서 보충 내지 새로운 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블루멘베르크는 “은유는 개념보

다도 더 근본 인 의미에서 역사를 지닌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은유의 역사 변

화는 그 자체로 역사과정의 의미지평과 찰방식의 메타동력학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72그동안 많은 개념사학자들이 은유사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은유는

개념이 나타내지 못하는 풍부한 이미지를 나르는 데 도움이 된다.73그런 에서 은

유사는 개념의 하부구조,토 혹은 체계 인 결정화를 가능 하는 배양액에 다가

가는 근이라는 에서 개념사를 넘어 심연(abgrund)에 다가선다.따라서 개념 자체

보다 그것을 어떻게 상징화하고 비유하는지가 더 요할지 모른다.

한편 은유는 지시하는 기능을 갖는 개념과 달리 실천하는 기능을 지님으로써

보다 극 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은유는 하나의 상을 표하려고 하지 않

으며,오히려 부재의 빈 공간,표 할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스스로를 투신한다.그리

하여 상의 리인으로 사하면서 우리로 하여 그 상을 상징 으로 통제하도

록 허락한다.따라서 은유의 가치는 개념과는 달리 상을 표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를 직 으로 해명하는 개념의 상이 부재한 공간으로 고 들

어감으로써 오히려 그 상을 상징 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호라는데 있

다.74이와 같은 실천 인 기능을 통해 은유는 의도한/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

런 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최정운(2009)참고.

71은유사 련 연구들은 최근 국제 개념사 학술회의의 주요 쟁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물론

개념사를 체할 만큼 은유사 연구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역사서술에 등장하는 은유가

다양한 세계 을 축 하고 있는 의미표상으로서 개념에 필 하는 상에 다가가는 상은 두드러

져 보인다.코젤 역시 개념사사 의 편찬 지침을 알리는 에서 ‘감각 이며 상황에 얽힌 컨텍스

트가 개념에 정치 ,사회 추진력을 불어넣는다’는 근거로 은유법에 주목해야 하는 강조한 바

있다. 은유사와 련해서는 박근갑, 2010. 은유사 련 논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

http://www.metaphorik.de를 참고.

72“은유는 개념보다도 더 근본 인 의미에서 역사를 지닌다.왜냐하면 한 은유의 역사 변화는

그 자체로 역사과정의 의미지평과 찰방식의 메타동력학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는데,그 안에서 개

념들이 변이를 겪기 때문이다.”한스 블루멘베르크,「은유학의 범례들」,박근갑(2010),p.195에서

재인용.

73 Ralph Müller, review of Begriffsgeschichte, Diskursgeschichte, Metapherngeschichte

(http://www.metaphorik.de/11/rezensionboedeker.pdf).장인성 역시 객 실체로서 개념과 주

의식으로써 념,심상으로서 이미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개념을 보기 해 각각의 주체

들이 갖고 있는 념과 은유로서 이미지를 볼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장인성,「근 한국의

세력균형 개념」,하 선 외,『근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주:창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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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원래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그런 에서 은유는 단순히

부차 인 것이 아니라 개념의 다양한 의미망들을 열어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게 흔들고 미끄러지게 한다.

이처럼 은유를 통해 고정화를 뛰어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가령 그것이 아

무리 진부한 은유라 할지라도 그 상 념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해

석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은유 역시 하나의 생애를 갖기 때문에 은유가 만들어

져 반복 으로 사용되면 낡아진다.처음에 제공하던 날카로운 긴장과 경이로움은

반복 인 사용을 통해 무뎌지고,결국 은유로서 생을 마감한다.하지만 역설 으로

보자면 은유야말로 ‘상투 ’으로 쓰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한다고도 할 수 있다.상투

으로 사용된 은유라면 그것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특이한 말들이 아니라 당시 계속 으로 사용된 상투어가 만들어 낸 효과를 살

펴 야 한다.75한편 낡은 은유,죽은 은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기존의 은유가

새롭게 해석되어 낯섦을 획득하면 새로운 긴장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다.76 그리고

이때 과거의 은유들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해 동원되기도 하며,변주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명되기도 한다.개념이 ,변용되는 과정에서 변화의 단 을 채

우기 해 은유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 다면 정치 인 것을 은유를 통해 본다는 것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지 했듯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정치 인 것을 가시화,구상화하는

방식이다.정치 인 것을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정치 인 것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 혹은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이는 어떤 개념

화로 묶일 수 없고 쉽게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따라서 은유를 살펴보는 것은

정치사상의 토 를 살펴보는 것이자,이것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하면서 흔들리는

과정을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가 정치사상을 볼 때 그 내용,즉 서

술된 상(écrit)뿐만 아니라 서술의 방식(écriture)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본론은 크게 개체 인 것,사회 인 것,국가

인 것이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서 그 신체성을 살펴본다.특히 개

74박근갑(2010),pp.199∼200.

75상투어에 한 연구로는 뤼스 아모시·안 피에르,조성애 역,『상투어:언어,담론,사회』(서울:

동문선,2001).

76김애령(2013),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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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것과 련해서는 독립 /소유 /복수 신체가,사회 인 것과 련해서는

수평 /자율 /상보 신체가,국가 인 것과 련해서는 수직 / 월 /기능 신체

성이 각각 다루어진다.2장에서는 비 고찰로서 정치 담론에서 ‘개체 인 것’에

한 사유가 등장하는 양상을 간략히 살펴본다.이를『해체신서』와『양생훈』,「한

양내경설」을 통해 근 동아시아의 신체 이 변화하는 속에서 서양의 신체 과 동

양의 신체 의 차이에 한 인식을 살펴본다.이른바 ‘문명의 충돌’이 에 ‘신체

의 충돌’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존재했다.신체 의 충돌은 단지 어느 쪽이 정확하

고,실증 인가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의 변화와 련된 것이었

다.이는 우선 외부로부터 독립된 내부의 강화라는 으로 나타났다.개체 인 것

은 외부로부터 따로 분리되고 독립된 인 소유물로서 악되었다.그리고 이

게 분리된 신체는 기계와 같이 기능을 심으로 분 된 구성요소들의 합으로 이

해되며 공동체 역시 분리된 신체들의 합으로 여겨진다.이는 통 인 신체가 자연

과의 상 계 속에서 소우주의 치를 차지했다면,이제 자연에서 탈각된 신체

는 자신의 몸에 한 독립 ,배타 주인이라는 과 결합한다.

그 다면 이러한 신체 의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체 인 것(theindividual)’

으로서의 사유는 무엇인가.그동안 근 정치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자조’‘자유’‘권

리’등과 같은 개념들은 신체와는 무 하게 이해되어 왔다.그러나 이는 ‘개체 인

것’이라는 신체 변화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즉 자조의 논리란 그것은 다른

무엇과의 의존 계에서 떨어져 ‘스스로’결정하는 힘을 갖는 논리로서 독립과 자유

와 연 되어 사유되었다.자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소유한 ‘일신(一身)’의 ‘재력(才力)’을

펼치는 것이라 사유되는 것이나,권리를 자신에게 주어진 신체 차원에서 정의하

는 것이 그 이다.요컨 이들 개념은 ‘소유 ’형태로서 사유되었다.그리고 그것

은 통 으로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에 열린 신체로서 이해되었던 개체 인 것을

다른 외부로부터 배타 으로 독립된 형태로서 개체 인 것으로 사유 했다.이는

지켜야 할 무언가로서 신체와 그에 부속되는 권리라는 형태로 정치 개념들을 사

유 했던 것이다.여기서 신체는 자연 혹은 생명에서 분리되어 ‘인격’화된 형태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등장하게 된 개체 인 것들의 조합으로서 ‘사회 인 것(the

social)’에 해 다룬다.society라는 개념이 서양의 가장 핵심 인 개념인 동시에 기존

의 어휘들로는 번역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다.서구

를 체험한 근 일본의 지식인들은 society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고민했다.그 한

로 니시 아마네(西周)는 society/social을 ‘상생양(相生養)의 도’로 번역하는데,이는 홀

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존재로서 사회성이라는 계를 인식한 것이었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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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 소라이(荻生徂徠) 통,멀게는 순자의 통 속에서 society를 번역하는 과정에

서 사회 인 것을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보여 다.이러한 상생하는 집합 신체는

푸나 량치차오의 ‘군(羣)’이라는 번역어에서도 공유되었다.그 다면 이와 같은 ‘상

상’속에서 과연 어떠한 ‘실천’으로써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는가 역시 요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는데,당시 지식인들에게 그것은 ‘수평 ’이고 ‘자율 ’인 ‘장’으로서

집합 신체를 만들어내는 논의 다.

정치체를 신체에 비유하는 기존의 방식이 나라의 원기에 해 강조하거나,

왕과 신하의 계를 심장과 사지로 비유했던 것과 달리 이제 ‘정부와 인민’간의

계가 신체라는 모델 속에서 새롭게 사유되기에 이른다.메이로쿠 잡지에서 개된

논쟁에서 후쿠자와는 정부와 인민의 계를 ‘내양(內養)’과 ‘외자(外刺)’,즉 안과 밖의

논리로 설명한다.이는 ‘바깥’으로부터 ‘인민’의 자극을 통해 ‘안’이라 할 수 있는 ‘정

부’가 강해질 수 있다는 논리 다.후쿠자와는 신체의 안과 밖의 균형이라는 에

서 ‘시민사회 ’ 계를 사유한다.이 논쟁에서 그들은 신체의 이미지를 통해 인민과

정부의 계,즉 사회와 정부의 계를 각각의 방식으로 그려낸다.후쿠자와는 이후

에도 외과수술과 양생법을 나 어 양생을 학자의 직분으로 보는 등 사고의 연속성

을 보여 다.

당시의 루소의 사회계약론 번역본에서도 신체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그것은

개체 인 것들의 집합으로서 정치체를 사유하는 방식의 논의 다.나카에 조민(中江

兆民)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하면서 일반의지를 통 신체정치 속에서 이해

하는 한편 그 나름의 방식으로 신체 은유를 재해석,추가하고 있다.그는 주권자를

군(君)으로 해석하는데 이때 군은 통 인 존재로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모여서 이루는 집합 인 것[君合衆而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루소의 신체유

비를 가지고 와서 의회를 심복(心腹)으로,법률을 기 (氣血)로 비유한 역시 특이

한 발상이라 하겠따.이는 루소 당시 의학자 던 리엄 하비의 발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장에 한 강조가 군주권보다 입법권의 우 를 강조한 발상이자 순환

신체로서 주권 신체를 사유한 논의 다.이것이 곧바로 조민의 사고에 이어졌다

고 보기는 어렵지만 루소의 공화주의 발상이 조민에게서 통 의미의 공(公)개

념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은 주목할 만하다.이처럼 조민은 통 인 군주 심의

수직 신체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신체를 그려낸다.

수직 이고 계 인 집합 신체와 다르게,수평 이고 평등한 유기체를 상상

함에 스펜서의 사회유기체는 좋은 참고가 되었다.바바 타츠이(馬場辰猪)등 스펜서

에 향을 받은 일군의 지식인들은 스펜서의 유기체를 하나로 집 된 감각이 아닌

각각의 부분이 모두 감각을 갖는 개념으로 원용한다.이는 사회 역시도 하나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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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기체가 아닌 각각의 부분이 평등한 계를 맺는 유기체를 사유 했다.이

는 당시 피르호(Virchow)의 ‘세포국가론’에서 보듯 세포의 독자성에 한 강조라는

생물학 변화와 맞물린 정치 이었다.그러나 스펜서의 유기체론을 민권 들이 의

회의 요성을 강조하기 한 논의로 받아들인 것은 세포의 의미에 한 이해의 불

일치 역시 하나의 요인일지 모른다. 한 푸는 스펜서를 받아들이면서 organism의

번역어로 ‘유기’라는 일본식 번역어 신에 ‘ 품(官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그는

서양의 유기체설을 통 신체유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푸에게 스펜서의

자유주의 ,개체 심 유기체가 정치 으로 의미를 갖지 못했음을 보여 다.

4장에서는 이러한 사회 인 신체상이 ‘국가 인 것(thenational)’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살펴본다.홉스의 번역자들은 주권의 분리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사회계약

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라는 신체 속에서 ‘일(一)의 논리’를 강조한다.홉스의 의도

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작 ’이고 ‘기계 ’인 신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핵심은

단지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한 모델이 아닌 ‘인격’으로서 정치체를 만들어 내고

자 한 것이었다.이와 달리 번역자들은 천황이라는 존하는 ‘신체’속에서 이 집합

으로서 정치체를 이해한다.이를 근 법 인격 개념에 한 이해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홉스가 기반하고 있던 신체 에 한 결락이 가져온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라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구상 속에서도 바디폴리틱 요

소가 나타났는데,메이지헌법이나 군인칙유,교육칙어에서는 다양한 정치 신체의

양상들은 차 수직 이고 계 인 신체화를 보여 다.그러나 이는 서양의 유기

체 발상이 곧바로 들어왔다기보다 통 신체상의 변용이라는 과정 속에서 변주

된 것이었다. 컨 헤겔 식의 유기체론에 향을 받은 슈타인의 논리를 수용한

가이에다 노부요시(海江田信義)가 통 인 신체상을 바탕으로 변용된 형태의 정치

신체를 구상하는 것이 하나의 일 것이다.그는 신체유비를 통해 천황을 머리로,

인민을 사지로 그려내고 있지만 오히려 사지에 치한 인민을 강조하거나,국가라

는 신체에서도 양생의 도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블룬칠리를 통해 가토 히로유키와 량치차오가 구상한 신체정치의 상과

도 연동하는 것이었다.자유주의자 블룬칠리의 유기체론은 사 역과 구별되는

국가 역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이를 통해 국가라는 법인격에 주권의 근거를

부여하고자 한 논의 다.이는 생기론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질문된 것과 마찬

가지로 국가란 무엇인가란 본질 인 물음에 답하기 한 것이었다.기계로서,작

로서의 국가가 아닌 국가의 생명을 본질화하는 가운데 유기체론은 인민들의 통합을

역사 실체로서 받아들인다.그러나 가토는 단순히 유기체의 논리 귀결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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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그것을 천황의 권을 강화하기 한 논리로 활용하 다.이는 그가 이후에

헤 의 생명에 한 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련된다.

한편 량치차오는 망국의 상황 속에서 국가를 강화하는 논리로 이를 가지고

오지만 독일에서의 그것과 달리 극단 인 국가주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이는 망

국의 상황에서 국가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근 국에

서 국가 내지 주권을 본격 으로 사유하기 시작한 첫 번째 논의 다.망국서사의

통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근 국가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신체로서 국가는 인민들

을 하나로 묶어내기 한 담론을 형성했다. 혼의 강조는 망국 과정에서 불멸성을

담보하려는 구원의 논리 다.개체 이며 필멸할 수밖에 없는 신체인 소아의 한계

를 넘어 집합 인 불멸하는 신체인 아가 요청된 것이다.이들 유기체론을 통해

근 동아시아에서 주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본격 인 질문이 신체를 통해 사유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본 논문은 근 동아시아에서 개체 ,사회 ,국가 인 것을 어떻게

신체 인 사유를 통해 구성,상상하려 했는가를 다룬다.본 논문의 제목 로「근

동아시아의 신체정치」는 ‘근 ’,‘동아시아’,‘신체정치’를 다시 사유해보고자 하는 시

도다.첫째 신체 정치 논의 속에서 ‘근 ’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이는 근 가 무

엇인가를 보기 해서 나름의 긴 역사를 가진 바디폴리틱의 변화를 살펴 으로써

가능할 것이다.둘째 당시는 ‘동아시아’한 일 삼국간의 수용과 변용과 유가 일어

났던 시기 다. 국과 조선을 보기 해서라도 일본을 함께 보는 것이,그리고 일

본을 보더라도 국과 조선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이를 넘어 당시 서구

의 사상도 보아야 할 것이다.‘동아시아’를 한 시야에 넣고,서구의 것까지 보는 작

업이 필요하다.셋째 ‘신체정치’에서 신체(body)와 정치(politic)의 계를 제 로 볼 필

요가 있다.바디폴리틱에 한 담론들을 신체 의 역사 맥락들과 유리된 채 유비

혹은 수사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정치체의 존재론 의미를 규정하는 차원으

로서 신체 과 신체정치는 연동한다.이 문제는 동아시아에 수용되면서 그것이 서

양의 것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었던 것과 련된다.

물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상가와 텍스트들은 근 시기 체를 망라한 것

이 아니며 동아시아 삼국을 단순히 비교하기 한 것도 아니다.근 계몽기 일본

에서 나타났던 신체은유를 심으로 국과 조선에서의 논의들이 보충 으로 다루

었다.77근 동아시아의 주요 사상가들의 작을 심으로 바디폴리틱과 련된 텍

77분명 동아시아 삼국에서 신체은유는 ‘폭’과 ‘양’,‘강도’와 ‘속도’에서 차이가 있었다.서양의 논리

를 받아들임에 다소나마 계통 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일본과 달리, 국과 조선에서는 여러 바디

폴리틱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망국이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신체은유들이 체계 으로 구

별되는 양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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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들을 탐색했으며 요한 신체은유가 담긴 서양사상가들의 번역본을 주된 분석

상으로 삼았다.다소 무작 이고 불균질한 구성으로 보일 우려도 없지 않지만,

‘신체’와 ‘정치’라는 테마로 이 시기를 근함으로써 근 동아시아 정치사상사의 새

로운 ‘성좌(constellation)’를 엿볼 수 있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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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개체 인 것’의 신체성-분리/소유/복수로서 신체

1.신체 정치와 ‘개체 인 것’

근 의 핵심 기제들을 이루는 개념들이 원래의 맥락과 달리 신체 의미에

서 벗어나 있다는 에스포지토의 지 은 참고할 만하다.78본 장에서는 개체 인 것

이 등장하는 맥락을 신체 의 변용이라는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앞으로

다룰 사회 인 것과 국가 인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는데 단 가 될 것이

다.우선 개체 인 것의 의미에 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술했듯이 개인,개

체라는 것이 실체 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이러한 인식론 차원을 살펴보기 해 개인과 개체

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기존연구에서 개인의 발견은 뒬멘(Dulmen)의 연구처럼

‘자기공고화’과정으로 악되어 자기인식과 자기확신이 시되어 왔다.79이와 유사

한 방식으로 마루야마(丸山眞男)는 근 일본에서 ‘개인’이 석출(析出)된 시기로 1900년

경부터 1910년까지를 꼽으며,개인의 탄생을 특징짓는 근거로 첫째 통 인 도덕

유 를 권리사상이 체한 것,둘째 사회주의운동의 시작,셋째 사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들고 있다.80

그러나 본 논문에서 말하는 개체 인 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개

인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개체 인 것으로 자각했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서는 이른바 ‘개인’이라는 념 이 에 ‘개체 인 것’이라는 발

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보고자 한다.이때 개체 인 것이란 자신의 내면

에 침잠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이라기보다,개(個)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즉 새로운 유

형의 계방식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81

78 RobertoEsposito,transby Rhiannon NoelWelch,Termsofthepolitical:community,

immunity,biopolitics(New York:Fordham UniversityPress,2012)그는 주권,법,국가,자유,

소유,인격 등 근 정치철학이 암묵 으로 제해왔던 개념들을 신체 의미에서 다시 묻고 있다.

79리하르트 반 뒬멘,최윤 역,『개인의 발견』(서울: 실문화연구,2005),p.14..

80丸山眞男,「個人析出のさまざまなパターンー近代日本をケースとして」,『丸山眞男集』9卷 (東京:

岩波書店,1996),p.393.

81우리는 ‘개체 인 것’이라 할 때 무엇이 개체 인지 직 으로 이해한다.그러나 개체의 개념에

는 모호한 구석이 있다.개체를 규정해 주는 분 선은 정확히 어디에서 그어져야 하는가?우리는

개인을 개체 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국가를 개체 으로 여기기도 한다.따라서 개체란 분할하면

더 이상 본래 자신이 아니게 되는 모든 것이 개체이다. 한 정치 으로 볼 때 개인이 개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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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개체 인 것이 정치 인 개념으로 성립하기 해서 어떤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개체 인 것’의 제로서

세 가지를 다루려 한다.첫째 그것은 의존 인 계성에서 탈각된 독립 인 개체성

을 필요로 한다.즉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자타의 구별을 이루는 신체를 갖는 것

으로,이제 신체는 그 안으로 침투할 수 없는 공간화된 개체 인 것으로 인식된다.

둘째 소유형으로서 권리 개념이다.이는 그 안에 ‘스스로’결정하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이로써 신체는 이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 신체성 속

에서만 자유,권리,주권 등이 소유 개념으로서 상정된다.마지막으로 복수 인 것

에 한 인식이다.개체 인 것은 단수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개체와 개체의 계라

는 복수 세계에서 가능하다.그러나 이때 복수 이란 단순히 뭉뚱그려 집단 으

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그 안에 차이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서 가능해진다. 계성은 이러한 개체성을 기반으로 재조립된다.

(1)신체 의 충돌:조합가능한 신체들의 조건

‘내부’의 등장

먼 당시의 신체 이 어떻게 개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를

『해체신서』(1774)와『양생훈』(1713)을 통해 스 치해보도록 한다.두 책은 비슷한

시기에 쓰 으며,각각 새로운 신체 의 시작과 통 신체 을 표하는 작이

라는 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다.이 시기는 이른바 ‘문명의 충돌’이 에 ‘신체 의

충돌’이라 불릴 만한 것이 일어났던 시기 던 것이다.

『해체신서』는 근 동아시아에서 최 로 등장한 해부학 도서이다.821774년

에 번역된 이 책은 독일인 쿨무스(JohannAdam Kulmus,1689-1745)가 1722년에 펴낸

책 AnatomischeTabellen의 네덜란드어 번역서를 스키타 겐 쿠(杉田玄白)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었다.『해체신서』는 서양의학의 본격 수용을 알리는 책으로 평가되

지만,이것이 단순히 의학 차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후쿠자와가 사비를 들여

이 책을 재출간한 것에서 보듯이 이 번역본은 시 성을 변하고 있는 책이었다.

후쿠자와는『해체신서』의 재 (1890)의 서문을 직 쓰고 있다.이 책이 에도 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새로운 것이었다.권리 역시 집합 이거나, 치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나

오는 개념이지,소유형으로서 단독자 개인에게 보편 인 정치 권리로 악되는 것은 이 개체

인 것이라는 발상 후에야 가능했다.개체 인 것에 한 사유는 이정우,「‘이것’되기로서의 주체

화」,『인지와 자본:인지,주체화,자율성,장치의 측면에서 본 생명과 자본』(서울:갈무리,2011)

참고.

82『해체신서』에 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 표 으로 杉本つとむ,『解體新書の時

代 :江戶の飜譯文化をさぐる』(東京 :早稻田大學 出版部,1997)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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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당시 화재로 소실되어 ‘천재(千載)의 유감’이었는데 메이로쿠샤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가 혼고 거리를 거닐다가 성당 뒤편의 노 에서 우연히

사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83이 책을 건네받은 후쿠자와는 읽을 때마다 선

인의 고뇌와 용기에 놀라 감동한 나머지 미츠쿠리 슈헤이(箕作秋坪)와 둘이 마주 않

아 반복해 읽을 때마다 함께 감동의 물을 흘리며 말을 잃었다고 고 있다.84

이 서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쿠자와에게『해체신서』는 단순히 근 의학

의 출발 이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후쿠자와가 서문에서 이 책은 동양

의 한 나라 던 일본이 백년 에 이미 ‘서양문명을 배태(胚胎)’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85이후『해체신서』번역에 한 이야기는

일본의 근 교육 과정에 편입되어 각 학교 교과서에 일제히 실리게 된다.이처

럼 신체 의 충돌은 단순히 신체를 바라보는 이 통 인 것에서 근 인 것

으로 바 었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문명의 환’이라는 을 내포하고 있었다.겐

쿠는『해체신서』번역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진(應神)천황 시 에 백제의 왕인이 처음으로 한자를 하는 서 을 갖고 건 와 이후

로 천황[天子]은 학생들을 국[異朝]에 보내 그쪽 책을 공부하게 했다.긴 세월이 흐른

지 에 와서야 비로소 한인(漢人)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한학(漢學)이 가능하게 다.지

처음 시작한 이 업(業)이 갑자기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다만 인신형체(人身形體)라

는 아주 요한 것이 천재(千載)동안 말한 바와 다르다는 사실의 강을 어떻게 해서든 세

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 이외에 달리 바라는 바는 없었다.”86

겐 쿠는 화 질서와 결별하고 새로운 의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심이 국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간 하고 있다.87물론 앞서 지

했듯이 이는 사후 으로 재구성된 것이거나 자 자신의 의도가 덧붙여졌을 가능

83 간다가 이 책을 성당 노 에서 발견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당은 치상 공자를 제

사지내는 사당인 유시마성당(湯島聖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어쩌면 이 역시 화질서에서 새로

운 질서로 변용을 의미하기 해 의도 으로 삽입된 것일지 모른다.이에 해서는 이경구·이 안,

「‘中華’해체의 두 가지 길–홍 용과 스기타 겐 쿠(杉田玄白)비교」,성균 학교 동아시아학

술원/한림 한림과학원 공동학술회의『장기 19세기의 동아시아-변화와 지속, 계와 비교(2)』자

료집 (2016),pp.23∼36.

84杉田玄白,『蘭学事始』(東京:林茂香,1890),pp.1∼2.후쿠자와 유키치의 서문 참조.원래『화란

사시(和蘭事始)』로 되어 있던 것을 1869년『난학사시(蘭學事始)』라는 이름으로 출 하 다.

85杉田玄白(1890),p.4.

86杉田玄白(1982),pp.47∼8.

87이종찬,『난학의 세계사: 화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 에서 속하다』(서울:알마,

2014),pp.173∼174.이는 해체신서를 비방하는 한방의들에 해 반박하는 인 ｢狂医の ｣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이에 해서는「자료정선-스기타 겐 쿠의『 의지언』(1775)」,『개념과 소통』

17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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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88하지만 요한 은 겐 쿠가 “에도에서 이 학을 창업해 ‘후와 (腑分け,

장부를 가름)’라는 낡은 말을 새롭게 ‘해체(解體)’라는 말로 역명(譯名)했고,동료

가 먼 라고 할 것도 없이 ‘난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윽고

일본 역[東方闔州]에서 자연스러운 통칭이 되기에 이르 다”고 밝히고 있듯이 난학

이 융성하게 된 효시로서 통 인 ‘후와 (腑分け)’라는 용어 신 ‘해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했다고 인식한다는 이다.이는 단순히 통 인 용어 신에 새로운

용어를 개발했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논리 자체의 새로움,인식 자체의 새로움이었

다.89

그 다면 그들이 해부에서 느 던 ‘새로움’은 무엇이었을까.『해체신서』에서

가장 에 띄는 것은 역시 해부도다.이는 원본에 삽입된 그림을 베낀 것으로 당시

신체 에도 큰 향을 끼쳤다.회고록인『난학사시』(1815)에서 일본과 국의 책과

는 다른 서양 해부도의 정묘함을 보는 것만으로 심지(心地)가 열릴 만큼 흥미가 있

었다는 겐 쿠의 말처럼 에도인들이 이 그림에 매혹되었던 것은 분명하다.90 이는

통 해부도에 비해 입체감이나 정 감의 차원이 달랐으며,이러한 생경함

이 주는 묘한 낯선 자극이었다.당시의 해부도가 근 해부도와 동일한 것은 아

니지만 서양의 해부학서에서 보이는 정확성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신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91이는 객 으로 측정불가능한 기(氣)를 상으로 하는

통 의학과 척 에 서는 것임은 분명했다.92 통의학에서 다루는 기란 ‘객 ’

88물론 이 책을 술할 때 겐 쿠는 여든셋의 고령에다『해체신서』를 번역한지 40여년이 지난

때여서 내용 기억이 틀리거나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지 된다.

89물론 해부 자체가 동양 의학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단순히 해부의 기록이 있었다는 변

론으로 서양과 같은 해부기술이 있었다는 논의로 끝날 수는 없다.해부가 있긴 했어도 이는 의학

상 큰 상을 차지하지는 못했으며 이는 해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논리 차이에 기인한다.

90杉田玄白(1982),p.25.18세기 일본에도 해부도 역시 존재했는데『장지(藏志)』(1759)에서는 실

제로 인체를 해부한 결과 오장육부설과 다르다는 이 지 되었다.

91물론 서양에서도 베살리우스의 해부도가 삶의 맥락 속에서 자연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해부도 역시 으로 근 인 것은 아니었다.오늘날의 해부도에서 몸의 ‘내부

구조’만 그려지고,내부를 보기 해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 내버리는 반면,이들 해부도는 보편

신체가 아니라 이름을 가지며 사회 배경을 알 수 있는 개별 ‘사체’라는 ,범죄자를 징벌하는

듯한 도덕 교육 목 이 혼재되어 있는 , 력의 작용이 기입되어 있는 역시 실제로 사체

를 보고 그렸다는 에서도 인격이 혼입되어 있다.北澤一利,『「健康」の日本史』(東京:平凡社,

2000),p.136.동양에서 별자리나 지도 역시 그 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림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어

떤 윤리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텍스트로서 그림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달

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통해 어떤 서사를 달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 있다.

92시각과 의학의 계에 해서는 ShigehisaKuriyama(1999),3,4장 참조.일본에서 시각 심의

의 도입에 해서는 ShigehisaKuriyama,“BetweenMindandEye:JapaneseAnatomyin

theEighteenCentury”,CharlesLeslieandAllanYoung,PathstoAsianMedical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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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거나 존재가 ‘주 ’으

로 ‘느끼는’것이기 때문이다.93겐 쿠는 “그 자는 한 자도 읽을 수 없었지만,해

부도 속 내장의 구조[臟腑],골격[骨節]등은 지 까지 책에서 보거나 들은 것과 크게

달랐다.이는 분명 실험을 하여 도설(圖說)한 것임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책을

구하고 싶었다”94고 회상한다.그러나 서양의 해부도를 보고 실제로 해부를 해서 그

린 것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타이먼 스크리치가 말하듯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아는 상황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가 네덜란드 학문

의 ‘실측궁리(實測窮理)’에 경탄해마지 않았다는 것은 사후 으로 덧붙여진 것일 수

있다.실제 에도시 해부나 실증 의학의 개는 그 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런

에서 겐 쿠가 지 까지 자신이 배워온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한

것은 허구일지 모른다.95

그러나 여기서 요한 것은 통 의학이 실제 어떠했는지,서양 의학이 어떠

했는지가 아니다.서양의학을 처음 도입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기존 의학과 새로운

의학의 차이가 명확하게 다가왔다는 에 있다.『해체신서』에서 겐 쿠는 자신의

작업의 의의에 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국의 치료법과 논설은 연구할수

록 견강부회한 것이어서 밝히려고 하면 더 어두워지고 바로잡으려 하면

더 잘못되어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해부의 책’을 가져다 그 설 로 해부해

보니 하나도 어 나지 않았다고 말한다.장부와 규 (窺關),골수와 맥락(脈絡)의 치

와 정렬된 상태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으니 한설(漢說)은 틀리고 해부의 서 이

옳다는 견해에 도달했다는 것이다.물론 한인에게도 해부의 법이 있었지만 후세 사

람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만 꺼기만을 믿고는 고찰할 수 없는 말만을 하면서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끝내 진면목을 알지 못한 것을 애석해 했다.반면 해부는 양

과(洋科)의 핵심으로 네덜란드인이 정교할 수 있던 것도 이 해부학에서 비롯되었다

고 단한다.96

(Berkeley:UniversityofCaliforniaPress,1992)참조.

93물론 이는 객 시선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분류법의 차이일 뿐이다.

94杉田玄白(1982),p.30.

95일본인들이 깔끔하게 정합된 서양 해부도를 보고 검시 해부와 그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데

곧 실망했다는 기록들이 이를 말해 다.실제로 해부를 한다고 해도 피칠갑되고 꼬여있는 장부

들을 볼 수 있을 뿐 그것이 서양의 해부도와 신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타이먼 스크리치,박경희 역,『에도의 몸을 열다:난학과 해부학을 통해 본 18세기 일본』(서울:그

린비,2008),pp.168∼175.실제 에도시 해부학의 개에 해서는 김성수,「에도시 해부학의

발 」,『의사학』21권 1호 (2012)

96스기타 겐 쿠·마에노 료타구·나카가와 안,김성수 역,『해체신서』( 주:한길사,2014),p.70.

‘본다는 것’이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한 것에 해서는 푸코가『임상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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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정교함은 흔히 평가하듯 단순히 정확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

다.오히려 정확함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내부의 요성에 한 강조 다.『해체신

서』의 번역을 바로잡고 원서의 주를 보충한『 정해체신서』(1826)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과 내부의 시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해부는 의도(醫道)의 큰 근본으로,내과와 외과 여러 과에서 먼 힘써야 한다.무엇 때

문인가.의사가 만약 사람의 내부[內景]를 잘 알지 못한다면 질병의 원인을 살필 수가 없다.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도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억측이며 터무니없는 일이다.그

칙을 잃은 자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비유하자면,선장이 나침반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

면 움직일 때마다 해로를 잘못 잡게 되는 것과 같다.질병의 여러 증상은 모두 몸 안에 갖

추어진 여러 물질과 기 이 본래의 형질이 변화되어 자연스러운 평상시 기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다.그런 까닭에 의사는 마땅히 먼 해부를 하여 실측함으로써,그 본연의 형질과

자연스러운 평상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그 지 않으면 평상시의 기능을 잃고 변화를 만드

는 원인을 고찰할 수 없다.”97

이때 몸 안은 나침반과 같은 기 에 비유된다.이를 두고 신체를 기계 으로

악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내부의 기 들에 한 강조는 확실히 에 띈다.

내부의 기 들이 평상시 기능을 잃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긴다.따라서 해부를

통해 실측함으로써 평상의 기능을 아는 일이 요해진다.이러한 사고는 당연한 것

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체를 바라보는 에서 보자면 지 않은 변화 다.이는

메이지 이후 사람들로 하여 몸에 나타난 모든 상은 신체 내부의 구조에 의해

독자 으로 지배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발단이 되었다.이 까지 사람들은 몸 바깥

의 자연세계에서 큰 비를 내리거나 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자연의 힘이 몸의

내부까지도 철된다고 생각했다. 를 들면 액이 몸 안을 이동하는 원리에 해

심장이라는 펌 를 통해 액이 을 순환한다는 생각은 메이지 이후에나 보 된

것이었다.메이지 이 사람들은 바다에 만조와 간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 안

의 액도 같은 리듬으로 가득 차거나 려나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감기

역시 메이지 이후 들어서야 신체 내부에 감기의 원인인 물질이 침입해 감염되어 발

병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에도시 까지 이 병명은 풍(風)이라 불리며 문자 그 로

자연계를 교란하는 바람과 같은 상이 몸 안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98

이처럼 서양 의학의 도입과 함께 자신의 의지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몸

이 등장한다.이 의 자연 혹은 외부에 내맡겨져 스스로 자율성을 갖지 못한 신체

탄생』에서 지 한 바 있다.물론 이는 단순히 의학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공간화’와 ‘분류하기’의

새로운 양식상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미셸 푸코(1993)서론과 1장 참조.

97스기타 겐 쿠 외(2014),p.94.

98北澤一利(2000),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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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제는 외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체상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

다.수동 이고 의존 인 신체에서 능동 이고 주체 인 신체상이 떠오르는 배경에

는 이 시기 신체의 안과 밖을 바라보는 의 변화가 있었다.이는 내부와 외부의

지배 계라는 에서 보자면 큰 변화 다.신체의 내부가 신체의 표면에 나타난

모든 상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처럼 그들이 느 던 정확성

의 놀라움 뒤에는 사물을 엶으로써 ‘내부’를 보고 ‘내부’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보여 다는 생각이 있었다.99반면 통 인 동양의학에서는 안과 밖이란 구별될 수

없는 것이었다.동양의학에서 망진(望診)은 겉을 살펴 병을 진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아서 아는 것[望診],들어서 아는 것[聞診],물어서 아는 것[問診],맥을 짚어 아는 것

[切診]네 가지 진찰법 에서 가장 으뜸으로 쳤던 것이 보아서 아는 것이었다.그러

나 이때 ‘본다’는 것은 단지 바깥을 본다는 것만이 아니다.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색을 보는 것이자,생기를 보는 것이었다.이러한 에 한 사유에서 보듯이 안은

바깥과 구별될 수 없다.이러한 속에서 몸을 열어 보지 않고도 진단할 수 있다

는 편작의 일화는 단순히 동양의학의 신비함을 말하기 한 방식만은 아니었다.그

런 에서 몸을 열어볼 수 없던 것이 아니라 열어 보지 않으려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100

하나 통의학과 갈라지는 지 은 이제 신체는 각 부분들의 합으로 여겨

지게 된다는 이다. 통의학에서 오장육부라는 표 은 특정한 내장을 구별하기

해 사용된다기보다 몸 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따라서 몸의 내부는 골격이나

등 뒤얽힌 구조가 거의 생략되어 있고,내장의 치나 형태도 조잡하게 그려

져 있어도 문제가 없었다.장부(臟腑)의 실제 생김새나 구조 따 는 심사가 아니었

기 때문이다.실제로 그들은 장(臟)은 외 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능을 가

진 기가 들어 있는 장소이며 기가 없어진 후에는 빈 통과 같은 존재라고 악했

다.101그러나 이제 해부의 을 통해 각 기 들에 을 맞추어 각 개별 기 들

의 정상과 이상을 질병의 원인으로 악한다.이는 체를 하나로서 악하는

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었다.그런 에서 의학은 단순히 그것이 의학 유용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바탕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더 설득 이라고 받아들여지기

99타이먼 스크리치(2008),p.11.

100Kuriyama(1999),pp.167∼191.

101시빈(Sivin)이 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의 개념은 해부학 이지 않고 생리학 이며 병리학

이다.… 그것은 물리 내장이 아니라 건강과 병에서 맡은 역할을 가리킨다”는 지 은 정확하

다. 통 신체 에서 장부에 한 논의는 해부학에서 보이는 정확한 구조보다 감응하는 힘의 형

성과 련되어 있다.N.Sivin,TraditionalMedicineinContemporaryChina(AnnArbor:Center

forChineseStudies,UniversityofMichigan,1987),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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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택된다는 운슐트의 지 은 참고할 만하다.102신체 의 충돌은 그런 에

서 무엇이 더 과학 이냐 그 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체 모델을 사유의

기반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다.

자연과 하나로서의 신체

물론 이러한 ‘해체신서 ’사유가 곧바로 일본에 뿌리 내렸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양생훈』은 통 사상이 아직 강하게

규정되는 를 보여 다.동양에서 통 인 신체 은『황제내경』에서 음양오행(陰

陽五行)의 논리로 신체를 악하는 방식이 성립된 이후에 근 서구 신체 이 들

어오기 까지 곧 그 자리를 유지해왔다.103『양생훈』역시 마찬가지인데,이는 에

도시 기의 철학자 가이바라 에키 (貝原益軒,1630-1714)의 작으로 근 수신서

에서도 많이 인용될 만큼 근 지식인들과 일반 민 들에게까지 향력이 큰 작품

이었다.104에키 은 책의 시작부터 사람의 몸은 자신만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를 근

원으로 하고 천지를 시작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몸은 부모를 근원으로 하고 천지를 시작으로 한다.천지와 부모의 은혜를 받아 태

어났고 길러진 몸이니 자신만의 소유물이 아니다.천지로부터 받은 것,부모가 남겨

몸이므로 삼가 잘 기르고 상처 입지 않도록 하여 천수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105

이처럼 통 사유 속에서 신체는 개별 소유가 아니다.몸은 단순히 부모

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천지로부터 받은 것이다.106그의 신체 은 유학

통에 기반하는데 이를『서경』과『주역』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즉『서경』에

102 PaulU.Unschuld,transbyNigelWiseman,Chinesemedicine(Brookline,Mass.:Paradign

Publications,1998)푸코 역시도 의학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 하려면 그것이 다루고 있

는 상이나 논리의 형식이 아니라 ‘말’과 ‘사물’이 분리되기 의 단계,즉 사물을 보는 방법과 사

물을 서술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미셸 푸코(1993),p.17.

103물론 통 동양의학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다.동양 의학에서도 후한시 의 장 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이나 나라와 원나라 시 의 원사 가(金元四大家)라 불리는 유완소(劉完素)·

장종정(張從正)·이고(李杲)·주진형(朱震亨)과 같은 의학이론 상의 요한 변곡 들이 존재한다.하

지만 이는『황제내경』이 바탕하는 철학 에서 어떤 지 들을 강조할 것인가,어떻게 처방할 것

인가의 문제로 근본 논리체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는 동양의학의 후진성을

지 하는 논리로도 사용되지만 신체 내지 자연을 바라보는 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의학이론

의 낡음을 비 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104新村拓,『健康の社会史:養生,衛生から健康増進へ』(東京:法政大学出版局,2006),pp.211∼212.

105貝原益軒,『養生訓』(東京:岩波文庫,1961),p.24.

106『황제내경』에서 사람은 하늘의 정기와 땅의 형기가 교합해 생겨난 것임을,이 천지음양의 변

화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 역시 독립 사유물로서의 몸과는 다른 사고를 보여 다.

『黃帝內經素問』「寶命全形論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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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며 사람은 만물의 령이라는 말이나,『주역』에 천지의 큰 덕

을 일으키는 생생불식(生生不息)은 인(仁)이 만물과 일체하는 개념임을 설명하는 것이

사람의 몸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107이처럼 통 사유에서 몸이란 개별

으로 분리되어 독립한 것이 아니다.나라는 존재는 천지의 기를 받아 태어난 ‘사

물(賜物)’이자,부모가 해 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로 다치게 하는 것은 불효

가 된다.이러한 신체의 ‘사물성(私物性)’에 한 부정은 신체의 자율성을 근거로 하

는 자기결정론 사유와는 정반 에 치하는 것이다.108따라서 이를 지키는 방법

역시 근 발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양생(養生)의 기술로는 우선 내 몸을 해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몸을 해치는 것이란 내욕

(内慾)과 외사(外邪)다.내욕이란 식욕,색욕,수면욕,수다욕,그리고 희(喜),노(怒),우(憂),사

(思),비(悲),공(恐),경(驚)이라는 칠정(七情)의 욕심을 말한다.외사란 하늘의 네 가지 기,즉

풍(風),한(寒),서(署),습(濕)을 말한다.내욕은 억제하여 게 하고,외사는 두렵게 여겨 막아

야 한다.이 게 하면 원기를 잃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으며 천수를 유지할 것이다.”109

통의 논리에서 양생을 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즉 ‘내욕(内慾)’과 ‘외사(外

邪)’를 경계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이는 근 건강 개념과 유사한 듯 보인다.『양

생훈』에서도 외부의 삿된 기운을 으로 악하는 근 방역(防疫)논리와 유사

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외부의 에게 이기려면 상 를 두려워하고 한 발 앞서

막아내야 하는데,이를 성을 굳게 지키는 마음에 비유해 풍한서습(風寒暑濕)에 두려

움을 느끼고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표 하고 있다.110바깥의 나쁜 상,그것이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세균이 되었건 통의학에서 말하는 사기(邪氣)가 되었건 그것

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는 통과 근 의학을 불문하고 지극히 합리 인

생각이다.111

그러나 이 둘의 논리가 으로 같다고 볼 수만은 없다. 통 인 외사의

논리가 바깥으로부터의 풍한서습을 막아 안을 지킨다는 에서 근 인 외사논리

가 기반하는 방역 신체 과 근 성을 갖지만 논리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양생도의 근본은 내욕(內慾)을 억제하는 것이다.이 근본에 힘쓴다면 원기가 강해져 외사(外

邪)의 침입도 받지 않는다.　내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원기가 약해지면 외사에 침입받기 쉬

107 貝原益軒,「心術下」,『大和俗訓』卷4,松田道雄 編,『日本の名著14貝原益軒』(東京:中央公論

社,1969),p.59;p.96.

108新村拓(2006),p.13.

109貝原益軒(1961),pp.24∼25.

110貝原益軒(1961),pp.32∼33.

111이러한 논리에 해서는 후한시 의 의서인 장 경(張仲景)의『상한론(傷寒論)』에서 잘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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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질병에 걸려 천수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들이 모두 내욕을 억제하여 원기를 배양

하는 길[道]이다. 한 풍(風)·한(寒)·서(暑)·습(湿)이라는 외사를 막아 침입받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내부와 외부의 여러 가지를 조심하는 것은 양생의 요한 항목이다.이는 능히 삼

가 지켜야 한다.”112

내욕을 확실히 억제한다면 원기가 강해져 외부의 사기의 침입을 받지 않는

다.즉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해서 역으로 내부의 충실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 근본을 확실하게 이행한다면 원기가 강해져 외사의 침범도 받지 않는다.반면

내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원기가 약해지면 질병에 걸려 천수를 유지할 수 없다.따

라서 원기를 배양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풍·한·서·습이라는 사기를 막아

항할 수 있는 힘이 된다.외사에 의해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은 천명이며 성인도 자

도 피할 수 없지만 내부의 기를 충실히 유지하며 능히 삼가고 방한다면 외사의

침입도 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황제내경』에서 “사기만으로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반드시 허사의 바람이 몸의 허한 곳을 만나야만 바람은 몸속으로 침입할

수 있다”113고 말한 것처럼 활기가 넘쳐흐르는 몸에는 사기가 들어올 틈이 없다.

이처럼 외사를 막는 것에 우선은 내부의 기를 충실히 유지하는 것이다.동일

하게 방벽을 제 로 쳐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안을 하는 태도는

다르다.즉 통 신체 념 속에서 안[內]과 밖[外]은 분리되지 않으며 지켜야 할

내부라는 념 역시 외부와 분리되어 지켜내야 할 개체성을 제로 하는 것이 아니

었다.114

신체 의 차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시기 두 의학의 차이를 논한 다카노 에이(高野長

英)의「한양내경설(漢洋內景說)」이라는 이다.나가사키에서 시볼트에게 의학을 배

운 에이는 제언에서 학술기 의 정교함과 탁월함이 서양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

고 말하며,이는 그들이 솔직함과 간명함을 귀하게 여겨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실

제로 실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한 이러한 서양의 학문상의 특징은 천문,

지리,측량,역법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로 하여 경쟁하게 함으로써 정미한 것

을 발명 한다는 데 있다.의학의 발달 역시 마찬가지다.그는 의술에서 가장 긴요

한 것으로 해부를 꼽는데,이는 의술이 인명에 해 한 임무를 맡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이때 해부란 신(全身)의 안과 밖의 기 들의 이치를 깨닫는 것인데,이

를 통해 건강이 해석된다. 에이는 병의 원인은 신체 내부의 기 들의 이상에서

112貝原益軒(1961),p.26.

113『黃帝內經』「靈樞」.

114貝原益軒(1961),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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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고 본다.따라서 신체를 바깥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하게 내

부를 보아 ‘리를 숙고’하려면 해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15주목할 은 에이에

게 신체의 내외의 ‘지배-피지배’ 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내부는 외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에서 우 에 서있다.즉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원인’과

신체표면에 나타난 ‘증상’사이에 직 인 응 계를 인정하고,병의 치료를 해

서는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16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를 해부로 둔 그는 신체를 내부가 외측을 지배하

고 있는 ‘기계’로 비유한다. 컨 자명종을 분해하여 그 안의 기 을 살펴 으로써

그것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악할 수 있다는 사유다.

“흡사 자명종이 한밤에도 스스로 선동해 쉬지 않고 시각의 도를 맞추는 것은 밖에서 볼 때

는 기이한 생각을 일으켜 괴상하고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하루라도 그 안의 기기(機器)를 검열해 그 이치를 숙고하면 용이하게 시계가 독자 으로 울

어 분호(分毫)도 그릇되지 않는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어 무엇도 불가사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해부의 과는 분기를 배우는 기 이며 치료술[療術]을 시행하는 모루[鑕的]인데,

이는 서양의 의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모두 이를 표 으로 해서 우선 내경을 밝

히는 일을 힘쓴 이후에 병인을 강구하고 생사를 구별하고 진찰을 정하고 치법을 세워 방제

를 처방함으로써 그 논의가 하나의 망단 없이 실로 실효가 있고 우주 간 정교함이 나오는

이유이다.”117

이때 기계의 특징은 모든 활동이 미리 결정된 움직임의 반복이라는 에 있

다.기계는 각 부품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체의 활동을 실 한다. 체가

변화 넘치는 활동을 한다 해도 내부의 각 부품은 항상 정해진 역할을 반복할 뿐이

다.즉 기계의 모든 활동은 사 에 그 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그 때문에 기계에

는 우연 이거나 신비 인 활동은 있을 수 없게 된다.이제 신체의 활동은 이러한

기계의 구조에서 이해된다.

에이는「한양내경설」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몸에 한 미신 같은 오해를

풀고자했다.이때 사람들을 설득하기 해 사용되었던 것이 생리학이다.그에게 생

리학이란 신체를 기계로 간주해 내부의 ‘구조’와 ‘짜임새’를 밝히는 학문이었다. 에

이는 심장, 액순환,신경기능 등의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

고 있던 외부의 신비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몸의 념을 내부의 기 들의 작동에

의해 지배되는 신체 념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가령 맥(脈)의 경우 한방의학에서

는 이를 단순히 바깥으로부터 느껴질 수 있는 것만으로 한정해 동맥의 원인과 작동

115高野長英,1978,「漢洋內景說」,『崋山・長英論集』(東京:岩波書店,1978),p.154.

116北澤一利(2000),p.147.

117高野長英(1978),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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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악하지 못한다고 비 한다. 한 발 림 역시 한방에서는 액이 없어서

발이 린다고 생각하지만,이는 한방의학자가 신경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의 원인을 장부의 경락 탓으로 돌린 것이라 비 한다.118

이러한 논리는 그가 심장을 바라보는 에서 명확히 드러난다.「한양내경

설」본편은 심장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역시 서양의서의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이때 심장은 통 인 오장육부 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해부학에서의

심장으로 다루어진다.그는 통의학에서 심과 ,맥의 계에 해 언 하고 있지

만 이는 우연히 사실에 어 나지 않은 것일 뿐,필경 (營血)이 순환하는 작용을

상세히 알지 못해 얼버무리는 바가 많다고 말한다.하물며 ‘심이란 군주의 기 으로

신명(神明)이 이곳에서 나온다[心 君主之官也 神明出焉]’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황당하

기 이를 데 없다고 비 한다.119이는 황제내경 등에서 통 인 심을 군주의 기 에

비유하는 것을 직 반박하고,심장을 순환의 핵심으로 악하는 것이었다. 통

신체유비가 부정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심장이 다른 장부와 연결 속에서 사유되지

않으며 가시 인 해부학 사실만이 요시된다.120

결국 이 시기 새로운 신체에 한 상은 내부와 외부의 분리에 기반한다.그

동안 몸은 존재론과 인식론,가치론으로 구성된 종합 지식 체계 다.심이 몸에서

군주를 담당하며 온 몸을 주 하는 기 이라는 사유와 심장을 액을 퍼나르는 펌

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유의 차이는 단순히 그 역할 상에서의 차이만은 아니다.

우주론을 포함하여 도덕론,인성론,정치론에 이르기까지 포 지식 체계 던 몸

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그리고 그 논리 속에서 개체 인 것이 탄생한다.

이에 해 부르통이 서구 사회에서 몸과 련된 다양한 담론을 이루는 데 결

정 인 기여를 한 가장 요한 인식론 기반은 해부생리학,즉 생의학 지식이라

고 평가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이러한 인식론을 근거로 서구 으로 독특한 인간

118北澤一利(2000),pp.146∼149.그러나 동양에서의 ‘맥(脈)’과 서양에서의 ‘맥박(pulse)’은 그 논리

자체가 다른 것으로 상호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이에 해서는 Kuriyama(1999)책 1,2장 참조.

119高野長英(1978),p.162.

120이는 앞서 가이바라의 논의와 척 을 이룬다.그는 심(心)을 몸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은 천군(天君)이라 한다.몸의 주인이다.생각하는 것을 직분으로 한다.이목구비체(耳目口鼻体)는

오 (五官)이라 한다. (官)은 장한다는 것이다.역할[役]을 힘쓰는 것을 말한다.귀는 듣는 것을

장하고, 은 보는 것을 장하며,입은 음식을 먹는 것을 장하고,코는 향기를 맡는 것을 장

하고,수족의 체는 움직이는 것을 장한다.이 오 은 각자 하나씩의 역할이 있어 다른 것에 통하

지 않는다.심은 천군이기 때문에 오 에 명령하고,쓰는 주인이다.… 심이 군으로서 이목구비체의

오 을 장함은 주군이 신하를 장하는 것처럼 당연한 바다.만약 심이 역할을 잃어 생각 없이

오 에 맡겨버리면 거꾸로 몸이 마음을 부린다.가령 주군이 있어 신하에 부리게 된다.이것은 반

역[ ]이다.”貝原益軒(1969),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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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성립하게 되었는데,우리가 통상 으로 소유의 형태로서 ‘내 몸’이라고 말하

는 것에서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다.이처럼 근세기에 이르러 해부생리학을 심으

로 하는 담론들이 몸에 련된 지식으로 격하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치

철학 으로 보면 개인주의의 다른 단계로서 자아(ego)에 한 성찰 태도가 강

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이는 몸에 한 근 개념이 개인

주의 구조의 향인 동시에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망을 통해 사람을

체와 우주에 조화시키던 세 인 세계 의 연 의식이 깨어져 버린 결과 다.121

그 다면 이러한 통 논리의 변용 과정 속에서 개체 인 것과 련되는 정치

개념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자조(自助)’의 정신:독립 개체성의 등장

자조론의 논리

우선 독립과 자주의 의미망의 변화와 련해 ‘자조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일즈(Smiles)의 SelfHelp를 번역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서국입지편 원

명 자조론(西國立志編 原名 自助論)』(1871)이 당 에 미친 향에 해서는 익히 알려

져 있다.당시 스마일즈의 SelfHelp는 국에서 첫해 2만부,1864년까지 5만 5천부,

1889년까지 15만부,그리고 그 이후에도 12만부의 매부수를 올렸는데 이는 국에

서도 기록 인 매부수 다.122이후 이 책은 각 나라에서 번역되었고,일본은 물론

조선과 국에서도 크게 유행했다.123단 으로 일본에서 입지편의 간행은 보 만으

로 수십만,활 이나 이 을 포함해 백만부를 넘었으리라 추측된다. 한 다이쇼기

에 이르기까지 박문과를 비롯해 몇 개 출 사가 나카무라의 번역본을 간행했으며,

몇 종의 새로운 번역이 출 되었던 것도 이 책의 인기를 보여 다.124이 책은 메이

지 일본인들 입에 회자되어 ‘자조(自助)’는 메이지 일본의 시 정신이 되었다.125

그 지만 개인의 self-help개념을 설 하는 스마일즈의 서가 동아시아에서

도 그토록 유행했다는 사실은 언뜻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이 책은 오히려 자본

주의 가치를 체화한 개인의 자구 노력에 강조 이 있기 때문이다.그 다면 아직

121다비드 르 부르통,홍성민 역,『근 성과 육체의 정치학』(서울:동문선,2003),pp.18∼20.

122 平川祐弘,『天ハ自ラ助クルモノヲ助クー中村正直と『西国立志論』』(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

2006),p.68.

123이 책은 조선에서도 1900년 여러 신문에서 번역,소개되었고 최남선에 의해 1918년 번역되었

다.최남선의 번역과 련해서는 류시 ,『최남선 연구』(서울:역사비평사,2009)3장 참조.

124松沢弘陽,『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東京:岩波書店,1993),pp.276∼277.

125『서국입지편』의 간행의 배경과 련해서는 이새 ,「나카무라 마사나오의『西國立志編』서문

에 나타난 보편성 논의」,『동방학지』제172집(20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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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인 것에 익숙지 않았던 일본에서 자조론이 당시에 그토록 유행한 이유는 무

엇이었을까.그 열쇠를 역자의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함에,지나가는 손님 물어보는 자가 있었다.당신은 어째서 병서를 번역하

지 않느냐고.내가 답하기를 당신은 병이 강하면 즉 나라에 의지할 수 있고 치안이 이루

어진다고 하겠는가.서국의 강함은 병에 있다고 하겠는가.그 지 않다.서국의 강함은 인민

이 돈독히 천도(天道)를 믿기 때문이다.인민에게 자주(自主)의 권이 있기 때문이다.정치가

하고 법이 공평하기 때문이다.나폴 옹은 싸움을 논하며 말하길,덕행의 힘은 신체의

힘에 열배라고 하 으며,스마일즈가 말하길 나라의 강약은 인민의 품행에 계한다고 했

다.”126

나카무라는『서국입지편』편서에서 왜 병서를 번역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병

(兵)이 강하다고 치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그는 서국의 강함이 진

정 병에 의한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일반 으로 그 게 생각하기 쉽지만 서국의 강

함은 인민이 돈독히 천도(天道)를 믿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덕을 통한 정치인 ‘왕

도(王道)’와 힘을 통한 정치인 ‘패도(覇道)’를 비하는 맹자의 논의127에서도 보이듯

이는 통 인 동양사상에서 익숙한 논리이다.나카무라가 병이란 흉기이고 쟁은

태로운 일이라는 고사나 ‘인자무 (仁 無敵)’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와 같은 논

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그가 유학 세계 속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라 하겠다.

그런데 나카무라는 이어서 서국의 강함의 핵심은 ‘인민’에게 ‘자주의 권’이 있

기 때문이라 말한다.나폴 옹과 스마일즈의 말을 빌려 덕행과 인민의 품행이 강함

과 련되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에 어떤 논리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강함을 덕성과 련해 설명한 것은 통 인 사상에 비춰 보면 이해하기 어려

운 것은 아니다.그러나 나카무라는 나라의 강함을 인민 개개인의 자주권과 연결시

켜 설명한다.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그리고 나카무라 본인의 논리 속에서는 완

결 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이는 간에 어떤 논리 연결고리가 없다면 당시

에는 당연한 추론이라 보기 힘든 논리 다.맹자가 진정한 강함과 덕이 연결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패도로 인한 지배가 인(仁)을 거짓으로 빌려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힘이 없어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따라서 진정한 강함이란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보편 으로 수용될 수 있는 논리라 하겠다.그러나 나카

무라의 논리 속에서 진정한 강함이 인민의 자주와 바로 연결되는 것은 통 인 논

126サミュエル・スマイルズ,中村正直 譯,『西国立志編』(東京:講談社,1981),p.39.이하 中村正直

(1981)로 표기.

127『孟子』,「公孫丑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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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연결이었다.

그 다면 무엇이 이러한 논리 비약을 낳게 했을까. 국 유학을 간에 마

치고 돌아올 때 그와 친했던 험 리 리랜드(HumphryFreeland)로부터 선물로 받

아 배 안에서 읽으며 반을 외울 정도로 빠져들었던 책이 바로 스마일즈의 Self

Help 다.128그 다면 나카무라가 빠져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번역서의 제목이 말

해주고 있듯 서국은 어떻게 뜻을 세웠는가[西國立志]라는 물음,이는 당 사람들에게

서국은 어떻게 그토록 강한가라는 물음이었을 것이다.나카무라의 머리 속에서는

이 둘의 가치,즉 실에서의 서국의 강함과 서국의 뜻한 바 ‘self-help’라는 가치를

연결지어 사유하고 있다.

나카무라는 나라의 강함이란 인민 개개인의 자조라는 ‘품행’의 문제와 련된

다고 생각했다.나라는 ‘인 (人衆)이 서로 만난 것’이다.따라서 ‘사람들 개개인의 품

행이 바르면 풍속이 아름답고,풍속이 아름다우면 즉 일국이 화해 합해 일체를

이룬다’는 말을 옮기고 있다.새로운 품행으로서 자조에 주목한 것이다.

품행의 합으로서 문명

어 보면 지극히 통 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강함에 해 설명하는 나카

무라에게 자조라는 논리가 주목되었던 은 의외다.그러나 그에게 나라란 인 이

서로 합해 일체를 이룬다고 할 때 집합을 이루는 개개인의 품행의 문제가 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는 당시 지식인들의 인민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다.자조론의

내용과 공명하는 나카무라의「인민의 성질을 개조하는 설」에서 인민에 한 일반

인 평가의 한 를 보자.

“무진(戊辰)이래 일신(一新)이라고 말하는데 새로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막부정치의

옛 것을 버리고,왕정의 새로움을 펼치는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정체를 일신하기 에 인

민을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정체는 물을 담는 그릇과 같고,인민은 물과 같다.… 무진

이래 인민을 담는 그릇은 과거보다 나은 형상이 되었지만 인민은 아직 옛날의 인민이다.

노 근성의 인민.아래로는 교만하고 로는 시기하는 인민.무학문맹의 인민.주색을 좋아

하는 인민.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인민.천리를 알지 못하고 직분을 힘쓰지 않는 인민.지식

이 얕고,도량이 소한 인민.노고를 소 히 하고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인민.사지(私智)를

끼고 소혜( 慧)를 행하는 인민.참을성이 없는 인민.부박경조(浮薄輕躁),흉 (胸中)에 주인이

없는 인민.자립의 뜻 없이 사람에 의뢰하기 좋아하는 인민. 찰사상의 성이 부족한 인민.

을 사용할 모르는 인민.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히 여길 모르는 인민.우애의

정이 희박하고 합동일치 못하는 인민.새로운 발명의 일을 힘쓰지 않는 인민”129

128 나카무라와 Freeland의 계에 해서는 藤井泰,「中村正直にSelf-Helpを贈った人物-フリーラ

ンドとは誰か」,『英学史研究』25(1992),pp.15∼24.

129 中村正直,「人民の性質を改造する説」,『明六雜誌』第30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

誌』下(東京:岩波書店,2009),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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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민에 한 평가 속에서 이들 개개인의 품행을 바꾸지 않고서는

합체로서 국가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보았다.그는 물은 그릇 모양을

따른다는 국의 어구를 가지고 와서 ‘인민의 성질’과 ‘정체’의 계를 물의 성질과

물을 담는 용기의 형태와 연결시킨다.그는 이 논리를 뒤집어 정체를 바꾸기 에

인민의 기풍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130결국 문제는 다시 재조립해야 하는 일체

를 만들기 해서 개개인의 품행의 개조가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었다.이는 새로운

윤리 가르침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단지 권 앞에서 복종하는 인민만을 했던

도쿠가와의 권 주의와 달리,새로운 윤리 가르침의 로그램은 자조의 정신을

통해 독립된 개체라는 발상을 만들어야 했다.각자는 자조의 정신에 의해 분리되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성을 부여받는다.나카무라가 보기에 서구 문명의 핵심은 개인

의 자치의 발 이라는 인민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에 있었다.131품행의

문제가 통치와 연결되는 지 이다.

당시 지식인들이 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민의 품행의 문제로 을 돌리게

되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일본과 외국과의 차이의 핵심은 인민들의 품행의

차이 다.메이지유신이 성공했지만 구체 인 삶의 방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일본인들에게 자조론은 유교를 신할 수 있는 도덕이라고 평가되었다.132당시 메

이지 지식인들이 나나나 할 것 없이 인민의 품행을 강조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

다.이는 스마일즈의 책에 나타나는 인민 개개인의 자립심이었다.133

스마일즈가 SelfHelp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은 1845년 노동자 학

습 서클에 되어 행했던 일련의 강의가 원형이었다.원제가 <The Education of

WorkingClasses:AnAddressdeliveredbyDr.SmilestotheMembersandFriendsifthe

LeedsMutualImprovementSociety> 던 것처럼 이 강의의 상은 새롭게 두하고

있던 하층 계 이나 노동자 계 이었다.스마일즈는 이들의 품행의 문제를 지 하

130이러한 생각은 니시 아마네와 사카타니 시로시의 도덕에 한 강조와 나카무라 마사나오와 니

시무라 시게키의 국가 기풍에 한 논의에서도 잘 나타난다.이에 해서는 DouglasHowland,

TranslatingtheWest:LanguageandPoliticalReasoninNineteenth-CenturyJapan(Honolulu:

UniversityofHawaiiPress,2002),pp.55∼60.

131Howland(2002),p.32.

132요시노 사쿠조가 “ 향감화의 큰 것은 후쿠자와의 번역과 더불어 공 이라고 칭할 수 있다...

후쿠자와가 메이지 청년에게 지의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카무라는 바로 덕의 세

계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좋다”고 한 말이 유명하다.藤村作 編,『日本文学大辞典』2(東京:新潮社,

1932),p.246.

133마쓰자와(松沢弘陽)의 지 처럼 나카무라의 사상 특성을 보편주의 ‘도(道)’의 추구로 집약할

수 있다면 서양에서도 동양과 마찬가지로 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자조의 정신이었

다.松沢弘陽(1993),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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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을 어떻게 자조의 주체로 만들 것인가를 강의의 목 으로 삼았다.따라서

작에서도 당시 인민들의 자조에 반하는 생활태도에 한 비 이 주제의식을 이루

고 있다.자조론을 잇는 4부작,Character(1871),Thrift(1875),Duty(1887)에서 보이듯 구체

이고 극 인 장려와 교훈 톤이 지배 이었던 것도 그의 집필의도를 말해

다.134

그러나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개인의 품행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개개인의 자

조의 문제 속에서 악하는 것은 특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로써 더 이

상 외부의 도움은 ‘자주자립’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치 조정되며,‘개체 ’인 것이

라는 사유가 등장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은 확연히 경험에 맞는 격언이다.이 한 마디가

리 인사의 성패 여부를 포장(包藏)하고 있다.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능히 자주자립(自主自

立)해 타인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스스로 돕는 정신은 무릇 사람된 자의 재지(才智)

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의 근원이다.이를 미 말한다면 스스로 돕는 인민이 많다면 그

방국(邦國)도 반드시 ‘원기충실(元氣充實)’하고,‘정신강성(精神强盛)’하게 된다.타인으로부터 도

움을 받아 성취한 것은 그 후 반드시 쇠하게 된다.그런데 스스로 도와 이룬 바의 것은 반

드시 생장해 막힘이 없다.만약 내가 타인을 해 도움을 많이 베푼다면 반드시 그 사람으

로 하여 자기가 노력하는 마음을 감소시키게 된다.이 때문에 사부가 엄한 것은 그 자제

의 자립의 뜻을 방해하는 것으로서,정법의 군하를 억압하는 것은 인민으로 하여 부조를

잃어 세력을 결핍하게 만든다.”135

여기서 나카무라는 원문의 ‘self-help’를 ‘능히 자주자립해 타인의 힘에 의지하

지 않는 것’으로 풀고 있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때 ‘스스로 돕는 정

신’은 무릇 사람된 자의 ‘재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근원이 된다.즉 나카무라에게

개체 인 것이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주자립하고,타인의 힘에 의지하지 않

는 것이 요하다.한 발 더 나아가 타인을 해 도움을 많이 베푸는 것 역시 타인

의 자립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된다.스승이 엄하면 제자의 자립을

방해하게 되고,정치에서 억압이 심하면 인민이 부조를 잃어 세력을 결핍하게 만든

다.원문에서 ‘과한 지도(over-guidance)’와 ‘과한 통치(over-government)’의 문제가 지

134松沢弘陽(1993),p.256.

135中村正直(1981),pp.55∼56.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Heavenshelpsthosewhohelpthemselves’

isawell-triedmaxim,embodyinginasmallcompasstheresultsofvasthumanexperience.

Thespiritofself-helpistherootofallgenuinegrowthintheindividual;and,exhibitedinthe

livesofmany,itconstitutesthetruesourceofnationalvigourandstrength.Helpfrom without

isoftenenfeeblinginitseffects,buthelpfrom withininvariablyinvigorates.Whateverisdone

formenorclasses,toacertainextenttakesawaythestimulusandnecessityofdoingfor

themselves;and where men are subjected to over-guidance and over-government,the

inevitabletendencyistorenderthem comparativelyhelp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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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에서 나카무라는 맹자식의 ‘조장(助長)’개념을 떠올렸을지 모른다.‘스스로 도

와 이룬 바의 것은 반드시 생장해 막힘이 없다’는 말에서 스마일즈의 ‘self-help’개념

을 맹자식의 조장에 한 비 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그러

나 여기서 타인과의 계성이 부정되고 개체성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자조 개념은

특이하다.

자조와 자유

나카무라는 스마일즈의 자조론 말고도 의『자유론』을 번역한 것으로 유명

하다.그런데 이 두 개의 텍스트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자

유론』을 번역한『자유지리』의 결론에서도 “일국의 가치는 인민각개(individuals)의

가치의 총체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는 이 문장에 “내가 번역한 입지편 제1

권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서국입지편』1장에서도 제목에

이어 바로 의『자유론』의 “일국의 귀한 가치는 그 인민의 귀한 것들을 합병(合

倂)한 가치(TheworthofaState..istheworthoftheindividualscomposingit)”라는 문장

을 인용하고 있는 역시 이 두 텍스트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

여 다.물론 사무엘즈의『자조론』과 의『자유론』은 국에서 출 되었을 때는

공통 을 갖고 있다기보다 각각 다른 독자층을 상 로 다른 윤리를 하려

한 것이었다.사무엘즈의 책이 노동자계층을 향한 품행의 문제를 지 한 것이었다

면, 의 책은 지식인 계층을 상으로 사회와 개인 간의 문제에서 자유의 한계를

이야기한 것이었다.이처럼 다른 내용의 두 책을 나카무라가 번역하기로 한

것은 어쩌면 우연의 결과일지 모른다.그러나 나카무라가 이 둘을 번역한 데에는

이 두 작 속에서 무언가 공통 인 것을 발견했거나 어도 자신의 머리 속에서

공통 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136나카무라는 의 논의를 번역하면서

『자조론』에서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보여 다.그것은 바로 앞서 본 인민의 품행

의 합이 국가의 가치라는 이었다.

“나라 체를 하나의 마을로 본다.마을 안에는 집이 1백 가구가 있다고 본다.이 1백 가구

는 모두 동등한 백성으로 귀천의 차별은 없다.그 제 에서 각각 안정되고 평온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가업에 정성을 쏟고,그 외의 일에 해서는 마음이 원하는 로 자유롭게

뭘 해서라도 이익을 얻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애당 군가의 에 속하여 그로부터

명령을 받을 까닭은 없다.하물며 타인으로부터 강요당해 내 마음이 옳다고 하는 바를 행

하지 못할 까닭은 더욱 없다.그러나 이 1백 가구의 집은 서로 균형을 유지하여 우열이 없

는 상태로 한 마을을 이루는 것으로,각각의 집에 ‘주인[旦那]의 권[株](자유지권)’이 있고,자

유롭게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는 하나,마을 체의 편의 역시 도모

하지 않으면 안 된다”137

136松沢弘陽(1993),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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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는『자유지리』서문에서 나라를 한 마을에 비유하며 이들이 각기 자

유로운 상태임을 설명한다.여기서 마을의 주민들은 주인에 한 복속에서 벗어난

자립 ,자기 규정 존재로 그려진다.138여기서 에 띄는 것은 자유지권을 ‘주인

[旦那]의 권’이라 설명하는 부분이다.단나는 에도시 에 사용인이나 집안에서 주인

을 높여 부르는 말로,한 집의 주인 즉 ‘단나’란 달리 모셔야 할 상 이 없는 사람이

라는 의미이다.여기서 ‘권’을 ‘카부(株)’라고 읽은 것은 독특한 용법으로,‘카부’는 도

쿠가와 막부가 공인한 특정 상공업자들의 조합의 조합원이 갖는 특권을 가리키는

말로,그 사람의 몫이라는 뜻으로도 쓰 다.결국 ‘주인의 권’이란 각 집이 구에게

도 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각 집에는 구도 부당하게 빼앗을 수 없는 고유

의 몫,즉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139

결국 ‘자조’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한 남에게 의존하지 않

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모든 일을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자주’와 연 되며,이것이

개체 ‘주권’을 만들어 냈다.그 다면 자조론을 단순히 덕의 문제로 환원해 설명하

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바디폴리틱의 입장에서 다시 자조론을 읽는다면 주권과

독립이 어떻게 지고지선의 가치로 자리매김 되었는가라는 개체 인 것의 탄생과

련된다.140

(3)자유와 권리의 이해:소유형으로서 신체

일신(一身)의 자유와 소유로서의 권리

야나부 아키라는 ‘자유(自由)’라는 말이 근 에 이르러 부정 의미에서 정

의미로 변환되었음을 지 한 바 있다.자유라는 번역어가 정착되기 에 니시

아마네의 자주(自主),가토 히로유키의 자재(自在),나카무라 마사나오의 홍(寬弘)등

여러 말이 동시에 쓰 다.이는 자유가 부정 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이었다.141이처

137中村正直,『自由之理』,『明治文化全集』,自由民權篇 (東京 :日本評論社,1927),pp.7∼8.

138DouglasHowland,PersonalLibertyandPublicGood:theIntroductionofJohnStuartMill

toJapanandChina(Toronto:UniversityofTorontoPress.2005),pp.66∼67.이에 해 하울랜

드는 나카무라의 락의 비유는 의 사회를 표 하는데 치 못하다고 지 한다.이는 유럽에

서 마을을 사회와 정부의 근본 단 로 하여 모색되었던 운동과는 상 없이 가족처럼 사회의 자연

단 라는 일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한다.

139이새 ,「자료정선:나카무라 마사나오 자유지리」,한림 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부,『개념과

소통』제15호 (2015.6월),p.252.

140이는『만국공법』에서 ‘자주’의 용법과도 련될 것이다.

141쓰다 소기치가 “자유라는 말은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도 뭔가 비난받을

만한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 듯 하다.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라도,그 부

분은 제멋 로 한다는 느낌을 주어서 일반인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라고 승인하기 힘들다”고 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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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기의 liberty의 개념에는 부정 인 의미로 구속받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후쿠자와는『서양사정』(1866)에서 서구 정치의 핵심 6가지를 들면서 그 첫 번째로

자유를 들고 있다.

“구라 정치가의 설에 문명의 정치라 칭하는 것에는 6개조의 요결이 있다고 말한다.이는

다음과 같다.제1조 자주임의(自主任意).법이 하여 사람을 속박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일로 한다.무사를 좋아하는 이는 무사가 되고 농사를 좋아하는 이

는 농부가 되어 사농공상 사이에 조 도 구별을 두지 않는다.문벌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조정의 지 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상하귀천이 각각 자신의 자리를 얻어,조 도 타인

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천품의 재력(才力)을 펼치는 것을 취지로 한다.”142

당시 liberty/freedom이라는 말의 번역어는 정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143후쿠자와가 이 단락에 “본문의 자주임의와 자유

라는 말은 자기 멋 로 방탕히 굴어[我儘放蕩]국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뜻이 아니다.

무릇 그 나라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사귀어 어렵게 여기거나 사양하지 않고 ‘자력

으로 존분(存分)하는 것’을 이르는 뜻이다. 어에서는 이를 ‘ 리덤’ 는 ‘리버티’라

말한다.아직 당한 번역어가 없다”144고 부기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앞서

쓰다의 말처럼 자유는 부정 인 뜻이 아니라 ‘자력으로 존분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

히고 있다.여기에서 후쿠자와는 ‘자주임의’를 속박의 부재 상태로 문벌이나 조정,

계 에 구별없이 자유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즉 자유란 법이 하여 사람들

을 속박하지 않는 것으로 악되며,다른 한편으로는 각인이 자기의 천부의 ‘재력(才

力)’을 방해받는 일 없이 ‘펼치는(伸)’것,‘각각이 자신의 자리를 얻는 것[各々其所を

것도 그러한 부정 뉘앙스를 보여 다.야나부 아키라,김옥희 역,『번역어의 성립』(서울:마음산

책,2011),pp.179∼185. 자는 당시 liberty의 번역어로서 자유 말고도 자는 자유가 다른 말과 비

교해서 부정 의미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 말이 번역어로 굳어지게 된 것은 모국어에 완 히 녹아

든 말보다 어딘가 화감 있는 말이 번역어로서 더 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본다.

142福澤諭吉,1866,『西洋事情』,『福澤諭吉全集』1卷,p.290.

143가토 히로유키 역시「자주의 권리」라는 에서 네덜란드어 ‘ 이헤이트(freiheit)’를 ‘자주’라

는 말로 번역하며 당한 번역어에 해 고민하고 있다.“서양제국 모두 이헤이트라는 것이 유

행하는데 이 말은 네덜란드어로서 일본인은 물론 한인들도 일 이 직역할 수 없는 말로 지 까지

당한 역어라고 생각한 자(字)가 없어 일본어로 임시로 번역해 보면 우선 자유자재라고 하던가,

제멋 로 함[勝手次第]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의 말이다.요사이 국인,미국인 등이 한문으로

술한 책을 보면 그 안에 ‘자주’라는 자가 있는데,이는 이헤이트라는 자를 번역한 것이라 생

각한다.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은 직역이 불가능한 말로 이 ‘자주’라는 말도 결코 직역은

아니고,다만 의역으로 원어의 의미를 잘 담아 번역한 자(字)로 한번 생각하면 결코 맞지 않는 역

자인 것 같아도 이 자주라는 자를 음미해 보면 실로 원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역자(譯字)로 생

각되어 그 맛이 매우 깊다.”加藤弘之,「自主の權」,『加藤弘之文書』卷1,p.36.

144福澤諭吉(1866),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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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으로 악된다.

이처럼 인간을 ‘재력’을 소유한 주체로 악해,자유를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자 ‘천품의 재력을 펼치’는 것으로 악하는 것은『서양사정』원문의 필자

들 역시 마찬가지 다.간행자 챔버스 형제나 필자 버튼도 자기의 재력만으로 노력

해 출 산업에 성공하여 사회 지 를 쌓은 빅토리아기의 ‘자조’의 선구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산층의 원리를 하층 민 들에게까지 가르치고자 했다.이것이 지

구 반 편의 동아시아에서 자기의 ‘재력’을 바탕으로 문벌이나 계 의 벽에 도 하

고자 했던 후쿠자와에게 그 도 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상으로서 발견되었다.145

‘individualrightsandduties’라는 표제의 장과 이를 번역한 ‘인생(人生)의 통의

그 직분’부분을 비교해보자.

whileGodhasagivienmanthegiftoflife,hehasalsogivenhim thecapacitytosupportthatlife,

… everyhumanbeing,… has,byalaw ofnature,thepropertyofhisownperson.Hebelongsto

himself.… Thisfreedom heisnotfreeatlibertytosellorassign.

“하늘이 사람에게 생(生)을 주었다면 따라서 그 생을 보호해야 할 재력(才力)을 주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그 천부의 재력을 활용하는 데 신체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재력

한 쓸 수가 없다.그러므로 세계 어떤 나라인지,어떤 인종인지를 불문하고 사람이 스스로

그 신체를 자유로이 하는 것은 천도의 법칙이다.즉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 마치 천

하는 천하의 천하라는 것과 같다...하늘로부터 부여된 자주자유(自主自由)의 통의(通義)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다.”146

이처럼 원문에서는 인간을 무엇보다 먼 그 자신의 능력(capacity)이나 인격

(person)을 ‘소유하는 자’로서 악해,인간의 자유를 이러한 ‘소유’의 작동으로부터 이

끌어낸다.후쿠자와는 이를 유교의 표 을 빌려 천도(天道)로서 자유를 자리매김하면

서도 새로운 소유 ,경제 념을 녹여내고 있다.사람이 ‘스스로’신체를 자유로

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이루기 한 조건인 것이다.서양사정이 참조한

경제학 편의 출발 은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으로 그 기 는 각자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capacity(才力)’내지 ‘power(氣力)’이었다.147

후쿠자와는『서양사정외편』이후로 본격 으로 ‘일신의 자유’를 논한다.이는

145松沢弘陽(1993),pp.205∼206.

146福澤諭吉(1866),p.392.

147松沢弘陽(1993),pp.200∼206.마츠자와 히로아키는 후쿠자와의 자유 개념을 ‘신체’나 ‘재력’의

소유라는 면에서 악한다. 자는 이를 맥퍼슨의 ‘소유 개인주의(possessiveindividualism)’개

념에서 시사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맥퍼슨의 소유 개인주의의 특징으로 든 7가지에 해서는 C.

B.맥퍼슨,황경식·강유원 공역,『(홉스와 로크의)사회철학:소유 개인주의의 정치이론』(서울:박

사,1990),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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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웨일란드의 도덕론을 번역해 가지고 온『학문의 권장』의 한 단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웨일랜드라는 사람이 쓴『모럴 사이언스』라는 책에서 사람의 신심의 자유를 논한

바 있다.그 논의의 의는 사람의 일신은 타인과 서로 분리[相離]되어 하나[一人前]의 체를

이루고,스스로 그 몸을 다스리고,스스로 그 마음을 쓰고,스스로 ‘일인(一人)’을 지배하여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따라서 첫째 사람에게는 각자 신체가 있다.신체로서 외부의 사

물에 하고,그 사물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바를 달성한다.비유하면 씨를 뿌려

을 거두고 면화를 따 의복을 만드는 것과 같다.”148

이는 웨일란드의 “모든 인류는 체질상 분리되고,별개인 완벽한 시스템으로,

자치의 목 에 합하며 그의 힘들을 사용하는 방법 역시 완 히 신에게 책임이 있

다.따라서 모든 개인은 몸을 소유한다.(Every human being is,by hisconstitution,a

separate,anddistinct,andcompletesystem,adapatedtoallthepurposesofself-government,

andresponsible,separately,toGod,forthemannerinwhichhispowersareemployed.Thus

everyindividualpossessesabody.)”라는 말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인다.후쿠자와는 이

를 개인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기 해 사용한다.이때 로크 발상에서 보이듯 인간

은 스스로 노동을 통해 그 소유물을 획득한다.

요한 것은 여기서 individual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一人]으로,이때 individual

과 사람 사이에 의미의 어 남을 느낄 수 없다.그러나 한편 individual의 번역어로

쓰인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바 고 있는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를 떠맡게 된 것이다.『학문의 권

장』의 ‘하늘은 사람 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는 말에서도 보이듯이 이때 사람이란 개체 의미를 갖는다.149여기서 핵심은 타인

과의 분리,하나[一人前]의 체,스스로 그 몸을 다스려 일인을 지배한다는 말에 있

다.

여기서도 자유가 개체 인 것의 문제로,소유형으로 근된다.자유와 자조나

자주의 계를 생각한다면 후쿠자와가 자유의 개념을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것으로

본 것은 의미가 있다.이때 자유란 제멋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는 권

리 차원으로 이해된다.

니시무라 시게키의「권리해」150에서 ‘권리(權理)’개념은 일정한 이익을 배타

148福澤諭吉,『學問のすすめ』,　(東京:岩波文庫,1978),p.73.

149야나부 아키라(2011),pp.45∼47.야나부 아키라는 이를 ‘카세트 효과’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

하고 있는데,이때 ‘카세트(cassette)’란 작은 보석상자로,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매혹

하고 끌어당기는 물건으로 뭔가 잘은 몰라도 어려워 보이는 한자어에 뭔가 요한 의미가 담겨 있

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는 효과를 낫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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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으로 이해된다.그는 권리가 국의 ‘right’라는

말의 번역어로 right는 원래 튜튼어로서 라틴의 ‘jus’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능

력[能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임을 소개한다.그런데 근래 국의

right란 말은 법률의 뜻은 모두 사라지고 능력의 뜻 는 다른 뜻으로 변되었다고

한다.그는 권리와 의무는 상호 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일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그 사람에 하여 다른 일인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일인이

그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면 다른 일인은 그 재산을 욕망하지 않을 의무가 있

다.마찬가지로 부모된 자는 자식의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자식은 그 부모를

존경할 의무가 있다.이처럼 권리와 의무가 제로섬 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자유의 문제처럼 개체 소유의 문제로 이 소유권들이 충돌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권리는 소유의 문제로 근되는 것이 서구에서 당연한 것이었다.그러

나 이러한 개념의 수용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과 상 없이 배타 이

고 소유 인 차원의 문제로 여기게 된 것은 자주와 자유의 문제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개체 인 것의 탄생과 련되어 있다.즉 외부와 고립된 의미를 지닌 개체 인

것이 떠올랐을 때 자주,자유,권리라는 개념어 역시 소유의 문제로서 악된다.자

주가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자유가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며,자조가 스

스로 돕는 것이라 할 때 이러한 개체 인 것에 한 사유는 스스로 소유한 신체에

한 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인격(person)과 개체 인 것

우리가 신체,몸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개체 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개

체 인 것으로 사유되기 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내 몸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내가 주도 으로 내 의지 로 내 몸을 조 ,통제, 리할 수 있다는 발

상이다.자조론에서 보이는 자주 인 것에 한 발상이,자유나 권리를 소유 으로

악하는 발상이 개체 인 것을 가능 한다.이처럼 연결된 고리에서 벗어나 독립

된 단 로서 개체 인 것은 더 큰 그림을 가능 하는 기본단 로서 제공된다.

이처럼 소유로서 자주,독립 개념은 개체 인 것과 연결된다.이를 bodypolitic

과 연계해 사유한다면 당시의 신체 개념에서 보이는 바와 어떤 연 성을 찾을 수

있다.개체와 자연과의 분리,안에 한 강조는 그런 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이

제 신체 인 것 속에서 개체 인 것을 사유할 가능성이 생겨난다.이는 정치 담

150西村茂樹,「權理解」,『明六雜誌』第42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下(東京:岩波書

店,2009),pp.347∼355.니시무라는 權利의 ‘利’ 신에 ‘理’로서 權理를 사용,권리라는 말을 윤리

의미 하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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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도 마찬가지다.이는 존 로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인의 모든 권리는 그

가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때 소유는

무엇보다 철 한 배타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내 신체는 나의 것이기에 타인이

임의 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내 신체를 사용하여 내가 획득한 나의 재산도

타인의 향력을 배제하는 배타 성격을 갖는다.개인성이란 타자와 공유불가능한

자신의 고유성(property)으로부터 나타난다.정치 질서란 이 게 자신의 신체를 소

유한 개인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며,그러한 한에서 모든

정치질서는 소유권이라는 정 권리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는 것이다.151 이처럼

‘개인’이라는 개념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의해 정의된다.바꾸어 말하자면 이 개념

은 형이상학 이고 월 인 ‘심층 ’통일성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혹은 소

유물을 가지고 있는 ‘피상 ’개체에 거한다.152이러한 소유로서 신체는 스스로 독

립 인 단 체의 자기결정권 하에서 단 체로서 형성된다.이제 개체 신체와 집

합 신체 모두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주권을 갖게 된다.

이는 결국 인격(persona)이란 문제와 련된다.여기서 인격은 사람의 품성이

나 됨됨이에 련된 도덕 이라기보다 정치학 ,법학 문제로서 자격 혹은

주체와 련된 용어로서의 의미다.가령 개인이 법 주체로서 인격을 가졌는가,그

리고 이때 인격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문제이다.그리고 이는 행 주체로서 법

인격을 갖추었는가라는 에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인격이란 법 개념에서 사

용되듯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름하는 주체의 문제다.그러나 이는 단

순히 권리의 주체로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문제와 련된다.153인

격으로서 페르소나를 갖기 해서는 먼 독립된 개인과 독립된 권리라는 개념을

선재 으로 필요로 한다.그리고 이는 자연상태에서 탈각된 배타 이고 독립 인

신체를 바탕에 둔 것이다.근 신체정치에서 자연에서 인격으로 화하는 과정을

개체 인 것과 국가 인 것 양자 모두 요한 과제 던 것이다.

(4)인민과 개인‘들’:복수 계성의 출

복수로서 인간 계

물론 이러한 개체 인 것에 한 사유가 완벽하게 수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

151정정훈,『인권과 인권들:정치의 원 과 인권의 속 명』(서울:그린비,2014),p.211.

152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정남 ·윤 공역,『공통체:자본과 국가 머의 세상』(고양:

사월의책,2014),pp.34∼35.

153 에스포지토는 인격(persona)과 신체가 완 히 일치할 수 없음을 지 한다.이에 해서는

RobertoEsposito,trans.ZakiyaHanafi,Thirdperson:politicsoflifeandphilosophyofthe

impersonal(Cambridge;Malden,MA:PolityPress,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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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조론』1장의 표제「SelfHelp:nationaland Individual」에서도,그 후『자유지

리』에서도 individual이 모두 ‘인민’이라는 체,집합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물론『자유지리』1장에서는 ‘인민각개’‘인

민각자일개’등으로 표 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가령 independenceofindividual을 ‘인민자유의 권리(人民自由ノ権)’로 번역하는

나 individualliberty를 ‘인민각개자유(人民各個自由)’로 번역한 것처럼 개인과 인민은

결합하는 경향이 엿보인다.154

그런 에서 나카무라가 society를 ‘정부’로 번역한 것 한 이러한 발상 속에

서 을 것이다.자주 지 되었듯이 이 자유론에서 ‘개인’과 ‘사회’의 권한의 문제를

다루는 구도를 나카무라는 ‘인민’과 ‘정부’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개인과 그 집합으

로서 사회라는 도식이 인민과 정부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개인 내지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일 것이다.society를 정부라는 말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번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개체 인 것은 집합

의미 속에서 인민과 혼용되고 있다.다시 말해 자유의 문제를 정부 인민이라는

집합체 이원론에서 악하고 자유의 담당자인 개인이나 개성을 인민이라는 집합

체로 놓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55

이는 아직 개체 인 것의 조건 혹은 배경으로 개인들을 복수로 바라보는 발

상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그러나 차 개체 인 것으로서 복수성을

인식하는 행 가 등장한다.156이 시기 메이로쿠샤 동인들에게 (敵)에 한 논의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를 보여 다.157후쿠자와가 자서 에서 쓴 로 서양에서는

태평무사한 세상에 당을 나 어 방이 맹렬하게 투쟁한다는 것,서로 이라고 하

면서도 같은 테이블에서 술과 밥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일본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시 다.

“정치문제에서 선거법과 같은 법령을 이해할 수가 없다.이해할 수가 없으니 선거법이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령이고 국회란 어떤 청인가 하고 질문을 하 더니.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웃고만 있다.무엇을 묻는지를 뻔히 안다는 투의 웃음인 것이다.그것을 나로

154松沢弘陽(1993),p.272.

155松沢弘陽(1993),p.272.

156아 트에게 인간의 복수성은 고정 실체로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것이 아니라,

정치 행 를 통해 형성해가는 것이다.인간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정치 계를 맺는

가운데 형성되며,이 게 형성된 정체성은 정치 행 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순환 구

조를 갖는다.김선욱,『한나 아 트 정치 단이론』(서울:푸른숲,2002),p.50.

157 木村直恵,「〈ソサイチー〉を結ぶ:明六社「ソサイチー」,・社交・アソシエーション実践(プラク

ティス)(後篇)」,『学習院女子大学紀要』16(2014),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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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알 리가 없어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한 정당으로는 보수당과 자유당과 군소

정당과 같은 것들이 있고, 방이 막상막하 맹렬하게 투쟁을 한다고 한다.무슨 소리인가,

태평무사한 세상에서 정치 인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이거야 알 수가 없구나.이거야말

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 단이 설 리가 없다. 사람

과 이 사람이 이라는 둥 하면서도,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있다.조 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그러한 것들을 략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힘이 들었던 사연으로,그

유래를 조 씩 이해하게 되었고,복잡한 사항이 될 경우는 닷새고 열흘이고 걸려서 겨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정이었고,그것이 이번의 해외여행의 이득이었다”158

메이로쿠 잡지 16호에 실린 니시 아마네의「애 론(愛敵論)」은 이란 악이

아님을 공자와 성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의 을 사랑하라’는 성서의 구 로

시작하는 이 은 사람은 ‘ 군(爲郡)의 성(性)’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만나면

반드시 사랑하는 성을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 한 은 필 (匹敵)이라는 말에서 드

러나듯이 나와 겨루는 상 라는 이 강조되며,공법규약에서 규정하듯 문명제국

사이의 쟁에서 이란 멸시킬 수 있는 상 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역설 으로 을 사랑하라는 명제가 도출된다.159흡사 슈미트의 논리를 떠

올리게 하는 니시의 논리는 정치 인 의미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에 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160니시 아마네의 애 론에 발된 듯

보이는 사카타니 시로시의「존이설( 異説)」은 다른 것이 경합하여,상호 격려하는

것이 인류의 문화,지식 등을 진보시켰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질 인 것,즉 다양

한 의견이나 정치 입장을 용인하는 것이 국가의 부강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는 목 을 제로 하고 있지만 이질 인 것을 수용한다는 언

은 특이하다.여기서 히로시의 존이설에서는 이질 인 것이 오히려 경쟁의 상

으로 가치가 정된다.161 33호에 실린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역시「 설(賊説)」

158후쿠자와 유키치,허호 역,『후쿠자와 유키치 자서 』(서울:이산,2006),pp.158∼159.

159西周,「愛敵論」,『明六雑誌』16号,1874年 9月.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中 (東京:

岩波書店,2008),pp.96∼104.

160물론 이란 멸시켜야 하는 상이 아니라는 에서 슈미트의 우와 의 구분과 유사하나,

이를 경쟁상 로 보고,나 에는 을 사랑하라고 연결하는 논리는 공 과 사 을 확실히 구별하

는 슈미트와 엄청난 거리가 있다.슈미트의 의 개념에 해서는 칼 슈미트(2012),pp.41∼43.

‘’과 ‘정치’의 코롤라리에 해서는 김항,『제국일본의 사상-포스트 제국과 동아시아론의 새로운

지평을 하여』( 주:창비,2015),pp.203∼209.

161 阪谷素,「 異説」,『明六雑誌』19号,1874年11月.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中 (東

京:岩波書店,2008),pp.166∼174.마에다 츠토무는 사카타니 시로시가 ‘회독( 讀)’의 장에서 토론

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의견과 다른 ‘타자’의 존재를 용인하는 열린 태도를 몸에 익히게 되었음을

지 한다.이는 주자학의 보편 ‘리’가 국가들을 아우르는 만국공법으로 바꿔 읽히게 되는 의미

환 상황과도 련된다는 것이다.前田勉,『江戶後期の思想空間』(東京:ぺりかん社,2009),pp.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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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賊)이라는 자의 용례를 살피며 원래 도둑,사람을 하는 것,사람을 죽

이는 것,상해하는 것이라는 뜻이 후세에 들어 천자에 [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모되었음을 지 한다.이는 일본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 훈을 달아

アタ(아타)라고 했는데,이 역시 ‘맞서다’라는 뜻에서 자기에게 하는 모든 자를

가리킨 말로 쓰 다는 것이다.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는 생각 없이 국의 악습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는 인군독재국(人君獨裁國)의 풍습에서 군주[人主]를 무 높여서

생긴 잘못된 말이다.그는 맹자가 을 인을 해친자로 설명하며 주(紂)를 벤 것이 군

주를 시해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따라서 그의 논리는 정부와 의

견을 달리해 항하고자 하는 자를 이라 칭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정치

입장을 달리 하는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평한 에서 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162이는 당시 개체 인 것들 간에 복수로서의 계가 서서히 인식되고 있

었다.이제 하나의 체로서가 아니라 부분들간의 계로서 체가 사유되기 시작

한 것이다.

(5)개체 인 신체와 국가 /사회 인 것

개체 인 것이란 과연 무엇이고,이것은 무엇과 구별되는가?먼 개인 인

것과 개체 인 것이 다르다는 이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다시 말해 개체 인

것이란 개인 인 것에 선행한다.개체 인 것은 집합 인 것을 하나씩 분리하여 셀

수 있다는 발상,즉 불가산명사를 가산명사화 할 수 있다는 발상과 련된다.이처

럼 통 인 집합성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성은 자조론의 논의에서 보이듯 하나의

‘독립 ’신체성을 만들어낸다.그리고 이때 떨어져나온 개체성을 보장하기 해서

어떤 ‘소유 ’개념이 뒷받침되어야 했다.개체에 한 이러한 소유 ,경제 념

속에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인격이라는 념 역시 가능했다.그리고 이는

‘복수’로서의 개체‘들’이라는 조건 속에서 새로운 계를 비하고 있었다.이는 분명

히 통 인 사유와는 다른 것이었다.즉 통 사유 속에서 (前)개체 내지 간

(間)개체 인 것들로서의 계가 분리될 수 없었던 것과는 비된다.여기서 우리는

통 인 신체상의 변화와 개체 인 것의 변화의 연동을 볼 수 있다.즉 자주,자유,

자조라는 개념은 법 ,권리 으로 독립된 개체를 낳는데,이는 신체로 보자면 안을

장하며 밖을 방어하는 식의 주체의 상과 유사하다.163

162西村茂樹,「賊説」,『明六雑誌』1875年 4月.『明六雜誌』33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

誌』下 (東京:岩波書店,2009),pp.130∼135.

163 EdCohen,A BodyWorthDefending:Immunity,Biopolitics,andtheApotheosisofthe

ModernBody(Durham,NC:DukeUniversityPressBooks,2009).그는 개인(personhood)과 집합

체(collectivity)에 한 근 가정들이 면역과 방어라는 개념과 련되어 있음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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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있다.테일러가 지

하듯 사회 인 것을 개체 인 것의 합으로 읽어낼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

하나가 통 인 ‘공동체’의 소멸과 이를 가로 한 ‘개인주의’의 부상으로 읽어내는

경향이다.그러나 사회와 개체는 같이 간다.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이 등장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공동체에 한 상에서 새로운 공동체나 사회에 한 상으로

변하면서 개체 인 것이 등장한다.따라서 공동체 혹은 집합 신체상이 어떻게 변

화했는가,어떤 신체에서 어떤 신체로 이동하는가를 보는 것이 요하다.164

그런 에서 개체 인 것이 단순히 퇴니스식의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

익사회(Gesellschaft)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165

이러한 립은 이념형 립일 뿐만 아니라 근 사회의 상에 한 역 된 상으

로서 공동체가 역투사된 것일 뿐이다.즉 공동체는 근 사회와 더불어 태어난 것일

뿐 아니라 근 사회와 립되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그러나 이 도

된 이상형으로서 게마인샤 트는 일 이 한 번도 존재한 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러한 상 역시 그릇된 모델을 삼고 있다.166이때 퇴니스의 모델이 상정하는 것은 공

동사회를 이루던 개인들이 자각을 갖고 이익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된다.그

러나 반 로 이는 국가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블록으로서 개체 인 것이

요청되었던 것이었다.국가 혹은 사회는 이제 개체 인 것의 합으로 나타난다.

하나 지 해야 할 은 개체 인 것은 국가 인 차원에서만 상상될 수 있

었다는 것이다.앞서 본 자조론이 인민들의 품행의 합으로서 국가로 그려지고 이들

인민이 갖춰야 할 도덕으로서 자조가 그려진 것은 이 때문이었다.스마일즈의 이야

기가 수신서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자조론이 동아사이아에서 그토록 열 으로 받

아들여졌을 리가 없다.자조론이 단순한 수신의 담론을 넘어 문명과 연 되어 국가

인 차원의 논리가 결합하는 순간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이러한 일신독립과 일

국독립의 연계는 주지하듯이 후쿠자와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국의 권 를 신장시키고 자국의 민을 부유 하고 자국의 덕지를 기르고 자국의 명 를

164테일러(2010),pp.33∼34.

165퇴니스가 말하는 이익사회란 이해 계에 의해 모인 것으로 취향,습 는 신념에 의해 모인

공동사회와 비된다.이에 공동사회로부터 이익사회로의 이동이라는 은 그가 낭만주의

에서 역사 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사회에 한 낭만 에 서있었다고 비 받는다.

FerdinandTönnies,editedby JoseHarris;translatedby JoseHarrisandMargaretHollis.,

Communityandcivilsociety(Cambridge;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1)

166퇴니스 식의 공동체/사회의 구분이 아니라 에스포지토는 공동체/면역체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

다.Roberto Esposito,trans,Timothy Campbell,Communitas-The Origin and Destiny of

Community(Stanford:StanfordUniversityPress,2010),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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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고자 힘쓰는 자를 보국의 민이라 칭하고,이 마음을 일컬어 보국심이라 한다.그 안

목은 타국에 해 자타의 구별을 만드는데 가령 타를 해하는 뜻은 없어도 스스로는 두텁게

하고 타를 엷게 해 자국은 자국으로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한다.따라서 보국심(報國心)은 일

인의 몸에 사사로움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사사로움을 도모하는 마음이다”167

이때 ‘보국심’은 patriotism과 같은 의미처럼 생각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후

쿠자와 논의를 단순화한다면 보국심이란 일인의 몸에 사사로움을 도모하는 것이 아

니라 ‘자국’을 자기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이다.바꿔 말하면 이때 ‘보국심’이란 개체

인 것이 아무런 매개없이 국가와 동일화하는 그 자체의 로세스를 가리킨다.보

국심을 일국에 사(私)하는 마음(一国に私するの心)이라고 한 것은 타국과 구별되어 자

국의 인민들 사이에 정을 돈독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때 일신과

일국의 구도 속에서 일신이 곧바로 국가라는 단일한 개체에 통합되는 과정을 나타

내는 것이기도 했다.168

후쿠자와에게 국가의 독립 역시 하나의 신체의 문제로 악되고 있다는 은

분명하다.일신독립이 일국독립으로 이어지는 논리의 고리 역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169그런데 후쿠자와에게 신체가 일신독립을 통해 일국독립을 이루기 한 기

반이었는지 아니면 일국독립을 통해 일신독립을 가능 하는 것이었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일신독립과 일국독립은 그런 에서 분리불가능한 사유 다.170아니 더 정

167福沢諭吉(1962),p.239.

168이에 해 가도는 복수 존재로서 결합 논리가 빠져 있음을 지 한다.즉 개체들을 매개하는

어떤 정신 유 ,타자를 제로 하는 복수성이라는 념이 부재한 것이다.이처럼 가도는 후쿠자

와의 논의를 자국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개인주의 없는 체주의로서의 신체와 연결시킨다.그

러나 이를 타자화되지 않는 국가의식이라는 해석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

다.嘉戸一 ,「忠君と愛国ー明治憲法体制における明治の精神」,鈴木徳男,嘉戸一 編,『明治国家

の精神史的研究 〈明治の精神〉をめぐって』(東京:以文社,2008a),p.81.

169마루야마의 지 로 일신독립이 일국독립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후쿠자와만의 이야기는 아니

다.이는 이 시 를 표하는 정신과도 같은 것이었다.메이지4년5월23일 태정 일지에서도 “일인

의 독립은 일국의 독립,일국의 독립은 즉 천하의 독립”이라고 한 이나,阪谷素나 西周 역시 메

이로쿠잡지「존왕양이론」과「국민기풍론」에서 이를 주장한다.丸山真男,『丸山真男講義録　第二

券　日本政治思想史 1949』(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9),p.120.마루야마는 후쿠자와에게 국제

계는 모든 국내 계의 유비에서 유추된다고 말한다.인디비주얼리즘→내셔 리즘과 같은 원리로

내셔 리즘→인터내셔 리즘이 이야기된다.정확히 인디비쥬얼리즘과 내셔 리즘이 상보 계에

서있는 것처럼 내셔 리즘과 인터내셔 리즘도 같은 원리로 철된다.丸山真男(1999),p.116.이

속에는 개인 신체와 국가 신체의 논리가 독립,평등을 매개로 구상되고 있으며,국가 신체들

의 계 역시 같은 논리에서 이어진다.일국과 일신으로 표 되지만 이때 국(國)역시 하나의 신

(身)이라고 볼 수 있다.

170마루야마가 지 하듯 후쿠자와에게 일신독립과 일국독립은 병행하는 문제 다.마루야마의 말

로라면 일신독립 ‘함으로써’일국독립이 가능하다.그는 이를 개인주의자임과 동시에 국가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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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말하자면 개체 인 것이야말로 국가 인 것이었고,개체 인 것은 국가 인

것을 통해서 밖에 사유될 수 없었던 것이 근 동아시아 다.171

그런 차원에서 근 동아시아에서 국가 인 것이 앎 자체를 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쉽게 생각하듯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이 등장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

의 공동체에 한 상에서 새로운 국가나 사회에 한 상으로 변하면서 어떤 필요성

에 의해 개체 인 것이 등장한다.즉 국가 /사회 인 것이 요청되면서 개체 인 것

도 동시에 사유 가능하게 된다.근 동아시아에서 개체 인 것을 만들어나가는 과

정은 없던 ‘다자(多 )’를 만들어가는 것이자,이를 통해 ‘일자(一 )’를 만들어가는 것

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었다.이는 역으로 일자 속에서 다자가 구성되는 과정이

기도 했다.

인,개인주의자임‘으로써’국가주의자인 후쿠자와로 해석하려고 했다.丸山真男,『丸山真男集』,5卷

(東京:岩波書店,2003),p.232.반면 일신독립=일국독립 논의의 비 으로서는 야스카와 쥬노스 ,

이향철 옮김,『(마루야마 마사오가 만들어낸)‘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신화』(고양:역사비평사.

2015),pp.107∼117; 야스카와 쥬노스 ,이향철 옮김,『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침략사상을 묻

는다』(서울:역사비평사.2011),pp.41∼47.참조.그는『학문의 권장』3편에 “국가를 해서라면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보국의 의’를 강조한 후쿠자와

를 마루야마가 자유민주주의자로 오독한 것이라 비 한다.

171松沢弘陽(1993),p.260.마츠자와는 후쿠자와와 나카무라의 일신독립해 일국독립이라는 구조

논리가 공통 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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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사회 인 것’의 신체성-수평 /자율 /계약 신체

1.‘사회 인 것’의 상상과 수평성

society라는 개념의 번역과 련해서는 이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다

루고 있기 때문에 가 반복을 피하면서 사회 인 것을 상상하는데 어떤 신체

특징들을 사용하 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사회’라는 단어는 고 국에서 뿐만 아

니라 일본 에도시 에도 동업사 단체와 지역 인 지연 소집단 혹은 종교 인 교단

조직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다.물론 고 국에서 사회란 토지 신인 ‘사

(社)’의 제례일을 ‘사회’라고 했고 송 에는 지역 인 지역공동체의 자치조직을 ‘社’라

고 하며 그 회합을 ‘사회’라 했다. 한 靑地林宗의 <輿地誌略>(1826)에서는 남자 수도

원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Kloofter의 번역어로 ‘사회’라는 말이 쓰인 용례 역시 발견

할 수 있다.172그러나 이후 ‘사회’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는가 단발 인 용례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요한 것은 ‘society’를 어떻게 상상했는가,그 안에서 집합

신체로서의 발상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문제라 하겠다.

특히 근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사회를 번역불가능한 개념이라 생각했다.따

라서 사회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고 유통되었는지 역시 요하지만 이들을 어떤 형

태로 이미지화했는가는 요한 문제다.그들이 보기에 society란 서양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통 인 개념들,가

령 인(仁)이나 군(群)같은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society가 이런

통 개념들과 차이가 있다는 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그런 에서 통

어휘들로 설명하면서도 이들과 차이를 밝히는 방식이 동원되었다.이 속에서 새로

운 집합 형태로서 사회 인 것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등장한다.이때 기존의 공동

체와는 달리 사회 인 것은 새로운 신체상을 띠고 등장한다.이는 수평 이고 자율

인 상으로서 집합체를 구상하는 것이었다.뿐만 아니라 루소나 스펜서 등의 사회

계약론과 사회유기체론이 수용되면서 통 신체은유들과 다른 방식의 은유들이

등장한다.이 장에서는 근 동아시아에서 ‘사회’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이를 통해

어떤 방식의 ‘정치 인 것’을 구상하려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173

172사회의 통 용례에 해서는 鈴木修次,『文明のことば』(東京:文化評論出版,1981);齋藤毅,

『明治のことば』(東京:講談社,2005);진 타오·류칭펑,양일모 외 역,『( 국 근 사를 새로 쓰

는) 념사란 무엇인가』(서울:푸른역사,2010)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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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생양(相生養)의 도(道)’라는 역어:번역의 불가능성

‘society’의 번역불가능성

society라는 개념과 일본어의 최 의 만남은 난학에서 시작된 근 어 학습과

사 번역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처음에는 사 속에 고립된 한 단어로서 콘

텍스트가 단 된 상태에서 이 개념을 만나게 되었다.가령 처음 난불사 이 일본어

로 번역된 1770년부터 1870년 이르기까지 100년 사이에 네덜란드어, 랑스어, 어

번역사 에 society개념에 응되는 번역어군으로는 ‘交る,集る,朋友,会衆,侶伴,

ソウバン（相伴）,交り,一致,寄合,集会,仲間,つき合い,組合,懇’등이 쓰 다.이들 용

어는 지 우리가 사회를 상상하는 것보다 체 으로 추상도가 낮고,구체 이고

직 인 인간 계를 상기시키는 말이라는 에 특징이 있다.174

그러나 이는 society에 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society라

는 단어의 사용법에서 기인했다고 보아야 한다.이 시기 유럽에서도 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society개념은 확립되지 않았었다.즉 18-19세기 서양에서도

society개념은 구체 이고 직 인 인간 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 으며 이로부

터 추상성과 일반성이 높은 근 사회라는 의미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었다.일본

에서 번역된 사 들이 출 되었던 시기는 서양에서도 사회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

에 있었던 시기 던 것이다.물론 직 인 서양 경험이 없던 당시의 사람들의

상상력이 society라는 미지의 개념을 악하고자 했을 때 이를 구체 인 인간 계로

이해하게 했을 수도 있다.이 때문에 근세 일본 고유의 구체 인간 계,사교에

한 어휘들이 society개념군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볼 수도 있다.175

서양을 직 체험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society라는 개념을 직 찰,체험한

후 기존의 일본어 혹은 한어로 치환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거의 번역불가능한 개념

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176이들이 society의 번역어에 해 고심한 것은 1871

173물론 ‘사회 인 것’은 여러 차원의 문제와 련된다.사회(society)란 말은 이 시기 모임을 의미

하는 회 차원이나 집합 의미에서의 공동체 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는 국가와 같은

정치체(bodypolitic)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이기도 했다.이 장에서 다루는 ‘사회 인 것’은 이를

체 으로 포 하는 의미로서 ‘사회’내지 ‘society’에 한 인식을 다루고자 한다.

174 기 사 의 번역어에 해서는 木村直恵,「《society》と出会う-明治期における「社会」概念編

成をめぐる歴史研究序説」,『学習院女子大学紀要』9(2007),p.12.

175 木村直恵(2007),pp.14∼15;木村直恵,「「社会」以前と「社会」以後-明治期日本における「社

会」概念と社会的想像の編成」,.鈴木貞美,劉建輝 編,『東アジアにおける知的交流:キイ・コンセプ

トの再検討』(京都: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2013),pp.270～271.

176木村直恵(2013),pp.270～271.본격 으로 ‘society=사회’라는 의미에서 사회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늦어도 1875년부터이고,일반에게 보 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1877년 무렵이다.鈴木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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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1873년까지의 이와쿠라 사 단의 체험을 회고한 구메 구니타 (久米邦武)의

기록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때 곤란했던 역어로, 를 들면 (미국)헌법 서두에 ‘정부의 임무는 justice와 society에 있

다’라는 원어가 있다.이에 맞는 한자를 할당하면 의(義)와 인(仁)이라는 두 자면 끝나는데,

이는 무 단 하기 때문에 justice는 정의(正義)로,society는 회사( 社)라든지 사회(社 )라든

지 사교(社交)등 여러 번역어를 찾았다.모리 아리노리는 ‘그냥 임시로 소사이어티라고 하

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번역이 아니라는 비난이 일어나 고심참담했다.”177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번역어를 쓸 것인가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society라

는 단어를 번역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데 있다.같은 경험을 달할 표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번역의 불가능성(impossibility)과 복수의 번역문 어떤 번역이 원문과 같

은지 결정할 근거가 없다는 번역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흔히 지 되듯이,번역

에서 ‘등가성’이란 성립할 수 없다.우리는 번역을 통해 흔히 원어와 번역된 말 사이

에 등가 계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은 무엇이 같은지는 사후 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결국 번역은 같은 것이 먼 있고 나서 교환행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행

그 ‘자체’에서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그 다면 번역이란 미리 일 일의 번역

어들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의 등가성 혹은 동등성을 따지는 작업이 아니라,이들에

앞서 번역행 가 존재하고 이들을 사후 으로 동등한 가치(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

주함으로써 성립하는 교환이다.따라서 번역은 “등가라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

본 으로 교환된 것이 등가가 된다.”178이처럼 번역은 다른 언어와 자국의 언어 사

이의 가교의 역할을 하지만 이 다리는 언제나 불완 하기 마련이다. 쪽(원어)과

이쪽(번역어)이 있고 다리(번역과정)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있으므로 해서

쪽과 이쪽이 존재하는 것이다.179

이처럼 번역의 불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번역 과정에서 보아야 할

것은 번역자들의 상상 혹은 은유 속에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는가이다.

‘사회’가 ‘society’의 번역어로 선택되어 그 의미를 갖기까지는 자동 인 과정이 아니

다.여기에는 양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불일치와 균열 들이 있었다.특히나 개념

(1981),p.60.

177久米邦武,『久米博士九十年回顧録』下 (東京:早稲田大学出版部:1934),p.256.

178 那覇潤,『翻訳の政治学-近代東アジア世界の形成と日琉関係の変容』(東京: 岩波書店,2009),

pp.3～4.

179이러한 에 해서 사카이 나오키,후지이 다 시 역,『번역과 주체』(서울:이산,2005);리

디아 류,『충돌하는 제국』( 주: 항아리,2016),pp.192～198.;리디아 류,민정기 역,『언어횡단

실천』(서울:소명출 ,2005),p.40.리디아 류는 번역은 두 언어 자체의 동의 계에 기반을 두

는 것이 아니라 주 언어와 객 언어의 간 지 에서 동의 계라는 비유를 창출해낸다고 말한다.

이 가상 인 동의지 는 신조어의 상상과 기호에 의해 지배되며 바로 역사 변화의 토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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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에 따른 실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일 일의 계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따라서 기존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도 양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차이

를 해명,보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 정치의 요 을 논할 때면 반드시 ‘ 스티스(justice)’와 ‘소사이어티(society)’에 있다

고 말한다.‘ 스티스’란 권리와 의무[權義]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소사이어티’는 사

회의 친목을 말한다.궁극 으로는 ‘의(義)’와 ‘인(仁)’두 자로 귀결될 터이지만,인의(仁義)

는 도덕 인 에서 나온 말이고,‘소사이어티’와 ‘ 스티스’는 재산보존의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따라서 그 의미는 정반 라고 말할 수 있다.유럽의 정치 풍속을 찰할 때에는 언

제나 이 요 을 놓치지 않는 것이 단히 요하다.”180

앞서 회고장면에서 등장했던 society의 번역어에 한 고심은『미구회람실

기』에 와 같이 표 되고 있다.‘ 스티스(justice)’와 ‘소사이어티(society)’는 유럽 정

치의 핵심으로 정치 풍속을 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요 이라고 강조된다.근

일본의 지식인들이 society가 유럽의 핵심이라고 악했던 은 분명해 보인다.

그들이 서양에서 받은 충격 에 커다란 것 하나가 서양에서는 인 라 정비,정치,

경제로부터 의료,복지나 학술에 이르기까지 범 한 역에 걸쳐 다양한 단체,결

사 즉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 공 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근

세의 일본에서도 사교나 학술 등을 목 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속은 활발히

개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결합이 공 인 활동력이 되는 것은 엄하게 지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러한 모든 부문에서 민간 어소시에이션이 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서양의 사정은 경탄의 상이었다.181

그런데 society를 사회의 친목으로,이를 의(義)와 인(仁)으로 설명하는 은 특

이하다.의가 ‘시비지심(是非之心)’,인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리킨다고 할 때 이러

한 이해방식은 정의의 문제와 계되는 justice와 사람과의 계,사교를 의미하는

society의 원뜻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그

러나 구메는 이 둘을 완 히 동일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아니었다.즉 ‘인의’는 도덕

이고,‘소사이어티’와 ‘ 스티스’는 재산보존의 입장에서 나온 말이라는 에

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이때 society란 사람들이 재산의 보존을 해 모인 것이라

는 인식이 뒷받침 되고 있던 것이다.

이는 인용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의필고아(意必固我)’라는 말과 련된다.

구메는 유럽인들의 목 은 오직 이 ‘의필고아’를 성취함에 있다며 이것이 동양의 풍

습과는 반 라고 말한다.이때 ‘의필고아’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욕(利慾)’을 가

180구메 구니타 ,정선태 역,『특명 권 사 미구회람실기』5권 (서울:소명출 ,2011),p.201.

181木村直恵(2013),pp.271～272.물론 서양에서도 19세기 랑스에서 association 지법이 있을

만큼 ‘사회 인 것’을 경계했던 흐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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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서로 경쟁하면서 생활하는 원동력으로 표 된다.원래 ‘의필

고아’라는 말은 논어 자한(子罕)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는 4가지가 없었는데,사사로

운 뜻[意]이 없고,반드시 그 다는 단정[必]이 없고,고집[固]이 없고,아집[我]이 없었

다(子絶四.毋意,毋必,毋固,毋我)”는 구 에서 의(意),필(必),고(固),아(我)를 가지고 온

것이다.여기서 논어에서의 부정 뉘앙스는 이되어 ‘자주’의 원리로 정 으로

용된다.구메는 서양에서는 이 뜻을 고집하는 자일수록 훌륭한 인물로 간주되어

의회를 설립하든,기업을 조직하든,국가를 세워 다스리든 그 목 이 모두 이 ‘의필

고아’를 성취하는데 있다고 말한다.182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사회란 상부상조의 모델이라기보다 자신의 재산 혹

은 생명을 보호하기 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친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사회를 설

명하기에 앞서 ‘유럽의 정치와 법률의 본질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명시 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욕’을 기반으로 재산을 지키기

한 것으로서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야말로 동양에는 근본 으로 부

재하는 것으로 따라서 사회를 서양의 독특한 계성을 보여주는 개념임을 인식한

것이었다.이처럼 society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번역하기 난해한 개념이었다.이는 개

념과 실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통 인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서구의 개념들과

의 공통 과 차이 을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들로 나타났다.이 속에서 society는 도

덕 인 이 아니라 이익 인 에서 해석되고 있었으며,의필고아,즉 이욕에

기반한 ‘자주’의 원리로 구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생양의 도[相生養之道]’

사회를 통 인 개념 속에서 상상하는 일단을 보여주는 로 니시 아마네의

‘상생양의 도[相生養之道]’라는 번역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183이는 기존의 사

류의 번역에서 보이는 구체 이고 직 인 인간 계를 악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작업인 동시에 번역의 불가능성을 극복하려는 시도 다.184니시뿐만 아니

182구메 구니타 (2011),p.200.

183니시 아마네의 ‘상생양의 도’라는 번역어에 주목한 연구로는 木村直恵,「西周『百学連環』講義

における「相生養之道―維新期洋学 たちの《society》概念理解」,『学習院女子大学紀要』10

(2008);大久保健晴,『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東京:東京大学出版会,2011);鈴木修次(1981)

등이 있다.조선에서는 ‘상생양’이란 말이 자주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한국역사정보검색시

스템에서는『皇城新聞』「王法論」(1909.9.14.)이란 에서 한 번 등장한다.“有人에 必有則고 有

國에 必有法이니 則이란  君의 오 法이란  律令의 正典이라 大盖君民이 有分야 其

를 正고 律令이 有文야 其正典을 明이 皆偶然이 아니라 此에 有人야 同類相集고

同氣相求야 一地에 據야 以相生養을 國이라 한다.”

184물론 니시는 society를 상생양의 도로 일 되게 번역한 것은 아니다.‘당’이라는 번역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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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쓰다 마미치(津田眞道),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같은 일부

양학자 사이에서도 ‘상생양의 도[相生養之道]’혹은 ‘상생양(相生養)’,‘상제양(相済養)’이라

는 말이 사용되었던 을 보면 이 말은 당시 사회상에 한 공유된 논리를 보여

다고 하겠다.185 요한 문장이므로 좀 길지만 인용해 보도록 하자.

“Society(社)는 ‘상생양의 도[相生養之道]’로 번역한다.소사이어티라는 말은 보통 사(社)라는

자로 번역하지만,당(党)이라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무릇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한 몸[一己]으로 생양(生養)할 수 없다. 수들은 한 몸으로 생양한다고 해도 사람인

이상 그럴 수 없다.반드시 인민이 서로 주고받지[相 ]않으면 생양할 수 없다.그러므로

기꺼이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는 것을 상생양의 도라 부른다.소사이어티 즉 당이란 인민이

아직 나라를 만들기 이 의 상태로 향당(郷党)의 생(生)이라는 의미이다.상생양의 도란

divisionoflabourorprofession,즉 노동을 나 고 직업을 나 다는 뜻으로,인민은 각자 고립

해 생활할 수 없기에 어떤 이는 밭을 갈고,어떤 이는 옷을 짜고,어떤 이는 기물을 제작하

는 등 반드시 직업을 나 고 노동을 나눠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리하여 서로 물건

을 교환하여 사용해야 비로소 ‘생양의 도’가 성립한다. 한 반드시 노동을 나 지 않으면

안 된다.만약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이 노동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천도(天道)의 (賊)이 된다. 로는 천자(天子)로부터 아래로는 만민에 이르

기까지 각각의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해도,모두 노동을 나눠 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그

리하여 비로소 국가라는 것이 성립한다.사농공상은 물론 각각 직업이라는 것은 모두 소사

이어티 안에 있는데,시계의 조립처럼 한 의 티끌[塵]은 해가 없지만 톱니바퀴 하나라도

빠지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인민이 각자 그 직업과 노동을 나눠서 서로 주고받으

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맹자가 말한 역공통사(易功通事)라는 것 한 이 뜻이다.”186

이 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지 이 있다.우선 첫째 ‘society’와 ‘상생양의

도’라는 두 개념어 사이에는 정확한 일 일의 번역 계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인

다.니시는 society를 흔히 생각하듯 에 보이는 어떤 집합이나 공 인 조직과 같은

실체가 아닌 인간 계의 추상 원리인 ‘상생양하는 도(道)’로서 번역한다.society라

는 말을 기존의 ‘사(社)’나 ‘당(党)’처럼 집합 명사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원리 측면을 강조하며 ‘늘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는 도리’로 번역한 것은 인상 이

다.즉 ‘상생양의 도’는 기 번역어 사 에서 나타나듯 어떤 구체 인 인간 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그 인간 계의 특징으로 형용화되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한 몸’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인간은 서로 생양하면서 집합 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이를 앞서 인(仁)으로 사회를 번역하고자 했던 고민과 유사하게 ‘상생양하는

도’로서 ‘사회 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번역이 단순히 일 일의 단어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이라 할 때,society라는

하거나,‘사교’,‘군’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85木村直恵(2008),p.69.

186西周,「百学連環」,大久保利謙 編,『西周全集』第4卷 (東京:宗高書房,1981),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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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기존에 알려진 한 단어 특히 명사로 번역하기 불가능하다고 단해 그 특징을

‘상생양의 도’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니시의 작업은 ‘사회 인 것’을

상상하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방식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니시가 society를『맹자』등문공편에 나오는 ‘통공역사(通功易事)’와

같은 개념으로 악하고 있다는 역시 에 띈다.원래 이 말은 사(士)가 아무 일

없이 얻어먹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은 것 아니냐고 제자 팽갱(彭更)이 묻자 맹자가

다음과 같이 답하는 목에서 나온다.

“자네가 만일 통공역사(通功易事)를 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모자란 것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농부는 곡식이 남아 돌아가고,여인들에게는 천이 남아 돌아갈 것일세.그러나 만일 자네가

이를 유통시킨다면 목수와 수 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자네에게서 얻어먹을 수 있을 것

이네.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밖에 나가서는 공경하며,선왕의

도를 잘 지켜서,후세의 배우는 사람을 기다리지만,자네로부터 얻어먹을 수 없으니,자네는

어 목수와 수 를 만드는 사람들은 높이면서 인의(仁義)를 행하는 사람은 경시하는가?”187

이는 허행(許行)등 신농(神農)씨의 도를 받들어 자 자족하는 생활을 이상으로

삼는 농가(農家)사상에 한 비 으로 등장한 논리로 ‘통공역사(通功易事)’란 공 (功績)

을 유통 하고 결과물을 서로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니시는 이때 통공역사를

가지고 와서 인민이 각자 그 업과 일을 나눠 더불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

로 풀어 ‘사회 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악한다.

니시의 통에 한 사상 경도는 자주 지 되어 왔다.‘상생양의 도’라는 말

을 두고 그가 논어와 순자의 구 을 떠올리고 있다고 평가하거나,188한유의『원도

(原道)』나 진의『 용보주』에서 가지고 왔을 거라고 평가되기도 한다.189그러나

소라이의『변도( 道)』텍스트에서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장 타당해 보인

다.190 소라이는 “상친(相親)하고,상애(相愛)하고,상생(相生)하고,상보(相輔)하고,상양

(相養)하고,상 (相匡)하고,상구(相救)하는 것은 사람의 성(性)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도는 혼자서는 될 수 없다.반드시 억만 사람이 함께 해야만 이야기될 수 있

다.지 천하를 보건 , 가 고립해 무리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사농공상은 서로

도우며 먹는 자이다.그 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도 이라 해도 반드시 당류(党

187『孟子』「呻文公下」“子不通功易事 以羨補不足 則農有餘粟 女有餘 子如通之 則梓匠輪輿 皆得

食於子 於此 有人焉 入則孝 出則悌 守先王之道 以待後之學 而不得食於子 子何 梓匠輪輿而輕爲

仁義 哉.”주자는 이에 해 ‘통공역사(通功易事)’는 남의 일을 통하여 서로 일을 교역함을 이른다

( 通人之功而交易其事)고 설명한다.

188鈴木修次(1981),p.89.

189大久保健晴(2011b),p.122.

190木村直恵(2008),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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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가 있다.그 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따라서 억만 사람을 아울러,그 친애생

양의 성(親愛生養の性)을 따르게 하는 것이 선왕의 도”191라고 한다.니시가 은 시

오규 소라이의 사상에 빠져있었던 을 고려할 때 이 개념을 소라이에게서 가져왔

다는 지 은 타당해 보인다.192이처럼 니시가 사용하는 society에 한 이해는 통

유학 발상에 가까웠다.근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었던 근 자본주의 경제활

동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society가 무엇인가를 상상하려는 시도는 서양에서 나타났

던 인식과 어 날 수밖에 없었고,그만큼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193

그 지만 ‘역공통사’가 서양의 society개념과 같은 것이라면 그동안 동양에는

society개념이 없었다고 한 니시 본인의 발언과 논리상으로 배치된다.니시는 일

이 사회라는 개념이 동양에서는 없었던 것임을 말한다.194앞서 이와쿠라 사 단의

기록에서도 보 듯 니시 역시 society를 동양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조 더 자세히 들려다보면 니시가 맹자식의 통 논의를 그 로

받아들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맹자가 앞에 인용한 문장에서 말한 핵심은 교역

을 이야기하는 앞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구분을 정당화하

는 뒷부분,즉 ‘선왕의 도(道)’에 있었다.하지만 니시는 맹자의 강조,다시 말해 통공

역사의 원뜻을 비틀어 근 인 교환 계에 한 강조로 읽어냄으로써 사회와 비슷

한 이미지로 차용하고 있다.이 게 해서 society는 사회분업의 이미지,‘division of

labourorprofession’로 그려지게 된다.인간이 고립해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삶이

그 본성으로 정해져 있다는 발상은 유학 통이나 서양 정치사상의 통에서 동

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니시는 이를 가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호환 불가능한 존

재가치를 갖고 서로 력하는 이상사회의 이미지로서 society를 그려낸다.

이는 니시가 들고있는 ‘시계’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니시는 톱니바퀴

하나라도 빠지면 쓸모 없어지는 시계에 사회를 비유한다.195이 속에서 인민은 각자

191荻生徂徠,「 道」,『日本思想大系』36(東京:岩波書店,1976),pp.17∼18.

192니시가 소라이학으로 회하게 된 계기에 해서는 松島弘,「西周と津和野」,島根県立大学西周

研究会 編,『西周と日本の近代』(東京:ぺりかん社,2005).

193木村直恵(2013),p.273.

194“인간의 본무(本務)는 상생양의 도(相生養の道)로서,사람이란 어떻게 해서도 혼자서는 생양할

수 없다. 수의 류는 social즉 상친(相親)하는 도가 없다.따라서 교합할 때에만 서로 모이며 혹

은 해후하지만,다시 흩어져 각자 생양한다.물론 수라 해도 원앙과 같이 ‘소시알’한 것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란 ‘소시알’하지 않으면 생양할 수 없다.한유(漢儒)에서는 이와 같은 도가 있음을 지

까지 한 번도 논한 바 없었다.”「百学連環」,大久保利謙 編『西周全集』제4권,宗高書房,1981,

p.161.

195『백학연환』에서는 개인을 구슬로,사회를 염주에 비유한다.“인간사교는 하나의 연쇄[一連鎖],

하나의 염주[一念珠]의 환(環)과 같다.일쇄,일주와 비교하면,가령 도량(度量)에서는 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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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업과 노동을 나눠서 서로 주고받으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 하는데,인

민과 군주의 계는 시계의 부품이 각각의 역할을 분업하듯 기능상 등함과 상호

계를 특징으로 한다.군주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외재 주체가 아니라 시계=

사회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분자라는 것이다.이것이 니시가 ‘생양(生養)’이라는 말에

서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상(相)’자를 추가해 ‘상생양’이란 말을 만든 이유 다.즉

소라이와 달리 월 행 주체의 부재는 원의 상호성에 의해 메워진다.196이는

그가 참고했을 법한 순자 식의 군(群)에 한 발상과도 반 된다.

“도란 무엇인가?임 의 도를 말한다.임 이란 무엇인가?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能

群]을 말한다.많은 사람들을 잘 돌본다는 것[生養]무엇을 말하는가?사람들이 잘 살도록 보

양하는 것이며,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班治]이며,사람들을 잘 등용하는 것[顯設]이며,사

람들에게 제 로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해주는 것[藩飾]이다.”197

순자에게도 ‘생양(生養)’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이에 해 순자는 사람들을

잘 살도록 보양해 주는 사람에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친근해지며,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며,사람들을 잘 등용하는 사

람에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여기며,사람들에게 제 로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해주는 사람에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화롭게 해주니 이 네 가지 요

건이 생양의 조건이라 말한다.그러나 이때 생양의 주체는 니시와 같이 서로 사회

를 구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임 이다.이처럼 순자는 능군(能群),즉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을 임 의 도와 연결시킨다.

“힘은 소만 못하고 달리기는 말만 못한데,소와 말은 어째서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가?그것

은 사람들은 여럿이 힘을 합쳐 모여 살 수 있으나[能群],소나 말은 여럿이 힘을 합쳐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이다.사람은 어떻게 여럿이 힘을 합쳐 모여 살 수 있는가?그것은 분별[分]

이 있기 때문이다.그 분별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그것은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로움으로써 사람들을 분별 지으면 화합하고,화합하면 하나로 뭉치고,하나로

뭉치면 힘이 많아지고,힘이 많으면 강해지고,강하면 만물을 이겨낼 수가 있다.… 임 이

란 여럿이 모여 잘 살도록 해주는 사람이다[君 善群也].여럿이 모여 사는 방법이 합당하면

만물이 모두 그들에게 합당 되고,여러 가지 가축들이 모두 나름 로 잘 자라게 될 것이

며,여러 생물도 모두 그들의 목숨 로 살게 될 것이다.”198

여기서도 사람들이 무리[群]를 이루는 성질을 강조하며,임 이란 무리를 잘

가 있어도 그 한 자리[一位]를 차지한 형질(形質)은 다른 것이 없다.일연쇄,일염주 일쇄,일

주만 없어도 그 이외는 이완되는 해를 당한다.따라서 사교의 생은 한 사람이 만일 삼보(三寶)를

소홀히 하고 훼손한다면 그 화(禍)는 사교 일체(一體)에 되지 않을 수 없다.”

196木村直恵(2008),pp.72～74.

197『순자』,「군도(君道)」.이하 순자 번역은 이운구 역,『순자』( 주:한길사,2006)참조.

198『순자』,「왕제(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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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도록 하는 자로,무리를 이루기 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이는 니시가 사

회를 이 서로 생양 하는 것을 도로 악한 것과는 다르다.그에게 사회 인 것

은 인민이 개인으로 고립되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일과 업을 나 며 상호

물건을 교환하고 사용하는 계에 놓이게 된다.수평 상호의존 계로서 복수

인간 계가 ‘상생양의 도’라는 말로 표 되고 있다.이때 상생양하는 목 은 개인의

신체를 지키기 해서라는 에서 홉스식의 가정과 유사하지만 결론은 다르

다.서로 생양한다는 것의 이미지 속에는 스스로 돕고,서로를 돕는 자조와 상생의

집합 신체,공공 신체가 숨어있다.즉 분업이 연 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콩트가 사회를 신체에 비유하며 분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과 유사하다.

콩트는 분할 불가능한,상호 의존 부분들로 구성된 신체로 사회의 이미지를 그려

냈다.199이때 콩트에게 사회는 유기체로서 교환과 순환의 논리에 기반한다.니시의

상생양의 도의 개념에는 신체에 한 명확한 유비는 보이지 않지만 상생하는 집합

신체로서의 사유는 콩트와 같은 교환과 순환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200군주와

같은 외재 존재의 역할이 배제된다는 에서 ‘상(相)’-생양하는 계는 인격 종

속과 의존 계를 매개로 체 세상과 연결되던 계와 달리 수평 이고 비인격 인

평등성을 바탕으로 별다른 매개 없이 사회 체와 ‘직 속’(directaccess)하는 개인

들의 연합을 상상하게 한다.이제 구성원들 공동의 창건행 로부터 사회가 창출되

는 것이다.201성인으로서 월 군주가 력 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유교

사회상이라면 새로운 ‘사회 인 것’의 이미지는 ‘ 로는 천자(天子)로부터 아래로는

만민에 이르기까지’모두 각자의 일과 업을 나 어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처

럼 천자 역시도 하나의 부품과 같이 편입되어,각자가 등하면서도 다른 역할을

상호 체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해 원만한 조화를 그리는 공동 생의 형태로 ‘상

생양의 도’를 구상하고 있다.이 에서 ‘상생양의 도’는 통 개념을 쓰면서도 그

원뜻과 달리 오히려 근 사회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202

이처럼 사회의 역어로서 상생양의 도가 경제 분업의 이미지를 갖고 등장하

게 된 것에서 보듯 근 사회 개념은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문제 다.이

199鈴木貞美(2007),p.166.

200이에 해 테일러는 근 사회의 특징으로 계서열 상보성(hierarchicalcomplementarity)

신 교환과 순환의 논리를 꼽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고 에서 사회란 상이한 계층들이 서로

를 필요로 하며 보완하지만 이러한 계층들은 철 히 계서열 속에 놓여있는 반면 근 사회구

성원리에서는 기능 배분이 우발 이며 아무런 본질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테일러(2010),pp.

25～27.

201테일러(2010),pp.236∼237.

202木村直恵(2013),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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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니시가 서양근 의 개념과 방법을 알 벳 순이 아니라 동양 어휘와 사고를 가

교로 독자 으로 분류하고 있는『백학연환(百學連環)』이라는 사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여기서 society는 politics에 해당하는 정사학(政事學)의 항목이 아니라 political

economy에 해당하는 제산학(制産學)의 항목 속에 있다.203앞서 이와쿠라 사 단에서

사회를 자신의 ‘이욕’을 지키기 한 경제 에 서있었던 것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사회는 정치 개념이라기보다 경제학 개념이었다.니시는 PoliticalEconomy

에 해서 이는 국민부유의 학으로서 그 부유를 인민에게 나 고,소비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한 후,그 학설의 제일조로서 상생양지도를 들고 있다.204

이는 분명 네덜란드 유학 시 의 피셰링 교수에게 들은 강의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니시가 피셰링의 강의를 듣고 작성한『성법략(性法略)』(1871)에서 일

이 ‘상생양’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제1편 총론.제1조 성법(性法)은 사람의 성(性)에 기 한 바의 법이다.제2조 인간의 세상에

서 상생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명이다.제3조 상생양하는 고로 만반의 일에 의해 일어

난다.”205

첫머리에서 성법이란 사람의 성(性)에 기 한 바의 법임을 말하고,이때 성이

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감에 상생양(相生養)하지 않을 수 없는 명(命)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상생양하는 까닭에 모든 일이 일어나 이를 제어할 규칙인 법이 생긴다.즉

상생양은 사회성 있게 살아가는 인간의 성이자 명으로,사회를 유지하기 해 필요

한 자연법의 연원이 된다.니시와 쓰다가 배운 피셰링의 경제학은 필요의 충족을

욕구하는 인간본성을 기본으로,인간의 사 이익의 확 와 노동,분업,교역을 축으

로 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부터 사회 번 의 기본원리를 유도한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것이었다.그것은 한 ‘통계학’에 의거하면서 자연법칙을 석출한

경험주의 학문 태도에 기 해 자율 인 사회생활 에 자연 질서를 견출한

다.206즉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사회 체의 ‘공공의 복지’란 사

람들이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사회생활의 자율성 아래에서 조화된다.그 때문에 정

부에 의한 진 인 정책이나 외재 이고 억압 인 개입은 피해야만 한다.각각의

203木村直恵(2008),pp.67∼69.책제목『백학연환(百學連環)』이란 ‘학(學)’과 ‘술(術)’을 각각 ‘경

(經緯)’로 간주하고,개별의 제‘학/술’을 횡(橫)으로 엮어 ‘환(環)’으로 ‘연’결(連結)하고자 한 시도

다.이는 니시가 1870년부터 73년까지 육 사(育英 )에서 강의한 것의 기록이다.渡部望,「「百学

連環」の歴史的位置と意義」,『北東アジア研究』第14·15合併号(2008年3月),pp.21∼34

204大久保健晴(2011b),p.121.

205『性法略』,『明治文化全集』,9卷「法律編」(東京:日本評論社,1992),p.6.“性法ハ人ノ性ニ基ク

所ノ法ナリ.人ノ世ニ在ル相生養セサルヲ得ス、命ナリ.相生養ス、故ニ萬般ノ事依テ以テ る.”

206大久保健晴(2011a),p.7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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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역사 진 을 통해 자연 이고 진 으로 발 해가는 형태를 문명화의 과

정으로 악한 것이 피셰링의 경제학의 특징이었다.207피셰링의 경제학의 향 하

에서 니시는 사회 인 것을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론 가치이자 명(命)

는 도(道)로 악한다.이는 유학 발상과도 친화 인 것이었다.

도(道)의 에서 상생양

그 다면 상생양의 도에 나타나는 특징을 그가 생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오규 소라이의 개념과 비교해 살펴보자.앞서 살펴보았듯이 니시의 ‘상생양의 도’라

는 개념은 소라이의 향 하에 있지만 핵심 논리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앞서

지 했듯이 소라이에게 도는 선왕(先王)의 존재,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相生,

相養]본래 인 성(性)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존재로서 성인=선왕이라는 주체를 필

요로 한다는 에서 근 사회 개념과 다르다.208 하지만 타카시 쇼기먼(Takashi

Shogimen)은 소라이의 논리를 ‘공동체 기능주의(communalfunctionalism)’로 평가한다.

앞에서 본 인용문 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相生]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때

각각은 공동체 속에서 그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여 도에 참여한다.소라이는 어떠한

개인이라도 이 도에 참여할 수 있고,참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물론 모든 개인

이 선왕의 체 인 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유가의 논리에서

는 성인만이 도를 온 히 악하고 실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이는

어떠한 개인도 정치 공동체에서 그 자신의 부분 역할을 담당함을 통해 도에 부

분 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이러한 도의 부분 참여를 덕(德)이라 부른

다.209이 에서 소라이에게 덕은 도덕 이자 정치 인 개념이었다.공동체 활동

의 망에서 기능 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부분들의 다양성이 단지 분화로 그치지

않으며 공동체 체에 이바지하는 정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210

이는 세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서 구원을

얻는 기독교 ‘신비체(corpusChristimysticum,神秘體)’논리와 닮아 있다.211기독교에

서 역시 집합 신체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다.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

207大久保健晴(2011b),pp.117∼118.

208木村直恵(2008),pp.73～74.

209이에 해서 오규 소라이,「변도」.

210TakashiShogimen,“MarsiliusofPaduaandOgyuSorai:CommunityandLanguageinthe

PoliticalDiscoursein LateMedievalEuropeandTokugawaJapan,”Review ofPolitics64

(2002),pp.511～512.

211신비체의 정치 의미에 해서는 カントロヴィッチ,エルンスト,『祖国のために死ぬこと』(東

京:みすず書房,2006).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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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onebodyinChrist)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는 구 을 통해 그리스도 안

에서 서로 한 몸이 된 공동체 모습을 보여 다.이때 각기 다른 직분의 여러 지체

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어떤 계 분리를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그리스도도 그러합

니다...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로,우리 몸에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그러

므로 이 손에게 말하기를 ‘ 는 내게 쓸 데 없다’할 수가 없고,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 는 내게 쓸 데 없다’할 수 없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

겨지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

을 당합니다.한 지체가 을 받으면,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212

바울은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오히려 몸 가

운데 더 약하다고 여겨지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까지 주장한다.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됨을 강조한다.오히려 이는 유 인/이방

인,남자/여자,노 /자유인의 차이를 끌어안는 새로운 연합으로 지체에 한 강조는

특권의식에 한 부인에서 비롯된다.213여기서 그리스도는 머리를 차지하지만 이것

이 수직 신체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머리에 놓으면서 다

른 이들을 수평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를 기독교 윤리학자 요더는 수직 구조

의 상 화라 평가하고 바울에게서 보이는 그리스도교 신체의 특징이 시종일 반수

직 이었음을 강조한다.물론 이때 수평 이라는 것의 의미가 모든 인간을 같이

보았다는 것은 아니다.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이 만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등하긴 하지만 다른 지체들에 능력을 부여하셨고,이들 아무런 업 도 없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었다.214

물론 바울이 말하는 유비는 정치 개념이라기보다 개념이라는 을 잊

어버려서는 안 된다.이때 하나의 신체로 묶인 것은 토나 국 이 아니라 ‘신앙’의

212고린도 서 12장 12～27

213이러한 바울의 집합 신체를 진 정치철학 으로 평가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야콥 타

우베스,조효원 역,『바울의 정치신학』(서울:그린비,2012),pp.243～244. 외상태를 결정하는 힘

으로서 주권을 강조하는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수직 정치신학’이라 할 수 있다면 이와 비되는

의미에서 타우베스의 정치신학은 사랑을 통해 공동의 존재성을 이루는 ‘수평 정치신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14존 하워드 요더,김복기 역,『교회,그 몸의 정치: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기독교 공동체

가 해야 할 다섯 가지 실천사항』( : 장간,2011),pp.117～129.기독교 윤리학자 존 하워드

요더는 바울의 정치신학을 교회 공동체가 리 공유하고 있던 유산을 바울이 되살렸다고 평

가, 기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 73 -

힘에 의해서다.이는 구원의 공동체로 지리 인 환경으로 인해 함께 하는 시민들

사이의 계가 아니라 이고 개념 계이다.215그의 공동체 개념을 통해 지리

,신분 ,성 차이를 넘어선 공동체가 가능해졌다는 정치 의미를 부인하는 것

은 아니다.하지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

를 이룰 때 핵심은 하나님에 한 믿음과 이웃에 한 사랑이라는 이었다.이는

고 정치사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민으로서의 덕의 차원과는 다른 것이었다.그

런 에서 이는 단순히 윤리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구원과 련된 문제 다.따

라서 이때의 신체는 단순히 각 기능을 담당하는 유기 차원을 넘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에서 개별 신체를 넘어서는 보편 신체에 가깝다.한 지체가

을 받으면 모두가 기뻐하며,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

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216

바울에게서 구원의 신체로서 그리스도의 신체가 이야기된 것과 유사한 논리

가 오규 소라이와 니시에게도 발견된다.소라이에게 ‘도(道)’란 각자가 분업을 통해

공동체,즉 공동의 생활에 기여함으로써 도달하는 삶의 궁극 가치라는 에서 니

시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도는 ‘선왕’=‘성인’만이 알 수 있는 바로 일반 백성들

이 체상을 악할 수는 없지만,소라이는 백성들이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덕의 차원에서 도의 일부분에 참여한다.이는 니시가 사회 인 것

의 번역어로 ‘상생양의 도’를 골랐을 때 ‘도’라는 말이 쓰인 이유에서도 나타난다.‘상

생양의 도’에서 역시 개별 분업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동체 기능주의’라

는 에서 보편 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이는 단순히 경제 인 이유

만이 아니라 보편 ‘도’의 참여이고,이것이 니시가 통 인 용어로서 사회 인 것

을 설명하는 이유다.

니시에게 오규 소라이의 도리로서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사회 인 삶을 구

성해야 하는 당 인 문제 기 때문이다.그러나 오규 소라이에게 각 개인들이

당한 자리를 잡기 해서는 성인의 존재가 필수 인 반면 니시는 월 존재가 부

재하는 속에서 각각 분업을 통해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 을 강조하며 새로운

인간 계를 구성하고자 했다.경제 교환 계를 통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회

성을 표 하기 해 ‘생양(生養)’이라는 통 인 어휘에 어떤 월 주체가 아닌

상호 주체성의 의미로서의 ‘상(相)’이라는 두어를 붙인 후,새로운 인간 계의 원리

215Harvey(2007),p.11.

216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신체론이 계론 으로 변하는 것은 아우구스티 스 이후의 기독교 철학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해서는 오 스트라우스·조셉 크랍시,김 수 역,『서양정치

철학사』1(고양:인간사랑,1992),pp.288∼290;울만,W,박은구·이희만 공역,『서양 세정치사상

사』(서울:숭실 학교 출 부,2000),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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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도(道)’라는 말을 붙여 ‘상(相)-생양(生養)의 도(道)’라는 말은 이 게 만들

어졌다. 통 인 논리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기르는 인간 속성을 바탕으로 집

합 신체로서의 사회 인 것을 새로이 그려냈던 것이다.

(2)메이로쿠‘샤’(明六社)라는 사회:실천으로서 결사

‘인간교제’와 사회 인 것

후쿠자와 역시 ‘교제’로서 사회를 그릴 때 인간 계의 교류성을 일차 으로

상상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야나부 아키라가 지 하듯 ‘인간교제’는 후쿠자와

가 챔버스(William andRobertChambers)사의 교육 총서 『경제론(PoliticalEconomy,

foruseinSchools,andforPrivateInstruction)』을 번역한『서양사정(1866)』에서 사용

한 말로,이 책에서 society는 ‘교제’,‘인간교제’,‘사귐’,‘나라’,‘세상사람’등 경우에 따

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이 교제와 인간교제의 용례가 가장 많은데,여기서

특이한 은 원문의 society가 주어로 쓰이는데 비해 ‘인간교제’는 주어로 쓰이지 않

는다는 이다.이는 society라는 개념이 그 로 치환 가능한 번역어가 아님을 보여

다. 한 ‘교제’라는 단어 역시 기존의 뜻에서 벗어나 추상화되고 있다.가령 인간

교제,가족의 교제,군신의 교제 등 기존 에서는 교제할 수 없는 것들끼리 교제

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제의 의미를 넘는 뜻을 포함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217

이는 앞서 니시의 경우에서도 지 했듯이 society개념을 단순히 집합 형태

라기보다 어떤 계 특성으로 악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문명론의 개략』3장,

「문명의 본질을 논하다」라는 장에서 “원래 인류는 서로 교제하는 것을 그 성(性)

으로 한다”고 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Manisformedforsociety’로 이는

기조의『유럽 문명사』에 근거한 내용이었다.후쿠자와 역시 ‘인간교제’=‘사회 인

것’을 가족이나 연을 넘어 리 타인과 사귀는 것으로 악하고,이러한 인간교제

가 다채롭고 활발하고 복잡하게 개되는 것을 문명의 진 이라고 생각했다.

후쿠자와에게 인간교제란 사람들이 획일 으로 정리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끼리,타인끼리 서로 차이를 승인하고,차이를 제로 한 사람들이 계를 맺는

상태/장으로 묘사된다.218이러한 society개념으로서 인간 계의 구상은 근세 일본의

인간 계 양식과는 다른 것이었다.219

이는 후쿠자와에게 교제란 말이 권력의 편 문제와 같이 쓰이면서 더 큰 의

217야나부 아키라(2011),pp.22∼26.

218福沢諭吉(1978),p.99.“한 나라든 한 마을이든,정부든 사회든 인간의 교제라 일컬어지는 것은

모두 인과 인의 모임[仲間],타인과 타인의 부합(附合)이다.”

219木村直恵(2013),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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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후쿠자와는 권력의 편 을 하나의 병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일본의 문제는 근본을 따지고 보면 모두 이 권력편 이라는 병에 기인

한다는 것이 그의 단이었다.220

“최근에 폐번이라는 큰 변 이 있었지만 국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그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이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은 여 히 뚜렷하여 조 도 옛 모습을

고치지 않는다.그 근본을 따져보면 모두 권력의 편 에서 유래한 것으로,사물의 제2단계

에 유념하지 않았던 폐단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 폐해를 깨닫고 ‘편 (偏重)의 병’을 제

거하지 않는 한,천하가 난세든 치세든 문명이 결코 진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다만 이

병의 치료는 오늘날 이미 정치가의 업무이므로,이를 논하는 것은 본서의 취지가 아니다.

나는 오직 이 병의 용체(容体)만을 보여주려고 했을 따름이다.”221

그는 일본이 처한 병의 근본을 권력의 편 에서 찾는다.“일본에서 권력의 편

이 리 인간교제 속에 침윤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에서 그는 자신이 새롭

게 변용해 사용하는 교제라는 말과 립하는 의미에서 편 이라는 단어를 끌어낸

다.222니시의 상생양의 도나 후쿠자와의 인간교제에서 두드러진 은 수평 인

계설정이었다.이러한 발상의 배경에는 통 인 인간 계 양식에 한 비 의

식이 있다.인간의 불평등,권력의 비 칭과 획일성,동질성이라는 세 가지 계기가

결합되어 유교 인 통치 사회구성의 원리를 만들어낸다면 근 유럽에서는 차이

있는 것들의 등한 결합이 원리가 된다고 그들은 악했다.이는 통치 =수직

권력 계에서 벗어나 자율 =수평 장으로서 인간 계의 양상에 한 이미지를 구

하는 것이었다.223그리고 이때 비로소 인간은 단독자로서도 아니고,그 다고 하

나로 뭉뚱그려 악된 덩어리도 아닌 복수성에 기 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리키

는 말로 악된다.224그 다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체의 비유 속에서 나타

났는지 살펴보자.

메이로쿠샤 규제(規制)의 신체성

지 까지 society를 교제라는 인간 계의 측면에서 번역한 사고방식을 살펴보

220고야스 노부쿠니는 이처럼 일본 사회를 구조 병인을 갖는 사회로 보는 시각은 후쿠자와의 것

이 아니라 쇼와 쟁 이후의 사상가 마루야마의 특유의 것이라 비 한다.마루야마가 후쿠자와를

‘일본 병리의 척결자’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고야스(2007),p.110.병증에 응하는 병인(病因)

이 있다는 이 병리학 사고의 특징이라 한다면 후쿠자와에게 병리학 사고가 보이는 것은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21福沢諭吉,『文明論之槪略』(東京:岩波書店,1962),pp.213∼214.

222야나부 아키라(2011),p.26.

223木村直恵(2013),p.275.

224 木村直恵,「〈society〉を想像する―幕末維新期洋学 たちと〈社会〉概念」,『学習院女子大学紀

要』11(2009),pp.35∼38.



- 76 -

았지만,단순히 념이나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천(practices)’속에서 이들이 ‘사회

인 것’을 어떻게 악했는지 역시 요하다.그런 에서 키무라 나오에(木村直恵)

는 개념을 둘러싼 연구가 많은 경우 ‘언설’의 지평에만 머무름을 지 하고 메이로쿠

샤를 만든 이들의 ‘실천’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실에서 사회 인 것을 만들어내려

했는가를 살펴본다.즉 이 시기 메이로쿠샤라는 ‘샤(社)’를 통해 어떤 인간 계,어떤

신체성을 구축하려 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주지하듯 메이지 기 ‘샤(社)’라는 말은 유행어의 하나 다.분가쿠샤(文學社),

하쿠야이샤(博愛社)를 비롯해 신붕샤(新聞社)도 메이지 기에 생긴 말이다.샤에 한

인식은 차 회에 한 인식을 거쳐 ‘목 의식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회’라는 신조어로 굳어진다.225‘샤’가 유행했던 상황의 심에 메이로

쿠샤가 있다.메이로쿠샤는 모리 아리노리에 의해 결성이 요청되어 1873년 정식 발

족하 다.메이로쿠샤는 흔히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일본에서도 실천해보자는 자각

인 의식 하에서 결성된 최 의 단체로 평가된다.규제(規制)제1조에서 메이로쿠샤

는 자신의 목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26

“제1조 주지(主旨).샤(社)를 설립하는 주지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추진하기 해,유지(有志)들

이 회동( 同)하여 그 수단을 상의(商議)함에 있다. 한 동지가 모여 이견(異見)을 교환함으

로써,뜻[知]을 넓히고 앎[識]을 밝히는 데 있다.”227

메이로쿠샤는 막말유신기의 일본인이 서양에서 경탄해마지 않았던 ‘회사단결,

사 (会社団結・社中)’이라는,즉 서양근 자발 결사(voluntaryassociation)를 일본에

서도 재 해 보고자 하는 시도 다.그 의미에서 이 ‘샤’는 일반 ,추상 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 ,직 인 의미의 용법에 속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소규모 ‘소사이

어티’속에서 시도된 인간 계의 실험은 보다 추상 ,일반 인 society구상에도

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즉 타자와의 차이를 제로 하면서도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의 실천이었다.228

서양에서의 어소이에이션이 다방면에 걸친 자발 인 결사체 던 것과 마찬가

지로 규제1조에서는 ‘유지(有志)의 도(徒)’혹은 ‘동지(同志)’가 ‘회동(会同)’,‘집회(集会)’해

‘상의(商議)’하고,‘이견(異見)’을 교환해 지식을 넓히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여기

서 이견을 나 다는 것이 어떤 통일 견해나 합의를 이끌어나가기 한 목 은 아

니었다는 이 요하다.메이로쿠샤라는 사회는 국회개설에 한 논쟁이나 학자직

225야나부 아키라(2011),p.29.

226木村直恵(2013),pp.275∼276.

227「明六社規制」,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下(東京:岩波書店,2009),p.422.

228木村直恵(2013),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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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론 논쟁에서 볼 수 있듯 어떤 공유된 태도나 원칙을 취하면서도 각기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연설,토론해 그것을 그 로 인쇄,간행하 다.이는 모리 아리노리가

메이로쿠샤 1주년을 맞아 한 연설에서 ‘연설’의 법을 강조한 것과 련해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작년 겨울 이래 회합[社 ]에서의 연설의 법이 세워짐으로 차 ‘소사이어티’의 체제(體制)를

얻기에 이르 다.그 다고 해도 아직 이를 들은 후 토론,비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이는 필경 많은 한자를 사용해 청자가 분명히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과 연설의

법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마땅히 후의를 쏟아 그 장애를 제거할 수단을 세워,

더욱더 회락( 樂)을 늘리고 사익(社益)을 나아가게 함을 도모해야 한다”229

연설의 법이 세워짐으로 인해 차 소사이어티의 체제를 얻기에 이르 다는

모리 아리노리의 발언에서 보듯 소사이어티의 핵심은 ‘연설’그 자체에 있었다.아직

토론과 비평의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는 소사이어티의 특징의 하나를 나

타내는 것이라 인식했다.‘연설’은 그 자체로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을 만

들어 냈다.이 수평의 장은 의견이 일방 으로 달되는 과정이 아니라 가 맞고

틀리고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라는 에서 단순히 기존의 상소문이나,사간들이

행하는 읍소와는 다른 것이었다.앞서 후쿠자와가 권력의 편 을 비 하며 만들고

자 했던 장은 이 수평의 장이었다.그가 인간교제라는 에서 사회를 이해한 것

은 기존의 교제와는 다른 방식의 수평 교제를 뜻했기 때문이다.230여기서 핵심

인 것은 이 연설이 갖는 타자에 한 태도라 하겠다.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에

한 논의가 새롭게 읽 지기 시작한 것은 메이로쿠 잡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태

도 다.당시 메이로쿠 잡지에서 이질 인 것들에 한 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차

이를 존 하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물론 이를 화이부동(和而不同)이

라는 통논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수평 계로서의 사회라는 에

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 한 있다.그러한 계성은 지 의 으로는 당연한 것처

럼 보이지만 당시 정치 의견의 차이를 암살로서 해소하는 실천이 존재하고 있었

다는 ,메이로쿠샤의 많은 사원들 에서도 양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암살의 기

에 노출된 체험을 갖고 있었다는 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는 없는 새로운 계성이

었다.231요컨 당시 일반 추상 의미의 society라는 개념은 구체 인 인간 계의

229森有礼,「明六社第一年回役員改選ニ付演説」,明六雜誌 第30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

雜誌』下(東京:岩波書店,2009),pp.55〜56.

230물론 마에다 츠토무의 연구에서 보듯 에도후기의 ‘회독( 讀)’의 통에서 이러한 수평 커뮤

니 이션의 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그는 ‘등한 인간 계의 장’으로서,‘용의 덕을 육성

하는 장’으로서 회독이 자유민권운동기의 학습결사에 향을 주었다고 본다.前田勉(2009),pp.4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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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서 실천 인 방식으로 기획되었으며,이는 서양식의 society개념의 제조건

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의미의 사회를 상상 했다.

일사일신(一社一身)의 메이로쿠샤

이러한 성격은 메이로쿠 잡지의 폐간과 련해 후쿠자와가 쓴 에서도 잘

나타난다.후쿠자와는 여기서 메이로쿠샤를 ‘한 몸(一身)’에 비유한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므로,사원(社員)의 의견이 진실로 하나로 합쳐 한

사회(一社)가 흡사 한 몸(一身)처럼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진퇴를 논하지 말아야 한다.그런데

이 샤[社] 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겨우 한 달에 두 번 집회를 여는 정도이니 아직

일사일신(一社一身)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없다.”232

그는 메이로쿠 잡지의 폐간의 압력 속에서 아직 한 몸과 같은 ‘일사일신(一社

一身)’의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일사일신’을 특정한 사

상이나 생각을 한 몸처럼 하나로 한다는 의미로 악해서는 안 된다.당시 언론에

한 정부의 규제에 해 언론의 자유라는 메이로쿠샤 설립의 원칙에 따라 이를

어떻게 처할 것인가를 한 몸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사회가

한 몸처럼 되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 안의 이질 인 논의들을 하나

로 통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한 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

에 가깝다.따라서 앞에서 본 ‘이견을 교환함으로써 뜻을 넓히고 앎을 밝히는’장으

로서 사회의 상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후쿠자와는 정부의 뜻에 따를 것

인지,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지킬 것인지 둘 의 하나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잡지의 발간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논한다.이때 논자들 에 혹자는 메이

로쿠샤는 학문상의 사(社)이지,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후쿠자와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메이로쿠샤는 원래 정담의 사[政談の社]가 아니다.즉 사칙에 명기되어 있듯 의견을 교환함

으로써 뜻[知]을 넓히고 앎[識]을 밝히는 것을 주지(主旨)로 한다.그 다고 해도 지 그 주

지(主旨)를 달성하려면,사람의 의견에는 범 를 설정해서는 안 되고,지식의 역에는 경계

가 있어서는 안 된다.그리하여 의견을 교환해 지식을 넓히는 데,과연 정치의 역[領分]에

논 (論及)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회사설립 이래의 잡지를 보아도 이미 그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233

231木村直恵(2013),p.277.후쿠자와 유키치가 자서 에서 쓰고 있는 암살의 에 해서는 후쿠

자와 유기치(2006),pp.165∼190;pp.251∼264.참조.

232 福沢諭吉,「明六雑誌ノ出版ヲ止メルノ議案」,『郵便報知新聞』(1875.9.4.)『福澤諭吉全集』19巻

(東京:岩波書店,1962),p.553.

233福沢諭吉(1962),p.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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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자의 논의[発論]는 ‘무형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유형의 율령’

으로 이를 침묵시킬 수 없으며,사상을 지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의 언론규제법의 성립으로 인하여 소사이어티=어소시에이션 실천의 요

한 특징의 하나 던 스스로 자신들의 계를 규정하는 룰=법을 제정하는 자치에

해 을 느 던 후쿠자와의 반응이었다.소사이어티에서의 논의 역시 참가자들이

제정한 규칙 이외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이후

메이로쿠샤는 후쿠자와의 발의에 따라 논의의 자치를 상실해 정부에 넘겨지기 에

공 인 논의의 활동을 고 사 인 교제의 장으로 틀어박히게 된다.234

이처럼 메이로쿠샤의 특징 하나는 자발 이고 자주 으로 스스로를 규정

하는 법을 정하고,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성원들이 동료로서 계하고 있다는

이다.여기에 참가한 성원은 상호 평등하다고 여겨지며,규제에서 보이듯 선거나

다수결 등의 평등성을 제로 한 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에서도 근

계성을 모색한 이 엿보인다.235근세에서도 많은 집단이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계양식은 새로운 것으로,메이로쿠샤 이후 속도로 이러한 어소시에이션 실천이

확 되어 갔다.서양의 근 에서 자발 결사의 활동이 근 사회 계의 실험과

학습에 크게 기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메이지 기의 일본에서도 어소시에이션

실천은 자율,자치,상호 평등, 등이라는 제에 기 한 새로운 인간 계와 사료의

방식을 구체 으로 사람들에게 경험시키고 학습시킨 것이었다.236

이는 후쿠자와가 이오기주쿠를 설립할 때 역시 마찬가지 다.그는 이 조

직을 ‘회사(会社)’,‘사 (社中)’,‘동사(同社)’혹은 ‘오당(吾党)’이라는 말로 가리키는데 여

기서 자신을 학교의 선생이 아니라고 하고,생도 역시 자신의 문인이 아니라며 이

를 총체로서 하나의 ‘사 (社中)’이라 규정하며 이 사 에는 각각 그 직분이 있음을

강조했다.여기서도 ‘사 ’은 선생-문인 계로 결합된 학교조직이 아니라,목 을 함

께하며 력하는 자들에 의한 등성에 기반한 동지 결합을 면에 내세우고 있

다.이는 후쿠자와가 유럽에서 보고 배운 다양한 민간/사립의 결사를 모델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237

그런데 이는 단순히 회의 유무 차원이 아닌 학지(學知)차원의 변화라는 보

다 큰 그림 속에 치한다는 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후쿠자와는『문명론

234木村直恵(2013),pp.280∼281.

235규제에서는 매년 2월 1일 회의에서 사원들이 임원[役員]을 선임하는 선거와 규제를 개정함에

회의에 참가한 3분의 2의 다수를 얻어야 하는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다.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

『明六雜誌』下(東京:岩波書店,2009),pp.432〜435.

236木村直恵(2013),p.277.

237木村直恵(2009),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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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략』에서 회의 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여기서 동서양에서 지(知)의

구성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서양 제국의 인민이라고 반드시 지자(知 )만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들이 모임[仲間]

을 결성하여 일을 수행하는데 그 세상에 나타난 실 을 보면 지자의 행 와 유사한 이

많다.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모두 모임의 의논으로 안 된 것이 없다.정부에도 모임의

의논을 해 의사원(議事院)이라는 것이 있고,장사를 하는데도 모임들의 조합인 컴퍼니라는

것이 있다.학자에게도 모임이 있고,사찰에도 모임이 있다.벽 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마

다 모임을 결성하여 공사의 일을 상의하는 풍습이 있다.이미 모임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

모임마다 고유한 견해가 없을 수가 없다.가령 몇 사람의 벗들이나 두세 집의 이웃끼리 모

임을 결성하면 그들 사이에 고유한 견해가 생긴다.이들이 합쳐져 한 마을이 되면 한 마을

의 견해가 생기고,나아가 한 주(州)가 되고 한 군(郡)이 되면 일주일군(一州一郡)의 견해가

생긴다.이리하여 이 견해와 견해를 서로 합치고 그 취지들을 다소 조정하는 일을 거듭

하면 마침내 한 나라의 론(衆論)이 정해진다.”238

여기서 후쿠자와가 사람의 지력과 견해를 화학법칙에 따르는 것과 같다고 평

하는 이 흥미롭다.239이때 화학법칙이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화합해 질 으로 다

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논리다. 단하지 않은 것이 모여 단한 것을 이 낸다는

것이 유럽의 지에 한 그의 평가 고,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지의 결합방식의 차

이라고 느 다.240이처럼 후쿠자와가 느 던 이 집합의 마법으로서 화학은 권력의

편 과는 반 로 사회 인 것의 다원 성격에 기반한 것이었다.241그 다면 실제

메이로쿠 잡지상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3)메이로쿠 잡지의 신체정치 논쟁:시민사회의 가능성

안과 밖의 계로서 정부와 인민

238福沢諭吉(1962),pp.100∼101.

239福沢諭吉(1962),pp.99∼100.

240앞서 에이가 지 한 서양과 동양의 의술의 차이를 떠올리면 이를 더 확연히 볼 수 있을 것이

다.이때 차이는 병의 실증방법 혹은 논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동양에서 높은 경지에 오른 의술

을 비 (秘傳)의 형태로 수하는 것이 의학의 생산과 유통이었다면 서양에서는 이를 해부라는 가

시 인 방식으로 입증하고,실험하여 얻은 지식을 가지고 동료 의사들과 토론하여 병인을 확정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치료의 규칙으로 삼는 메커니즘 자체에 있다.즉 해부의 요성은 단순히

의술에서 해부라는 과정이 필요한가 않은가의 차원이 아니라,지식의 형성과 의 과정과 연결

된다는 이다.高野長英(1978),p.154.난학자의 네덜란드 서 회독에 해서 후쿠자와가 자 에

서 말하듯이,그리고『난학사시』에서 겐 쿠가 회고하듯『해체신서』의 번역과정 역시 회독의 공

동성과 던 은 이들이 새로운 학문의 방법에 해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 다.前田勉(2009),p.

46.

241‘다사쟁론’과 ‘론’의 의미에 해서 문명론의 개략 5장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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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정치체에 비유하는 방식 혹은 정치체의 상황을 신체와 련지어 설명

하는 방식은 동서양 고 을 막론하고 곧 사용되어 왔다.근 에 들어서 역시 이

러한 신체 은유들은 자주 등장하는데,이제 정부와 인민의 계가 신체유비를 통해

새로운 논리로 등장하고 있다.후쿠자와 유키치의『학문의 권장』(1872) 4편 ‘학자

의 직분을 논함’이다.

“모든 사물을 유지하기 해서는 힘의 평균(平均)이 없으면 안 된다.비유하자면 인신(人身)

과 같다.인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는 음식이 없으면 안 되며, 기와 햇빛이 없으면

안 된다. 한 춥고 덥고 아 고 가려운 것처럼 밖으로부터 자극[刺衝]을 받으면 안으로부터

이에 반응함으로써 일신의 활동을 조화(調和)시킨다.만약 외물의 자극을 없애고 단지 생명

력[生力]의 활동에만 맡겨 방치[放 ]한다면,인신의 건강은 하루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정치[政]는 일국의 활동이다.이 활동을 조화시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려면,안에 있는 정부의 힘과 밖에 있는 인민의 힘을 내외상응(內外相應)하여 그 힘을

평균시켜야 한다.그러므로 정부는 생명력과 같으며 인민은 외물의 자극과 같은 것이다.만

약 외물의 자극을 없애고 단지 정부의 활동에만 맡겨 방치한다면,나라의 독립은 하루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만약 인신궁리의 뜻을 알고 그 정칙(定則)으로 일국 경제의 의론에

용시킬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242

우선 후쿠자와가 건강을 안의 생명력과 바깥의 자극의 균형이라는 논리로 설

명하는 것이 에 띈다.‘몸의 건강’은 외부의 음식물과 기와 햇빛,그리고 외부로

부터의 자극을 받은 신체 내부가 반응을 보임으로써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내

부의 ‘생명력’에만 의지한 채 방치해 둔다면 건강이 유지될 수 없으며,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어야 일신의 활동이 조화를 이룬다.이는 국가의 건강에도 그 로 용되

는데,정치의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독립’을 유지하기 해서는 ‘안’으로는 정

부의 힘과 ‘밖’으로는 인민의 힘이 필요하며 그것을 잘 조화시켜 ‘힘의 균형’을 이

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후쿠자와가 정부와 인민의 계를 균형이라는 건강의 논리로 푸는 것은

특이하다.정부와 인민을 이처럼 내부-외부의 힘으로 악한 것은 기존의 통 인

정부와 인민과의 계와는 분명히 다르다.군주와 신하라는 구도에서 정부와 인민

이라는 구도로의 변환은 단지 인민이 설정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도의 계

성 역시 바 다는 데 핵심이 있다.즉 계 이고 수직 인 군주와 신하의 계와

달리 후쿠자와에게 정부와 인민의 계는 등한,꼭 등하지는 않더라도 어도

수평 인 계로 그려지고 있다.이처럼 정부와 인민을 수평 차원에서 힘의 균형

으로 악하는 방식은 후쿠자와에게 주요한 테마 하나 다.

“원래 정(政)이라는 자의 뜻에 한정된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 해도,인간의 사무

242福澤諭吉,『學問のすすめ』(東京:岩波文庫,1978),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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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부가 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많다.그러므로 일국의 체를 정리(整理)하려면

인민과 정부가 양립해야만 비로소 그 성공을 얻을 수 있다.따라서 우리들은 국민된 분한

(分限)을 다하고,정부는 정부된 분한을 다해,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국의 독립을 유지해

야 한다.”243

즉 독립을 해서는 정부와 인민이 각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

부와 인민간의 힘의 균형이라는 논리로서 일 되게 그의 사상 체를 통하고 있

다.후쿠자와가 권리의 문제를 분한(分限),분계(分界)의 문제로 인식한 것 역시 이러

한 균형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244물론 이 안과 밖의 균형이라는 사유 속에

서 방 은 ‘외부의 자극’에 있다.주지하듯 “정부는 있어도 국민은 없다”라는

후쿠자와의 말은 외부의 자극,즉 인민의 자극이 없이 정부의 활동에만 의지한다면

국가의 독립은 불가능함을 말한 것이었다.당시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해서는 그

동안 약하거나 아 존재하지 않았던 외부의 자극이야말로 요한 팩터 다.이것

이 후쿠자와에게 ‘문명의 정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이는 ‘바로 인민들의 독립에

한 의지’ 다.일국독립이 일신독립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후쿠자와

는 인민들이 정부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비 하며,일본의 상태를 보면 문명

의 형태는 진보하는 것 같으나 문명의 정신인 인민의 의지는 나날이 쇠퇴하고 있다

고 진단한다.심지어 민권을 주장하는 이들조차 헛되이 정부를 존숭함에 귀신처럼

받들며 스스로를 죄인처럼 취 하고 있는 실을 개탄한다.그가 학자의 태도를 논

하며 밖으로부터의 자극에 더 을 맞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문명론의 개략』에서 일본에서 권력의 편 이 리 인간교제 속에 침윤되

지 않은 곳이 없다며 권력의 편 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 음을 지 하는 목에서

도 힘의 균형의 문제는 잘 드러난다.그는 서양과 일본을 비교하며 서양의 문명이

“ ·은·동·철 등과 같은 여러 원소를 녹여 한 덩어리로 만들어 도 아니고 은도 아

니며 한 동이나 철도 아닌 일종의 혼합물을 만들어,자연히 그 평균을 이루고 서

로 같이 의지해서 체를 갖게 되는 것”인 반면,일본에서는 “ ·은·동·철 등이 있어

도 그것을 녹여 한 덩어리로 만들지 못한다.만약 더러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있

다 해도 그 실상은 각각의 비율을 평균해서 섞은 것이 아니다.반드시 어떤 건 무겁

고 어떤 건 가벼워서[片重片軽],하나가 다른 것들을 멸해서 다른 것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게”하는 것으로 이를 사물의 ‘편 ’이라 부른다.245 후쿠자와의 용어

243福澤諭吉(1978),p.36.

244후쿠자와의 권리 인식에서 분(分)의 요성에 해서는 松田宏一郎,『江戶の知識から明治の政治

へ』(東京:ぺりかん社,2008),pp.111∼115.그는 후쿠자와의 심이 상호 자율 이고 상보 인 정

부와 국민의 ‘직분’이미지를 새롭게 제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한다.松田宏一郎(2008),pp.1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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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어로 이 ‘편 ’을 꼽을 수 있다면246이 권력의 편 과 정확히 반 되

는 논리로 쓰인 것이 앞서 본 ‘평균’,지 의 용어로 보자면 ‘균형’인 것이다.그러나

이때 ‘편 ’의 의미는 단순히 정부와 인민이라는 이항구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

다.즉 여기서 ‘편 ’이란 실체 개념이라기보다 계 개념에 가깝다.따라서 편

은 정부와 인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었

다.후쿠자와가 생각하는 일본의 병리는 이 편 이라는 계성에 있었다.그 다면

이때 균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해 조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

선 그 차이에 해 통 인 발상과의 차이,그리고 다른 지식인들과의 차이를 나

어 살펴보도록 한다.

‘학자직분론’논쟁

앞에서 인용했던 후쿠자와의 신체유비가 등장하는『학문의 권장』4편에 해

가토 히로유키,모리 아리노리,쓰다 마미치,니시 아마네 네 사람의 논평이 메이로

쿠샤 잡지 2권(메이지7년 4월)에 실려 있다.247후쿠자와의 논의를 발단으로 지식인들

이 극 으로 메이지 정부에 들어가 료로서 일해야 하는지,아니면 학자는 정부

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재야에서 비 하는 직분을 다해야 하는지에 해 논쟁이 붙

은 것이다.그런데 흥미로운 은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후쿠자와의 ‘신체 유비’를

비 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다.

우선 가토 히로유키는「후쿠자와 선생의 의론에 답한다」248는 에서 후쿠자

와의 을 ‘내양(內養)’과 ‘외자(外刺)’의 균형,즉 정부 리의 다스림[理治]과 그에

한 인민의 자극 양자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실은 외자를 더 요하게 본 것이었

245福沢諭吉(1962),pp.181〜182.

246마루야마 마사오가 ‘권력의 편 ’을 후쿠자와의 핵심 명제로 악,일종의 다원 권력론자로

서 후쿠자와를 평가한다.마루야마 마사오,김석근 역,『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주:문학동네,

2007),pp.126∼127.후쿠자와의 논의를 권력의 편 에 한 비 으로서 다원 구도로서 악하는

것은 후쿠자와를 비 으로 읽는 고야스 노부쿠니 역시 마찬가지다.고야스 노부쿠니,김석근 역,

『후쿠자와 유키치의『문명론의 개략』을 정 하게 읽는다』(서울:역사비평사,2007),pp.215∼

233.

247이 논쟁의 의미에 해서는 Howland(2002),pp.43∼60;木村直恵(2014),pp.3∼9.하울랜드는

후쿠자와의 정부의 공무가 아닌 형태로 학자의 의무를 재정의하는 것이 통 혹은 정부측 입장

에 서있던 논자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논하고 있다.그러나 키무라는 이를 가토의 정부-국권

후쿠자와의 자유주의 민권의 항구도로 악,시민사회라는 의미를 부가하는 것에 반 한다.그

는 이 논쟁은 근 사회(civilassociation)를 시험하고자 한,즉 논의와 사교의 장으로서 메이로

쿠샤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그 신뢰성에 한 실험 성격을 띈 근 사회의 실천이었다고 악한

다.

248加藤弘之,「福澤先生の論に答う」,『明六雜誌』2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上 (東

京:岩波書店,1999),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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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한다.가토는 내양과 외자라는 이분법 립 속에서 인민의 역할을 강조

한 후쿠자와의 논의를 ‘리버럴’이라고 평가하며,이러한 리버럴이 진보에 일익한 면

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 민권의 확장이 국권의 쇠약에 이를 수 있

음을 지 한다.그는 이 에서 국가유기체설을 주장한 란츠(Konstantin Franz)의

『국가생리학입문』이란 책을 인용하며249리버럴당과 코뮤니스트당의 이론이

다르지만 공통된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리버럴당이 교육,통신,우편 등 모든 공

에 계된 것들을 민간에 탁하고 정부는 이것들에 여하지 못하도록 해 국권을

감축시키고 민권을 확장시킨다면,코뮤니스트당은 모든 산업을 모두 국가가 장악함

으로써 국권을 확장시키고 민권을 감축시킨다.이처럼 두 당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

은 반 이지만 모두 군권과 민권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후쿠자와에게 정부와 인민 사이의 힘의 ‘균형’이 강조되었듯이 가토 역시 균

형을 시한다.그러나 가토는 민권 확장과 국권의 쇠약을 ‘길항’ 계,제로섬 게임

으로 악한다.이처럼 국가 리와 민간 리,국무(國務)와 민사(民事)를 립 으로

악하는 가토는 후쿠자와의 ‘내양 경시’와 ‘외자 시’가 리버럴에 빠질 우려가 있

음을 경고한다.가토는 양학자가 리가 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해 그 사람

의 재학(才學)에 의해 선택해야만 한다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

지만,그의 논의에는 국권의 감축을 염려하며 정부 리에 의한 지도의 필요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결론만을 보면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에서 양자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게 보일 수 있다.그러나 조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의 논의에서 결국 방 은 ‘외자’에 한 지나친 강조를 반 하며,‘내양’쪽에

있다.국회설립에 한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국권과 민권 간의 립구도로

후쿠자와의 논의를 악한 것은 가토의 리함이었다.그런 맥락에서 가토의 은

양학자들의 민권주의 입장에 한 비 으로 읽힐 수 있다.가토는 후쿠자와와 동

일한 명제에 기 는 것 같으면서도 반 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두 번째로 모리 아리노리의「학자직분론의 평」250을 살펴보자.그는 일국의

체를 정리(整理)하기 해서는 인민과 정부가 양립해야 그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후쿠자와의 말을 인용하며,민의 공무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바,문사나 무사 모두

힘을 다해 종사해야 된다고 말한다.이때 민이란 “그 직무[務]를 이루는 권(權)과,그

책무[責]를 담당해야 하는 의(義)를 가진 자”로, 리도,귀족도,평민도 모두 민으로,

일본에 을 가진 자는 모두 우리 일본국민[我民名]이라 말하며,그 책무를 담당해

249仏郎都,文部省翻訳局 訳,『国家生理学』(東京:文部省翻訳局,1884).이 책의 논의에 해서는

홉스 번역본과 함께 다루도록 한다.

250森有礼,「学 職分論の評」,『明六雜誌』2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上 (東京:岩

波書店,1999),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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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을 강조한다.이 게 해서 “정부는 만성의 정부로서,민을 해 세워지며,민에

의거해서 세워지는 것”이다.이처럼 모리는 이른바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한 정부라는 발상에 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는 인민이 구성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모리는 후쿠자와처럼 인민과 정부,재 과 사립을 수평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인민이란 일체로서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이는 그가 정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는 제군주정[王 無限]에 해 이를 정권 일

가의 소유로서,정령이 임의로 행해지기 때문에 백성이 이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불화와 소란이 일어나게 됨을 지 한다.따라서 그 권력을 제한해 정권을 다수로

나 게 되는데 이를 입헌군주제[定律王政]혹은 공화민정(共和民政)이라 한다.그러나

이때 입헌군주제나 공화민정은 권력 분립의 의도이지,정부와 인민 양자의 내외

립 혹은 자충조화(刺衝調和)의 논리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모리는 그러

한 를 들어본 이 없다고 후쿠자와를 겨냥한다.

모리는 ‘사립 업(私立爲業)’과 ‘재 무(在官爲務)’를 립 으로 악하는 후쿠

자와의 방식이 편향되기 쉬움을 지 하고,그러한 립구도 학자가 모두 료의

길을 버리게 되면 불학자만 정부의 일을 맡게 되어 공익이 해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면서 을 마무리한다.이때 모리는 정치체를 내외로 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하나로 악해야 함을 강조한다.정부를 밖에서 자극하는 것과 정부가 공익

을 해 활동하는 것이 구별될 수 없으며 정치체를 구성하는 정부와 인민 역시 구

별 불가능하다는 논리 다.251

이러한 논리는 모리의 민선의원설립에 한 비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52

그는 ‘정부’와 ‘민선의회’가 둘이 아님을 강조한다.1874년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

臣)등이 제출한「민선의원설립건백서」253에서 “오늘날 민심이 흉흉해 상하가 서로

의심하며,자칫하면 토붕와해(土崩瓦解)의 조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른 것은 천하(天下)의 여론공의(輿論公議)가 옹색(壅塞)하기 때문”이라고 지 한데

해,모리는 이러한 책임을 직의 정부 료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건백서

를 제출한 이들이 정부 료 을 때와 지 의 상황을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

고 물으며 가령 건백서를 제출한 이들이 정부 료 을 때 내건 ‘신문지발행조목(新

251하울랜드는 모리의 논의가 서양의 의정부에 나타나는 상호성(mutuality)과 동(cooperation)

개념과 맥이 닿아있다고 평가한다.Howland(2002),p.44.

252森有礼,「民撰議院設立建白 書之評」,『明六雜誌』3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上

(東京:岩波書店,1999),pp.105∼108.

253「民撰議院設立建白書」,『日新真事誌』第2周年 第206号,明治7年,『明六雜誌』3号,山室信一·中

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上 (東京:岩波書店,1999),pp.130∼13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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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紙発行條目)’에서 ‘국체를 헐뜯고 국률을 논하며 외국의 법을 주장 선 해 나라에

방해를 주는 것을 하는’주장을 한 것이야말로 ‘여론공의’가 ‘옹색’하게 된 이유이

지 지 의 정부 료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 했다.민선의원설립 논의가 나온 배경

에 직에서 려난 이들의 정치 의도가 있음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이어 모리는 “소 ‘민선의원’이란 무엇인가.정부가 인민에게 명령하여 세운

것인가,아니면 정부에 신고하고 인민의 뜻에 따라 회의를 여는 것인지 혹은 정부

의 허가를 얻어야 세울 수 있는지”묻는다.건백서에서 주장한 로 민선의원을 설립

한다 해도 이것이 정부가 인민을 해 세운다는 뜻이라면 으로 정부의 의원이

되며,‘민선(民選)’이라는 문자도 민간의 인물을 정부가 선택하여 설치하는 의원이라

는 뜻이라면 결국 정부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된다고 지 한다.여기서 모리는 건백

서의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정부와 민간이라는 명목상의 이분법 분류를 깨

뜨리고 있다.이는 앞서 본 정부와 인민 사이의 내외 립 혹은 자충조화라는 논리

에 한 비 이었다.

보다 직 인 신체 유비는 네덜란드의 첫 유학생이었던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에서 보인다.니시는「비(非)학자직분론」254이라는 제목으로 후쿠자와의

에 반 하는 논의를 여섯 가지 들고 있다.첫째 학자의 사립(私立)을 도모하기

해 직을 그만두게 하고자 바라는 것은 궤론이라는 ,둘째 제의 정부와 무력

한 인민이라는 지 이 타당하지만 이를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는 ,셋

째 학술,상업,법률이 외국에 미치지 못해 이것이 없다면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역시 당연하지만 이 한 후 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넷째 청년들이 에 뜻

을 둔 것은 이 부터 있었다는 ,다섯째 신문을 출 해 정부에 건백하는 자는

개 양학자류이지만,아첨하고 비굴을 표하는 자들은 개 신교정학가(新敎政學家)에

연원하는 자로 이 때문에 양학자를 비 할 수는 없다는 을 든다.그리고 여섯 번

째에서 보다 직 으로 후쿠자와의 신체의 비유에 해 다룬다.

“정부는 인신의 생력과 같고,인민은 외물의 자극과 같다라고 한다.이 생력(生力)‧자충(刺衝)

론은 논의 의 맥락이라 해도 의문 없이 받아들이기 힘들다.이른바 자충이 당하다면야

가능하다.그러나 자충이 과격하다면 생력원기(生力元氣)가 근본부터 쇠약해짐을 틈타 다른

병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를 들면 병[患眼]이 있는 사람과 같다. 선의 자충이 심하면

해로움이 지 않다.이른바 자충이라는 것도 인민의 개명진보가 차 서게 되면,즉

[適宜]하다면 괜찮다.그러나 자충을 일으킨다면 아마 과격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개 이

것들이야말로 인 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일단 자충의 기(機)가 맹동(萌動)하는데

이르면 어 할 수 없다.즉 민간의 지기(志氣)가 떨치거나,사회가 세워지거나 하면 지극히

254西周,「非學 職分論」,『明六雜誌』2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上 (東京:岩波書

店,1999),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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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다.그러나 붕당(朋黨)이 흥한다거나 이어 소요가 시작되면 지극히 불가하다.따라서 이

른바 자극은 그 옮음을 얻으면 미처럼 되지만,만일 그 옳음을 얻지 못하고,그 도를 잃

는다면 랑스나 스페인처럼 된다.”255

니시는 후쿠자와의 상인식에 체로 동의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든 비

에서 보이듯 역사 인 상황을 무시한 채 펼치는 과격한 주장에는 반 한다.마찬

가지로 후쿠자와의 신체 유비에 해서도 외부의 자극이 지나칠 경우에 해 경고

한다.즉 ‘자충’이 과격하다면 ‘생력원기(生力元氣)’가 근본부터 쇠약해져 다른 병이 생

길 우려가 있다는 목에서 보듯 내부의 생력원기와 외부의 자극 사이의 균형을

시하면서도, 병이 심한 상태에서 외부의 강한 빛이나 감기가 심해져 악성병이 되

는 경우를 들면서 외부의 지나친 자극을 주의해야 함을 지 한다.둘 다 필요하다

는 데는 동의하지만,피부이완이나 감기의 에서처럼 그것은 함을 필요로 한

다.정부의 생기를 고동(鼓動)시키는 기나염(幾那塩),즉 강장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일하는 학자가 없어서도 안 된다.인민의 자충에 걸맞는 온도가 요하지

만,학자의 사립도 한 없어서는 안 된다.이처럼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사립을 주장해 그 생기를 기르지 않으면 를 들면 피부이완의 사람이 혹한을 만

난 것과 같이,어느 정도 모한발열(冒寒發熱)이 변해서 악성병[疫癘]”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민의 개명진보 상태를 무시하고 자극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를 혼란스

럽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문제를 바라보는 에서 후쿠자와의 시선과 동일하

지만 니시는 아직 역사 으로 외부의 지나친 자극이 가지고 올 험성을 더 우려한

것이다.실제 니시는 당들이 여럿 생겨 자칫 ‘지리결렬(支離決裂)’에 이르지 않을까 걱

정하며,막말 미토번의 존왕양이 들이 거행한 1864년의 텐구 (天狗連)의 거병을 은

감(殷鑑)으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그 다면 니시는 보다 통 인 신체 속에서 사

고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통 인 에서 보자면 외부의 환경보다 더 요

한 것은 내부의 충실함이다.외부의 당한 자극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

부가 약한 상태에서 지나친 자극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 니시의 생각이

었다.256

마지막으로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역시「학자직분론의 평」257이라는 에서

255山室信一·中野目徹(1999),pp.80∼82.

256Howland(2002),p.45.그는 니시가 권 주의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그러

나 니시의 다른 들을 함께 고려하면 이것이 단지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들은

아니라 하겠다.

257 津田真道,「學 職分論の評」,『明六雜誌』2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上 (東京:

岩波書店,1999),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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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 으로 신체를 유비하면서 후쿠자와의 논의를 평하고 있다.

“국가를 인신(人身)에 비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그러나 정부는 생명력[生力]과 같고,인민은

외물(外物)과 같다고 한다면,비유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다.원래 인민을 몸 밖의 자극물

[刺衝物]에 비유한다면,국외의 것에 비유하는 것이 된다.그 지만 인민은 국내의 인민으로,

국내의 것이다.생각건 외물의 자극은 외국의 교제로 비교할 수 있다.내가 생각하기에

정부는 정신과 같고,인민은 몸체[体骸]와 같다.생각건 정신과 몸체가 상합(相合)해 인신을

이루고,정부와 인민이 상합해 국가를 이룬다.몸체가 있다 해도 정신이 없다면 죽은 사람

이고,정신만 있고 몸체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한 인민이 있어도 정부가 없다면 나라

를 이룰 수 없다.단지 정부만 있어도 인민이 없다면 더더욱 나라를 이룰 수 없다.”258

여기서 쓰다는 후쿠자와의 논의를 인민을 국외의 것으로 악했다고 비 한

다.쓰다는 국외의 것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인민의 정부에 한 비 이 아니라

외국과의 교제를 들고 있다.모리가 정치체에서 인민과 정부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쓰다는 인민과 정부를 하나의 신체로 악한다.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에 항하여 외국과의 교제로 인해 생기는 자극을 외부로 상정

한다.이때 쓰다에게서 외국과 비되는 의미의 정치체를 사유하는 감각을 엿볼 수

있다.

하나 요하게 보아야 할 은 후쿠자와가 내부와 외부의 힘의 균형이라

는 속에서 정부와 인민의 계를 악한다면 쓰다는 정부와 인민의 계를 정

신과 몸체[体骸]의 계로 악한다는 이다.정신과 몸체가 상합해 인신(人身)을 이

루는 것처럼,정부와 인민 역시 상합해 국가를 이룬다는 주장은 일반 인 것처럼

보인다.이때 정신이 없이 몸체만 있어도,몸체 없이 정신만 있어도 인신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 역시 정부와 인민 모두를 필요로 한다.

정신과 몸체의 계로서 정부와 인민을 악하는 방식은 흔히 생각하는 유기

체 발상과 유사해 보인다.그러나 쓰다의 신체 유비는 특이한 지 을 보인다.그

는 신체를 정신과 몸체로 나 지만,몸체는 몸체 나름의 천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을 강조한다.“몸체는 단지 정신의 명령 로 이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 않다.몸체에는 몸체 천연의 확률[天然の確律]이 있다.이 확률을 넘어 굳이

몸체를 사역한다면 정신도 따라서 지치고,인신이 쇠약해지고,결국 사망에 이른다.

만약 이 천연의 확률에 따라 몸체를 사역한다면 신체(身体)는 건강해진다”는

것이다.따라서 쓰다의 논리 로라면 몸체는 정신의 명령을 그 로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천연의 확률’을 지키지 않고 정신이 몸체를 사역시킨다면 정신도 수고로

워지고 인신이 쇠약해진다.이러한 논의는 정신인 정부의 명령과 몸체인 인민의

계를 지칭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쓰다는 ‘인민자유자주’의 설을 주장해 정부의 명령

258山室信一·中野目徹(1999),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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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해도 무리한 것은 거 할 권리가 있으며,‘자유자주의 기상’을 인민이 도야할

것을 요청한다.

쓰다는 후쿠자와식의 인민과 정부의 계에 한 논의를 넘어 외국과의 계

속에서 정치체를 사유하는데까지 나아간다.그리고 이때 정치체는 정부=정신,인민=

몸체로 구성되는 인신으로서 다른 인신인 정치체와 교제한다.이 둘은 서로를 필요

로 하는 계지만,어느 하나가 다른 한 쪽에 속박되지 않으며 흡사 수평 심신

계의 모습을 띈다.인민의 정신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후쿠자와와 동일하지만,정

치체의 내부와 외부를 보다 확장해 외국과의 계를 시야에 넣고 있다.쓰다는 다

른 에서 군주를 뇌로,백 유사(百官有司)를 신경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국가는 를 들면 인신(人身)과 같다.군주는 뇌이다.백 유사(百官有司)는 신경,오 백체(五

官百體)이다.뇌와 신경이 감응,착란하여 오 백체가 그 쓰임을 그르치면 이를 풍 (瘋癲)이

라 한다.시녀[婦寺],환 이 권(權)을 농단하고 혹은 신이 발호(跋扈)하고 병졸이 강해져서

정령(政令)이 그 장소를 잃어,백 유사가 그 직분을 그르친 때는 국체(國體)가 궤란(潰亂),국

가의 병환이 야유(夜遊),풍 의 증세가 됨이 어 이상하겠는가.이를 칭해 괴국(怪國)이라

한다.”259

학자직분론 비 에서 정부를 정신,인민을 몸체에 비유한 것과 유사하게 뇌

를 군주로,몸을 백 유사로 비유한다.이때 뇌와 신경의 계가 착란을 일으키면

풍 ,즉 간질의 상태에 이르러 신체에서 괴질이 되듯 나라에서도 백 유사들이 군

주를 어지럽히면 괴상한 나라[怪國]가 된다고 말한다.여기서 뇌와 신경이라는 근

신체 발상은 그가 유학을 통해 배웠는지는 불분명하나 앞서 정신과 몸체가 각각

의 규칙이 있다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신경의 역할은 요하다.이는 단지 뇌의

역할로서 군주를 강조하기 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몸체를 이어주는 신경의 역할

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과 민에 한 다른 인「본은 하나이지 않다는 론(本は一つにあらざる

論)」에서도 군과 민의 계는 통 인 발상과 다르다.그는 만물이 하나의 근원으

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의 결합임을 강조한다.이는 화학에서의 원소

나 물리에서의 역학 등 새로운 학문을 통해 발견된 것이었다.그는 화학에서 60여

개의 원질이 다양하게 결합해 천만의 물이 된다고 설명하면서,인간 역시 혼과 몸

두 가지의 본(本)으로 이루어짐을 말한다.이때 혼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몸은 피,육,골, ,발(髮),조(爪)등 많은 것으로 구별되며, 한 그 육,골 등의 원

질을 분석하면 수십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이처럼 그에게 신체는 다양한 원

259津田真道,「怪說」,『明六雜誌』第25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中(東京:岩波書店,

2008),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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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이 진 결합물로 혼과 몸 두 가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분석

이 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본(本)은 군(君)단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나라의 본은 천

만의 창생(蒼生)이다.나라의 본이 민이라면 군은 말(末)임이 분명하다.비유하면 집의 본은

주춧돌[礎]로 동량(棟梁)은 말인 것과 같다.군은 말로서 본이 아니라고 해도 존숭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260

따라서 앞서 본 정부와 인민의 계 역시 쓰다의 이 에 비추어 본다면 단

순히 복종 계로서 결합한 것이 아니다.화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도 본은

단지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구성된다.그는 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인민은 각각 천연의 확률로서 존재하는 원리가 다르며 오히려 본은 민이라는 식으

로 계를 뒤집고 있다.이는 민의의 존 과 의회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그의 논리와 이어진다.261

메이로쿠샤 회원들 간의 이 논쟁에서 핵심은 어떻게 새로운 엘리트들을 충원

할 것인가의 문제 다.이것은 정부 민간의 구도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여기서

후쿠자와의 료제에 한 비 은 이나 기조,토크빌의 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262그러나 이나 기조의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한 작은 정부론 차원

이었다면 후쿠자와에게 문제는 국과 민 사이의 균형이었다는 에서 그것을 으

로 같은 논의로 볼 수는 없다.이러한 균형으로서의 후쿠자와 논의에 가토와 니시

등은 지나친 민권의 강조로 인한 우려를 표명한다.후쿠자와는 이후 가토와 니시의

공포에 해 정부 바깥의 인민이 정부와 경쟁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소인( 人)의 이

론이라고 일축하며 민간의 사람도 정부의 사람도 지 가 다를 뿐 함께 도와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니라 동료임을 강조한다.263

여기서 이들 사상가들에게 정부와 인민이라는 계는 각각 특이한 신체유비

로 나타난다.후쿠자와의 신체가 안과 밖의 균형 계로서 표 되었다면,가토에게

그것은 안과 밖의 길항 계로 나타난다.이에 해 모리는 정부와 인민을 하나의

신체로 악하며,니시는 양자의 계를 수평구도로서 보는 데는 동일하지만 신체

가 처한 조건이 각각 다르듯 정부와 민간의 계 역시 역사 ,구체 상황이 고려

260 津田真道,「本は一つにあらざる論」,『明六雜誌』8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上

(東京:岩波書店,1999),p.296.

261가령 쓰다 마미치는「정론(政論)3」에서 민선의원 설립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 하는 학자

들의 논의를 반박한다.津田真道,「政論3」,『明六雜誌』12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

上 (東京:岩波書店,1999),pp.389∼397.

262메이지기의 통치 엘리트 의 개에 해서 松田宏一郎(2008),pp.87∼92.

263福沢諭吉(1978),4編 附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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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쓰다는 정부를 머리,인민을 몸으로 보면서 신체 안으로 끌

어안아 밖을 외국으로 보는 계를 보여 다.그러나 이 신체는 머리와 몸이 각각

의 규칙 속에서 움직이며 몸의 독자 방식이 강조된다.이처럼 메이로쿠잡지에서

국가에 한 신체 유비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흔히 국

가에 한 신체 유비는 서양의 유기체 사유가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정리되었던

것이라고 이해되지만,이미 통 인 발상 속에서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 상황들을 해석하는 은유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메이로쿠

지식인들은 정부와 인민 사이의 균형을 시한다는 공통 인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마다 미묘하게 다른 에서 신체은유를 활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후쿠자와가 내양과 외자라는 발상을 통해 기존 정치의 ‘바깥’을 사유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즉 이제 바깥의 인민이 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이다.이

를 두고 시민사회의 발아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264그 다

고 이를 서구식의 공론장이나 시민사회 개념이 근 일본에서도 맹아 형태로 존

재했다는 근 확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하버마스가 공론장 개념에서

부르주아 성격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를 후쿠자와에게 곧바로 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265 그러나 공론장으로서 시민사회가 꼭 부르주아 성격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테일러는 고 공화정이나 도시국가에서의 토론이 좁은 의미의

정치권과 분리되지 않는 반면,근 공론장은 그와 더불어 정치권력이 외부의 무

엇인가에 의해 감독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념을 등장시켰다고 한다.이때 공론

장은 단순히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그 안에서

수행하는 공동 행 에 의해 구성되는 연합체를 탄생시키는 기능을 갖는다.266그

다면 내양과 외자라는 발상을 통해 정부를 제어하는 인민으로서 시민사회의 맹아를

보 던 후쿠자와의 사유 한 근 서구의 것과는 다르지만 어떤 독특한 안과 밖의

논리를 통해 사회 인 것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64이에 해 마루야마가 직 으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극 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게서 civilsociety로서의 시민사회 개념이 기조=후쿠자와 인 문제의식 속에서 개되고 있었음을

논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에 한 정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김석근,「마루야마 마사오에서의 ‘개

인’과 ‘시민’:‘주체’문제와 련해서」,김석근·가루베 다다시 편,『마루야마 마사오와 자유주의:냉

시 를 산 지식인의 사상과 행동』(서울:아산서원,2014),pp.35∼42.

265 르겐 하버마스,한승완 역,『공론장의 구조변동: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한 연구』(서

울:나남출 ,2001).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정부 바깥에서 자유로이 정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물리 공간 혹은 미디어가 장(場)으로서 존재하여 그 결과 공권력에 향을 주거나 항하는 것

을 구성요소로 본다.

266테일러(2010),pp.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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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개념사

후쿠자와가 권력의 편 을 문제삼고 정부와 인민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할 때 이는 밖의 자극과 안의 내실 사이의 균형이라는 건강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면 이때 후쿠자와의 건강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사상 특이성을 보여

주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건강(健康)’이라는 단어가 일반 으로 사용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

다.에도시 까지만 하더라도 지 의 ‘건강’과 같은 뜻은 ‘丈夫’나 ‘健やか’등으로 표

되었다.건강이란 말이 번역된 것은 난학자들에 의해서 다.그러나 이 말을

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후쿠자와 유키치가 계기 다.267후쿠자와는

당시 구체 으로 개념화되지 않았던 ‘健康’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health개념을 받아

들인 표 지식인이었다.그러나 health의 역어로서 ‘건강’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채

택된 것은 아니었다.첫 번째 작인『增訂華英通語』(1860)에서 그는 ‘health’에 해당하

는 번역어란에 ‘精神’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다.268이 책은 본래 한 개의 어 단어에

해 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 국어 뜻과 일본어 뜻 총 네 가지를 기재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는데 ‘health’의 경우 기존 국어 역인 ‘精神’만을 을 뿐 일본어역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이는 그가 ‘健康’이라는 말이나 ‘health’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

니라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健康’라는 말이 아직 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269

이후 후쿠자와가 최 로 ‘건강’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서양사정』(1866)이

후부터 다.이 책에서 그는 ‘학교’항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얻은 울분을 해소

하여 마음을 개운하게 하여 건강을 보 한다고 하며 ‘건강’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그

러나 이때까지 건강이란 단순히 정신 혹은 신체 상태의 편안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학문의 권장』(1871)에서는 건강을

‘힘의 균형’이라는 에서 악하고 있는데 이는 독특한 발상임에 틀림없다.그리

고 이 균형의 논리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인해 내부의 생명력이 강해진다는 논

리 다.외부의 자극으로 안의 생명력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는 서양의 운동 논리와

닮아 있다.그 다면 이를 서양식의 건강 개념의 수용이라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주지하듯 통의학에 한 후쿠자와의 비 은 그의 작 곳곳에서 보이

는데 이는 그가 서양의학을 배우면서 경험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그의

267北澤一利(2000).

268福澤諭吉,1860,『增訂華英通語』,『福澤諭吉全集』1卷 (東京:岩波書店,1958),p.185.그는 이

에서 질병류를 따로 분류해 여러 질병에 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의학 용어들의 사용

이다.pp.124∼126.신체류에 해서는 pp.183∼187참조.

269北澤一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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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학문의 시작은 오사카에 있는 오가타주쿠(緖方塾)에서 다.270그는 의학이나 건

강에 한 역시 수차례 남기고 있는데, 통의학과 서양의학을 비하며 설명한

에서 그러한 비 이 잘 드러난다.「통속의술론(通俗醫術論)」(1883)에서 서양의학의

도입의 역사를 살피며 고류(古流)의 의사들을 비 하는데 그의 의학에 한 을

보여 다. 통의학을 하는 이들은 단지 에 세워진 고법(古法)을 지켜,기계 인

처방만을 내릴 뿐 궁리상의 일에는 조 도 둔착함이 없다는 것이다.체내의 장부

이외에 맥 ,신경 등의 형태,성질,작용을 알지 못하고,체내의 어떤 문제가 어떤

병으로 나타나는지 도리를 알지 못하고,주거의 습함과 건조함,마시는 물과 공기의

성질이 사람의 체내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는 비 이 이어진다.이는

오직 외면의 용체(容體)에만 을 두어,맥을 살피고,배를 두드리고, 를 보고,수족

의 움직임을 보는 것 말고는 화학술을 이용해 소변의 성질을 시험하는 일 같은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후쿠자와는 이를 비유해 시계 안의 기 에

해서는 알지 못하고,그 외면의 침의 멈춤 혹은 빠름을 보고 밖에서 기름을 부어,

이를 흔들어 고치려는 것과 같다고 일침을 내린다.271후쿠자와에게 고류의 의도와

서양의 의도는 일본의 범선과 서양의 기선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멀리 항해하는데

무엇을 탈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다.

그 다면 후쿠자와에게 통 신체에 한 인식은 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까.그러나 그가『문명론의 개략』(1875)에서 ‘십 건강(十全健康)’과 ‘ 환건강(帶患健

康)’을 구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건강 이 으로 서구식의 건강 개념

을 따른 것만도 아니었다.

“지 의 세계를 향해 문명의 극도(極度)를 구하는 것은 이를 비유하면 세상에 완 히 건

강한[十全健康]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다.세계의 창생(蒼生)이 많다 하더라도,몸에 한 의

아 곳도 없고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조 의 병도 앓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결코

있을 수 없다.병리를 가지고 논한다면, 세(今世)의 사람은 설령 건강한 것처럼 보인다 해

270자서 에서 후쿠자와는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의학 주쿠이니만큼 정치에

한 이야기는 별로 인기가 없었으며,개국이냐 쇄국이냐 하는 논쟁도 일단 쇄국을 지지하는 입장이

긴 하지만 그 문제로 크게 논쟁을 벌이는 자는 없었다.단지 당면한 은 한방의로,한의사가 미우

니 유학자마 미워해 국과 련된 것은 무작정 배척하려는 풍조가 다들 있었다.유학자가 경사

를 강의해도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고,한의학 서생을 보면 마냥 우스꽝스럽게 여겼다.특히 한의학

서생에 해서는 비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런

녀석들이 2천년 동안 손때가 묻은『상한론(傷寒論)』을 선물이랍시고 손에 들고 귀국하여 사람을

죽이니 끔 하지 않아?두고 . 녀석들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테니까.”후쿠자와 유키치(2006),

pp.114∼115.

271 福澤諭吉,「通俗醫術論」(메이지 16년 9월 11일),『福澤諭吉全集』9卷 (東京:岩波書店,1958),

pp.16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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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것을 병을 지닌 건강[帶患健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나라도 역시 사람과 같다.설령

문명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필시 허다한 결 이 없을 수 없다”272

여기서 보듯 그에게 건강이란 완 무결한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이

의 핵심은 문명 역시 환건강처럼 결 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 한 것임을 지

하는 데 있지만,후쿠자와에게 세상에 완 한 건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건강이란

병을 지닌 채 균형을 유지하는 사고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273그런 에서 후쿠

자와는 오히려 통 인 해석을 새로운 개념어로 가지고 온 것이다.건강을 완 한

상태로,질병을 불완 한 상태로서가 아니라,건강이라 해도 불완 할 수밖에 없으

며 결국 이 불완 성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것이 통 의학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건강

에 한 일반 이해와는 다르다.즉 내외의 균형이라는 기 심의 사고 은 국소

병리이론이나 실증 건강 과 으로 칭 에 놓여 있다고 할 때 후쿠자와

의 건강 은 근 방식의 건강에 한 이해와는 다르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후쿠자와의 통의학에 한 비 의 은 그것이 실증 이지 않다는 이

었지, 통의학의 기본 념에 한 인 부정은 아니었다.그리고 이것이 문명,나

라에 한 생각에까지 이른다.앞선 인용문에서 재 서구의 문명 역시 완 한 것

은 아니며 도달할 목표로서만 제시될 뿐이다.

그 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마루야마 마사오는 이 ‘십 건

강’,‘ 환건강’이라는 용어가 막부 말기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의『병학통론(病學通

論)』274이라는 번역서에서 사용한 말임을 지 한다.275오가타 고안의 데키주쿠(適塾)

272福澤諭吉(1962),p.55.

273이는 후기 술인「생리학의 사」(1897)에서 보이는 건강 개념과 비된다.“자기 스스로 자

신을 아는 것이 인신생리학의 제일주의이다.백과의 학술이 종종 다양해서 그 근원 경 이 같지

않은 에서도,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고,그 물질을 알아 그 구조조직을

알아 그 운동작용을 아는 것은 지극히 요한 것으로,가령 문의 학자가 아니더라도 각자 몸을

보호하기 한 개의 소양 없이는 안 된다.사람이 취 하는 일체의 제도구에서도,그 성질과 그

작동을 알지 않으면 그릇되이 이를 손상하는 일이 많다.하물며 자신의 신체에 있어서랴.이를 소

히 해 손상시키지 않고자 한다면 우선 스스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인신의 구조조직을 보이는

해부학(아나토미)에서,그 작동을 설명하는 것을 생리학(피지올로지)라 하고,이 신체를 건강히 보

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건 학(하이진)이다.”福澤諭吉,「福翁百話」,『福澤諭吉全集』第11卷

(東京 :岩波書店,1958),p.195.

274십 건강과 환건강에 해서 오가타는 건강을 강(全康)과 상강(常康)으로 구별한다.“건강

에는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강(全康)이고, 하나는 상강(常康)이다. 강이란 신 제기제력

(諸器諸力)의 운 이 조 도 장해가 없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재 세속의 사람들은 유타(遊惰)에

빠지고 신경을 많이 써 상하게 하기 때문에 제기(諸器)운 에 반드시 환이 없을 수 없다.따라

서 만약 강이 아니라면 무병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모두 병약한 사람에 속하게 되어버린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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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운 이래로 후쿠자와는 일생 동안 의학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었으며,의

학의 비유를 즐겨 쓰곤 했는데 이러한 그의 의학 사고가 정치사상과 무 하다고

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그 다면 후쿠자와는 이러한 신체에 한 인식을 통해 정

치 사유를 어떻게 개하고 있는지 조 더 살펴보기로 하자.

외과수술과 양생법

후쿠자와에게 정부와 인민 사이의 균형이라는 문제의식은 1876년의「학자안

심론(學 安心論)」,1885년의「학문의 독립」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후쿠자와는 학자들이 모두 정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에 해 비

했으며,이는 로부터의 통치를 만능으로 여기는 유교 치국평천하 사상의 일

종이라고 보았다.후쿠자와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론을 변 시키는 것이 학자의

직분이라 보았다.그리고 그는 메이로쿠 잡지의 논쟁에 한 답변격인「학자안심론

(學 安心論)」이란 에서 ‘평민의 정(政)’과 ‘정부의 정(政)’을 구별한다.후쿠자와는

정(政)이라는 자가 정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의 정(政)’,‘인민의 정(政)’이 ‘정

부의 정(政)’에 비해 몇 배나 더 요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민권론자들의 역할

을 강조한다.즉 “일국의 문명은 ‘정부의 정’과 ‘인민의 정’양자로부터 그 마땅함을

얻어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것”276이라는 발상인데 이는 앞서 본 정

부와 인민 간의 균형이라는 시선이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 다.후쿠자와에게 이것

이 하나가 되는 순간,즉 지식인이 정부의 정으로 매몰되는 순간 수평 계는 이

질 수 없다.따라서 당히 소원한 계가 필요한데,이때 소원함은 서로 시

하거나 경원하는 계와 다르다.“정부와 인민이 서로 소원해지면 기맥(氣脈)이 통하

지 못해 반드시 불화를 낳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필경 아직 생

각하지 못하는 논의일 뿐이다.내가 말하는 소 소원함이란 서로 원격해 시함을

말하는 것이나 경원한다는 뜻이 아니다.소원함은 가까이하는 술(術)이고,떨어졌다

합하는 방편”277이라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국가라는 신체가 걸린 질병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다른 지 을 보인다.

“생각건 정부의 기능은 외과수술[外科の術]과 같고 학자의 이론은 양생법[養生の法]과 같다.

그 공용(功用)에 지속완 (遲速緩急)이 있으나,공히 인신(人身)을 해 불가결하기는 마찬가지

강이란 체 운 의 어딘가가 정상의 상태를 잃은 것이지만 한 변동이 없이, 액 성분 등에

부족이 있다 해도 심한 장해가 없는 환상습의 것을 말한다.”北澤一利(2000),p.29재인용.

275마루야마(2007),p.215.여기서 사람,나라,문명 모두가 실에서는 환건강이라는 논의는 정

치에서 유토피아는 없으며,모든 선은 제한 선이라는 그의 사고 방식을 잘 드러내며,이

를 잊어버리는 것이 혹닉(惑溺)이라고 보았다고 마루야마는 지 한다.

276「學 安心論」,福澤諭吉,『福澤諭吉全集』4卷 (東京:岩波書店,1958),p.218.

277福澤諭吉(1958),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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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정부와 학자의 공용이 한 쪽은 재와 련되고 한 쪽은 미래와 련된다고는 하

지만,그 공용이 크고 나라를 해서 불가결하다는 에서는 동일하다.다만 일 긴요한

은 이들이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돕고,서로 자극하며 격려

하면서 문명의 진보에 티끌만한 장해도 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78

후쿠자와는『문명론의 개략』에서 ‘외과수술’과 ‘양생’의 비유를 쓰고 있다.이

유비는 후쿠자와에게 곧 반복되는데,여기서 재를 한 치료법으로 당장의 외

과수술과 미래를 한 치료법으로 양생술이 제시되고 있다.그리고 이 둘은 서로

돕고 서로 자극하고 격려하며 문명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앞선 논리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는 후쿠자와의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이라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그

는 술꾼이 말에서 떨어져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이 병의 원인이 낙마라 해서 허리에

고약을 붙이고 오직 타박상에 한 치료법만 쓴다면 그를 졸렬한 의사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왜냐하면 낙마는 다만 그 병의 근인(近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사

실은 다년간의 음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아 이미 척추가 쇠약하고 그 증상이 막 생

기려고 하던 터에 공교롭게도 낙마하여 신에 충격을 받고 그 때문에 갑자기 반신

불수가 된 것이다.따라서 이 병을 치료하는 법은 우선 술을 하고 병의 원인(遠因)

이 된 척추의 쇠약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말한다.후쿠자와는 원인을 보지 못하

고 앞의 치료에 한 이를 졸렬한 의사에 비유하는데 이들은 얼른 이목에 띄는

비근한 것들에만 빠져 사물의 원인을 찾으려 할지 모르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

한다는 것이다.279병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을 구별할 때 후쿠자와가 주목했던 바

의 치료는 단순히 근인만을 밝히는 것이 아닌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이는

문명과 국가의 일에서도 마찬가지 다.그런 에서 신체 을 크게 근 건강법

과 통 양생술의 차이로 구별해 본다면,외과수술보다 양생이, 앞의 치료보다

는 근본 인 병의 치료가 그의 논리 속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가 균형

으로 건강을 이야기하고,불완 한 문명을 논하며,병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발상에 기 한다.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의『삼취인경륜문답(三醉人經綸問答)』(1887)에서 역시 이와

비슷한 논리구조를 볼 수 있다.이 은 이상주의자 양학신사와 실주의자 호걸군

278福沢諭吉(1962),p.88.

279福沢諭吉(1962),p.76.이러한 발상은 다른 들에서도 반복된다.가령「안으로는 참아야 하고

밖으로는 참지 말아야 한다」는 에서 발열의 증상만 보고 이를 학질로 오인하는 것은 용의(庸

醫)에 불과하며 폐병으로 인한 몸의 쇠약에서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는 일본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인데 병의 진정한 원인은 외국과의 교제에 있다고 지 한다.福澤諭吉,「内は忍ぶ可

し外は忍ぶ可らず」,『福澤諭吉全集』19卷 (東京:岩波書店,1962),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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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해선생과 화를 나 는 방식을 개된다.양학신사는 도의심,자유를 강조하

며 평화주의를 제창하는 자인 반면,호걸군은 부국강병을 추구하여 륙을 침략해

서라도 문명국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자로,남해선생은 이 둘의 입장을 충하는

이로 등장한다.여기서 호걸군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호신원소(好新元素)’와 옛것만

을 그리워하는 ‘연구원소(戀 元素)’두 가지가 생겨나 서로 립하게 됨을 이야기한다.

즉 호신원소의 무리는 이론을 존 하고 완력을 싫어하며,산업을 우선시하고 군비

는 뒷 으로 미루며,도덕 법률의 학설을 연구하고 경제의 법칙을 추구하는 무

리다.반 로 연구원소들은 자유란 내키는 로 하는 호방한 행 이고,평등이란 큰

도끼를 휘둘러 닥치는 로 넘어뜨리는 사업이라고 간주하며,비분강개하고 우쭐해

져서 골치 아 법률학이나 면 한 경제학 따 는 쳐다보지 않는 무리다.그런데

여기서 반 이 일어나는데 양학신사가 호걸군에게 둘 무엇을 없애야 하냐고 물

으니 자신과 같은 연구원소라고 말한다.연구원소는 암 인 존재이기에 몸뚱이의

성한 부분을 살지게 하려면 암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280

그러나 양학신사와 호걸객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양학신사가 몸의 건

강한 부분이라면 호걸객과 같은 암 역시 몸의 한 부분이다.암이 든 부분을 잘라내

든,아니면 밖으로 이식하든 그것을 통해 자국의 ‘몸’이 커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발상이다.그 다면 결론에서 남해선생이 말하는 국권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권론

역시 이 둘을 한 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양학신사와 호걸객

이 정반 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듯하지만 둘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한 몸 안에서 나오는 논리의 양면이다.조민 역시 후쿠자와의 양생법/외과술의

도식을 사용하여 민권과 국권의 논의를 개하는데,이는 세 사람이 조민 한 사람

의 분신이라는 고토쿠 슈스이나 도쿠토미 소호의 해석을 감안할 때 후쿠자와의 논

의와 묘하게 닮아있다.281

후쿠자와는『학문의 독립(學問之獨立)』(1885)이라는 에서 이 논의를 좀 더

진 시키고 있다.학자의 역할을 양생의 도리로,정치가의 역할을 의사의 치료로 보

고 있는 부분이다.앞서 내양과 외자가 이 에서는 ‘섭생’과 ‘치료’로 변주되어 개

됨을 알 수 있다.

“학문도 정치도 그 목 을 찾는다면 공히 일국(一國)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

280中江兆民,『三醉人經綸問答』(東京:岩波書店,1965),pp.184〜185.

281나카에 조민이 양학신사,호걸군,남해선생 세 인물 구를 자신으로 상정하는지에 해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 지고 있다.등장인물들과 조민의 계를 다루는 기존연구에 해서는 이

안,「나카에 조민의『삼취인경륜문답』다시 읽기-자유·도의· 명을 둘러싼 문답과 민주주의 비

』,『인문논총』제72권 제2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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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도,학문은 정치가 아니고 학자는 정치가와 다르다.다른 까닭은 무엇인가.학자의

일은 사회(社 ) 일의 실제에 멀리 떨어지고,정치가의 일은 일상 인사(人事)의 충(衝)에 맞

서는 것이다.이를 비유하면 일국은 일인의 신체(身體)와 같은 것으로,학자와 정치가 공히

이를 지켜,정치가는 병에 맞서 치료에 힘을 쓰고,학자는 평생의 섭생법을 주는 것과 같다.

개벽 이래 지 에 이르기까지 지덕(智德)이 공히 불완 한 인간사회는 일인의 신체 어느

부분이든 반드시 아 곳이 있다.치료에 임하는 정치가의 번망(繁忙)함은 이 부터 알 만하

다.그러나 학자가 평생 양생의 법을 말해 사회를 경고한다면 혹 그 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은 가령 발병에 이르러도 큰 병에 이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282

앞서『문명론의 개략』에서 ‘십 건강’과 ‘ 환건강’을 구별했듯이 이 에서

역시 인간의 신체는 불완 해 어느 부분이 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이때 건강을 지키는 법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치료’와 ‘섭생’으로 이것이

학자와 정치가의 역할에 비유된다.둘 다 일국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목 을 같

이 하지만 둘이 구분되는 지 은 정치가가 병에 맞서 즉각 인 치료에 힘쓴다면,

학자는 평생에 걸친 양생법으로 병이 나기 에 방한다.후쿠자와는 개국 양

이론으로 가득한 때 양학자들이 서양제국의 사정을 이야기한 것은 일본인의 개국에

양생법을 것으로,이러한 양학자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결국 일본은 ‘쇄국양이

병’에 폐사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물론 학문의 효력이 이처럼 크다 해도

실의 당면한 문제에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후쿠자와는 이를 섭생학 문의 의

사가 병의 치료에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 말한다.따라서 학문과 정치의

쓰임새는 으로 분리해 서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즉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것이 정치가라면 평생 지켜야 할 양생법을 제공하는 사람은 학자라는 것이다.283

이와 련해 도쿠가와 시 의 정치사상가들의 담론을 분석한 쇼기먼의 논의

는 참고가 될 만하다.그는 세유럽과 도쿠가와 시 일본의 정치담론에서 나타난

신체은유,그 국가를 질병에 든 신체로 악하고,이를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가와 련된 담론을 비교한다.여기서 그는 세유럽의 은유는 정치 사회 분쟁

을 강압 인,심지어 폭력 인 수단들에 의지해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한다.반면 도

쿠가와 일본의 신체은유에서 나타난 의학 치료는 이와 조 으로 정치체를 다룰

때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강조하고,따라서 개입의 한계를 강조한다는 에 자와

282福澤諭吉,『福澤諭吉全集』5卷 (東京:岩波書店,1958),p.369.

283그러나 그가 양생론에 입각한 지식인의 역할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그가『시사소언(時事

)』(1881)에서 천부의 자유민권론은 정도(正道)이고 인 의 국권론은 권도(權道)」로 구별하며 자

신은 권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후쿠자와는 이 에서 사족을 국가의 ‘뇌와 같고 팔과 같

은’존재로,농사꾼,장사치의 패거리는 사회를 해 먹고사는 것을 공 하는 돼지로 비유,사족의

기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를 돼지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 비 한다.『福澤諭吉全集』5巻,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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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즉 일본에서 국가 신체의 질병에 한 담론에서는

매일의 양생 실천과 방 치료가 강조되었다.284물론 후쿠자와가 여기서 말하는

양생이 통 의미의 양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오히려 이때 양생은 기본

인 식생활 습 을 말하는 섭생이나 생과 련되어 평소의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가리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다.이처럼 당시까지만 해도 양생과 건강은 통과

근 라는 형식으로 완벽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사용되었다.285

정리하자면 후쿠자와에게 정치 신체에서 가장 요한 것은 편 에 빠지지

않기 한 균형이었으며,그는 이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 그동안 부재했던 외부의

자극을 강조했다.그가 양생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평생의 건강을 지키

기 해 해야 할 학자의 외부의 비 이라는 직분이었다.그는 한 자극이 있을

때 신체는 더 건강해진다고 믿었고,이는 후쿠자와의 개인 경험과도 무 하지 않

다.1870년 후쿠자와는 발진티푸스,흔히 장질부사,염병이라 불리는 병에 걸렸다.이

는 그의 생에 큰 병으로 기억되어 자서 최후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의사

이야기를 들어도 별 소용없이 2〜3년 치료되지 않았고,생각을 바꿔 소년시 와 같

이 일부러 춥게 생활하는 등 생활습 을 바꾸니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이다.286이처

럼 병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이를 치료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체험한 그에게

지식인의 역할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새롭게 착상된 것일지 모른다.287후쿠자와

에게 건강은 기를 보존해야 한다는 수동 형태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일부러 노

출하는 극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여기서 우리는 통 발상과 근 발상이

혼재되어 나타난 특이한 후쿠자와의 건강상을 볼 수 있다.

284Takashi(2008),pp.74∼104. 세 유럽과 도쿠가와 일본의 유사성으로 둘 다 새로운 학문

회를 꼽는다.그러나 쇼기먼이 더 시하는 것은 의학상에서 해부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심이

공통되었다는 이다.이를 통해 두 지역 사이의 정치담론 상에서 신체은유의 공통 과 차이 을

논하고 있다.

285이는 당시의 의학서들이 양생이라는 통 인 논의 속에서 서양식 건강법을 녹여내고 있는 상

황과 무 하지 않다.처음으로 서양식의 ‘건강법’을 양생서의 체제로 간행한 에이의「난설양생록

(蘭說養生 )」(1827)에서는 일반 인 양생서와 달리 공기편,음식편,수면편,운동편,의복편,방

염편 간병,구 편 등의 항목을 구성하여 논의를 개하는데,여기서 그는 유교도덕을 일체 배

제하고 생리학을 원리로 하는 ‘건강법’을 해설하고 있다.이러한 양생서의 화양혼재 상황은 메이지

유신 이후가 되어서도 계속된다.스기타 겐탄(杉田玄端)의『건 학(健全學)』(1868)은 양생이라는

말의 사용을 피하면서 ‘건강법’을 해설한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생술의 도덕 척도가 혼

입되어 있다.北澤一利(2000),pp.179∼180.

286北澤一利(2000),p.51.후쿠자와의 건강에 해서는 자서 후쿠자와 유키치(2006),pp.355∼

362.

287자서 에서 그는 자신을 치료를 하는 ‘개업의’가 아니라 병을 진단만 하는 ‘진찰의’라고 말한다.

후쿠자와 유키치(2006),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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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후쿠자와의 국가 은 흔히 이야기되듯 강한 국가의 상이라기보다는

균형 국가의 상으로 볼 수 있다.아니 정확하게는 후쿠자와에게 강한 국가란 균형

잡힌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288그러나 이는 단순히 충주의 인 것이 아니

라 철 히 ‘운동’과 ‘과정’속에 있는 것이다.왜냐하면 균형은 무게 심을 찾기 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한 번 균형을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원한 심 이 될 수도 없다.역동 인 힘의 움직임을 느껴가며 그

속에서 균형을 잡기 해 계속 으로 미묘한 타기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다.따

라서 이때의 균형이란 산술 인 의미의 동등함과 달리 감각 인 의미의 공평함과

가까운 것이었다.흔히 후쿠자와의 사상이 변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어쩌면 이 감

각의 문제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이 균형감은 시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런 에서 후쿠자와의 사상은 권력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실주의라기

보다 고착화된 이념주의에 반 되는 의미의 실주의(realpolitik)에 가깝다.289그는 시

기에 따라 민권을 강조할 때도 있고,반 로 민권이 힘을 얻은 시기에는 오히려 국

권을 강조하기도 한다.이를 후쿠자와가 처음부터 국권론 입장에 서서 민권론을

말했다고 평가하거나 민권론에서 국권론으로 돌아섰다는 향의 낙인을 는 것은

이분법 이해에 빠져 그의 균형 사고를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290

(4) 국과 조선에서의 사회라는 신체:군(群)과 사회

군(群)으로서의 사회

그 다면 국에서는 사회 인 것이 어떻게 상상되었는가.군(群)이라는 역어

에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군은 통 으로 사람의 집단이나 사물의 집단을 가

리킬 때 쓰이던 말이었다.291궈숭타오(郭嵩燾)가 1877년 구미의 사회조직을 가리키는

288후쿠자와의 이러한 균형에 한 강조는 이후 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난다.「국권가분의 설(國

權可分の說)」(1875)에서 인민과 정부 간의 균형을 이야기한다.『福澤諭吉全集』19卷 (東京:岩波書

店,1962),pp.526∼527.「국회의 도(國 の前途)」(1890)라는 에서도 도쿠가와 시 를 ‘권력평

균의 주의’로 표 한다.『福澤諭吉全集』6卷 (東京:岩波書店,1959),pp.40∼44.이는 그가『문명론

의 개략』에서 세 무가정권에서의 ‘지존(至 )’과 ‘지강(至强)’이 분리된 권 와 권력의 이원 분

립을 정 으로 평가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다.福沢諭吉(1962)2장.

289이에 해서 일본의 보수주의를 미 에서 악한 장인성의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장인성,「 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일본비평』1호(2009);장인성,「보수의 미학:‘포스

트 후’일본 보수주의의 정치미학」,『일본비평』13호(2015)

290후쿠자와 연구의 기존 에 해서는 야스카와(2015),pp.376∼397참조.

291진 타오·류칭펑,양일모 외 역,『( 국 근 사를 새로 쓰는) 념사란 무엇인가』(서울:푸른

역사,2010),p.400.1.특히 양이 서로 모여 집단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던 것이 기타 동종 동물이

모여 집단을 이룬다는 의미로 생된 것이다.2.사람의 집단이나 사물의 집단.3.종류.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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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사용한 회( )라는 말보다 더 정치 함의를 가졌기 때문에 군은 사회의 번역

어로 채택되었다.292군이 society의 역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95년 이후 다.

푸(嚴復)는「원강」에서 군(群)으로 society를 번역한다.

“소 군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부분에 정 하지 못하면 체를 볼 수

없다. 한 일군(一群),일국(一國)의 성립 역시 체용공능이 생물의 일체(一體)와 다름이 없이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기 의 기능[官治]은 서로 한다.”293

그는 사회를 생물과 같은 유기체로서 악하는 스펜서의 을 가지고 와서

사회를 설명하며,이를 군으로 번역한다.이처럼 군을 사람이 모여 집합 인 방식으

로 이해한 것은 통 인 논의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그런데 그가 스펜서와 그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군에 해 설명하는 목은 주목할 만하다.

“스펜서[錫彭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국 출신이다.(다 의)이치를 종지로 삼아 인륜

의 일을 크게 밝 그 학문을 일러 ‘군학(羣學)’이라 하 다.군학이란 무엇인가?순자는 “사

람이 수와 다른 것은 능히 무리[群]를 이룰 수 있음(人之所以異於禽獸 以其能羣也)”이라고

말한다.무릇 민이 ‘상생상양(相生相養)’하고 ‘역사통공(易事通功)’하여 형정 악의 함을 이

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스스로 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성[自能群之性]에서 생기는 것이다.고로

스펜서씨가 그 뜻을 따라 학문을 이름을 지은 것이다.”294

앞서 니시 아마네가 사회의 역어로서 ‘상생양의 도’를 선택해 이를 ‘역공통사

(易功通事)’의 논리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푸 역시 ‘상생상양(相生相養)’

과 ‘역사통공(易事通功)’으로 군(群)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단히 흥미롭다.스

펜서의 사회학이 군학으로 번역되는데 이때 군(群)하는 성질의 바탕이 상생상양하고

역사통공하는 사람의 성질이다. 푸는『군학이언』에서도 “민이 합해 군(羣)을 이룬

래의 벗·친족.5. 인·군 .6.집단·회합.7.많은·매우 많은.8.무리를 지은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

하는 양사(量詞).그는 군이라는 말이 1896년부터 두드러지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1903년에 이르

러 고 에 도달하 지만 그 해부터 사회라는 말로 차 체되었다고 지 한다.p.152

292진 타오·류칭펑(2010),pp.162∼163.“이 음악회도 국 수도의 한 모임[ ]이라는 것을 물어서

알았다.모든 모임을 society고 불 다.”

293嚴復,1895,「原强」,『嚴復全集 卷七』(福州 :福建教育出版社,2014),p.16.

294嚴復(2014),p.16.「원강 수정고」에서는 조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스펜서[斯宾塞 ]라는

사람 역시 국 출신으로 다 과 동시 의 인물이다.그의 책은 다 의『종의 기원[物种探原]』보

다 일 나왔다.이 책은 천연(天演)의 방법을 종지로 삼아 ‘인륜치화(人倫治化)’의 일을 크게 밝

다.그 학문을 일러 ‘군학(羣學)’이라 하는데 이는 순자가 “사람이 수에 비해 귀한 것은 능히 무

리[群]를 이룰 수 있음이다”라 하 으므로 ‘군학’이라 한다.무릇 민이 ‘상생상양(相生相養)’하고 ‘역

사통공(易事通功)’하여 형정 악의 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스스로 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성[自能群之性]에서 생기는 것이다. 한 오늘날 격치(格致)의 리술(理術)로써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의 일을 이루도록 함이 정 하고 미묘하며 풍부하고 깊다.”嚴復,1901,「原强(修訂稿)」,嚴復

(2014),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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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유닛에 차이가 있고,군(君)과 민 사이에 세가 나뉘어진 후에야 상생양하는

체를 이룬다”라고 하여 ‘socialaggreg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생양(相生養)’이라는

말로 설명한다.295니시와 푸 둘 다 통 유학 담론,순자와 맹자의 논리를 가지

고 와서 사회를 설명한다. 푸가 니시의 작들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니

시와 푸 모두 통 유학 소양이 풍부한 인물이었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목이다.물

론 푸는 니시처럼 극 으로 ‘상생양’을 번역어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군이라

는 통 어휘 속에 이 뜻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니시와 푸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앞서 보았듯이 니시가

사회 인 것의 자율성,상보성을 강조한다면 푸는 군의 논리를 치국평천하의 가

치와 연결시킨다.이는 순자의 원문에서 도를 이루는데 왕의 역할을 상정한 것처럼

니시와 달리 푸 역시 스스로 군을 이룰 수 있는 성질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치

국의 논리와 연결됨을 말한다.296요컨 푸에게 사회 인 것이 곧 국가 인 것 속

에서 이해되었음을 보여주는 목이다. 푸는『군학이언』역자의 말[譯餘贅語]에서

도 순자를 인용하고 있다.

“순자가 말하길 ‘민생유군(民生有群)’이라 했다.군(群)이라는 것은 인도(人道)로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사회는 법이 있는 군이다.사회는 상공정학(商工政學)

이 있는데 이 가장 요한 의의는 최종으로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육서(六書)의 뜻을 생

각해보면 이는 고인의 설과 서학(西學)이 합치함을 알 수 있다.어째서 그러한가.서학에서

는 백성이 모여 부륵(部勒)(일본[東學]에서는 조직이라 칭한다)이 있어 기향(祈嚮)하는 것을 사

회라 한다.자서(字書)에서 읍(邑)이란 사람이 모인 회( )를 칭한다.口는 구역이 있음을,卪은

법도가 있다는 것이다.서학에서는 토지의 구역이 있고 그 백성이 싸움에 임해 지키는 것

을 나라(國)라 한다.자서에 이르길 나라는 고문에서 或이라고 쓰 는데,一은 땅이고,口을

창(戈)으로 지킨다는 것이다.이를 보면 학과 서학의 뜻이 그윽히 합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297

이처럼 푸가 읍(邑)이나 국(國)을 서양의 사회나 나라의 역어로 쓰면서 이것

이 통 사상과 합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회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

다.하지만 요한 것은 푸는 역사의 각종 형태의 사회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푸의 군 개념의 창출은 국의

295嚴復,「群學肄 」,『嚴復全集 卷三』(福州 :福建教育出版社,2014),p.45.

296군(群)이란 말은 국 맥락에서 깊은 통을 지닌 말이었다.가령 논어에서 군자의 성격을 논

하며 무리를 짓되 당을 만들지 않는다(羣而不黨)라고 한다.鈴木修次(1981),p.58.

297嚴復,「譯餘贅語」,嚴復(2014),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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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으로부터 서양의 국가 으로 세계상이 환되었다고 평가된다.즉 국을 국

제사회의 일 구성원으로 간주하고,개개의 민을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간주한다

는 의미에서 ‘군’개념이 해석된다.298이처럼 서양의 개념들을 통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푸의 논법은 통을 강조하기 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둘 사이 학문

에서 공통 을 찾은 결과 다.

그가 의 자유론을 번역한『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은 의 사회와 개인 간

의 립구도를 ‘군(群)’과 ‘기(己)’,‘국군(國群)’과 ‘소기( 己)’로 구별한다.제목에서 보듯

이는 이 말하는 자유(liberty)의 핵심을 ‘군’과 ‘기’사이의 권리의 한계를 통해 논한

다는 에서 의 의도를 제 로 달하고 있다.그러나『군기권계론』은 그의 다

른 번역서와 달리 해설이 달려있지 않고,각 단락에 간략한 부제만이 덧붙여

있다.이는 푸가 편지에서도 밝히고 있듯 “시 의 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에서 기인한다.즉 당시

자유론이 공익과 양립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던 시 상황 때문이었다. 의

자유론이 사 역 확보라면 푸의 번역본은 자유의 과잉을 방지하기 한 수단

성격이 강한 것으로,사회 혹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계를 립 인 것으로 보이

기를 피하기 한 것이었다.299

『정치강의』에서는 군을 근 국가 이 의 사회도 포함해 동서고 의 모든

인간단체에 한 총칭으로 사용하고 있다.정치강의에서 군의 기형태는 모나드

사회에서 종법사회로,그리고 군국사회로 발 한다는 젠크스의 정치사 국가분류

의 틀을 도입한다.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구분은 ‘유형’의 구분이 아니라 인류진화가

거치는 ‘단계’,사회발 의 법칙으로 진화 을 포함하는 것으로 악된다.300이처럼

푸에게 사회는 국가로 가기 한 간단계로 사회 인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인

것 속에서 사유된다.이는 스펜서에게 사회란 국가와 달리 자율 인 것으로 상정되

는 것과 분명한 비를 이룬다.이는 푸가 앞서「원강」에서 스펜서의 논의를 빌

려 군을 설명하는 목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때 군을 생명체로 비유하는 발상을 보

여 다.그는 군이란 구조와 기능,능력 면에서 하나의 생물체와 다를 바가 없는데

군과 생물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 역시 동일함을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를 알고 있듯이 사회집단의 생존 원리 역시 알고 있

다. 한 무엇이 개인을 오래 살도록 해주는지 알고 있듯이 무엇이 국가의 맥박을 강하게

298手代木有児,「「群」と「民徳」-厳復における西洋と「群学」の形成」,『日本中国学会報』46(1994).

299 양일모,「자유의 조건:엄복의『원부』,『군기권계론』,『정치강의』분석」,『 국학보』제60호.

(2009),pp.472∼477.

300區建英,『自由と国民 厳復の模索』(東京:東京大学出版会,2009),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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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 주는지도 알고 있다.개인에게는 육체와 정신이 서로 의지하고 사회 안에서는 물

질 힘과 도덕이 서로 의존한다.개인에게는 자유가 존 되고 국가에게는 독립이 존 된

다.”301

이러한 성격의 군에 한 논의는 량치차오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다.그는「설군서(說群序)」302에서 ‘합군(合群)’에 해 논하고 있다.‘군술(群術)’로서 군

을 다스리면 군은 이루어지지만,‘독술(獨術)’로서 군을 다스리면 군은 붕괴한다.량치

차오는 서양에서도 이러한 군술이 나온 지 백년밖에 되지 않았지만,군이란 천하의

공리(公理)이자 만물의 공성(公性)이라 주장한다.그런데 만물은 군을 이 서로 경쟁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나의 군의 붕괴는 다른 군의 이익이 된다.이런 경쟁 상

황에서 군력이 부족하면 마침내 그 종은 끊어지는데 이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합군론은 국가의 존(存)과 망(亡),망국의 기의식과 연 속에서 제시된다.

이러한 기의식과 군이 연 된 사유는 망명 후인 1900년 이후에도 이어져 국의

쇠약의 근원으로 군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성을 들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 국에서 사회,즉 군(群)에 한 논의는 출발부터 이미 망국이라

는 기의식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사회 인 것이 필요했던 것은 천하의 공리

이기도 하지만,이를 통해 서로 경쟁하는 힘을 갖춰 멸종의 기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다.따라서 군을 이루지 못하는 개인주의 성격이 비 된다.

“내 몸을 안으로 타인을 밖으로 하는 것이 일신(一身)의 아(我)이다.우리 군을 안으로 다른

군을 밖으로 하는 것이 일군(一群)의 아이다.마찬가지로 아(我)에게도 아와 소아의 구별이

있다.군의 경쟁의 승패는 군의 결합력의 강약에 의해 결정된다.결합력을 강 히 하기

해서는 반드시 일군의 사람이 항상 나아가 몸을 굽 군에 따라,소아를 버리고 아를 지

킨다.타를 사랑하고 타를 이롭게 한다는 의가 가장 요하다. 국인은 군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가 있는지 알지 못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지 일신의 아만 있을 뿐 일군의 아가 없

다.이로써 사억의 사람에게 사억의 나라가 된다.”303

량치차오는 나라가 망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없으면 손을 놓고 망하는 것에도

상 안 하는 국민들을 비 한다.더 심한 것은 나라가 망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

으면 힘써 망하는 것을 돕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은 량치차오의 합군론이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집단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

이지만 개인의 독립을 제로 하고 있다는 이다.량치차오는 ‘독립의 덕’과 ‘합군

301嚴復(2014)7卷,p.43

302梁啓超,『梁啓超文集』2卷,p.4.설군서에서 “기록에 의하면,무리를 이룰 수 있는 자를 일러

군(君)이라 하 다.이에 옛날 인민 에 군림하는 자는 스스로 을 호령하 다”라고 하여 군

(君)과 군(群)에 해 논한다.p.3.

303梁啓超,「中國積弱遡源論」,梁啓超,『飮氷室文集』5卷 (臺北 :臺灣中華書局,1970),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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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을 ‘상반(相反)’하면서도 ‘상성(相成)’하는 덕성이라고 제시한다.304 국의 독립을

말하려면 우선 국 개인의 독립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상의 독립이 있어

야 형세상의 독립이 있다고 강조한다.그에게 합군은 독립을 제로 한 합군이었다.

즉 합군이란 다수의 독(獨)을 합해 군(群)을 이루는 것으로 이때 독은 무 로서는 군

이 될 수 없다.흩어진 모래알을 모아놓는 것을 면하려면 ‘합군의 덕’이 있어야 한

다.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군덕(群德)을 기르는 일이다.

이를 량치차오는 합군은 ‘화 동진(和光同塵)’도 아니고 ‘유아독존(唯我獨 )’도

아니라고 표 한다. 자라면 합군은 독립의 이고,후자라면 독립이 합군의 이

된다.그는 ‘독립’의 반 는 ‘의존’이지 ‘합군’이 아니며,‘합군’의 반 는 ‘사 [營私]’이

지 ‘독립’이 아니라고 말한다.305요컨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방자 인 모래와

같은 상태를 극복한 유아독존이 아닌 개인의 독립을 확립해,그것을 토 로 다수의

독을 합해 화 동진이 아닌 군을 형성하는 것이 합군이다.이는 극히 의식 ,주체

,자주 인 행 이다.이러한 합군이 있어야 국이 생존경쟁 우승열패의 세계에

서 독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에게 개인의 독립과 군은 계개념이고,내용

으로는 구국을 동인으로 하는 군으로의 의지이다.여기서 개인의 독립과 군은 불

가분의 계를 이룬다는 에서 개인주의도 아니며,개인의 독립을 제로 군을 생

각하고 있다는 에서 집단주의도 아니다.

그러나 기능 으로는 집단을 통합시키는 원리에 방 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회와 개인의 계에 해서 말하며 이 둘 간의 긴장 계에 주목한

것은 푸는 물론 량치차오에게 그 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량치차오가 의 자

유론을 번역한 논문인『신민총보』에 실린「정부와 인민의 권한을 논한다」(1902)에

서 ‘사회 포학( 虐)’이란 부분이 사라진 이유 다.사회 포학론이 사라진 것은

합군론이 유지되기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보기에 사회와 개인과의

계는 서로 이거나 어도 서로 권한을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합군론에서 개인은 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이는

량치차오가 합군론을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우승열패의 시 인식하에서 구국을

한 항원리로 삼았기 때문이다.이 에서 량치차오는 “사람은 군이 없으면 내계

를 발달시킬 수 없고,외계와 경쟁도 불가하다”고 말한다.그에게 군의 성립은 안을

발달시켜 바깥과 경쟁하기 한 도구 다.306 이 게 보자면 량치차오에게 개체의

독립과 사회를 형성할 필요성은 국가 인 경쟁이라는 목표 을 분명하게 띄고 있

304梁啓超,「十種德性相反相成義」,『飮氷室文集』5卷 (臺北 :臺灣中華書局,1970),pp.43〜45.

305梁啓超(1970),p.44.

306土屋秀雄,「梁啓超の「西洋」摂取と権利・自由論」,狹間直樹 編,『梁啓超:西洋近代思想受容と

明治日本』(東京:みすず書房,1999),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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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신민설』「논국가사상」편에서 국가의 기원으로서 군을 이야기한다.

이때도 앞서 보았던 ‘역사통공’과 ‘분업상조’의 논리가 등장한다.

“사람이 다른 생물에 비해 귀한 이유는 무리(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일 뿐이다.만약 자기

한 몸이 단신 지에 고립되어 있었다면,나는 것은 날짐승보다 못하고 뛰는 것은 뭍

짐승보다 못하니 인류는 이미 오래 에 멸했을 것이다.그러므로 내 으로 보면,평화로

운 시기에는 일을 나눠 하고 공을 바꿔 쓰며[通功易事]분업하고 서로 도우니[分業相助]혼자

서 온갖 기술을 갖추기는 분명 어렵기 때문이다.외 으로 보면, 한 쟁 때에는 무리의

방책과 무리의 힘으로 성을 지키고 을 막으니,혼자서는 더욱 한 몸조차도 보존할 수 없

기 때문이다.이에 국가가 일어난다.국가는 성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립했다.즉,

개개인은 자기 한 몸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와 내가 단결하여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막아 주며 서로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별도로 구하게 되었다.그 단결이 원히 흩어

지지 않고,그 상부상조가 원히 어그러지지 않고,도와주는 것이 오래도록 이지러지지 않

게,그 막아 주는 것이 오래도록 잘못되지 않게,서로에게 주는 이익이 오래도록 끝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반드시 사람마다 자기 한 몸보다 더 크고 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307

그러나 이때 량치차오가 군의 논리를 설명한 것은 일신보다 더 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기 함이었다.역사통공하고 분업상조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즉 개인은 자기 한 몸에만 의지할 수 없어 단결해 서로 도

와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 한 몸보다 더 큰 국가라는 단 다.결국 군의 논리는 합

군의 도달 인 국가를 설명하기 한 과정으로 그려진다.앞서 본 바 로 상생양과

통공역사의 논리가 경제 ,상호 ,원리 인 것으로서 사회 인 것을 상상해왔던

근 일본의 경우와는 달랐다.이때 집단 인 것으로서 사회는 국가의 단계로서

의 역할 밖에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독립 ‘회’라는 사회

조선에서 역시 메이로쿠샤와 같은 단체로서 사회가 등장한다.308『독립신문』

307량치차오,이혜경 역,『신민설』(서울:서울 학교 출 문화원,2014),pp.108∼109.

308사회 혹은 회라는 말은『독립신문』창간사 원문에는 없지만 문에는 society라는 표 이 두

번 사용되고 있다.“WhatKoreaneedsisaunifyinginfluenceNow thattheoldorderofthings

ispassingaway,societyisinastatewhichmightbedescribedasinter-mediatebetweentwo

formsofcrystalization”에서 조선이 필요한 것은 통합 향력이며,이제 구질서가 사라지고 사회

는 두 방향으로 가는 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는데,여기서 society는 조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된다.두 번째 역시 Koreansociety라는 말이 등장한다.그러나 이때도 society는 별 의미 없이 사

용되고 있다.“ItisatthismomentwhenKoreansocietyisinaplasticstatethatwedeem it

opportunetoputoutthissheetasanexpressionatleastofourdesiretodowhatcanbedone

inajournalisticwaytogiveKoreansareliableaccountoftheeventsthataretransp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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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6월 28일 논설에는 ‘회’에 해 연설하는 목이 등장한다.309

“내가 회를 가지고 연설을 할 터인데 먼 회라는 자를 자(破字)하여 말 하오.회( )자

를 자하여 보니 인(人)자와 일(一)자와 유(由)자와 일(日)자가 합하여 한 회( )자가 되었는

데 뜻을 삭여 보니 사람이 하나로 말미암는 날이오 다시 보니 인자와 일자 아래 육구(六

口)자가 있는지라.그 뜻을 삭여 보니 사람이 많은 입을 한결같이 함이니 그 자 모양만

보아도 귀일하여야 회가 됨이라. 개 회라 하는 것은 각 사람이 한 몸과 같이 한 회를 이

름이라.사람의 몸에 본래 한회가 있으니 마음은 회장이오 이목구비 수족은 회원인데,회장

의 지휘를 각각 맡은 직무를 일심으로 하여 사람의 한 몸을 이룸이라.옛 에 유지각한 사

람 하나가 여러 아들을 경계할 새 아들더러 은 나무 여러 개를 가져오라 하여 그 나무

한 개를 꺾으라 하여 그 아들이 명 로 꺾음에 즉시 꺾어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꺾어보라

하여 명령 로 꺾음에 꺾어지지 않는지라”310

회( )자에 해 자를 자하면 인(人)자와 일(一)자와 유(由)자와 일(日)자가

합하여 사람이 하나로 말미암는 날이오,인(人)자의 일(日)자 아래 육구(六口)자가 있

으니 사람이 많은 입을 한결같이 함이라는 뜻이라 설명한다.이때 회에 해서 신

체 표 을 사용하고 있다.회라는 것은 ‘각 사람이 한 몸과 같이’이루는 것으로,

사람의 몸에도 본래 한 회가 있으니 ‘마음’이 회장이고,‘이목구비’와 ‘수족’은 회원으

로,회장의 지휘를 따라 각각 맡은 직무를 한 마음[一心]으로 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회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과 짐승들 역시 마찬가

지라 설명된다.작은 물이 모여 강과 바다가 되고,작은 흙덩이가 모여 태산이 되는

것처럼 각각 있으면 업신여김을 면하지 못하며,짐승 역시 회로 모여 떼가 많아야

큰 짐승들보다 무섭다고 말한다.그러나 단순히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회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개미가 행진할 때 열을 잃지 않고,직무를 잘못한 꿀

벌은 수문장이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벌 들 사이에서도 회 안에 규칙이 있다는

증거이다.따라서 사람들의 회 역시 규칙이 분명해야 하는데,이 규칙을 지킴은 작

은 내 몸에서부터 내 집안 규칙,동리 회의 규칙,나라의 회의 법률과 규칙을 지키

는 데까지 나아간다.필자는 회자의 뜻을 깊이 궁구해 일심합력해 한 국회가 세

계 만국에 제일 높게 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짓는다.

이때 한 몸은 각심(各心)이 아니라 일심(一心)이 필요함이 강조된다.이러한 일

심에 한 강조는 각심의 상황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당시 신체에

한 유비의 필요성은 량치차오가 합군의 요성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게 개인주의

경향을 넘어서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309『독립신문』의 자에 해서는 채백,『독립신문 연구』(서울:한나래,2006),pp.79∼109.

310『독립신문』1898년 6월 28일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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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인구가 일천이백만명이 있으나 사람마다 각심이요 한을 자기 나라로 알아 나라

흥망이 자기 흥망과 같은 을 모르는 고로,외국이 한을 하여 하고 싶은 로 일을

하며 정부를 하여 실례되고 인민을 하여 무리한 일을 하나 국 인민이 조 도 분한

도 모르고 분한 모른즉 개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그뿐이 아니라 정부 안에

를 들어가 보면 인마다 자기 몸만 생각하고 일심으로 나라 생각 하는 것은 없으며 다 나

뉘어 백이면 백이 다 불합하고 백성 틈에 들어가 보아도 한 정부 속과 같아 모두 각심이

라.이 게 각심된 나라에 합심된 나라 인민이 들어와 무슨 일을 하려든지 하면 무슨 거리

낄 것이 있으리요.”311

정부 안의 인들조차 자기 몸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 한의

인구가 천2백만이 있는데 사람마다 모두 각심만을 갖는다.이 게 ‘각심된 나라’라면

‘합심된 나라’의 인민이 들어와 무슨 일을 하는데 거리낄 거리가 없다고 비 한다.

이 시기 각심으로 분열된 상황에 해서 최정운은 ‘홉스식의 자연상태’에 비유한 바

있다.312이를테면 회란 홉스식의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한 합심의 실천으로 제시

되고 있었던 것이다.이목구비와 수족,마음에 한 신체의 유비는 ‘자연상태’를 극

복하고 국가라는 하나의 신체를 만들기 한 은유 다.조선에서 사회 인 것의 부

재에 해서는 서재필이 연설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오늘날 회라 하는 의를 강 말하겠는데,우선 이 회의 규칙을 보건 당장에 헌화들을 하

여 남의 연설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남이 연설도 못하게 하니 무슨 주견인지 알 수 없으나

범 한 인민이 언제 회라 하는 것을 하여 보았으리요.이 에 회라 하는 것은 편 하는

회나 아자 걸음으로 향음주례 하는 회뿐이라. 회라 하는 것은 정부나 사회 상이나 제

일 요긴한 것이요,학문상과 지혜와 생각과 의견과 경제상에 가장 유조한 것이라.배재학당

에 성회와 독립 에 토론회가 크게 아름다우며 충청남도 공주 수 성하에 독립 회가

한 극히 좋은 일이더라.”313

서재필은 그동안 조선에서 회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한다.남의 연설도 듣

지 아니할 뿐 아니라 듣지도 하지도 못하게 하는 모양을 비 하며, 한 인민에게

회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한다.314이 에 회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단

지 편을 갈라 싸움이나 하는 회나 술이나 마시는 회뿐이었다는 것이다.그러나 회

311‘각심’과 ‘일심’의 조는『독립신문』1897년 11월 9일자 논설에서도 나타난다.

312최정운은『한국인의 탄생』에서 이 시기를 ‘홉스 자연상태’로 분석하고 있다.최정운,『한국인

의 탄생:시 와 결한 근 한국인의 진화』(서울:미지북스,2013)3장 참조.장지연,「團體然後

民族可保」,『 한자강회월보』제5호,1906년 11월.조선의 다섯가지 병의 원인으로 당 의 고질,

시기,질투의 악벽,의뢰의 결은,나태의 고증,국가 사상이 없는 것을 꼽고 있다.

313『독립신문』1898년 2월 19일.

314토론과 연설을 통한 수평 성격의 구조에 해서는 신지 ,『부재의 시 :근 계몽기 식민

지기 조선의 연설,좌담회』(서울:소명출 ,2012),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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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나 사회에서 제일 요긴한 것으로,학문과 지혜뿐 아니라 경제상에 가장 필

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필자는 갑오 이후 비로소 정부에 회가 생겨 진보하더니 요사이에는 회

라 하는 이름은 도로 간 데가 없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신을 만나 방에 들어가 귀에 고 은근히 ‘사사로이’의론할 뿐이고,다른 신들

에게는 이름 에 도장만 으라 하니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무슨 일이든지 따르기만 할 뿐이 되었다는 것이다.이처럼 각자 만 사람의 마

음이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 노론과 소론으로,일당이니 청당으로 나 어

한당은 하나 없이 사사로운 욕심들만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독립 회에서 회의 목 은 상하귀천을 동등하게 여겨 차등없이 하고,일

심으로 ‘애국’이라는 자를 새겨 나라를 해 죽음을 각오하는 것으로 상정된다.이

처럼 일심의 강조는 앞서 본 메이로쿠샤와는 달리 이견을 수용하는 수평 신체라

기보다 통 인 한 마음,한 뜻을 강조하는 논의에 기반한다.그들이 가야 할 목표

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이 목표를 따라 한길로 달려가게 하는 계몽의 신체,애국

의 한 몸에 가깝다.조선에서 이 집합체로서의 사회는 국가와 인민을 연결하는 결

사체로서 출 한다.앞서 후쿠자와에게 보 던 국가를 제어하기 한 수평 계

는 보이지 않는다.물론 백성과 인민의 계를 수평 인 것으로 악하는 발상이

아 없었던 것은 아니다.후쿠자와의 내자와 외양 논의와 흡사한 ‘반 의 공력’이

강조되는 역시 발견된다.개화하는 나라일수록 시비하는 공론이 많으니, 국이

그 분명한 라는 것이다.『독립신문』의 이 에서는 이를 몸의 질병에 비유한다.

음식이 체하면 몸이 아 고 기가 고루 통하지 못해 사지가 잔약하게 된다.이때

약을 써서 체한 물건을 씻어버리고 난 후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보제를 써서 몸의 원

기를 회복시킨다.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몸에 병

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픔과 잔약함을 낫게 하는 것,즉 불평하는 문제의 본질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지 불평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반 하는 논의가

개화한 나라일수록 시비하는 공론이 많고 시비가 많을수록 개화가 잘된다는 이러한

발상 속에서 정치란 ‘반 의 공력’임이 강조된다.315

이 은 1898년 고종이 만민공동회 의 조칙을 내린 것에 해 반 하기

해 쓰여졌다.정부는 의회 개설 약속을 기하고 17명의 독립 회 간부를 체포하

고,조칙을 내려 ‘회’란 이름을 가진 모든 모임을 하라고 명령했다.아직 정부와

인민 사이의 수평 계라는 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회라는 것을 통

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이야기된다.이를 두고 한국 최 로 사회계약이 맺어지

315『독립신문』1898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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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특히 “독립 회가 정부로부터 몇 가

지 큰 약조를 받아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 로 삼는 것이 한두 소인을 쫓는

것보다 더 큰 공업일 듯하니,그 약조할 몇 가지를 의견 로 말하노라”316라고 말한

목은 군신 간의 계약을 제로 한 것으로 이로써 사회계약이 맺어지는 본격 과

정이 시작 다고 악하는 것이다.317 그러나 여기서 정부로부터 약조를 받았다는

것이 계약론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그것이 상상

인 것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의 상호약속으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이라면 독립 회와 군주 사이의 약속을 그 발상의 범주에 넣는 것은 과도한 해

석일 수 있다.게다가 윗 에서 보듯 몸에 병이 걸렸을 때 보하는 약을 쓰는 것이

원기를 회복하기 해서인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불평 역시 나라의 제어가 아

니라 원기 회복 차원에 그치고 만다.

이는『독립신문』에서 통 인 방식의 신체,즉 정부를 머리로,백성을 사지

로 비유하는 방식을 쓰는 데서도 알 수 있다.서재필은 독립문의 석을 놓던 날 그

의의에 해서 말하며 신체 유비를 사용하고 있다.

“나라가 독립을 하려면 사람이 혼자 서는 것과 같아 다리가 튼튼하여야 몸무게를 싣고 능

히 걸어다니는 것이라.나라의 다리는 곧 백성이요 머리는 곧 정부라 머리와 다리가 서로

도와 주어야 그 몸이 튼튼하여 능히 서고 앉기를 임의를 한 터인데 만일 머리가 다리를 상

하게 한다든지 다리가 머리를 상하게 하면 그 몸이 병이 들어 운동을 못 할터인 즉 정부와

백성이 서로 해 주어야 나라가 튼튼히 되야 독립이 될 터이라.”318

다리를 백성에 정부를 머리에 비유하면서 양자가 서로 해 주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독립이 된다.다리가 튼튼해야 몸이 능히 걸어 다니듯 나라에서 백성이

요하다.정부와 백성이 서로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백성들

각자가 맡은 바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재필은 이를 독립문을 세우는 일

에 비유하여 돌맹이와 시멘트와 모래를 합쳐 그 무게를 서로 받치려면 돌맹이마다

제 직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만약 그 에 돌맹이 하나라도 제 직무를 못하면

문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인민이 사람마다 제 직무를 하여야 나라가 구히 독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319이처럼『독립신문』에서는 ‘직무’에 한 강조가 자주 나타

나고 있다.이는 신체에서의 직무에 한 강조가 보이는 것과 무 하지 않을 것이

다.

316『독립신문』1898년 8월 4일

317독립신문강독회,『독립신문 다시 읽기』(서울:푸른역사,2004),p.283.

318『독립신문』1896년 11월 24일

319『독립신문』1896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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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의원은 첫째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는 것이 의원 공부 할 때에 죽은 사람을

해부 하나 해본 일이 없은즉 어 각색 과 신경과 오장육부가 어떻게 놓 으며 그것들

이 다 무슨 직무를 하는 것인지 그 에 하나가 병이 들면 어떤 병증세가 생기는지 화학을

모른즉 약이 어 효험이 있는지 약을 쓰면 그 약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계가 되는지 모

르고 덮어놓고 약을 주며 덮어놓고 침을 주니 이것은 곧 사람을 태한 데다가 집어 넣는

것이라.정부에서 백성을 하여 의학교와 병원은 아직 못 세워 주더라도 제일 침주는 법

은 하여 불 한 목숨들이 살터이요”320

여기서도 조선 의원의 문제로 해부 지식의 부족을 지 한다.그 기 때문에

,신경과 오장육부가 어떻게 놓 는지,그것들이 무슨 직무를 하는 것인지,그

에 하나가 병에 들면 어떤 증세가 생기는지를 모른다고 비 하며 신체에서 ‘직무’

의 요성을 강조한다.이처럼 직무로서 신체 기능을 악하는 방식은 기계 역할

에 한 강조와 맞물린다.나라는 기계 같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목 이

있고 직무가 있는 것이 기계 속의 여러 톱니바퀴들과 못과 바늘들이 각각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여기서 하나라도 그 직무를 못하게 되면 시간

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병든’시계처럼 쓸데없는 물건이 된다.

“물론 어느 나라고 나라가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경개가 꼭 기계 같아서,그 안에 있는 사

람이 다 목 이 있고 직무가 있는 것이 기계 속의 각색 바퀴와 못과 강철과 바늘들이 다

각기 의 직무를 하여 그 기계가 돌아가며 기계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라.시계와 같이

나라도 그 안에 임 이 계시고 정부가 있으며 인민이 있어 각기 직무가 있는데,만일 그

에 하나라도 직무를 못할 지경이면 병든 나라가 되니,나라가 병들면 고치기가 시계 고

치느니보다 더 어려운 것이,시계는 시계 속을 아는 사람이 혼자 앉아 그 병든 것을 알아

고치지만 나라는 큰 기계라 혼자 고치기가 어려운즉 시계 고치는 데 비유할 일이 아니라.”321

시계의 비유는 니시의 상생양의 도에서도 나오듯 직무를 심으로 하는 새로

운 수평 계를 그린다.이제 임 도 정부도 하나의 시계의 부품처럼 여겨진다.

물론 시계와 달리 나라의 병은 고치기가 어려운 역시 지 된다.이는 병든 자가

고치기를 반 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 밖에서 그 병을 이용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

다.신체를 기계 인 직무를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악하며 이를 두뇌의 역할의

강조로 연결하는 도 보인다.사람의 몸에 이목구비와 사지, 소장과 골과 여러

장부들은 다 까닭이 있고 이치가 있어 하나라도 없어서는 살 수 없으니 이 몸에 딸

린 여러 ‘기계’가 각자 자기 직무를 하고 서로 도와주어 그 맡은 바 직무를 정해 놓

은 로 시행 하는 것이 병에 들지 않는 조건이다.여기서 특히 골이 강조되는데

골에서 생각한 것을 따라 각 기 이 직무를 행하기 때문이다.

320『독립신문』1896년 12월 1일

321『독립신문』1898년 3월 3일자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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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뚱이에 있는 각색 기계들이 골에게 매여 있으며 골에 하여 할 직무와 장정과

규칙과 의리가 다 있으며 골이 다른 기계들을 하여 할 직무와 의리가 있으며 기계끼

리 서로 할 직무와 장정과 도리와 인정과 의리가 있는지라.나라라 하는 것이 사람의 몸뚱

이 생긴 것과 같이 생겨 정부는 골인데 정부의 직무는 무엇인고 하니 아무쪼록 옳은 생

각을 하여 그 에 딸린 인민들이 아무쪼록 직무와 도리를 하며 상하고 해롭지 않게 보호

를 하여 주는 것이요,인민은 곧 이목구비와 사지라 정부의 명령 로 시행하여 국이 흥

왕하고 각색 장정 규칙이 서도록 하는 것이며, 희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구완 하여

병이 아니 나도록 하여 주는 것이 의리상과 도리 상에 마땅한 것이며 인정에 떳떳한 일이

라.만일 왼손이 오른손하고 싸운다든지 왼손이 왼손을 구완 아니 하여 다든지 발이 손

을 찬다든지 손이 다리를 꼬집는다든지 이가 손가락을 깨문다든지 손가락이 을 른 다

든지 할 지경이면 그 해를 당한 기계만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해가 신에 있으니 곧

제게 해가 있는 것이라”322

나라도 이와 같이 정부가 이목구비와 사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못된 데로 들

어가게 한다든지 이목구비와 사지가 정부를 생각지 않고 명령도 시행하지 않고 골

을 때린다든지 상하게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서로 해가 있게 하며 서로

참소하고,서로 속이고,서로 도 질하며,서로 꼬집으며,서로 를 지경이면 그 몸

이 병이 들어 약하게 된다.그 게 되면 결국 여러 나라가 와서 그 ‘ 국 몸뚱이’를

찢어 육시를 할 터이니 다리는 한 나라가,다른 발은 다른 나라가,팔과 머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 된다.따라서 골에 속한 사람이나 이목구비와 사지에 속한

사람이나 다 자기의 맡은 도리와 인정과 직무를 생각해 조선 국이 성하도록 자신

의 도리를 하고 인민들이 서로 돕고 보호 하여주기를 팔이 다리를 도와주며 왼손이

오른손을 도와주듯 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짓는다.323여기서 정부는 머리의 역할

을 하고,백성들은 이목구비와 사지의 역할을 한다.이 둘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며

둘은 하나의 몸으로서 체를 해야 남에게 당하지 않는다.이는 국민의 책임을

강조하기 해서 국가라는 큰 몸으로서 국민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계몽시키기

한 논리 다.

이처럼『독립신문』에 등장하는 정부와 인민의 계는 하나의 신체로서 악

되는 유기체 발상 에 놓여 있다.사회 인 것이 등장하기에 정부와 인민의

계가 아직 충분히 결합되지 않았다고 단한 것일 수 있다.메이로쿠샤가 자발 ,

자율 ,독립 조직으로서 사회 인 것을 기획했다면 독립 회는 국가 인 것을

달성하기 한 도구로서 기획되고 있다.조선의 계몽기 지식인들은 아직 조건을 갖

추지 않은 개명인민을 ‘국민’으로 호명하고 국가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과정이

322『독립신문』1897년 8월 3일자 논설.

323『독립신문』1897년 8월 3일자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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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러나 호명은 되었으나 국민을 채울 구체 인 내용과 형식은 여 히 불분명

했다.우선 ‘국민’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 낼 집합체,즉 ‘사회’가 창출되어야 했고

이를 하나의 몸으로 묶어내는 것이 선무 다.당시 ‘회’라 불리는 결사체들은 이처

럼 지식인들의 호출 하에 국가 재건의 과제를 수행할 인민의 집합체로서 등장한

다.324

324송호근,『시민의 탄생-조선의 근 와 공론장의 지각변동』(서울:민음사,2013),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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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으로서 사회와 유기체로서 사회

(1)루소의 사회계약론 수용:심장과 머리

심복(心腹)과 기 (氣血)의 유비

앞서 일본에서 사회를 ‘상생양의 도’나 ‘교제’라는 단어들로 사회를 번역하면

서 사회 인 것을 어떻게 상상했는가 일단을 살펴보았다. 한 시민사회 개념이

라 할 수 있는 후쿠자와의 안과 밖의 균형으로서 정부-인민 계를 보았다.그 다

면 하나 사회 인 것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사회계약론 발상일 것이다.복수

의 인간들 사이의 주체 인 결단 행 를 통해 사회를 맺어간다는 발상이야말로 사

회 인 것에서 핵심 이다.이러한 사고가 동아시아에 유입된 것은 언제일까?연구

자들은 후쿠자와의『학문의 권장』에서 이미 사회계약론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고 말한다.325그가 국민이라는 자는 한 사람의 몸에 두 가지의 임무가 있다고 말하

는 목이다.그 하나는 “정부 아래 서는 일인(一人)의 민(民)이 된 입장에서 하는 것

으로,바로 손님의 (積)”이며,두 번째는 “국 (國中)의 인민의 합의로 일국이라는

이름의 ‘회사( 社)’를 결성하고 사(社)의 법을 세워 실시하는 것으로,바로 주인의

(積)”이라고 주장한다.이어 “정부라는 것은 인민의 ‘ 임’을 받아 그 약속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을 들어 사회계약론 발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326

후쿠자와가『학문의 권장』에서 국민이 정부에 따르는 것은 정부가 만든 법에 따르

는 것이 아니라,스스로 만든 법에 따르는 것이며 국민이 법을 하는 것은 정부가

만든 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법을 하는 것이라는 발상과도 이어지

는 목이라 하겠다.327

이는 웨일란드의 개인주의와 사회계약론의 향을 받은 것이었다.328‘손님’과

‘주인’이라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인민이란 웨일란드의 TheElementsofMoral

Science의 “thedutiesofacitizenareoftwokinds:first,asanindividual;and,second,asa

memberofsociety”에 응되는 부분이다.그러나 이어지는 목을 보면 웨일란드가

말하는 society는 계약론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즉 이때의 사회는 어떤 목 하에

325丸山真男,『丸山真男集』,5卷 (東京:岩波書店,2003),p.213;大久保健晴,「明治初期日本におけ

る社会契約批判の諸 説」,『政治思想学会会報』第32号 (2011)

326福沢諭吉(1978),p.63.

327福沢諭吉(1978),p.55

328大久保健晴(2011),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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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지를 가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자발 계약으로 이 진 결사체인 civilsociety

라는 극 인 개념은 아니었다.특정 목 을 해 의지 으로 참가하거나 이탈하

는 것이 불가능한,사람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 보호를 받고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담당한다는 의미에 가까웠다.따라서 웨일란드가 시민의 의무를 개인 인 것과 사

회의 구성원으로 나 것은 후쿠자와의 번역처럼 사회계약상의 이 의미인 객체

로서의 ‘손님’과 주체로서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수동 의무와 능동 의무를 나 것에 지나지 않았다.329

그러나 후쿠자와는 이 문장에 이어 원문에는 없는 비유를 삽입한다.1백 명의

시민이 하나의 상사(商社)를 설립해 의를 한 후 상사의 규칙을 결정하는 일을 상

정해 국가를 상사로 인민을 사원으로 비유하는 것이다.따라서 1백 명 원은 상사

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사원이라는 것이다.330일국의 모든 인민이 정(政)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를 세워 국정을 맡긴다.이때 정부는 인민의 리인[名代人]이자 사

(社中)의 임을 받은 지배인(支配人)이라는 논리 속에서 계약론 사고로 사유하고

있다.이처럼 후쿠자와는 웨일란드의 society를 계약론 발상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정부와 약속해 정령의 권한을 정부에 임한 이상 리인으로

설정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일에 해서는 국민은 조 도 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심지어 정부의 정과 계없는 사람은 결코 군 나 조약문제에 해 의견

을 교환하며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한다.331따라서 후쿠자와에게 사회에

한 발상은 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해당하지만 이러한 임이 사

회 ‘유 의 공공성’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 역의 공공성’에 그치고 만다는 에서

엄격히 말하자면 사회계약론 발상과 완 히 부합한다고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332

후쿠자와에게 계약론 사고가 존재했는지,혹은 그것이 서양과 어떻게 달랐

는지 단언하기는 힘들다.분명한 것은 근 메이지 지식인에게 계약론 발상이

보인다는 이고,이러한 계약론 사고 속에서 신체유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

다.이를 통해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의 사회계약론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계약론의 사고가 본격 으로 유입된 것은 루소의 논의가 소개되면서부터

329松田宏一郎(2008),pp.118∼119.

330福沢諭吉(1978),pp.63∼64.

331이에 해서는 福沢諭吉(1978)7편,9편 등 논의 참조.

332미조구치 유조는 후쿠자와의 이러한 이해의 기 에는 ‘오오야 (公)’와 ‘와타쿠시(私)’간의 역

분담이라는 통 인 통념이 가로놓여 있다고 지 한다.그는 일본에서 오오야 란 와타쿠시와 와

타쿠시가 모이는 결과로 완성되는 공동성이 아니라 먼 공동의 장으로 사 에 설정된 오오야

의 역이 존재함을 지 ,이를 사회계약 ‘유 의 공공성’과는 구별해 ‘역의 공동성’이라고 해석

한다.미조구치 유조,고희탁 역,『한 단어 사 공사(公私)』(서울:푸른 역사,2013),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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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가령 쓰다 마미치가『태서국법론』(1868)에서 주권의 유래에 해 다섯 가지를

소개하며 그 하나로 계약설을 언 한다.“주권의 본원을 서약(誓約)에서 나온다고

한다.이르길 옛날에 일 이 국인(國人)이 회의( 議)해서 나라를 세워,한 사람(一人)

을 받들어 군주로 삼아 백사(百事)그 명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 으로 맹약을 세우

거나 혹은 그 지 않더라도 암묵 으로 그 뜻을 일치”시켰다.이를 합동서약(合同誓

約) 는 신복맹약(臣服盟約)이라 소개한 것이다.333 한 니시 아마네는「백학연환」

(1871)강의에서 ‘입약 군론(立約爲君論)’으로 번역 소개하며 “무릇 정부라는 것은 국

민이 서로 약속을 다해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으로,달리 군주인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의”334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계약론에 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소

개가 되고 있었지만 기의 이해에서 바디폴리틱에 한 사고까지 구체 으로 드러

나지는 않는다.

루소의 논의가 부분 으로 소개되었던 은 있지만 사회계약론에 한 본격

인 소개는 역시 나카에 조민의『사회계약론(Du Contractsocial)』번역부터 다고

볼 수 있다.335메이지 시기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총 네 번 번역되었다.나카에 조민

이 랑스 유학에서 돌아온 후 바로 2권 6장까지 번역했지만 재는 2권밖에 남아

있지 않은『민약론(民約論)』(1874)이 첫 번째 번역이다.그러나 이는 메이지정부에

의해 출 지 처분을 당해 정식으로 간행되지는 못했다.『민약론』이 나온 지 8년

후 조민은 사회계약론을 한역의 형태로 번역한『민약역해(民約訳解)』(1882)를 간행했

다.336그 사이에 최 의 완역본으로 하토리 도쿠(服部徳)의『민약론(民約論)』(1877)이

있고,『민약역해』의 1년 뒤에 하라다 센(原田潜)이 번역한『민약론복의(民約論覆義)』

(1883)가 있다.그러나 하토리 도쿠의『민약론』과 하라다 센의『민약론복의』에

해서는 루소의 논리를 제 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역 역시 많다고 지 된

다.337

333『明治文化全集』,9卷「法律編」(東京:日本評論社,1992),p.72.

334西周,「百學連環」,大久保利謙 編,『西周全集』第4卷 (東京:宗高書房,1981),p.179.

335조민의『민약론』과『민약역해』는 2부 6장까지만 번역되었는데 그 이유에 해서는 山田博雄,

『中江兆民飜譯の思想』(東京:慶應義塾大學出版 ,2009),pp.26∼28.

336이 둘의 차이에 해서는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민약론의 출 후 사상의 심화와 다른

이들과의 논쟁을 거친 수정의 결과 다.‘역해(譯解)’라는 이름으로 ‘해(解)’라는 것을 붙인 이유

다.山田博雄(2009),p.3.

337일본에서의 사회계약론 수용에 해서 狹間直樹,「中江兆民『民約訳解』の歴史的意義について-

「近代東アジア文明圈」形成史：思想篇」,石川禎浩,狹間直樹 編,『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翻訳概念

の展開』(京都: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2013),pp.7∼11.메이지시기『사회계약론』번역의 비교검

토에 해서는 井田進也,「明治初期『民約論』諸訳の比 検討」,『兆民をひらく兆民をひらく:明治

近代の<夢>を求めて』(東京:光芒社,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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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연구자인 JudithN.Shklar는 모든 정치사상은 ‘은유의 문제’라고 말하며

특히 루소 이론에서 바디폴리틱의 요성을 강조한다.그녀는 사람들 간의 계의

연속 인 복잡성은 이미지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상상되거나 느껴질 수 없으며,그

런 에서 루소에게 의인화(personification)란 장식이나 묘사 차원이 아니라 그의 정

치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338

주지하듯 루소의 핵심 논제 던 사회계약은 “각자가 그 신체와 힘을 다 함께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하에 맡기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체가 각자를 체의 불가

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것이었다.이때 각자가 ‘ 체로서 불가분 인 신체’를 이

룬다는 것이 루소 사상의 핵심이었다.이때 집합 신체란 개별 신체들의 단순한

양 ‘집합(agrégation)’이 아니라 질 환을 이루어 ‘연합(association)’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체의지와 일반의지의 차이다.339

그 다면 ‘동양의 루소’라 불리는 나카에 조민은 루소의 바디폴리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민약역해(民約譯解)』(1882)에서 나카에 조민은 민약을 “그 요를 들어 말

하면,‘사람들이 스스로 그 몸과 그 힘을 용(衆用)에 제공하고 이를 다스림에 의

(衆意)의 같은 바[同然]로서 한다’는 것”340이라 말한다. 용(衆用)과 의(衆意)와 같은

통 표 으로 루소의 사회계약 발상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어 조

민은 민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한다.

“민약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에 땅[地]이 변하여 나라[邦]가 되고 인(人)이 변하여 민(民)이

된다.민이란 의(衆意)가 서로 결합되어 몸을 이루는 것[成體]이다.이 몸은 의원(議院)을 심

복(心腹)으로 삼고 율례(律例)를 기 (氣血)로 삼아 그 의사를 펼치는 것이다.이 몸은 자신의

형태가 없으므로[不自有形] 신(衆身)을 형태로 삼고 자신의 의사가 없으므로[不自有意] 의

(衆意)를 의사로 삼는다.이 신체를 옛사람은 ‘국(國)’이라 했고 지 은 이를 칭해 ‘ (官)’이라

이른다. 이란 것은 직무[群職]를 재정하고 처리하는 것[裁理]을 이른다. (衆)과의 계[往

復]로 말하면 ‘ ’이 되고,법령[令]을 내는 것으로 말하면 ‘군(君)’이 되고,타국의 사람[他人]이

칭한다면 ‘방(邦)’이 되고,그 을 합해 가리키면 ‘민(民)’이 되고,율례(律例)를 논의하는 자를

칭하면 ‘사(士)’가 되고,그 법령에 따르는 자를 칭하면 ‘신(臣)’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 같

은 호칭은 상호 통용되며 반드시 분별되는 것은 아니다.그 본의를 살펴 마땅히 이 게 부

를 수 있을 뿐이다”341

338JudithN.Shklar,MenAndCitizens:A StudyofRousseau’sSocialTheory(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1969),pp.165∼166.

339Rousseau,1963,DuContratSocial(Paris:GFFlammarion,2001)1권 5장.p.58.이하 사회

계약론 번역은 루소,김 역,『사회계약론』(서울:펭귄클래식코리아,2015);루소,이환 역,『사

회계약론 는 정치법 원리』(서울:서울 학교 출 부,1999);루소,최 역,『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서울:집문당,1993)등의 번역을 참고하 음.

340中江兆民,『中江兆民全集』第1巻 (東京:岩波書店,1983),p.92.

341中江兆民(1983),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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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에 띄는 것은 땅과 나라,인(人)과 민(民)을 구별하고 있다는 이다.

즉 이 에 주어진 조건으로 존재했던 ‘땅과 사람’이 ‘민약’이 이 짐에 따라 ‘나라[邦]

와 민’으로 변한다는 것이다.이때 민은 “ 의(衆意)가 서로 결합되어 몸을 이룬다[成

體]”고 번역하고 있다.민약에 의해 하나의 ‘집합 신체’가 탄생하는 발상을 볼 수

있는데 ‘이 몸은 자신의 형태가 없으므로 신(衆身)으로 형태를 삼고 자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의(衆意)로 의사를 삼는다’.이 부분을 루소의 에서 살펴보면 “이 결사

행 가 이 짐으로써 각 계약 당사자의 개별 인격이 변해 이 행 는 일개의 무형

의(정신 인)집합체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이 집합체는 이를 설립하는 집회의 투

표수와 같은 수의 구성분자에 의해 만들어져 바로 이 동일한 행 로부터 그의 통일

과 그의 공동의 자아,그의 생명과 그의 의지를 받아들인다”로 되어 있다.이는 루

소에게 사회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집합 개념이란 단순히 양 ,물리 변화가 아니

라 질 ,화학 변화를 의미함을 보여 다.루소는 체의지와 일반의지를 구별하

며,일반의지를 통해 개별 인격이 결사행 를 함으로써 공동의 자아를 갖는 ‘정신

이고 집합 인 신체(corpsmoraletcollectif)’를 이룬다고 표 한 것이다.342 조민은

이를 민약을 통해 의(衆意)로서 서로 결합해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양 집합인

인(人)이 질 연합인 민(民)으로 변한다고 표 한다.

이와 같은 질 변환을 겪어 탄생한 집합 신체는 다양하게 표 된다.즉

“공 인격(personnepublique)이 에는 도시국가(Cité)라고 불렸는데,지 은 공화국

(République) 는 정치체(corpspolitique)로 불린다.그것은 수동 일 때에는 구성원

들에 의해 국가라고 불리며,능동 일 때는 주권자(Souverain)라고 불린다. 한 그와

유사한 것들과 비교될 때에는 권력(Puissance)이라고 불린다.그 구성원들은 집합 으

로 인민(peuple)이라는 이름을 가지며,개인 으로는 주권 참여자로서 시민(Cityons)이

라 불리며,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자로서 신민(Sujets)이라 불린다.”조민은 이 목

을 번역하며 도시국가를 ‘국(國)’,공화국 는 정치체를 ‘ (官)’,주권자를 ‘군(君)’,인

민 혹은 시민을 ‘민(民)’,신민을 ‘신(臣)’으로 매칭했던 것이다.343

그런데 여기서 에 띄는 은 루소의 원문에 없었던 신체은유,즉 의원과

342이는 루소는 단순한 집합(agrégation)과 연합(association)을 구별하고 있는데,조민 역시 이를

력[ ]에 의해 무리[衆]을 제어하는 ‘종락(種落)’과 법에 의해 나라[國]를 다스리는 ‘방국(邦國)’으

로 구별해 번역하고 있는 에서도 나타난다.

343여기서 조민이 “이 신체를 옛사람[昔人]은 ‘국(國)’이라 했고 지 은 이를 칭해 ‘(官)’이라 이

른다”라고 번역할 때 정치체(corpspolitique)를 번역한 ‘’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여기서

조민은 에 해 설명을 달아 “직무[群職]를 재정하고 처리하는 것[裁理]”을 이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신체에서 오 (五官),즉 이목구비심(耳目口鼻心)을 인체의 오 이라고 하는 것과 같

이,각각 다루는 바의 직무가 있음에 응시킨다.이 역시 신체정치와 련 있을지 모른다.狹間直

樹(2013),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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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각각 ‘심복(心腹)’과 ‘기 (氣血)’로 비유하는 목이 등장한다는 이다.이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논리가 기본 으로 바디폴리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조민

은 이러한 루소 이해 속에서 신체의 비유를 집어넣은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루소

의 원문은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별 인격 신에 이 결사 행 는 투표권을 가지

는 구성원의 수 만큼의 멤버로 구성된 정신 ·집합 인 몸을 만들어낸다.여기에 통

일성,공동의 자아,생명과 의사가 부여된다”344인데,여기서 조민은 그 공동체에 부

여되는 것으로 서술한 ‘통일성,공동의 자아,생명과 의사(sonunité,sonmoi-commun,

savieetsavolonté)’에 한 번역을 생략한다.그 신에 삽입한 것이 의의 결합으

로 몸을 이룬 “‘민(民)’이란..몸은 의원(議院)을 심복으로 삼고 율례(律例)를 기 로 삼

아 그 의사를 펼친다”는 신체은유이다.

그 다면 이때 신체의 유비는 루소의 사상과 얼마나 통하는가 혹은 통

신체 유비와 얼마나 다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민은 왜 굳이 원문에는 없는 ‘심

복과 기 ’이라는 유비를 삽입한 것일까?의원(議院)을 심복(心腹)으로 비유한 것은

통 논리에서 군주를 보좌하는 역할로 심복과 고굉(股肱)이 등장하는 가 있었

음을 생각하면 의회를 신하의 자리에 바꿔 넣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법

령을 기 (氣血)에 비유한 것은 통 인 논의 속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특

이한 발상이다.이에 해 기존연구에서는 루소의 추상 인 공동체론을 조민이 구

체 인 국회개설과 헌법제정의 원리로 바꾸어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루소

의 계약론의 본질과 별도로 조민은 국회개설과 헌법제정을 목 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 루소의 논의를 자기 식으로 끌어왔다는 것이다.345이 주장은 조민

이 처한 당 의 컨텍스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해 보인다.그가 운 하던 불학숙이

정치가를 길러낼 것을 기치로 삼았고,그 불학숙에서 발행한 잡지인『정리총담』은

1회에 랑스 인권선언을,2회부터『민약역해』를 싣고 있다.즉『민약역해』는 단

순히 교육용만이 아니라 지극히 실 정치 인 목 을 가진 텍스트 다.이는 당시

국회 개설을 둘러싸고 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한 실

의도 속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원용되고 있었음을 말해 다.그러나 실 맥

락 이해와 더불어 사상의 내재 차이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이러한 논의는

왜 하필 신체유비가 등장했는지,왜 다른 것이 아닌 ‘심복’과 ‘기 ’로 이를 비유했는

지에 해서까지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44A l'instant,aulieudelapersonneparticulieredechaquecontractant,cetacted'association

produituncorpsmoral& collectif,composed'autantdemembresquel'assembléeàdevoix;

lequelrecoitdecemêmeactesonunité,sonmoi-commun,savieandlavolonté.

345 이 안,「中江兆民『民約譯解』의 번역과 정치사상」,한국일본사상사학회,『일본사상』20호

(2012),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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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은 루소의 다른 텍스트에서 그가 사용하는 신체유비를 참조했을 가능성

이 있다.『사회계약론』(1762)이 에 쓴『정치경제론』(1755)에서 루소는 신체에

한 유비가 많은 에서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한 비교라는 단서

를 달면서 인간의 신체와 정치체의 기능을 유비하고 있다.

“정치체는 개체로서 보자면 인간의 것과 유사하게 유기체 인,살아있는 신체로 여겨질 수

있다.주권은 머리를 나타낸다.법률과 습은 두뇌이다.이는 신경의 근원으로,오성,의지

감각의 추이다. 사나 법 은 그 기 이다.상업,공업 그리고 농업은 입과 장으로,

체의 생존을 비한다.공공 재정은 액이고, 명한 경제는 심장의 역할을 하면서 액

을 운반해 신체 체에 양분과 생명력을 공 해 다.시민은 신체의 손과 발로서,신체라

는 기계를 움직이게 하고,살아가게 하고,작동하도록 한다.”346

여기서 루소는 정치체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며,주권을 머리,법률과 습

을 두뇌,상공농업 등의 산업을 입과 장에 비유한다. 한 재정을 액에,경제를

심장에 비유하며 액을 순환시켜 정치체 체에 양분과 생명력을 공 하는 것으

로 상정한다.인민들은 신체라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손발로 비유되는데 이는 머리

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이에서 알 수 있듯이 루소는 의회를 심장으로,법률을

액으로 비유하고 있지는 않다.경제와 재정을 심장과 액의 자리에 넣는 에서

조민의 앞선 인용문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보다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사회계약론』3부 11장「정치체의 죽음

에 하여(Delamortducorpspolitique)」에서는 입법권을 국가의 심장으로,집행권을

두뇌로 유비한다.347

“정치체의 생명의 본원은 주권(l’authoritésouveraine)에 있다.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집행

권은 온몸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두뇌가 마비되어도 그 생명은 존속한다.그러나 심장

이 고동을 정지하면 동물은 곧 죽는다.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권(lepouvoirlégislatif)에 의해 존속하는 것이다.어제의 법률은 오늘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

다.”348

여기서 루소는 정치체의 생명을 주권이라 악하고,그 핵심인 입법권을 심

장에,집행권을 두뇌에 비유해 설명한다.349조민이 의회를 심복에,루소가 입법권을

심장에 비유한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집행권을 두뇌로 언 한 루소와 달리 조

346Rousseau,AlanPittered.,“DiscourseonPoliticalEconomy,”Rousseau’sPoliticalWritings

(New York:W.W.Norton&Company,1998),p.61.

347앞서 밝힌 로 조민의『민약론』과『민약역해』는 2권까지만 번역되어 해당부분은 번역되지

않았다.

348Rousseau(1963),p.128.

349Rousseau(1998),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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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이에 한 언 없이 법률을 기 로서 유비하고만 있다.원래 루소가 이 신체

유비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주권이 집행권보다 입법권에 있음을 강조하기

해서 다. 세 신체유비에서 왕을 머리에 치시켜 그 권력을 시하는 방법

으로 은유가 사용되었다면 루소에게는 입법권이 그 자리를 체한다.그리고 이 주

권이 신에 액을 보내주는 심장,혹은 신에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액으로 체된다.350이는 루소의 신체유비와 기존의 사상가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요한 논리다.그러나 조민에게서 집행권과 입법권의 립 속에서 입법권을 보다

근원 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당시의 상황에서 집행권 보다 입법권

을 우 에 두는 발상은 불가능하거나 이를 정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근해야 한다

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나 주의해야 할 은 루소는 여기서 ‘법’과 ‘입법권’을 구별하고 있다는

이다.그는 국가가 존속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하는 힘’에 의한 것

임을 강조한다.어제의 법은 오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에서 보듯 이 입법하

는 힘이야말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심장에 비유된다.이 논리에 따르면 법은

액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입법하는 힘(심장)은 새로운 법( 액)을 만들어내는

근원 힘이기 때문이다.그 게 보자면 비록 루소에게 액의 언 은 없지만,

앞서본『정치경제론』에서 재정을 액에 비유한 바 있지만 심복(심장)을 의원(입법

권)으로,기 ( 액)을 법령(법)으로 비유했던 조민이 루소의 논리 속에서 이를 집어

넣은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은 루소에게 이러한 유비는 어

떤 신체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이다.그리고 조민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

고 있었는가라는 이다.이를 통해 조민과 루소의 비유에서의 차이와 공통 에

해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자.

루소의 심장과 조민의 심복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野川容孝)는 루소와 의학자 비샤(XavierBichat,1771-1802)

와 피르호(RudolfVirchow,1821-1902)의 논리 유사성을 지 한다.즉 특수의지의 단

순한 총화에 지나지 않는 체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의지에 의해서 진실로

분할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었을 때 정치 신체가 된다고 한 루소의 논리는 생명

을 죽음에 항하는 제기 의 ‘집합체’로 정의한 비샤와,그 연장선상에서 생명을 분

350 세에서도 액에 한 은유가 등장한다.가령 NicholasofCusa는 성령(holyspirit)에 의해

고양된 의회(councils)에서 만들어진 교회법이 교회의 구석구석까지 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체 유비를 사용한다.이는 17세기까지 의학사에서 권 를 갖고 있던 갈 (Galen)의 논의

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액이 온몸의 동맥을 통해 양분을 제공하듯이 교회법을 통해 성이

교회의 체(wholebody)에 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Takashi(2008),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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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불가능한 ‘개체’로 악한 피르호의 논리와 그 구도가 크게 겹친다는 것이다. 한

비샤는 ‘유기 생명’의 심기 인 심장과 폐를 ‘동물 생명’의 심기 인 뇌보다

더 근원 인 것으로 뇌의 죽음이 아니라 심장의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본다는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다.351

그러나 이는 루소와 비샤의 공통 이라기보다 차라리 루소와 하비(William

Harvey,1578-1657)의 공통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비샤나 피르호는 루

소 이후의 의학자들로 심장에 한 강조는 이미 루소 이 의 하비에게도 보이기 때

문이다.오히려 비샤는 심장의 추 역할에 해 부정 이기까지 했다.352그런

에서 하비의 논의와의 공통 을 살펴보아야 한다.하비는 액의 순환체계를 발견

한 인물로 의학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인물이다.그의 발견으로 의학사에서 갈 노

스 이래 1400년 동안 이어져온 세 세계 의 지배가 끝난다.하비는 1628년『동물

의 심장과 액의 운동에 한 해부학 연구』헌사와 서문에서 “해부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책이 아니라 실제 해부를 통하는 것이,철학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

의 구조를 통하는 것이 더 요”하다고 강조하며,갈 노스의 학설을 비 한다.기

존에는 액이란 간에서 만들어져 온몸으로 보내져 소진될 뿐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었다.그러나 하비는 심장의 수축을 통해 액이 닫 진 고리 안에서

순환함을 밝 냈던 것이다.이러한 그의 발견은 17세기 과학의 가장 요한 사건

하나로 평가된다.353이는 두뇌 심의 모델에서 심장 심의 모델이라는 코페르

니쿠스 환이었다.

“아리스토텔 스가 공기와 비는 하늘의 물체들의 순환운동을 본받는다고 한 것과 마찬가

지로,이 운동도 순환 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젖은 지는 태양에 의해 덥 지면 증

발하고, 로 올라간 증기는 농축되어서 비의 형태로 내려와 다시 땅을 신다.이런 순서

로 생물은 세 를 승하며 같은 방식으로 폭풍우와 다른 기 상들도 순환운동 태

양의 가까워짐과 멀어짐에 따라 생겨난다.따라서 틀림없이 같은 일이 인체 내에서는 피의

351 野川容孝,『身体／生命』(東京:岩波書店,2000),pp.72∼76.

352 랑스 명으로 왕권이 상실된 후,“이 장기가 크고 작은 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유일한 추

진력이라거나 .. 의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통해 여러 가지 피부 발진과 분비,발산 등을 일

으킨다는 생각을 잠시 멈추어보자...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계론자들은 심장의 운동범 를 극단

으로 확 해놓고는 여기에 의거하여 논의를 펼친다”며 심장의 추 역할을 부정한다.운슐트

(2000),pp.329∼330.

353하비 이 까지 세 시 를 지배했던 갈 노스의 의견 로라면 정맥류는 신체 각 기 에 양

을 공 하는 과정에서,동맥류는 신체 각 기 에 생기를 공 하는 과정에서 소멸되어야 했다.하지

만 하비는 실험을 통해 심장 박동 순간의 액 출력량을 수분 동안 합산한 결과 체 의 몇 배가

넘음을 발견했다.이는 동맥에서 흘러나온 액의 부분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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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해 일어나지 않을까?인체의 여러 부분들이 더 따뜻하고 완 하며 증기 이고

인,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양분도 지닌 피에 의해 양을 공 받고 보존되며 더욱 활

성화된다.반면에 피는 이런 부분들과 해서 차가와지고 응축된 후,말하자면 정력이 빠

진 후 그 주권(sovereign)인 심장으로,마치 그 근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는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돌아가서는 거기에서 그 탁월하고 완 한 상태를 회복한다.

… 결과 으로 심장은 생명의 시작이며,마치 태양을 우주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심장은 소우주의 태양이다.왜냐하면 심장이야말로 생명의 기본이며 모든 작용의 원천이기

때문이다”354

하비는 태양이 지로부터 수증기를 발생시키고,이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를

내리게 해 지구를 신다는 발상을 심장의 운동이라는 순환성과 연결시킨다.하비

에게 심장은 가장 처음부터 존재하는 기 으로 뇌나 간이 존재하기 혹은 뇌와

간이 그 형태는 갖추었다고 해도 기능을 수행하기 이 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의 내부에 액과 생명,감각,운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처럼 심장은 신체 내

부에 존재하는 생명체처럼 신체가 형성되기 이 에 이미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갖

추고 있다.따라서 신체 내의 모든 힘은 이 심장에서 기인하며,심장은 다른 모든

기 에 앞서 존재하며 다른 기 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이 된다.355

이러한 심장의 요성과 순환성이 루소의 신체유비에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

니었다.물론 하비에게 심장의 치를 차지하는 것은 군주라는 에서 루소와는 분

명한 차이가 있다.356하지만 하비가 주장하는 심장의 우 와 순환성이라는 논리는

루소에게 통 인 바디폴리틱과 비해 새로운 주권의 이해를 낳았다.여기서 그

는 집행권보다 입법권을 우 에 둠으로써 두뇌(집행권)가 마비되어도 생명(정치체)

은 존속되는 인식론 환을 이루어낸다.

흔히 자연 신체에서 머리 혹은 뇌에 특권을 부여하는 태도는 그것이 정치

신체에 용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국왕의 권력을 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

이었다.357그러나 루소는 하비의 논의에 따라 심장의 순환성을 바탕으로 해 ‘일반의

지’에 주권의 본원 자리를 내 으로써 이 계를 뒤집는다.루소의 논리상 ‘일반의

354 리엄 하비,「심장과 액의 움직임에 하여」,월터 페이겔,「하아비와 피 순환의 목 」,김

식 편,『역사속의 과학』(서울:창작과 비평사,1992).pp.138∼139에서 재인용.

355페이겔(1992),p.184.

356하비의 정치철학에 해서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57두뇌의 자리인 머리(head/caput)는 혼(사람의 생명력)을 보 하는 기 으로 몸에 한 감독

기능을 한다고 여겨져왔다.고 나 세 사회에서 이루어진 참수형(decapitation)은 머리의 힘에

한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Goff,JacquesLe,PatriciaRanum trans.“Heador

heart?Thepoliticaluseofbodymetaphorinthemiddleages,”MichelFeherwithRamona

NaddaffandNadiaTazieds.,Fragmentsforahistoryofthehumanbodypartthree(New

York:ZoneBooks,1989),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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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리는 머리 내지 뇌수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그 자리는 신

에 액을 보내주는 심장이,혹은 신에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액이,그

지 않으면 신체 체에서 구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358이제 주권은 어느 한 곳

의 치가 아니라 온몸을 순환하는 일반의지라는 생명의 구성원리 그 자체에서 구

해져야 했다.359그리고 이 신체의 죽음은 군주인 머리의 죽음이 아니라 일반의지인

심장의 죽음에 기인한다.물론 이때 심장에 한 강조가 왕당 하비의 논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심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다.루소에게 심장은 생명

의 유일한 근원성에 한 강조라기보다 온몸 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순환 원리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에게서 역시 심복과 기 을 의회와 법률로 비유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그 로 반 하고 있는 것일까.물론 조민에게서 명시 으로 심장과 머리의 계에

한 설명하는 목은 보이지 않는다.루소에게 핵심이 심장을 머리보다 우 에 두

고,이를 죽음과 련해 사유한 것이라면 조민의 유비는 이러한 논리 배경과는

상 없이 단순히 이를 옮긴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목이다.조민이 머

리와 심장의 계가 아니라 심복과 기 의 계만을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추측을

가능 한다. 한 의회의 요성이 강조된다는 에서 이들은 공통 이지만 루소

가 입법권을 심장에 비유한 것이 근본 인 법을 만드는 힘을 강조하기 한 것이라

면 조민은 입법권과 법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역시 루소의 바디폴리

틱이 기반한 신체 과는 다름을 보여 다.루소가 입법에 한 강조를 다루고 있는

『사회계약론』2부 6장 <법에 하여>라는 장에서도 정치체를 신체에 비유하며 입

법을 강조한다.“사회계약에 의해 정치체(corpspolitique)에 존재(existence)와 생명(vie)

을 부여”한 후 “입법에 의해 정치체에 활동력(mouvement)와 의지(volonté)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는 정치체를 만들고 결합시키는 그 최 의 행 는 통치

358 野川容孝(2000),p.75.

359 물론 세의 신체유비에서도 심장에 한 강조가 등장하기도 한다.의사인 Henry of

Mondeville가 썼다고 추정되는 Rexpacificus(1302)에서 사회라는 소우주는 두 개의 기 을 갖는데

머리와 심장을 갖는다.이때 교황은 머리에 해당하는데,머리에서 신경이 나오는 것처럼 구성원들

에게 참된 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선행으로 이끈다.반면 군주는 심장에 해당하는데 심장에서

액을 공 하는 정맥이 퍼져나오 듯 왕으로부터 법과 습이 나온다.여기서 자는 머리(신경)보다

심장(정맥)을 더 요시하는데 이는 왕이 교황보다 더 우월하게 되는,왕에 한 충성이 교회에

한 신앙을 앞서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심장에 한 강조보다는 머리

에 한 강조가 세 신체유비에서 일반 이며,심장으로서 군주를 이야기할 때 역시 군주와 교황

각자 상호 침범할 수 없는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그 기 에서 신경이나

정맥이 퍼져나오는(emanate)것을 강조할 뿐 순환에 해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에서 근

의미의 순환 신체와는 다르다고 하겠다.LeGoff(1989).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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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자기 보존을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360이는『민약역해』에서 다음의 부분에 해당된다.

“민약(民約)은 정(政)의 몸통(体)이요,율령은 정의 출발(発)이다.이를 인신(人身)에 비유한다면

민약은 정신(精神)과 같고,율령은 의사(意思)와 같다.정신이 있고 의사가 없으면 무 져내린

조각상과 다르지 않다.내가 이미 민약을 논해 정의 정신을 삼았다.이제 율령을 논해 정의

의사로서 술하고자 한다.”361

민약을 정치의 몸통으로,율령을 정치의 출발 으로 악하면서,이를 사람에

비유해 민약을 정신(精神)으로 율령을 의사(意思)로 비유한다.앞서 정치체에 사회계

약을 통해 존재와 생명을 부여하고 입법에 의해 활동력과 의지를 부여한다고 한 말

을 민약으로 정신을,율령으로 의사를 부여한다고 옮기고 있다.그런데 조민이『민

약역해』에 앞서 번역한『민약론』과 비교하면 그가 의도 으로 원문과 달리 독자

인 논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민약역해』에서는 보다 분명히 신체

인 비유를 써서 민약과 율령의 요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362원문에서 “통치체가

자기 보존을 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있

다고 한 부분은 두 번역에서 모두 생략되고 있지만 그 신에 정치체(corpspolitique)

를 인신(人身)으로 비유해 설명하는 부분이 명시 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민약역

해』에는 민약=정신만 있고 율령=의사가 없으면 무 져버린 조각상과 다를 바 없다

는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 율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63앞서 지 했듯이

360Rousseau(2001),p.76.

361中江兆民,『民約譯解 卷之二』,『中江兆民全集』1卷 (東京:岩波書店,1983),p.122.

362이에 해『민약역해』(1882) 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했던『민약론』(1874)에서는 다음

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첫 장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사회계약[社盟]의 조설(造設)만 논하

고 아직 그 임무를 논하지 않았다.이를 사람에 비유할 때 형체(形体)와 정신(精神)을 만드는 것과

같다.따라서 다음 장에서 법제를 논해 형체에 부여하는 운동과 의지로서 삼고자 한다.”中江兆民,

『民約論』,『中江兆民全集』1卷 (東京:岩波書店,1983),p.14.

363 岡田清鷹,「民約訳解』再 ―中江兆民と読 世界」,『CoreEthics』Vol.6.(2010),pp.87～96.

그는 한문과 카타카나의 훈독체인『민약론』(1874)과 한문체로 바 『민약역해』(1882)의 어투를

비교 민약역해가 번역어로서 한문을 이고 음독하기 쉽게 하 음을 주장한다.이는 조민이 의식

으로 독자들에게 보다 간결하게 메시지를 달하고자 한 의도 음을 지 한다.이 게 볼 때 민

약역해는 민약론보다 조민의 생각이 보다 직 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반면 하자마

나오키(狹間直樹)는 한문이 차지했던 문화 지 나 표 력과 더불어 한역이야말로 서양사상을 번

역하기 해 가장 한 수단으로 조민이 단했음을 지 하기도 한다.狹間直樹(2013),pp.11∼

32.이 안은 추가 으로 조민의 한문 번역이 이후 그의 아시아주의와 연결된다고 평가한다.즉 이

질 인 루소사상을 메이지 일본을 넘어 아시아에 해 근 개 을 요청하는 주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이 안「근 한국의 루소『사회계약론』번역과 수용:1909년「盧梭民約」을 심으

로」,한일비교문학연구회 편,『번역과 문화의 지평』(서울:박문사,2015),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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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루소가 강조한 바는 입법권,더 정확히는 법률과 구별되는 입법하는 힘이었

지만 이를 조민은 ‘율령’이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루소에게 심장으로서의 입법권은 기존에 머리가 담당하던 행정권 혹은 집행

권을 신해 주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면 조민 역시 의회를 심복에,법률을

기 에 비유함으로써 이러한 논리 환을 이어받고 있는 듯 보인다.조민은『민

약역해』서문에서부터 곧 의회의 요성을 강조한다.즉 선진국의 정치제도는 인

민이 국회를 구성하고, 의로 결정한다는 이 핵심으로 이것이 루소에게서 배워

야 할 이라는 것이다.364이처럼 의회의 필요성이 선무 던 조민은 루소의 논의

를 가지고 오지만 루소가 주권을 일반의지를 구성하는 인민에게 돌리는 논리

환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 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보이는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신체 의 차

이에서 비롯할 것일 수 있다.서양에서의 ‘심장(heart)’과 ‘ 액(blood)’의 계와 동양

에서의 ‘심복’과 ‘기 ’의 계는 다르다.동양에서 심복이라는 단어는 병의 증상을

말할 때 ‘심복이 팽창한다’는 로 쓰이는 것처럼 복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심장이라

는 기 자체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365물론 동양의학에서 심(心)이 맥을 주 한

다는 생각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것이 심장(heart)이 피를 순환시키는 원리와 크게 다

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심이 맥을 주 한다(心主血脈)’고 할 때

의 의미는 음식을 통해서 얻은 정미로운 기운이 비(脾)에 들어가 을 만들고 심(心)

의 통솔을 받아 간(肝)에서 장되고 폐(肺)에서 퍼지며,신(腎)에서 빠져나가 온몸을

축여 다는 것이라는 에서 액을 산출하는 심장이라는 구도와는 다르다.366물론

기 은 기와 이 짝이 되어 온몸을 순환하는 사고를 나타내는 단어다.이를 통해

조민은 루소와 하비가 의미하는 순환하는 신체성을 나타내려 했을지 모른다.그러

나 액을 생산하고,순환시키는 기 으로서 심장이라는 인식은 동양 사고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그런 에서 입법하는 힘을 나타내는 심장과 심복은 다르다. 한

하비 혹은 루소식의 사유와 같이 심복이 머리를 신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몸에서

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조민이 의회의 요성과 법률의 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이

것이 군주보다 더 근원 자리에 의회를,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의지를 구성

364中江兆民(1983),p.67.

365이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 조민이 ‘신복(身腹)’과 ‘심복(心腹)’을 동일하게 몸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366그런 에서 동양에서 액을 온몸으로 달하는 것은 심이라기보다 “숨은 풀무와 같고,피는

부풀어 오른 물의 흐름과 같다”는 비유에서 보듯 폐 혹은 폐로부터 나온 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순환에는 결코 심장 같은 심이나 시작 이 없다.Kuriyama(1999).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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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민들을 놓는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힘들다.당시 민선의회가 설립되기 상

황에서 군주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쉽게 제기할 수 없는 주장이었음은

분명하다.그 다면 조민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없었던 것일까.

주권자(Souverain)와 군(君)

조민은 군(君)에 해서 다루는 부분에서도 신체유비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나

라를 신복(身腹)내지 심복(心腹)으로, 인을 사지로 비유한다.

“민약이 이미 성립하고,방국이 이미 세워졌다면 일인을 해치면 나라에 해가 없음은 있을

수 없다.하물며 나라를 해쳐 인(衆人)에 해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나라는 신복

(身腹)과 같고, 인은 사지(四肢)와 같다.그 심복(心腹)을 상하게 함에 그 사지가 쇠약해지지

않는 도리가 있겠는가.따라서 무릇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군으로서 령(令)을 내려도,신

으로서 명을 받들어도 항상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은 진실로 의(義)가 있는 바이

고 리(利)가 있는 바이다.”367

이 신체유비 한 원문에는 없는 것이었다.나라를 몸통[身腹/心腹]으로, 인

(衆人)을 사지(四肢)로 비유하며 그 몸통을 상하게 하면 사지가 쇠약해진다는 논리를

덧붙인다.이는 원문에는 “Sitôtquecettemultitudeestainsiréunieenuncorps,onne

peutoffenserundesmembressansattaquerlecorps,encoremoinsoffenserlecorpssans

quelesmembress’enressentent”368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즉 다 (multitude)이 정치체

(uncorps)로 결합해 그 정치체를 공격하지 않고는 그 구성원끼리 서로 공격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때 ‘corps’와 ‘membres’는 ‘정치체’와 ‘구성원’이 아니라 ‘신

체’와 그 ‘부분’으로 번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그 다면 조민이 번역에서 신체 유

비를 사용한 것은 루소의 바디폴리틱 논의를 제 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성원이 사회계약에 의해 맺어진 체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숨겨

진 바디폴리틱의 논의를 각 지체가 체 신체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번역

을 통해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루소의 원문에서는 부분이 체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

를 보이는 반면 조민에게는 몸을 상하게 하면 사지가 상함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미

묘하게 역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루소에게 요한 것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인민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집합 신체를 공격하는 것이 논리 으로 불가

하다는 것이다.이와는 달리 조민은 신체의 부분들보다 체로서의 몸을 강조하는

367中江兆民(1983),p.94.

368 어 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Assoonasthismultitudeissounitedinone

body,itisimpossibletooffendagainstoneofthememberswithoutattackingthebody,and

stillmoretooffendagainstthebodywithoutthemembersresentin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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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논의 속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나라를 해쳐 인(衆人)에 해가 없는

것이 불가능하고,심복을 상하게 하면 사지가 쇠약해진다는 논의는 루소와 동일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하지만 군과 신민의 계로 보면 루소 식의 인민을 강

조하는 태도와는 반 로 조민은 군의 입장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이처

럼 루소에게서 바디폴리틱의 핵심이 기존에 머리의 치를 차지하는 군주로서가 아

니라 입법을 담당하는 심장,혹은 일반의지로서 체 신체를 강조한 것이라면 조민

에게 신체는 서양 세식의 혹은 동양의 통 신체정치에 갇 있는 것처럼 보인

다.이는 앞서 보듯 체와 부분과의 계가 루소 식의 순환론 신체와 달리 통

인 신체 의 자장 하에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민약역해』2권에서 몸과 사지의

계로 ‘방국’과 ‘ 서(衆庶)’를 설명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다.

“무릇 방이라 국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상합해 이룬 것에 불과하다.방국은 몸[身]과 같고,

서(衆庶)는 사지와 같다.방국이 힘써야 하는 가장 요한 것은 스스로 지켜[自保]괴열하

지 않는데 있는데 이는 사람이 가장 한 바 역시 스스로 그 몸을 지켜 훼상하지 않는데

있는 것과 같다.사람이 사지에게 명령하는 바의 뜻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방국이 무

리에게 해당하는 것도 이와 같다.”369

이는 원문에서 “만일 국가나 는 도시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의

결합에 의해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되는 정신 인격(personnemorale)이고 한 국가나

도시가 해야 할 가장 요한 설계가 그 자신을 보존하려는 설계라면 국가는 체에

가장 편리하도록 각 부분을 동원하고 조성하기 한 보편 인 강제력을 가져야 한

다.자연이 각 사람에게 신체의 구성부분 체를 지배할 인 권력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계약은 정치체(corpspolitique)에 그 구성원 체를 지배할 인 권력

을 부여하고 있다.그리고 이 권력만이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의지에 의하

여 다스려지며,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주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에 해

당하는 부분이다.이제 나라와 서(衆庶)의 계가 몸과 사지의 계를 구성하고,

사람이 사지에게 명령하여 그 몸을 지켜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방국이 서에게 해

야 할 일 역시 이를 따라 괴열하지 않는 것에 있다.

앞서 의회를 ‘심복’에 유비한 것과 비교한다면『민약역해』2권에서는 나라가

몸의 자리를,인민이 사지의 자리를 차지하며 몸과 사지의 계는 명령과 복종의

계가 된다.물론 루소에게도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 인격은 정신 인격

과 인민들과의 계에서 이러한 복종의 계가 허용될 수 있다.그러나 이를 조민

식 로 군주와 신민의 계로 치환하면 통 인 신체정치 하에서 군주에 복종하는

신민이라는 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369中江兆民(1983),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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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서 령을 내어 의(義)에 어 남이 없다면 신으로서 반드시 그 이익[利]을 받는다.신으

로서 직무를 수행해 도리[道]에 배반하지 않으면 군으로서도 반드시 그 복을 얻는다.군이라

신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두 사람인 것이 아니다.무릇 군은 무리가 모여 이루는 것[夫君

合衆而成]이기 때문에 군에게 이익이 되는 바는 반드시 무리에게 이익이 되는 바이고 서로

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군이 령을 내어도 신은 모름지기 이것을 억 르지 않는다.

무리가 함께 령을 발해 무리를 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따라서 무리가

함께 령을 내어 인이 모두 령을 내어 이로써 일인 혹은 수인을 해하고자 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이는 즉 논변을 더하지 않아도 명백한 것이다.”370

여기서 보는 군과 신은 둘이 아니라는 논의는 통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

다.그러나 조민이 말하는 ‘군은 무리가 모여 이루는 것[夫君合衆而成]’이라는 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민은 이 ‘군’을 통 ‘군주’로서가 아니라 ‘무리가 모여 이룬

것’으로 악한다.이는 앞서 보았던 순자의 군주란 무리를 잘 이루는 자[君 善群

也]라는 구 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수 있다.371그러나 이때 조민이 말하는

군(君)은 단순히 군(群)하는 성질로 악한 순자식의 아이디어와는 다르다.그는 “소

군(君)이라는 것은 인상합(衆人相合)한 것에 불과하다.비록 군신이 맹약을 맺었

다고 말해도,실은 사람들이 몸소 자기자신과 맹약한 것이다.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이 서로 의지해 일체(一體)가 되어 논의해서 령(令)을 발하는 것이 즉 군이다.별

도로 두어 그를 존 ( 奉)하는 것이 아니다.무릇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군”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군이라는 것은 합 해서 이 진 것으로,고로 신은 군에

게 있어 체(全體)의 편단(片段)”372과 같다고 말한다.이처럼 조민은 루소의 일반의

지를 연상 하는 방식으로 군을 ‘ 인’이 ‘상합(相合)’혹은 ‘합 ’해서 이 진 것을

명시하고 있다.여기서 그는 군이란 실제의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의를

다.군은 별도로 두어 존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에 참여해 집합체를 이

루는 자 모두를 뜻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조민은 원문에는 없는 군주와 주권자의

차이를 집어넣어 독자들이 이를 실제의 군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370中江兆民(1983),pp.94∼95.

371이는 통 으로 군(君)을 군(群)으로 풀이한 논리와도 다른 것이었다.이는 진 타오·류칭평이

주장하듯 국의 무술변법 후에 이런 비슷한 발상이 등장하는 것과 련 있을지 모른다.당시

개 을 주장하는 사 부들이 군주가 사람들을 모아 ‘무리지을[群]’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기존

의 군의 통 의미에 해 선택 강조를 행한 것이다. 한 순자의 군주란 무리를 잘 이루는

자라는 구 이 범하게 인용되기도 했다.어우쥐자 역시 “이제 질 을 모아 형체를 이루고,족류

를 모아 국가를 이루며,많은 인민을 통합하여 군주가 된다.군주라는 것은 인민이 모인 것이니,

군주와 인민은 한 몸이다.그러므로 인민을 통합할 수 있는 자를 군주라 하고,인민이 따르는 자를

왕이라 한다.”진 타오·류칭평(2010),pp.165～170.

372中江兆民(1983),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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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다.373

루소가 사회계약론 7장 ‘주권자(DuSouverain)’라는 장을 굳이 ‘군(君)’이라 옮긴

것에서도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다.주권자가 원래 ‘최상의,최고의(supreme)’라는 어원

에서 나온 말임을 고려하면 이를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군으로 번역한 것은 어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조민이『민약론』에서 7장의 제목을 번역하

며 쓰던 ‘군주’란 말 신에『민약역해』에서는 ‘군’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고 있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하토리 도쿠나 하라다 센의 번역본들에서 이 장은 공통

으로 ‘군주’라 번역되는 것과 비교해도 조민이 ‘군’이라는 단어를 의도 으로 사용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 실존재’로서의 군주로부터 벗어난 ‘추상 기능’으로

서 군을 나타내기 해 고른 말이었다.374 그 게 보자면 조민이『민약역해』에서

주권자를 군이라 번역하면서 이 군을 ‘ 인이 일체가 되어 논의해서 령을 발하는

것’이라 해석해 내고 있는 것은 실에서의 군주와 다른 일반의지의 체 으로서 군

을 정의내림으로써 통 군신 계를 변용시키고자 한 것이었다.이는 주권이라는

근 개념을 통 인 ‘군(君)’이라는 개념 속에 녹여내는 조민의 고민의 결과

다.375

“민주국이란 인민이 서로 함께 정치를 행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별도로 존( )을 두지 않는

373이러한 군의 새로운 용법의 사용에 해서는 山田博雄(2009),pp.102～106.

374그는『민약론』과『민약역해』의 2부 6장 번역을 비교하며『민약론』에서는 “全国民相集テ全国

民ニ係ル事件ヲ議スルトキハ、人々己レヲ視ル而已ニシテ他ニ関セズシテ、乃チ臣庶トシテ立 スル

所ノモノヲ君主トシテ決スルナレバ、彼此ノ間二人有ラズシテ全部ヲ欠クコト無フシテ、其ノ意ハ真

ニ衆人ニ出デテ其事ハ真ニ衆人ニ還ル故ニ、余ハ茲意ヨリ生ズル所ノモノヲ名ケテ之ヲ国法ト曰フ”라

고 군주를 의결의 ‘행 자’로서 설명하는 반면『민약역해』에서는 “若不然挙国之民　相共議事　而

其利害汎関挙国之民　則其為議也　即民之自議己之事也　蓋自其決議　而 之　即君　而自其稟令而

之　即臣也　唯其名相異而已　其為挙国民則終始一致、初無有分党　夫然後其所発之志　与其所決

之事　並公非私　予所 律例即是物也”라는 논의를 결정하는 ‘행 의 성질’을 ‘군’이라는 개념과

응시키고 있다.이는 실존재로서의　군주로부터 이탈된 추상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설

명한다.　狹間直樹(2013),p.18.조민은『민약역해』에서 주권자(souverain)와 왕(roi)의 번역어로서

공통되게 군(君)을 사용하고 있다.『민약역해』1권 5장에서도 ‘정치체(corpspolitique)’의 번역어로

‘군(君)’을 사용하고 있고,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거나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2부 1,2장에서도 주

권을 군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375이는 칸토로비츠가 왕정기에 보이는 왕의 두 가지 신체라는 허구가 실은 근 민주정을

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악한 것과 유사하다.그는 왕의 자연 신체에 겹쳐지는 정치 신체가

의회로 바 어 읽어짐으로써 후자를 근거로 자의 말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이에

해서 Morgan은 ‘왕의 두 신체’가 ‘인민의 두 신체(People’sTwoBodies)’로 제헌권력과 제정된 권

력, 표자와 피 표,통치자와 통치받는 인민이라는 두 신체로 변형되었음을 지 한다.Edmund

Morgan,Inventing thePeople;TheRiseofPopularSovereigntyinEnglandandAmerica

(New York:W.W.Notron&Company,1988),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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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정(議政)의 권(權)이란 제7장에서 말하는 이른바 군권(君權)이다.”376

조민이 서문격인「민약일명원정(民約一名原政)」의 풀이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그에게 군권(君權)이란 군주의 권리가 아니라 의정의 권리로,인민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이므로 별도로 존엄을 두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이 게 보면 앞서 사회계약

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약을 통해 만들어진 신체에 해 무리와의 계에서는 ‘

(官)’,법령을 내는 자로서는 ‘군(君)’,무리를 합해 가리키면 ‘민(民)’,율례를 논의하는

자로서는 ‘사(士)’,법령에 따르는 자로서는 ‘신(臣)’이라 하며 모두 다 같은 이름이라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다.이때 군=신(민)이라는 논리는 주권을 만들어내는 주체임

과 동시에 그 주권의 지배를 받는 객체로서의 이 성격의 신체를 체 하고 있

다.루소가 사회계약론(contractdu social)에서 말하는 ‘사회 인 것(social)’이 라틴어

‘societs’의 원래의 의미인 구성원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때 조민이 사회계약을

‘민약(民約)’이라고 번역한 이유 역시 추론 가능하다.‘민(民)’역시 이러한 사회를 구

성하는 집합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이는 단순히 백성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집합 신체를 이 내면서 이에 지배를 받는 이 ‘민’

의 모습을 담고 있다.

조민은 이처럼 통 인 군신 계와 근 인민주권론이라는 두 가지 상반

되는 논리의 충돌이라는 아포리아를 해결한다.이는 앞서 보았던 바 로 정부 하에

서 민이 되는 ‘손님’의 역할과 나라의 인민이 합쳐 일국이라는 ‘회사( 社)’를 결성하

는 ‘주인’의 역할을 갖는다는 인민의 이 성격을 말한 후쿠자와의 논리와 유사하

다.그러나 조민의 논의는 한 발 더 나아가 인민들이야말로 군으로,자치를 하는 존

재로서 그려낸다.377 이는 조민이 루소식의 바디폴리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다.이때 심복과 사지는 통 신체 유비와 유사하지만 심복이 단순

히 고정된 군주의 치가 아니라 합체로서 다 이라는 발상 속에 통과는 다른 지

이 드러난다.주권자는 인민들의 결합으로서의 군이자 동시에 지배를 받는 신민

의 차원에서 인민이라는 이 치를 차지한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일반의지와 통치기구,혹은 주권과

정부의 구분은 매우 요하다.루소의 사회계약은 정부(지배자)와 신민(피지배자)사

이의 계약이 아니라,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 신체로 결합시

376中江兆民(1983),p.74.

377『민약역해』서문에서 조민은 “후세에서 루소를 가장 추 하여 최고로 꼽는 것은 그의 논지가

인민이 스스로 수신치국하게 하여 에게 억압당하지 않게 하는 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인민도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앞 다투어 자치(自治)를 지향하고 있다”고 루소의 이론을 소개할 필

요성을 지 한다.中江兆民(1983),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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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었다.그리고 이 공동체 체의 의지로서 일반의지가 등장한다.따라서 구

체 으로 가 이 의지를 떠안고 통치를 실 해 나가는가,즉 가 권력을 지녀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378이처럼 인민이 일반의지로서

의 집합체를 이루고,그 집합체에 의해 인민이 지배받는 순환 계가 루소의 바

디폴리틱의 특징이라 한다면,조민에게 역시 군이란 실재하는 군주가 아니라 일반

의지를 통해 구성되는 새로운 ‘집합 신체’다.그리고 이때 방국과 인민의 계는

심복(心腹)과 사지(四肢)의 계로 사지가 심복을 구성하고,이 체로서의 심복이 사

지를 다스리는 순환 계를 구성한다.그리고 이 신체는 분리불가능한 것으로

악된다.

“군권은 나 수 없다.세상의 정자도 한 이 마땅함을 안다.… 사람이 능히 스스로 활

동하는 까닭은 그 코, ,손,발의 기 이 한마음[一心]에 통어되기 때문이 아니랴.만약 기

들이 각자 마음을 갖고 통속하는 바가 없다면 어떠하겠는가.지 의 군권을 나 는 것은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내가 듣기로 일본의 환공(幻工)이 요술을 잘해 람객 앞에서 어린

아이의 사지를 잘라,번갈아 이를 공 에 던져,보는 이 모두 놀랐다.잠시 후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지는데 몸이 과 같았다.지 의 정자가 과연 이와 같지 않은가.그가 이 군권

을 잘라버림이 이와 같다.그러나 이를 완 히 그 처음으로 돌리는 것은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379

조민의『민약역해』에 등장하는 일본의 는 루소의 원문에도 등장하는 것이

다.여기서도 루소가 주권이 나뉠 수 없다고 했던 을 조민은 군권이라 번역하고

있다.루소는 주권의 분리불가능함에 한 오해가 “주권에 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것과 주권의 발 일 뿐인 것을 주권 자체로 잘못 안 데서 온다”고 지 한다.

즉 주권을 힘과 의지로,이를테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과세권,사법권,선 포고권

으로,국내 집행권과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다.루소에게

핵심은 주권으로서 바디폴리틱은 합치고 난 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이 분리 가능하다고 보는 사고는 주권의 생물을 주권 자체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루소는 말한다.신체를 분리하면 죽는 것처럼 주권 역시도 분리하면 바

디폴리틱의 죽음=멸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민의『민약역해』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바는 이러한 각각의 기 이

‘일심’에 의해 통어(通御)됨을 설명한다.민약론』에서 이 부분을 “이는 군권으로서

지(衆肢)를 취합하는 일종의 괴물을 만들어 흡사 일신(一身)을 만들어 내는데,다수

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는 ,하나는 손,하나는 발을 갖춘 것으로 합하지만 정신이

378아즈마 히로키,안천 역,『일반의지 2.0:루소/ 로이트/구 』(서울: 실문화,2012),pp.38～

39.

379中江兆民(1983),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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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과 같다”380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때 정신은 주권에 해당한다.이는 루소의

원문에는 없는 개념으로 이 정신,일심을 조민은 바디폴리틱의 핵심이라 악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정신’,‘일심’을 사회계약론 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의지와 공사(公私)

루소에게서 핵심 인 개념 하나로 일반의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를 조

민은 ‘ 의(衆意)’란 말로 번역한다.그리고 이를 개별의지인 ‘ 인의 뜻’과 구별한다.

“‘ 지(衆志)’와 ‘ 인의 뜻[衆人之志]’과는 크게 서로 다른 이 있다.청컨 이를 분명히 하면

‘ 지’라는 것은 인이 함께 그러하다고 하는 바[衆人之所共然]이다.‘ 인의 뜻’이라는 것은

인이 홀로 그러하다고 하는 바[衆人之所自然]이다.고로 지라는 것은 항상 ‘공(公)’으로 추

렴하고 인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사(私)’로 추렴한다.”381

루소는 일반의지(volontégénérale)가 공통의 이익과 련된 데 반해 체의지

(volontédetous)는 개인 인 이익과 련되며 따라서 개별 의지(volontéparticuliéres)

의 총합일 뿐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루소의 일반의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이를 확인할 근거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구성되는지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382그런데 여기서 조민은 이를 통 인 ‘공사(公私)’개념으로

악한다.383 루소가 보편(일반)과 특수(개별)의 계로서 설정한 것이 공과 사라는

380中江兆民(1983),p.5.

381中江兆民(1983),p.112.『민약론』에서는 같은 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한 종종 의

(衆意)와 인의 뜻(衆人ノ意)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있다. 의란 의회 다수의 뜻으로

공리(公利)에 이르는 것이다. 인의 뜻은 이와 반 로 편향되게 사리(私利)에 힘쓴다.즉 인의

뜻은 단지 각인의 사의(私意)를 합한 것으로,그럼에도 그 에서 서로 제어하는 가장 과격한 설

과 가장 완만한 설을제외하고 나머지 동소이한 것들을 합하면 자연히 공리에 이르는 뜻으로,즉

소 의를 염출(捻出)할 수 있다.”

382루소는 개별 의지들에서 서로 상쇄하는 과부족 의지 부분을 빼면 일반의지가 남는다고 서술

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의지가 단순히 개별 의지들의 총합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의지들의 공집합일 수만도 없다.이에 해 아즈마 히로키는 체의지가 스칼라의 합에 불과하다

면 일반의지는 벡터의 합으로 악한다.즉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상쇄하는 러스,마이 스 의지

부분을 빼면 일반의지가 남는다고 할 때 이를 ‘차이의 합’으로서 수학 존재로 해석한다.이는 차

이가 많을수록 일반의지의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루소의 의견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일반의지는

집단 구성원이 하나의 의지에 동의해가는,즉 의견 차이가 사라지고 합의가 형성되는 것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반 로 다양한 의지가 서로 간의 차이를 내포한 채 공동의 장에 나

타남으로써 순식간에 성립한다는 것이다.아즈마(2012),pp.45∼57.그러나 그는 일반의지를 도출

함에 의사소통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이 루소의 생각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확 해석이다.

383이에 해 山田博雄는『맹자』「고자편」에 나오는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 何也

理也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에서 마음이 같이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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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용어로 보충되는 것이다.조민은 이어 ‘ 지(일반의지)’와 ‘ 인의 뜻( 체의

지)’이 공과 사로 근하는 차이 을 명확히 하면서도 지(일반의지)가 인의 뜻

( 체의지)에서 나옴을 지 한다. 인의 뜻 에 가장 한 것과 가장 느린 것,가

장 과격한 것과 가장 온화한 것을 제외한 것이 지다.조민에게 공으로서 지,즉

일반의지는 사의 종합이면서 극단 인 부분을 배제한 것이다.루소가 개별의지는

그 성격상 편 성을 향하며,일반의지는 평등을 향하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통하는 목이다.

그는 일반의지를 설명하며 원문에는 없는 “군이란 신이 상합한 것이고,군

권이란 지가 상동한 것일 뿐”384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다.이는『민약론』에서도

없던 부분으로 앞서 보았듯이 그가 일반의지로서의 군에 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다.그 지만 여기서 신이 상합하고, 지가 상동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단순히 개별 인 신체의 합,개별 인 뜻의 합일 수는 없다.이를 공과 사의

논의와 연결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이 개별 이익들을 단순히 조정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조민은 공이 아닌 것을 사라고 말하며,‘거국의 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공이

고,‘일부의 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처럼 체와 부분 간의 계로서 공과 사를 악하는 방식은 통

인 ‘공평(公平)’과 ‘편 (偏重)’으로서의 공사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385그

다면 사에서 공으로의 환,개별의지의 합인 체의지에서 일반의지로의 환은

어떻게 가능한가.루소 역시 이에 해서는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 않다.다만 인민

이 충분히 알고 심의 의결할 때,수많은 사소한 이익의 립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

의지가 도출될 것이고,그 심의 의결은 항상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회 체를

한 일반의지의 도출이 심의 의결 과정 속에서 자동 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루소의 나이 한 태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어 듯 루소에게 일

반의지의 도출은 ‘정치=심의’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그리고 이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체의지와 달리 일반의지는 오류가 불가능하며 으로 옳다.그러

나 이 게까지 극 으로 심의과정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루소

의 사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의지를 단순히 다수결의 문제 혹은 하버

마스 식의 의사소통 합리성으로 악해버리는 오류를 낳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다시 신체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앞서 보았

바[心之所同然]를 ‘의’와 ‘리’라고 해석한 것과의 논리 유사성과 차이 을 지 한다.山田博雄

(2009),p.116.

384中江兆民(1983),p.108.

385 통 인 공사론에 해서는 미조구치 유조,정태섭·김용천 공역,『 국의 공과 사』(서울:신서

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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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루소는『정치경제론』에서 일반의지와 신체의 문제를 함께 사유하고 있다.그

는 정치체를 신체에 유비하며,각각의 기 에 비유하는데 여기서 요한 것은 어떤

한 부분이 손상되면 그 고통의 감각이 직 머리로 달된다는 이다.

“이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한 어떤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그 고통의 감각이 직

머리로 달된다.이 정치체와 신체조직의 생명은 체로서 공통의 자아(commonmoi)로,

모든 부분이 상호 민감하게 내 으로 교통한다.이 교섭(communication)이 멈추면 명백한 통

일이 없어져 인 한 각 부분이 서로 병치됨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죽음이고,

국가의 사멸이다.따라서 정치체(Corpspolitique)는 하나의 의지를 갖는 정신 존재이다.그

리고 이 일반의지(volontégenerale)는 항상 체 각 부분의 보존과 행복을 목표로 하며 법

률의 원천이 되는 것인데,국가의 구성원 그들 상호간 그리고 국가 상호간에 옳음과 옳지

않음의 기 이 되는 것이다.”386

이처럼 루소의 정치 신체는 서로 소통하고,연결되어 있는 체로서의 ‘공

통의 자아’로,서로 민감하게 내 으로 교통하는 소통의 집합 신체다.387일반의지

로서의 집합 신체는 단순히 개별 신체들의 양 집합이 아니라,개별 존재들

은 집합 신체를 이루면서 질 화를 겪게 된다.‘완 하고 고립된 체’로서의

개인은 보다 큰 신체 속에서 ‘부분 ’이며 ‘정신 ’인 존재로 변화해야 한다.388루소

는 각 개인이 체에 결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를 잃지 않는 연합

형태로서 사회계약을 강조한다.‘개별 인 고립된 신체’는 큰 체의 일부가 되면서

정신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게 해서 만들어진 ‘정신 이고 집합 인 신체’는

통일성과 공동성을 바탕으로 생명을 갖춘다.389이때 정신 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

는 요하다.

“나의 욕구 가운데서 가장 크고,강하고,억제할 수 없는 것은 역시 마음속에 있다.그것은

친 한 교제에 한 욕구 다.내가 남자 친구보다 여자 친구를 선택한 까닭은 그 때문이

었다.그런데 이 욕구는 육체의 결합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특이한 욕구 다.한 몸에 두

개의 이 깃들지 않으면,나는 언제나 허 함을 느 다.”390

386Rousseau(1998),p.61.

387Shklar는 루소의 바디폴리틱을 감정을 느끼는 바디폴리틱,민주주의 바디폴리틱,지체의 고통

을 느끼는 머리라 부른다.Shklar(1969),p.201.

388“국민에게 제도를 수립해 주려는 시도를 단행하는 사람은,이를테면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놓을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 하고 고립된 체인 각 개인을,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게 생명과 존재를 부여하는 보다 큰 체의 일부로 변화시키고,인간의 체질을 변화시켜

더 강하게 하며,우리 모두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신체 이고 자유로운 존재를 부분 이며 정신

인 존재로 바꾸어놓을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루소(2015),pp.52∼53.

389루소가 이를 법인격으로 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정치체로서의 인격을 창출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때 인격은 법 인 의미라기보다 정신 ,감정 의미로서의

신체에 가깝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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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에게 있어 사랑은 육체의 결합만이 아닌 정신 결합을 의미했다.이는

‘한 몸에 두 개의 ’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그가 참회록에서 말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결합 역시 이런 의미 을 것이다.391즉,루소에게 있어서 공동체,

결합은 이성으로 계산 가능한 결합이 아닌 감성의 결합에 가깝다.392

“인 와 자연의 작품 사이의 차이 은 결과에서 느껴지게 마련이다.시민들이 국가의 구성

원이라고 아무리 제창해도 신체의 구성과 같이 국가에 하게 연결될 수는 없다.시민의

하나하나는 개별 으로 분리된 존재로서 존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신경은 민감하지

못하고 근육은 원기가 없으며 유 들은 모두 느슨해서 조그마한 사고에도 모든 것이 떨어

져 나갈 수 있다.”393

에서도 보이듯이 루소는 인 와 자연 결합에 해서 구분하고 있다.신

체의 구성은 자연 으로 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인공 인 국가에서는 그것

이 원칙 으로 불가능하다.시민들은 하나하나가 개별 으로 분리된 존재로 사회의

‘신경’은 인간의 신체만큼 민감하지 못하며,‘근육’역시 자연 신체만큼 원기가 없

어 느슨한 결합밖에 할 수 없다.이를 루소가 신체로 정치체를 유비했을 때의 한계

를 지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이는 정신 인 것으로서 집합 신체를 강조한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사람이 자기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팔다리를 보고 왜 이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지에 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루소는 가슴으로 결

합한 공동체를 이상 으로 여겼다.394그 지 않을 때 시민 하나하나는 집합체를 이

루더라도 개별 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흔히 루소의 사상은 소국찬양론으로 이야기된다.이는 인류의 동정심이 상상

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 으로 무한히 확 될 수 없다395는 이유와 소국이

인민을 더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396정신 결합으로서 루소의 바디폴리틱은 단

순히 합치는 과정이 요한 것만이 아니라 개별 신체 역시 정신 신체의 부분이

되면서 완 한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한 앞서 논의를 통해 일반의지를

390루소,박순만 역,『참회록』(서울:집문당,1996),p.276.

391“그러나 질투와 불안 없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사람은 어도 자신이 상 에게서 사랑을 받

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알

아 보려고 하지 않았다.마치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그녀도 한 나에게 하여 마찬가지 다.”루소(1996),p.50.

392이성이 아닌 감성을 강조하는 태도는『에 』에 일 되게 나타나고 있다.

393루소,「 쟁상태론」,김용구 편,『장 자크 루소와 국제정치』(서울:원,2004),p.108.

394이런 이유 때문에 루소의 사상을 체주의 이라고 비 하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JohnW.

Chapman,Rousseau:totalitarianorliberal?(New York:AMSPress,1968).

395루소(2004),p.141.

396루소(2004),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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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 나간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이성 으로 합의해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라 논의의 과정을 통해 정신 혹은 감정 으로 하나가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정치경제론』의 신체 표 에서 공동의 자아는 상호

민감하게 내 으로 교통하며,이 교섭이 멈추면 이는 단순한 병치에 불과해 생명으

로서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다.루소의 신체에서 지체의 고통이 직 뇌수로 달되

는 직 민주주의를 연상 하는 신체 표 역시 이러한 일반의지가 항상 체

부분의 보존과 행복을 목표로 각자 개별 이자 동시에 체 으로 작동함을 일컫는

다.이 게 해서 일반의지는 항상 체 부분의 보존을 한 것이 되고,옳고 그

름의 기 이 되어 법률의 원천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슈미트가 리하게 지 한 바 있듯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단순히 계약

이라는 이 요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계약보다 요한 것은 루소가 말하는 일

반의지다.이때 일반의지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다.신체정치

으로 보자면 이는 단순히 각 부분들이 계약을 통해 온몸의 신체를 구성하는 방식

이 아니다.이는 통치(주권으로서의 심장)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온몸)의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다.그리고 이 순환성에 기반한 주권이야말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

심이다.397

개별의지를 통한 일반의지의 도출이라는 루소의 과정,즉 “인민이 충분히 알

고 심의 의결할 때,만일 시민들이 사 에 연락하여 서로 당 행 를 하지 않는

다면 수많은 사소한 이익의 립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의지가 도출될 것이다.그리

하여 그 심의 의결은 항상 바람직할 것”이라고 한 부분을 조민은 “ 인은 모두 사

(私)를 끼고 의(議)에 임한다”라고 표 하고 있다.여기서 ‘의(議)’,즉 논의하는 행 가

사를 공으로 바꾸는 작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398

397카를 슈미트,나종석 역,『 의회주의의 정신사 상황』(서울:도서출 길.2012),pp.31∼

34.‘일반의지’라는 본질 인 개념이 개될 때는 루소에 따르면 참다운 국가는 인민이 아주 동질

이어서 본질 으로 만장일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는 이 제시된다.사회계약론에 따

르면 국가 안에는 어떠한 분 도,어떠한 특수 이익도,어떤 종교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되며,사람

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루소가 그것을 구성한 바와 같은 일반의지

는 실제로 동질성이다.그것은 사실 철 한 민주주의다.그러므로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책

제목이나 도입부의 계약 구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아니라 본질 으로 동질성에 의거한다.이

동질성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민주주의 동일성이 출 한다.

398“타자에 닫 있는 ‘사’= 인의 뜻을 어떻게 ‘공’= 지로 열어 묶어낼 것인가.이에 해 조민은

그 열쇠를 ‘의(議)’하는 행 로서 석출한다.게다가 ‘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 인은 모두 사

를 끼고 의에 임한다.”이로써 ‘공’이 도출된다”.山田博雄(2009),p.145.그런데 여기서 의에 임한

다고 할 때 토의 혹은 토론에 강조 을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그냥 가치 단 없이 사 존재로

서 인간은 사 인 채로 토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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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리[衆]가 서로 모여 사조(事條)를 토의함에 모두 미리 시무의 필요한 바를 알고,

처음부터 사사로이 상약한 바 없이,반드시 각자 자기의 뜻을 부 발의한다.각자 자신의

뜻을 다하면 즉 그 본 바,반드시 다르고 같지 않음이 없을 수 없다.이 다르고 같음

에 반드시 찬(協贊)을 얻은 바가 가장 많은 바로서 ‘공지(公志)’가 있음을 안다.이와 같다

면 의(議)는 항상 정(中正)을 얻고 실책하는 바가 없다.이를 의사(議事)의 정법(正法)이라

말한다”399

일반의지는 개별의지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

하는 에 찬을 가장 많이 얻은 것으로,이를 ‘공지(公志)’로 삼음이 강조된다.여기

서 ‘ 지(衆志)’와 구별해 ‘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개별의지들

의 합이 아님을 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러한 토의의 과정을 통해 논의는

항상 정(中正),올바름을 얻는다고 조민은 말한다.이는 루소의 일반의지에 한

논의의 한 번역인 듯 보인다.그러나 일반의지가 개별의지들의 합인 체의지

와 다른 것처럼 공 역시 사의 합으로 볼 수는 없다.부분들의 뜻이 아니라 체의

뜻이라 할 때 체의 뜻은 부분들의 뜻들이 서로 토의를 통해 어떤 것이 가장 체

의 뜻에 맞는지 결정하는 차원이 될 수 없다.그것은 신체의 건강을 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각각의 부분들의 이익을 합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이

공통 인 것은 단순히 개별 인 것들의 합이라거나 개별 인 것들의 최 공약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공통 신체가 각각의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면 각각의 부분

들 역시 공통 신체를 이루는 일부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게 볼 때 루소의 이론이 헤겔식의 체주의 해석으로 빠지거나 혹은

지나친 개인주의 해석으로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앞서 사를 끼고 의에 임한

다고 할 때 의가 항상 정을 얻고 실책하는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해보면 이

는 사를 배제하고 공으로 나아간다는 멸사 공(滅私奉公)식의 논리와는 다르다.여기

서 사는 개체 인 것으로서 사회 인 것을 이루는 기본 바탕이 되며 개체 인 것의

단순한 합인 양 변환이 아니라 질 변환 속에서 공 인 것,일반의지가 된다.

이는 조민이 일반의지를 번역하면서 ‘ 지(衆志)’와 ‘공지(公志)’라는 말을 동시

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의 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에서도 확인된다.400

앞서 논의를 통해 다수의 찬을 얻은 것을 ‘공지’라고 했을 때 이는 그가 의도 으

로 ‘ 지’와 구별하여 번역한 것이다.이러한 구별 속에서 조민은 ‘ (衆)’과 ‘공(公)’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이는 질 인 변화로서 일반의지의 뜻을 ‘공’이라는 표

399中江兆民(1983),p.112.

400山田博雄(2009),pp.146～147.山田博雄은 더 극 으로 해석해 ‘지(衆志)’와 ‘공지(公志)’의

차이를 양과 질의 차이로까지 보고 있다.즉 조민이 일반의지를 어느 경우에는 ‘지’로 어느 경우

에는 ‘공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지가 양 인 것이라면 공지는 질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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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401조민은『민약론』에서 “정부는 심지(心志)

로 구성된 체(體)로서,그 생활은 즉 이 체의 분지(分肢),즉 인의 일치에 있다”라고

말하며 “공공(公共)의 체(体),즉 정부를 주로 해서,이를 구성하는 지분(肢分),즉 서

(衆庶)를 잊어서는 안 되고,각체(各体)의 생활 그 자유의 권과 공체(公体)사이에

분계가 있는 것은 자연(自然)의 리(理)”402라고 한다.이때 ‘공공의 체’,‘각체’,‘공체’라

는 표 은 ‘분지(分肢)’혹은 ‘지분(肢分)’이라는 말이 신체 표 임을 감안할 때 단순

한 단체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여기서 공체(=公)란 각체

(=私)로 이루어진 정부이지만 이는 각체의 단순한 합도 아니고 각체를 배제하는 것

도 아닌 공사론을 루소식으로 새롭게 변형하고 있다.조민은 루소의 사상 속에서

요한 부분인 체와 개인 간의 계를 놓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일반의

지를 공으로,정부를 공체로 해석하는 발상 속에서 루소식의 논의를 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공과 사는 그것이 가진 성리학 함의에도 불구 루소식의 새로운 개

념을 나타내기 한 번역어로 선택되었던 것이다.403

이는『민약역해』권두에「민약일명원정」이라는 부분에서 조민이 정(政)이 올

바름(正)을 얻을 수 있는가,의와 리가 합치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에서도 드러난다.이는 루소가 정의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옮겨 놓은 것이지만

유교 냄새가 짙게 배어있다.여기서 의란 ‘공의(公義)’,리란 ‘사리(私利)’의 형식을

취한다.404그러나 이때 맹자식의 의리론이 으로 정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조민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의와 리를 합치시킬 것인가,공과 사를 합치시킬 것인가

에 있었다.이때 조민에게 의는 리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공은 사를 배척하는 것

이 아니었다.405조민에게서 공과 사는 단순히 공평/편사의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

다고 해석되기 쉽지만 공이 정부를 의미하고,사가 인민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공이란 사의 결합임과 동시에 사의 형태이기도 했다.이는 조민이 공화국(république)

401오규 소라이등 근세 일본의 공공개념에 해서는 黒住真,『複數性の日本思想』(東京:ぺりかん

社,2006).,pp.469～487 pp.519～536.

402中江兆民(1983),p.8.

403유사하게 리디아 류는 만국공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법을 성법(性法)으로 실정법을 공법

(公法)으로 번역하면서 성리학 개념인 ‘성’과 ‘공’이 유가 철학 맥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됨을 말한다.리디아 류,차태근 역,『충돌하는 제국』( 주: 항아리,2016),p.226.

404조민이 민약역해 1권 6장 해에서 “벤담은 말(末)을 논하고,루소는 본(本)을 논한다.벤담은 단

지 리(利)를 논하고,루소는 이와 더불어 의(義)를 논한다”는 지 에서처럼 벤담의 사회계약 비

을 반박하며 사회계약에서 정치사회의 역사 기원뿐 아니라 의의 차원을 논하고 있다.中江兆民

(1983),p.91.

405공과 사는 일반 으로 설문해자에서 제시되듯 ‘사(厶)’를 등지는 것으로서 ‘공(公)’이 해석된다.

이에 해서는 미조구치 유조(2004);친 타오·류칭펑(2010)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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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치지국’이라 번역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 가능하다.이는 ‘respublica’라는 공

인 것의 의미를 자치와 연결시키는 공과 사의 계에 한 조민의 특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406

다두일신(多頭一身)의 괴물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나카에 조민의 이후의 들에서도 신체유비가 자주 등

장하고 있다는 이다.호족정치를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로 묘사하는「다두일

신의 괴물(多頭一身ノ怪物)」(1887)407이라는 도 그 하나이다. 리의 유학시 에

친구로부터 머리가 두 개인 사람[兩頭人]을 보았는데 이 볼거리에 객이 하루에 천

만이 모 다고 들은 바를 이야기한다.이것이 샴 둥이를 본 것인지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는 이 양두인의 말을 옮기고 있다.

“우리들 양인은 손도 겨우 두 개,발도 겨우 두 개, 장도 겨우 두 개로 뇌수(腦髓)는 실제

두 개가 된다.따라서 우리 일인이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 다른 일인은 서쪽으로 가고자

하고,일인이 갑을 취하고자 하면 다른 일인은 을을 취하고자 하므로 실로 곤란해진다.한

층 더 곤란한 것은 우리들 일인이 이미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셨다 해도 다른 일인이 아직

충족되지 않는 동안 수족은 결코 휴식할 수 없으므로 실로 곤란해진다.한층 더 곤란한 것

은 수족이 함께 가업(稼業)에 풍족해할 때는 괜찮지만 불경기 때에는 일일분도 안 되는 소

득으로 양인의 입을 배부르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로 곤란해진다.”408

조민은 양두인조차 이러할진 머리가 10개,12개가 된다면 그 곤란함이란 가

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문제는 몸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내면 다른 여

러 개도 반드시 고통을 느끼고 쇠약해지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없다고 말한다.그

리고 이를 호족정치에 비유한다.호족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몸 에 여러 뇌

수(腦髓)가 병렬해 있고 그 에 한 개의 뇌수(大腦髓)가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뇌수 아래 몇 개의 소뇌수( 腦髓)가 병렬해 사지를 사역시키는데 호족정치의 곤

란함이 있다고 문제를 지 한다.그러나 이 괴물의 신체를 고쳐 쓸 만한 물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한 답은 그 상을 빗나간다.

“그 한 몸 에 병렬한 여러 뇌수 에서 선택해 그 이목이 가장 총명하고,그 구강(口腔)이

가장 담백하고,일신사지를 해 이익을 잘 도모해서,감히 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유치

(留置)해,다른 여러 뇌수는 아래로 쳐내 몸통[身肢]의 열에 놓는다.병렬한 여러 뇌수

에 그러한 품격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 아래로 쳐내 몸통의 열에 놓고,이에 요즘 구주

에서 유행하는 외과술을 모방해 발가락에서나 허벅지에서 가지고 와 이식[埴捏]해서 한 덩

어리의 머리[頭首]로 만들어 그 뇌수를 신해 한 몸 에 치시킨다.그 다면 정상에 하

406中江兆民,「君民共治ノ說」(1881),『中江兆民評論集』,pp.21∼24.

407이 은 國民之友에 연재되던「随感随録第一章」 13호(1878.12.27)에 연재된 이다.

408中江兆民,『中江兆民全集』11卷 (東京:岩波書店,1984),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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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는 뇌수는 어떻게 이르리오.내 말은 비유다.군이 만약 비유의 말을 일일이 짚어

그 정의(正意)를 추궁하신다면 나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그것은 다두의 괴물이란 비유이

다.나의 정의는 정체론이다.보아라.입헌정치를 잘 하는 정체에서는 행정수장 즉 내각수상

은 항상 의원으로부터 진입해 정치기 의 병(柄)을 쥐는데,그 뇌수(大脳髄)며 두수(大頭

首)인 군주는 존엄한 바가 귀신과 같고,무 를 하더라도 천하가 다스려져[無為端拱]만민의

에 임하며 정치라는 바다의 도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를 침범할 수 없지 않는가.고

로 이 종류의 정체를 생활체에 비유하면 내각수상은 그 머리[頭首]이며 군주는 그 머리

에 존재하는 후 [円光]이다.오호라.입군호족 정치는 괴물의 더러운 몸[穢体]이다.입헌정치

는 보살의 정화된 몸[浄身]이다.서로 다른 바가 여하하랴.”409

마루야마는 나카에 조민의 ‘다두일신의 괴물’을 다원 정치구조에 한 비

으로 본다.410그러나 이는 단순히 다원 호족정치를 비난하고 군주정에 해 옹호

하는 이 아니다.오히려 이때 머리는 입헌에 의해 그 자리를 차지한 내각수상이

담당하며,군주는 그 머리 에 존재하는 후 이다.발가락이나 허벅지에서 이식해

와 이를 머리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 속에서 머리의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411

이처럼 민권 에게 바디폴리틱은 단순히 천황을 심으로 하는 수직 신체

를 만드는 데 동원된 이데올로기만은 아니었다.후쿠자와가 안과 밖의 균형을 시

하여 인민의 정과 정부의 정을 구별했을 때의 수평 구도나,심복과 기 의 비유

속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군을 하나의 집합체로 해석한 조민의 사회계약론

신체가 그랬듯이 민권 의 국가신체는 수직 신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바디

폴리틱이 단순히 천황을 심으로 하는 신체를 만드는 논리로만 활용된 것은 아니

라는 을 보여주는 는『민권문답』(1886)에서도 찾을 수 있다.이 은 민권과

련한 기존의 논의에 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되어있다.여기서 신

체유비에 한 논의도 소개되어 있다.

“국가는 인신(人身)과 같다.인군(人君)을 원수로 삼고, 신(大臣)을 심복으로 삼고,제리(諸吏)

를 사 (四官,眼鼻耳口)으로 삼고,인민을 고굉(股肱)으로 삼는다.고로 인군은 국가의 원수에

치해 만기(萬機)를 통할해 신민을 사역시키는,흡사 정신의 두뇌에 치해 사 사지(四官四

409中江兆民(1983),pp.43∼46.

410이는 마루야마가 결단 주체,즉 책임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무책임의 구조를 낳

는 것에 한 비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마루야마 마사오,김석근 역,『일본의 사상』

(서울:한길사,2012),p.95.

411『삼취인경륜문답(三醉人經綸問答)』(1887)에서도 백성들이 국사에 해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

의 이익만을 신경쓰게 될 때 “뇌수의 작용이 차 마비되어 5척의 몸은 단순한 밥통”에 불과하게

되고 “생기도 없고 변화도 없이 나라 안의 모든 것은 흐느 거리거나 부스러져 미끈덩거리는 살덩

이”가 되어버린다고 경고한다.이 뇌수라는 말은 양학신사가 “일원제 의회를 설치하여 나라의 뇌수

가 분열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할 때 의회를 나라의 ‘뇌수(腦髓)’에 비유할 때 다시 등장한다.

中江兆民(1965),pp.137∼8;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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肢)를 지령(指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그러나 국가의 원수인 인군으로서 이(蠢爾)하는 천

민(賤民)과 동등시해,그리고 인군으로서 인민에 종속하는 자로 간주하는 것은,머리로서 발

을 삼고,발로서 머리를 삼는 것과 같다.”412

이처럼 군주를 정신의 두뇌에,인민을 손발로 삼아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신체유비가 당시에 일반 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자는 이에 해 “답해 말

하길 국가는 인신과 같다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그 다 해도 유독 군주만이 원

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주의 국정에서는 마땅히 그 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삼

는다”고 말한다.413앞서 인군은 머리로,인민은 고굉으로 삼아,군주가 인민을 사역

시키는 것과 같은 신체 모습에 해 오로지 군주만이 정신의 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선거제를 통해 인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틀어서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물론 이 에서도 선거제냐 세습제냐는 각각의 장단 이 있고,법

제(法制)는 죽은 물건[死物]이고 국가는 산 물건[活物]이니 법제가 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정신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도 군주의 치는 고정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앞서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조민의 바디폴리틱에서 머리의 자

리는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선거나 집합 의미로 체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이다.물론 민권론자들에게도 ‘원래 국가는 유기체에 흡사해 일 신체와 같은

것이라 한다면,반드시 그 신을 지배하는 두뇌가 없어서는 안 된다.주권은 실로

그 두뇌라 할 수 있다’414며 주권논쟁에서 군주권을 옹호하기 해 유기체 비유를

사용한 것 역시 사실이다.그러나 두뇌를 구성하는 방식를 통해 군주를 심으로

하는 수직 신체와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신체를 구상한다.

(2) 국과 조선에서의 루소 수용:조민(兆民)과 동아시아 변용

량치차오의 로사학안

조민은『민약역해』를 출간한지 3년 뒤인 1885년에 푸 (Alfred Fouillée,

1838-1912)의 Histoiredelaphilosophy를 번역해 문부성편집국에서『이학연 사(理学沿

革史)』로 펴냈다.이 책은 서양의 철학사를 개 으로 다루고 있는데 18세기의

랑스의 철학을 다루는 부분에서 루소를 소개하고 있다.이 바디폴리틱과 련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루소의 말에 의하면 민약 제일 필요한 조항은 각인(各人)이 모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방국에 바치는 것이다.이 말에 의하면 소 민약은 공유정체(共有政體)를 성취하는 것과 같

412『民權問答』,『明治文化全集 自由民權篇』(東京 :日本評論社,1927),pp.169∼170.

413『民權問答』,p.170.

414岡本武雄,「主權論」,『東京日日新聞』社說,『明治文化全集 自由民權篇』,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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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소도 옛날의 라톤과 마찬가지로 방국에 하여 일종의 신물동체(神物同體)의 설에

빠졌다.즉 방국을 체로,각인을 신체의 일부[支節]로 삼아 마치 신물동체의 이학(理学)에서

신(神)을 체로,인류 서물(庶物)을 신체의 일부로 삼은 것과 같았다.… 무릇 방국에서 각

인이 신에서의 일부분과 같은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 방국에서 사람들이 서로 쓰

임을 삼고 여러 종류의 직무가 있어 각각 이를 맡는 것은 흡사 사람의 일신에서 손,발,

머리, ,폐장이 각각 직무를 행해 양(栄養)을 이루는 것과 같다.이 설은 옛날 민주국에

서 왕왕 실천되었는데,스 르타와 로마 양국에서 가장 돋보인다.이는 옛날 민주국에서는

늘 방국을 우선하고 각인을 뒤로 여긴 까닭이다.… 루소 한 방국 각종의 직무를 정

하기를 주권은 두수(頭首)이고,법률 습은 뇌수이고, 료 법 은 의욕 감 의

기 [器]으로 삼았다.농공상매(農工商買)는 입과 장으로 신을 양하는 것이다.재정은

액,출납의 직무[職]는 심장이 맡고,국인은 몸이고 지 (支節)이다.따라서 방국의 일부라

도 손상되면 고통의 감각이 바로 두뇌에 미치고 신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등,…”415

푸 는 이 같은 루소의 논의가 ‘재리(財利)’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각자

의 ‘자유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왜냐하면 이 논의는 ‘방국’,

죽 국가가 심이고,‘각인’,개인에게는 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루소가 처음

에는 민약론으로 자유를 강조했지만,신체유비에 이르러서는 국가만 강조할 뿐 인

민의 자유는 무시하는 논의를 펼쳤다는 것이다.이 논리에 따르면 국가만이 일신의

체를 가지며 인민은 그 ‘지 (支節)’과 ‘장부(腸腑)’에 불과하다.자유는 국가만이 가

지며 인민은 이에 유통하는 액에 지나지 않는다.이는 원래 루소의 진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푸 의 해석에 조민이 얼마나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푸 는 루소

의 신체 유비를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라 비 한다.루소의 이

론은 개인주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논의로 출발하는데 신체유비에서는 체

주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론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앞서 보았

듯이 조민의『민약역해』에서 나타난 논리로 보자면 이는 한 비 이라 할 수

없다.루소의 신체에서 개별 인민들에게는 자유가 없고,집합 신체로서의 체에

만 자유가 있다는 발상은 단편 인 이해라 할 수 있다. 액에 한 푸 의 이해 역

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일신만이 자유가 있고 액 혹은 각 부분에는 자유가 없다

라는 것은 루소의 바디폴리틱에 한 분명한 오해다.

그런데 이 은 량치차오의 번역을 통해 국에도 소개되었다. 국에서 루

소에 한 이해 에 빠질 수 없는 량치차오의「로사학안(盧梭學案)」은 나카에 조민

이 번역한『이학연 사(理学沿革史)』의 역이었다.416기존연구에 따르면 이는 국

415中江兆民,「理学沿革史〔三〕」,『中江兆民全集』6巻 (東京:岩波書店,1984),pp.129∼131.

416량치차오의『로사학안』에 한 서지사항에 해서는 강 기,「자료정선:양계 ,「로사학안」,

한림 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부,『개념과 소통』제1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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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선에서의 루소에 한 이해에 본격 인 출발 이 되었다.417원래 량치차오는

일 이 탄쓰퉁의『인학(仁學)』을 루소에 비견하며 높이 평가한 바 있으며,근세 유

럽에서 나라를 치료한 명의들이 수십 명이 넘는데 그 처방 오늘날의 국에 가

장 합한 것은 오직 루소의 민약론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을 정도로 루소에 해

높이 평가한 인물이었다.418

앞서 조민이 번역한 부분을 량치차오는 거의 그 로 가지고 온다.419 간단히

여서 번역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그 로 번역하고 있다.량치차오 역시 루소의

신체유비가 이 같은 자유권에서 볼 때 거북한 이 있음을 옮기며 ‘방국’과 ‘각인’

간에 립 지 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푸 의 원문과 비교하면 조민의 번역과

량치차오의 번역,푸 의 원문 삼자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루소가 말했듯이 사회계약론의 최고조항은 다음과 같다:모든 권리를 포함한 각 구성원을

체 공동체에 총체 으로 양도한다.그러나 여기서 루소는 고 라톤이 했던 실수를 반

복하는데,그것은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체로 보고 개인을 그 안의 유기 기 으로

보는 일종의 사회 범신론으로 본 것이다.물론 여러 측면에서 볼 때,사회는 개인이 모든

다른 이들에게 의무를 다하는 큰 유기체로 볼 수 있고,신체의 각 부분이 나뉜 것처럼 사

회의 각 구성원은 다양한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 민주주의,

417 이 안,「개화기의 루소『사회계약론』수용과 번역」,일본사상사학회,『일본문화연구』40호

(2011),p.509.이 안은 조선에서 루소에 한 논의의 시작은 량치차오의『음빙실자유서』에 이

이 실리고나서 부터 다고 지 한다.

418梁啓超,「破壞主義」,『自由書』,『飮氷室 集』卷2,p.25～26.물론 이후 블룬칠리의 작들을

통해 루소의 사상에 해서 비 인 시각으로 돌아선 것은 뒤에서 다루듯이 량치차오가 블룬칠리

의 유기체론을 수용하면서이다.『飮氷室文集』卷13,「政治學大家伯倫知理之學說」,p.67.이하 인

용문의 번역은 강 기,「자료정선:량치차오,정치학 가 블룬칠리의 학설」,한림 학교 한림과학

원 HK연구부,『개념과 소통』제8호 (2011)참조.

419“루소가 말하길 민약 제일 긴요한 조항은 각인이 모두 그 소유한 모든 권리를 들어 방국에

갖다바친다라는 것이다.이를 보면 소 민약이라는 것은 완연히 공유정체이다.루소는 옛날 라

톤이 말한 바에 빠져 방국을 체로 삼고,각인을 그 신체의 부분[肢節]으로 삼았다.그 뜻을 조술

함에 따라 방국과 인민의 계는 진실로 체와 그 부분의 계와 같다.사람이 방국에서 쓰임에

한 각종 직분과 각자 그 직분을 맡는 것은 사람의 한 몸에 팔,다리,머리, ,폐장이 각각 그

직무를 맡아 양 한다는 것이 이 설이다.옛날 민주국에서 왕왕 이를 실행했는데 스 르타와

로마 양국이 뛰어났다.방국을 히 여기고 각인을 경시 여기는 것은 오직 이 주의를 따랐기 때문

이다.루소와 18세기의 여러 석학들은 모두 옛 서 에서 힘을 얻어 구( )주의(나라를 히 여기는

것)와 신(新)주의(백성을 히 여기는 것)가 항상 섞여 있다.그래서 루소는 일 이 나라의 각종 직

무에 해 비유를 들어 말하길 주권은 원수,법률과 습속은 뇌수,제직 은 의욕 감 의 기 ,

농공상매는 입과 장으로 신의 양을 담당하는 것이고,재정은 액,출납의 직은 심장,나라는

인신이고 체의 부분이라 했다.따라서 국가의 일부가 상해되면 그 고통이 바로 두뇌에 미쳐

신으로 퍼진다고 했다.”梁啓超,「盧梭學案」,『飮氷室文集』6卷 (臺北 :臺灣中華書局,1970),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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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 르타와 로마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개념이었다.루소뿐 아니라 18세기 체

는 자주 이 두 개념 – 사회 신체라는 고 개념과 사회계약이라는 근 개념—사이

에서 주 한다.루소는 (개인이나 그룹이)정치 유기체의 개별 기 이라고 주장하는 데까

지 논의를 확장시킨다:말하자면 주권은 머리를,법과 습은 뇌를,사법부와 사들은 의지

와 지도 기 을,상업,산업,농업은 입과 공동체의 물 재료를 비하는 입과 ,공 재

정은 건장한 경제가 심장을 기능하게 하면서 유기체 각지로 분배하는 피,그리고 시민들은

몸,그래서 기계 체를 돌리고 살아있게 하고 일하게 하는 그런 신체 각 부분을 상징한다.

건강한 상태의 동물처럼,우리는 고통이 즉각 으로 뇌에 달되지 않는 한 어떤 부분이

아 지 알지 못할 것이다.”420

푸 는 루소가 묘사하는 유기체론이 경제 이익이라는 에서 사회를 표

상하고 있다고 본다.이는『정치경제론』에서의 주장을 그가 가지고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푸 는 “이 담론의 어떤 것도 진정한 인간 사회,즉,사회계약으로 법을 만

들 수 있는 사회는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았다.그런데 루소에게 신체유비는 단순히

경제 차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집합 신체를 구성함으로서 일반의지를 달성할 것

인가의 문제 다.개체 신체들이 모여 집합 신체를 이룬다는 에서 이 둘은

어떤 것을 더 시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니었다.푸 가 “개인은 사회 신체에 흡

수되면서 자기가 잃은 것과 진정으로 등가인 것은 찾을 수 없다.그리고 모든

이의 자유를 공평하게 양도한다고 해서 잃은 자유가 되돌아 오는 것도 아니”라고

루소를 비 하는 목이 이를 보여 다.여기서 푸 가 액 이야기를 한 것은 경

제 이익의 시각으로 사회를 표상할 때 “신체 숙명을 벗어나지 못하고”,“피 한

방울까지도 순환 운동을 통해 핏 로 흡수되는 거 신체 안에서 개인은 어떤 자유

도 갖지 못함”을 말하기 한 것이었다.

물론 푸 가 루소의 일반의지로서 집합 신체에 해 무지했던 것은 아니었

다.푸 는 루소가 말하는 “개인이 체에 귀의하는 것이지,한 사람에 귀의하는 것

이 아니다.각자가 모두 같은 권리를 얻는 연합체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과 등가의 권리를 얻고 각자가 가진 것을 보존하기 한 추가 동력을

얻는다”는 논리를 소피스트와 같은 궤변이라 평가한다.

그는 사회를 ‘계약 유기체’로 악한 사회학자 다.푸 에게 사회란 계약과

유기체라는 두 가지의 경쟁 은유를 통해 구성된다.사회가 유기체라면 이는 자연

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구성원들이 체의 종속을 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

다.사회가 계약이라면 그것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에서만

습 이고 합법 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두 은유 모두 한 쪽만을 보는 것

으로 사회는 계약이자 유기체로 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이는 기계

420https://archive.org/stream/histoiredelaphil00foui/histoiredelaphil00foui_djvu.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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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한 거부이면서 동시에 체주의에 한 거부 다.421

푸 는 루소의 논의가 사회체에 한 논의와 사회계약에 한 논의 사이에서

주 하고 있다고 바라본다.이 두 가지의 계에 해 명확히 논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유기체를 체주의 으로 읽힐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는 것이다.이것이 조민과

량치차오에게는 국가 인민의 구도로 읽혔다.계약론을 강조하는 입장이 인민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라면 유기체론은 국가의 자유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

다.계약론(기계론) 유기체론의 립이라는 역사 개와 푸 가 이를 어떻게 종

합하려 했는가를 놓친 결과 다.

그 다면 이처럼 루소의 신체정치를 체주의로 읽는 푸 를 조민은,량치차

오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조민에게도 체주의자로서 루소가 어색하지 않았을까.이

는 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루소를 읽었던 조민에게서 더할 것이다.그러나 여기

서 조민이나 량치차오의 생각을 확인할 길은 없다.다만 푸 의 비 이 량치차오의

루소에 한 보수 이해에,그리고 사회 인 신체에 한 이해에 향을 주지 않

았을까 추측해 보는 정도로 그칠 뿐이다.422

황성신문『로사민약』

황성신문에서는 1909년 8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나카에 조민의『민약역해』

를『로사민약(盧梭民約)』이라는 이름으로 게재하고 있다.여기서는『로사민약』에서

의 신체정치에 주목해 살펴보기로 한다.기존연구에서 지 하듯『로사민약』은 조

민의『민약역해』를 거의 그 로 가지고 오고 있다.423『민약역해』의 본문에 몇 군

데 수정을 가한 것 이외에는 매우 충실하게 직역하여 체제상,내용상의 획기 인

차이는 찾아 볼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결정 차이를 들고 있는데 첫

째로「서」와「역자서언」을 폭 여「소개」로 약술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하여

421MichaelC.Behrent,“Pluralism’sPoliticalConditions:SocialRealism andtheRevolutionary

TraditioninPierreLeroux,P.-J.ProudhonandAlfredFouliée”,JulianWright,H.S.Jonesed,

Pluralism andtheIdeaoftheRepublicinFrance(PalgraveMacmillan,2012),pp.108∼118.

422량치차오가 일본의 번역본을 통해 루소를 이해하는 경 에 해서는 狭間直樹·佐藤慎一·宮村治

雄,「座談 東アジアの近代と梁啓超(下)」『みすず』42(6)(東京:みすず書房,2000),pp.55〜57.그

가 조민의『민약역해』를 읽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의 번역본들을 통해 루소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423이 안은 황성신문이 사회계약론을 번역하면서『민약역해』를 참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들고 있다.첫째 다른 사회계약론 번역과 달리 한문체 다는 ,둘째 조민의『민약역해』가

다른 번역본들보다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는 ,셋째 청국의 지식인들도 사회계약론을 소개하는데

조민의『민약역해』에 의거하고 있었다는 ,넷째 1906년 이미 황성신문에 조민이 루소 민약론의

역자,민권사상의 원류로 소개되어 한제국 지식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이다.이 안(2015),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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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는 이다.둘째로 조민이 표기한 훈독 순서와 다르게 번역한 곳이 5

군데 있는데 그 4군데가 같은 구 이며 자유개념을 제시하는 구 이라는 이다.

이는『민약역해』의 자유개념을 의도 으로 도시키고 있는 것이라 평가한다.424

국망에 처해진 시기,합방이 되기 바로 직 인 1909년의 시 에서 이 은 어떤 의

미를 갖고 있었을까.이는『로사민약』의「소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부

분에서 드러난다.

“세계상 민권을 창도(倡 )함은 루소[盧梭]씨를 가장 먼 꼽을지라.그러나 지 에서 그 언

론은 이미 진구(陳久)에 속하고 신성한 제국에 공화를 제론(提論)함은 소 (昭代)의 하는 바

이니 역자 어 이속(異俗)을 숭배하여 횡의(橫議)를 기호하리오.단지 해당 씨의 민약이 조

사(措辭)가 완약(婉約)하고 우의(寓意)가 심원하여 볼만한 경이 곳곳에 존재하는 고로 다음

과 같이 번역 게재하노라.”425

앞서『민약역해』와『로사민약』의 첫 번째 차이로서「서」와「역자서언」을

부분 으로 발췌,생략,수정해 소개 을 쓰고 있다는 을 생각해보면『황성신문』

의 집필진의 의도가 담겨있다.즉 그것은 민권을 강조한 루소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지 이것이 ‘신성한 제국’에서 ‘공화’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한 ‘이속(異俗)’을 숭배하여 ‘횡의(橫議)’를 바라고자 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것이다.이

는 조민의「서」에서 “근래 2,3인과 도모하여 루소가 술한『민약』이라는 책을

번역하 다.각 장에 좇아 자구를 새겨 세상에 묻고자 하느니 선정(善政)의 백성됨에

그르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함부로 이역(異域)의 풍습을 숭배하여 이 나라의 충

한 인심을 격앙시키는 것과 같은 짓을 어 내가 굳이 하겠는가”에 해당하는 부분

이다.「역자서언」역시 조민의 것을 생략,발췌하고 있다.426여기서도 의회제에 한

루소의 생각은 서언에서 철 히 부정되고 있다.이는 조민의「서」와「역자서언」

에서 루소의 자치론을 의회제도의 근원으로 거론한 부분과 루이 15세를 비 한 부

424이 안(2015),pp.227～228.‘자유권을 버리는 정도(棄自由權之正道)’를 ‘자유권의 정도를 버림

(自由權의 正道를 棄)’으로 훈독 순서를 바꾸어 버림으로서 ‘인의(人義)의 자유’보다 ‘천명(天命)

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있다고 평가한다.이는 ‘인의의 자유’를 강조한 조민의 논리와 달리

『로사민약』에서는 제국의 존속을 정치 구상의 근본으로 치시키고자 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는 것이다.pp.243∼249.그러나 앞뒤 이어지는 문장들에서는 조민의 논리를 그 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에서 이 게 극 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425『황성신문』1909년 8월 31일.

426“余ㅣ일즉 自揣치 못고 一書 著야 世에 制度風俗과 人倫大道及一切 治道에 關係가 有

를 論야 道理에 窮究야 黽勉히 業에 就이 盖亦年이 有지라 旣히 精力이 足히 其志를 未

酬을 知고 中道에 廢止니 卽本書와 如은 特히 其一節에 不過나 唯本書에 論 바ㅣ 其

他에 比면 頗히 可觀 ㅣ 有고 且裒然히 數卷을 成지라 故로 忍히 抛棄치 못고 裁며

彙야 世에 問이오 其餘인 즉 風塵에 委棄야 隻楮도 不留얏노라.”황성신문 1909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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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황성신문의「소개」와「역자서언」에서는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이처럼 공화를 부정하고 민권 논의 역시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당시 한제국이 처한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당연히 이 시기 이러한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427

그러나 조민의『민약역해』본문은 거의 자 그 로 번역되고 있다.신체유

비 역시 그 로받아들여지는데 ‘의원(議院)’과 ‘율례(律例)’를 ‘심복(心腹)’과 ‘기 (氣血)’

로 유비해 신(衆身)과 의(衆意)를 형성함을 말한다.428조민의『민약역해』의 부분

을 토씨만 한 로 번역했을 뿐 내용상 다른 은 없다.그 다면 이미 의회와 법률

이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루소의 논의,더 정확히는 조민의 신체유비가 어떻게

다가왔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 신체유비에서 강조한 의회와 법률뿐만 아니라

합체로서의 군이라는 인식 역시 그 로 번역되고 있다.조민과 마찬가지로 루소의

‘주권자’에 해당하는 장을 ‘군(君)’이라 번역하고,군이란 군주가 아니라 합 해서 이

루어진 ‘ 인(衆人)’의 ‘상합(相合)’이라는 목이다.조민에게서 보았듯 이는 군을 새롭

게 악하는 인데 이는 자칫하면 황제권에 한 도 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

었다.앞서「소개」나「역자서언」에서 공화제에 해 철 히 부정 태도를 취한

은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그 다면 황성신문의 역자들이 내용을 제

로 이해 못했거나 아니면「소개」나「역자서언」이 그들의 원래 의도와 달랐음을

의미하는지 모른다.아니면 원문의 신체유비가 과격하게 들리지 않았을 가능

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해 이 안은「소개」와 본문 사이의 불일치를 일제강 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제국’을 정하는 가운데 루소의 ‘민약’,‘민권’사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복합 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 추정한다.공화를 부정하고 제국을 정하며 민권

에 해 애매한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민약 개념 국회설립과 헌법제정 논의를 근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로사민

약』은 군주제에 방 을 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해석이다.429 다른

427이 안(2015),pp.230～232.이 안은『로사민약』게재를 후로 해서 그에 한 고나 반향을

다룬 기사가 보이지 않는 을 들어 정부 측 제재에 한 경계를 엿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분석한

다.이 안(2015),p.227.

428“民約이 已成하 地가 變하야 邦이 되고 人이 變하야 民이 되니 民  衆意의 相結軆를 成

ㅣ니 是軆가 議院으로 以하야 心腹이 되고 律例로 以하야 氣血이 되야 其意思를 宣暢하 라

是軆가 形이 自有가 아니라 衆身으로 形을 成하고 意가 自有가 아니라 衆意로 意를 作이니 是軆

 昔人이 稱하야 曰 國이라 하고 今에 稱하야 曰 官이라 하니 官은 羣職을 裁理을 이니

衆往復하 稱을 亦曰 官이오 其出令을 稱하야 曰 君이니 他人이 稱曰 邦이오 合其衆을 稱曰 民이

니 其律例를 議을 稱曰 士이며 法令을 循을 稱曰 臣이라 나 此等稱  或 通用하야 分別키

難하니 其本義를 究하 宜ㅣ 如此진져.”황성신문 1909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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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로 김효 은 이미 국운이 기울어지고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된 때기 때문에

국민주권이나 민주제를 주장하는 이론 정도는 ‘ 험한 사상’이라거나 군주제에 ‘반동

’인 사상으로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통감부의 일본인 리

들은 조선왕조의 멸을 하여 군주제의 정신 기 를 뒤흔들어 놓는 데 황성신

문을 이용했다고 악한다.430 블룬칠리의 루소 비 이 통용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루소는 진 이라기보다 시 에 뒤떨어진 사상이었다고 생각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루소의 사회계약론 발상은 조선에 소개되던 당시에 본격 으로 수용되

기도 에 이미 때늦은 개념이 되어버렸던 것이다.431

국과 조선에서 루소의 신체정치 수용에서 별다른 특이한 지 은 보이지 않

는다.이는 루소의 신체유비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당시 상황과 련되어 있다.한

편 루소의 특유한 신체 에 기반한 정치사상이 이해되지 못한 것과도 련 있다고

볼 수 있다.계약을 통해 집합 신체를 구성한다는 발상은 국과 조선에서 강력

하게 작동하지 못했다.사회계약론과 련한 신체은유들이 일본과 달리 리 유통

되지 못했던 것은 민권이나 의회의 입법권을 강조하는 논의가 실 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 신체유비가 갖는 의미에 해서 히 악하지

못했던 것 역시 원인이라 하겠다.

(3)스펜서의 유기체론 수용:세포와 신경

스펜서의 이 수용

번역과 수용이라는 에 해 먼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우리

는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서구의 개념어들을 번역한 말들을 주로 다룰 수밖에 없

다.그리고 이때 서구의 개념어와 그 번역어 둘을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가령

‘organization’과 ‘유기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쓰임을 가진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물론 기에는 그 개념의 본질에 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

일치가 일어났을지 몰라도 어도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차이는 근본 으로 어들

거나 없어지며 두 개념 간의 완벽한 동일성이 추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는 말에서 ‘organization’을 읽어내며 그 뜻을 서구식의 개

념으로 등치시킨다.물론 번역이란 두 단어의 동일성을 가정하고 쓴 텍스트이기 때

문에 이러한 동일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이 둘이 항상 같은

429이 안(2015),pp.234～243.

430김효 (2000),p.652.

431김효 (1996),pp.382～397.루소의 인민주권이나 사회계약설 비 한 로 나진·김상연,『국가

학』(京城:養正義塾,1906),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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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432

그 게 보자면 번역의 문제는 원본과 복사본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복사

본이 얼마나 원본을 잘 베 느냐의 문제로 번역이 악될 때 그것은 기껏해야 당시

번역자들이 어떤 개념이나 문헌에 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식으로,혹은 잘못

되었다면 오역의 결과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단지 불만족스러우면서도

성 한 결론만을 수 있을 뿐이다.이처럼 번역 과정에서 한계에 주목하는 결론

은 한 언어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의미를 달·재구성하는 구체 문제를 무시하

게 된다.433 따라서 번역의 기 에 숨어 있는 논리구조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organism을 유기체로 번역했을 때 이 유기체라는 개념을 통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 고,어떤 부분에 을 맞추었는가의 문제다.이는 신체를 어떤 식으로 사

유했는가,좀 더 크게 보자면 생명을 어떤 식으로 사유했는가라는 보다 근원 인

논리구조의 차이를 으로써 그들의 정치사상 특이성들을 보여 수 있을 것이

다.

하나의 문제는 당시의 ‘organism’을 지 의 ‘organism’과 동일시해서 바라볼

때 생기는 균열이다.‘organism’이라고 할 때도 시 으로도 물론이고,이 개념을 사

용하는 학자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거나 어도 강조하는 바가 달랐음은 분명

하다.이를 모두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악하고,지 의 유기체 개념으로 당시의

개념에 한 이해를 덮어 워서는 안 된다.이는 각 시 가 기반하고 있는 생명에

한 이해와 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사회유기체라는 개념을 살펴 볼 때에도 신체를 어떤 식으로 사유

했는가,좀 더 크게 보자면 생명을 어떤 식으로 사유했는가라는 기 에 깔린 논리

구조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함을 말해 다.본 논문은 스펜서의 ‘사회유기체’논의를

일본과 국에서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살펴본다.기존의 논의들이 스펜서 사상의

수용과정에서 당시 일본과 국이 처해있는 컨텍스트에 을 맞추었다면 본 논문

은 그들의 신체 혹은 생명 의 차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원래 organ이라는 말은 14세기 어에 편입되었으며 처음에는 악기를 가리키

는 것이었다.14세기 후에 들어서 인 피아노류의 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

었으며 이 어원은 고 희랍의 órganon에서 왔다.이 말은 공구,기계,도구를 의미하

는 말로 여기에서 두 가지 생 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즉 추상 인 기구

(instrument)를 의미하는 말과 악기라는 말로 사용되었다.15세기 에 들어서면 organ

을 신체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 등으로 사용하는 가 등장하기 시작한다.여기서

432이러한 문제의식에 해서는 Howland(2002),p.5.

433Howland(2002),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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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것으로 보이는 organism이라는 단어는 17세기에 등장한 신조어 다.이는

organize라는 동사와 련되어 조직(organization)이나 사회 시스템(socialsystem)을 의미

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그리고 19세기 들어 동물이나 식물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게 해서 organism이란 말은 기 으로 구성된 생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의 organism이 일본에서 ‘유기체’라는 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에도 후기 난학자들에 의해서 다.네덜란드어로 ‘유기 ’이라는 뜻의 bewerk'tuigd는

말과 ‘기 ’이라는 뜻의 orga'nisch을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처음에는『植學啓

原』(1834)에서 보이듯 기성체(機性體),무기성체(無機性體)와 같은 말로 번역했으나,이

후 유기체,무기체로 정착하게 되었다.유기체,무기체라는 말은『氣海觀瀾廣義』

(1851-1856)에도 보이며,일본 최 의 병리학서인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의『病學通論』

(1849)에도 유기체라는 말이 실려있다.434이후 organism의 번역어로서 유기체가 등장

하는 사 『和譯字彙(1891)』의 를 보아도 메이지 시기에 들어서면 이 번역어는 정

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35그런데 여기서 ‘유기(有機)’라는 말로 생명의 특성을 악

함으로써 사회 인 것을 유추할 때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낳는가는 서구의 의미망

과는 다를 수 있다.그 다면 스펜서의 번역을 통해 이러한 사유들이 어떻게 개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스펜서(1820-1903)의 사회유기체론은 근 일본에서 사회를 신체에 비유해 사

유한 담론의 본격 인 시작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436그는 민권론자들의 주요한 이

데올로기가 된『사회평권론』(1884)등 작들을 통해 ‘사회’라는 말을 유행시킨 장본

인이기도 했다.주지하듯 스펜서는 사회를 ‘유기체(organism)’로 악한다.437일본에서

도 19세기 들어 화학 등의 용어에서만 쓰이던 유기라는 개념이 1870년 들어 블룬

칠리나 스펜서의 organism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기체라는 말이 정치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당시 미권에서 스펜서의 향력은 당 사상가 최고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 역시 외가 아니었다.메이지헌법 발표 까지 총 21종

434杉本つとむ,『語源海』(東京:東京書籍,2005),p.620.

435‘유기(有機)’라는 말 자체는 통 용법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로 어떻게 해서 ‘기(機)’자가 선택

되었는지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어원을 추측해볼 수 있는 것으로 장자「至樂」편에 ‘萬物皆出於

機,皆入於機(만물은 모두 기(機)에서 생겨나서 기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서 기(機)는 만물변화의 원인,근원으로 악된다.장자「天地」편에서는 ‘有機械 必有機事 有機

事 必有機心 機心存於胸中 則純白不備’(기계가 있으면 기계의 일이 있고 기계의 일이 있으면 기

계의 마음이 있다.가슴에 기계의 마음이 있으면 순백은 사라진다)라는 말에서 기(機)를 기계의 의

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436Howland(2002),pp.171～182.

437일반 인 사회유기체에 한 논의는 D.C.Phillips,“Organicism intheLateNineteenthand

EarlyTwentiethCenturies,”JournaloftheHistoryofIdeas,Vol.31,No.3(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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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펜서 작이 번역되어 간행되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 벤담의 번역 9종, 의 번

역 12종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 다.뿐만 아니라 스펜서의 작은 도쿄 학,게이오

의숙을 비롯해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범하게 사용되었으며,일본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앞다투어 스펜서에게 찾아가 의견을 얻기도 했을 만큼 직 인 향력

을 가지고 있었다.438

그 다면 일본에서 스펜서의 인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기존 연

구들은 처음에 이나 벤담에 열 했던 이들이 차차 스펜서에게 을 돌렸다고 본

다.이는 ‘이익’을 시하는 공리주의자들에 비해 ‘도덕감정’을 이야기하는 스펜서의

이론이 보편 도의를 강조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그러

나 이때 벤담과 스펜서의 철학의 차이는 단지 공리주의냐 도덕감정을 요시했냐만

의 차이는 아니었다.스펜서는 벤담식의 공리주의가 논리상 결국에는 정부에 의지

하게 된다는 을 비 한다.벤담은 실의 인간성을 제로 해서 의회 개 을 통

한 정치의 민주화를 꾀하는데,이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인 으로 일

치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벤담의 논의가 이처럼 필연 으로 앙집권 인 경향

을 보인다면 스펜서는 사회진화와 함께 개개인의 애타심이 서서히 자각됨에 따라

정부기능은 축소된다는 을 강조하는 철 한 자유방임주의자 다.스펜서는

정부를 ‘필요악’으로 간주,사회진화에 따라 정부의 권력은 축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이처럼 도덕에 기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기한 자

유주의’사상이 자유민권론자들에게 당시 정부에 한 강력한 비 의 무기로 합

하리라 생각되었음을 상할 수 있다.439

그런데 스펜서의 논의는 자유민권운동론자들의 논리 기반이었던 것과 동시

에 정반 로서 메이지 정부가 의존한 것이기도 했다.시미즈 이쿠타로(淸水幾太郞)가

평가한 ‘두 개의 혼’이라는 말이 잘 보여주듯 근 일본에서 스펜서 수용은 이

성격을 띠고 있었다.이는 스펜서의 논의 속에 자연법 사상과 낭만주의 유기체설

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상용하기 어려운 두 개의 혼이 메이지 시기 격렬히 립한

민권론과 국권론 양 진 에 수용되었다는 주장이다.이처럼 두 개의 혼설은 스펜서

의 논의를 ‘개인 자유주의’와 ‘유기체설 체주의’가 극명하게 나뉘어 자가 기

에 후자가 후기에 받아들여졌다는 식의 논의로 진행되었다.440물론 스펜서의 이

성격에 해서는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출 당시 유럽에서도 논쟁 이었다.

438山下重一(1983),pp.5～6.

439山下重一(1983),pp.60～62.

440이른바 ‘두 개의 혼’설에 해서는 山下重一(1983),pp.7～10.그러나 야마시타의 논의를 포함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혼’설이 극복되어 민권론 안에 스펜서의 양 측면이 혼재되어 있

음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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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펜서의 ‘유기체 비유(organicanalogy)’와 ‘경쟁(competiton)’개념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의 로는 스펜서의 추종자로 알려진 사회주의자

베아트리체 웹(BeatriceWebb)의 논의에서처럼 통합을 조정하는 기 인 두뇌의 모델

과 같이 국가는 조화롭게 될 수 있다는 논의로,후자로는 동아시아에서도 향을

끼쳤던 벤자민 키드(BenjaminKidd)의 논의에서처럼 경쟁을 시,개인의 국가에

한 종속을 강조하는 진화론 논의가 있다.441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무 편의 이고 도식 인 것처럼 보인다.스펜서의

자생존이라는 진화론 철학체계가 그의 유기체설과 결합해 보수 이데올로기로

쓰일 수 있다는 은 인정한다고 해도 스펜서의 유기체론이 필연 으로 보수 이

데올로기와 결합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게 보자면 그의 사상에 일 되게 흐

르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한 유기체라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더 부각시켜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했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유기체란 무엇인가— TheSocialOrganism과『사회조직론』

우선 근 일본에서 스펜서의 논의를 받아들인 사상가 에 바바 타츠이(馬場

辰猪,1850-1888)를 들 수 있다.바바 타츠이는 1882년『自由新聞』에 연재한 미완성작

인『본론(本論)』(1882)에서 사회를 유기체로 비유하고 있다.442그는 천하 사물의 성

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두 종류,이른바 유기체와 무기체라고 말하며,사회란 유기체

에 가까운가 무기체에 가까운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사회는 생장 발달함을 쉬지 않는데,이는 변화하지 않는

무기체와 립한다.이러한 ‘유기’개념은 스펜서에게서 가지고 온 것이다.그런데

바바는 이 유기체를 가지고 사회를 조직하는 이유에 해서 설명한다.443

“신체에서 그 사상감각(思想感覺)을 하는 것은 으로 뇌수의 집합이라 하더라도 사회는

결코 이와 같을 수 없다.왜냐하면 어리석은 자 역시 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이를 다

른 말로 하자면 일신(一身)의 사상감각은 오직 신체 하나의 국부인 뇌수에만 있지만,사

회에서는 사상감각이 으로 사회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원래 우리들이 사회를 조직

441 이에 해서는 Vergata,AntonelloLa,“HebertSpecer:Biology,Sociology,and Cosmic

Evolution,”SabineMassen,EverettMendelsohnandPeterWeingarteds.,BiologyasSociety,

SocietyasBiology:Metaphors(Dordrecht:KluwerAcademicPublishers,1995),pp.197～198;

Tim S.Gray,ThePoliticalPhilosophyofHerbertSpencer:individualism and organicism

(Aldershot;Brookfield,Vt.:Avebury,1996),pp.1∼14.

442바바 타츠이와 자유신문의 계,가토 히로유키와 인권신설 논쟁에 해서는 松岡僖一,『「自由

新聞」を読む―自由党にとっての自由民権運動』(名古屋:ユニテ,1992).

443馬場辰猪,｢本論｣,『明治文学全集』12(東京:筑摩書房,1973),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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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사회를 해서 인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경 인류가 그 천부의 자유를 향유하

고자 사회를 조직한다.이로써 보자면 그 상등동물의 신체에서 목 은 사상감각의 하나의

국부에 있다.그러나 사회의 목 은 이와 달리 원소나 인류에 있다.우리당이 문(前文)에

서 우리들의 천부한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회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까닭

이다.”444

사상감각을 하는 것은 으로 ‘뇌수’의 집합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라는 유

기체에서는 그 지 않다는 것이다.천부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

고 천명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때의 스펜서의 유기체는 개인의 민권을 강조

하는 입장에서 인용되고 있다.사회로서 유기체는 감각이 하나의 국부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스펜서의「사회유기체설(Social

Organism)」(1860)을 번역한 이들의 심에서도 볼 수 있다.스펜서의 이 논문은 일본

에서 1882년 야마구치 마츠고로(山口松五郞)에 의해『사회조직론』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 서문에 “이 책은 사회의 생리를 심해(深解)함으로써 주권의 소재 역시 이로 말

미암아 명확해진다”고 밝히고 있듯 그들의 심은 ‘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데 있었

다.『사회조직론』 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옛날 사람들은 심(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혹자는 복부(腹部)에 있다고 하고, 혹

자는 두부(頭部)에 있다고 해서 끝내 의견을 통일할 수 없었다.이는 인신(人身)의 생리(生理)

가 아직 밝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에 이르러서야 궁리(窮理)가 정교해져 사람들 모두

이를 알 수 있게 되니 인간에게 공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요즈음 민간에서 주권을 말하며

혹자는 국회에 있다고 하고, 혹자는 군주에게 있다고 하고, 혹자는 양자의 사이에 있

다고 하니 의견이 일정하지 않다.이 한 사회의 생리가 아직 밝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회의 생리를 심해(深解)함으로써 주권이 있는 곳 역시 이로 말미암아 명확해지니

세상에 이로움이 참으로 지 않다.독자 여러분이 이를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445

여기서 역자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心)이 어디에 있는지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했음을 지 한다.이처럼 정신이 배에 있다거나 머리에 있다거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인체[人身]의 생리’가 밝 지지 않아서 그러한 것처럼,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사회의 생리’가 밝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446따라서 주권이 국회에 있는지 혹은 군주에게 있는지 그것도 아

니면 이 양자 사이에 있는 것인지 밝히기 해 사회의 생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다.여기서 인체의 생리를 통해 사회의 생리를 밝힐 수 있다는 논리,이 둘이 사

444馬場辰猪(1973),p.206.

445波·斯辺鎖,山口松五郎 訳,『社会組織論』(東京:松永保太郎,1882)서문.

446동아시아에서 심(心)을 통 으로 군주에 비유한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심을 주권이라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 다면 복부(腹部)는 국회,두부(頭部)는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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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동일한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다음 해 발행된 재 서문

에서도 나타난다. 이 발행된 지 1년 만에 재 을 발행하게 된 과정을 밝히며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를 가지고 인신(人身)에 비유해 그 이해와 휴척(休戚)을 논하는 것은 학자의 상습(常習)

이니 이 어 우연이겠는가.반드시 양자 사이에 유사 이 있기 때문이다.그 다고 해도

국가와 인신을 비교해 그 유사 를 논하는 책은 옛날부터 드물게 보이는 바로 개 부회(附

)의 망설(妄說)일 뿐이다.따라서 이를 상세히 할 수 없음이 내가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

는 바 다.지난해 여름 국의 홍유(鴻儒) 허버트 스펜서[派巴爾土 斯邊鎖]씨의 서

IllustrationsofUniversalProgress를 읽고 SocialOrganism이라는 제목의 사회와 인신과의 유사

을 논한 한 편을 얻었는데 그 논리의 정확함이 나의 결망(缺望)을 만족시키기에 충분

했다.”447

국가를 신체에 비유하는 것은 통 인 동양의 고 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 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는 아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 둘 사이의 유사 을

논함이 개 부회에 빠져 오류를 면하기 쉽지 않아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스펜서의 이 을 읽고 논리의 정확함에 감탄했다는 것이다.그 다면 야마구치는

어떤 에서 스펜서의 유기체론에 매료되었던 것일까.스펜서는 처녀작인『사회정

학(SocialStatics)』(1851)에서 이미 유기체에 한 맹아 발상을 보인다.448생물의 진

화는 그 기능의 개별화(individuation)와 상호의존(mutualdependence)의 종합이라고 주

장하며 인간의 사회의 진보 역시 이러한 분리성과 통합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유

기체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한다.그는 사회가 개체 존재와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

된 단 들로 이루어져 상호 조하는 것으로 악한다.이는 다 의『종의 기원』

(1859)이 발표되기 에 이미 진화론 법칙에 따르는 나름의 보편 법률을 제시한

것이었다.449

“따라서 우리는 모나드(monad)들의 코먼웰스로서 신체를 다룸에 있어 각각의 모나드들이 생

명,성장,재생산의 독립된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각의 모나드들은 다른 다

447波·斯辺鎖,山口松五郎 譯,『社会組織論』(東京:加藤正七,1883)서문.

448이 책은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에 의해『권리제강(權利提綱)』이란 제목으로 1877년 발췌 번

역되었고,마츠시마 고우(松島剛)에 의해『사회평권론(社 平權論)』이라는 제목으로 1881〜1883년

완역되었다.이에 해서는 山下重一(1983),pp.56～70.

449스펜서의 기 철학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나 획득형질 유 설에 향을 받았으나 이후 다

의 자연선택 원리를 받아들여 생물진화론의 심철학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鈴木貞美,『生命観の探

究―重層する危機のなかで』(東京:作品社,2007),p.115.발생학자 겸 진화학자인 카를 베어(Karl

vonBaer)의 향 계에 해서는 PeterM.Heiji,“ImportanceoftheConceptsof‘Organism’

and‘Evolution’”,SabineMassen,EverettMendelsohn andPeterWeingarteds.,Biologyas

Society,SocietyasBiology:Metaphors(Dordrecht:KluwerAcademicPublishers,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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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모나드들과 결합해 그 자신과 나머지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

다.각각은 액으로부터 그들의 몫인 양분을 흡수한다.이처럼 개체 존재(individualbeing)

와 인간 사회(humansociety)간의 비유(analogy)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사회 안에서 역시 각

각의 인간은 공공의 필요를 해 보조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상품의 일정 부분을 갖는다.”450

스펜서는 ‘모나드들의 코먼웰스’로서 신체를 악한다.라이 니츠의 ‘모나드

(monad)’개념에 따르면 체는 부분들의 기계 결합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개성을

갖는 구성 단 들의 다양한 성격이 그 로 유지되면서 만들어진다.451스펜서는 각

각의 모나드들이 단순히 체를 이루는 부분들로 악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서로

유기 으로 결합해 부분 이상의 것들을 만든다고 보았다.이때 라이 니츠의 세계

은 진화론과 결합한다.스펜서의 진화론 유기체 발상은 콩트에게서 향을 받

은 것으로 평가된다.사회학의 아버지라 칭해지는 콩트는 랑스 명 후의 사회

동요나 정신 혼란을 극복하기 해 계 간 력에 의한 조화로운 사회의 이미지

로서 신체를 가지고 온다.452그런데 요한 것은 콩트가 사회유기체를 말할 때 이것

이 분할 불가능한,상호 의존 부분들로 구성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유기

체 자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침을 요한 특징으로 제시한다는 이다.콩트는 유기

체의 구조 인 측면과 역사 인 측면을 동시에 지 한 첫 번째 사상가 다.그 이

에는 단지 공시 측면만을 강조해 조직의 구성상의 특징으로서 유기체가 악되

어 왔다면 콩트 이후 사회유기체론은 통시 측면,즉 진화론 과정으로서의 성격

이 강조된다.453그런데 스펜서는 이러한 콩트의 사회학 분석에 기 하면서도 콩트

의 연구를 주 인 것으로 비 한다.반면 자신의 유기체론은 객 인 법칙으로

서 평가,자신의 유기체론을 독자 인 것으로 자리매김한다.이는 그의 철학이 우주

만물을 일 하는 하나의 객 법칙을 수립하 다고 주장한 바와 련되어 있다.

그는『사회정학』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에 걸친 사색을 통해 사회유기체를 그의 철

450 HerbertSpencer,SocialStatics;or,the Conditions Essentialto Human Happiness

Specified,andtheFirstofthem Developed.Englishre-issueofsecondedition(London,1868

[1850]),p.493.

451이러한 라이 니츠의 우주 유기 성격은 데카르트 기계 세계와 반 된다.유기체론과

라이 니츠 논의의 계에 해서 박상섭(2008),pp.74〜75.

452鈴木貞美(2007),p.166.그는 이처럼 사회를 신체와 연 해 사유하는 사회학 통이 단순히

콩트뿐만이 아니라,뒤르 역시 사회학과 생물학을 연결시켜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콩

트는 사회를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통으로부터 빌려온 상승 작용(synergie)과 교감(sympathie)이

란 두 가지 계에 따라 조 되는 부분들의 통일체로 정의한다.콩트에게서 신체 유비에 해서는

조르쥬 깡길렘,여인석 역,『정상 인 것과 병리 인 것』(고양:인간사랑,1996).,pp.274～277.뒤

르 과 스펜서의 공통 과 차이에 해서는 Heiji(1995),pp.155～191.

453周红兵(2015),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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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체계의 심으로 삼게 된다.그것이「사회유기체설(TheSocialOrganism)」(1860)이

라는 논문이었다.스펜서의 처녀작『사회정학』의 말미에 ‘단일구조로부터 복합구조

로라는 진화가 있고,이러한 진화는 개인유기체와 사회유기체가 동일하다라는 인식’

이 보이지만,그의 특유의 사회유기체설이 처음으로 상세히 서술된 논문이다.454스

펜서는 자서 에서「사회유기체설」논문에 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회유기체라는 개념이 진화론 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에서 이미 함의하고 있는 바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작(manufacture)혹은 인공 인 배치(artificialarrangement)와 같은 개념을

배제함과 함께,자연 인 발 (naturaldevelopment)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개념은

『사회정학』 에서 간단히 표 되었는데,그 사이에 진보해 이제서야 조심스러운 형태로

개되었다.여기서 주장하는 핵심 인 사실은 사회유기체가 개체유기체와 본질 인 특징

면에서 같다는 사실이다.그것은 성장한다는 것,그리고 성장하면서 보다 복잡해진다는 것,

복잡해지면서 그 부분들은 보다 많이 상호의존 이 된다는 것,그리고 생명은 그것을 구성

하는 여러 단 의 생명보다 더 길다는 것이다.사회유기체와 개체유기체 둘 다 이질성

(heterogeneity)의 증가에 따라 통합(integration)역시 증가한다.”455

여기서 유기체로서 사회는 성장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강조되고 있다.스펜서에게 사회와 개체라는 유기체의 본질 특징은 성장한다는

,성장하면서 복잡해 진다는 ,복잡해 지면서 부분들이 더 많이 상호의존 이

된다는 이다.이는 스펜서의 유기체론의 핵심으로 유기체론을 진화론과 연결지어

사유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목이다.이처럼 스펜서에게 진화라는 의미가

요함은 부정할 수 없다.하지만 스펜서 역시 집합 신체로서 정치체를 설명하는

사상의 역사 속에서 유기체론을 정립하고 있다는 에서 그의 유기체론 자체를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는 정치체(bodypolitic)를 문자 그 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alivingorganism)’로서 유비해 정치체를 말한다.

“사회와 일반 유기체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설은 얼마간 고인이 생각하던 바로,고서

에서 왕왕 보이는 바이다.그러나 이 같은 설은 망상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어 확실하

다고 말할 수 있으랴.당시 이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진실한 유사를 식별할 수 없었던 까

닭은 아직 생리학이 미개했기 때문으로,특히 최근 동학에 용하는 개 법,즉 만물로부터

일정의 이치를 검출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456

여기서『사회조직론』이 ‘사회’라 번역한 말은 스펜서가 ‘bodypolitic’이라 쓰고

있는 말이다.그는 정치체(bodypolitic)와 살아있는 개인 신체(livingindividualbody)사

454山下重一(2009),pp.137～144.

455HerbertSpencer,AnAutobiography,vol.Ⅱ (New York:D.AppletonandCompany,1904).

http://oll.libertyfund.org/titles/2323

456斯邊鎖(1883),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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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비(analogy)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음을 지 한다.그는 유기체로서 개체

유기체(individualorganism)와 사회 유기체(socialorganism)의 공통 을 발견한 사유들

의 선구자로 라톤과 홉스를 꼽고 있다.그러나 스펜서는 라톤과 홉스의 논의가

‘구성상’으로는 사회와 인체의 유사성을 지 하지만 ‘연 상’으로는 기계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비 한다.457이는 앞서 자서 에서도 밝혔듯이 사회를 인공 인 것으

로 악하는 것에 한 스펜서의 반론이었다.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신체

와 사회 사이의 유비가 그 동안 모호하고 다소 추상 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는

생리학(physiologicalscience)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는 악한다.기계론

정치체라는 에 해 비 한 스펜서는 새로운 생리학의 발 에 따른 결과로

사회와 일반 유기체 사이의 유사성을 네 가지 제시한다.즉 유기체는 생장한다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한다는 ,각 부분의 활동은 다른 부분의 활동

에 의지해 떨어질 수 없는 계를 갖는다는 ,부분에 변경이 있다 해도 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 개체와 사회유기체의 공통 이다.

“(1)소( )를 쌓아 (大)를 이루는 것으로 혹 원체(原體)의 만 배에 이르는 것이 있다 해도

그에 도달하는 바는 차 이지 하지 않다.(2)최 의 구성은 극히 간이하다 해도 발

달함에 따라 간단함[簡]에서 복잡함[雜]으로 이동해 더욱 방잡(庬雜)해 진다.(3)아직 발달하

지 않은 최 는 각부가 고립해 서로 의존[相依]하지 않지만 발달함에 따라서 서서히 순치(脣

齒)의 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각부의 활동은 자여(自餘)의 활동에 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4) 체의 수명[命脈]과 발달은 그 분자의 수명과 발달과 상 이 없다. 으로 독립한

것으로 그 수명과 발달을 분자의 수명과 발달에 비유하면 장단(長短)이 서로 같지 않다.따

라서 분자에 변화를 일으켜도 이와 상 없다.오히려 체는 활발함에 이르러 더욱

발달한다.”458

즉 유기체는 생장한다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한다는 ,각

부분의 활동은 다른 부분의 활동에 의지해 떨어질 수 없는 계를 갖는다는 ,부

분에 변경이 있다 해도 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 무기체와 구별되는 사회와 일

반유기체의 유사 이다.459물론 유기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유기체가 아니며,사회

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사회는 아니다.여기서 요한 것은 원시사회는 하등동물과

마찬가지로 각 부분들이 서로 의존하지 못하고 고립한다는 이다.따라서 이를 분

할하거나 그 ‘요부’(要部)를 제거해도 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그러나 개명사회는 분할

하거나 요부를 제거하면 고등동물이 그런 것처럼 반드시 다른 것에도 향을 미쳐

분란을 일으키거나 괴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원시사회가 분리가능한 사회로서

457斯邊鎖(1883),pp.21∼30.

458斯邊鎖(1883),pp.32∼34.

459斯邊鎖(1883),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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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명은 오래 유지할 수 없는 반면 개명사회는 분리가 쉽지 않아 오래 유지될 수

있다460이처럼 고등동물과 개명사회의 공통 은 그것이 보다 분리불가능하며 상호

연 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유기 이라 악된다.여기서 보듯 스펜서에게 유기

생명이라는 의미는 각 부분이 서로 긴 한 의존 계에 놓여 있다는 이며 이는 사

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스펜서는 사회로서의 유기체와 개체로서의 유기체 사이의 차이 역

시 밝히고 있다.첫째 사회는 특정한 외형 형태는 갖지 않는다.둘째 개체유기체

를 구성하는 조직은 속 인 일체를 이루고 있지만,사회의 제요소는 일체를 이루

지 않고 지표 혹은 부분에 산재하고 있다.셋째 개체유기체의 여러 단 는 많은 경

우에 일정의 장소를 하고 있지만,사회유기체의 여러 단 는 장소를 이동하는 것

이 가능하다.넷째 동물체에서는 특수한 조직만이 감정을 부여받았음에 반해,사회

유기체에서는 구성원이 감정을 부여받았다.이때 스펜서에게 가장 요한 것은

사회는 감각을 갖는 세포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4번째 차이이다.그는 생물에서는 감

각을 갖는 세포와 그 지 않은 세포로 나뉘는 반면,사회에서는 모두가 감각을 갖

는다고 말한다.생물은 ‘신경(nervoussystem)’을 통해 부분의 쾌락이 체의 쾌락과

연결된다.하지만 사회유기체는 일반 유기체와 다르다.

“그러나 이에 해 사회와 일반 유기체 사이에 자못 반 되는 바가 있음을 볼 수 있다.일

반 유기체는 각 세포가 상쾌[快爽]한지 아니한지가 신경의 상쾌 여부와 련되어 신경이 상

쾌하면 각 세포가 모두 상쾌함을 느끼고 신경이 상쾌하지 않다면 각부 모두 불쾌를 느낀

다.반면 사회는 세포 모두 감각력을 갖고 있어서 체에서 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각 세

포의 고락이 체의 고락에 계함이 극히 다.고로 일반 유기체에서는 체의 명맥은

주로 각 세포의 수명을 따른다.사회에서 각 세포의 수명은 주로 체의 수명을 따른다.사

회가 일반 유기체와 닮지 않은 한 가지로 항상 우리의 주의함을 요하는 것이다.정부를 건

설하는 목 은 인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부가 쓸데없이 사회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인민

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을 이성이 용인하지 않는 바는 이 이치에 기 하는 것이다.”461

여기서 감각기 이 사회 체에 퍼져 있다는 것의 의미에 해서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일반 유기체에서 감각이 ‘독 화(monopolize)’되어 있어 모든 부분

들의 복지가 ‘신경 시스템(nervoussystem)’에 종속되기 때문에 부분은 체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반면 사회의 구성원은 개인의 의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체는

통일 의식을 갖지 않는다.이처럼 인민의 행복이 사회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

생될 수 없는 것은 사회라는 유기체의 특성이 일반 유기체와 달리 각 세포가 모두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인간의 신체 에서 감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지 머

460斯邊鎖(1883),pp.36∼38.

461斯邊鎖(1883),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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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집 된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 모두가 감각을 할 수 있다는 발상 속에서 ‘사

회 인 것’의 특징으로서 개체 심 ,자율 인 상이 그려지고 있다.

의회와 두뇌의 유비

스펜서의 사회와 생물 사이의 유사성은 국회와 두뇌의 기능 간 비교로까지

나아간다.

“고등 동물을 특징짓는 가장 발달된 신경 (ganglia)은 시스템의 각 부분들로부터 송된 다

양한 감각들을 해석하고 종합하여 부분들을 하게 다루어 행동을 조 하는 것이 본성

(nature)이다.마찬가지로 가장 발달된 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발달한 입법체는 모든 계 들

과 지방들의 바람들을 해석하고 종합하여,이를 일반 인 바람과 조화시켜 법을 만드는 것

이 본성이다.우리는 두뇌(brain)의 역할을 육체 ,지 ,도덕 생활의 이익을 평균화

(averaging)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좋은 두뇌란 각 부분의 이익에 맞는 욕구들이 균형을

이루고,각각의 이익이 지시하는 행 가 부분들 어느 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역할 역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계 의 이익을 평균화하는 것이다.좋은

의회란 각각의 이익에 답하는 정당들이 균형을 이루고,그들의 입법이 각 계 들로 하여

나머지의 주장과 가능한 일치하도록 하는 기 이다.”462

뇌와 의회는 직무상 유사한데,둘 다 사고를 담당하는 기 으로 체의 이

해득실을 단한다.번역본에서 의회의 기능에 해 원문에서보다 조 더 자세하

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은 그들이 국회 개설의 정당성을 가지고 오기 해 스펜서

의 논의를 끌어오고 있음을 추측 한다.스펜서와 번역본에서 보이는 이러한 논리

는 다양하게 분기하는 의견들을 종합하는 뇌=의회의 통일 기능을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인다.『사회조직론』에서는 이 머리와 의회의 비유에 해 다음과 같이 번

역한다.

“ 뇌는 천서만단(天緖萬端)의 사고[ 思]를 발출하는 곳으로 그 일사일고(一思一 )는 모두 인

신 체의 이해득상(利害得喪)에 계해 참으로 신경에서 추요(樞要)의 지 를 유하게 된다.

고로 우리는 그 직무로서 지(智)인(仁)용(勇)기타 제덕의 이해를 균일하게 해 피차 경 이

없도록 용무를 이루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로 뇌가 건강하다면 사람의 행 로서

지에 치우쳐 인을 잃고,혹은 용에 치우쳐 지를 잃는 일 없이 제덕을 겸용해 과실에 빠지

지 않게 된다. 국회는 천서백단의 의논이 분기(紛起)하는 곳으로 그 일의일론(一議一論)은

실로 사회 체의 이해득실에 계해 정부의 구조에서 추요의 지 를 유하게 된다.고로

우리는 그 직무로서 사농공상의 이해를 평등하게 해 피차 경 이 없게 용무를 이루는 것이

라 해석할 수 있다.고로 국회가 선미하다면 사(士)에 손해가 있어도 농부에게 이익이 되는

율령을 만들고 혹은 상인에게 이익이 있어도 장인에게 해가 있는 법률을 정함 없이 상호

양해 가능하면 이를 양해해 각자의 이해를 균일하게 해 공정무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462HerbertSpencer,TheSocialOrganism,inTheManversusthestate:withfouressayson

politicsandsociety(Baltimore:PenguinBooks,1969),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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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3

그런데 이는 앞서 사회와 일반 유기체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사상감각을 하는

것이 뇌수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세포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스펜서의 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스펜서와 논쟁을 벌인 다른 진화론자 헉슬리는 이러한

스펜서의 내 모순을 지 하고 있다.스펜서가「사회유기체론」에서 뇌가 개인의

생명,신체,지성,도덕,사회의 각각에서 이해 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

처럼 정부 역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계 의 이해 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 말하는 것은 각 개별 세포들의 자립 역할을 강조하는 스펜서의 자유방임주의

철학과 상호모순이라는 것이다.464

그러나 헉슬리의 이러한 비 은 스펜서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스펜서가 뇌를 강조할 때 이는 각 세포들의 감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이

것이 번역본에서는 뇌의 지각을 오 (五官)의 신경과 구별해 지각(代知覺)으로서

설명된다.

“ 뇌는 외물로부터 직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다.오직 간 으로 이를 받을 뿐인데 이

는 이미 성리학(性理學)상에서 보통의 진리이다.고로 뇌의 지각을 오 신경 (五官神經節)

의 지각과 구별하기 해 이를 지각(代知覺)이라 부르도록 하자.그러면 우리 국의 하원

의 직무를 연하기 해서 하원을 의원(代議院)이라 칭하는 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포함

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왜냐하면,하원에서 상의(相議)하는 바 이해득실은 인민 스스로 출

석해 이를 명언하는 것이 아니고,오직 의사(代議士)로서 이를 언(代 )하게 하는 것으로,

국회가 뇌와 유사한 이 있기 때문이다. 뇌에서 지각들로부터 생긴 원욕(願欲)은 서

로 다투어 승리를 얻는 것으로 그 쓰임을 이루지 못한다.반드시 근하는 바의 신경 에

의해 그 쓰임(인체의 작용을 정하는 것을 이름)을 이루는 것이다.이는 즉 국회에서 각 정

당이 다투어 승리를 얻어 정당 스스로 그 원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상의 손을 거쳐

국왕이 이를 결행하는 순서에 유사한 것이다.그런데 국회가 국왕으로서 그 제정한 법률을

결행시키는 것은 그 모습이 흡사 하등 척수동물에서 역자(役 )인 신경 이 상등 척수동

물에서 뇌를 해 피역자(被役 )됨과 같다.”465

오 이 신경을 가지고 직 감각하지만 뇌는 이러한 감각들의 ‘재

(representation)’을 받아 리로 감각한다. 이는 정치에서 ‘ 의체/ 의기

463斯邊鎖(1883),p.106.

464헉슬리는 스펜서의 자유방임주의에 반 해 사회의 복지를 한 정부기능,특히 교육에 한 국

가의 개입을 주장한다.여기서 헉슬리는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와 생물유기체의 유추에 한 주장을

비 ,생물학 유추보다 화학 유추를 주장한다.이 논쟁은 FortnightlyReview에 헉슬리가

“Administrative Nihilism”이라는 논문을 실어 스펜서의 주장을 비 , 스펜서가 다음호에

“SpecializedAdministration”이라는 을 실어 반박하고 있다.이에 해서는 山下重一(2009),pp.

152∼167.

465斯邊鎖(1883),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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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body)’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국회의원들은 리로 인민들이 바라

는 바를 발언하는 존재다. 뇌가 직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리해서 감각하는

기 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인민들의 욕구를 리해서 수행하는 존재다.이

처럼 뇌는 신경이 직 느끼는 것과 달리 ‘ 지각’으로서 정치에서의 ‘ 의사’의

기능을 한다.466스펜서에게 의 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실 하는 최

선의 수단이었다.467‘평등자유의 법칙’으로 사회는 단 로서 개인들의 행복이 유일한

목 으로서만 존재한다.그리고 이는 개인에 한 최소한의 간섭만을 허용하는 자

유방임 (laissez-faire)유기체론이었다.그런 에서 스펜서에게 리로서의 의회 개

념은 국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를 한 리 수단이라는 에서 그의

체 논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유기체에 한 논의는 그의 사회이론을 집 성한『사회학원리

(Principle ofSociology』(1876)에서 이어진다.그는 ‘군사형 사회(the militanttype of

society)’와 ‘산업형 사회(theindustrialtypeofsociety)’를 구별하며 ‘평화로운 산업형 사

회의 특징은 앙권 가 비교 약하고,개개인의 사 활동에 거의 으로 간섭

을 하지 않고,국가를 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해 국가가 존재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앙집권화된 통제,통일된 행동이 보다 유기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스펜서도 군사형사회가 산업형사회보다 더욱 유기체에 가깝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그러나 그의 사회유기체설은 사회를 가치 으로 개개인의 상 에 두

는 ‘실체개념’이 아니라,사회내부에서 개개인의 자발 인 동 계를 의미하는 ‘

계개념’이라 볼 수 있다.그 다면 강제 동에 기 한 군사형사회보다도 자발

동에 기 한 산업형사회 가운데 보다 고도의 사회유기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었다.

스펜서에게 군사형 사회가 ‘두뇌’가 지배하던 시기라면 이는 아직 산업형 사

회로 넘어가기 의 단계로 산업형 사회에서 두뇌는 차 축되어 흔 으로만 남

는다.이와 비해 산업 체계를 자율 인 소화기 으로 유비한다.동물의 진화가 신

경계의 승리로 향하는 반면 사회 유기체의 진화는 소화기계의 승리로 향한다.468군

사형사회에서는 사회의 유지가 주요한 목 인 한편 각 성원의 보호는 이차 인 목

이라는 에서 산업형사회와 다르다.이때 군사형사회는 권 에 한 복종이 최

고의 덕이 되며,주변의 인 사회에 처하기 해 사회 기구는 집권화되고

통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여기서는 모든 부분이 완 히 종속되어 ‘강

466斯邊鎖(1883),p.112.

467Gray(1996),p.105

468벤 민 슈워츠,최효선 역,『부와 권력을 찾아서』( 주:한길사,2006),p.124.



- 163 -

제 동(compulsorycooperation)’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이는 개체유기체에서

도 외부 조직이 주요한 신경 추에 완 히 종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스펜서는

말한다.반면에 산업형사회는 국민의 의지가 최고로,지배자는 단순히 국민의 의지

를 수행하기 해서만 존재한다.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행해지는 ‘자발 동

(voluntarycooperation)’이 이 지며,개체유기체로서 부양 조직과 마찬가지로 통제장

치로서가 아닌 리 ,분권 권력을 통해 구성된다.물론 이러한 구분은 이념형으

로서 이처럼 두 가지 사회로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사회진화에 따라 군

사형의 우 로부터 산업형의 우 로 변화한다고 스펜서는 보았다.469

이러한 비는 도쿠토미 소호(徳富 峰)에게도 보인다.그는『장래의 일본』

(1886)에서 ‘군비[武備]주의’-‘귀족사회’-‘완력사회’와 ‘생산주의’-‘평민사회’-‘평화사회’의

비 속에서 ‘군비주의’로부터 ‘생산주의’로의 역사 진화를 설명한다.군비주의 사

회에서의 결합은 강박의 결합이고,생산주의 사회에서 결합은 자유의 결합이다.군

비기 이 발달한 사회는 불평등이 지배하는 귀족 상임에 비해 생산기 이 발달

한 사회는 평화 ,평민 이다.470이는 소호가 스펜서의 구도를 가지고 와서 평민주

의를 주장함을 보여 다.471

앞서 보았듯이 스펜서는 국가를 개인을 한 ‘인 ’기 으로 규정,국가를

인민의 상호보호를 한 그들의 자발 단결의 결과물로 상정한다. 리의 개념 속

에서도 신체의 목 은 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의지보다 각각의 개체 (개인

)감각을 보다 잘 실 시키기 한 도구로서 ‘신경’이 치한다.이는 개체를 강조

하면서도 앙의 집권화를 부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스펜서의 고민의

결과 을 것이다.따라서 스펜서를 받아들 던 ‘이 의 혼’으로서 일본에서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개인주의 혹은 국가주의 모습의 스펜서를 읽어낼 수

있었다.이러한 개인주의 ,자유방임 성격은 가토 히로유키로 하여 『인권신

설』내에서 스펜서를 루소와 마찬가지로 간주하고,그를 천부인권론자에 집어넣어

소 자연법론자로 악하게 한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서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은 그 게 크게 향을 주지 못

했다.이는 토쿠토미 소호가 청일 쟁 이후로 격하게 향하게 되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그가『 일본팽창론』에서 일본의 국가생존을 해 그리고 일본이

새롭게 한 지 를 유지,확장하기 해 군비 확장을 지해서는 안 되고,무비기

469山下重一(2009),pp.167∼177.물론 스펜서는 산업형사회로부터 군사형사회로 역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주목, 국이 크림 쟁등 일련의 쟁 과정을 통해 군사형사회의 특징이 재

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470徳富 峰,1886,『 來之日本』,『徳富 峰集』(東京:筑摩書房,1974),p.56.

471스펜서와 도쿠토미 소호와의 계에 해서는 山下重一(1983),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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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과 함께 생산기 의 발달을 ‘병행병진’시켜야 한다고472말할 때 이를 군사

형사회에서 산업형사회로 넘어가지 못한 당시의 일본의 상황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스펜서의 신체가 수평 이면서 각 개체들의 자율성을 보

완하는 신경시스템의 강조를 통해 개체주의 인 성격을 보인다고 할 때 이러한 논

리가 일본에서 그 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신체 의 불일치 역시 바탕에 깔려 있

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피르호의 세포국가론

그런데 벤 민 슈워츠(BenjaminSchwartz)도 지 하듯 스펜서의 논리에는 이상

한 이 발견된다.그는 사회 유기체와 생물 유기체 사이의 유비를 상세히 기술하

고,통합된 신경계,신경 추,그리고 두뇌 자체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의 진화를 국가

의 증 하는 통합으로 설명한다.그가 제시한 생물학 세계에서 두뇌의 끊임없는

발달과 통제력의 증강은 진화 과정의 거의 모든 목표가 된다.이는 유기체 체의

진화는 부분이 체의 복지에 종속되는 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도 엿보인다.결국 이러한 유비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지 은 국가의 역할이

부단히 증 되는 것과 사회의 모든 하 기 이 국가의 목표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돌연 개체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 사이의 차이에 해서

논하는 쪽으로 논 을 틀고 있다.이러한 논리 환은 분명 이상한 면이 있다.생

물학의 발달을 통해 일반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 사이의 공통 이 악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해도,일반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정당화되

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스펜서의 말 로 사회에는 따로 ‘감각 추’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말하자면 사회 유기체는 생물 유기체와 유사한 듯 보여도

자는 각각의 세포들이라 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감각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생물

학에서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이는 그의 정치 성향이 개입된 것

이었다.473

스펜서가『사회유기체론』에서도 밝히고 있듯 그의 유기체에 한 생각은 당

시 생물학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었다. 라톤과 홉스의 국가유비를 비 하며 이는

아직 생물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며,당 의 생물학의 발 과 함께 새로운

에서 유기체로서 개인과 사회를 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 다면 이 새로운

생물학의 발 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당 의 새로운 생물학의 발

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1830년 후반 슈반(TheodorSchwann,1810-82),슐라이덴

(MatthiasSchleiden,1804-81)등에 의해 이루어진 세포설(celltheory)의 확립일 것이

472徳富 峰,1894,『大日本膨脹論』,『徳富 峰集』(東京:筑摩書房,1974),p.272.

473스펜서의 논리 환의 문제에 해서는 슈워츠(2008),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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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4물론 이 에도 세포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세포가 동물과

식물에 공통 인 것으로서 생명의 기 단 라고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830년 후

반부터다.그리고 이것이 근 생명 의 제일 요건이 되었다.475모든 생명의 근본

이 기존에 주장되었던 것과 같은 유기체(organism)나 기 (organs)혹은 조직(tissues)

이 아니라 개별 세포(individualcell)라고 주장한 논의가 당시의 정치사상에도 향

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주장한 의사이자 정치가 던 루돌 피르호(RudolfVirchow,

1821—1902)의 논의는 스펜서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그는 세

포야말로 살아있는 것으로,모든 세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세포에서 비롯된

다(omnuscellulaacellula)는 유명한 말로 학계를 뒤집었다.이러한 이론에 따라 그는

몸 체가 병들 수 있다는 개념에 회의 이었고,당시의 체액병리학과 고체병리학

을 재 독재라 부르며 개별 단 에 한 치료를 선호하 다.476그러나 그가 단순

히 세포병리학자 던 것만은 아니다.그는 평등주의의 독일진보당을 창설해 로이

센 하원의원으로서 군비증강을 실시하려는 비스마르크에 끝까지 립한 인물로도

유명하다.질병이란 연구실에서의 연구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의해서 많은 향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그가 이후 정치 활동에 매진하게 한 이유 다.비스마르크의

군비증강에 쓰일 돈은 당연히 생사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

다.477

그는 고등동물,특히 인간을 복합체로서 악하고,복합체란 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활동의 공동 결과로 보았다.이 과정에서 피르호는 사회 은유와 유비

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인간의 신체를 독립 이고 동 인 시민들의 사회로 유비

한다.478명성을 얻게 된 작『세포병리학(DieCellularpathologie)』(1858)에서 그는 생

물학과 정치학을 연결지어 ‘세포국가(Zellenstaat)’라는 개념을 주장한다.이는 인체를

474이에 앞서 18세기에 들어서 뷔 (GeorgesL.deBuffon)이나 오 (LorenzOken)등에 의해 동

물이나 식물을 보다 근본 이고 시원 인 살아있는 단 들의 합성물(compositearrangement)로

악하는 사고가 등장한다.Andrew Reynolds,“ErnstHaeckelandtheTheoryoftheCellState:

RemarksontheHistoryofaBio-PoliticalMetaphor,”HistoryofScienceVol.46Issue.2(2008),

p.125.

475鈴木貞美(2007),p.110.

476운슐트(2000),p.361.재인용.

477 그의 정치 경 에 해서는 Laura Otis,Membranes: metaphors ofinvasion in

nineteenth-centuryliterature,science,andpolitics(Baltimore:JohnsHopkinsUniversityPress,

1999),pp.15∼19.

478 이에 해서는 Mazzolini,Renato G.,transby Klaus-PeterTieck,Politisch-biologische

Analogienim FrühwerkRudolfVirchows(Marburg:Baslisken-Presse,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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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능력을 가진 ‘세포 민주주의(cellulardemocracy)’ 는 ‘세포 공화국(republicof

cells)’이라는 생각을 개진한다.깡길렘의 지 로 세포라는 개념의 역사는 개인이라

는 개념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그리고 세포이론과 자유주의와의 긴 한 연 에

깡길렘은 세포이론의 신 자이기 때문에 공화주의자가 된 것인지 혹은 공화주의자

이기 때문에 세포이론의 신 자가 된 것인지 구도 결정할 수 없다고 평한다.479

“생명의 심이 다양해짐으로써 생명체의 통일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신경병리학에는 통일성을 보여 만한 것이 없다.주재자는 사라졌다.비록 개별 존재

들이 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자유국가이다.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상호의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조직체의 특정 부분에 자양

분을 공 하는 데에 각 심지의 존재가 필수 이기 때문이기도 하다.”480

한 “개체(individual)는 모든 부분들이 공동의 목 을 해 일하는 통합된 국

가”라고 말하며,유기체는 “세포들의 사회,작지만 잘 조직된 국가(asocietyofcells,a

tinywell-orderedstate)”로 비유한다.481이처럼 세포국가라는 유비는 단지 수사가 아니

라 그의 생물학 이론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그것은 세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락되기 쉬운 조직된 체라는 개념을 지키기 한 수단이었다.482

당시 피르호를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에게 미경을 통한 찰들이 이러한 생

각들을 가능 해주었다고 평가된다.483이는 신체의 각 부분을 이루는 세포들이 놀

랄 만큼 자유롭다는 것이었다.정자세포가 활동 인 단일 세포 다는 것이 발견되

거나 백 구의 아메바운동,배아의 발 등이 하나의 세포인 난자에서 반복된 세포

분열의 결과라는 들이 속속 발견된 것들이다.484

479이러한 깡길렘의 평가는 헤 (ErnstHaeckel,1834-1918)에 한 것이지만 오히려 피르호에게

더 하다고 할 수 있다.피르호의 철학은 정치는 생물학의 응용이라는 말로 유명한 에른스트

헤 로 이어진다.그러나 헤 은 피르호의 ‘세포-공화주의(Zellen-Republik)’모델을 ‘세포-군주제

(Zellen-Monarchie)’모델로 확장시킨다.鈴木貞美(2007),pp.162∼163.;Reynolds(2008),pp.128∼

139

480 RudolfVirchow,“Cellular-Pathologie”,note15.Archiv fürpathologischeAnatomie und

PhysiologieundfürklinischeMedicin,VIII(1855),3-39,p.25.Temkinp.175재인용.다른 곳

에서 피르호는 ‘Freestateofequalindividuals’,‘Federationofcells’,‘Democraticcellstate’라는

은유를 쓰고 있다.이에 해서는 Mazzolini(1988).

481 RudolfVirchow,“AtomsandIndividuals,”[1859],reprintedinDisease,Life,andMan:

SelectedEssaysbyRudolfVirchow,translatedandwithanintroductionbyLellandJ.Rather

(Stanford:StanfordUniversityPress,1958),p.124.

482OwseiTemkin,TheDoubleFaceofJanusandOtherEssaysintheHistoryofMedicine

(Baltimore,Mass.:TheJohnsHopkinsUnivPress,1977),p.274.

483 미경과 세포설의 계에 해서는 坂井達雄,　『人体観の歴史』　(東京:岩波書店,2008),pp.

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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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단순히 과학 발견들이 그의 의학 을 만들었다고만 보기는 힘

들다.피르호는 생물학 사실들을 공화주의 이고 자유주의 인 정치사상에 끼워

맞추어 다세포 유기체로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국가를 그려낸다.물론 그가 세포

설을 통해서 공화주의자가 되었는지 공화주의자 기 때문에 세포의 특징들을 그

게 악하 는지 확언하기는 힘들다.그러나 그는 자신을 자연의 연구자로서 오직

공화주의자밖에 될 수 없다고 말하며,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반 하는 이

들에게도 이러한 일 성을 발견한다.즉 인체생물학에 한 견해가 자신과 다를 경

우 정치 입장 역시 다르다는 이었다.이처럼 그는 정치 신념이 필연 으로

몸에 한 사고에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과,역으로 자신의 인체 을 모형으로 삼

아 이상사회에 한 정치 견해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485그에게

세포이론은 자신의 정치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러한 신념을 통해 세포설을 해석한 것이었다.세포가 각각 생명력을

가진 개체라는 이론 속에서 그는 따로 앙의 집권화된 통제,즉 군주가 필요 없는

신체와 정치체를 그려낸다.이로써 단일지배라는 생명력 원리에서 떨어져 나온 통

치권은 생명체의 개별 기본입자로 이양되었으며,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신체를 해석하는 데 동일하게 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개체 인 것(individual)을 생각할 때 이는 완 히 독립해서 따로 떨

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이 세포들은 생명을 해 서로 의

존 계에 있으며,이는 사회에서의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다.그가 비 한 것은 체

주의 집 형태 지 개체들의 고립된 모델은 아니었다.피르호는 국가유기체라는

용어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비 한다.이 용어가 목 의식 으로 수립된 체와의

련성 속에서만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만들어 부분들이 체에 종속되어 국가나 사

회 밖에서는 아무런 목 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서 생각되게 한다는 것이다.486피

르호에게서 스펜서와 마찬가지로 개체들은 상호 유기 계 속에서 조하고 있

다.그러나 이때 유기체가 반드시 앙 통제나 수직 계성을 제조건으로 하

는 것은 아니었다.스펜서 역시 피르호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한 국가의 통제에

명백히 반 하며 국가를 무시할 개인의 권리까지도 주장한다.스펜서가 사회 내에

서는 개별 세포들이 모두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사회유기체의 수직 모

델을 거부한다고 할 때 피르호의 자유주의 신체 ·정치 과 겹쳐지는 면을 발견

할 수 있다.물론 피르호와 스펜서의 연 계는 확실하지 않다.487 그러나 이들이

484Otis(1999),p.22.

485운슐트(2000),p.355재인용.

486운슐트(2000),pp.363∼364.

487다만 피르호의 제자 헤 이 헉슬리를 통해 스펜서 책을 구해 읽었다거나 서신도 보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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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고 있던 당시 신체에 한 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한 공통 인

에피스테메를 보여주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스펜서의 유기체론의 자유주의

측면이 논리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간 형태가 피르호의 신체 ·국가 이

었다.

기존의 논의가 당시의 신체 에 한 논의를 배제한 채 스펜서의 정치이론에

만 착목한 결과 그의 사상이 갖는 이 성을 제 로 해석하지 못한 면이 있다.그러

나 피르호의 논의를 볼 때 스펜서는 자유주의 유기체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스펜서에게 유기 인 것이란 개별 세포들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그것들

간의 자유로운 동 계로써 만들어진 것이라는 에서 자유주의와 유기체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스펜서의 유기체에 한 논리는 번역본에서 거의 그 내용을 모두 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를 받아들인 번역자들 역시 그들이 얼마만큼 스펜서의 신체

,생명 을 이해하고 있었는가,그리고 독자들이 이를 얼마만큼 이해했겠는가는

별도로 사상 으로 스펜서의 생각을 충실히 옮기고 있는 듯 보인다.『사회조직론』

에서는 간혹 생략된 부분이나 오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스펜

서의 개인 자유주의로서 유기체 개념,의회에 한 리 개념 역시 충실히 소

개하고 있다.물론 이 둘을 완 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사회조직론』서문에

서 보듯 번역자들이 스펜서를 가지고 온 것은 국회에 주권이 있음을 옹호하기 해

서 다.그러나 스펜서는 곧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정부를 필요악으로 설정하

고 의회 입법에 한 과도한 기 역시 경고하고 있다.488 한 스펜서는「사회유기

체론」후기에서 자신의 논의를 재 국의 사회기구와 인간 기구 사이의 특정한

유비로 오해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처음에 말한 바처럼 그러한 특정한 비유는 존

재하지 않는다. 에서 말한 병치는 가장 발달된 정부 조직에서 개인과 사회의 비

유”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후기 부분은 번역되지 않았다.역자들이 개인과 사회

의 특정 기구에 한 유비가 보편 이며, 어도 일본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라 주장

하기 해 일부러 후기 부분을 생략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하지만 그들이 국

회개설운동에 스펜서의 논의가 요한 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단했음을 상

할 수 있다.

을 보면 양자 역시 서로의 술들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488「 의정치,그 효용(RepresentativeGovernment:Whatisitgoodfor?」(1857)은 스펜서의

표 정치논문으로,그는 앙의회와 지방의회가 사회 반에 걸쳐 거의 모든 행 를 입법 상으

로 하는 것을 앞서의 ‘왕권신수설’이 ‘의회신수설’에 화된 것이라고 엄격히 비 한다.물론 그 역

시 의정치가 최선의 통치형태임을 인정하지만 의회란 외 ,내 인 침해에 해 국민을 보호하

는 기능으로 한정된다.山下重一(2009),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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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펜서의 유기체를 주권의 소재라는 에서 좀 더 정확히 구별해 말하자면

이는 의회에 있다기보다 자유로운 인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스펜서는

자유주의 사회유기체설에 입각해 각 세포들이 각각 권한을 갖는다는 에서 주권

은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다.국가는 개인을 해 구성된다는 이야말로 스펜서 철

학의 특징이었다.반면 스펜서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를 활용하려 하 던 이들은 개

인을 강조하는 스펜서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주권이 군주에게 있

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데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런

에서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에서 강조되었던 개체 인 것을 다시 통치,주권의 소재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 측면이 있다.스펜서에게 보이는 유기체론와 자유주의 사상

의 상호모순처럼 보이는 측면이 세포설을 기반으로 할 때 제 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세포에 한 논의는 1890년 이후에야 본격 으로 개된다.

1890년 이 에 메이지 일본에서 세포설은 이론 인 차원이 아니라 단지 사실로서만

받아들여졌다.‘발안’되어야 할 학설이 아닌 ‘발견’되어야 할 객체로서,세포설 자체

가 가지고 있는 논리구조보다 오히려 다른 무엇에 한 이해를 돕기 한,가령 사

회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한 보조 차원으로 이해되었다.특히 세포설이 갖고

있는 기계론 사유방식,즉 단 들로 구성된 체라는 환원주의 사고방식은 일

본에서는 낯선 것이었다.근 일본에서 당시 서양의 세포설이 의미하는 바가 곧바

로 정치사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489

(4) 국에서의 스펜서 수용: 푸(嚴復)의 ‘품(官品)’이라는 역어

유기체의 번역어로서 ‘ 품(官品)’

스펜서의 국 수용에서 표 인 인물로 푸를 들 수 있다.잘 알려져있듯

그는 헉슬리의『진화와 윤리(EvolutionandEthics)』를『천연론』으로 번역하는데 사

상 으로는 헉슬리와 정반 에 서있는 스펜서 에서 논하고 있다고 평가된

다.490슈워츠는 푸의 모든 사상 이 스펜서의 종합철학체계와 련되어 있다고

까지 말할 정도로 푸에게 스펜서의 향력은 이다.491 그 다면 국에서

489 일본의 세포설 수용에 해서는 HayashiMakoto,“CellTheory in itsDevelopmentand

InheritanceinMeijiEraJapan,”HistoriaScientiarum,Vol.8No.2,1998.그는 1890년 이 에 메

이지 일본에서 세포설이 제 로 주목받지 못했음을 지 ,원래 갖고 있던 논의구도가 반 되지 못

함을 설명한다.

490그러나 푸가 스펜서 에서 헉슬리를 번역했다기보다 스펜서 과 헉슬리 양

자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엄복,양일모·강 기·이종민 공역,『천연론』(서울:소명출

,2008).

491스펜서와 푸의 계에 해서 슈워츠(2006),3∼4장;周红兵(2015),pp.77∼79. 푸는 18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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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펜서의 자유주의 유기체는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특이한 은 푸가 organ의 번역어로 ‘유기’라는 말 신에 ‘ 품(官品)’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이 말은『천연론』(1898)에서 처음 등장한다.그는 기 을

갖춘 생물인 유기물에 해 품이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근 생물학자들은 인간, 수,곤충, 목에 속하는 생물은 기 [官]을 갖춘 생물이라 하여

품(官品)이라 부르고,쇠,돌,물,흙은 기 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 품(非官品)이라

고 부른다.기 이 없으면 죽지 않는데,이는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품의 몸

안에서는 죽는 것도 있고 죽지 않는 것도 있는데,죽지 않는 것은 정령이나 혼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죽을 수 있는 것을 갑이라 하고 죽을 수 없는 것을 을이라 한다면 이 둘은

확연히 다른 사물이다. 컨 목 가운데서 뿌리,가지, 기,열매,그리고 꽃과 잎은 갑

에 속하는 것이며,을은 어미를 떠나 자식의 몸으로 수되어 면면히 이어지는 것으로,

로 조 씩 변할 수는 있지만 죽지 않으며 간혹 작게 나 어져 일부분이 죽기는 하지만

완 히 죽지는 않는다.동식물이 모두 그러하다.한 인간의 몸에도 항상 살아있는 것이 있

는데,바로 조상에게 있다가 자신의 몸을 빌어 살아가는 것이다.이것은 생명을 부여받아

형체가 생긴 이래로 로 옮겨가면서 재에까지 이른 것으로 일 이 죽은 이 없다.”492

이 목에서 그가 유기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그는

‘organ’,‘inorganic’을 ‘ 품(官品)’과 ‘비 품(非官品)’이라 번역하고 이를 기 의 유무로

설명하고 있다.생물은 기 을 갖추어 품이라 부르고,무생물은 기 을 갖추지 않

아 비 품이라 부른다.그러나 품,즉 생물 안에서도 죽는 부분과 죽지 않는 부분

이 있어 이 죽지 않는 부분은 로 면면히 이어진다고 설명한다.하지만『천연

론』에서는 사회 조직원리로서 유기체로 악하는 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이

는 헉슬리의 원문에서도 유기체에 을 맞추기보다 생명의 진화라는 에서 서

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진화론 시선에서 조직원리로서의 유기체 발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천연론』에서 푸는 스펜서의 말을 가지고 와서 진화를 ‘흡수를 통해 질량을 모

으고 소모를 통해 운동을 분산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이를 사물에 용하면,사물

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유동 인 것에서 견고한 것’으로,‘혼란한 것에서

질서 있는 것’으로 나아간다.‘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동물

의 태아나 식물의 맹아와 같이 기 이 단순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종 기

들이 갖추어져 이들이 성질은 다르지만 유용한 계가 되는 에서 볼 수 있다.이

는 다른 진화의 원칙인 ‘혼란한 것에서 질서 있는 것으로 진화한다’는 것과도

련된다. 푸에게 혼란한 것은 어지럽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질서 있는

이 에 일 이 스펜서를 해 신앙과 같이 받들게 되었다.

492엄복(2008),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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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정한 형체를 지니면서 경계가 분명하게 나 어진 상태를 말한다.진화란 이

혼란한 것에서 질서있는 상태로의 변화다.진화가 단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

로 나아가는 과정만이라면 사물이 병들고 혼란해지는 것도 진화라 볼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에 이 두 과정,즉 단순에서 복잡으로 가는 과정과 혼잡에서 질서로 가는 과

정이 함께해야 비로소 진화의 개념이 완비된다고 그는 설명한다.493이는 생물의 진

화과정과 사회의 진화과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라 보았다.

『천연론』에서 보이는 유기체 사유 속에서 그 특징은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기 [官]’이란 신체 안에서 각각이 맡은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분

업의 체계를 이루는 유기체 특성을 보여주며,정치체에서도 각각의 정치 기

이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질서있는 사회가 됨으로써 진화를 달성하게 되는 스펜서의

논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그의 기 인「원강(原强)」(1895)도 유기체 발상을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이 에서 ‘ 품’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른바 군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부분에 정 하지 못하면 체를 볼

수 없다.하나의 군[一群],한 나라[一國]의 성립 역시 체용공능(體用功能)이 생물의 한 몸[一體]

과 다름이 없어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기 의 다스림[官治]은 서로 한다.고로 인학(人學)

은 군학(群學)으로 들어가는 문이다.인학은 한 둘로 나 수 있으니 하나는 생물학[生學]

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학[心學]이다.생물학은 인류를 기르고[長養]번식하는[孳乳] 법을

논한다.심리학은 백성의 지행과 감응의 비 [秘機]을 논한다.무릇 사람의 몸은 형(形)과 신

(神)이 상호 갖춰져 쓰임을 이룬다.마찬가지로 나라의 성립 역시 힘과 덕이 서로 갖추어진

후에야 존재한다.”494

「원강」의 고는 1895년『직보(直報)』에 게재되었는데,이 에서도 유기체

발상이 어렴풋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일군(一羣),일국(一國)역시 사람이 모

여서 이 진 것으로,생물의 한 몸[一體]과 같이 ‘ 치(官治)’,즉 기 의 기능이 존재

한다.『천연론』에서 보았듯이 사회[羣]를 알기 해서 기본 으로 인체에 해서 알

아야 하며 이 둘이 논리 으로 동일함을 지 한다.1901년『후 엄씨총간(候官嚴氏叢

刊)』에 실린 수정본에서는 동일한 목에서 좀 더 부가 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사회[羣]는 사람이 모인 것이고,사람은 품[官品]의 우두머리[魁]다.살아있는 생물의 원리

[生生之机]를 밝히려면 반드시 생물학[生學]을 연구해야 한다.감응의 미묘함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심리학[心學]을 연구해야 한다.그 후에야 비로소 군학(羣學)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한 무리[一羣]가 이루어질 때 그 체용공능(體用功能)은 생물 일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크

기는 비록 다르나 그 기 의 기능[官治]은 서로 한다.내 몸이 생겨나는 바를 안다면 무리

[羣]가 성립하는 바도 알게 된다.수명을 오래 유지할 방법을 안다면 국가의 명맥을 오래 유

493엄복(2008),pp.58∼60.

494嚴復,1895,「原强」,『嚴復全集 卷七』,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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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방법 역시 알게 된다.한 몸의 내부에 형(形)과 신(神)이 서로 갖추어져 있듯이 한 무리

의 안에 힘과 덕이 서로 갖추어져 있다.몸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듯,국가도 자주를 귀하게

여긴다.생(生)과 군(羣)이 이와 같이 서로 닮은 까닭에 둘이 아니다.둘 다 모두 기 이 있

는 물체일 뿐이다(二 皆有官之品而已矣).그러므로 학문에서 군학이 가장 요한데 오직 군학

이 밝아진 이후에야 비로소 치란성쇠(治亂盛衰)의 원인을 알게 되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공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오호라!이는 진실로 인(大人)의 학문인 것이다.”495

수정본에서는 ‘ 품’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유기체 사고도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무릇 일국은 일신과 같아서,맥락이 통하고,기 [官體]이 서로 도와,

그 머리를 때리면 사지가 모두 응하고,그 배를 르면 온몸이 죽음을 안다”라는 말

에서도 고본에는 없는 ‘맥락이 통하고,기 이 서로 돕는다[脉络貫通 官體相救]’란

부분이 추가되어 유기체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 푸가 고를 쓴 시기와

수정본을 쓴 시기 사이에 유기체에 한 사고가 좀 더 명확해졌던 것인지 수정본을

내면서 표 이 분명해진 것인지는 확언하기 힘들지만 수정본에서 유기체 사고가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이때 유기체에 한 논의의 특징 역시 기 이

있다는 과 이 기 에 한 지식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악한

다는 에 있다.

그 다면 푸가 ‘유기체’란 말 신에 ‘ 품’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하는 이유

를 조 더 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주지하듯 그는 번역어를 고를 때 신 함을 기

했다.이는 번역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 참된 진리에 다가가게 하려는 그의 목

표와도 련된다. 푸는 진화와 련된 어휘 역시 당시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와

구별해 독자 인 번역어를 사용했다.‘struggleforexistence’의 번역어로 물경(物競),

‘natural selection’의 번역어로 천택(天擇)을, ‘potentilaity’의 번역어로 능(儲能),

‘development’의 번역어로 효실(效實)을 선택한 것이다.496그런 그가 유기체라는 말

신에 품이라는 말로 organism을 설명하려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이에 해서

『정치강의』(1905)49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95嚴復,1901,「原强(修訂稿)」,『嚴復全集 卷七』,p.25.

496“새로운 이론이 지속 으로 출 하여 용어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어에서 같은 뜻의 용어를

찾아 도 도 히 찾을 수가 없다.억지로 끌어다가 사용해 보아도 결국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를

피하기 어렵다.번역자는 이런 경우 스스로 단하여 의미에 합한 용어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 지만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물경(物競)’‘천택(天擇)’‘능(儲能)’‘효실(效實)’과 같

은 번역어는 모두 내가 만들어 낸 것이다.한 단어의 번역을 찾는 데도 열흘에서 한 달씩 주 하

고 고민하 다.”엄복(2008),pp.40∼41. 푸 번역 과 련해서는「論譯才之難」(『嚴復集』第一

冊 (北京 :中華書局,1986),pp.90∼92.); 양일모,『 푸, 국의 근 성과 서양사상』(서울:태학

사,2008),3장;백 ,「엄복의 번역어 탄생과 그 운명-개념어를 심으로」,『 국어문학』제48

집.(2006)참조.

497 푸,양일모 역,『정치학이란 무엇인가- 국의 근 정치학의 탄생』(서울:성균 학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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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有機)’라는 두 자는 서양 언어 organism에 한 일본어 번역입니다.이 자는 그리

스어에서 유래하 으며,본래의 의미는 도구(器)이며 한 기 (機關)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

니다. 를 들면 두 박은 물을 긷는 도구이며 일을 처리하는 기 입니다.그리고 귀와 ,

손과 발은 신체의 도구이며 기 이지만,앞에서 든 두 박과는 달리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

다.근세의 과학에서는 모두 이 자로 생명이 있는 사물을 명명합니다.생명이 있고 한

각종의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 을 지닌 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제가 이 에 번역한

책에서는 이 단어를 ‘ 품(官品)’으로 번역했습니다. 컨 인간은 품인데 여러 품물 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은 시 (視官)이며 귀는 청 (聽官)이며,손은 잡는 일을 주

하며 발은 걷는 일을 주 하며, 는 소화 기 이며 폐는 피를 맑게 하는 기 이며,피부는

땀을 내는 기 이며 치아는 음식을 씹는 기 입니다.온몸의 모든 와 오장육부는 각각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 형태는 각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그야말로 천지 사이의 모든 물

품 가운데 가장 세 하고 완비된 기 을 갖춘 것입니다.”498

그는 국가가 생물과 같은 유기체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해서 유기체의 뜻을

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실리가 말하는 ‘organism’의 어원을 살펴본

다. 푸는 그리스어로 tool이나 machine을 이르는 말로 두 박이 물을 긷는 도구(器)

이자 일을 처리하는 기 (機關)인 것처럼,사람의 귀와 ,손과 발 역시 도구이자

기 이라는 에서 둘 다 organ이라고 설명한다.그러나 두 박과 달리 사람은 생명

을 가지고 있는데 근세 과학에서는 organ이 기계 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며,

각종 기능을 담당하는 기 을 지닌 것을 말한다.이때 품은 이 보는 기 인 시

(視官),귀가 듣는 기 인 청 (聽官)과 같이 각각의 형태를 지니고 그 형태는 각각

의 기능을 갖춘 것이다.이는 실리의 원문과 거의 일치하는데,그가 (官)으로서의

특징을 추가,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99 푸는 이에 이어 원문에는 없는 품

부,2009),pp.13∼26,역자해제 참고.원제목은『政治講義』로 1905년 상하이기독교청년회

(YMCA)야간 학교에서 매주 1회씩 8주에 걸친 정치학 강의다.이용한 교재는 캠 리지 학 근

사 공 실리(SirJohnRobertSeeley)의 강의록인『정치학입문(IntroductiontoPoliticalScienc

e)』다.두 의 공통 에 해서는 戚学民,「嚴復《政治講義》文本溯源」,『历史研究』(2004年 2

期),pp.85∼97.

498 푸(2009),p.65.

499이에 해당하는 실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Letusconsiderwhatismeantbyorganism.It

isderivedfrom aGreekwordmeaningatool,andmaybesaidtomeanetymologicallymuch

thesamething asamachine,thatis,acompositetool.Butin English both organ and

organism areusuallyapllied,nottomechanicalbuttolivingtools.Thusapairofpincersisa

toolormachineforholding;thehand,whichperformsthesamefunctionbutisalive,maybe

calledanorganforholding.Now itisacharacteristicoflifewhichhasbeenmadevery

prominentinrecentscience,thatsubstancesinformedbyitreceivewhatiscalledorganisation,

thatis,thedifferentpartsacquiredifferentcapacitiesandadaptthemselvestoperform different

functions.Eachpartbecomesmoreorlessalivingtoolororgan.”SirJohnRobertSe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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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기체에 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그는 ‘ 품’을 ‘ 을 지닌 품물[有官之品物]’

로,‘유기체’라는 것은 ‘기 을 지닌 물체[有機關之物體]’로 정의하고 둘 다 기 을 가진

물체로 본다.한 포기의 풀 속에도 토양을 빨아들이는 기 인 뿌리,수액을 증발시

키는 기 인 껍질,탄소를 뱉고 산소를 빨아들이는 기 인 잎,교합과 생식을 담당

하는 기 인 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짐승,곤충, 목은 품이며 유기체라는 것이

다.그런데 그는 유기체라는 용어보다 품이라는 용어가 organism의 번역어로 더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품과 유기체라는 두 용어는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제가 보기에 품이라는 두 자가

유기체보다 더 할 듯합니다.각종의 나무나 쇠로 된 기기(機器)는 기 을 가진 물체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품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품이라는 두 자야말로 정

말로 organism의 한 번역일 것입니다.”500

그가 왜 품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했는가에 한 설명이다.나무나 쇠로 된

기기(機器)는 기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기체라 부를 수 있지만 생명이 없

다는 에서 품이라 부를 수 없다.이처럼 푸에게서 유기체라고 할 때 단순히

기능 분업으로서 기 의 존재가 요한 것만은 아니다.나무나 쇠로 된 기계도

기 을 가질 수 있지만 품은 거기에 더해 생명을 갖고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되는

말이다.‘유기(有機)’라는 말에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 부족하기 때문에 ‘ 품(官品)’

이라는 말을 쓴 것이다.그리고 이때 기 [官]은 단순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

다 생명의 부분을 지칭한다.가령 기 이 없는 돌의 경우 임의로 두 곳을 만져보면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는 형태[形]는 다르지만 기능[用]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부를 제거하더라도 불완 한 형체가 되지는 않는다.반면 품

은 일부분이 부서지면 생명에 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 죽을 수도 있

다.501그 다면 이때 푸가 품이라는 역어를 선택한 이유는 organism이라는 말이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를 좀 더 확실히 나타내기 해서 다고 볼 수 있다.그에게

기 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도구 ,분업 인 것을 넘어 생명의 차원에서 설명된

다.

Introduction to PoliticalScience;two series oflectures by Sir J.R.Seeley,(London:

Macmillanandco,1896)https://archive.org/details/introductiontopo00seel

500 푸(2009),p.66.

501 푸(2009),p.66.원문은 “Takesomethinginorganic,e.g.astone.Onepartofitislike

another,orifaccidentallyitdiffersinshapedoesnotdifferinitscapacities.Butanorganic

substance,e.g.ananimal,isacomplex,notmerelyofparts,butoforgans,thatis,oftools

speciallyadaptedtodoworknecessaryorconducivetothewell-beingofthewhole,— eyes

forseeing,feetforwalking,and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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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체 유비와의 비교

그러나 푸는 이러한 사고가 국에서도 이미 요순시 이래로 익숙한 것이

었다고 말한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서양에서는 진화론이 흥성한 이후에 이러한 원리의 의미가 크게 밝

졌지만,우리 국에서는 요순시 이래로 구나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충량

한 신하가 충성을 다하고 명한 군주가 좋은 정치를 펼친다는 노래를 읽어보면 원수라 말

하고 고굉(股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502다시 추와 소문을 읽어보면 황제 이래로 사람

의 신체 내부를 장부(藏府)라 불 습니다.503장부는 정부의 한 부서이며,우리 몸에 있는 것

과 동일한 명칭입니다.그밖에도 목과 [喉 ]504혹은 가슴과 등 [心膂]505의 비유나 국토와

야를 분할하여 다스린다는 이야기[體國經野]506같은 것이 있습니다. 국의 옛 사람들의 지

식에는 국가를 유기체 혹은 품으로 간주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507

『시경』의 ‘원수’와 ‘고굉’,『황제내경』의 ‘장부(藏府)’,‘후설(喉 )’과 ‘심려(心

膂)’등의 신체의 기 이 정치 비유로 쓰인 일들을 볼 때 국에서도 오래 부터

국가를 유기체 혹은 품으로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이는 푸가 유기체의 번역어

로서 ‘ 품’을 선택한 것과도 련될지 모른다.원래 ‘ 품’이라는 말은 직의 품제,

등 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푸는 ‘ (官)’의 신체 의미를 가지고 와서 기 을

가진 생물이라는 뜻의 ‘organization’의 번역어로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508 통 으로

‘ (官)’이라는 말은 정부나 직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기 , 능을 의미하기도

502『詩經』「益稷」.

503『黃帝內經素問』「金匱眞 論」편에 “ 人身之臟腑中陰陽 則臟 爲陰,腑 爲陽”라는 말이 나

온다.

504“出納王命 王之喉 ”『시경』「大雅,蒸民」에 나오는 말로서 주요 직책을 담당하고 왕의 명령

을 시행하는 신을 비유함.

505“今命爾予翼,作股肱心膂”『서경』「君牙」에 나오는 말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

킴.

506“惟王建國,辨方正位 國體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주례』「天官 序官」에 나오는 말로서 국

토와 야를 분할하고 각각의 직을 설치하여 다스린다는 말.

507 푸(2009),pp.66∼67.

508이는 앞서 본 그의 번역태도와도 련된다.그는『천연론』의 번역범례에서 번역의 세 가지 어

려움으로,원문에 충실해야 하고[信],의미를 달할 수 있어야 하고[達],문장이 규범에 맞아야 한

다[雅]는 을 들고 있다.그는 번역을 단순히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일 일 응 계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규범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이는 그가 의도 으로 일반 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문의 문체를 사용한 것과도 련된다.그는 통 인 ‘문이재도(文以載道)’라는 원칙에 따라 일반

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고문의 문체와 단어들을 선택하 는데,이는 자신의 번역의 독자로 일반

이 아닌 국의 고서를 많이 읽은 사 부,즉 정책담당자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양일모

(2008),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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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맹자』「고자상」편에 “소인( 人)은 이목지 (耳目之官)을 따라 살고, 인(大

人)은 심지 (心之官)을 따라 산다”라는 말에서 ‘이목지 ’,‘심지 ’과 같은 용례가 그

것이다.주자는 이에 해 (官)이란 말을 맡는다[司]는 뜻으로 푼다.즉 “귀는 듣는

것을 맡고 은 보는 것을 맡아서,각기 맡는 것이 있으나 생각하지는 못한다(耳司

聽,目司視,各有所職而不能思)”는 것이다. 한 ‘오 (五官)’과 같은 말 역시 의학에서도

많이 쓰 는데,가령『황제내경 추』「오열오사」편에서 황제가 오 에 해 묻자

기백이 답하길,‘코는 폐의 (官)이고, 은 간의 이며,입술은 비장[脾]의 이고,

는 심의 이고,귀는 신장[腎]의 ’이라 하 는데,이때 은 신체의 기 을 의미

했다.그 다면 그가 통 으로 기 의 의미를 갖는 을 사용해 유기체를 번역한

것은 유기체론을 통 사고 속에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509

그러나 푸가 근 서양의 유기체 논의를 통 신체유비와 동일하게

악한다면 어도 그것은 스펜서식의 유기체 발상과는 멀어진다.앞서 보았듯이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에서 요한 것은 단순히 국가와 신체를 동일한 차원에서 놓

고 사유했다는 에만 있지는 않다.오히려 그것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 더 핵심 이다.어쩌면 푸는 통 국가유비에는 진화론 발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국의 통 논의에도 서양의 유기체설과 같은 논의가 있음을 보

이기 해 의도 으로 차이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그러나 량치차오의 부회

론 태도,가령 서양의 의회제도를『서경』이나『맹자』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는 논의에 해 푸가 강하게 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가 동서양의 차이를 의도

으로 무시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 역시 있다.510

하나 통 신체유비와 서구의 유기체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벤

민 슈워츠가 지 하듯 주술 인 도교와 국 의술에서 일반 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유비는 인간의 몸을 여러 부와 국이 유기 으로 조직된 일종의 국가로 상정한다는

에서 공통 이지만,이때의 강조 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신체에 한 양

생이라는 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는 서구식의 논리와 역방향의 논리인 것이다.조

셉 니덤이 국의 고 들에서 신체를 국가에 비유한 사실을 공통 으로 찾아내 ‘유

509물론 통 용어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의 논의가 통 인 것에 머물러 있다고 단하는 것

은 성 하다.이는 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과 동양의 개념들 사이의

공통성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10村尾進,「万木森々:『時務報』時期の梁啓超とその周辺」,狹間直樹 編,『梁啓超:西洋近代思想受

容と明治日本』(東京:みすず書房,1999),pp.43∼44.물론 그가 부회론 에서 완 히 벗어났

다고 보기는 힘들다.하지만 푸에게 동서양 사상 사이의 유사성 혹은 친연성으로 악하는

은 그의 사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논리이다.그가 서양의 자유 개념을 ‘구지도(絜矩之道)’나 ‘무

지치(無爲之治)’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 역시 그 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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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철학’이라 명명한 이래 그것이 통 인 해석이 되었지만511슈워츠는 이를

해석의 오류에서 나온 것이라 지 한다.즉 니덤이 근거로 들었던『포박자』의 “그

러므로 자신의 신체를 닦을 수 있는 자가 왕국을 다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故知

治身則能治國也]”고 번역한 구 은 실제로는 “훌륭한 사람은 마치 개명된 군주가 그

국가를 다스리듯이(如)자신의 신체를 닦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

이다.이는 국가를 설명하기 해 신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반 로 신체를 설

명하기 해 국가를 가져온 것으로 니덤이 원 념과 보조 념을 거꾸로 악했다고

슈워츠는 주장한다.따라서 이 구 에서『포박자』의 심은 국가의 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양육’이었다.512슈워츠의 말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두 논리의 차이

가 푸에게 그 게 크게 생각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국가와 개인의 신체가

동일한 운 원리,동일한 처방이 있었다면,이러한 유비의 논리가 서양에서와 마찬

가지로 동양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푸에게 오래된 과거의 통을 끄집어

내게 했을 것이다.

그 다면 이때 유기체의 모습은 어떠한지,거기에서 드러나는 내재 논리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는 진화의 단계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의 각

부분이 매우 분화되어 있고 각각 문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지 하고,이를 “질

서가 분명한 것은 이며 화동하고 합작하는 것은 악( )”이라는 통의 논리에 기

설명한다.이처럼 스펜서의 기능에 따른 분화로서의 유기체가 통 ‘조화’의 논

리로 치환된다.그는 국가나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향이나 읍,마을이나 성,은행이나

한척의 병선에서도 이와 같은 조직과 부서를 갖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서양에서는 Organization이라고 말합니다.이 말은 무기체[無機之體]에 기

[機]을 주는 것으로,즉 이 없는 물건[無官之品]에 (官)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그 게

되면 이 물체와 조직은 생명과 형기(形氣)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안으로는 자립하며 밖

으로는 외환을 막게 됩니다.이로 말미암아 이 물체는 생리 기능이 발달하게 되고 일을 처

리하면서 진화[天演]의 세계 속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이 게 된 이후에 만들어

진 단체는 인간의 신체와 다르지 않습니다.그래서 라톤은 나의 손가락이 아 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아픔이 손가락에 있다고 말해야 하며,백성이 기아와 고통에 빠져 있

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기아와 고통이 있어 국민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사회가 형성되는 의미[合群之義]

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에서는 이처럼 요한 명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

에 부딪히면 다만 장정(章程)을 정립한다고 말할 뿐입니다.기 을 조직하는 것과 장정을 정

립하는 일은 다른 일이며,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513

511 니덤의 국철학의 ‘유기체 철학’이라는 에 해서는 JosephNeedham,Scienceand

CivilisationinChina,Vol.2(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54),pp.300∼301.

512슈워츠(2006),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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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한다는 것은 기 을 부여한다는 것으로,이로써 물체와 조직은 생명과

형기를 갖게 되어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외환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진화의 세계

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를 라톤의 신체 유비를 가지고 와

서 설명한다.실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는 정확히 국가의 특징을 보여 다.국가는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있거나 군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organised)것이다.이는 물리 는 정치 조직이라는 모든 기

술 용어에 용된 말들이 상호교환 가능하다는 에서 명백한 사실이다.조직이라는 말

은 은유 없이도 두 분야 모두에서 같이 용된다.우리는 인간을 국가의 ‘일원(member)’이

라고 말한다.이때 일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그것은 ‘팔다리(limb)’라는 뜻

이다.우리는 이나 귀가 ‘기능(function)’을 수행한다고 말한다.그럼 기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정치용어로 공직을 ‘수행(discharge)’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매우 분명하게 물리 신체에서 기 을 창조하는 분화(differentiation)와 국가에서

특정인 혹은 특정 계 에게 특정한 기능을 할당하는 것 사이에 유비(analogy)가 있음을 보여

다.이와 같은 것이 고 우화 ‘배와 구성원들(BellyandtheMembers)’에서 그려진다.이

이야기를 리비(Livy)나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한 라톤의『국가』나 사도

바울의 서한에 나타나는 유명한 문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타난다.신체 사이에 차이는 없

다.사도 바울 그리고 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손가락이 고통스럽다(A fingerhas

pain)”라고 말하지 않고 “내 몸 안에 손가락이 아 다(A manhasapaininhisfinger)”라고 말

한다.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 군가 고통을 겪고 있다(Someonesuffers)”고 말해서는 안

되고 “국가 에 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Thestatesuffersinsomeone)”라고 말해야 한

다.”514

실리는 국가에서 특정한 기능을 할당하는 것이 신체에서 기 이 분화하는 것

과 동일한 것으로,이를 유기체의 특징으로 악한다.515그리고 이를 라톤의 신체

은유와 세의 신체은유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악한다.그러나 이는 앞서

스펜서가 TheSocialOrganism에서 라톤의 신체유비를 비 하며 유기체의 핵심을

못 본 것이라 비 한 것과 조 이다. 라톤에게서 국가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신

체를 사용한 것은 정신의 조화를 설명하기 해서 고,이솝우화에서 나타나는 신

체유비 역시 체를 한 조화의 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이는 진화론에서 말

하는 기능론 신체로서의 유기체와는 다른 방식이며,스펜서가 기반하는 세포론

513 푸(2009),p.68.‘Organization’이라는 말은 남양본은 ‘toorganize’로 되어있다.

514Seeley(1896).

515물론 실리는 이 유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됨을 지 한다.물리 인 조직과 정치 인

조직 사이의 유사 뿐만 아니라 차이 역시 존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상상이라

거나 토릭이 아니라 실제 요한 유비이다.어떤 경우에도 이 유사 은 우리가 생리학에서 발견

한 것을 정치 인 것에서 분류의 어려움을 기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충분하다. 재 지구

체에 흩어져 있는,혹은 과거 역사 속에 계속 보이는 국가는 린네와 퀴비에의 분류의 재능을 활

용한 동식물의 분류와 차이 과 일치 속에서 방황한다고 말한다.Seeley(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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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체와는 다른 것이었다.그러나 푸는 실리의 견

해를 그 로 받아들이고 있다.오히려 비슷한 신체유비를 동양의 통 속에서 찾아

내어 모든 신체 유비를 동일한 뜻으로 악하고 있다. 푸에게 유기라는 의미는

결국 분업을 통해 형성되는 조화로운 하나의 신체 다.그 게 보자면 스펜서 유

기체보다 라톤이나 세의 신체유비처럼 조화로운 상태로서 하나임이 강조되는

신체가 푸가 생각하는 유기체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스펜서와 푸의 유기체 차이

푸는 국가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지 제조물이 아니라는 사비니의 말과,

인간사회는 유기체와 같은 큰 생물이며 생로병사를 말할 수 있다는 스펜서의 말을

빌려『정치강의』를 마치고 있다.하지만 실리의 유기체 논의를 기본으로 푸 자

신의 생각을 더해 개한 강의에서 유기체상은 스펜서의 논의와는 정반 다.그

다면 스펜서의 향 하에서 사상을 구축했다고 평가되는 푸에게 스펜서의 유기

체에 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일까.

이에 해 슈워츠는 스펜서의 내 모순을 지 한 것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

다.즉 스펜서의 논의 속에서 개체에 한 강조는 그의 이론 내에서 자연 으로 도

출된 것이 아니라 스펜서 개인의 가치 의 향을 받아서 나왔다는 것이다.이러한

스펜서의 내 모순에 해서 푸는 군사형 사회로서의 유기체의 강조라는 일면만

을 받아들 다는 것이 슈워츠의 해석이다.스펜서의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의

이분법 구분에 해 푸가 명시 으로 논의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해석의 논증

으로서 제시된다.516

그 다면 실제로 스펜서의 유기체론에 한 푸의 이해가 어땠는지 살펴보

도록 하자.시기가 조 지난 1913년에 쓴「천연진화론(天演進化論)」이라는 에서

푸는 사회유기체설이 스펜서로부터 나왔음을 말하며 사회와 생물 유기체 사이의

공통 에 해 설명한다.

“사회가 유기체(有機體)임에 해 논해보자.이 설은 스펜서로부터 나왔는데 사회와 생물 유

기체를 서로 비교하면 매우 닮은 이 많음을 볼 수 있다.생물은 처음에 몸이 반드시 먼

내외부로 나뉜다.외부로서 물(接物)하고,내부로서 생존한다.이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조 진화하면[進]교통 표산(俵散)의 기 [機]이 생기는데 생물에는 맥이 있게 되고,사회

에는 도로,상매(商買)가 있게 된다.조 더 진화하면 통치기 이 생기는데 생물에는 뇌해

(腦海)신경이 있고,사회에 법률정부가 있게 된다.가령 이러한 들과 같이 비유가 효과

인 것은 끝이 없다.이를 자세히 알고자 하는 학자는 졸역인『군학이언(群學肄 )』을 보라.

(안문(案文):이 설에 의하면 국과 서양의 옛사람들은 이를 모르지 않았다.사회진화는 즉

분공역사(分功易事)가 있어,서로 의지해 생존하는 형국이다.생물의 몸 역시 그 다.고로

516슈워츠(2006),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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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귀,장(臟)과 부(腑)모두 상직(常職)이 있어,서양인은 이를 일러 기 공용(機關功用)이라

하고 국은 이를 일러 사(官司)라 했다.기 이 있으면 공용이 있는 것은 (官)이 있으면

사(司)가 있는 것과 같다.기 [官]이 없는 사물에게 기 을 주는 것을 조직(組織)이라 하고,

옛사람은 이를 부서(部署),제치(制置)라 했다.)”517

이 에서도 국의 유기체론과 서양의 유기체론을 유사한 것으로 소개하며,

사회진화를 맹자식의 분업의 논리,분공역사(分功易事)에 의해 서로 의지해 생존하는

것으로 이는 생물의 몸에 과 귀,장과 부가 모두 각자의 역할로서 사(官司)가 있

는 것으로 이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organism,즉 조직의 논리라 설명한다.하지만 그

가 스펜서의 논의 자체에 해서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그는 생물과 사회 사이의

비유가 효과 인 것이 끝이 없는데 자신이 스펜서의『사회학 연구(The Study of

Sociology)』를 번역한『군학이언(群學肄 )』을 참고하라고 고 있다.

여기에서 푸는『천연론』에서 보여주었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군에 해

설명한다.천연의 원리가 군(羣)의 진화[進演]에도 동일하게 용되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직을 나눔[分官]과 직무를 맡김[任職]으로써 간단한 것에서 번잡한 것으로

변해간다.이처럼 최 의 군은 그 수가 고 서로 속박하지 않으며 상하의 제어함

이 없고 일존(一 )으로 통어됨이 없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

림을 받는 자 사이에 기강이 생기고,제치지권이 안정된다.이를 그는 ‘ 분(判分)’이

라 부르고 이것이 천연의 첫 번째라 한다.즉 제어하는 자와 제어받는 자를 나 는

것은 군의 진화에 큰 거리라는 것이다518

이 진화의 원리에 한 설명은 원문에는 없는 부분으로 푸가 독자의 이해

를 돕기 해 첨가한 것이다.519그에게 진화의 원리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

517 원제목은「進化天演」으로 1913년 3월 『今聞類鈔』에 실린 을「天演進化論」으로 개제해

1913년 4월부터 5월에 12차례『平報』에 게재한 이다.『嚴復全集 卷七』(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4),p.435.

518嚴復,「群學肄 」,『嚴復全集 卷三』(福州 :福建教育出版社,2014),pp.44∼45.해당하는 원문

은 “Take,first,thegeneralfactthatalongwithsocialaggregationtherealwaysgoessome

kindoforganization.Intheveryloweststages,wheretheassemblagesareverysmalland

veryincoherent,thereisnoestablishedsubordination—nocentreofcontrol.Chieftainshipsof

settledkindscomeonlyalongwithlargerandmorecoherentaggregates.Theevolutionofa

governmentalstructurehavingsomestrengthandpermanence,istheconditionunderwhich

alone any considerable growth of a society can take place.A differentiation of the

originally-homogeneousmassofunitsintoaco-ordinatingpartandaco-ordinatedpart,isthe

indispensableinitialstep.”

519『군학이언』은 원문 무 자세한 내용이나 랑스어 인용문을 번역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

나 내용의 4분의 1정도가 원문과는 응 계가 불명확한 푸 자신이 추가한 내용이 들어있다.王

宪明,「严译名著与中国文化的现代化—以严复译『群学肄 』为例的 察」(福州:福州大学学报,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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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능상의 분화가 핵심이었다.이로써 규제하는 부분(regulating part)과 규제받는

부분(regulatedpart)사이의 분화가 생겨나는 과정을 역사 으로 서술하고 있는 스펜

서의 논의를 옮기고 있다.520 푸는 사회학과 생물학이 진화의 원리에서 공통 이

라는 스펜서의 주장과 내용을 악하고 있었다.하지만 스펜서의 논의를 개체와

체 간의 논리라기보다 체 안에서 단순한 조화라는 통 논리 속에서 유기체를

악하고 있다.이는 스펜서의 유기체론이 기반하고 있던 세포설에 한 내용을

악하지 못했던 결과 을지 모른다.그러나 푸는『천연진화론』에서 생물유기체와

사회유기체의 차이에 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생물유기체는 그 지각이 일부에만 있어서 이를 담당하고,그 몸은 무수한 세포와 무수

한 유닛(么匿)으로 이루어져있어,무수한 것들이 하나를 이룸을 보여 다.그러나 사회유기

체는 모든 유닛에게 각성(覺性)이 있어,고락과 감정 생각 등이 사람에게 두루 있다.생물의

지각은 뇌해(腦海)에 모이고,신경이 통치기 이 되어, 체가 그 생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이

치다.그러나 사회단체는 그 지 않아,각부에 기 이 통력합작(通力合作)하고,역사분공(易事

分功)해, 체의 생을 따름으로써 견고함을 얻는 것이 이치다.국가사회는 홀로 각성을 구비

한 것에는 차이가 없으며,반드시 인민의 각성으로 각성을 삼는다.소 국가 사회의 문명

복리는 그 인민의 문명복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521

생물 유기체는 지각이 있는 세포와 지각이 없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반면

사회 유기체는 모든 ‘유닛(么匿)’에 ‘각성(覺性)’이 있어 모든 사람이 고락과 감정을 느

낀다.따라서 생물의 지각이 ‘뇌해(腦海)’에 모여 ‘신경’이 통치기 이 되어 체를 통

제하는 반면 사회단체는 각부 기 이 ‘통력합작(通力合作)’하고,‘역사분공(易事分功)’하

지 않을 수 없다.이때 그는 스펜서의 말을 인용한다.“생물의 유닛은 각성이 없고,

체에만 각성이 있다.그러나 사회는 유닛에게 각성이 있고, 체는 따로 각성을

갖추지 않았다.따라서 치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익을 해 개인[ 己]를 희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개인의 이익이 있어야 무리[群]를 세울 수 있지 무리가 있어 개인

이 있는 것이 아니며.개인의 이익이 없다면 무리 역시 세워질 수 없다.생물 개체

처럼 그 에 일체의 유닛 지부가 개체의 고락 존폐를 빼놓고 이해(利害)를 말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522

푸가 사회와 개체 유기체 사이의 차이에 해 잘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스펜서식의 자유주의 발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사회를 이루는

p.26.

520기존연구에서 지 하듯 모든 유기체가 동질 인 것에서 이질 인 것으로 진화한다는 논의는 발

생학자 겸 진화학자인 카를 베어(Karlvon Baer)의 향을 받았다.Heiji(1995),p.167;La

Vergata(1995),p.217.

521嚴復(2014),p.435.

522嚴復(2014),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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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역할에 해 강조한 스펜서와 마찬가지로 푸 역시 민력,민지,민덕의 개

발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스펜서식의 자유주의 유기체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이는 당연히 근 국이 처한 박한 실과 천하를 구하려는 사명감,특

수한 유학경험과 개인 학문 소양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523

푸에게 유기체란 개체의 자율을 보장하기 한 사상 도구가 될 수 없었

다.그에게 유기체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개체 내의 각 세포들에게 자유를 보장

하기 한 것이 아니라 유기체 체의 생존,부강을 목표로 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국이 처한 실은 그가 스펜서의 자유주의 유기체를 그 로 받아들이기 곤란했

던 사정을 일정 정도 설명해 다.524그동안의 푸의 유기체 해석은 슈워츠가 그러

하듯 당시 상황이 스펜서의 자유주의 측면에 감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

음을 지 한다.하지만 당시의 상황이라는 외재 설명방식만으로 이 모든 것을 돌

릴 수만은 없다.내재 인 논리의 차이 역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임은 분명하다.그

런 에서 다시 생각한다면 푸가 스펜서의 유기체와 다른 실리의 유기체론을 받

아들 던 것은 처음부터 유기체에 한 이해가 달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그가 통 담론에서 유기체를 부회론 입장이 아니라 서양의 바디폴리틱과

동일시했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푸 역시 스펜서의 유기체론에서 세포가 갖는

요성을 알고 있었다.하지만 푸에게는 이러한 지 들이 제 로 조명되지 않았

다.스펜서의 논의가 미리 선재하는 개인들이 조화롭게 동함으로써 사회가 구성

되는 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기반이 부족했던 국에서는 스펜서의 낙 론을 받아

들일 만큼 상황이 녹녹하지 않았던 이 이유일 것이다.그러나 이는 신체를 보는

에서도 개별 세포 혹은 기 에 한 강조보다 체의 조화를 시하는 통

신체 의 향이 있었을지 모른다.이는 앞서 그가 스펜서식의 사회[群]를 설명하며

순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그에게 분업의 원리란 순자 혹

은 맹자식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푸에게 유기체란 그런 에서 분업을

통한 통 인 조화로운 질서 개념에 가깝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스펜서에게

체로서 유기체는 선험 으로(apriori)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기능 인

‘ 계’들 속에서만 나타난다.반면 푸가 바라본 유기체는 체로서의 조화가 시

되며 체는 각 부분들보다 미리 존재하며,존재론 우 성을 지닌 것이었다.

근 동아시아에서 socialorganism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일종의 변형과 굴

의 양상이 보인다.그것은 컨텍스트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기

에 깔려있는 신체 의 차이 좀 더 넓게는 생명 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 한 간

523周红兵(2015),pp.79∼80.

524김 형,「 푸(嚴復)의 자유주의 수용과 개」,『인문학 연구』,Vol.11(2004),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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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다.스펜서의 유기체 개념의 수용 과정에서 푸에게 개체 인 것의 강

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은 통 신체 의 향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

었던 국의 맥락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이는 신체와 정치를 따로 분리해 생각해

왔던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다.따라서 정치담론은 단순히 지식의 수

용 차원 뿐만이 아니라 세계 자체와 연 된 문제이기도 하다.이로써 19세기 유행

한 사회를 유기체로 사유하는 방식에 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펜서에게 유기체로서 사회를 설명할 때 이는 단순히 유비나 은유 차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그는 실재로 개체와 사회 양자의 구성원리가 동일한 생물

학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 믿었다.그의 ‘종합철학체계(syntheticphilosophy)’는 그런

에서 모든 분과학문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합 이자 완성된 이론체계 다.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차치하고 이는 당시 19세기 철학의 요한 핵심 테마 다.생

물학은 모든 학문을 바라보는 기본 시야 내지 세계 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나 국가를 바라보는 에도 용되었다.따라서 유기체론이 수용되는 과정은

생명을 보는 과 사회를 보는 을 둘로 쪼개어 나 어 설명할 수 없다.그러

나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는 것은 아니다.동아시아에서 유기체 개념의 수용 과

정에서는 생명을 보는 과 사회를 보는 이 일치하지 않았다.스펜서가 말한

개체의 자유에 한 강조가 갖는 의미가 일정정도 사상된 채 유기체라는 개념이 수

용되었던 것은 유기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신체에 한 인식의 차이 때문

일 수 있다.

(5)사회 인 신체와 개체 /국가 인 것

사회 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바디폴리틱이 필요했을까.당시에는 개념이

나 이념이 시 를 이끌어간 것이 아닐 뿐더러 그들에게 이를 표 할 언어조차 손에

없었다.그런 에서 보자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했다.그들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미지화된,구체화된 심상으로밖에 표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니 이마 도 표 하기에는 부족한, 실과 괴리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그럼에

도 특정 은유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표 하려고 했다.그들이 society라고 하는 것

을 완 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지만,어떤 의미에서 사회 인 것의 두를 알고 있

었고 그것을 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은 분명하다.이를 표 하기 해

그들은 ‘인(仁)’이나 ‘군(群)’이라는 통 인 언어를 빌려와 ‘집단화된 신체’를 표 했

다.그러나 통 언어를 그 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것이 통 인 개념을 그

로 받아안은 것은 아니었다.즉 사회에 한 인식이 구체 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수평 인간 계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띤 신체 다.그리고 이는 단순히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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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가라는 실천(practice)

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다.아리스토텔 스 의미에서 개체 인 신체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이처럼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사유는 동양 통에서도 낯선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근 의 사회와 같이 개체들의

결합으로서 수평 이고 자율 인 집합체라는 발상은 새로운 계방식이었음은 분명

하다.

표 으로 후쿠자와는 아래의 구도를 좌우의 구도로 바꾸고자 했다.인민

의 품성에 한 강조,독립에 한 강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때는 이 수평 인 구

도 속에서만 가능했다.수직 인 구도 속에서는 독립 인 개인들이 만들어지더라도,

다시 아래의 구도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신체를 아래가 아니라 좌우의 구도로

만들어 냈던 것,이는 정부와 인민의 계를 내양과 외자의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안과 밖의 구도로서 처리하는 것에서도 보이는 바다.525이는 권력의 편 에 항하

는 후쿠자와의 신체정치 모델이었다.

사회의 번역어로서 주목했던 ‘상생양(相生養)의 도’라는 단어 속에서도 개인들

이 ‘상호주체 ’혹은 ‘상보 ’으로 서로 계약을 맺어 ‘자율 ’으로 상생하는 모델로

사회를 상상했고,이를 실천하려 했다.이는 기존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의

군주의 자리를 없애고 직 무매개 으로 속하는 수평성을 달성하려는 시도

다.526루소의 신체정치에서 보듯 이는 결국 머리의 체로서 심장이나 혼의 역할이

강조되었다.심장이 최고인 이유는 그것이 신에 액을 제공해 으로써 혼을 실

어나르기 때문이다.이는 단순히 계 인 치에서 나오는 권 와는 다른 것이었

다.이제 집합 신체는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일반의지를 구 하는 도구 다. 한

스펜서의 신체정치에서 보듯 개별 인 부분들에게 더 우선성이 주어지기도 했다.

각각의 세포는 나름의 감각을 지니며 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기 계로서 사회

가 그려진다.이제 집합 신체는 유기 계 속에서 각각의 자발 발 이 조화

로운 체와 모순되지 않는 계를 그려낸다.

525물론 수평 구도가 언제나 선일 수는 없다.수평 구도 속에서 권 는 항상 흔들리며,권력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결국 무게 심이 없는 수평 구도는 시

기상조라는 것이 비 자들의 논지 다.

526찰스 테일러의 논의를 참조하면 근 사회는 ‘직 속(directaccess)’의 사회로 진 수평

성(radicalhorizontality)을 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에는 사회 내에 어떤 수직성(verticality)이

있었고,이 질서는 왕이라는 인격체와의 ‘매개된 속(mediatedaccess)’을 통해 고귀한 시 그리

고 세상사의 질서와 연결된다.그러나 근 의 수평 사회의 원칙은 근본 으로 이와 다른데,각자

는 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며 체에 매개 없이 직 닿아 있다.즉 인격화된 연계들의

계 인 질서로부터 비인격 인 평등주의 질서로,매개된 속의 수직 세계로부터 직 속된

수평 인 사회로 이행해왔다.테일러(2010),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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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양에서 이러한 논의가 그 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이는 머리와 심

장의 역할이 서양식의 논리와 이하게 달랐던 것도 이유 다. 한 체와 부분,

즉 세포가 갖는 의미 역시 완 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시기가 일 다.이는 루소나

스펜서의 논의를 단순히 국회개설운동으로,즉 인민주권을 원용하기 한 논리로

변용되었던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사회 인 것 역시도 주권의 차원에서 논의

되었던 것이다.물론 이것이 군주와 인민간의 계를 모색하는데 새로운 상상력으

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다면 이제 사회 인 것으로서 집합 신체성이 어떻게 국가 인 것이 되

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기서 우리는 사회와 국가의 계설정에 해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물론 그 이 의 근 형태의 국가 혹은 공동체가 부재했다

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근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건 새로이 구성되어야 했다.

이때 요청된 것이 신체라는 유비의 근거 이었고,이는 개체 인 것의 독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인 것의 구성을 기다리거나 혹은 요청해야 했다.홉스가 코먼웰

스를 사회로 번역한 이유,루소 등 자유주의 이론가들에게서 국가가 아닌 사회의

모습이 먼 상정되었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사회를 먼 념 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주권이 도출되는 과정이 필요했다.여기서 사회 인 것에서 국가 인 것으

로 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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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국가 인 것’의 신체성-수직 / 월 /기능 신체

1.국가 인 것의 상상과 수직성

기존에 이 시기의 국가 인 것과 련해서 바디폴리틱 담론을 다루는 논의는

유기체설에 집 되어 왔다.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유기체설이라고

해도 다 같은 유기체설이라 할 수 없다.그 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치 맥락에

서 생산되고,이해되었는가가 요하다.특히 유기체설 같은 메타포의 경우 구체

내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

다.다시 말해 유기체론 그 자체는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결합해 사용될 수 있었다.물론 이데올로기 친연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꼭 국가

주의 혹은 체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필요는 없다.527 일반 으로 유기체설의

논리는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립을 부정하고,공동체의 일체성을 표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하지만 지 까지 유기체론에 한 이러한 이해가 무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념구조와 그것의 정치 효과에 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유기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때 ‘유기 ’

이라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악할 것인가 라거나,그것의 기원이나 통

과의 상 계들 속에서 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근 동아시아의 유기체론을

블룬칠리식의 서구의 유기체론을 받아들여,단순히 국가를 유기체로 악,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되었던 일면만을 강조한다.물론 이러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

지만 유기체론을 이 게 단순화해서 바라본 결과 역사 분석이나 담론분석과 같은

깊이 있는 연구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래하게 된 것은 아닐까.

527칼 포퍼가『열린사회와 그 들』에서 라톤을 나치즘, 시즘으로 표되는 체주의(holism)

의 사상 기원으로 평가한 것이 표 이다.포퍼는 라톤의 이론을 ‘제제받지 않는 주권이론’으

로 단정 짓고,이를 ‘열린 사회’와 구별해 ‘닫힌 사회’로 규정한다.이때 유기체 사회는 닫힌 사회

의 표 인 이다.그 이유로 포퍼는 유기체 속에는 계 투쟁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을 들고 있는데,종종 국가의 구성원에 응된다고 말해지는 유기체의 세포나 조직이

양분을 얻기 해 경쟁할지는 모르겠으나 다리가 머리가 되려 한다든가,몸의 어느 다른 부분이

배가 되려고 하는 선천 인 경향은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유기체 속에는 열린사회의 가장 요

한 특성 의 하나인 구성원들 간의 지 다툼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국가를 유기체에 비유

하는 소 국가 유기체 이론은 그릇된 유추에 근거한 것이며 옳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다.칼 포

퍼,이한구 역,『열린사회와 그 들』(서울:민음사,2006),p.294.포퍼의 라톤에 한 비 은

포퍼(2006),pp.133∼141.



- 187 -

하나의 문제는 그동안 유기체론은 사회진화론의 하 범주로만 이해되어

왔다.그러나 유기체론이 이데올로기 으로 사회진화론과 반드시 결합할 필요가 있

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유기체론은 그 나름의 오랜 통을 갖고 있다는 에서 독

자 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정치체를 신체로서 비유하는 통은 앞

서 보았듯이 동서양 모두 지극히 일반 인 사유 다.오히려 이런 공간 사유로서

신체화가 시간 사유로서 진화 사유와 결합한다는 것이 18세기 신체 유비,유기

체론의 특징이라 하겠다.이 진화의 원리는 시간에 따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으로,단순한 기능의 차이뿐 아니라 조직의 발 으로 이해됨으로써 시공간 인 맥

락에서 신체유비로 완성된다.이것은 사회진화론의 결과로서 유기체에 한 사유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애 생물학에서 생명을 무엇으로 악하느냐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즉 생명이 성장하는 것처럼 정치체라는 조직 역시 성장하고,이 성장이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는 발상이 자는 진화론으로,후자는 유기

체론으로 생명의 두 가지 성질로서 나타난 것이다.그 다면 유기체론은 독자 인

역사 맥락 속에서,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체 좀 더 넓게는 생명 을

통해서 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체설 혹은 신체를 통해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담론들이 단순히 의학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는 이다.종종 그것은 시 에 뒤떨어진 유물이라거나,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사상 잔해로 이해된다.그러나 그것이 그 시 에 나타난 데에는 어

떤 사회 ,정치 맥락이 존재한다.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해서 바디폴리틱(body

politic)의 이 필요하다.신체를 통해 정치를 사유하는 이러한 담론은 의학사와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으며,의학사 혹은 신체에 한 이해보다 조 은 늦게 혹은

빨리 나타나며,의학과 정치학이라는 상 없는 분과학문 사이를 매개하는 고

리로 존재한다.그 다면 국가유기체론 역시도 다른 바디폴리틱의 에서 바라볼

때 그 사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특히나 18세기와 19세

기 사회를 유기체로 악하는 방식은 단순히 유비나 수사학 차원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었다.이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계에 한 역 이 일어나는 시기

기도 하다.528다 의 자연선택 이론이 맬서스의 인구론이나 아담 스미스의 분업에

528라커는 18세기를 후로 원섹스 모델(onesexmodel)의 시 에는 사회 인 언설이 신체의 언설

에 투 되고,투섹스 모델(twosexmodel)시 에는 신체에 한 언설이 사회 언설에 근거를 주

고 있다라고 주장,의학담론과 사회담론이 막연한 계가 있다는 것을 넘어 의학 언설과 사회

언설이 맺는 계 자체가 역사 으로 변화해왔음을 지 하기까지 한다.ThomasLaquer,Making

Sex:BodyandGenderfrom theGreekstoFreud(Cambridge, Mass.:HavardUnivPress,

1990).이와 련 鈴木晃仁,「身体の政治のメタファーの類型学―17世紀の情念論を中心に」,石塚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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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을 차용해 그의 이론을 개했음은 이미 리 알려진 바이다.그러나 18세

기와 19세기에 들어 이제 사회 담론들은 과학 담론들의 방법론과 개념을 가지

고 와서 스스로를 정당화했다.한계효용학 나 신고 학 경제학이 물리학의 모델

에 기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은 생물학을 ‘ 용(application)’하는 ‘과학(science)’으

로서 합리화 과정을 거친다.529

그 다면 당시의 유기체론에서 신체유비가 갖는 신체 에 조 더 주목할 필

요가 있다.기존의 세 신체유비나 근 의 신체유비에서 사회와 신체는 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물론 이를 단순히 수사학으로만 본 것은 아니지만, 어도

사회 혹은 국가를 설명하기 해 자연과학에서 그 논리 기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18세기 이후의 유기체론에서 생물학 논의와 사회학 논의는 구

별될 수 없는 것이자,사회는 생물 그 자체, 어도 생물로서 악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서양의 유기체론 역시 이를 정치 이론의 뿐만

이 아니라 생물학과 련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콩트도 지 하듯 자연철학의

심 시좌가 천문학에서 생물학으로 이동한 시기 다.따라서 정치학을 생물학을

거로 해서 이루어진 당시의 체 인 학지의 지형에 해서 알 필요가 있다.그

다고 한다면 이 시기 들어 사회진화론이나 정치학에서의 신체에 한 비유는 단

순히 수사학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 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물학과 정

치학,생물학과 언어학 등의 계에서서 생물학이 활용되는 시기 다.지 의 시선

에서 보자면 서로 계 없는 두 학문을 이어붙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이는 18

세기의 지성사에서 보자면 동일한 지평에 놓여있었던 것이었다.530

그 다면 당시 국가 인 것을 상상하는 방식으로서 바디폴리틱 담론들은 다

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당시 국민들을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머리의 명령을 받는

혹은 체 신체의 조화를 한 부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강력한 동원 이데올

로기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꼭 바디폴리틱의 외형을 쓰고 나타나야 했던 것

은 아니다.당시의 정치사상을 신체 을 심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

다.

(1)홉스의 리바이어던 수용:일(一)의 논리

郎·鈴木晃仁　編,『身体医文化論―感覚と欲望』(東京: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2),pp.92∼93.

529Cohen(1994),pp.1∼6.

530푸코 역시 19세기에 생물학의 특정한 개념들이 ‘은유 으로’다른 역들에 이식되었다고 지

한다. 컨 유기체,기능,생명이라는 표 으로부터 조직,사회 기능,언어의 생명 같은 표 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에 해서는 콜린 고든,그래엄 버첼,피터 러 엮음,심성보 외 옮김,『푸

코효과』(서울 :난장,2014),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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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홉스는 왕권의 강화를 시도한 사상가로 그려지지만 최근의 연구

들은 홉스에게 보이는 이 성을 강조한다.즉 개인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인 홉스와

왕권을 강화하기 한 홉스라는 모순되기 쉬운 두 가지 사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

다는 이다.그 다면 본 에서는 이 인 홉스의 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바디폴리틱의 에서 근해 보도록 한다.그리고 이것이 근 일본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 살펴본다.우선 홉스에게 신체 은유의 요성은 따로 설명

하지 않아도 그의 작『리바이어던』의 표지 그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

할 것이다.

리바이어던은 머리에는 왕 을 쓰고 그리고 왼손에는 칼을,오른손에는 주교

가 종교 행사 때 드는 지팡이인 목장(牧杖)을 들고 있는 거인의 모습으로 어느 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그리고 칼과 목장 양 끝 로 문장 하나가 보인다.“지상

에 더 힘센 사람이 없으니 가 그와 겨루랴(Non estpotestas SuperTerram quae

Comparetusei).욥기 41장 24 .”즉,리바이어던이 세속 인 권력과 교회 권력을 양손

에 쥔 무소불 의 주권자임을 보여 다.그 아래에는 다섯 개의 그림들이 을 지

어 나란히 있다. 에서부터 성과 교회,왕 과 교황모자,왕권을 의미하는 포와

교황권을 의미하는 면권이다.그 아래에는 쟁터에 쓰이는 총칼과 종교재 에서

쓰이는 논리라는 무기이고,마지막 그림은 쟁터와 종교재 을 의미한다.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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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휘장처럼 책의 제목이 내려져 있다.‘리바이어던,교회국가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권력(LEVIATHAN or the Matter,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andCivil)’.

그러나 보다 요한 것은 리바이어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몸을 이

루고 있는 것이 리바이어던을 구성하는 백성들이라는 이다.그들의 시선은 모두

리바이어던의 얼굴을 향해 있는데 마치 자신의 안 을 해 사회계약을 맺어 몸을

구성하면서 머리인 리바이어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그들의 표

정은 무언가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듯 보인다.이처럼 표

지에 나타난 그림은 단순히 책표지를 꾸미기 한 것만이 아니라 홉스의 사상을 핵

심 으로 보여주기 한 것이었다.이는 ‘경외(awe)’라는 정념을 독자에게 심어 으

로써 효과를 달성하기 한 홉스의 장치 다.531그의 사상은 은유를 빼놓고는 이해

할 수 없다고 지 되는데『리바이어던』텍스트 체가 신체의 은유라는 수사학이

통하고 있다.532 그는 서문에서 국가를 인공인간으로 비유하는데 이 인공인간은

기계 성격을 갖는다.

“자연은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 (Art)이다.다른 많은 일들에서 그 게 하

듯이 이 자연을 인간의 기 로 모방하면,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인공동물

(ArtificialAnimal)’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생명은 신체나 사지의 운동을 말하고,이 운동은

내부의 ‘ 심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면,모든 자동장치들(Automata)(시계처럼 태엽이

나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들)은 하나의 인공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심장’(Heart)에 해당하는 것이 태엽(Spring)이요,‘신경’(Nerves)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가닥의 (Strings)이요,‘ ’(Joynts)에 해당하는 것이 톱니바퀴(Wheels)이니,이것

들이 곧 제작자가 의도한 바 로 신에 운동(motion)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기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가장 합리 이고 가장 탁월한 작품인 인간을 모방하기에까지 이

른다.즉,기 에 의해 코먼웰스(Commonwealth)혹은 국가,라틴어로는 키비타스(civitas)라고

불리는 한 리바이어던이 창조되는데,이것이 바로 ‘인공인간(ArtificialMan)’이다.”533

531 리바이어던 표지에 한 분석은 HorstBredekamp,ThomasHobbes’sVisualStrategies,

Patricia Springborg eds.,The Cambridge Companion to Hobbes’s Leviathan (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2007),pp.29∼60.그는 살아있는 신으로서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 낸

다는 이교 계시와의 유사성,당시 유행하던 도상학,그리고 시각과 시각장치에 한 홉스의 심

속에서 표지를 단순한 마크(mark)가 아니라 기호(sign)로서 분석하고 있다.

532 Raia Prokhovnik,Rhetoric and Philosophy in Hobbes’Leviathan (New York:Dover

Publication,1991),p.218;홉스가 수사학에 해 부정 인 언 을 한 은 사실이지만 그는 작

들 곳곳에서 수사학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홉스와 수사학의 문제에 해서는 김용환,「홉스

철학에서 수사학의 정치학 의미」,철학연구회,『철학연구』,Vol.97(2012).

533 ThomasHobbes,editedby RichardTuck,Leviathan(Cambridge:CambridgeUniversity

Press,1996),p.9.이하 번역은 토마스 홉스,진석용 역,『리바이어던:교회국가 시민국가의 재

료와 형태 권력』( 주:나남,200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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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서 묘사된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은 ‘자연 ’신체와 비해 ‘인공 ’

신체다.이 인공 인간은 자연인을 보호하고 방어할 목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연인보다 몸집이 더 크고 힘이 세다.그는 에서 언 한 ‘자동장치’로서의 신체를

국가에 유비하고 있다.주권이란 인공 ‘혼’(soul)534으로서 신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

하며,각 부 장 들과 사법 행정 리들은 인공 ‘ ’에 해당하며,상벌은 모든

과 사지를 주권자와 연결시켜 그 의무의 수행을 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므

로 ‘신경’에 비유된다. 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부와 재산은 그의 ‘체력’에,조언자

들은 그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의 ‘기억’에,공평과 법은 인

공 ‘이성’과 ‘의지’에 비유한다.그리고 이러한 인공신체의 화합이 ‘건강’이며,소요는

신체의 ‘질병’이고,내란은 신체의 ‘죽음’이다.홉스의『리바이어던』은 결국 이 인공

인간의 ‘재료’는 무엇이며,‘제조자’는 구인가,이 인공인간은 ‘어떻게’만들어지는

가,그리고 인공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해체’를 피하기 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하기 해 쓴 책이었다.535

그의 신체유비는 본문에서도 이어진다.가령 코먼웰스의 하부체계를 분석하

며 단체를 ‘근육’으로 유비한다.합법 단체는 인체의 근육에 해당하고,비합법

단체는 인체의 종기,담즙,농양에 해당하는데,이런 것들은 악한 체액이 부자연스럽

게 합류할 때 생긴다.공 행자는 자연 육체에 비유하자면 수족을 움직이는

신경이나 힘 에 해당하며,타국의 비 계획이나 병력을 탐지하기 해 비 리

견된 사람은 인체의 에 해당한다. 한 인민의 청원 기타 정보를 처리하도록

임명된 자는 이른바 공공의 귀로서,공 행자이며,그 직무에 하여 주권을

표한다는 식이다.536 한 질병 역시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해체를 진시키는 요인

으로 비유되는데 간질,학질,늑막염,다식증,기면증 등의 질병들과 국가를 괴하

는 정치 상황들이 응되어 설명된다.537

534앞서 자동장치에 비유할 때 심장(heart)에 해당하는 것을 태엽이라고 하 는데,국가의 각 기

에 비유할 때 심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soul)이 등장하고 있다.이를 심장과 혼의 기능을 동

일하게 보았다고,이후에 살펴보듯 하비식의 사고의 회와 같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535Hobbes(1996),p.10.

536Hobbes(1996),Ch.22.번역본에서는「주권의 지배를 받는 정치 단체 사 단체에 하

여」라는 장이 번역에서 락되어 있다.이는 단체(system)에 한 이해 부족 혹은 실과의 괴리

때문일지 모른다.

537Hobbes(1996),Ch.29.홉스의 신체 유비 질병에 한 인식은 Harris(1998),pp.141∼143.그

는 홉스가 정치체 안에서의 내생 질병에 심을 가졌음에 주목한다.반면 무솔 는 홉스의 질병

에 한 에서 근 신체 과 통 신체 이 혼재되어 충 으로 사유되고 있음을 지 한

다.Musolff,Andreas,“Metaphorindiscoursehistory,”MargaretE.Winters,HeliTissariand

Kathryn Allan eds.,HistoricalCognitive Linguistics (Berlin and New York: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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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홉스가 은유를 사람을 혹시키는 것이라 거부했던 은 사실이다.5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바디폴리틱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유양식을 차용하고 있

다는 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어떤 이들은 이 은유가 기계론자,유물론자 던 홉

스가 실제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그가 사용한 신체유비가

통 표 들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홉스가 이 모델을 뒤집어 사용하고

있다는 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석 오류다.539근 주권론을 열었다

고 평가되는 장 보댕의 신체유비와의 차이는 이를 보여 다.보댕 역시 간혹 국가

신체의 유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요한 것은 아니었을 뿐더러 홉스와는 달

리 세 신체 유비의 자장 속에 있었다.가령 보댕은 리들의 화합이 유용한가,

불화가 유용한가라는 물음에 해 신체 유비를 사용한다.540물론 보댕의 논의 역시

인체의 기질이 상반되지 않으면 인체가 쇠약해지듯 국가 역시 불화 속에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언 한다는 에서 세의 신체유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4체

액설에서 냉기와 온기,건기와 습기가 상반되듯 국가라는 신체 역시 상반성에 의존

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화합을 무조건 으로 정하기보다 불화 역시 요하다고 말

하고 있다.그러나 이때조차 보댕이 사용하고 있는 신체 유비는 조화라는 에

서있다는 에서 아직 세 논의에 머물러 있다.541

Mouton.2010),pp.73∼78.

538홉스의 은유에 한 은『리바이어던』4장「언어능력에 하여」참조.홉스는 은유나 비유

같이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이름에 해서 이성 추론의 진정한 기 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홉스와 은유의 문제에 해서 Musolff(2004),pp.159∼172.

539KatherineBootleAttie,“Re-MemberingtheBodyPolitic:HobbesandtheConstructionof

CivicImmortality,”ELH,Vol.75,No.3(Fall,2008),p.501.

540“잘 통치된 국가는 인체와도 같아서 모든 구성요소가 놀라운 연결로 결합되고 합쳐져야 하듯

이,각자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나 서로를 돕고 구해주며,모두가 함께 체의 행복

과 아름다움,그리고 경쾌함을 유지하기 해서 강해져야 한다.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한 손이 다른 손을 자르고,오른발이 왼발을 밟고,손가락이 을 르고,각 구성요소가 의 구성

요소를 방해한다면,몸체는 결국 단되고 훼손되며 모든 기능이 없어질 것이다.국가에 해서도

단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구원은 백성들 사이의 그리고 백성과 지도자들 사이의 우정에 찬 결

합과 연결로 가능하다는 이다.”장 보댕,나정원 역,『국가에 한 6권의 책』(서울:아카넷,

2013),pp.159∼164.

541이처럼 조화로서 정치체를 강조하는 논의는 고 서부터 세에 이르기까지 신체정치의 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가령 고 그리스 피크로톤의 의사 알크마이온은 ‘평등’과 ‘독재’라는 정치

개념을 통해 질병을 설명한다.즉 건강을 유지하려면 습하고 건조하며,춥고 더우며,쓰고 단 것과

같은 속성들이 ‘평등(isonomy)’,즉 동등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데 반해,그들 요소 사이에서 ‘군주

제(monarchy)’,즉 한 요소가 홀로 압도하는 상이 일어나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다.이것들 사

이의 평등한 체제 즉 이소노미(isonomy)가 구축되어 동등하게 유지되는 것이 건강이고,이와 반

로 질병이란 어떤 한 요소의 ‘독-재(mon-archy)’인 것이라 말한다.자크 주아나,서홍 역,『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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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홉스의 정치철학은 명시 으로 아리스토텔 스식의 ‘조화’로운 신체542를

넘어 새로운 정치 신체의 모델을 찾고자 했다.그는 야수들의 공동체가 단지 조

화를 이루는 데 있다면,인간의 공동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에서 아리스

토텔 스 조화 개념을 비 한다.543 이때 요한 것은 ‘단일한 의지’다.동물들의

공동체는 하나의 일치일 뿐이거나 하나의 상을 향한 많은 의지일 뿐,사회 정

치체에 필요한 하나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처럼 홉스가 보기에 동물들의 합

의는 자연 인 반면,인간의 합의는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이로써 정치체의 목

표는 ‘조화’에서 ‘의지의 단일함’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신체 유비에서도 요한 환

을 의미한다.544이제 국가 결합은 결국은 신으로부터 유도되는 목 론 인 조화

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이성’과 ‘자연법’으로부터 성립하는 기계 인 것이다.‘바디

폴리틱’은 혼의 수단으로서 비물질 이고 월 인 것이라기보다 물질 이고 내

재 인 것으로 재정립된다.545

일(一)의 논리

그 다면 이러한 홉스의 신체 유비가 어떻게 근 동아시아에 ,수용되

크라테스』(서울:아침이슬,2004).,p.518;Temkin(1977),p.272.이러한 사상은 세에까지 지배

이었는데 NicoleOresme의 경우 독재를 머리에 체액이 과도하게 유입된 것으로 묘사한다거나,

PhilippedeMezières는 4체액의 부패가 7가지 타입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정부는 규칙,기사

도,복종,정의라는 4덕을 필요로 하고 이것들의 부패가 정부의 부패로 이어진다고 본다. 한

NicholasofCusa는 우울과 범죄를,열을 쟁에 비교함으로써 바디폴리틱의 병 상태를 묘사한

다.평형(equilibrium)의 개념은 평화와 질서에 한 정치담론에 은유 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Takashi(2008),pp.88∼89.

542“국가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체는 필연 으로 부분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컨

몸 체가 괴되면 손이나 발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석상의 손에 하여 말할 때처럼 이름으

로만 존재할 것이다.죽은 손은 석상의 손보다 나을게 없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 스(2009),

13253a,p.21.“국가의 한 부분의 불균형한 성장도 정체 변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몸은 여러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는 이들 부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

으면 안 된다.그 지 않고 발은 4페퀴스나 되는데 나머지 몸은 2스피타메밖에 안 되면 몸은 망가

져 버리거나,몸의 부분들이 양 으로뿐만 아니라 질 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다면 몸은 다른 동

물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마찬가지로 국가도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균형하게 성장할 수 있다.”아리스토텔 스(2009),1320b,pp.267

∼268.

543“내 생각으로는,아리스토텔 스의『형이상학』처럼 자연철학과 거리가 먼 것도 없고,그의『정

치학』처럼 통치에 모순되는 것도 없고,그의『윤리학』처럼 무지한 주장도 없다.”Hobbes(1996),

pp.461〜462.

544Hobbes(1996),pp.119∼120;홉스,이 호 역,『시민론:정부와 사회에 한 기 철학』( 주:

서 사,2013),pp.108∼109.

545Cohen(2009),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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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그 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에서 홉스의 수용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

보자.546홉스는 니시 아마네의「개제문(開題門)」(1870)에서 국 제일의 철학자라 최

로 소개된 이후로 자주 인용되었는데 표 으로 나카무라 마사나오가「서학일반

(西學一斑)」(1874)에서 홉스의 계약론 발상을 소개하는 목을 살펴보자.

“홉스가 말하길,사람인 한 구나 본성은 동등(귀천의 구별이 없음을 이름)한 것이고,이에

통치하는 군(君)이 있기 이 에는 만인이 동일하게 천하의 재물을 분취해 향유할 권리가 있

다. 한 사람인 한 구나 독립해 스스로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성(性)을 갖는다.다른 사

람과 교제해 과반(夥伴)을 이루는 것은 편리를 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모든 사람이 동등

하게 각각 독립의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쟁투가 항상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게 된다.이

때문에 안 을 도모하는 것은 한 몸[一己]의 지혜,한 몸의 힘에 맡겨지니 어 태롭지 않

으리오.홉스는 소사이어티, 인결사(衆人結社)의 기원을 말함으로써 … 사람의 자연에 맡길

때 반드시 쟁투에 이르게 되면 법을 세워 평화보존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 게 하

고자 하면 각인 고유의 권리[權]를 양도해 인(衆人)이 함께 안 보호의 이로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한 사람[一人]을 세워 주인[主]으로서 사람들이 자연히 가지는 권리를

그에게 으로써 비로소 방국(邦國)이라 칭한다.즉 국 의 인 (人衆)이 한 사람[一人]을 이루

어 이 한 사람에 의해 인의 뜻을 하나로 하고 인의 힘을 모아 인을 보호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547

쟁을 피하기 해 과반(夥伴)을 만드는 것이 소사이어티, 인결사(衆人結社),

즉 사회의 기원으로, 인들은 한 사람의 주인을 세워 자신의 권리를 그에게 으

로써 방국을 만든다.이처럼 “국 의 인 (人衆)이 한 사람[一人]을 이루어 이 한 사람

에 의해 인의 뜻을 하나로 하고 인의 힘을 모아 인을 보호한다”는 발상 속에

서 홉스식의 신체정치에 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48물론 이러한

홉스에 한 인식은 나카무라 자력으로 도달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서학일반」

은 19세기 엽에 리 알려지고 추천된 서양사상사 책들을 자유로이 번역 혹은 의

역한 것이었다.따라서 이를 나카무라 본인의 홉스에 한 이해라고 단정 짓기 어

렵지만 당시 홉스에 한 소개는 충분히 진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외에도 홉스

를 소개하는 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지만 메이지 10년 일본 사상계에서 홉스의

철학이 본격 으로 수용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549

546홉스의 기 수용에 해서는 高橋真司,「ホッブズ哲学と近代日本」,『主権論』刊行100年を記念

して』(東京:未来社,1991),pp.62∼87.

547中村正直,「西學一斑」,『明六雜誌』第39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下(東京:岩波

書店,2009),pp.292〜294.

548하지만 나카무라는 홉스의 설을 편 라고 평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국을 경동시킨 이

유에 해 당시 국의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

549 高橋真司,「ホッブズ哲学と近代日本」,『主権論』刊行100年を記念して』(東京:未来社,1991),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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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사 으로 의미 있는 은 역시『리바이어던』이 문부성에서 불 사

(拂波士) 『주권론』이라는 이름으로 출 되면서부터라 해야 할 것이다.메이지 16

년(1883)7월 문부성에 의해 간행된 이 책은 원서의 역(抄譯)으로,인간론을 다루고

있는 1부와 신학과 정치의 계를 다루는 2권은 빼고 국가론인「커먼웰스에 하여

(OfCommonwealth)」부분만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에서도 몇 개의 챕터는 생략하

고 있다.기존연구에 따르면 각 장별로 번역률이 고르지 않은데,번역률로 보아 역

자들이 18장「제도에 의해 성립하는 주권자의 권을 논함」,29장「사회를 괴패(壞敗)

시키는 제원인을 논함」을 시했다고 평가된다.550

다카하시 신지(高橋真司)는 이 번역본의 특징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첫

째 국학사라는 말고는 자 불 사에 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둘째 원

, 거가 된 작이 불분명하다는 ,셋째 완역인지 부분역인지 여부에 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넷째 역자에 해서도 설명이 없으며,다섯째 본문

앞에 수록된 주권론 변언(辯 )은 해제 성격이 없다는 이 그것이다.이는 당시

번역된 다른 작들과 비교해보면 체재 상의 미완성이라기보다 문부성의 의도 하에

그 자체로 완결된 작인 것처럼 보이도록 장이 이 졌다는 것이다.551

그 다면 홉스에게서 보이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집합 신체가 문부성 번역본

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리바이어던의 핵심 인 부분이라 할 수 있

는,코먼웰스가 성립되는 과정에 한 설명이다.

550다카하시에 따르면 이는 체의 1/7에 해당하는 분량으로,2부 역시 내용으로 보자면 45% 정도

번역하고 있다.2부 17장 OF THE CAUSES,GENERATION,AND DEFINITION OF A

COMMON-WEALTH를「사회가 일어나는 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논함」,18장 OF THE

RIGHTS OF SOVERAIGNES BY INSTITUTION를「제도에 의해 성립하는 주권자의 권을 논

함」,19장 OFTHESEVERALLKINDSOFCOMMON-WEALTH BY INSTITUTION,AND

OFSUCCESSION TO THESOVERAIGNEPOWER를「제도에 의해 성립하는 사회의 종류

주권의 상속을 논함」,20장 OFDOMINION PATERNALLAND DESPOTICALL를「부조(父祖)

제의 권력을 논함」,21장 OFTHELIBERTYOFSUBJECTS를「국민의 자유를 논함」,23

장 OF THE PUBLIQUE MINISTERS OF SOVERAIGN POWER를「공무재신(公務宰臣)을 논

함」,24장 OFTHENUTRITION,AND PROCREATION OFA COMMON-WEALTH를「사회

의 양물을 논함」,29장 OF THOSE THINGS THAT WEAKEN,OR TEND TO THE

DISSOLUTION OFA COMMON-WEALTH를「사회를 괴패(壞敗)시키는 제원인을 논함」,30장

OFTHEOFFICEOFTHESOVERAIGN REPRESENTATIVE를「주권자의 직분을 논함」이라

는 제목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22장「주권의 지배를 받는 정치 단체 사 단체에 하

여」,25장「조언에 하여」,26장「시민법에 하여」,27장「범죄,면죄 정상참작에 하여」,

28장「형벌과 보상에 하여」,31장「자연에 의한 하느님의 나라에 하여」는 번역에서 생략하

고 있다.高橋真司(1991),pp.130∼132.

551高橋真司(1991),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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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나로 합체(合體)한 취합체(聚合體)를 일컬어 이를 일사회(一社 ,코먼웰스)라 한

다.이는 리바이어던에 의거해 일어나는 바로,리바이어던이란 상제(上帝)의 아래에서 오인

의 치평(治平)을 유지하고 안녕을 보호하는 신이라는 뜻이다. 개 인(衆人)의 바람[志望]에

따라 안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밖으로는 외 [寇敵]을 방어함은 이 총사회(總社 )의 각인이

임한 권력(大權力)으로서 능히 사람을 외복(畏服)시키기 족하기 때문이다.이 사람이야말

로 실로 사회의 정기(精氣)라 말할 수 있다.그 이유는 무엇인가.이 사람의 행동[所為]은 인

민상호의 계약을 통해 각자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무릇 천하의 치평과 사회의 안녕에

해 이 사람이 좋은 경략(經略)이라 생각하는 바를 그 권력으로 이 내도록 정한 것이다.이

와 같은 인물(人物)을 일컬어 주권자라는,사회의 권력을 장악한 자로 하 다.그리고 이외

각인을 이름하여 신민이라 하 다.”552

이를 원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This done,the Multitude so united in one Person,is called a COMMON-WEALTH,in Latin

CIVITAS.ThisisthegenerationofthatgreatLEVIATHAN,orrather,tospeakmorereverently,of

thatMortallGod,towhichweeoweundertheImmortalGod,ourpeaceanddefence.Forbythis

Authoritie,givenhim byeveryparticularmanintheCommon-Wealth,hehaththeuseofsomuch

PowerandStrengthconferredonhim,thatbyterrorthereof,heisenabledtoperformethewillsof

them all,toPeaceathome,andmutuallaydagainsttheirenemiesabroad.Andinhim consisteth

theEssenceoftheCommonwealth;which,todefineit,isOne Person,ofwhose Actsagreat

Multitude,bymutuallCovenantsonewithanother,havemadethemselveseveryonetheAuthor,to

theend hemayusethestrengthand meansofthem all,asheshallthinkexpedient,fortheir

PeaceandCommonDefense.AndhethatcarrieththisPerson,iscalledSOVEREIGN,andsaidto

haveSovereignpower;andeveryonebesides,hisSUBJECT.”553

바디폴리틱과 련해 주목할 은 원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자가 일자가 되

기 해서 신체의 유비가 사용된다는 이다.리바이어던의 표지를 보고 상상할 수

있듯이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554원문에는 ‘다 (multitude)’이 ‘하나의 인격(one

552拂波士,『主權論』,『明治文化全集』,3卷「政治編」(東京:日本評論社,1967),p.240.

553Hobbes(1996),pp.120〜121. 번역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이것이 달성되

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라틴어로는 키 타

스-라고 부른다.이리하여 바로 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아니,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원불멸의 하느님’의 기호 아래,인간에게 평화와 방 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이 탄생하는 것이

다.이 지상의 신은 코먼웰스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강 한 권력과 힘을 사용

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단결된 힘으로 외 을 물리치기 해 사람들을 함으로써,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 낸다.바로 여기에 코먼웰스의 본질이 있다.코먼웰스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 의 본인이 됨으로써,그들의 평화와 공동방 를 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리고 이 인격을 지닌 자가 주권자라 불리며,‘주권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백성이다.”홉스(2008),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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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으로 결합될 때 이를 ‘코먼웰스(COMMONWEALTH)’, 라틴어로 ‘키 타스

(CIVITAS)’라 부르고,이것을 한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라고 말한다.이를『주권

론』에서는 ‘하나로 합체(合體)한 취합체(聚合體)’,즉 일사회(一社 )로 번역하고,가타

카나로 코먼웰스를 병기하고 있다.이처럼『주권론』에서는 코먼웰스라는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이 말을 사회(社 ),일사회(一社 ),총사회(總社 ),사교(社交)등 사회

혹은 사교라고 번역하고 있다.555

달리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 낸다.

코먼웰스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And in him consisteth the essence of the

commonwealth)”라는 부분을 “이 사람이야말로 실로 사회의 정기(精氣)라 말할 수 있

다”고 번역한 목이다.‘essence’를 ‘정기’라는 용어로 번역한 것은 리바이어던을 신

체에 비유하고 있는 맥락에서 해 보인다.그러나 개인의 의지를 모아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낸다는 홉스의 사고가 주권론 번역문에서는 명시 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한 원문에서 코먼웰스의 정의를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 의 본인이 됨으로써,그들

의 평화와 공동방 를 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한 것’(oneperson,ofwhoseactsa greatmultitude,by mutualcovenantsonewith

another,havemadethemselveseveryonetheauthor,totheendhemayusethestrength

andmeansofthem all,asheshallthinkexpedient,fortheirpeaceandcommondefense)에

해 “이 사람이 만들어진 바는 인민상호의 계약으로서 각자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무릇 천하의 치평과 사회의 안녕에 해 이 사람의 좋은 경략(經略)이라 인정하는

것은 그 권력으로 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서도 바디폴리틱에 한 이

해가 명시 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이는 아직까지 통 인 논리 하에서 바디폴리틱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역자는 공리(公利),공권력(公權力)이라는 말로 리바이어던을 설명한다.

이때 공권력은 ‘공리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밖으로는 침구(侵寇)를 방어하고,안으

554물론 문부성 역본에는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책에 표지 그림을 같이 붙이는 것이 통 인 책

의 구성상 다소 특이한 부분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555이때 번역자들은 사회와 국가를 나 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집합체를 사회로 악하

고 이 집합체에서 주권이 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주권자(국가)가 탄생한다.이는 흡사 이

의 계약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집합 신체를 이루는 과정과 주권이 탄생하는 과정이다.이

는 슈미트가 구별하듯 이러한 합의의 결과 탄생하는 것은 사회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지 처럼 주

권은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계기’로 삼아 생기는 것일 뿐임을 보여 다.칼

슈미트(1996),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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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국안(國安)을 지켜 사람들이 편안히 생업을 하고,생을 자양해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한다.이 힘을 제정하는 길은 다름 아니라 일반인민의 힘을 모아 일인 혹은

일 집회(集 )에 주어 설(衆說)에 의해 그 지망(志望)을 모아 하나로 하는 것 뿐’이라

고 설명한다.

“즉 일인 혹은 일 집회를 인민각자의 표자(代表 )로 하고 만기(萬機)를 임해 인민은 그

표자가 천하의 치평과 인민의 안녕에 해 시행하는 일은 모두 자신의 발의로서 이를 부

담한다.인민각자의 지망은 이 일인 혹은 일 집회의 지망에 따르고,각자의 결단은 이 일인

혹은 일집회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이는 실로 인민의 총체(總體)가 이 일인에 합체한 것으

로,이 합체는 바로 총체 어떤 일인일개(一人一個)가 다른 일인일개와 계약해 이루어진

것이다.”556

홉스의 논의와 크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이 번역은 그 안에 감추어

진 논리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원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

하는 것,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oneMan)혹은 ‘하나의 합의체’(one

Assembly)에 양도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자신들 모두의 인격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

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 을 해 어떤 행 를 하든,혹은 [백성에게]어떤

행 를 하게 하든,각자가 그 모든 행 의 본인이 되고, 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개개

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개개인의 다양한 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단에

임하는 것이다.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557

만인의 만인에 한 계약이 일인일개가 다른 일인일개와 계약이라고 번역되

고 있으며,이때 일인 혹은 일 집회를 ‘ 표자’로 삼아 이에 만기를 ‘ 임’한다는 발

상이다.이 임과정을 통해 한 사람 혹은 집회의 결단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다.번역본에서도 임이라는 발상이 들어 있으나 이는 홉스 사고와 다르다.홉

스에게 보이는 권력의 양도, 리개념과 번역본의 차이는 홉스가 이것이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번역본에서는 사라진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앞서 보았듯이 홉스에게 동의 혹은 화합으로서 신체와 달리 새로운 인공

신체는 단일의지를 통해 구성되는 하나의 ‘인격(person)’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주권론』에서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된다는

논리를 번역하고 있지만,번역본이 ‘인민의 총체가 이 한 사람[一人]에 합체한 것’이

라 표 하고 있는 것은 요한 차이이다.왜냐하면 ‘인격(person)’개념을 ‘한 사람[一

556拂波士(1967),pp.239∼240.

557Hobbes(1996),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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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으로 번역한 것은 틀린 번역이라 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는 앞서 본 리바이어던의 탄생을 설명하는 문에서 “이

인격을 지닌 자가 주권자라 불리며,‘주권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Andhe

thatcarrieththisperson,iscalledSOVEREIGN,andsaidtohavesovereignpower)”는 목

이 “이와 같은 인물(人物)을 일컬어 주권자라는,사회의 권력을 장악한 자”로 번역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번역본에서는 ‘인격’을 ‘인물’과 동일시하고 있다.그러나 인격

이 갖는 법 ,정치 의미는 단순히 존하는 인물에 권력을 넘겨 다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법 ,정치 ‘주체’를 탄생시킨다는 에서 둘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

는 차이가 존재한다.번역본에서는 이처럼 리바이어던을 한 사람으로 표 함으로써

일인에 합체한다는 의미를 ‘동일 인격으로서 결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군주

에게 ‘만기(萬機)를 임’하는 행 로밖에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이다.

문부성의 번역의도

그런데 여기서 번역자들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이는 책 앞

에 달려있는 변언이다.앞서 다카하시가 지 하듯 이 변언은 본문에 한 해제

성격이 아닌 다소 엉뚱하다 싶은 내용을 하고 있다.558

“하늘은 하나(一)를 얻음으로써 맑고,땅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안정되며,왕후는 하나를 얻

음으로써 천하의 정(貞)이 된다.이와 같이 무릇 하나는 귀한 것이다.덕이 하나가 아니라면

자신을 이루기 부족하고,뜻(志)이 하나가 아니라면 공을 이루기 부족하다. (禮)는 오직 하

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미암는 바가 되고,법(法)도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정할 수 있는 바가 된다.정(政)이 많은 문(門)에서 나와서 나라가 다스려진 이 있느냐.이

한 주권이 마땅히 하나이며 마땅히 나 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음이 아니겠는가.불씨

주권론을 번역해 내며 이 한 마디를 붙인다.”559

『주권론』앞에 붙어있는 이 짧은 변언은 번역 의도를 명시 으로 보여 다.

변언에서는 하나의 논리가 강조되는데 이를 주권이 하나임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것

이다.이 변언을 시작하는 “하늘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맑다”는 말은 노자의『도덕

경』39장에서 가지고 온 말이다.“옛날에 하나(一)를 얻은 것들이 있으니,하늘은 하

나를 얻어서 맑아졌고,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었으며,신은 하나를 얻어서 신령

스러워졌고,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졌으며,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났고,후

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하 다.”560그런데 여기서 일은 어떤 ‘존재’를 의

558변언의 작성자인 문부소보(文部 輔)구키 류이치(九鬼隆一)에 해서는 高橋真司(1991),p.179.

참조.

559拂波士(1967),p.237,「主權論 )」

560『道德經』“昔之得一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

爲天下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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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기보다 일의 ‘논리’에 가깝다.561그리고 이때 일의 논리는 분별과 갈라짐이 아

니다.이는『도덕경』의 이후 구 을 도 알 수 있듯 개념들을 그 안에 내포

해 하나가 되는 노자의 독특한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었다.562『도덕경』39장에서는

이 문장에 이어 “하늘이 맑지 않으면 갈라질까 두렵고,땅이 안정되지 못하면 흔들

릴까 두렵고,신이 검스럽지 못하면 없어질까 두렵고,골짜기가 가득 차지 못하면

메말라 버릴까 두렵고,만물이 생겨나지 못하면 죽어 없어질까 두렵고,후왕이 고귀

하지 못하면 거꾸러질까 두렵다.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뿌리로 삼고,높음은 낮음

을 토 로 삼는다”563고 말한다.이처럼 일은 귀함이 천함에 바탕하고,높음이 낮음

에 바탕하는 특유의 노자식의 논리와 이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의 존재로서 일

의 획득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564

물론 이처럼 일의 논리를 단순히 분리되지 않은 원리,통합의 원리, 인

것을 포섭하는 원리로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왕필은 42장의 주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을 무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

에 해565“일체의 모든 존재는 궁극 으로 일로 귀일된다.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에

이르는가?무로 말미암아서이다.무로 말미암아 일이 되니,일은 곧 무라고 할 수

있다”566라고 풀이하고 있다.따라서 이때 일은 하나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나,이는 분화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최 의 미분화된 시공간을 상정하여 一=無

561여기서 일이란 흔히 도(道)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노자에게서 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에 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도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혹은 원리에 가깝다.노자의 도에 한 해석에 해서는 모종삼,임수무 역,『모종삼 교수의

노자철학 강의』( 주:서 사,2011),pp.152∼164.

562최진석,『 것을 버리고 이것을:최진석의 노장 철학 독법』(고양:소나무,2014),p.30.최진석

은 노자 철학에서 일은 유일성이나 단일 내지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일’자 안에 이미 이 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이 성의 호보상생(互補相生)하는 성질은 구체

인 사물에 체 된다고 말한다.

563『道德經』“天無以淸 恐裂 地無以寧 恐發 神無以靈 恐歇 谷無以盈 恐竭 萬物無以生,

恐滅 侯王無以貴高 恐蹶 故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

564이러한 견해는 노자의 해석에 향을 끼친 왕필의 주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왕필은

‘일을 얻은 것’(得一)에 해 “일은 숫자의 시 이자 사물의 궁극 이다.각각의 사물들을 일이 낳

은 것이니 일이 만물의 주가 된다.사물은 모두 각각 이 하나를 얻어서 만들어지니,만들어진 뒤에

는 하나를 버리고 만들어진 데에 거한다.만들어진 뒤에 거하면 그 근원,즉 일을 잃게 되므로,갈

라지고,흔들리고,얿어지고,말라버리고,소멸되고,쓰러진다(一 數之始而萬物之極也 各是一物之生

所以爲主也 各得此一以成 旣成而 以居成 居成則失其母 故皆裂發歇竭滅蹶也).”왕필,임채우 역,

『왕필의 노자주』( 주:한길사,2005),p.183.

565앞의 39장과 이 42장은 백서본에는 보이지만 죽간본에는 보이지 않아 후 에 새로 추가된 구

로 추정되기도 한다.이석명,『노자와 황로학』(서울:소와당,2010),pp.339∼342.

566“萬物萬形 其歸一也 何由致一 由於無也 由無乃一 一可 無.”왕필(2005),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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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하다.567

따라서 이는 홉스식의 주권의 불가분성을 설명하는 말이라기보다 거꾸로 하

나의 가능태로서 분화되기 이 의 상태,앞으로 분화를 기다리는 상태로 볼 수 있

다.그러나 이러한 노자의 논리가 주권의 불가분성을 설명하는 데 차용되고 있다.

홉스의 주권론을 번역하면서 역자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주권의 불가분

성이었다.이때 노자의 일의 논리가 사용되는 것은 일견 맞지 않는 논리 연

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덕경』에서 말하는 일의 논리가 인 것을 포함하

는 도의 존재형식이라 본다면 엉뚱한 연결만도 아니다.『주권론』의 역자는

홉스를 끌어들이며 주권이란 노자의 일의 논리가 그러하듯 천하를 통일시키는 원리

로서 일이라는 에 주목한다.역자들이 노자의 득일(得一)편의 ‘侯王得一以爲天下貞’라

는 문장에 을 맞춰 ‘일(一)’이라는 도를 얻어 천하를 안정시킨다는 논리를 가져

와 이것을 주권의 논리,즉 주권이란 나뉘어져서는 안 되며 하나의 통합된 권력이

있어야 질서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연결시킨 것이다.앞에서 지 했듯이 변언이 주

권론 자체에 해제 성격을 갖지 않음에도 이 이 굳이 실려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해석 으로 정확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오히려 역자들이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말

하고자 했는지를 보여 다.이 ‘일(一)의 논리’가 문부성 번역자들이 홉스의 리바이어

던을 번역하고자 했던 의도의 핵심이었다.

이는 홉스의 18장을 번역한 <제도에 의해 성립된 주권자의 권(權)을 논함>이

라는 장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앞서 지 했듯이 18장은 거의 생략되지 않고 번

역되고 있는데 번역자들이 달하고 싶던 내용이 이 장에 들어있음을 보여 다.이

장에서는 각인의 신체를 표하는 권리,즉 그 표자의 권리를 설명하는데 이는

인민이 이미 상호 계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 로 통치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즉 계약 계를 통해 군주를 (奉戴)한 인민은 그 윤 (允准)을 받지 않고서는 자의

로 그 정부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으며,다른 사람 혹은 집회에 자신의 권력을 부여

할 수 없다.둘째 이러한 주권은 박탈되지 않는다.인민은 주권자를 추선(推選)해 그

신체를 표하는 권을 장악하도록 한 것은 인민각자가 상호계약을 통해 부여한 것

이지,주권자가 인민에 해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민은 주권자가 결 이

있다는 구실로 스스로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없다.셋째 다수의 인민이 동의를 표해

이구동성으로 주권자를 공인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한 자도

그 결의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주권자의 모든 행 는 승인되어야만 한

56742장의 해석에 한 설에 해서는 이석명(2010).pp.74∼109.설문해자에서 “일은 처음의 태극

이다.도는 일에 근거하여 천지를 나 고 만물을 만들어내었다”(一惟初太極 道立於一 造分天地 化

成萬物)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의미라 하겠다.



- 202 -

다.넷째 이로써 주권자의 행 결단은 인민각자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주권자

가 행한 바는 결코 백성에게 법률상의 손해를 끼칠 수 없으며,신민도 결코 주권자

를 비난할 수 없게 된다.다섯째 따라서 주권을 장악한 자는 처형되거나 어떠한 처

벌도 받지 않는다.이외에도 평화와 방 에 해 결정할 권리,소유권(應分權)의 규칙

을 제정할 권리,재 과 결권, 쟁 화의(和議)권,참의 ,재신(宰臣) 기타행

정 리를 선정할 권리,보상 처벌권, (榮譽)를 부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홉스의 18장 논의를 그 로 가지고 온 것으로 이를 통해 천황의 권리를 옹호

하기 해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선택했음을 추측 한다.

“이상 열거한 바의 제권(諸權)은 합해서 주권의 정신을 이루는 바이다.사람들은 이 목록(標

目)에 나타난 주권이 구에게 있는지 혹은 어느 집회에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이러한

제권은 결코 공유될 수 없으며 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568

이처럼 홉스에게 주목한 이유는 주권의 불가분성을 가지고 천황의 제 권

한을 강화하기 함이었다.물론 번역본에서도 홉스가 말한 로 주권의 세 종류로

군주정치(monarchy),공화정치(democracy),귀족정치(aristocracy)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편의와 성 상의 문제이지 어느 것을 우 에 놓고 있지 않은 목을 소개하기도

한다.569 한 홉스의 원문에 있는 로 군주정의 불편에 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

다.즉 군주에게 간언이나 기만하는 사람에게 빠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과 부

한 이에게 주권이 계승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번역본에는 홉스의 원문에

없는 부분이 역자들에 의해 첨가되기도 했다.18장 말미에 원문에는 없는 “그가 군

주정치의 해를 논해 이 보기 쉬운 이치를 남기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라는 한

구 을 추가하고 있는데,이는 역자들이 천황제를 강화하기 한 의도 속에서 이

책을 번역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다.570이 첨언은 가토 히로유키에 의해서 다

고 지 되는데571국권론의 에서 군주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철되고 있음을 보

여 다.

다음 장 <국민의 자유를 논함>에서 자유에 해서 논하는 역시 홉스의

568拂波士(1967),p.245.

569“무릇 세 종류 사회의 시비는 그 권력이 돌아가는 바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창

정(創定)한 본의 즉 태평을 유지하고 안녕을 보호함에 한가 하지 않은가와 편리한가 편리

하지 않은가에 있다.”拂波士(1967),p.247.

570高橋真司(1991),pp.139∼140.

571다카하시는 주권론 번역본의 삭제나 가필이 가토 히로유키의 교정 작업 과정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주권론 번역에서 소 ‘문부성 트라이앵 ’,문부경(文部卿)후쿠오카 타카치카(福

岡孝弟),문부소보(文部 輔)구키 류이치(九鬼隆一),동경 학교 총리 가토 히로유키의 역할에

해서는 高橋真司(1991),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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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그 로 가져오고 있다.자유란 항의 부재라는 유명한 명제로 시작하는 이

에서 홉스는 백성의 자유는 신의계약에서 생긴 자유임을 분명히 하고,백성의 자

유는 주권자의 무제한 권력과 양립함을 말한다. 한 사회의 자유,즉 공공의 권

리인 자유를 사 상속권이나 생득 인 것처럼 생각하는 무리들을 비 한다.즉 역

자들이 홉스의 책에서 주목한 것은 백성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그리고 군주의 권

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는 논리 다.기타 백성의 자유는 법의 침묵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홉스의 논의는 그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이처럼 천황권의

성과 그것에 한 인민의 복종의 계기를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 문부성의 의

도가 주권재군설을 지원해,국회개설을 요구하는 민권 를 억압하는 이론 인 근거

를 제공하는 것에 있었다는 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572

물론 홉스의 논의 부에 문부성이 찬동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가령 인민

개개인이 계약을 통해 주권을 만들어낸다는 홉스의 생각을 문부성이 그 로 시인했

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 사람은 모두 자연 으로 평등하다거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구나 자유롭다는 념 등 홉스 특유의 인간 에 해서 문부성이 어디까

지 동의했는지는 의문이다.문부성은 홉스의 논 을 모두 승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요한 논 ,즉 주권자의 권력의 성질,주권의 불가분성,군

주정체의 우 ,주권의 제 등의 주장을 가져오기 한 시 인 필요성 때문에

이 책을 역,출 한 것이다.문부성의 간행의 의도는 다분히 자유민권운동에 항

해 민권 의 요구를 억압하는 이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573

당시의 시 상황을 보면 메이지 10년 엽 문부행정은 일종의 반동기 다.

즉 문부성은 1879년 제정된 자유주의 색체가 진한 교육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인

의충효를 취한 교학성지를 내걸어 소학교교칙강령,소학교교원심득( 學校敎員心得)

등을 배포해 존왕애국의 지기(志氣)를 고양하기 한 도덕의 교육에 힘썼다. 한 앞

서 스펜서의 번역 논의에서 보았듯 국회개설 후 주권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를 정

해야 한다는 것을 둘러싸고 진 양당이 싸우는 주권논쟁이 펼쳐지고 있었다.이

과정에서 문부성은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해 서양의 이론이 필요했다.루소나 스

펜서 등을 가지고 오는 민권론자들에 항하는 논리로 홉스가 선택된 것이었다.그

런데 홉스의『리바이어던』말고 선택된 다른 책이 있었는데 란츠(KonstantinFranz)

의『국가생리학(VorschulezurPhysiologiederStaaten)』이었다.문부성은『주권론』을

번역한 다음 해인 1884년 이 책을 번역 간행하 는데,이때 원서의 순서와 달리해

제1편에 국권을 설명하는 장을 치시킨다.이는 역자의 의도가 란츠의 논의를 통

572高橋真司(1991),pp.89∼90.

573高橋真司(1991),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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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권을 강화하기 한 것임을 보여 다. 란츠는 민약설을 부정하고 민권주의

를 철학자의 몽상이라 폄하,자유설을 ‘정신의 염병’이라 간주한 인물이었다.574

『국가생리학』역시 1장 주권을 설명하는 목에서 주권의 분리불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무릇 주권은 원래 유일해서,분할할 수 없는 것이라면,일국가 내에서 여럿의 권이 있어

서로 불기독립할 수 없다.제권은 반드시 하나로 귀합(歸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그

러나 그 동물의 체내에 생기(生氣)는 원래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신경· 맥 등과 같이 여러

기 내에 분 (分派)해 각각 그 활동을 발하는 것과 같이 무릇 국가의 사무에 속하는 수많

은 직분도 한 각각 특별한 원칙에 의거해 각각 일 의 권력을 갖는다.이로 말미암아 그

직분에 고유한 바의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575

여기에서도 홉스의 논의처럼 주권의 분리불가능성이 강조된다.그리고 이때

역시 신체의 유비가 등장한다.동물의 체내에 생기가 유일해도 신경, 맥을 통해

여러 기 으로 옮겨가 활동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사무에 속하는 직분이 있지만 이

는 주권의 유일성에서 나오는 것이다.이처럼 주권논쟁에서 핵심은 ‘주권의 소재’로

이를 신체의 은유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문부성의 역 은 에서 보는 바 로 주

권의 분할불가능성으로,이는 체내에 유일한 생기가 신경과 맥을 통해 온몸을 도

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은 여럿으로 나뉠 수 없이 하나로 귀합(歸合)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들이 정치체의 각 기 에 달되어 국가사무를 행할 수 있는 권력의

근원이 된다.

이처럼 국권 지식인들에게 민권,자유를 주장하는 민권 지식인들에 항

해 천황의 권한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의식이었다.이노우에 역시

제국헌법 제정회의(1888)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축(機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황실뿐이다.따라서 이 헌법 안에서는

오로지 뜻을 이 에 모아 군헌(君憲)을 존 하여 속박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그러나 군

권(君權)이 심히 강 한 때는 남용의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이 말이 이치에 맞

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 다고 해도 재상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한 그 남용을 방

지할 방법이 없지 않다.남용을 우려해 군권의 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도리에 어 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이 안에서는 군권을 기축으로 하여 이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

며, 구주(歐洲)의 주권분할의 정신에 의거하지 않는다. 부터 구주 여러나라의 제도에서

군권과 민권을 공동으로 한다는 방식과는 다르다.”576

이때 기축(機軸)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주권 분할의 정신과 비되

574高橋真司(1991),pp.151∼155.

575仏郎都(1884),p.1.

576『樞密院議 議事 』第1卷 (東京,東京大學出版 ,1984),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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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군권과 민권을 공동으로 하여 군권을 축소,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함이 분

명히 강조된다.홉스와 란츠는 이 의도의 근거로 선택된 이들이었다.그러나 이때

홉스가 의도한 바는 단순히 머리의 치에 놓인 왕 혹은 리인으로서 주권이 아니

다.그것은 하나의 신체를 표상하며,이 표상된 신체는 다로서 일을 완성한다는

이 요하다.주권이 일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근 정치철학에서 기본

인 발상이었다. 들을 하나로 상정하고,이들의 의지를 계약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곳으로 양도,몰아주는 과정을 통해 ‘단일한 의지를 가진 단일한 실재’를 상정한

다.홉스가 의인화 과정을 통해 인공 인간 개념을 만들어 냈던 것은 이 때문이었

다.그러나 문부성 역 홉스 번역본 역시 일의 논리를 강조하지만,이러한 과정이 빠

져 있다.이를 번역자들의 의도 속에서,즉 국권 와 민권 의 립 정치 인 상

황 속에서 악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이를 신체론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홉스의 기계론 사유

홉스의 바디폴리틱 번역에 하나의 요한 차이가 있다.홉스의 철학이 기

반하고 있는 기계론 사유가 번역에서는 락되고 있는 이다.그러나 이는 홉스

에게 쉽게 건 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앞서『리바이어던』서문에서도 본 것처

럼 홉스에게 리바이어던은 ‘인공 인간’으로 이 인공 인간은 심장에 해당하는 태엽,

신경에 해당하는 , 에 해당하는 톱니바퀴들이 제작자가 의도한 바 로 신

에 운동을 부여하는 ‘기계’로서의 신체 다.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홉스의 신체 에 한 사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홉스는 기계론 운동론을 인간 행 와 사회 계에 한 연구에 용하여 하나

의 새로운 학문을 구성하려 했다.그의 삼부작『물체론(DeCorpore,1655)』,『인간론

(De Homine,1658)』,『시민론(De Cive,1642)』은 세 종류의 물체,즉 자연 물체

(naturalbody),사람의 신체(humanbody),그리고 인공 물체(artificialbody)에 한 작

품이었다.그는 이 세 가지 신체를 하나의 틀로 이해하고 있었다.그런 에서 그의

신체론이 국가론에 어떤 향을 끼쳤다고 상하는 것은 타당한 추론일 것이다.그

는 실제로 인간론에서 물리학과 정치학의 원리들은 연결되어야 하는데,이는 인간

은 ‘자연 신체(naturalbody)’이자 동시에 ‘정치 신체(bodypolitic)’이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자연 신체를 다루는 방법과 정치 신체를 다루는 방법은 동일해야

한다고 말한다.577

577“인간은 자연체(naturalbody)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부 는 정치체(bodypolitic)이기도 합

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자연인인 동시에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다시 말해서 물리학

의 제1원리들은 정치학의 제1원리들과 연결되어야 하며,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쉬운 것과 연결되

어야 합니다.”홉스,이 호 역,『인간론』(서울:지식을 만드는 지식,2009),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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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홉스는『시민론』에서 국가를 기계 장치처럼 분해된 것으로 생각해 각

부품들의 재질과 형태,운동 등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78이러한 분해-결합의

원리상 방법론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다.『리바이어던』

에서 말한 내용은 당시 홉스만이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그럼에도 그의 사상이

험하다고 평가된 것은 그 사상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방법론 자체에 있었다.579

그의 방법론은 분해를 통해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다시 체를 만들어낸다.이러한

사고방식은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바디폴리틱의 에서 보자면 기존의 논의의 지

평 체를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580물론 아리스토텔 스 역시도 체를 보기 해

부분을 보아야 한다고 논의를 개하지만,이때조차 부분은 체의 목 을 한 기

능 차원에 머무른다.그러나 홉스가 체를 보기 해 부분을 보아야 한다고 말

했을 때 이는 체-부분의 계를 역 시킨 것이었다. 체가 부분의 합으로 이루

어진다는 사고는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은 근 사고의 독특한 사유방식이었다.

이로써 바디폴리틱의 에서도 개인의 특성을 끄집어내어 국가에 뒤집어 우는

유추의 방식도 아닌,개개인의 기능상의 목 을 가진 체라는 도 아닌,새로운

방식의 개체의 합으로서 체가 나타난다.홉스의 신체은유 역시 두뇌를 강조하는

기존의 신체은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방법론 차원에서 보면

정반 의 논리에서 시작해 비슷한 논리에 도달한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체론

시각에서 벗어나서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는 에서 홉스의 바디폴리틱의 특징이

있다.581

578 “나의 방법을 두고 볼 때,내가 밝 야 하는 것에 사용할 간명한 체계는 국가(civil

government)라는 바로 이 문제를 출발 으로 삼아 정부의 형성과 형태를 다루며,정의의 최 기

원 등을 다루는 것으로 충분하다.무엇이든 그것의 구성 원인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시계나 그처럼 작은 기계 장치의 경우,분해하여 부품들을 탄탄이 살피지 않는다면 바퀴

의 재질과 형태 운동 등을 제 로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국가의 권리와 신민의 의무를

탐구함에 있어서,이를테면 국가를 실제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마치 국가가 분해된 것처럼 생각

할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서 국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간 본성 가운데 어떤 성질이 합하며,어

떤 성질이 부 합한지,그리고 기 가 튼튼한 국가로 성장하기 해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합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제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홉스(2013),pp.21∼22.

579 的 場瑞樹,「服従する自動機械-ホッブズ哲学における身体と政治」,早稲田大学大学院政治学研

究科 編,『早稲田政治公法研究』80(2005),pp.9∼12.마토이바 미즈기는 홉스의 방법론의 요성

을 강조하고 있는데,이를 데카르트와 하비와의 차이 속에서 서술하고 있다.

580‘분해와 결합’이라는 방법론 사고는 기존에는 없었던 17세기에 등장한 독특한 사고법으로 이

는 갈릴 이의 향을 받아 홉스의 사상을 기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했다.홉스의 방법론에

해서는 김용환,『홉스의 사회‧정치철학』(서울:철학과 실사,2004).

581이러한 차이는 홉스의 신체 에서도 볼 수 있다.앞서 보았듯이 홉스는 아리스토텔 스의 조화

개념으로서 바디폴리틱을 비 하고 단일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아리스토텔 스의 신체 과 홉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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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가 만들어낸 인공동물로서의 리바이어던의 핵심은 이 게 만들어진 인공

신체 다.이처럼 홉스에게는 데카르트식의 기계론 사고의 향을 볼 수 있

다.582 홉스는 데카르트식의 혼을 가진 기계 인간 을 국가에까지 용한다는

에서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이제 인공 인간으로서

국가는 기계 인 것으로 악되어,기계의 독특한 메카니즘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

이 홉스 철학의 핵심이었다.583이러한 기계론 성격으로서 홉스의 주권론을 악

한 이는 칼 슈미트 다.그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세 가지 념이 철되어 있다

고 보았다.첫째 리바이어던이라는 ‘신화 형상’,둘째 주권 인격으로서 ‘법 계

약론’,셋째 ‘ 혼을 가진 기계’라는 념이다.584그런데 칼 슈미트는 기본 으로 홉

스의 ‘리바이어던’비유가 신학 맥락과는 별 의미 없는 ‘문학 착상’에 불과한 것

으로 평가하는데,이는 그의 서『토마스 홉스의 국가론에서 리바이어던』(1938)의

신체 의 차이에서도 보인다.홉스에게 요한 바는 조화가 아니라 운동(motion)이었다.즉 아리스

토텔 스에게는 사물들 각각이 자체 내에 운동과 정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이 두 가지 최

종 목 상태는 운동 상태가 아니라 정지 상태 다.그러나 홉스는 이와 반 로 운동하고 있는 물

체를 궁극 실체로서 악했다.이처럼 아리스토텔 스 조화로운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신체라

한다면,이때 조화란 결국 정지로 가기 한 을 찾는 것이었다.홉스는 이를 넘어 새로운 신체의

모델을 찾고자 했다.기존의 바디폴리틱이 조화를 강조한 것이었다면 홉스는 분해와 결합을 통해

인공 인 신체를 만들어 낸다.

582데카르트가『방법서설』(1637)에서 “모든 몸은 하나의 기계이고 신이라는 기술자에 의해 만들

어진 기계들은 기계로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가장 잘 배치되어 있다.몸만을 생각한다

면,인간들에 의해 제작된 기계들과 신에 의해 탄생된 살아있는 몸들 사이에 원칙 인 차이는

없다.완 성과 복잡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나『인간론』(1644)에서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의 차이는 시계나 자동 기계가 조립되었을 때와 그것들이 부서지고 그 운동 원칙이

작용하는 것이 멈추었을 때의 차이와 같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몸을 시계 장치로 악한 것은

리 알려져 있다.『정념론』(1649)에서도 살아 있는 인간의 몸과 죽은 몸의 차이에 해,살아 있는

인간의 몸과 죽은 몸의 차이는 시계나 다른 자동 장치,다시 말해 그 자신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

가 그것이 조립되어 있고 한 자신 안에 자신이 설립된 이유,즉 움직임의 물리 원리를 작동(작

용)하기 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지니고 있을 때와,그 동일한 시계나 자동 장치가 손상되고

그 움직임의 원리가 작동하기를 멈추었을 때의 차이라고 말한다.데카르트,김선 역,『정념론』

(서울:문 ,2013),pp.21∼22.

583Ng,SuFang,“HobbesandtheBestialBodyofSovereignty,”NancyJ.Hiaschmannand

JoanneH.Wrighteds.,FeministInterpretationsofThomasHobbes(Philadelphia:Pennsylvania

StateUniversityPress,2012),pp.83∼101.SuFangNg은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홉스의 주권

신체정치를 검토하고 있다.그녀는 홉스의 이미지가 기계화와 동물화를 축으로 하며 이것이 비젠

더화되어있음을 비 한다.그녀는 홉스의 자연상태를 여성 상태로,사회상태를 남성 ,가부장

상태로 보는 일반 견해에 반 해 비젠더화한 상태인 기계화와 동물화를 통해 새로운 결합상태를

의도한 것으로 평가한다.

584칼 슈미트,김효 역,「홉스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메카니즘으로서 국가」(1937),『로마 가톨릭

주의와 정치형태: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아턴』(서울:교육과학사,1992),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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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인 ‘정치 상징의 의미와 좌 ’이라는 말이 잘 보여 다.그는 리바이어던 안에

서 ‘리바이어던’이라는 비유는 세 번밖에,그것도 별 설명 없이 언 되고 있다고 지

하는데,따라서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리바이어던’비유가 아니라 기계의 비유라

말한다.슈미트가 보기에 홉스의 국가철학 핵심은 셋째 혼을 가진 기계라는

념이었다.585

일단 기계라고 할 때 그것은 생명과 달리 속성을 가진 것이라는 특징을 가

진다는 은 분명하다.따라서 정치 신체가 자연 신체를 모방한다고 할 때 이

는 체의 이익을 해 부분들이 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먼웰스를 자연 신체

와 다른 인공 신체로 만들어냄에 주목해야 한다.이는 인공 신체가 그러한 변

화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으로,즉 인공신체의 기계성을 강조하기 한 것이었

다.586자연 신체가 평화,단일성,불멸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인공 신

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홉스의 이유 다.이는 주권이 단순히 군주 개인의 통치

라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

했다.그 까지 정치 신체의 불멸성이란 신에게서 권 를 받은 왕권의 불멸하는

계승밖에 없었던 것이 홉스에 와서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 권리가 불멸성을 갖기

해 기계로 고안된 국가신체가 그려지게 된다.587왕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신체이자 동시에 속하는 신체로서 주권을 체화한다면,이제 군주의 속성 차원

에서 국가의 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손쉽게 빠지는 오류 하나는 당시의 기계 혹은 메커

니즘(mechanism)을 지 의 기계 혹은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지 의

사고로서는 기계를 유기체에 립시켜 사고하는 것이 일반 이나,17세기의 기계에

한 인식이 지 과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기계를 생명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

는 것은 지 의 우리들의 사유일 뿐이다.기계의 핵심은 생명없음 혹은 속성이

아니라 자동 이라는 데 있다.588이 게 기계의 자동성을 생각할 때 인간을 기계로

585 칼 슈미트,김효 역,「홉스의 국가론에 있어서 리바이아턴:정치 상징의 의미와 좌 」

(1938),『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아턴』(서울:교육과학사,1992),p.

281.홉스의 상징과 슈미트에 한 분석으로는 남기호,「칼 슈미트의 국가론에서 리바이어던-그 정

치 상징의 오용과 홉스의 정치철학 의의」,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 와 철학』,Vol.26No.4

(2015);임미원,「홉스의 법 정치사상에 한 재해석 가능성:슈미트,아감벤,푸코,아 트의 홉

스 해석을 심으로」,법과사회이론학회,『법과 사회』,Vol.42(2012).

586 혼이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갈 식의 세의 신체 이었다면 데카르트에게 기계는 기계

법칙(mechanicllaws)에 따라 자동 으로 작동한다.그것은 더 이상 혼(soul)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단지 물질(matter)과 운동(motion)에 의해서만 지배받을 뿐이다.Temkin(1977),pp.276∼278.

587Attie(2008),p.499.

588데카르트에게 인간의 살아있는 몸을 기계로서의 시계로 악하는 발상은 당 에 자주 쓰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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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는 데서 오는 불가사의 한 을 이해할 수 있다.슈미트 역시 홉스가 국가를

‘가장 기계 인 기계(machinamachinarum)’로 악한 데 그의 핵심이 있으며,이는 새

로운 기술시 ,산업시 의 원형이라고 악한다.589홉스의 의도는 주권이 자동 으

로 기능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 자동 인 주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그가 거인으

로서 리바이어던을 그린다고 할 때도,그리고 각각의 신체의 기 에 모든 것을 일

일로 응시킨다고 할 때도,여기서 요한 것은 통 인 비유방식이 아니라 그

것을 뒤틀어 이제 자동 기계화된 정치 신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이다.기존의

신체은유가 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에 그쳤다면,국가이성의 등장과 함께 신체

정치는 하나의 체로서 순환시스템을 만들어내며,이 시스템은 기계와 같은 자동

성을 띄는 신체의 ‘내재하는’원리에 기 한다.즉 주권자의 자의 결정이나 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국가 스스로 그 자체가 움직이는 원리에 기 하는 것이다.590

즉 그것은 자연 인 조화에 기반하는 것도 아니며, 군가의 독단 제에 휘둘리

는 것이 아니다.인민의 단일한 의지에 의해 자동 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된 것이

다.따라서 슈미트는 홉스가 의도한 자동성은 군주의 지배를 한 것이라기보다 차

라리 군주의 지배를 견제하기 한 목 이었다고 악한다.591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홉스에게 작 인 것,기계 인 것으로서 정치체의

측면이 번역본에서는 이것들이 제 로 살지 못하고 있다.이는 일본에서 아직 기계

로서 신체를 악하는 의 부재에 기인했던 것일지 모른다.592『주권론』에서 나

모델이었다.시간을 공간 안의 이동으로 축소하고, 악할 수 없는 것을 명백한 것으로 만들어 내

는 시계는 기계론의 은유이자 정화된 모델이었던 것이다.그러나 당시 태엽시계가 요한 이유는

흔히 생각하듯 정확함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근 이 의 기계는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도구에

가까웠다.도구가 인간의 손의 연장이라면 기계는 인간의 손과 정신과 두뇌에 의한 생산물이지만,

인간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이마무라 히토시,이수정

역,『근 성의 구조』(서울:민음사,1999).pp.101∼129.

589슈미트(1992),p.299.

590슈미트는 홉스에게 국가는 그 체로서 인격인 것이 아니라 주권 · 표 인격이 단지 ‘거인’

인 국가의 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 과정은 이러한 인격성을 통하여 지되지 않는다고 지

한다.이제 국가는 체로서 육체와 혼을 가진 하나의 인공물이며,기계이다.국가는 재료와

제작자,소재와 기술자,기계와 기계의 제작자가 동일한,즉 인간에 의해 마련된 도구로 혼=주권

역시 인간이 인공 으로 만들어 낸 기계의 순 한 구성부분으로 된다.따라서 최종의 산출품은 ‘거

인’이 아니라,‘거 한 기계’,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보호되는 인간의 세 이고 육체 인 존재

의 안 보장을 한 거 한 메카니즘이 된다는 것이다.슈미트(1992),p.255.

591슈미트는 홉스를 체주의로 해석하는 시도를 비 하며,그를 ‘극도의 개인주의자 합리주의자’

로 평가한다.슈미트(1992),pp.245∼247.

592일본에서 기계론 신체 의 수용에 해서는 クレインス・フレデリック,『江戸時代における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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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기계론 해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리바이어던이라는 기계로서의 신체가

실제 주권자의 신체로 포개어진다.이는 번역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바에 기인할 수

도,그들의 의도에 부합한 부분만이 강조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그러나 이는 신체

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93기계론 이 사라진 홉스의 사

상은 주권의 소재를 단순히 머리로만 악하게 했던 것이다.이것이 그들이 홉스를

단순한 왕당 로 악하게 한 것의 원인이 되었다.

홉스와 하비-머리와 심장/ 혼과 액

홉스는『인간론』에서 가장 먼 심장의 작동에 해 강조한다.그는 죽음을

류의 정지로 악하는데 순환이야말로 신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여기서 우리

는 홉스와 동시 의 의학자 리엄 하비를 떠올리게 된다.앞서 루소의 심장에

한 강조를 언 하며 지 했듯이 하비의 이론은 기계론 순환체계의 발명으로서 획

기 인 의학사 환을 이 낸 것이었다.594

그러나 그의 심장에 한 연구는 단순히 의학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그

는 자신의 서인『동물의 심장과 액의 운동에 한 해부학 연구』(1628)의 헌

사에서 이 책을 찰스 1세에게 바치며,자신의 심장에 한 지식이 왕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다.헌사 문은 다음과 같다.

“만물의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며,모든 것들의 군주(prince)이자,소우주의 태양으로 모든 생

장이 심장에 의거하고 있으며,모든 활력과 강함이 심장에서부터 뻗어 나옵니다.이와 마찬

가지로,왕국의 근원이신 폐하께서는 왕국이라는 소우주의 태양이시자,나라(commonwealth)

의 심장이시며,모든 권력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는 오늘날의 습에 따라,

제가 심장의 운동에 하여 쓴 것을 감히 폐하께 바치고자 합니다.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를 좇아서 일어나듯,폐하와 련된 많은 일들은 심장의 패턴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심장에 한 지식은 왕에게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이것은 유사

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성한 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인간에게 있

어서 작은 것들을 한 것과 견주어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왕들의 왕이시자 인

간사의 정 에 치하시는 폐하께서는 인체의 원동력이자 당신이 갖고 계신 권력의 상징에

해서 숙고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는 로우신 폐하께 당신의 함으로 심장에

한 의 이 새로운 작업을 받아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폐하께서는 이 시 의 빛이시

며,진정으로 이 시 의 심장이십니다.덕과 자비로 가득하신 폐하,잉 랜드가 리는 모든

축복들과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기쁨들에 한 감사를 기꺼이 당신께 바칩니다.”595

械論的身体観の受容』(東京:臨川書店,2006).

593이후에 다루겠지만 이러한 기계론 국가에 한 사유는 이후 메이지 체제를 만들어냈던 이토

히로부미 등에 의해 일정 부분 구상된다.

594물론 의학상의 발견 혹은 의 변화가 곧바로 의학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하

비의 이론이 당 에 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아직 갈 식의 이론이 의료 부분에

서 여 히 지배 이었던 것은 이를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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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며,모든 생장과 힘의 근원이자,‘주권자’다.마찬

가지로 왕은 나라의 ‘심장’으로,왕에 한 일들은 심장의 패턴에 따라 일어나므로

심장에 한 지식이 왕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주치

의를 지낸 하비가 왕당 음을 감안하면 이것이 당시 왕에게 바치는 헌사로서 클

리셰로 그친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596이는 단순한 헌사를 넘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담론으로 의학 지식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었다.

이처럼 심장에 한 논의는 당시 철학에도 많은 향을 주었다.597그러나 심

장을 통해 심과 주변의 계를 사유하는 것은 하비 이 의 갈 식의 세계 속

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었다.하비의 이론에서 정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심장을 심에 두었다는 사유라기보다 이 심장이 자동 =기계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에 있다.598홉스는 베이컨경의 가정교사로 일할 당시부터 하비와

친교를 맺어 만년까지 친한 계를 유지했다.실제로 홉스가『신체에 하여

(ConcerningBody)』서문에서 자신의 작업이 하비에게 많이 빚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

듯599하비의 생각은 홉스에게도 많은 향을 끼쳤다.600

595 William Harvey,PhilipW.Goetzed,“AnAnatomicalDisquisitionontheMotionofthe

HeartandBloodinAnimal,”GreatBooksoftheWorld26(Chicago:UniversityofChicago

Press,1952),p.267.이 에서 심장은 군주뿐만 아니라 음악가나 건축가,선장,제작가,소유자,

제일동자 등으로 비유되고 있다.

596Temkin(1977),p.281.

597데카르트 역시『정념론』에서 고 철학자들의 권 에 이 멀지 않고 액의 순환에 한 견해

를 밝힌 하비를 높이 평가하며 “그래서 의지가 여하지 않는 모든 운동은 사지의 형태와 정기의

흐름에 의존할 뿐이다.시계의 운동이 단지 태엽의 힘과 바퀴의 형태에 의해 생기는 것처럼,심장

의 열에 의해 생겨난 이 정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뇌,신경,근육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2013),p.33.

598이러한 기계론(mechanisme)으로 생명을 악하는 방식의 향은 기존의 생기론(vitalism)

념과는 이하게 다른 것이었다.이는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으로부터 시작해 이를 인간에게까지

확 한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으로 이어지는 아리스토텔 스의 목 론과의 단 이라는 계기를 가

지고 온다.그리고 이러한 생명 에서의 기계론 생기론의 립구도는 20세기까지 이어진다.鈴

木貞美(2007),pp.142∼152.생기론에 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599홉스는 concerningbody서문에서 하비에 한 찬사를 올리고 있다.“자연과학 가장 유익한

부분인 인간의 신체에 한 과학은 우리나라의 존경할 자이자,제임스 왕과 찰스 왕의 주치의인

하비 박사에 의해『 액의 운동』이라는 책과『생물의 세 』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내가 질투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사람으로 일생동안 새로운 학설을 확립했다.이것 이 에

는 자연철학에서 확실한 것이라고는 모든 인간의 개인 경험밖에 없었고 자연과학은 사회과학보

다 더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ThomasHobbes,TheEnglishworksofThomasHobbesof

Malmesbury(London:J.Bohn,1839),pp.ⅷ∼ⅸ.

600 홉스와 하비의 논의의 유사성에 해서는 Overhoff,Jürgen,Hobbes’sTheoryoftheWill:

IdeologicalReasonsandHistoricalCircumstances(Lanham,MD:Rowman& Littlefiel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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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인체 해부학이나 어떻게 기 들이 외부 움직임들을 인지해서 이를

운동으로 뇌와 심장에 달하는지에 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만큼 의학 지식

에도 심이 많았다.하비의 심장이론에서 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홉스는 감각

혼(sensoryspirits)의 운동이 순환하는 형태로 떠돌아 다녀 여러 에 사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비의 생각과 많은 유사 을 보여 다.601둘의 인간론은 모두 생명

운동(vitalmotion)에 의한 것이라는 에서 공통 이었다.모든 생명은 정맥과 동맥에

서 구히 순환하는 액의 운동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앞서 보았듯이 하비에

따르면 피는 몸을 통해 순환하고 심장으로 돌아와 순환하는 시스템이다.피의 운동

은 계속 이고 끊이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이는 생명의 근원이자 운동의 근

원이 된다.602바디폴리틱의 에서 보더라도 홉스와 하비는 많은 이 닮아있다.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발상과 심에 한 사유이다.하비의 앞선 인용문에서 보듯

심장의 기능과 군주의 기능이 유비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기능 하에 그려진다.이

때 심장,태양,왕이 심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심에 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603하비가 이를 태양에 비유,태양이 지로부터 수증기를 발생시키

고,이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를 내리게 해 지구를 신다는 발상 속에서 심장의 운

동과 같은 순환성을 발견할 수 있다.이는 국왕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코먼웰스

의 모든 운동을 낳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신체가 고 와 세 철학에서 왔듯이,단순히 살아있는 신체

로서 미리 정해진 자리를 각자가 차지함으로써 체를 유지하는 기능론 의

유비 계에 을 두고 있다면 홉스에게서 국가-신체는 ‘자동 ’인 메커니즘 하에

서,‘순환하는’신체와 ‘ 리하는’신체의 모델이라는 특징을 보인다.604이제 국가-신

체는 그 확고한 심성을 갖고 하나의 순환시스템 속에서 이들을 작동시킬 리자

pp.25∼26;LeonieAnsemsdeVriesandJorgSpieker,“Hobbes,War,Movement,”inNicholas

J.Kiersey and Doug Stokes eds.,Foucault and InternationalRelations:New Critical

Engagements (London:Routledge,2011),pp.101∼104;Appelbaum,Robert,“Flowing or

Pumping?TheBloodoftheBodyPoliticinBurton,Harvey,andHobbes,”Anne,Kimberlyand

Bauer,Ralpheds.,TheCulturalPoliticsofBlood,1500-1900(Basingstoke:PalgraveMacmillan,

2015),pp.181∼188.

601Overhoff(2000),p.25.

602deVries·Spieker(2011),pp.101∼103.

603앞서 본 리바이어던의 표지를 도상학 으로 분석할 때 그림의 심에 심장이 치한다.이는

일부러 홉스가 몸의 정가운데를 그림의 심에 놓지 않고 조 왼쪽으로 치우쳐 심장을 심에 놓

음으로써 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604홉스와 하비의 순환에 한 강조의 공통 에 해서는 deVries·Spieker(2011),p.105. 오니

에(LeonieAnsemsdeVries)는 이를 통해 홉스를 자유주의자로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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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했다.그리고 이는 하비의 의학 이론에서 많은 감을 받은 것이었다.

이는 홉스와 하비가 살았던 17세기 당시의 국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때 더

잘 볼 수 있다.진리와 진리를 둘러싼 투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권 를 가진 자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결정해주면 된다.홉스는 당시 퓨

리탄 명으로 혼란스러웠던 무질서한 상태를 종식시킬 그 무언가를 실히 원했

다.그 기에 이런 혼란에서 해방시켜 단 하나의 존재인 리바이어던이 요

청된다.이는 쟁상태를 종식시킬 ‘권 ’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했다.홉스가 지 하

듯 권 라는 뜻의 ‘authority’라는 말이 ‘author’에서 나온 것처럼 리인/연기자(actor)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그리고 그 리인에게 권 가 주어진 이상 그는

본인/ 자(author)이 되어 그 권 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었다.왕당 와 의회 ,구

교와 신교의 투쟁에서 진리를 갈라 군가가 필요했다.그리고 이는 하나의 신체

를 장하는 주권자라는 머리,하비에게는 심장이었다.그 게 근 국가론의 아버지

홉스에 의해 탄생된 근 국가의 모습은 양도를 통해 공통권력, 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진리가 아니라 권 가 법을 만든다.”는 홉스의 유명한 명제는 이러한 배

경에서 나온 것이다.이는 앞서 하비가 심장을 모든 운동과 액의 생기의 ‘원천

(source)’,‘ 자(author)’로 부르는 것을 홉스식의 머리로 치하면 정확히 일치한다.

심장이 자연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자 자라면,국가라는 정치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인 원동력은 무엇인가?홉스는 이를 인공 인 계약을 통해 권

(author-ity)를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홉스에게 신체가 기계

이라 할 때 이 기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홉스는 “주권은 ‘인공 혼’이며, 신

체에 삶과 운동을 다(theSoveraigntyisanArtificiallSoul,asgivinglifeandmotionto

thewholebody)”는 을 강조한다.이때 ‘머리’가 아니라 ‘ 혼’이 주권에 비유되고 있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05머리는 신체의 일부로 잘라질 수 있지만 혼은 그럴

수 없다.이는 홉스가『시민론』에서 국가를 사람과 비유한다면,국가의 주권 권

력을 가진 사람의 지 는 인간에 한 인간 혼의 계와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국가와 시민을 한 인간과 그의 신체 요소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나 같이 말하듯

이,국가에서 주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두뇌가 인체 부에 해 련된 것과 마찬가지

605Shklar는 홉스의 바디폴리틱에서 리바이어던의 신체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머리는 그

지 않음을 지 ,머리에 한 해부학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한다.이로써 군주와 주권이 구별불가

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hklar(1969),p.199.하지만 에서 보듯 홉스는 분명히 두뇌와 혼을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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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 체에 련되어 있다.그러나 지 까지 말했던 것으로 미루어 명백하듯이,그와

같은 권력의 수임자가 한 사람이든 평의회든 간에 국가에 해 갖는 계는 신체에 한

두뇌(head)의 계가 아니라 신체에 한 혼(soul)의 계이다.인간은 혼을 갖기 때문에

의지를 갖는다.즉 인간은 원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국가도 의지를 가지며,오

직 주권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국가는 원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두뇌에 한

한 비유는 오히려 보좌 들의 의체,아니 각각의 보좌 인데,최고통치권자는 보좌 의

조언을 가장 요한 통치문제에 사용한다. 혼의 임무가 명령하는 것이듯이,두뇌의 임무

는 조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06

두뇌가 인체 ‘ 부’에 련되듯이 주권은 국가 ‘ 부’에 련된다.주의할 은

홉스가 두뇌와 혼을 확실히 구별하고 있다는 이다.607두뇌는 조언하는 역할이

고, 혼은 명령하는 것이다.따라서 두뇌는 보좌 들에 해당하며,주권자는 혼에

해당한다.두뇌란 단지 신체의 ‘자리’에 치할 뿐,그것의 ‘작용’이라 할 수 있는

혼이 더욱 요한 것이다.그리고 이때 혼의 특징은 의지다.이 단일의지야말로

주권의 핵심이며, 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다.그 다면 이러한 이

하비의 논의와 어떻게 연 되는가.힐의 해석은 일반 인 하비 해석과는 조 다르

다.608그는 하비의 의학 자체가 1650년 를 기 으로 변하고 있다는 에 주목한다.

1628년에 쓰 던 Du motu cordis와 1649년 De circulatione sanguines나 1651년 De

generationeanimalium의 논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하비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심장의 심성에 한 논의를 부정하고, 액이 더 원 인 지 에 있음을

인정한다. 액이 생성하고 창조하는 능동 힘을 지니고 있다면 심장은 액의 완

숙을 해 사하는 장기일 뿐이다.즉 후기의 그의 논의에서 심장은 이제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온다.심장이라는 심성이 아닌, 액의 순환이 그의 사상에서 핵심

인 것이다.그런 에서 봤을 때 액순환설이 갖는 정치 의미는 조 더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액순환의 목 은 유기체 체의 생명 유지이며, 액순환이

신체에 힘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할 때 이는 단순히 군주의 심성만을 강조하기

606홉스(2013),pp.133∼134.

60742장에서 홉스는 “성 베드로의 ‘주교직’은 ‘머리(Head)’이자,‘근원(Source)’이자,‘뿌리(Roote)’이

자,‘태양(Sun)’으로서 이로부터 다른 주교들의 권한이 나온다는 것에 한 반박으로 자연법에 의

하면 ‘머리’이자,‘근원’이자,‘뿌리’이자,‘태양’인 모든 코먼웰스의 정치 주권자로부터 모든 재 권

이 나온다”고 말한다.이때 주권자는 머리(head)에 비유된다.그러나 이는 다른 이의 주장을 반박

하기 해 그의 주장을 원용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홉스는 머리와 혼을 구별하고 있다.홉스(2013),

pp.268∼269.

608 ChristoperHill,“William HarveyandtheIdeaofMonarchy,”CharlesWebstered,The

IntellectualRevolutionoftheSeventeenthCentury(London:RoutledgeandKeganPaul,1974).

이를 찰스1세의 처형 이후에 정치 견해가 바 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어도 텍

스트 상에서는 논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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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론은 아니었다.609

의학사가 운슐트 역시 하비와 데카르트를 비교하면서 지방분권제와 앙집권

제에 한 정치 입장과 연결시키고 있다.운슐트는 하비가『동물의 운동부 에

하여』에서 언 한 “생명운동은 앙(그것이 혼이든 뇌이든)의 통제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오히려 생명운동은 먼 곳에까지 향을 주는 자치주의가 표 된

것이며,자체 동력을 지닌 기 의 조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표 된 것

이다.다시 말해서 근육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독립 생명형태’이며 그 작용은 뇌와

신경에 의해 조 되고 통합될 뿐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하비를 데카르트의 앙집

권 논의와 비되는 자치주의 인 것으로 해석한다. 국국왕이 동등한 자들 가

운데 일인자 던 것처럼 심장 역시 동등한 자들 가운데 일인자 을 뿐 말 기 ,

액,근육조차 성직자나 귀족들처럼 자체 으로 운동하거나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610이들은 일반 인 왕당 로서 하비를 해석하는 과

는 다르지만 흥미로운 지 이다.이들 힐이나 운슐트의 견해를 따르자면 홉스와 하

비 둘 다 왕당 로 보이기 쉽지만 결국에는 둘 다 신체의 순환성,자동성을 강조한

자유주의 인 면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611

일본의 신체 과 홉스 수용

다카하시는 문부성 역 주권론에 해 리바이어던 제1부인 인간론을 생략함으

로써,원서의 논리구조 즉 자연권을 철하기 한 주권의 성이라는 논리구조

를 잃어버리고 주권의 성만을 내걸어,인간의 자연권을 말살하려는 것이 되었

다고 평가한다.이는 문부성 번역본이 리바이어던의 이론체계의 제를 삭제해 버

리고 결론만을 추출해 번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121부를 생략한 의도에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1부 인간론이 홉스의 정치사상을 이해시키기 해 불필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리라 보인다.이로써 홉스의 사상의 기 를 이루는 신체

역시 사상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그러나 앞서 다루었듯이 홉스 사상에서

인간론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그의 독특한 바디폴리틱 논의를 이해하기 해서

는 신체에 한 이해는 필수 이다.

홉스의 철학이 그들 에 들어왔던 것은 그가 말하는 정치체의 수직 성격

609이처럼 힐(Hill)은 하비의 이론이 군주제로 해석되기 어려움을 지 한다.이는 하비에 한

반응들이 군주제인 나라보다 공화제인 네덜란드 등에서 더 빨리 수용되었던 과 련된다고 지

한다.Hill(1974),pp.165∼166.

610운슐트(2000),pp.319∼328.

611그런 에서 당시 홉스가 왕당 와 의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은 그의 정치사상의 이

성을 보여주는 목이다.

612高橋真司(1991),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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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홉스가 논하는 정치신체의 다른 특성들은 에 들어오

지 않았다.정치신체의 순환성이나 자동성,기계 성격으로서의 신체,인격과 사람

의 구별,혼과 머리의 구별 등은 부차 으로 여겨졌을지 모른다.역자들의 의도는

정확히 자신의 의도에 부합한 논의들에 집 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주권이 불가분

이라는 것은 홉스 사유의 핵심이며 이것이 역자들이 홉스에게 주목한 이유 다.

그러나 이는 군주제를 옹호하기 한 것은 아니었다.그가 귀족제나 민주제 하

에서도 주권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오히려 주권

이란 나뉠 수 없다는 것은 새로운 인격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홉스에게서 보이는 이 성격, 즉 표

(representational)인 동시에 주의 (absolutist)성격은 한 축을 잃어버린 채 수용되

어 버린다.이는 슈미트가 강조한 홉스의 자유주의 성격이 탈각되어 버림을 의미

했다.613

이는 홉스의 의도와는 상 없이 그의 신체정치가 기존의 신체정치라는 언어

의 틀 속에서 이해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게 해 다. 통 인 방식으로 신체

를 기 에 유비하는 논의는 기존 동아시아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유비방식이었고,

이는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그러나 홉스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명시 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신체 비유를 통해 법인격으로서 주권을 상정하기

한 것이었던 반면 그것이 번역되어 유통되는 순간 기존의 천황 일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담론으로 탈바꿈되었다.이는 홉스의 논의를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홉스가 인격을 말할 때 이는 단순히 실존하는 인간을 말한 것이 아

니라 새로운 법 주체로서의 인격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이와 같은

인물(人物)을 일컬어 주권자’라 번역하고 있음을 보면,인민의 의지가 모여 그것이

실의 군주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새로운 ‘인격(person)’을 만들어 내는 논리가 아

직 정확히 이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홉스가 신체유비에서 의도한 바를 재의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한다고 읽어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결합해 체로서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홉스의 의도 다.그러나 이것이 홉스의 번역자들에게

실제 인물에게 권력을 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홉스의 철학의 핵심 기

반이었던 기계 사유가 이해에서 빠져있는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홉스에게 주

권의 도출이 신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과정에 한 이해 없이 군주의 권한

을 강조한 결론만을 가져옴으로써 근 동아시아에서 주권론의 어 남이 발생했다.

홉스는 인간론 16장 인공 인간에 해라는 에서 인격(person)의 정의에 해

613슈미트는 홉스 이론의 자유주의 성격을 강조하며,동시에 정치 결정주의 요소를 확인한다.

홉스의 이 성격에 해서 Appelbaum(2015),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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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이 장은 1부 인간론의 마지막 장으로 2부 코먼웰스론과 연결시켜주는

요한 고리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홉스는 인격이란 “‘말이나 행 가 그 자신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혹은 그의 말이나 행 가 타인 혹은 다른 사물의 말과 행 를 표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그 말이나 행 가 그 자신의 것으로 생

각될 때 그는 ‘자연인격’(naturalperson)이라 불리며,그 말이나 행 가 타인의 말과

행 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때 그는 의제 인격(feignedperson), 는 인

인격(artificialperson)”이라고 설명한다.614홉스에게 리바이어던이라는 인공 인간은

그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다.바디폴리틱에서 의제 인격에 해

당하는 부분이 혼,주권이라 할 수 있다.이때 인격은 그 어원상 사람의 얼굴,용

모,가면인 페르소나(persona)에서 시작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신이 아

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으로 연극 으로 자(author)와 반 되는 의미에서 배

우(actor)이다.그 다면 배우가 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의 권 하

에서이다.홉스가 국가를 사회 인격이라 할 때 여기서 그럼 자는 구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때 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단일의지라는 개념이다.615

이 인격은 단일의지를 표하는 혼에 해당한다.결국 가면을 (재 , 리의 과

정)으로써 정치 으로 인격이 부여된다는 것이 홉스가 말한 페르소나의 의미 다.

근 정치에서 인격을 가짐으로써 표될 수 있다는 이러한 발상은 결국 머리를 통

해서만,머리와 신체 체의 계 속에서 자신의 표성을 부여받을 때 정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616

614Hobbes(1996),p.111;홉스(2009),pp.106∼107.퀜틴 스키 의 16장의 요성에 해 분석에

해서는 Quentin Skinner,“Hobbes on Persons,Authors and Representatives,” Patricia

Springborg ed.,The Cambridge Companion to Hobbes’sLeviathan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7),pp.157∼180.그는 홉스의 논의를 양도가 아닌 권 화(authorisation)의 에서 논

하며 리(representativeness)개념으로 홉스의 계약론을 악한다.

615홉스(2013),pp.111∼112.“그런데 이 게 구성된 합일체를 이제 국가(civitas) 는 시민 사회

(societascivilis),그리고 사회 인격(personacivilis)이라고도 한다.모든 사람들의 단일 의지(one

will)가 있을 때,그것은 단일 인격으로 평가되며,단일이라는 말을 통해 그것은 모든 개별 인간

과 구별되고 차별화되는데,자기 고유의 권리와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결과 으로 (자신의 의지가

체의 의지를 표하는 사람을 제외하면)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없고,집단

도 없다.그러므로 (우리가 정의한다면)국가는 하나의 인격이고,많은 사람들의 계약에 따라 국가

라는 인격의 의지는 모든 사람의 의지로 인정된다.그러므로 국가라는 인격은 평화를 유지하고 공

동 방어를 해 각 개인의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해도 된다.”

616Attie(2008),pp.501∼502.반면 홍철기는 이 인격이 가면의 역할을 하는 에서 임과 의인을

구분, 리가 아닌 시로서 홉스의 논의를 살펴본다.홍철기,『‘표의 허구’에 한 연구-토마스

홉스,칼 슈미트,한스 젠에게 있어서의 리와 시의 표 이론』(서울:서울 학교 박사논문,

2016).



- 218 -

“ 쟁이 벌어져(내 이든 외국과의 쟁이든) 이 최종 승리한 경우,즉 코먼웰스의 군

가 더 이상 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충성을 바치는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된 경우,코먼웰스는 해체되고(dissolved),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분별이 가르치는 바에 따

라 자기를 보호할 자유를 얻게 된다.주권자(theSoveraign)는 코먼웰스에 생명과 운동을 부

여하는 공공의 혼(publiqueSoule)인데,이 혼이 사라지고 나면,구성원들은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이것은 사람의 몸에서 혼이 떠나고 나면 (혼이 비록 불멸이라

하여도)시신이 더 이상 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617

코먼웰스의 해체를 이야기하며 혼에 한 강조를 언 하는 부분이다.주권자

는 코먼웰스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공공의 혼’이다.618사람의 몸에서 혼이 떠나

고 나면 몸뚱아리는 더 이상 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공공의 혼인 주권자가

사라지면 구성원들이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혼은

단순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 신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다.619그 기 때문에 혼은 떨어져 있는 각자를 하나의 신체로 결합하게 해주는 것이

며,이 혼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각각의 자연상태로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다.이 논

리는 번역본에서도 유사하게 개되고 있다.

“내란이 일어나거나 는 외환이 있어 결국 군에게 패하게[摧敗]되면,국가의 세력은 그

땅을 지킬 수 없게 되어 근왕(勤王)의 민지(民志)도 떨칠[振起]수 없게 된다.이에 이르면 국

가는 이미 붕괴[壞崩]한다.사람들은 오직 각자 좋아하는 바의 방법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해

야 한다.왜냐하면 주권자는 공공의 정신으로서 국가의 원기 활동이 이로써 탁[托]되는

바로서 그 탁을 잃게 되면 국인(國人)은 그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 흡사 정신의 이탈

[脫離]한 사체[死屍]와 같게 된다.”620

주권자는 ‘공공의 정신’으로서 국가의 ‘원기’ ‘활동’을 장하는 자로,주권

자가 사라지면 국인 역시 지배 계에서 벗어나는데 이는 정신이 떨어져나간 시체와

같은 것이라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문부성 번역본에서도 코먼웰스의 혼

인 ‘공공의 정신’에 한 강조가 보이고 있다.

617Hobbes(1996),p.230.

618물론 데카르트에게서 연장과 사유 사이의 다른 범주의 상이 인과 계로 묶이는 오류가

발생하듯 홉스에게도 기계로서의 국가와 이를 구동시키는 주권 사이의 문제,즉 어떻게 혼이 육

체를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남아있다.

619“이 논거에 들어있는 하나의 오류는 코먼웰스의 구성원들이 인체의 부분들처럼 상호 의존한

다는 주장이다.그들이 함께 응집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들은 코먼웰스의 혼인 주권자

에게 의존한다.주권자가 없으면,코먼웰스는 해체되고,내란이 발생한다.공통으로 의존할 알려진

주권자가 없어지면 사람들 간의 응집도 사라진다.인체의 경우에도 각 부분들을 함께 묶고 있는

것은 혼이다. 혼이 사라지면 인체는 해체되어 흙이 되고 만다.”Hobbes(1996),pp.397〜398.

620拂波士(1967),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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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아니라 혼을 강조한 홉스를 상기하면 그의 사상을 단순한 왕당 의

논리로만 한정시킬 수 없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홉스가 강력한 왕권을 주장한 것

은 어도 논리 으로는 그가 기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힘을 임받은 자라는 의미

에서이다.그가 서문에서 말했듯이 불사의 신이 인간을 만들고,사멸하는 신인 인간

이 자동 기계를 만들어낸다.그 다면 이때 인간이란 구를 말하는가.그것은 한

사람인 군주인가,아니면 국가인가,그것도 아니면 일반의지로서 계약에 참여한 인

민인가.그가 이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정치 으로 말하자면 머리

(주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은 어떤 치에 있는지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홉스를 이해하는 데 난 이 생긴다.그러나 그에게 머리라는 가면,페르소나(persona)

가 요하기보다 혼이라는 자(author)가 요하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

혼이 권 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머리는 단지 치일 뿐 혼이 하나의 신체를 만

들어낸다.홉스가 민 (people;populus)과 다 (crowd;multitudo)을 구별하는 것은 이러

한 논리에 기 한다.621그는 민 과 다 을 단일체,단일 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차

이로 설명한다.

홉스와 하비의 공통 은 시원 존재로서 머리=왕/심장=왕을 상정하고,이를

통해 모든 권력이 도출된다는 데 있다.622그 다면 앞서 지 했듯이 홉스와 하비의

신체정치를 다른 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홉스에게 혼은 주어진 것이 아니

라,인공 인 것이다. 통 으로 왕의 두 개의 신체를 이야기한 칸토로비츠의 논의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으로서 주권은 불사의 것으로, 구 으로 내려오는 것이

었다.이것이 신학정치에서 말하는 주권의 속성이자,보댕 역시도 이러한 주권론

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홉스에게 주권으로서 혼은 구성된 인공물이자,불사(不

死)의 것이 아닌 가사(可死)의 것(mortal)이다.623그 다면 이 속성은 기계론이라는

621 “국가체제(civilgovernment),특히 군주제에 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민 (a

people)과 군 (amultitude)을 제 로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민 은 단일체(one)이고,단일 의지를

가지며,단일행동을 그 속성으로 가질 수 있다.그러나 군 을 두고 단일체,단일 의지,단일 행동

등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다.민 은 어떤 형태의 정부에서든 통치한다.왜냐하면 군주

제에서조차 민 의 의지는 한 사람의 의지를 통해 지배하므로 민 이 지배하지만,군 은 시민들,

다시 말해서 신민들이기 때문이다.민주제와 귀족제에서 시민들은 군 이고,평의회가 민 이다.

그리고 군주제에서 신민은 군 이며,왕이 민 이다.일상 부류의 사람들과 이런 진실에 거의

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을 민 이라고,다시 말해서 국가라고 말하기 마련이다.”홉스

(2013),p.208.

622물론 하비에게서 심장이 모든 기 에 앞서 생성되는데 반해,홉스의 논리 속에서는 어도 계

약의 과정 이후에 왕을 만들어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그러나 모든 권력 자유가 이 계약

이후에 생성된다는 에서 그 논리는 같다.

623deVries·Spieker(2011),p.106.물론 속성과 자동성은 다른 차원이다.홉스가 기계로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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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의 모델을 통해서,주권의 자의성은 기계론의 자동성에 의해 수정된다.이러한

기계론 성격은 심장은 자동 으로 신체에 액을 운송하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하

비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홉스에게 국가는 제한된,자동 시스템이었다.그에게 국가란 기계,

불완 한 기계로 국가는 항상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그러나 국가의 자동성은 한

번 작동에 들어가면 그것이 구히 작동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자기 폐쇄 자동

시스템(self-enclosedautomaticsystem)이다.624그러나 그동안 홉스가 내세웠던 강력한

왕권이라는 목표에 시선이 뺏겨 여기에 도달하기 한 방법론 모색은 보지 못해

왔다.그러나 오히려 여기에 도달하기 한 과정이 홉스에게 더 요한 것일지 모

른다.물론 기계로서의 순환하는 신체를 작동시키는 힘은 실 으로는 강력한 왕

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홉스가 단했다.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는 새로운 논리에 기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즉 아리스토텔 스 인 목 론 인 조화로운 신체에서 근 인 자동 시스템으로

서 국가로의 이행은 왕이 그 기계를 작동하는 힘을 갖더라도 다 들이 만들어낸

혼이 신체 안에 내재한 불완 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이는 사후 으로 왕

권이라는 이름으로 회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신체가 갖는 내재 인 힘을 하

나의 주권 신체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이었다.그러나 문부성의 번역본에서 홉

스의 인격에 한 논의는 사상된 채 주권의 일의성을 강조하며 이는 곧바로 주권의

수직 계성과 주권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넘어간다.이는 홉스가 말하는

혼과 머리에 한 구분이 사라지는 결과 속에서 나타난다.이처럼 집합 신체를

통해 주권을 도출하기 한 과정에서 주권의 여부,즉 국가 인 것이 문제가 된다.

이를 메이지 입안자들의 요한 텍스트들을 통해 살펴보자.

(2)메이지 헌법의 신체성:장치로서 국가 인 것

메이지헌법의 신체성

흔히 메이지 정치사상에서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가족국가 ’이 분석되어왔

다.이러한 가족국가 은 이시다 다 시(石田雄)이래 많은 연구자들의 지 한 바 있

다.625『칙어연의(勅語衍義)』에서 이노우에 테쓰지로가 “국군이 신민을 하는 것은

가를 ‘불사의 신(immortalGod)’과 비하여 ‘사멸하는 신(mortalGod)’이라 할 때 국가의 해체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런데『주권론』번역본에서는 ‘mortalGod’,

‘immortalGod’과 같은 목들이 번역되지 않고 있다는 역시 주목할 만한 목이다.

624deVries·Spieker(2011),pp.101∼104;Appelbaum(2015),pp.183.

625가족국가 에 한 논의로는 石田雄(1954).이는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가족에 한

연구는 정치 지배 계에 한 주요한 은유로 사용되어왔다.Lakoff(1996)의 엄격한 가부장(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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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부모가 자손을 하는 것과 같다.즉 일국(一國)은 일가(一家)가 확충된 것으로,

일국의 군주가 신민을 지휘 명령하는 것은 일가의 부모는 자애심으로 자손에 분부

를 내리는 것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신민된 자는 모두 자손이 엄부자모에

해 마음을 갖듯 근청감패(謹聽感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잘 나타

나는 것처럼 가족국가 은 메이지를 거쳐 쇼와에 이르기까지 충군과 애국의 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국체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왔다.626

물론 이처럼 국가를 가족에 비유하는 방식은 통 인 논의에서도 등장하는

바이다.『시경』에서 ‘즐겁도다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구나’라는 구 이나『 학』에

서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니,이를 백성의

부모라 부른다’고 한 말에서 보듯 군주와 백성의 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계로

유비하고 있다.그러나 이때 은 주로 다스리는 치자(治 )에 한 규제 혹은 인

정(仁政)에 해 강조하는 데 있었다.그러나 메이지의 가족국가 은 치자에 한 도

덕원리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내지 신민에 한 충성이나 복종의 모럴로서 의

미 환을 꾀하며 형성된 특징이 있다.627

가족국가 과 신체국가 은 둘 다 근 지배 계를 설명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유사하다.아버지가 가족을 지배하는 것과 머리가 온몸을 다스리는

것,가족국가 이 만세일계의 천황 논리에서 보듯 통의 연속성을 통해 시간

속성과 동일성을 시하는 것처럼 신체국가 역시 신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

한 가족국가 이 단순한 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닌 자연스러운 지배 계를 가정하

는 것처럼 머리가 다스리는 것 역시 단순한 권력 계가 아니라 일신 체를 리

하는 지배라는 형태를 띄는 것 등에서 양자는 공통 이다.

그러나 가족국가 은 국가를 가족과 동일한 형태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철

되는 공간으로 악하는 데서 그친다.다시 말해 가족국가 은 근 /근 혹은 베

버식의 용어를 빌리자면 가부장 지배/합리 지배라는 이분법 구도 속에서 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즉 완성되지 못한 근 로서, 체주의의 기원이 된 국가형태로

소 으로 발견될 수는 있어도 그것 이외의 다른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이는 가

족이라는 형태가 어디에서나 보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동아시

father)모델로 보수를 자상한 부모(naturantparent)모델로 진보를 분석한다. 이코 (2010).

626이러한 가족국가 은 제국시기까지 이어진다.「국체의 본의」(1937)에서 “무릇 우리나라는 황실

을 종가로 섬기고,고 에 항상하는 심으로 천황을 받드는 군민일체의 일 가족국가이다(家族国

家)이다.… 우리나라는 일 가족국가로,황실은 신민의 종가이고,국가생활의 심이다.신민은 조

상에 한 경모의 정으로써,종가인 황실을 존경해 받들고,천황은 신민을 자로서 사랑한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표 이다.

627松本三之介,『明治思想における伝統と近代』(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6),pp.23∼27.



- 222 -

아에서 통 인 가족상이 서구식의 가정이나 원시 가정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념 자체의 변화 추이를 보기 어렵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시다 다 시가 지 했듯이 메이지의 가족국가 은 ‘가족주의’

와 ‘유기체론’두 가지를 계기로 성립했다는 역시 주목해야 한다.이때 가족주의

란 본래 사 역으로서 가족에 한 심정이 단지 간 으로 정치 (공 ) 역에

서 복종의 심정과 연 되는 것이 아니라,직 으로 결합되어 오히려 공 인 것은

사 인 것의 양 확 ,혹은 동일선상의 연장이라고 념됨을 말한다.물론 사

역에서 가족에 한 심정이 정치 지배에서의 복종의 심정까지 흘러간다는 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말하는 유교 충효주의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 유교윤리는 그 로 근 국가에서 통합의 기능을 완수할 수는 없었다.

이를 해서 이시다는 두 가지의 방향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말하는데,하나는 타당

범 의 ‘아래로의 확 ’,즉 ‘신(臣)’뿐만이 아니라 ‘신민(臣民)’이라는 모든 피치자로의

확 로,계층 질서를 사상시켜 등질 인 근 국민으로서 통일 념을 만들

어내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 로의 집 ’으로,유교 충효주의에서 충(忠)의 상

은 건군주인 것에 비해 그 다원성을 극복해 군주인 천황에 충성의 상을 집

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628

이처럼 가족주의에 해서는 일정정도 연구가 되어있는데 비해 가족국가 의

다른 하나의 축인 유기체론에 해서는 분석이 부재하다고 할 만큼 미비한 수 이

다.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법(계약론)에 한 안티테제로서 국가를 역사 실

체로 강조한 것이 유기체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부정 형태의 논지를 제외하면

유기체론에 한 논의는 무하다고 할 정도이다.그러나 오히려 유기체론은 구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근 동아시아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결합할 수 있었

다.

그 다면 유기체 발상이 국가 인 것을 구성하려는 ‘실천’과 어떻게 결합하

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이를 해 메이지 헌법을 유기체 사유 속에서 풀어

내고 있는『헌법의해』와 이를 보충하는 텍스트로서「군인칙유」와「교육칙어」라

는 ‘장치(dispositif)’를 살펴보도록 한다.629

628石田雄(1954),pp.8∼10.

629앞서 지 했듯 헌법(constitution)이란 단순히 법제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체를 구

성할 것인가의 문제다.이에 해 타키이는 메이지 헌법을 분석하면서 법 화된 문서로서의 의미

만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國制)’라는 말을 사용한다.瀧井一博,『文明史のなかの

明治憲法ーこの国のかたちと西洋体験』(東京 :講談社,2003),pp.11∼13.여기서 ‘장치(dispositif)’

란 말은 권력이 생명체를 작동시키고 규율하는 담론 제도의 네트워크라는 푸코-아감벤 의미

에서 사용한다.장치에 해서는 조르조 아감벤,양창렬 옮김,『장치란 무엇인가?장치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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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헌법에서는 제1조에서 일본제국을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함을 규

정하고,제2조에서 황 를 황통의 남성 자손이 계승하고,제3조에서 천황을 침범할

수 없는 신성으로서 규정한다.즉 근 일본에서 천황의 권 는 만세일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남성 황통에 근거하며,침범할 수 없는 신성(神聖)에 의한 것임이 강조된

다.630 이처럼 명문화된 조문으로는 가족국가의 이미지는 잡히지만,신체로서 국가

이미지는 잡히지 않는다.이때 메이지 헌법에 각주를 단『헌법의해(1889)』가 실마리

가 될 수 있다.『헌법의해』는 메이지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이드가 되어주는 동시에 헌법에서는 명시 으로 나타나지 않은 신체에 한 비유

가 나타난다.먼 제1조의 만세일계의 천황론에 해서는 일본의 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명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무릇 토지와 인민은 나라가 성립하는 바의 원질(原質)로서,일정의 강토는 일정의 방국을

이루고,일정의 헌장이 그 사이에서 행해진다.고로 일국은 일개인과 같고,일국의 강토는

일개인의 신체[軆軀]와 같다.이로써 통일완 의 도(版圖)를 이룬다”631

일국의 강토는 일개인의 신체[體軀]처럼 통일되고 완 한 한나라의 역을 이

룬다는 말이 나오는데,이는 국가를 신체에 의인화한 단순 표 이라 할 수 있다.632

이는 일본을 오야시마(大八島),엔기시키(延喜式)에서 말하는 66국 각 섬과 북해도,

오키나와,오가사와라섬( 笠原諸)을 포함하는 통일완 한 신체로서 국토의 경계를

설정하기 해서 다.633이때 신체로 근 국가의 경계(boundary)를 설정한 은 여

겨 볼 필요가 있다.이는 통 인 의미의 변경(frontier)과는 다른 설정으로634이로써

서론』(난장,2010),pp.15〜48.

630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천황은 법 인 ‘인격’(person)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신,‘아라히토가미

(現人神)’다.즉 근 서구에서 군주의 정당성은 월 권 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국

민과 유기 으로 연결돼 있음을 고지하는 헌법을 통해 부여된다고 할 때 이는 인격으로서 군주와

국민들 간의 묵시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신체라 한다면 천황은 그 자체가 신화 성격을 띈다.

즉 천황이 근 독일의 세속화된 법체계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메이지헌법의 기 자들은 ‘세속화’

라는 문제를 락해버린 셈이다.김항(2015),pp.54∼57.

631伊藤博文,宮沢俊義 校註,『憲法義解』(東京:岩波書店,1989),pp.23∼24.

632신체를 통해 국가 혹은 지역을 상상하는 방식은 정치학에서도 종종 다루어왔던 주제다.윤비는

세 유럽 지도 등에서 유럽 자체를 의인화한 사례들을 분석,유럽의 정치 통합 과정과 정체성

을 신체유비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윤비,「유럽 여제(EuropaRegina):근 의인화된 유럽의

알 고리와 정치 토릭」,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제44집,4호 (2010).

633『고사기』에서도 일본 토를 하나의 신체로 비유하는 표 이 등장한다.천부신인 이자나키노

미코토(伊耶那岐命)와 지모신인 이자나미노미코토(伊耶那美命)가 결혼 하에 낳은 자식이 일본을 이

루는 8개의 섬으로 이 나라를 오야시마구니(大八嶋國)라 하는 이유이다.김후련,『일본 신화와 천

황제 이데올로기』(서울:책세상,2012),pp.28∼31.

634와카바야시는 변경이 폐쇄된 선이라기보다 애매한 역에 가까운 것이라면,경계란 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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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정치권력이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 한계를 지워 과 동시에 내

부의 단일성을 획득하는 기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635 이리하여 국가는 구시 의

왕국처럼 심은 명확하되 주변부는 애매한 역성을 지닌 정치체(政治體)가 아니라,

명확한 역으로서 국토와 일체화한 정치체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여기서 국

토는 국가의 지배 상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국가의 ‘신체’이고,그곳에서 살아가

는 사람들을 악하기 한 ‘매체’가 된다.636이처럼 토는 하나의 신체로서 통일완

성을 갖게 되어 하나로 인식된다.

이 토의 통일완 함에 한 설명은 통치 역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주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이어서 4조에 한 주해에서 조 더 본격 인 신체

유비가 등장한다.메이지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은 나라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

해 이 헌법의 조규에 의거해 이를 행한다’637고 규정한다.이에 한 정부의 공식

어 번역문은 “TheEmperoristheheadoftheEmpire,combininginHimselftherightsof

sovereignty,andexercisesthem,accordingtotheprovisionsofthepresentConstitution”로

천황이 제국의 원수(머리/head)로 주권(sovereignty)을 그 자신(Himself)안에서 결합시

키고 있음을 보여 다.『헌법의해』에서는 이에 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통치의 권은 천황이 조종으로부터 받아 자손에게 한다.입법,행정 백규(百揆)의 일은

무릇 국가가 임어해서 신민을 진무하는 것이고,이는 하나로서 지존이 모두 그 강령을 쥐

지 않음이 없다.비유하자면 인신에 사지백해(四支百骸)가 있고 정신(精神)의 경락(經絡)은 모

두 그 본원을 수뇌(首腦)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로 정(大政)이 통일되어야 함은 흡사 인

심(人心)이 둘 셋이 되지 말아야 함과 같다”638

인신의 ‘사지백해(四支百骸)’는 ‘정신(精神)의 경락(經絡)’을 통해 통치권의 본원인

‘수뇌(首腦)’로 돌아간다.따라서 인심(人心)이 둘 셋일 수 없는 것과 정이 통일되어

계를 표시하는 선이자 폐쇄된 유한한 역을 가정한다고 말한다.변경과 달리 경계란 역의 한계

를 표시하는 선으로 그것은 특정 정치권력이 미칠 수 있는 범 를 명확하게 획정하고,그것을 다

른 역과 구별한다.와카바야시 미키오,정선태 역,『지도의 상상력』(서울:산처럼,2006),pp.222

∼223.

635이에 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 논의 참조.“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

정치공동체”라 할 때 이 ‘제한’이야말로 민족과 인류를 가르는 기 이 된다.베네딕트 앤더슨,윤

형숙 역,『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에 한 성찰』(서울:나남출 사,2007),pp.25

〜26

636와카바야시(2006),p.229.

637 김항은 이 조항에서 주권이라는 용어가 재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굳이 통치권을

sovereignty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음을 지 한다.이는 만세일계의 천황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

은 통치권과 주권을 구별하기 한 것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제라는 일본 고유의 통치 통과

헌법이라는 서양제도의 결합을 해 주권을 사유한 것이라 주장한다.김항(2015),pp.24∼25.

638伊藤博文(1989),pp.26∼27.



- 225 -

야 하는 문제와 동일해진다.앞서 홉스의 신체정치에서 보았듯이 천황을 수뇌로서

규정함에 주권이 한 곳으로 통일되어야 함이 강조된다.모든 신경이 두뇌로 돌아간

다는 신체에 한 사고가 주권의 논의와 맞물려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체유비는 그리스와 국의 신체 의 차이라는 맥락에서 악할 때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단일한 지배자가 온몸의 과정을 다스린다는 념이 그 핵심

이다.그리스의 해부학은 몸의 통치 구조를 밝히기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두뇌나 심장과 같은 심들이 주변-즉 근육이나 동맥들을 지배했는가를 설명하기

한 것이었다.물론 동양에서도 맥이 서양 해부학의 신경이나 과 유사하게 부

분들의 운명을 연결시키고 있다.그러나 신경이나 과 달리,맥은 어떤 지배

원천(controllingsource)없이　원을　형성한다.진맥은 심장뿐 아니라 모든 내장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맥(寸脈)은 단순히 어떤 자리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순환이다.

그것은 어떤 근원 동력(originatingmotor)이나 근원 동자(primemover)를 갖지 않

는다.이 지 에서 국의 신체 은 그리스와 근본 으로 갈라진다.해부학의 두

이 에도 몸에 한 그리스의 사고는 ‘몸의 지배 원리(arch)와 지배기

(hegemonikon)’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제기해왔다. 라톤과 디오게네스는 두

뇌의 우월성을 인정한 반면 아리스토텔 스와 같은 이들은 심장의 헤게모니를 인정

했다.이처럼 무엇을 우 로 삼는지에 해서는 견해가 달라졌지만 근본에 한 질

문 자체는 당연하게 여겼다.인간 안의 모든 운동(motions)들은 어딘가로부터 나오는

근원 원천을 가져야 했다.그리고 그것이 지도자(ruler)여야 했다.서양에서 두뇌와

심장에 한 해부학 심의 집 은 이러한 기원들에 한 집착에 많이 빚지고 있

다.639

그 다면 정신의 경락이 수뇌로 돌아간다는 신체 이 주권을 하나의 근원으

로 악하는 방식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은 새로운 논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쓰다 마미치가 군주를 뇌로,백 유사를 신경으로 비유하며,뇌와 신경의 계

가 착란을 일으키면 풍 ,즉 간질의 상태에 이르러 신체에서 괴질이 되듯 나라에

서도 백 유사들이 군주를 어지럽히면 괴상한 나라[怪國]가 된다고 말한 것에서도

그러한 논법이 엿보인다.640이러한 신체 은 당시 수용되었던 갈 노스 식의 사유

에서 향을 받았을 것이다.서양의 세의학을 표하는 갈 노스는 몸의 모든 기

이 뇌의 주재를 받으며 뇌는 몸 체의 신경근육을 장하는 심 기 으로서 감

각의 원천으로 악한다.641물론 동서양의 신체 과 그에 따른 정치사상의 차이를

639ShigehisaKuriyama,TheExpressivenessoftheBodyandtheDivergenceofGreekand

ChineseMedicine(New York:ZoneBooks,1999),pp.159∼167.

640 津田真道,「怪說」,『明六雜誌』第25号,山室信一·中野目徹 校註,『明六雜誌』中 (東京:岩波書

店,2008),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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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여기서 정신의 ‘경락(經絡)’이라는 통 인

용어 속에서 근 신경을 나타내고 있음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의 복잡성을 보여

다.그 다면『헌법의해』에 나타나는 신체유비로서 국가 인 것을 설명하는 방

식 한 통과 서양의 논리의 속에서 악되어야 한다.이를 당시의 요한

텍스트 던「군인칙유」와「교육칙어」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군인칙유의 우두머리

사지와 머리라는 비유는「교육칙어」와 함께 일본제국을 구성했던「군인칙

유」에도 등장한다.군인칙유가 나오게 된 직 요인은 홋카이도 개척사 유물

불하사건에 즈음하여 타니 칸죠(谷干城)를 비롯한 네 명의 장군이 반 의견을 상주

하는 등,군 내부까지 된 반정부운동을 잠재우는데 있었다.제1조 “군인의 본

분은 충 을 다하는 데 있다”는 항에 해 “세론에 미혹되거나 정치에 구애되지 않

고 오로지 한 길에서 자신의 본분인 충 을 지킨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것

한 이 때문이었다.민권 와 정부 사이의 긴장 계 속에서 탄압의 주력부 인 군의

통솔을 강화하는 것도 선무 다.그런 의미에서 군인칙유는 그것이 반포된 시

에서는 지극히 일시 인,그 당시의 정치 국면에 응하기 한 정치문서 던 셈

이다.642

“짐은 희 군인의 원수이다.그럴진 짐은 희를 고굉(股肱)으로 의지하고 희는 짐을

우두머리(頭首)로 받들어야 할 것이며,그 친 함은 특히 깊어야 할 것이다.짐이 국가를 보

호하여 상천의 혜택에 응하고 조종의 은덕에 보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희 군인이

그 직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오로지 자기의 본분인 충 을 지키고

의리는 산보다 무겁고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고 각오하라.아래 사람이 상 의 명을 받는

것은 곧 짐의 명을 받드는 도리로 여길지라”643

‘천황’을 심으로 ‘병사’ 는 ‘신민’의 기본 인 계성이 머리와 손발의 계

로 표상된다.여기서 손발로서 군인과 우두머리로서 천황-그 리인으로서 상 -이

라는 비유는 흔히 볼 수 있듯 머리에서 발로 내려가는 명령체계 속의 일사분란한

신체의 모습이다.우두머리인 짐에 해 고굉이라고 명명하는데 ‘고굉’의 유비는

통 으로 사용되어온 표 이었다.『상서(尙書)』에 “원수가 명하시면 고굉이 어질

641갈 노스(129〜199)는 최 로 신경과 힘 ,인 를 확실히 구분한 인물이었으며,신경과 척수의

여러 부분을 단하여 마비를 일으키고 찰함으로써 뇌와 척수,말 신경 기능의 상 계를 밝

혔다.이는 뇌가 감정과 정신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최 의 실험이었다.

642 코모리 요이치,정선태 역,『일본어의 근 -근 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서울:소명출 ,

2003),pp.91∼92.군인칙유의 성립 과정에 해서는 梅溪昇,『軍人勅諭成立史』(東京:青史出版,

2000).

643「軍人勅諭」,『日本近代思想大系 4軍隊·兵史』(東京:岩波書店,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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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모든 일이 편안할 것입니다.다시 노래하기를 원수가 좀스럽고 자질구 하시

면[叢脞]고굉이 태만해져서 모든 일이 폐해질 것입니다”644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

고,『서경(書經)』「익직편(益稷篇)」에서 순 임 이 신하에게 “그 들과 같은 신하들

은 짐의 고굉(股肱)과 이목(耳目)으로 내가 백성들을 해 돕고자 하니 그 들이 신

해 달라”645라고 말한다.이처럼 신체유비는 동아시아 통 담론에서도 많이 사용되

던 것이었다.『 기』「치의(緇衣)」에서 “인민은 군주를 자신들의 심장으로 생각하

고 군주는 인민을 자신의 몸으로 생각한다”646거나『한서』「무제기」에 “군주는 몸

에서 심장에 해당되고 인민은 몸에서 팔과 다리에 해당된다.팔다리가 아 면 마음

이 쓰리고 아리다”647고 한 에서도 군신 계를 ‘심’과 ‘체’의 계에 유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648

그러나 그 논지가 군주가 신하에게 자신을 보좌해 것을 당부하거나 군주

가 신하를 의지해 홀로 마음 로 행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데 있었다면,이는 앞서

군인칙유에서 사용된 고굉의 유비와는 논리상 차이를 보인다.군주가 신민,그 에

서도 군인을 특정해서 발화하고 있는 와 에 군인들이 고굉이 되고 천황이 머리가

되지만 하나의 신체에 통합되는 두 부 처럼 보인다.다시 말해 이때의 친 함의

목 은 하나의 신체가 되어 ‘국가’를 보호하고 ‘상천의 혜택’에 응하고 ‘조종의 은덕’

에 보답하는 데 있다.그 다면 희와 짐이 ‘일심’이 되는 속에서 ‘ 희’군인과 ‘짐’

인 천황은 새로운 치에 놓이게 된다.즉 새로운 신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비

로소 이들은 국가라는 집합 신체를 이루는 구성단 로서 하나로 묶이게 된다.이

때 국가는 매개가 되면서도 보이지 않는 배경처럼 뒤에 깔려있다.649즉 단순히 군주

와 신하의 계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삼항 계 속에서 그려지는데 이때 국

가의 모습은 표면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신 군주의 모습이 매개항이 되어

나타난다.이로써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라는 이분법을 넘어 ‘공간상’으로 하나

의 신체가 만들어질 때 ‘시간상’으로도 과거와 재,미래가 하나의 축으로 완성된

644元首明哉 股肱良哉 庶事康哉 叉歌日 元首叢脞哉 股肱惰哉 萬事墮哉

645臣作朕股肱耳目 予欲左右有民汝翼 予欲宣力四方汝爲

646民以君爲心,君以民爲體

647君 心也 民猶支體也 體像則心憯怛

648黃俊杰(2004),pp.274∼276.

649코모리(2003),pp.96∼98.이 텍스트에 해 코모리는 군인칙유가 병사들에 의해 음성으로 재

하여 암송,제창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이때 ‘짐’과 ‘희’가 텍스트상에서 합체함으로써 ‘희

군인’은 일반 인민 ‘창생’과 차별화되며,‘희’와 ‘짐’이 ‘일심’이 됨으로써 국가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아국의 창생이 태평의 복을 릴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한다.병사들

은 스스로의 소리 속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짐’이라는 주체를 맞아들이고,바로 그 ‘짐’이 말

하는 언어를 통하여 스스로의 신체를 천황의 군 에 속한 ‘군인’의 신체로 조직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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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우리나라의 군 는 로 천황께서 통솔해 오시었다”는 과거의 기억과

“짐이 국가를 보호하여 상천의 혜택에 응하고 조종의 은덕에 보답”한다는 미래의

목표가 “ 희 군인이 그 직무를 다 하느냐 다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재와

하나로 묶인다.다양한 기억들이 역사라는 이름의 과거로 재생되며,다양한 목표들

이 미래의 이름을 부여받는데,이때 과거와 미래는 단순한 과거와 미래가 아닌

재와의 계 속에서 만들어진다.이 집합 신체가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

이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은 이때의 신체 비유는 안에서부터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해 왔다는 이다.650군인칙유는 니시 아마네가「군인훈계」

에 이어 칙론의 원안을 1880년에 기 해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에게 제출한 것

으로부터 시작하는데,칙론의 기 사업이 본격화된 사료인「칙유고」에서는 “ 에서

도 말한 것과 같이 병권은 우리 황통에 계속(繫屬)되는 바로서,군인은 짐의 사지고

굉과 같아서,짐으로 하여 능히 우리 근원을 육보호(榮育保護)해, 로는 천명에

답하고 종사(宗社)에 보답하는 임(大任)을 맡은 자는 군인보다 한 자가 없다.”

라고 하여 군인이 짐의 사지고굉이라는 표 만이 등장한다.그러나 이후 가 수정

했는지 불분명한 안 제1종의 2에서는 “짐은 희 제군인의 두뇌로서, 희들은 짐

의 사지가 되고,짐으로서 능히 천명에 보답해 종사에 보답 하는 것은 희들만

한 자가 없다.”라고 하여 ‘두뇌’라는 표 이 추가된다. 안 제3종에서는 “짐이 신민

희들로서 가장 고굉이 되는 바를 삼아 희들 직분상에서도 한 짐을 두뇌로

삼는다.고로 짐으로 하여 능히 근원을 보호해 천명종사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희들 군인에 달려있다”고 하고, 안 제4종에서는 “짐은 희들 신민의 군주

됨이라. 희들 군인의 원수이라. 원수는 두수(頭首)이고 장졸( 卒)은 고굉이라

한다면 짐은 희들을 고굉으로 의지하고 희들은 짐을 두수로 우러러 그 친함은

특히 깊어 짐이 국가를 보호해 상천의 은혜에 응답하고 조종의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이후에도 여러 본의 안들이 있지만 신체 련 부분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

게 유지된다. 한「칙어연의」에서는 “육해 양군은 천황의 군인으로 이는 사체(四

体)의 수령(首領)에서와 같이 상하통속(上下統屬)하고 연환상승(聯串相承)해 장교로부터

졸오(卒伍)에 이르기까지 손의 팔뚝을 사용하듯,팔뚝의 손가락을 사용하듯 감히 따

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군법에 따른다.이를 군인의 질서로 상령(上令)하고 하종(下

從)하는 때는..”이라는 식으로 상령과 하종의 명령 계가 보다 명시 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메타니는「칙유고」에서「군인칙유」로 이르는 수정과정에서 질서에 해당

650梅溪昇(2000),pp.166∼197.이하 인용문들은 梅溪昇(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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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이 갈수록 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했음을 지 하고,이로써 헌

신에 한 강조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즉 처음에는 사무라이 정신을 근 화

하는 형태로 군인정신의 함양에 을 맞추었다면 갈수록 충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해간다는 평가다.651이러한 찰은 신체유비에 을 맞춰서 볼 때도 맥

을 같이 한다.즉 수정을 거치면서 신체유비에서 두뇌와 고굉의 역할분담이 확실해

지고 명령 계가 강화된다.

교육칙어의 유기체

이는 교육칙어에 한 해석서인 이노우에 테쓰지로(井上哲次郎)의『칙어연의(勅

語衍義)』(1891)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652 그는 서문에서 교육칙어의 목 을

효제충신의 수양과 공동애국의 함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일단 한 일이 있으면

의롭고 용감히 공(公)을 해 사한다’는 구 에 해서 “한 몸의 자리심(自利心)을

버리고,국가를 해 힘쓰는 것,이것이 애국의 심[愛国ノ心]으로 이는 사람들이 마땅

히 양성해야 하는 바이다.나라의 강함은 주로 애국자의 많음에 기인하며,애국의

심은 실로 나라의 원기[国ノ元気]라 말할 수 있다”고 설명을 달고 있다.여기서 애국

심을 나라의 원기로 비유해 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애국심에 한 일반 인 논

법이라 할 수 있는데,이노우에는 이를 유기체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

“무릇 국가는 유기물과 같아서,생명이 있어서 생장,발달,노쇠도 한다.항상 국가의 원기를

배양해야 한다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등불의 명을 지키기 해,기름을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아 시시각각,계속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민인은 이 뜻을 체득해,잠시

도 나라의 원기를 죽여서는 안 될 것이다.”653

여기서 유기체설에 한 설명은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애국심을 ‘기름’에,국

가의 원기를 ‘등불’에 비유하고 있다.이러한 용법은 그가 서양의 국가유기체설의 핵

심을 꿰뚫고 있지 못했음을 드러낸다고 평가된다.당시 서양에서 국가유기체설은

주의 이데올로기의 비 으로서 등장하고 개체의 자유로운 유기 조직화를 의

도한 것이었다.654물론 이로서 개념수용의 불완 성을 비 하고 그칠 수는 없다.오

히려 이노우에가 ‘유기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주의깊게 보는 것이 요

하다. 에서 유기물의 핵심은 생장,발달,노쇠를 거친다는 것이었다.그리고 이러

651梅溪昇(2000),pp.252∼253.

652칙어연의의 성립과정과 성격에 해서는 副田義也,『敎育勅語の社 史:ナショナリズムの創出と

挫折』(東京:有信 高文社,1997),pp.166∼167.

653井上哲次郎,『勅語衍義』(東京:井上 吉,1891)

654嘉戸一 ,「忠君と愛国ー明治憲法体制における明治の精神」,鈴木徳男,嘉戸一 編,『明治国家

の精神史的研究 〈明治の精神〉をめぐって』(東京:以文社,2008a),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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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에서 그 원기를 계속 지키기 해 등불에 기름을 주듯 인민의 애국심이 필

요하다는 논의 다.이러한 발언은 유기체설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무릇 군주는 비유하면 심의(心意)와 같고,신민은 사지백체(四肢百體)와 같아서,만약 사지백

체 에 심의가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신불수(半身不隨)와 같

이 신이 이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게 된다.신민으로서 군주의 명에 따르지 않는 것은

나라의 결합력을 감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 의 시정

방침도 이 때문에 장애를 받는 것이 지 않다.”655

이노우에는 군주를 ‘심의(心意)’에,신민을 사지백체(四肢百體)에 비유하는데 이

때의 계는 앞서『헌법의해』나「군인칙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명령에 의한 것으

로 설정된다.이러한 명령 계를 상정하면서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그들이 국가라는 신체의 질병을 무엇으로 상정했는가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

다.여기서 사지백체가 심의에 따르지 않을 때 국가 신체는 반신불수가 된다.즉 명

령은 결합력에 한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이다.이는 교육칙어의 ‘억조의 마음을 하

나로 만들어’라는 부분에 한 주해에서도 잘 드러난다.“천황폐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흡사 사지가 홀연히 정신이 향한 바에 따라 작동해 조 도 지체하는 바가 없

는 것과 같다.무릇 국가는 일개체(一個體)로서 유일(唯一)의 주의(主義)로서 이를 철

해,결코 민심이 둘 셋으로 나뉘지 않으며 결합일치해 실로 국력을 강하게 하는 법

으로서”운운하는 목이다.여기서도 천황의 ‘명령’을 ‘사지’가 ‘정신’을 따르는 것에

비유되는데,이 역시 하나의 뜻에 따르는 결합력의 강조이다.

한 이는 앞서 살펴본『헌법의해』에서 주권의 단일성과 연계되는 인심이

둘셋일 수 없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헌법의해』에서는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

의 찬(協贊)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에 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주를

달고 있다.

“우리 건국의 체(體)에서 국권이 나오는 바를 하나로서 하고 둘로 하지 않는 것은,비유하자

면 주일(主一)의 의사(意思)로서 능히 백해(百骸)를 지사(指使)해야 하는 것과 같다.의회의 설

치는 원수를 보조하여 그 기능을 다하게 하고,국가의 의사를 정련강건하게 하는 효용을

보고자 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656

이는 국권이 나오는 바는 천황이라는 단일성에 있으며 의회의 역할은 원수를

보조하는 찬의 임무에 있다는 것이다.이를 ‘주일의 의사로서 백해를 지사하는’신

체에 비유한다.즉 주권논쟁에서 입법권 역시 천황에게 있는 것으로,이 게 주석을

다는 것은 의회 개설에 의해 주권통일의 의를 오해하는 것을 면하기 해서 다.

655井上哲次郎(1891),p.41.

656伊藤博文(1989),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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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메이지헌법의 기 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 신체는 단일한 명령권

을 가진 머리 모델로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것은 유럽과 비하며 스스로

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 명시 으로 나타나는데,유럽에서 입법권을 주로 의회의

권한으로 돌리고 군민공동의 권리로 삼는 것은 주권통일의 의를 오해하게 할 우

려가 있다는 것이다.의회는 국가의 의사를 정련강건하게 한다는 목 하에 철 히

보조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즉 서양의 유기체론과는 성립배경이나 목 부터가 다

른 것이었다.657

물론『헌법의해』와「군인칙유」나「교육칙어」에 나타난 신체성을 단순히

천황의 월성을 강조한 논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왜냐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다

원 군신 계를 천황이라는 유일한 군주로 일원화함으로써 천황 아래 모든 신민이

평등하게 되는 구조를 창출하는 데 목 이 있었기 때문이다.근 기 사상가들에

게 주권은 하나의 통일성을 의미했으며,국가가 식별된 것도 이 통일성에 의해서

다.주권자가 종종 외 존재로 그려진다면 그것은 주권자의 자의성을 가리키기

함이 아니라,오히려 통일성과 질서정연함을 나타내기 해서 다.그러나 이는

후쿠자와의 국체론과 비교하면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쿠자와의 국체론과의 비교

“첫째,국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세간의 논의는 잠시 어두고,우선 내가 아는 로 논하

려 한다.체(體)는 합체(合體)의 뜻이며, 체재(體裁)의 뜻이다.사물을 모아서 그것을 체

로 하여 다른 사물과 구별할 수 있는 형태(形)를 말하는 것이다.그래서 국체란 한 종족의

인민이 서로 모여서 근심과 즐거움을 같이 하며,다른 나라 사람에 해서 우리와 남(自他)

의 구별을 지어 스스로 서로를 보기를 다른 나라 사람을 보는 것보다 두텁게 하고,스스로

서로 힘을 다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을 해서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한 정부 하에

서 스스로 지배하고 다른 정부의 제어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화와 복을 모두 스스

로 짊어지고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서양 말에 ‘내셔 리티’라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658

657이는 이노우에가「칙어연의」에서 patriotism을 ‘공동애국’으로 번역하면서 이를 국가에 한 충

성심이 아닌 군주 일개인에 한 충성심으로 취 하고 있다는 에서도 나타난다.그는 “이로써 천

양무궁의 황운을 부익해야 한다”는 에 한 주석에서 “사회를 구성하고,국가를 조직함에 반드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작게는 추장(酋長)이 있고,크게는 군주가 있는 것은 흡사 일가

에 가장이 있는 것과 같고,이 같은 권은 일인의 몸에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다.이

어 꿀벌이나 개미와 같은 동물들에서도 모두 그러하고 군 나 선함에서도 그러하거니 사회에는

‘회두( 頭)’가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 일을 이루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통령(統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로써 그의 애국심은 국가에 한 것이 아니라 통

치권자인 천황에 한 충성 념으로 귀착되며 동시에 개체 인 것이나 사 인 것 한 천황의 가

치 속에서 흡수되어 버린다.嘉戸一 (2008a),pp.106∼107.

658福沢諭吉(1962),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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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가 말하는 국체(國體)의 체란 ‘합체’를 뜻하며 ‘체제’를 뜻한다.여기서

합체가 의미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는 “물건을 모아서 그것을 체로 하

여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형태(形)를 말하는 것”으로서 합체라는 의미를 말하

고 있다.이처럼 합체되는 이미지는 그것을 ‘ 체’로 해서 ‘다른’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형태를 이룬다는 에 이 있다.즉 국체를 통해 자타가 구별되며 한 정부

하에서 자치를 이루는 것으로 표상된다.이것이 서양의 Nationality의 번역어이며,이

는 인종,종교,언어,지리에서 비롯되는 수가 있으나 가장 유력한 원천은 종족의 인

민이 역사의 변천을 함께 겪고 회고의 정을 함께 나 는 것이라고 말한다.따라서

국체의 존망은 그 나라의 백성이 정권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때 후쿠자와가 국체의 핵심은 자타 구별에 있다고 본 것이 요하다.그리

고 이로써 밖보다 안을 후하게 느끼면서,만들어지는 공동의 감정의 구조가 국체를

이루는 내셔 리티의 핵심이었다.이 공동의 감정 속에 스스로 화복을 짊어지고 스

스로 지배한다는 심상을 만들어내는 ‘독립’이라 일컫는 상태야말로 후쿠자와가 바랐

던 것이었다.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 하듯이 의『 의정부론』에서 내셔 리티

정의를 가지고 온 것이다.659 그러나 여기서 후쿠자와는 내셔 리티의 번역어로서

국체에 합체라는 신체 이미지를 덧 운다.인민이 서로 모여서 같은 정부 하에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자립 으로 국가를 형성하고,자신들을 독자 인 국민으로

구성해간다는 유럽 내셔 리티 개념에 따라 국체 개념은 재구성된다.마루야마

마사오는 여기서 후쿠자와가 의식 으로 ‘스스로’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하고 있

음을 강조한다.이는 그가 의식 으로 국체란 스스로의 결심으로 세우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이는 르낭식의 ‘매일매일의 국민투표’ 념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는 지

이다.즉 후쿠자와에게 국체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인민들이 의지로써 ‘스

스로’만드는 것이기도 했다.이는 기존국체 논의가 일본 국가의 자기신성화 혹은

자기존엄화 담론과 련된 것과 구별된다.660

659J.S.Mill,ConsiderationsonRepresentativeGovernment(London:Parker,SonandBourn,

1861).‘A portionofmankindmaybesaidtoconstituteaNationality,iftheyareunitedamong

themselvesbycommonsympathies,whichdonotexistbetweenthem andothers-whichmake

them co-operatewitheachothermorewillinglythanwithotherpeople,desiretobeunderthe

samegovernment,anddesirethatitshouldbegovernmentbythemselvesoraportionof

themselves,exclusively.Thisfeelingofnationalitymayhavebeengeneratedbyvariouscauses.

Sometimesitistheeffectofidentity ofraceand descent.Community oflanguage,and

communityofreligion,greatlycontributetoit.Geographicallimitsareoneofitscauses.But

thestrongestofallisidentityofpoliticalantecedents’후쿠자와의 국체개념에 해서는 安西敏

三,『福沢諭吉と自由主義ー個人、自治、国家』(東京:慶應義塾大學出版 ,2008),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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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국체란 politicallegitimation을 의미하는 정통(政統)과도,임 의 자리를

끊기지 않는 부자의 핏 로서 line을 의미하는 통과도 다른 Nationality의 의미 다.

그는 국체와 정통과 통은 각각 다른 것을 강조하며,일본은 개벽 이래 그 국체를

바꾼 일이 없음을 시한다.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오직 통에만 심을 갖고

국체를 경시하는 폐단이 있음을 지 하고,국체가 나라의 근본으로,국체를 보 한

다는 것은 제 나라의 정권을 잃지 않는 것임을 강조한다.그것은 사라질 수 없

는 ‘생명력’과도 같은 것이다.그는 직 으로 국체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고 있

다.

“이를 인신(人身)에 비유하자면 국체는 신체와 같고 황통은 [眼]과 같다. 빛을 보면 그

신체가 죽지 않았음을 징험할 수는 있다 해도,일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는 에만

주의하고 체의 생력(生力)은 돌이켜 보지 않는다는 도리는 없다. 체의 생력에 쇠약한 바

가 있으면 그 도 한 자연히 빛을 잃게 되는 법이다.혹은 심지어는 체는 이미 죽어

서 생력의 흔 조차 없는데도 오직 만 떠있음을 보고 생체(生體)로 오인하는 수도 없지

않다.”661

이를 단순히 국체를 황통과 구별하기 해 사용한 비유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국체는 직 으로 신체에 비유되며 ‘ 체의 생력’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특히 국가라는 신체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는 통 논의와도,국가유기체

설과도 유사하다.그런데 여기서 후쿠자와가 말하는 국가의 건강은 인민의 건강에

핵심이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즉 그의 비 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황통

사로서 일본사다.마루야마가 말하듯 후쿠자와는 황통연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

지만,일본인이 독립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황통이 이어져 온 것이지 그 역은 아니

라는 것을 강조했다.즉 황통연면은 독립의 ‘징후’일 뿐,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다.이는 후기 미토학이나 국학에서의 국체론 논리를 완 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었다.662가령 아이자와 세이시사이(会沢正志斎)의『신론(新論)』

(1825년)에서는 국체를 천황과 연결하여 설명한다.즉 ‘나라의 체는 무엇인가.무릇

사체(四體)를 불구하면 사람일 수 없다.나라도 체가 없으면 나라일 수 없다’라고 한

다.사람이 사지[四體]를 필요로 하듯 나라에도 ‘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663하지만

후쿠자와의 논리와는 확실히 다르다.국학에서 주장하는 국체론이 천황을 정 으로

하는 모델이라면 후쿠자와의 국체론이 요한 지 은 그것을 황통과 구별하여 시공

간 으로 속성을 보장하기 한 논리로 제기하고 있다는 이다.하나로 만들어

660마루야마 마사오(2007),p.157.

661福沢諭吉(1962),p.42.

662마루야마 마사오(2007),p.177.고야스 노부쿠니(2007),p.75

663今井宇三郎‧瀬谷義彦‧尾崎正英 校注,『水戸学』(日本思想大系53)(東京:岩波書店,1973),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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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시켜 구히 보 해야 할 가치로서 국체가 등장하고,이는 체 신체의 건강으

로 그려진다.그 다면 이때의 의 역할은 무엇인가.황통의 은 신체의 건강 상

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인민)의 활력이 쇠약해지면 (황통)도 자연히 빛을 잃

게 된다.그러나 신체(인민)가 죽었는데도 이(황통)떠있을 수 있다는 사유에서 황

통은 특별한 치에 놓여있는 역시 확인된다.그가『문명론의 개략』에서 하고

자 했던 작업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체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다.이때의 국

체는 기존의 통을 시하는 황통과도 구별되며,정치 정당성을 의미하는 정통

과도 구별되는 것으로,무형 인 것이자 동시에 무한 인 것이었다.국체라는 신체

가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때에 그것은 선험 인 것이라기보다 규정할 수 없는 월

인 가상과 같은 것으로 등장한다.다만 황통이라는 건강 상태를 가시 으로 나타

내는 기능이 확인될 뿐 네이션 체의 생명력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후쿠자

와는 뒤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충하고 있다.

“감히 묻건 ,천하의 인사들이여,충의 이외는 괘념할 것이 없단 말인가?충의도 물론 옳

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충을 하려면 충을 하라.연면한 황통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그

연면함에 빛을 더하여 보호하라.국체가 단단하지 않으면 통에 빛이 있을 수 없다.앞에

서도 비유한 바와 같이 온몸에 생력(生力)이 없으면 도 빛을 잃는 법이다. 이 소 하다

고 생각한다면 신체의 건강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오직 안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의 빛을 유지할 수는 없는 법이다.이 게 생각하면 서양의 문명은 일본의 국체를 공고히

하고 아울러 그 황통을 더 빛낼 수 있는 유일무이의 것이므로,이를 섭취하기에 주 할 이

유가 어디 있겠는가?단연코 서양의 문명을 취함이 마땅하다.”664

이를테면 황통이 건강해야 국체 역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소 국체론자

들의 믿음이었다면 후쿠자와의 논리는 그럴 가능성을 뒤집어 배제한다.온몸에 활

력이 없으면 이 빛을 잃는 것처럼 국체가 단단하지 않으면 황통의 빛 한 있을

수 없다.물론 후쿠자와가 국체론을 면 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후쿠

자와의 논의의 핵심은 국체가 문명과 병립가능하다고 설득하는 데 있었다. 의 건

강은 단지 안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체의 건강에

유념해야 한다면,다시 말해 황통의 보 이 국체의 확립에 달려있다면 유일무이의

방법은 서양의 문명을 취하는 것밖에 없다.국체와 문명은 상호 립 인 것이 아니

라 양립가능하다는 발상이었다.

이처럼 후쿠자와는 근 일본에서 충성 상을 천황 일인에서 국가 그 자체로

이시키고자 한다.이것이 다만 황통으로서 과 구별해 신체 체의 건강을 말한

이유 다.후쿠자와는 천황을 정치 외 존재로서 치시킨다.665 여기서 탄생하는

664福沢諭吉(1962),p.44.

665후쿠자와는「제실론」(1882),「존왕론」(1888)에서 제실을 ‘정치 바깥[政治社外]’의 존재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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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국체’,국가라는 신체의 개념이었다.이는 앞서「군인칙유」나「교육칙어」를

통해 만들어내고자 했던 충성 상으로서 천황을 만드는 작업과 수직 신체와 비

되는 것이었다.여기서 통 인 정치 신체와 다른 근 의미에서 정치신체가

등장한다.이때 이 아니라 머리도 아닌,신체 체로서 국가가 비유되는 것이다.

통치라는 신체성

앞서『헌법의해』와「군인칙유」,「칙어연의」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새로운

통치모델은 후쿠자와의 국체론과 비를 이루면서 천황의 권력을 강화하는 신체상

을 만들어내고 있었다.666이처럼머리와 사지를 상하 수직 인 명령 계로 악하

는 신체성 속에서 다양한 바디폴리틱은 천황 심의 단일한 신체모델로 정리되기

시작한다.667 리 알려진 로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가「진 신(進大臣)」의 제5항

‘독일학을 장려함’에서 “지 천하 인심이 보수 기풍으로 형성되려면,오로지 러

시아의 학문을 권장하여,수년 후 문단을 제압하도록 함으로써, 례 없이 강한

국 학문의 세를 암소(暗消)시켜야 한다”668라고 제언했던 바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다.이는 단순히 국학과 독일학 어느 외국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헌제정을 한 모범,표 을 선택하는 문제 다.669이

한다.천황의 존엄성과 신성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의 세계에서 분리시킨다.福澤諭吉,「帝室論」,

『福澤諭吉全集』5卷 (東京:岩波書店,1959),pp.261.;福澤諭吉,「 王論」,『福澤諭吉全集』6卷

(東京:岩波書店,1959),p.27.

666副田義也(1997),pp.87∼88.그는 메이지 기의 사회구상,국가구상의 2 문헌으로『문명론의

개략』과『 일본헌법제국』을 들고, 자의 선구로서『학문의 권장』,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제실론」,「존왕론」이 있다면 후자는「황실 범」과 병립해,「교육칙어」로 보완된다고 말한다.

이노우에 코와시는 일본제국헌법,황실 법,교육칙어의 각각의 안을 집필하면서,후쿠자와의

『문명론의 개략』,「제실론」,「존왕론」,『학문의 권장』등을 선행문헌으로서 의식해,그것들에

항하는 데 그의 동기가 있었다.따라서『문명론의 개략』과 일본제국헌법의 항 계를 심

축으로 근 일본사상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지 한다.

667와타나베 슌이치 역시 이 책에서 이노우에의 목표가 후쿠자와 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메이지

14년 정변의 의의는 국식의 헌법이 아니라 독일식 헌법채용이 결정 이 된 것도 아니고,정부에

서 이토를 수령으로 하는 사쵸번의 주도권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유신 이래 일본 정치문화의

신을 이끈 후쿠자와로 상징되는 문명개화사상이 부정되고 정부에 의해 험한 이단사상이 된 것이

라는 이었다.즉 후쿠자와의 작이 나타나기 이 의 권 에 순종해 복종하던 인민의 상태로 돌

아가게 하는 것이 이노우에의 최종목표 다고 강조한다.渡邊俊一 ,『井上毅と福澤諭吉』(東京:日

本圖書センタ-,2004),pp.5∼11.

668井上毅,「進大臣」학문의 방향이 국 쪽에서 독일 쪽으로 변화된 은 주지하듯 메이지 지식

인들은 독일식 정체가 유리하다고 단,독일의 학문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다.이는 도

쿄 학의 법학과 학과과정에서 독일의 법률과정이 첨가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이에 해서는

이시다 다 시,한 혜 역,『일본의 사회과학』(서울:소화,2003),pp.7∼8.

669高橋真司(1991),pp.193〜197.같은 맥락에서 이노우에 코와시는「독일서 번역의견」에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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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그가 자유주의 학문을 ‘제압’하고 ‘암소’시켜 국가주의 학문의 기풍을 일으키

려고 했던 것은「인심교도의견안(人心敎 意見案)」에서 말하는 것처럼 후쿠자와를 읽

고 천하의 소년들이 마비되어 이를 따르는 상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나 천황과 인민의 계를 인 명령 계로서 머리와 사지로 빗 어

풀어내는 과정이 기존의 제정치나 사 지배인 가산제국가 형식을 사유한 것이었

다고 볼 수는 없다.그 다고 메이지 체제가 서구식의 근 국가를 그 로 받아들이

고자 했다고도 볼 수 없다.그런 에서 다시『헌법의해』로 돌아가 신체정치의 특

성을 재사유해보자.5조에서 천황의 통치가 “주일(主一)의 의사로 백해(百骸)를 지사

(指使)”하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이는 머리가 자기 마음 로 사지를 통치한다는 뜻은

아니다.「군인칙유」는 머리와 손발 간의 수직 인 명령 모델을 동원하지만 이는

고굉의 비유를 통해 통 사유와 결합한다.「칙어연의」는 사지가 정신을 따라

유일의 주의가 철됨을 말하지만 이는 원기론과 결합된다.수직 신체 모델과

통 신체 모델이 혼종되어 나타남을 보여 다.결국 주권이란 사 성격과 공

성격의 이 성을 갖는다.즉 주권이란 사 인 명령과 공 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

정 사이에 있다.머리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인 치에 올라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하나로 묶어내며 체의 건강을 고려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한다.

이를 메이지 헌법 제1조에 나오는 ‘통치한다(統治ス)’는 동사와 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앞에서 본 것처럼 메이지 헌법 제1조는 ‘ 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

이 이를 통치한다’고 되어있는데,여기에서 사용된 ‘통치한다(統治ス)’는 동사에 해

『헌법의해』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이 붙어있다.

“통치는 (大位)에 자리하여 권을 통할해,국토와 신민을 다스리는 것이다.고 에는 천

조(天祖)의 칙명을 거론하며 ‘일본[瑞穂国]은 우리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 땅이다.황통이여

오셔서 다스리소서’라고 있다. 한 조신(神祖)을 칭하며 제사함에 하츠쿠니시라스 스메

라미코토(始御国天皇)라 불렸다.야마토 다 루[武 ]의 말에 ‘나는 향(纏向)의 히시로노미야

(日代宮)에서 오야시마국(大八島国)을 다스리신[知ろしめす]오오타라시히코 오시로와 노 스메

라미코토(大帯日子淤斯呂和気天皇)의 아들’이라고 하 다.몬무천황(文武天皇)즉 의 소(詔)에는

‘천황의 아들이 차차 계승해오신 오야시마국을 다스리는[治める]차례’라고 나와 있다. 한

천하를 조사해 평온 하고 공민(公民)에 은혜를 베풀어 무(慰撫)한 역 의 천황은 모두 이

를 나라를 물려주는 훈으로 삼고,그 후 ‘오오야시마시로시메스 스메라미코토(御大八州天

皇)’를 칙서의 식으로 했다.소 ’시라스[しらす]‘라는 것은 즉 통치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년 유럽에서 루소의 민약론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 성행해 인심을 동요시켜 각국 정부의

복을 일으켰음을 지 ,입헌왕정론 역시 루소,몽테스키외의 소굴 안에서 다소 윤색한 것에 불과

하다고 지 한다.이것이 50년 독일에서 블룬칠리나 슈세르 등의 학설에서 배격되어 주권이

으로 군주에 있는 ‘주권재일(主權在一)’론을 주장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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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역 의 천황은 이 천직을 시해,군주의 덕은 팔주신민(八州臣民)을 통치하기 해

있고,일인일가에 향 (享奉)하는 사사로움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이것은 이 헌법에서

도 의거하는 기 가 되는 바이다.”670

메이지 헌법에서 ‘통치’란 무엇인가에 한 답이 담겨있는 부분이다.“통치

의 (大位)에 자리해 ‘ 권’을 ‘통할’해 ‘국토’와 ‘신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처음

의 말 속에서 근 통치 개념을 정 하려는 이노우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이노

우에는 에서 보듯 다소 장황하게『고사기』,『일본서기』,『속일본기』등 일본 고

의 들을 으며 다스린다라는 뜻의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한 들을

언 하고 있다.‘통치하다’라는 말이 고 에서 보이는 ‘시라스(しらす)’나 ‘시로시메스

(しろしめす)’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시라스(しらす/治す)’라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뜻의 일본어 아어(雅語)로 여기서는 사사롭지 않은 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원

래 이노우에 코와시가 이토에게 제시한 헌법 안에서 ‘ 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

황이 이를 다스린다(しらス)’라고 되어있어 ‘통치한다(統治ス)’라는 말 신 ‘시라스’라

는 말을 쓰고 있다.‘통치’라는 번역어 신에 ‘시라스’라는 고 인 말을 통해 무언

가 근 통치 개념과는 다른 방식의 통치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목이다.이는 이노우에가 헌법발포 5일 후에 행해진 강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도 뒷받침된다.그는 ‘시라스’가 토지나 인민을 사 재산으로 하지 않는 통치양

식으로,이 말이 ‘알다(しる/知る)’라는 동사의 존경표 이라는 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한 사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한 이성의 작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에서 마음으로 상을 안다는 의미이고,이는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명백히 아는 것이라 보충설명하고 있다.따라서 그것은 힘이나 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마음에 의한 지배,마음써서 보살피는 지배로 ‘군주의 덕’의 작용이다.그는

이 에서 ‘시라스’라는 동사는 ‘우시하쿠(うしはく/領く)’라는 동사와 비된다고 설

명한다.“‘우시하쿠’라는 말은 즉 유한다[領する]는 것으로 구라 인의 ‘occupy’,지나

인의 부유(富有),엄유(奄有)라는 말의 의의와 완 히 같다.이는 하나의 토호의 소작

으로서 토지인민을 나의 사유 재산으로 취하는 국주(大國主)의 행 를 그린 것”671

이다.이는 가산제국가 양식인 사 ,권력 이념임을 설명하는 말이다.이에 반해

‘시라스’는 천황에 의한 공 지배,도덕 이념을 체화한 천황의 독특한 지배양태를

가리키는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672

670伊藤博文(1989),p.23.

671 井上毅,「古 」,井上毅伝記編纂委員会 編,『井上毅傳史料篇第五』(東京:国学院大学図書館,

1975),p.75.재인용.

672嘉戸一 (2008b),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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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지나 구라 에서는 일인의 호걸이 있어 일어나 많은 토지를 유해,하나의 정부를

세워 지배하는 정부의 결과로서 국가의 역의(譯義)가 된다 해도,우리나라의 황 계승[天つ日

嗣]이라는 업의 근원은 황조의 어심의 거울로서 천하의 민 를 다스리는[しろしめす/知ろ

し召す]의미로부터 성립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성립의 원리는 국민의 약속에 있지

않고,하나의 군덕(君德)에 있다.따라서 국가의 시작은 군덕에 기 한다는 구 은 일본국가

학 첫 권 제일에 이야기되어야 하는 정론이어야만 한다.”673

이처럼 1조에 담긴 통치한다는 동사의 의미는 인민과의 계약에 의한 것도,그

다고 인민을 소유하는 형태의 지배도 아닌 군주의 덕에 의한 통치다.물론 이러

한 구별이 역사 으로 타당한가는 별도의 문제다. 요한 것은 메이지 헌법의 기

자들은 서구식의 통치와는 다른 방식의 다스림,공 지배,군덕에 의한 지배의 개

념을 강조했다는 이다.이를 두고 이노우에가 국수 논의에 빠져 천황통치의 독

자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보기 쉬울 것이다.그러나 이노우에는 유럽의 사정에

해박한 서양형 지식인으로,헌법의 이미지로서 구미의 법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던

인물이었다.따라서 그의 의도는 천황을 근 국가의 ‘기축(機軸)’으로 치시키지만,

그 권력은 사 인 권력이 아닌 공공 권력이어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그 근거를 일

본의 통 속에서 끌어 온 것이었다.단순한 서양주의자로서 구미의 법제도를 모방

하는 것과 역으로 국수주의자로서 통 이념의 우 성에 자기만족 하는 것 두 가

지 사이에서 근 국가의 통치이념을 교묘하게 일본 통에 의해 뒷받침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었다.674

그 다면 이때 ‘시라스’라는 동사에 비추어 신체정치 특징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즉 통치라는 개념을 신체정치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헌법의해』에

서 국가를 신체에 비유하고,통치과정을 신체의 계로서 나타낸 것처럼 나라를 다

스리는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로 연결지어 사유하고 있었다.이때 신체유비

는 서양의 근 국가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즉 머리인 천황이 토지이자 신민

인 사지를 통치한다는 개념이었다.그러나 단순히 서양식의 머리와 사지의 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통 인 발상 속에서 혼종되어 나타난다.675즉 머리가 사지

를 다스린다고 할 때 이는 머리가 사지를 지배,명령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사유방

식이 있었던 것이다.이는 결국 다스린다(治)는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문제와

련된다.치수(治水)라는 말에서도 ‘치’라는 말이 쓰이듯 다스린다는 개념은 동양에

673副田義也(1997),pp.64∼66.

674八木秀次,『明治憲法の思想:日本の国柄とは何か』(東京:PHP研究所,2002),pp.77∼80.

675이에 해 가도는『헌법의해』4조가 19세기의 국가유기체설이 아니라,서양 세의 유기체설을

상기시킨다고 말하고 있다.嘉戸一 (2010),p.12.이에 해서는 4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도록 한

다.



- 239 -

서 물의 은유로서 자주 사용되어왔다.『서경』에 나오는 우임 의 치수에 한 에

피소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물의 본성에 거슬러 막거나 메우는 방법을 사용한 곤

(鯀)은 실패하여 처형되고,소통 혹은 통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우(禹)는 성공하

다.이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의 방식 로 ‘치’병(治病)을,‘치’국(治國)를 해야 함

을 의미한다.676

‘경락설(經絡說)’은 한의학의 가장 독특한 이론 하나로,사람의 몸 안을 흐

르는 유체들(기나 )의 길을 상정하고 이 길 어느 한 부분이 막혔을 때 몸에 이

상이 온다는 이론이다.677이 경락설의 기원은 일반 으로 수로공사라고 본다.즉 고

국에서는 농경을 해 치수가 아주 요한 사업이었으므로 물을 다스리고 막

히지 않게 흐르게 하는 것이 요한 문제 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이러한 논의

가 신체에 한 유비로 작용하여 병리설을 이루었다.즉 물이 막 서 정체되고 고

이면 썩는 것과 같이 인체 내의 흐름도 막히면 병이 생긴다는 개념이다.이는 자

리들의 이름에서도 물에 련된 용어들(溝,渠,谷,泉,池,澤)이 많은 것에서도 볼 수

있다.678

이러한 통함의 신체성은 통 의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의 다.679 양생의

근본은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문의 지도리에 좀벌 가 먹지 않듯이 움직여 통

하는 데 있다.사람의 형체와 정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병은 기가 체되어 생기는

것이다.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국가로까지 확장된다.

676이러한 물의 은유로서 신체와 국가를 다스리는 논의들은『노자』나『 자』등에서 자주 나타나

는 바이다.

677물론 체액의 이상으로 질병을 설명하는 체액병리설은 그리스 의학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

히 어느 한 요소의 양이 많고 음에 달린 것이지 경락설과 같이 구체 으로 흐름의 길을 제시하

지 못했다.

678여인석,1995,「한의학의 병리이론」,『의사학』제4권 1호. 자리에서 물과 련된 로는 척택

(尺澤)·경거(經渠)·태연(太淵)·양계(陽谿)·곡지(曲池)·해계(解谿)·함곡(陷谷)·음릉천(陰陵泉)·소해(

海)·소택( 澤)· 곡(前谷)·후계(後谿)·양곡(陽谷)·소해( 海)·통곡(通谷)·용천(涌泉)·연곡(然谷)·태계

(太谿)·음곡(陰谷)·곡택(曲澤)· (中渚)·지구(支溝)·양릉천(陽陵泉)· 계(俠谿)·곡천(曲泉)등 다양

하다.

679“그러므로 모름지기 양생에는 근본을 아는 것보다 요한 것이 없으니 근본을 알게 되면 질병

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고 문의 지도리에 좀벌 가 먹지 않는 것은 [멈추

어 있지 않고]움직이기 때문이다.사람의 형체와 정기 한 그 다.형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

(精)이 유통되지 않게 되고 정이 유통되지 않으면 기가 체된다.기가 체되어 머리에 쌓이면 종

양이 생기거나 풍을 맞게 되고,귀에 쌓이면 가는귀가 먹거나 귀머거리가 되고, 에 쌓이면 안질

이 생기거나 이 멀게 되고,코에 쌓이면 코가 막히거나 축농증이 생기게 되고,배에 쌓이면 복부

팽창증이나 복통이 일어나게 되며,발에 쌓이면 바람을 맞거나 걷지 못하게 된다.”여불 (2011),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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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사람은 삼백육십 개의 마디와 아홉 개의 구멍과 오장과 육부가 있다.피부는 조 하

기를 바라고, 맥은 통하기를 바라며,정기는 운행하기를 바란다.이 게 하면 병이 머물

곳이 없고,추한 것이 생겨날 근거가 없게 된다.병이 머물고 추한 것이 생겨나는 것은 정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그래서 물이 막히면 더러워지고 나무가 막히면 굼벵이가 생긴다.나

라도 막히는 것이 있다.군주의 덕이 베풀어지지 않고 백성이 바라는 바가 펼쳐지지 않는

이것이 나라가 막힌 것이다.나라가 막힌 채 오래 지속되면 온갖 추한 것들이 한꺼번에 일

어나고 모든 재앙이 무더기로 발생한다.”680

즉,물이 막히면 더러워지고,나무가 막히면 굼벵이가 생기는 것처럼 나라 역

시 막 서는 재앙이 생기는 것이다.이는 사람에게서 병이 머물고 추한 것이 생기

는 것은 정기가 막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시빈(Sivin)의 지 처럼 동아

시아에서 정‘치’(政治)란 신체와 국가 사이의 포 감응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질서를 부여한다는 의미의 ‘치(治)’자를 쓰는 치신(治身)과 치국(治國)의 논리 유

사성은 국 고 의학의 역사 체를 통하여 지속하는 주제 다681즉 우임 의 치

수 이야기를 다른 으로 보자면 개체와 국가 신체 모두에 생과 사,혹은 병과 건

강의 핵심이란 흐름 내지 순환시켜 통하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 다.이 흐름에 변

화가 생겼을 때가 병이고 막혔을 때가 죽음이다.

이 게 보자면 근 신체 의 모습 그 로 상부의 머리가 치권력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아래에 있는 사지는 그것을 수동 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던 것은 아니다.‘시라스’란 동사가 그러하듯 단순히 지배한다는 것이 인민이나

토지를 사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머리가 사지를 다스린다[治]고 하는 것은 단순

히 사지를 사유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며,권력이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지의 바람직한 존재양태를 아는 것이다.682이로써 머리의 통치가 공 인 지배로

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메이지 체제를 입안했던 이들에게 천황

이라는 머리는 사지에 명령을 내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는 기존의 통 신체

논리 속에 치 지어진다.이처럼 통 통치 개념과 근 통치 개념이 상호 혼

680여불 (2011),

681 N.Sivin,“ScienceandMedicineinImperialChina,”JournalofAsianStudies,Vol.47

(1988),p.53.

682시빈은 동양 국가유비 념이 유럽의 성술 의학의 아이디어와는 다르다고 평가한

다.유럽의 성술 의학이 계 인 성격을 띠며 별이 로부터 아래로 인간의 몸을 향해 향

력을 뻗치는 것과는 달리, 국에서 몸과 국가는 우주의 논의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그것이 질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즉,정치 질서와 생리 질서는 그

들이 우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한 자발 인 동 통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N.Sivin,

Traditional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Ann Arbor: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ofMichigan,1987),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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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되어 기묘한 형태로 이 둘이 합되어 나타난다.이는 유기체론의 수용에서도 마

찬가지 다.

2.유기체로서 국가라는 신체

(1) 통 유기체설의 변용:슈타인과 가이에다의 유기체론

19세기 서구의 유기체론

서양의 세 유기체로서의 신체 유비와 근 의 신체,그리고 동양 통의

신체 유비를 하나의 유비로 묶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들이 존재한다.그 다면

근 동아시아에서 유통되었던 서양의 국가유기체설 혹은 신체를 통해 국가를 사유

하는 방식 자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와 변용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일까.

서양의 정치사상사 큰 흐름에서 보자면 서유럽식의 의회주의에 반 되는

보수주의,그리고 문화사 으로 보자면 낭만주의의 흐름 속에서 유기체론의 등장을

볼 수 있다.홉스에게서 보았던 바 로 근 정치사상에서 정치 신체는 ‘의제

신체(corpusfictum)’라는 이 핵심이다.이는 실재하는 신체가 아닌 법상의 인격으

로,‘법학상 의제로서만 존재하는 단체 집합체’다.이때 만들어진 인공 인간은

제 자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자동기계이고,이 충실히 작동하는 기계로서의 공

동체는 외재 이고 월 인 ‘제작자’라는 메타포를 통해 주의를 상징하는 은유

로서 비 받게 되었다.하지만 헤겔은 이러한 주의를 치할 입헌주의 구상을

밝히며 기계론 계약론을 비 한다.국가를 단지 하나의 용수철이 다른 무수한 톱

니바퀴의 모든 것에 운동을 달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 인 편견으로,

‘국가란 하는,즉 실의 형태로 하나의 세계의 유기 조직으로 개하는 정신

으로서 신의 의지’라 정의하는 것이다.683

이는 군주가 ‘기계’로서 국가의 ‘제작자’로서,국가에 해 외재 그리고 월

으로 군림해,국민을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충실히 움직이게 하는 국가를 비

하기 한 것이었다.그러나 헤겔에게 유기체는 각 신체부분이 계 질서를 담당

하는 세의 신분제질서를 재 하기 한 것은 아니었다.이는 국민의 자유와 자발

인 정치참여를 가능 하는 입헌주의를 실 하기 한 것이었다.헤겔이 말하는

국가유기체설에서 군주는 국가의 하나의 기 으로,국가 내부에 존재하며 국민과

함께 한 몸의 유기체를 형성하면서,‘신의 의지’라는 단일의 정신에 구속시킨다.즉

683嘉戸一 (2010),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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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기체설은 국가의 일체성과 그 정신의 단일성을 강조,이 단일의 정신이 의회

와 헌법을 통해 군주를 구속함으로써 군주는 단지 최고기 으로서 서명하는 것 이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기 되지 않는다.684

헤겔은『법철학』에서 ‘배와 구성원의 우화’를 인용하며 유기 계를 설명

한다.685“이러한 일체성에는 (胃)와 나머지 신체 부분에 한 우화가 그 로 들어

맞는다.만약 유기체의 모든 부분이 동일성으로 귀일되지 않고 어떤 한 부분이라도

독립된 것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체가 괴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기체의 본성이

다.단지 술어나 원칙만을 놓고 유기 인 조직으로 악되어야 할 국가를 평가한다

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686헤겔이 이 유비를 든 것은 세 신체를 다시 언

하기 함이 아니었다.그에게 유기체란 결국 단순히 조화로운 신체나 각 기 이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국가라는 정신을 구체화하기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그가 유기체로서 국가를 강조한 것은 사회 인 것으로서 시민

사회와 구별되는 ‘국가 인 것’을 강조하기 해서 다.즉 그에게 국가는 유기 인

조직으로,이념이 스스로를 구분지으며 개된 것이다.687이 게 구분된 측면이 각

이한 권력 그의 직무와 활동으로 나타나는데,이를 통하여 보편자는 끊임없이

필연 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산출해나간다.이 듯 자기를 산출하는 데서 제가

되는 것이 보편자인 이상,보편자는 모름지기 스스로를 보존해나가는데,이 게 이

루어진 유기 인 조직이 곧 정치체제이다.

따라서 유기 조직이 각각의 기능을 분담하며 계 질서를 보이는 것은

유기체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지 이것이 핵심 논의가 될 수는 없다.헤겔에게

유기체의 핵심은 신분제질서가 아니라,군주도 국민도 같은 단일의 정신에 구속되

684嘉戸一 (2010),p.10.

685신체의 각 부분들이 일은 안하고 먹기만 하는 에 불만을 호소하며 반란을 일으키지만,결국

몸 체를 해 힘을 합쳐 잘 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 우화는 원래 494년 귀족계 에 불만을

가진 평민들의 반란을 달래기 해 로마의 귀족 메네니우스 아그리 (MeneniusAgrippa)가 로

들었을 만큼 일 부터 사용되어왔다. 한 존 솔즈베리의『폴리타리쿠스(Policraticus)』등 세의

정치 작에서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 등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며 수록되기도 했는

데,다분히 정치 의미 속에서 해석되어 왔다는 을 상기한다면 이 을 단순한 우화로서만 읽

을 수 없다.이 이야기는 통 으로 신체-국가 유비 속에서 정치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읽혔다.즉 부분 인 이해를 지양하고 정치체 체의 조화가 요구되었다.JohnofSalisbury,ed.

CaryJ.Nederman,Policraticus,Ⅵ,ⅹⅹⅳ (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0),p.

256.

686헤겔,임석진 옮김,『법철학』( 주:한길사,2008),p.463.§269.

687이는 헤겔의 법철학이 상 하고 있던 것이 계약론 발상임을 상기한다면 좀 더 분명해진다.

헤겔은 루소를 비 하며 계약으로 구성되는 사회와는 다른 국가 인 것을 말한다.루소에 한 비

은 헤겔(2008),§25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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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국민을 도구처럼 조작하는 군주는 부정되고,군주에게는 국

민의 합의사항에 최종 인 결재로서 서명하는 것밖에 허용되지 않는다.이처럼 군

주의 월성은 부정되고,게다가 동시에 명도 부정해,군주를 포함해 국가내의 모

든 존재자의 유기 인 연 과 정태 인 질서로서 국가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헤

겔의 국가유기체설이었다.688그것은 주의나 민주주의,개인주의 혹은 분권주

의 인 자유주의,더욱이 명을 거 하면서 군주와 국민과의 유기 인 연 을 부

정하지 않는 정도의 자유주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이는 민의에서 국가의 의사나

정신을 발견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앙집권제를 정당화하는 입헌군주제의 이데올

로기 다.689

헤겔 이래 국가유기체설은 주의의 군주주권설과 19세기 독일에서 태두하

고 있던 국민주권론을 동시에 거부해,군주와 국민을 포섭하는 ‘상 의 제삼자로서

국가’에 주권의 소재를 둔다.이는 군주인가 국민인가라는 심각한 정치 립을 회

피하기 한 국가론이라는 구체 인 정치 사명을 띠고 있는 이론이었다.690그

다면 헤겔의 향 하에서 구성된 독일의 유기체 담론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일본에

수용되었을까.

가이에다의 인체배당도

앞서 보았듯이 일본에서 유기체에 한 논의는 스펜서나 블룬칠리의 향을

받아 개되었다.그러나 수용의 ‘원본’을 따지는 문제는 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

다.그것이 서구에서 온 것과 얼마나 같은지 혹은 동아시아의 통에 의해 얼마나

변용되었는지는 구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자의 으로 갈라낸다 해도 그것만

으로는 의미를 찾아내기는 힘들다.여기서 보게 될 로 츠 폰 슈타인의 유기체론과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가이에다의 논의 역시 하나의 가 될 것이다.가이에다의

유기체론에서도 앞서 본 로 서구의 논리가 기묘하게 굴 되는 모습이 보인다.

일본의 유기체론 수용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로 츠 폰 슈타인(Lorenz

vonStein,1815〜1890)을 들 수 있다.그는 일본 헌정사에 지 한 향을 인물로,

688헤겔의 유기체론에 한 비 은 일 이 마르크스에 의해 행해진 바 있다.그는 헤겔이 구분하

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구별 속에서 국가를 시하는 논의에 한 반기를 든다.“정치 유기체에

해 말한 것과 같은 진리값을 갖고서 같은 명제를 동물 유기체에 해 말할 수 있다.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동물 유기체는 정치 유기체와 구별되는가?이러한 일반 규정으로부터는 어떤

구별도 나오지 않는다.그러나 종차를 제시하지 못하는 설명은 설명이 아니다.”마르크스는 헤겔의

설명을 ‘공공연한 신비화’즉 헤겔이 정치체를 유기체라고 설명함으로써 아무 것도 설명해 내지 못

함에 주목한다.마르크스,강유원 역,『헤겔 법철학 비 』(서울:이론과 실천,2011).

689嘉戸一 (2010),p.11.

690嘉戸一 (2010),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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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가 1882년부터 다음 해까지 유럽으로 헌법조사를 갔을 때 빈 학에

서 강의를 들었던 인물이다.691 이토는 그나이스트(Rudolfvon Gneist),모세(Albert

Mosse)등의 강의 한 들었지만 그를 감동시킨 것은 다름 아닌 슈타인의 강의 다.

이는 이후 이토의 소개로 많은 정치가들과 학자들이 슈타인의 강의를 듣게 된 에

서도 확인된다.6921887년부터 1888년에 유럽에 건 가 슈타인의 강의를 듣고,그 강

의를『슈타인씨강의필기( 多因氏講義筆記)』(궁내성,1889년)로 간행한 원로원의 가

이에다 노부요시(海江田信義)역시 그 한 사람이었다.693그런데 그는 슈타인의 강

의를 들으며 발된 것으로 보이는 의문의 그림 하나를 남기고 있다.694

691 瀧井一博,『ドイツ国家学と明治国制―シュタイン国家学の軌跡』(東京:ミネルヴァ書房,1999),

pp.207∼208.이토에게 미친 슈타인의 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첫째 근 국가의 체

인 구조의 악으로 이 은 실천 으로는 행정에 의한 헌법/헌정의 상 화라는 효과를 가져오

게 되었다.둘째 동시기의 유럽의 사회·국가이론의 흡수로,이를 통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

불학을 극복할 수 있었다.셋째 문교정책에 해 명확한 비 의 획득이다.타키이는 이러한 3가지

에 의해 이토가 ‘입헌 카리스마’로 변신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692슈타인의 일본에서의 사상사 의의에 해서는 瀧井一博(1999),2부「슈타인과 메이지일본」.

가이에다의 개인사에 련해서는 東郷尚武,『海江田信義の幕末維新』(東京:文藝春秋,1999).

693 渡辺昌道,「海江田信義の洋行-シュタイン・クルメッキとの交流を中心に」,千葉歴史学会 編,

『千葉史学』50(2007),p.95.이토가 가이에다를 유럽으로 보낸 이유에 해서는 清水伸은 슈타인

의 후 을 이용해 이토가 가이에다를 회유하여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데 끌어들이기 한 목 이

라고 설명한다.그러나 渡辺昌道는 그 게 보기에는 무 늦은 시기로 하지 않으며 끌어들이

기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멀리 떨어뜨리기 해서 다고 평가한다.황실 범의 안과 헌법

안이 작성되기 시작하던 제도 환기에 부터 신기 재흥운동,태정 제 비 으로 정부 주류

를 심란하게 했던 가이에다는 다루기 곤란한 존재 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94『シュタイン文書』4.2:04.25-6.이 문서는 슈타인의 고향인 독일 슐 스비히 홀슈타인 주립도서

에 보 된 원고,편지등 개인 자료를 모아놓은 것으로,특히 일본 계문서 속에는 슈타인의 일

본에 한 논고 고나 일본정부로부터 보내진 입법 안이나 학편람 등의 자료,명함과 편지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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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이듯 인체의 각 부 에 국가의 기 들을 비시키고 있다.신기

(神祇官)·친제(親祭)를 머리에,인민을 좌우 양발에,그리고 그 사이 몸통에 각 부를

두고 있다.머리 아래에 정부를 놓고 몸통(胴体)에는 탄정(弾正)·궁내(宮内)·문부(文部)·

사법(司法)· 장(大蔵)의 부서를,양 다리에 농무(農務)와 상무(商務),오른쪽 팔에는 상

원(上院)·내무(內務)·육군,왼쪽 팔에는 하원(下院)·외무(外務)·해군을 치시킨다.그리고

에 ‘상하의 맥이 일철(一徹)함이 이 일신동체도와 같다(上下血脈一徹 一身同体図ノ如

シ)’라고 가이에다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이 그림에 해 단편 으로 소개하는데 그칠 뿐, 그림에

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령 미즈타 히로시(水田洋)는 그림이

인민을 발에 치시켰다는 이유로 인민들을 억압하는 신체라는 식으로 평가한다거

나695이치무라 유키코( 村由喜子)역시 별 설명 없이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696타키이 가즈히로(瀧井一博)의 분석은 앞선 분석들이

695水田洋,『知の風景-続・近代 ヨーロッパ思想史の周辺』(東京:筑摩書房,1994),pp.44∼45.

696 村由喜子,「ローレンツ・フォン・シュタイン日本関係文書について」,山住正己 編,『文化と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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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인 것임을 지 하고 가이에다의 작들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에서 한

발 나아간다.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그는 이를 ‘인격’을 ‘인체’로 잘못 받아들여

비속화된 의인 국가 을 사유하게 된 것이라 평가하는 은 일견 타당하나 재고

의 여지가 있다.697

그 다면 우선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가이에다가 쓴『슈

타인씨강의필기( 多因氏講義筆記)』를 보면 이 그림이 나오게 된 상황이 묘사되고 있

다.698

“여기 국가조직[官省]들을 인체의 치에 배치[配 ]하는 그림을 내보입니다.즉 신기 (神祇

官)을 머리로,내각을 가슴으로,각성(各省)을 신체 수족에 배치[分置]합니다.신기 이 정부기

[官]들의 에 있음은 신국(神國)의 풍습[風 ]으로 상고[上世]이래의 제(官制)입니다.고로

유신의 때 복고와 함께 다시 설치되었는데 한 때의 개제(改制)에 의해 폐지되어 수차례 항

의에 이르 습니다.신기(神祇)를 정신으로 삼아 무형(無形)을 밝히고,정부기 을 작용으로

삼아 유형(有形)을 바르게 한다면,국가는 일신동체(一身同體)의 이치[理]를 이루리라 믿습니

다.이에 높은 가르침을 청합니다.”699

이에 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 인체배당도는 높이 볼 바가 있으니, 에게 주십시오.그런데 그 설에는 체로 동의해

도,도면의 배치에 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학자사회에서는 ‘아나토미 폴리틱

(anatomypolitic)’,즉 해부정치학이라 이름 하여,국가의 여러 기 을 해부의 부 에 배치하

는 그림을 제작해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즉 기 (氣血)을 정신(종교[宗

旨]교육)으로 하고,피육(皮肉)을 작용( 성 부 (官省府縣))으로 하고,근골(筋骨)을 조직(토지

인민)으로 하는 설입니다.조직의 요(大要)는 앞뒤의 설에 따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신과 작용과 직분이 나 어지는 바가 이 그림을 통해 발명됨을 알 수 있습니다.”700

이 화에 따르면 이 그림은 가이에다가 그려서 보여 것을 슈타인이 받은

것이다.그 다면 가이에다는 왜 이 그림은 그렸을까.이 담은 두 사람이 ‘신도(神

育をつなぐ』(東京:国土社,1994),pp.307∼309.

697瀧井一博(1999),pp.223∼226.

698이 강의는 9월 26일에 이르기까지 가이에다 수행내각고(隨行內閣雇)인 마가키 다카노리(曲木高

配)가 통역하고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楽)가 필기했다. 도에 마가키가 병이 들어 계속할 수 없

어 가이에다가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를 랑스에서 불러들여 9월 26일 이후로 통역하고 필기한

것이다.그래서 이 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2부 이하가 아리가가 필기한 내용이다.1부

에서는 불어를,2부에서는 독어나 어를 원용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아리가는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그 다면 의 그림에서 불어로 있는 것은 아마 마루야마가 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海江田信義,「 多因氏講義筆記」,明治文化研究会 編,『明治文化全集』4券 憲政篇 (東京:日本評論

社,1992),p.201.

699海江田信義(1992),p.516.

700海江田信義(1992),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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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에 해 화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슈타인이 종교를 설명하며 러시아 황제의

역할에 해 설명하자 가이에다는 이것이 일본에서의 신도와 유사한 이 있다며

이에 해 설명한다.701가이에다의 설명을 들은 슈타인은 “신도는 당신 나라에서 국

체를 유지하기 해 필요하며,이를 가지고 종교를 용해 스스로 종교의 밖에 서

서 국가정신이 돌아가는[歸嚮]바”로 삼을 것을 추천한다.즉 슈타인은 ‘애국의 정신’

을 ‘양성’하는 것이 ‘일 요무’이고,‘신도’로서 ‘국가정신’을 귀결 해야 할 것을 충

고한다.그러자 가이에다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슈타인에게

의견을 구한 것이었다.즉 그리스도교와 같은 종교가 없는 일본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종교 혹은 윤리의 필요성으로 슈타인이 신도를 제시했고,이를 가이에다가

신체의 머리로서 그려냈던 것이다.702이는 슈타인의 향을 받아 종교의 역할로서

천황을 기축으로 삼고자 한 이토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 헌법을 제정함에 먼 우리나라의 기축(機軸)을 찾아 ‘우리나라의 기축’이란 무엇인가

를 확정해야만 한다.기축도 없이 정치를 인민의 허망한 논의[妄議]에 맡길 경우 정치[政]는

기강[統紀]을 상실하고 국가 한 폐망한다. 어도 국가가 국가로서 생존하고 인민을 통치

하고자 한다면 깊이 사려하여 통치의 효용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구주에서는 헌법정

치의 맹아가 싹튼 지 천 여년이 되어,인민이 이 제도에 익숙할 뿐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

기축을 이루어 인심(人心)에 깊이 침윤하여 인심이 여기에 귀일(歸一)된다.그런데 우리나라

에서는 종교라는 것이 그 힘이 미약하여 한 국가의 기축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

다.불교는 한때 융성한 기세를 떨쳐 상하의 인심을 한데 묶어냈지만,오늘에 와서는 이미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신도(神道)는 조종(祖宗)의 유훈을 받들어 이를 조술(祖述)했다

하지만 종교로서 인심을 귀향(歸向)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하다.우리나라에서 기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황실뿐이다.”703

이토 역시 헌법을 제정하는데 서구와 같이 심축[機軸]으로서 종교의 역할을

담당할 무언가를 찾고 있다.인심을 하나로 귀일시킬 존재로서 종교는 불교나 신도

로서는 불가능하며,오로지 황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704

701 슈타인의 종교 신도 에 해서는 平野武,『明治憲法制定とその周辺』(京都 :晃洋書房,

2004),pp.181〜219.

702실제 가이에다는 귀국 후 메이지 23년에 사사키 타카유키(佐々木高行),요시이 토모자네(吉井友

実)등과 신기 재흥운동을 다시 개한다.이는 서양에서의 경험의 성과에 의한 것일 것이라 평

가된다.渡辺昌道(2007),p.95.

703『樞密院議 議事 』第1卷(東京,東京大學出版 ,1984),p.22.

704이토는 1882년 이와쿠라 토모미에게 보낸 편지에서 슈타인으로부터 황실이 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는 을 배웠음을 말하고 있다.“독일에서 유명한 그나이스트,슈타인 두 선생으로부터 국가조

직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이로써 황실의 기 를 확고히 하여 권을 실

추시키지 않겠다는 큰 목 을 이룰 수 있게 고,이에 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실로 ,

미,불의 자유 과격론자의 술을 과옥조처럼 여겨 국가를 거의 무 뜨리려는 세력이 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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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슈타인에게 자극을 받아 그린 가이에다의 화 속에서 둘은 미묘한

생각의 차이를 보인다.가이에다는 신기 을 머리에,내각을 가슴에,정부부서와 인

민을 수족에 치시키는데 신기 이 다른 정부기 에 치하는 것이 일본의 원

래 제임을 주장한다.이를 ‘정신’으로서의 신기 과 ‘작용’으로서의 정부가 갖는 구

조로 이것이 국가와 신체에서 같은 이치라고 본 것이다.그러나 슈타인은 인체를

기 ,피육,근골로 나눠 이를 각각 ‘정신’,‘작용’,‘조직’으로,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교와 교육, 성과 부 ,토지와 인민을 들고 있다.가이에다가 정신과 작

용,즉 신기 과 내각이라는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 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슈타인은 정신-작용-조직이라는 삼분법 논리를 펼친다.705 가이에다가 신기 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기 의 작용을 통합하는 것을 강조한 것에 해 슈타인이

정신 작용에 해 동의하면서도 약간의 의견을 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보기 해 슈타인의 국가 을 조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706 슈타인에게도 국가란 ‘독립된 인격으로 고양된 게마인샤트 ’로 규정된다.

이처럼 독립한 하나의 ‘인격’으로 악된 국가는 개체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의사를 형성하고,그 의사에 기 해 행 하는 존재이다.따라서 근 국가에서도 개

인과 마찬가지로 ‘의사형성’과 ‘행 ’가 핵심이 되며 국가의 독자 다이나미즘이 강

조된다.이때 국가의 의사는 군주, 통령,귀족계 어디에서 나와도 상 없다.이

는 슈타인이 군주의 지 에 해 설명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그에게 군주는 혼

자 힘으로는 신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내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간섭도

내릴 수 없는 존재다.왜냐하면 이 경우 책임내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군주

가 입법부에 해 어떤 권력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슈타인의 생각이었다.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것으로 군주는 어떠한 국가사항에도 스스로 개입하지 않는

다.이처럼 입법권과 집행권은 군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있으며,군주는 다만 국

가통일의 구 으로서,입법부와 정부라는 두 개의 국가권력 간의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제한된다.707

나라에 있습니다만,이를 물리치는 도리와 수단을 얻은 것입니다.보국(報國)의 심(赤心)을 철

할 이 시기에 그 임무를 다할 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게 돼 사처(死處)를 찾은 심정입니다.앞으

로 일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春畝公追 編,『伊藤博文傳』中卷 (東京 :春畝公追 ,

1940),pp.296∼297.

705海江田信義(1992),pp.523∼524.

706앞서 본 바 로 헤겔식의 유기체론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를 하나의 인격으로 악하는 유기체

론이다.슈타인은 로이센에 항해 오스트리아로 넘어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학설 으로도 당

시 독일 법학계의 실증주의 경향으로부터 일탈한 오히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학자

다.그가 일본과 계 맺는데 극 이었던 것 역시 경제 어려움과 학계에서의 주변 지 를

돌 하기 함이었다는 평가가 있다.瀧井一博(2003),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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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슈타인의 이론체계 속에서 군주는 국가의 하나의 기 으로 국가통일

을 표상하는 상징 기능을 담당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그런데 여기서 요한 것은

슈타인의 국가 에 새겨진 능동 성격이다.인격 존재로서 국가는 독자의 의사

를 형성해,그 의사를 실천할 것을 요청받는다.이때 의사형성을 한 원리가 헌정

(憲政)이고,의사의 집행의 원리가 행정으로 양자가 두 개의 바퀴가 되어 국가가 굴

러간다.슈타인은 행정이 헌정으로부터,그리고 군주로부터 자율 임을 강조한다.변

하는 내외환경에 순응해 국가공동체가 존립하기 해서 행정은 독자의 의사형성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이 시스템을 구비할 때 단순한 법령의 기계 집행기 으

로서의 정부를 탈피할 수 있고,국가의 통치시스템은 정부의 통합과 운동의 추가

될 수 있다.그리고 이것이 행정의 독립으로 이어진다.708이러한 삼각구도로서 슈타

인의 논의는 이토에게도 보인다.

“인체의 질은 반드시 세 개의 원소를 갖추고 있다.말하자면 양지(良知)다.인생에 다양한 다

름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같은 소이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양지이다.일개의 인체가 질을

갖춤에 이르러 이를 나라고 이른다.말하자면 의사(意思)다.사람이 스스로 그 일신의 방향

과 목 을 정하는 힘을 의사라고 말한다.말하자면 실력(実力)이다.이미 있는 물건을 뜻에

따라 변경 제수(制収)함을 실력이라 말한다.”709

슈타인이 이토에게 한 강의는, 의의 헌법학의 범주를 넘어 보다 범하게

국가의 구체 인 활동 반을 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방국의 학,즉 방국의 결구

(結構)는 이 세 요소(양지,의사,동작)의 본질과 직무를 연구함에 있다고 이토는

고 있다.710여기서 핵심은 인격이라는 것이 자기의식(Ich)과 의사(Wille)를 갖춰 행

(Tat)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자율 개인이 그러한 것처럼 국가도 이 3가지 요소

를 구비하고 있다.즉 국가의 자기의식을 구 하는 기 으로서 군주,국가의 의사를

형성하는 기 으로서 입법부,그리고 국가의 행 를 담당하는 기 으로서 행정부가

이에 응한다.슈타인에게 입헌제란 이들 3기 이 상호 독립하면서도 상호 규율에

따르면서 하나의 조화를 형성하는 정체에 다름 아니었다.역으로 말하면 이들 3기

의 무엇도 정치 으로 돌출하지 않는 정치체제이다.그런 에서 슈타인이 의도한

바는 분명하다.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려 했던 메이지 체제를 만들려한 이들의 의도

역시 이러한 기계 성격으로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 추측할 수

707 瀧井一博,「獨逸学再 」,瀧井一博 編,『シュタイン国家学ノート』(東京:信山社出版,2005).,

pp.253∼264.

708瀧井一博(2005),pp.259∼264.

709 伊藤博文,『純理釈話』,『伊東巳代治関係文書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東京:北泉社,

1995）

710瀧井一博(1999),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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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는 천황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행정을 담당하며 체재를 직 으

로 운 하는 당시 엘리트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읽을 수 있다.711 가이에다의

『슈타인씨강의필기』에도 다음과 같이 있다.

“국가를 운 (運轉)하고자 한다면,먼 그 체제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국가는 개인의 집합

이다.고로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은 반드시 모든 개인에게도 있다.개인의 체제를 보면 세

가지로 그것이 력하여 운동해서 생활을 이룬다.첫째 자오(自吾),둘째 의지,셋째 동작이

다.고로 국가에서도 이 셋이 없어서는 안 된다.첫째 국가의 자오-원수,둘째 국가의 의지-

입법부,셋째 국가의 동작-행정부이다.”712

이 셋의 기능이 행정부-발의,입법부-결의,원수-재가로 이루어진다.가이에다

역시 슈타인의 논의를 따라 이 세 가지 기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세계의 세라

고 보았다.713그 다면 이러한 논의 속에서 국가의 자율성은 앞서 살펴본 가이에다

의 그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슈타인의 신체는 세 기 ,즉 의사,의지,행동

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신체라는 이 요하다.그 에서도 슈타인이 강조한

것은 행동,즉 행정부의 기능이었다.이는 가이에다가 앞서 신기 을 강조한 그림과

확실히 비되는 지 이다.714 유기체론의 특성이 군주를 견제하고 하나의 국가를

인격화한다는 에서 동일할 수 있으나 여기서 슈타인의 유기체 모델의 목 은 오

히려 자동 시스템의 강조,즉 행정의 독립에 방 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가이에다의 국가 신체 비유도는 이러한 삼분법 사고나 행정에 한 강조 없이 정

신으로서 신기 의 역할이 강조된다.715

그 다면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이에 해 가도 가

즈마사(嘉戸一 )는 가이에다의 신체유비가 헤겔의 향 하에 있는 슈타인식의 유기

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서양 세의 신체유비에서 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

711그들이 그리고 있던 것은 실재 주권자인 천황을 ‘심축[機軸]’으로 삼는 기계 정치체 다.그

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당연히 천황이었지만 그러한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악했던 것이다.마루야마 마사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나의 큰 기계’에 바

탕으로부터 시동을 거는 주체를 으로 명확하게 하고,헌법제정권력에 해서 조 의 분란의

여지도 없애는 것이 천황제를 만든 사람들이 고심했던 부분이었음을 지 한다.마루야마(2012),p.

96.

712海江田信義(1992),p.525.

713海江田信義(1992),pp.526∼527.

714물론 여기서 슈타인이 말하는 국가는 근 국가에만 해당한다.슈타인은 일본의 국제(國制)의

개과정을 역사 으로 분석하면서 일본의 군주제를 찬미하고 있다.하지만 이때 역시 일본 군주제

의 우수성은 천황이 신권(神權)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천황제의 역사 기반이 탄탄하

다는데 있었다.슈타인의 일본 국제 분석에 해서는 平野武(2004),pp.239〜261.

715무츠의 노트(1885)에서 국가의 인격화가 주요한 개념인데 비해 가이에다의 노트(1887)에서 슈타

인의 인격에 한 논의가 부재한 것 역시 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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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슈타인의 유기체설이 국민정신의 단일성을 요청해 19세기 독일의 ‘분립주의’

동향을 부정하고 앙집권화를 꾀하는 동시에, 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정신을

의회에 반 시키는 의회주의를 실 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가이에다의 그것은

의회에 민심을 ‘반 ’시키는 것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민심을 ‘복속’시킬 것인가를

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는 19세기 독일의 유기체설보다 서양 세의

신분제 유기체설에 가깝다는 것이다.가이에다의 논의는 ‘인체’로서 유기체설이 정

신의 단일성,이른바 귀일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 머리(원수)로서 천황은 국민을

정신 으로 복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716물론 이러한 이 틀린 것

은 아니다.없던 머리를 새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문제의식이었음은

분명하다.머리는 신체의 ‘기축’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가도의 이러한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이러한 이해는 결국 복사

본의 원본은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원본에 한 복사본의 결여 혹은 원본에

한 이해부족으로 사상의 수용을 인식한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717이는 서로 다른

신체 혹은 세계 을 가진 장소에서 사상이 합되면서 생기는 굴 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이다.그 다면 우선 서양 세의 신분제 유기체설에 해 살펴보

자.

동서양의 유기체 담론의 통

12세기경 들어 많은 정치이론서에서 국가를 유기 질서를 가진 것으로 유비

하는 언 들이 출 한다.존 솔즈베리(JohnofSalisbury),크리스틴 드 피장(Christine

DePizan),마르실리우스(Marsilius)등이 표 이다.인문주의자 겸 정치이론가 존 솔

즈베리는 이 신체 비유를 사회조직에 용하여 구체 인 정치이론으로 발 시킨 최

의 인물이었다.정치가의 책이라 번역되는『폴리크라티쿠스』는 독자들로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고 ,우화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화를 극 활용

했다.당시의 정치서들이 군주의 행동을 한 군주의 거울론 성격을 강하게 띄었

다면,솔즈베리는 앞서 등장한 이솝의 ‘배의 우화’를 비롯해 국가를 하나의 신체로서

유비해 어떤 국가-신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을 맞추고 있다.그에게 국가라는

716嘉戸一 (2010),p.14.

717가도의 이러한 비 은 이시다 다 시의 비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이시다는 일본에

서 유기체론이 칸트 시민사회론의 매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을 강조하며 신체의 비유를 통해

국가를 설명할 때에도 두뇌가 군주가 되는 것이 비유로서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로서 간주되었다

는 을 비 한다.이에 일본의 유기체설은 일본사회의 가족 구성과 결부해 ‘실체’화해,‘가족국가

’을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지 이다.이로써 맹아 으로 발생하고자 한 근 자연법

사유의 성숙을 지하고,군주주권의 강화를 의도하면서, 료지배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石田雄(1976),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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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는 혼,머리,심장,갈비 , ,귀 , 장,손과 발로 구성되며,이는 성직

자,군주와 원로원의 심의기 ,재 과 주지사 등 집행기 과 농민으로 변된다.

그에게 국가란 자연의 질서를 모방한 일종의 유기체로,이 속에서 각자는 직책과

기능은 다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 상호의존과 호혜의 계에 놓인다.인문주의

자 겸 정치이론가 존 솔즈베리는 이 신체 비유를 사회조직에 용하여 구체 인 정

치이론으로 발 시킨 최 의 인물이었다.718

그는 국가를 “신의 은총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일종의 ‘몸’으로 최상의 정

의가 고무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며,‘이성’의 한 힘의 지배를 받는”것으로 정의

한다.즉 인간은 서로 연합할 경우에만 완 하게 되는 존재로,고립되어 살 수 없다.

따라서 집합 신체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는데,이들은 이성의 한 지배를 받

는다.여기서 신체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요하다.솔즈베리의 국가-신

체에서 요한 것은 국가라는 신체가 자연법,즉 법률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신의 의지의 형상으로,신민을 통합하고 연 시키는 끈이 된다.이 속에

서 각자는 직책과 기능은 다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 상호의존과 호혜의 계에

놓인다.따라서 군주도 무소불 의 통치자가 아니라 법률을 따르는 존재다.그 지

않을 때 군주는 국가 유기체의 건강을 하는 무서운 질병,즉 폭군이 된다.이때

신체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정치 기 과 응된다.

“몸의 지배자인 혼은 모든 것에 한 지배권을 가진다.그리하여 우리의 자( 루타르

크)가 종교의 총책임자로 부른 사람(성직자)들이 몸 반을 주 한다...공화국이라는 몸에

서 머리의 지 는..군주가 차지한다.심장의 지 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시작하는 원로원

이 차지한다. ,귀 의 직무는 주의 재 과 주지사가 담당한다.손은 리와 군인에

해당된다.군주를 항상 보필하는 사람은 갈비 와 흡사하다.재정 리와 재정 리자는

장에 비유된다...농민은 항상 지에 붙어있는 발에 유비되며,머리의 매우 각별한 보호와

통찰을 필요로 한다.”719

성직자는 혼처럼 몸에 한 모든 지배권을 가지지만 이는 종교 차원으로

세속 인 일은 머리인 군주가 담당한다.그리고 세 의학자들이 심장을 지혜의 상

징으로 간주했듯이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원로들이 심장의 역할을 담당한다.그

리고 갈비 는 군주의 측근으로 군주를 보필하는 지식인들이다.인체의 감각기 인

,코, 등은 정책집행기 으로 은 재 ,귀와 는 주지사에 해당한다. 장

은 소화기 으로 재무 리를 맡으며,손은 무장한 군인과 비무장한 리들로 외부

로부터 을 방어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한다.

718 Salisbury(1990),p.66;이희만,「존 솔즈베리의 국가유기체론-제도화를 심으로」,『서양사

론』제106호 (2010).

719Salisbury(1990),Ⅴ,ⅱ,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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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수공업자는 발이다.이 때문에 그의 사

상은 기존의 계 정치 질서를 고착화시키고,신분간 이동을 차단하는 보수 이

론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발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도구 차원만은 아

니다.생산계층은 국가 유기체에 걸쳐 가장 유용하고 유익한 존재로서,사회를 유지

시키는 구성원이다.

“보다 비천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발로 불리며,이들의 노역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단단한 땅을 디디게 된다.항상 토지에 얽매여 있고 쟁기질을 해야 하며,..농민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들은 권 있는 통치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지만,국가 유기체

반에 걸쳐서 가장 유용하고 유익한 존재이다.”720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서 야 할 부분은 이러한 신체에서 고 그리스 신

체와는 동일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다.그것은 더 이상

일 신체의 조화나 균형이 아닌 각각의 기능 측면이 강조된다.물론 이러한 기

능 측면의 강조는 목 론 (teleological)신체론의 향 하에 있다. 세를 지배한

갈 노스의 의학은 아리스토텔 스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갈 노스는 신체의 다

양한 부분의 크기가 다른 것은 자연이 그들의 기능들의 유용성에 맞게 크기를 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어떤 부분들이 신경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은 그것들이 그런 민감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처럼 갈 노스에게서 기

능들은 목 론 세계 속에서 배열되어 있으며 사회 정의라는 개념 속에서

계 으로 할당되어 있다.721그리고 이제 이러한 각각의 기능을 조정하고 리할 머

리로서 군주라는 모습이 등장한다.솔즈베리의 이러한 기 학 (organologial)정치체

는 유기체 사고의 고 이 되었다.그가 바디폴리틱에 한 새로운 유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기존의 은유들을 섞어 새로운 정치 함의를 탄생시켰던 것이

다.722

이 게 볼 때 확실히 가이에다의 신체유비는 확실히 서양 세 시기의 솔즈

베리의 그것과 유사한 이 많다.각 기 들을 신체에 비유한 것이나 인민을 다리

에 놓고 인민의 강조 을 둔 것 역시 그 다.그러나 이것이 가이에다가 서양의

세 유기체설에 향을 받았다고 단언할 논거가 될 수는 없다.이러한 기 학 비

유가 단지 서양 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유사한 사유체계가 존재했

기 때문이다.

720Salisbury(1990),Ⅵ,ⅹⅹ,p.23.

721Temkin(1977),p.272.

722Zavadil(2006),pp.280∼281.반면 무솔 는 솔즈베리의 신체 을 단순히 머리에서 발로 내려오

는(head-to-feet)수직 모델로 상정하는 것에 반 하고 오히려 이러한 신체유비의 험성을 제시

한 것이라 평가한다.Musolff(2010b),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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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동양의 문헌에서 군주는 심(心)으로 비유되어 왔다.『 자』「심

술(心術)」편에서 “몸에서 심(心)은 군주의 지 와 같고,아홉 구멍[九竅]은 직과 같

다.마음이 올바른 도에 처하면 아홉 구멍이 이치를 따르지만,욕심으로 가득차면

이 색을 보지 못하고,귀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그러므로 ‘윗사람이 그 도를 떠나

면 아랫사람이 그 직분을 잃는다’고 한다”723는 말에서도 군주를 심의 자리에 놓고,

구규를 신하의 자리에 놓는다.이때 임 의 자리는 욕심을 버리고 직(기능)을 차

지한 신하들이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비어있다.동 서의『춘추번로』에는 조

더 자세히 ‘심’으로서의 군주에 해 이야기한다.

“한 나라의 군주는 한 몸의 심(心)과 같다.군주는 깊은 궁궐에 드러나지 않게 살고 있으니

심이 가슴 속에 감춰진 것과 같다.군주는 가장 고귀하여 더불어 할 상 가 없는데,이

것은 심의 신성에도 견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직에 임명하여 사인(士人),즉 지식인을

우 한다.탁월한 이를 높은 자리에,고만고만한 이를 낮은 자리에 둔다.이것은 몸이 을

소 히 하고 발을 천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여러 신하에게 일을 맡기지만 구 하나에게

편애하지 않는데 이것은 두 팔과 두 다리가 나름 로 하는 일이 있는 것과 같다.내조(內朝)

에 네 명의 보필하는 신[四輔]이 있는데 이것은 심에 간장,폐장,비장,신장이 있는 것과

같다.외조(外朝)에 다양한 직무로 편재된 행정 료가 있는데 이것은 심이 신체의 여러 가

지 ,몸집,구멍들로 엮여져 있는 것과 같다.”724

군주가 깊은 궁궐에 드러나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 몸에서 심이 가슴 속에

감추어진 것과 같다.군주와 신하의 계가 심과 다른 장부들로 비유되고 있다.725

이처럼 동양 통 사상에서도 서양의 세 유기체설과 유사하게 신체의 각 장부나

부 가 국가를 비유하는데 동원된다.즉 임 은 우리 몸의 심장이고,이 심장을 돕

는 기 들인 간신비폐는 백 이라거나,신(神)을 임 으로, (血)은 신하로,기(氣)는

백성으로 비유하고 가슴과 배는 궁궐로 은 백 으로 비유되기도 한다.이는 국

가유비 념이 고 국인의 신체에 한 이해에 핵심 인 것임을,신체의 질서체

제를 가지고 국가체를 다스리는 논리로 유비확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723『管子』「心術」“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心處其道 九竅循理 嗜欲充益 目不見

色 耳不聞聲 故曰上離其道 下失其事”

724『春秋繁露』,「天地之行」“一國之君 其猶一體之心也 隱居深宮 若心之藏於胸 至貴無 敵 若心之

神無 雙也 高清明而下重濁 若身之貴目而賤足也 任群臣無所親 若四肢之各有職也 內有四輔 若心之

有肝肺脾腎也 外有百官 若心之有形體孔竅”번역은 동 서,신정근 역,『춘추:역사해석학』(서울:

태학사,2006),pp.828∼829.

725『포박자』에서 역시 “한 사람의 몸은 한 나라의 모습과 같다.가슴과 배는 궁궐,사지는 교외에

경계가 있는 것과 같다. [骨節]이 나 어진 것은 백 (百官)과 같다.신(神)은 임 , 은 신하,

기는 백성이니 몸을 다스릴 알면[治身]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治国].백성을 아끼면 나라가 편

안해지듯,기를 아끼면 몸이 온 하게 된다.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듯 기가 고갈되면 사람은

죽는다.”葛洪,「地真」,『抱朴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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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는 어떤 논리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기존연구들은 이를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계 상하 질서를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가령

니덤(Needham)은 국가 유비라고 불 던 이러한 사유가 코스모스의 역인 하늘과

지상의 역인 왕조 는 국가 료체제 사이의 감응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가져

오기 한 담론으로서 이용되었고,그 기 때문에 한 에 들어서 정권의 정당화라

는 목 과 부합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지 한다.핸더슨(Henderson)역

시 ‘국가유비’의 념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나라의 왕권은 신 인 차원의 권 를 지

니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기원 2세기 한나라 기에 처음 나타난 국가유비

가『회남자』에서 한나라 료 조직 내의 특정 부서를 방 와 연 되어 나타났으

며,『춘추번로』에서는 료 체제를 역법 신체와 연 지으면서 결국 천도(天道)

와 사람,그리고 료 기구들은 서로 감응하는 이론으로 제시되었다고 결론짓는

다.726국가유비를 정치 인 상황과 연결해 본다면 이 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한 앙집권화된 정치상황하에서 ‘오행(五行)’체계가 체계화되었는지를 설

명해 수 있는 그럴듯한 가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몸에 한 비유에서 상하질

서를 유추하는 것은 서구 념으로 그것을 덧 운 것이기도 하다.앞서『춘추번

로』에서 이어지는 목은 다음과 같다.

“성인을 닮으려고 하고 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명(정신)이 모두 심에 집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와 아래가 서로 일을 주고받는데 이것은 팔다리와 몸이 도와가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上下相承 若肢體相為使也].은혜를 두루 베푸는데 이것은 원기(元氣)가 피

부,털,살결에까지 골고루 퍼지는 것과 같다.백성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이것은

기(血氣)가 순조롭고 숨소리가 골라서 몸이 아 곳이 없는 것과 같다.의도 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으나 공동체가 태평해지는데 이것은 신기(神氣)가 로 기의 바다와 소통하는

것과 같다.상서로운 황룡과 황을 오게 하는데 이것은 신명(神明)이 옥녀(玉女)와 지 (芝

英)을 부르는 것과 같다.”727

동 서는 와 아래가 서로 승순(承 )하는 것은 팔다리와 몸이 서로 사역하

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이때 원기와 기,신기가 통하는 것이 정치체가 태평해지

는 방법으로 제시된다.그는 군주가 명민하면 신하가 군주의 은공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심이 신령하면 몸이 온존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고,신하가 출 하면 군주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몸이 편안해지면 심이 안정되는 것과 같다고 말한

726 JohnB.Henderson,TheDevelopmentand DeclineofChineseCosmology(New York:

ColumbiaUniversityPress,1984),pp.21∼22.

727“親聖近賢 若神明皆聚於心也 上下相承 若肢體相為使也 恩施惠 若元氣之流皮毛腠理也 百姓

皆得其所 若血氣和平 形體無所苦也 無為致太平 若神氣自通於淵也 致黃龍鳳皇 若神明之致玉女芝英

也.”『春秋繁露』,「天地之行」,동 서,신정근 역,『춘추:역사해석학』(서울:태학사,2006),pp.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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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윗사람이 아둔하면 아랫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귀가 밝지 않

고 이 정확하지 않으면 손발이 다치게 되는 것과 같다.그리고 신하가 충직하지

않으면 군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몸을 함부로 제멋 로 놀리게 되면 심

이 그것으로 인해 다치게 되는 것과 같다.이 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 사이의 는

심(心)과 몸[體]의 사이와 같다고 그는 말한다.그 다면 이때 심과 몸 사이의 계를

단순히 상하의 복종 계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이를『황제내경』에서 보면 더 명

확하게 나타난다.『황제내경』에서는 좀 더 직 으로 신체의 장부들과 국가의 기

들의 비유의 논리를 다루고 있다.

“황제께서 물어 말하길,원컨 열두 장기의 돕고 부리는 것과 귀하고 천한 계가 어떠한

지 듣고 싶습니다.기백이 답해 말하기를,자상하십니다.질문하심이.청컨 모두 말 드

리겠습니다.심장은 군주의 기 이니 신묘한 지혜(神明)가 거기로부터 나옵니다.폐는 재상

의 기 이니 다스려 제함이 거기서 나옵니다.간은 장군의 기 이니 도모하여 생각함이

거기서 나옵니다.담은 신하들의 과실을 감찰하는 기 이니 결단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단 (膻中)은 신하를 부리는 기 이니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서 나옵니다.비 는 장하는

기 이니 다섯 가지 맛이 거기서 나옵니다. 장은 꺼기를 달하는 기 이니 변화가 거

기서 나옵니다.소장은 받아 담는 기 이니 음식물을 변화시킨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신장

은 강한 것을 만드는 기 이니 기교가 거기서 나옵니다.삼 는 물길을 터주는 이니 물

길이 거기서 나옵니다.방 은 물을 장하는 이니 진액이 장되었다가 기가 변하면 배

출시킬 수 있습니다.무릇 이 열두 기 이라는 것은 서로 잃으면 안 됩니다.그래서 군주가

밝으면 백성이 편안하듯이 이처럼 양생한다면 장수해서 죽을 때까지 태롭지 않으며,세

상을 다스린다면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군주가 밝지 못하면 열두 기 이 태로워지고,열

두 장기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길이 막 서 통하지 못해서 몸이 크게 상합니다.이 같은

방법으로 양생한다면 재앙이 있을 것이고,이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 조종이 크게 태

로울 것이니,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728

장부에 한 비유는 다른 문헌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주 등장해 왔

다.729그러나 에서 보듯이 이는 단순히 군주와 신하 혹은 백성 간의 상하 계만을

728『황제내경』

729오장과 료조직에 해서는 가노우 요시미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가노우 요시미츠,

동의과학연구소 역,『몸으로 본 국 사상』(서울:소나무,1999),p.180.

肝 心 脾 肺 腎

소문 란비 론 軍之官 君主之官 倉廩之官 相傳之官 作强之官

추 오륭진액별편 主 衛 相 外

천 요방 郞官 帝王 諫議大夫 上 軍 後宮內官

장경 帝王 諫議大夫 上 軍

장 경오장론 軍 帝王 大夫 丞相 內官

오장론 尙書 帝王 諫議大夫 丞相 列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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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물론 이러한 각 장부가 각각 맡은 역할이 있듯이 각 기 이

하는 바가 다르지만,이는 서양식의 상하 념이나 질서 념과는 다르다.왜냐하면

서양의 심장과 동양에서의 심을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앞서 보았듯이『황

제내경』에서 심(心)을 군주의 기 이라 할 때도 이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조정하는 치에 있다.730확실히 여기서 보듯 몸과 정치체를 유비할 때 심을

군주의 기 [君主之官]이라 부르고,이 심에 지혜라 할 수 있는 신명(神明)을 배당하고

있다.그러나 심이 인간의 정신 자원을 독 하는 것은 아니다.가령 담(膽)이 속임

수를,간(肝)이 계산을,신(腎)이 리함을,비(脾)는 미각을 부여받는다.731

이처럼 국에서 심에 한 설명은 그리스의 조 자와 같이 우월 지배

(commandingdominance)에 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오장의 구조를 보면 심이 폐를

극(克)하는 반면 심은 신에 의해 극을 당한다.마찬가지로 신은 비에,비는 간에,간

은 폐에 상극(相剋)의 논리에 의해 지배 당한다.권력은 순환한다.어떤 장부도 다른

모든 장부를 지배하지는 못한다.732즉 유기체로서 인체 에서 어떤 월 심이

있어서 이것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생과 상극논리 속에서 각각의 역할이 조

되는 것이다.군주가 심장의 역할을 하지만 심장은 각 장부를 통제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치에 있지 않다.733즉 계 이면서도 동시에 수평 인 체로서 몸이라

는 사유 속에서 국가 역시 이런 조화를 강조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조화되는 상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그런 에서 서양의 경우와 같이 군주를 머리의 자리에 놓

고 육체와 분리시키는 이원론 이 지속되어 왔던 은 통 신체 에 비추

어 볼 때 특이한 발상이다.심의 치에 군주가 놓인 것은 심장이라는 장부가 몸의

심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신 혹은 마음과 육체라는 이분법이 아닌 구도

속에서,그리고 다른 장부의 연 속에서만 사유해야 한다는 을 보여 다.니덤이

제시하는 ‘유기체 사유’에 한 설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730Lloyd·Sivin(2002),p.222.

731『皇帝內經』,「靈蘭秘典論」.

732Kuriyama(1999),pp.159∼167.

733마왕퇴(馬王 )발굴 백서『오행편(五行編)』에서 “이목구비와 수족은 심이 부리는 것이다(耳目

鼻口手足六 心之役也)”라고 심의 우 성을 강조하는 문장이 보이기도 한다.黃俊杰(2004),p.274

재인용.황 지에의 심의 우 성에 해서는 pp.274〜276.그는 순자,한비자,춘추번로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심을 주인으로 삼는 목들을 앙집권 정치 실의 반 이라 평가한다.그러나 이는

순자 해석에서 보이듯 심의 논리를 무시한 것이다.가령『순자』「해폐(解蔽)」“심은 형체의 왕이

다.그리고 신명의 주인이다.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명령을 받는다.스스로 하고 스스로

부린다.스스로 빼앗고 스스로 취한다.스스로 가고 스스로 멈춘다.”여기서 심은 몸의 군주로서 모

든 기 을 통솔하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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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상의 핵심 개념은 질서,특히 패턴-여기서 처음으로 그것을 지시 얘기한다면,유

기체-이다.상징 상 계들이나 상호 반응들은 모두 하나의 거 한 패턴의 부분을 형상

한다.사물은 각기 특유의 방식으로 움직이지만,그것은 필연 으로 다른 사물의 선행하는

운동이나 자극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히 움직이는 순환 우주 안에서 사물들의

치가 그런 움직임을 필연 인 것으로 만드는 본질 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물들이 그런 특유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그것들은 체 속에서 연 된

치-이것이 사물들을 그 사물 자체이게 한다-를 잃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할 것이다.그

리하여 사물들은 체인 세계,즉 유기체에 실제로 의존해 있는 부분이다.그리고 그것들은

기계 인 자극이나 인과율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신비한 공명에 의해 서로 반응한다.”734

니덤이 제시하고 있듯,유기체 사유 속에서 각각은 유기체의 본질 부분

을 차지하며,이로써 체와의 연 속에서 상호 의존한 계이다.그런 에서 서

양의 경우 군주를 머리의 자리에 놓고 육체와 분리시키는 이원론 이 지속되

어 왔던 과 비교되는 부분이다.시빈(Sivin)역시 서구의 유기체 통이 조직론

에 을 맞춘다면 동양에서는 그러한 조직 사유가 부재함을 말한다.735따라서

심의 치에 군주가 놓인 것은 심장이라는 장부가 몸의 심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신 혹은 마음과 육체라는 이분법이 아닌 구도 속에서,그리고 다른 장부

와의 연 속에서만 사유해야 한다는 을 보여 다.그리고 오행상 심장이 화(火)

에 배속된다고 할 때 이는 오행의 앙의 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역시 고려

해야 할 것이다.오히려 오행의 논리체계가 토(土)를 심으로 목화 수(木火金水)가

토를 기반으로 그 운행을 계속한다고 할 때,화가 갖는 역할은 체계 내에서 부분

일 수밖에 없다.그 다면 여기서 단순히 어떤 기 을 어떤 장부에 배속시켰는지만

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를 어떤 식의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가가 요하

다고 하겠다.즉 어떠한 장부에 무엇을 배속시켰느냐의 문제보다 이것이 상호 으

로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는 논리 속에서 어떠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해서 여불 의『여씨춘추(呂氏春秋)』는 이러한 지

배의 논리가 어떻게 우주의 논리와 연결되는지를 보여 다.

“하늘의 원리는 둥 고 땅의 원리는 모나거니와 성왕(聖王)은 이를 본받아 아래의 구별을

정하 다.무엇 때문에 하늘의 원리가 둥 다고 말하는가.정기(精氣)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순환하면서 반복해 뒤섞여 한 군데 머무르는 법이 없다.그러므로 하늘의 원리는 둥

다고 말한 것이다.무엇 때문에 땅의 원리는 모나다고 말하는가.만물은 각기 종류를 달

리하고 형태도 다르지만 모두들 맡은 바 직분이 있어서 서로 바꿀 수 없다.그러므로 땅의

원리는 모나다고 말한 것이다.군주는 둥근 [하늘의 원리]것을 장하고 신하는 모난 [땅의

734Needham(1954),pp.280∼281.

735Lloyd·Sivin(2002),pp.214∼226.단순히 국가와 신체사이의 유비 계라기보다 그것은 둘 다

우주의 조그만 버 이라는 에서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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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것을 지켜 군주의 원리와 신하의 원리가 서로 뒤바 지 않으므로 그 나라가 번창

하게 된다.”736

하늘은 둥 고 땅은 모나다는 소 ‘천원지방(天圜地方)’에 해서는 다양한 해

석이 존재한다.737그러나 여기서 이를 도의 차원으로 해석할 때,군주는 둥근 하늘

의 도를,신하는 모난 땅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다.따라서 “제왕에게 정해진 거처가

없다.거처가 있다면 거처를 포기하 다는 것이나 다름없다(帝無常處也 有處 乃無處

也)”는 황제의 말은 항시 움직여서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 이것이 둥근 순환의

원리이며,사람의 몸에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데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 다른 여덟

개의 구멍이 부실해져 몸이 무 지게 되는 것처럼 제왕은 정체가 계속되어 패망에

이르지 않도록 둥근 순환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하나 [즉 도]는 지극히 고귀한 존재이지만 그 뿌리를 알지 못하고 끝가지를 알지 못하

며,그 시작하는 곳을 알지 못하고 끝나는 곳을 알지 못해도 만물이 종가(宗家)로 여긴다.

성왕은 이로부터 본받아 자신의 본성을 보 하고 자신의 정치를 바로잡아서 호령(號令)을

내린다.호령이 군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직을 지닌 자들이 받아서 실행하는데 밤낮을

쉬지 않고 두루 해져 아래에까지 미쳐서 민심에 스며들며 사방에 도달했다가,돌고 돌아

다시 군주의 자리로 되돌아온다.[이것은]둥근 [순환의]원리이다.호령이 둥근 [순환의]원

리에 합치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만들어 막힘이 없게

될 것이다.막힘이 없으면 군주의 도가 창통하게 된다.그러므로 군주의 호령은 군주가 생

명처럼 여기는 것이며 [군주의] 명함과 그 지 못함,[국가의]안 가 모두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738

기가 인체를 도는 것처럼 군주의 명령이 국가를 돌게 하는 것이 원의 원리이

다.739 요한 것은 단순히 국가와 인체 사이의 기능 유사성이 아니라 정치 역

736여불 (2011),p.98.

737‘천원지방(天圜地方)’논의에 해서 과학사의 기존연구에서 말하듯 이는 단순히 하늘이 둥 고

땅이 네모낳다는 모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가 둥 고 땅의 도가 반듯함을 의미한다.이

는『회남자』나『황제내경』에서 사람의 몸에서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은 것이요,발이 네모

진 것은 땅을 본뜬 것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즉 이는 단순한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천원지방의 논리가 인간의 몸에 구체 으로 드러남을 의미한다.

738여불 (2011),pp.99∼100.

739이는 신체의 순환을 나타내는 ‘여환무단(如環無端)’이라는 개념과 련된다.둥근 고리처럼 끝이

없다는 이 말은 신체 안의 경맥과 기 이 끝이 없이 순환함을 나타내는 표 이었다.그리고 이 기

가 우주의 변화와 늘 계한다는 사유가 통 동양의 신체 의 핵심이었다.『황제내경』에서

「 기(衛氣)」편에 “음양이 서로 따르고,내외가 서로 통함이 마치 원처럼 끝이 없이 끊임없이

흐른다(陰陽相隨,外內相貫,如環之無端,亭亭淳淳)”는 말이나「동수(動輸)」편에 “ 의 움직임은

상하가 서로 통함이 마치 원처럼 끝이 없다(營衛之行也,上下相貫, 如環之無端)”는 말에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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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체 역,이 둘은 모두 우주를 구성하는 논리의 체화된 것이라는 이

다.740『여씨춘추』에서 군주는 일 되게 직을 배치하는 자로서 천자,이를 통해

삶을 온 히 보 하도록 하는 자로 상정된다.741여불 는 도의 진수는 몸을 보존하

는 것이고 그러고도 여력이 있으면 국가를 하는 것이며 도의 맨 마지막 꺼기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이처럼 양생의 도를 강조하는 가운데 개인

신체와 정치 신체가 교묘하게 역 된다.치신과 치천하의 논리는 동일한데 여

기서 방 이 치신에 있다.742 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란 지배하고 복종하는

계에 놓여 있다는 을 강조한다기보다 오히려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순환의

논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이다.

가이에다의 논리구조의 혼종

그 다면 이러한 통 사유가 가이에다의 신체 유비에 어떤 향을 끼쳤을

까.우선 가이에다의 논의가 독일에서 이해되던 유기체와 다른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가이에다의 논의가 독일의 유기체설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의

도 으로 왜곡해서 받아들 다는 평가는 근 일본에서 슈타인의 국가학의 핵심인

국가의 인격화에 한 이해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이를 ‘인격’이 아니라 단순한 ‘인

체’로 사유했다는 에서 기인한다고 지 된다.그들은 입헌군주제를 통해 군주를

견제하고자 했던 독일식의 유기체론을 천황 심의 수직 인,흡사 서양 세식의

유기체의 비유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유통시켜 버렸다.이는 그들의 착각 혹

은 의도 곡해 다는 것이다.743

하지만 일본에서 유기체가 신체로서 인식된 것은 단순히 신체와 인격의 구별

에 한 지식의 결여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애당 독일에서 유기체에 한 논의

는 국가를 하나의 법인격으로 악한 것이었다.반면 메이지 헌법의 기 자나 해석

자들은 정신의 도자로서 천황을 치지어야 할 필요성을 감했고,이를 유기체

의 머리에 치시킨다.이는 천황을 머리로 하는 정치체라는 구상이 필요했기 때문

740Lloyd·Sivin(2002),p.218.

741여불 (2011),p.59.“성인은 천하에 해 심려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는 삶보다 더 귀하게 여

기는 것은 없다.모름지기 귀, ,코,입은 삶을 해 일하는 것들이다.귀가 비록 [좋은]소리를

원하고 이 비록 미색을 원하고 코가 비록 향기를 원하며 입이 비록 좋은 맛을 원해도 삶에 해가

되면 따르지 않는다.[반 로]이들 네 기 (器官)이 원하지 않아도 삶에 이롭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이 게 보면 이목구비는 자기들 마음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제어하는

존재가 있다.비유하자면 직들과 같아서 자기들 멋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 군가가]제

어하는 존재가 있는 것과 같다.이러한 것이 삶을 귀 하게 보 하는 방법이다.”

742여불 (2011),p.90.“옛날 선 의 성왕(聖王)들은 자신의 몸을 수양해 내자 천하[를 얻는 일]이

성취되었으며 자신의 몸을 다스려 내자천하가 다스려졌다.”

743瀧井一博(1999),p.209.



- 261 -

일 수 있으나 신체에 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이러한 차이를 인

격에 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

아야 한다.따라서 우리는 가이에다가 의식 혹은 무의식 으로 슈타인의 논의를

자기 식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는 가이에다의 다른 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그는 메이지헌법의 시행,제국의회의 개설을 목 에 둔 1890

(메이지23)년 5월에 의회 책으로서 제언을 정부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신

체 유비도가 등장한다.그 제언의 요 은 국가유기체설에 기 해,천황과 국민이 ‘동

일체(同一體)’로 단일의 정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744이 에서

역시 두 가지의 신체도가 등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하나는 다리가

삐쩍마른 모습이고,하나는 다리가 튼튼해 균형잡힌 모습이다.

“인체제일도는 신체가 잔약(孱弱)하고 지려(志慮)가 천박한 인체이다.이는 두(頭)와 복(腹)양

부가 비 하여 언뜻 보기에는 꼭 건 한 신체로 보인다.두부(頭部)의 활 (濶大)함은 지려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복부(腹部)의 비 함은 생력(生力)이 강건한 것처럼 보이고,팔

[手腕]의 (逞大)함은 역량이 발군인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한 번 옷을 벗겨 명찰(明察)한

744嘉戸一 (2010),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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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을 거칠 때면 두부의 활 함은 뇌척수액[腦漿]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뇌충 (腦

充血)의 증상이며,복부의 비 함은 장장애[膓胃不具]이자 소화장애[食物不消化]의 증상이며,

팔의 함은 좌와(座臥)의 도를 얻지 못해서 수종(水腫)이 발생한 증상이며,족부의 여윔[痩

]은 체의 양이 순환되지 않음으로 해서 맥의 운행이 좋지 않아 액이 로 올라

[上騰] 차 다리[足脚]가 여 고 마르고 쇠약함[痩枯衰弱]에 다다른 것으로,한번 양생[加養]을

잘못하면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을 갖게 된다.평소[平生]의 거동을 듣자니,음식을 먹

는 양은 과다하지만 기력이 쇠약해서 지려가 극도로 망망(茫茫)해지고 걷고자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체를 받칠 수 없다.”745

두 번째 그림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체제이도는 신체가 무병하고 건 해 지려(志慮)가 심원한 인체이다.즉 두부보다 복부,족

745海江田信義,(1890),『私議 案』,p.84(http://dl.ndl.go.jp/info:ndljp/pid/7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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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이르러 비육이 만만(滿滿)하고,근골이 강견해 불구의 결처(缺處)없이 항상 동작이 민

첩해 신체의 양이 응해 지려가 따라 증장함으로써 진취의 기력이 두루 왕성해진다.”746

이 두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자도 말하듯이 인민의 요성이다.앞서 슈타

인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렸던 그림과 인민이 다리를 차지하고 있는 은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직 으로 배와 발의 요성이 강조된다.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 언뜻 건강해 보이는 신체는 실은 뇌충 , 장장애,수종 등을 겪고 있는 신체

다.이는 체의 양이 순환되지 않아 다리가 왜소해지고 쇠약해져서 체를 지탱

할 수 없다는 에서 두 번째 그림의 두부보다 복부,족부의 건강함을 강조하는

과 비된다.가이에다의 그림에서 인민을 다리에 치시켰다는 것만으로 인민을

단순히 포섭의 상으로만 여겼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747가이에다의

논리가 정부와 인민의 계를 단순히 수직 이거나 동원 내지 포섭의 상으로서만

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오히려 그의 신체정치를 보았을 때 다리에 한 강조는

머리나 팔다리,복부의 요성에 비해 동등하게 혹은 상 으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인민이 다리가 신체를 지탱하듯이 국가를 지탱한다거나 인민이 있어야

정부가 있다는 말은 슈타인의 견해와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오히려 이는 명백

히 슈타인의 논의와는 정반 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베를린에서 빈민의 격증이

사회문제화되기는 했지만, 리에서 노동자계 에 의한 래디컬한 사회운동이 일어

나기 시작한 것을 본 슈타인은 당 를 모든 질서도식을 월해 ‘사회’가 자기고유의

운동을 시작한 시 ,즉 사회에서 인간의 이해 립이 계 립으로 고정화된 시

로서 악했다.이처럼 조화를 결여한 계 립의 시 속에서 그는 해결책으로 국

가에 의한 로부터의 사회개 을 제시했다.왜냐하면 이러한 부자유의 체계로서

사회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격의 최고태로서 국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의 확신이었기 때문이었다.748

746海江田信義(1890),p.85.그림 에 있는 씨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 기쁨을 노래하는 모

습이로다”라고 있다.이 역시 인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이상 인 신체를 표 한 것이라 하

겠다.

747“ 부분의 명칭에는 랑스어의 번역이 붙어있는데,신기 과 탄정은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일까.

로마자 그 로이다.‘상하 맥일철 일신동체도와 같다(上下血脈一徹 一身同体図ノ如シ)’라는 것은

가이에다의 해설이다.상원(Sénat)와 정부(Etat),하원(Chambredéputé)이 횡으로 나란히 있는

계인지 모르지만,상원-내무-육군이라는 구성은 육군과 내무성의 것,국내탄압기구로 생각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일게다.물론 가장 특징 인 것은 신기 과 친제이고,인민의 치도 ‘인민에게

권리가 있다니 무슨 말인가’라고 발언한 고 이 있던 시 에 어울린다.”水田洋,『知の風景-続・近

代 ヨーロッパ思想史の周辺』(東京:筑摩書房,1994),pp.44∼45.

748瀧井一博(1999),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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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슈타인의 계 립의 구도와 달리 가이에다는 통 인 방식과 유사

한 논리구조 속에서 인민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물론 이를 인민의 요성을

강조한 통 민사상의 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이어지는 에서 단순

히 인민의 요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 두 그림을 국가의 상에 비의(比擬)해서 논하면 두부는 곧 두뇌의 수좌(首座)로서 지

각,신경의 본원(本原)이다.이는 흡사 일국 원수(元首)가 국민의 수좌에 서서 제반 정령을

통할하는 것과 같다.따라서 두부는 즉 원수의 수좌에 비유한다. 복부는 소화호흡의 제

기 을 갖춘 신체 장양(長養)의 장소로서 즉 인체 유지의 국소(局所)이다.이는 흡사 일국

정부가 제반의 정령을 시행하고 통치하는 국면에 해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따라서 이를

정부에 비유한다.그 복부는 흉부와 합쳐 정부로 병칭(倂稱)했는데,몸 의 기 (機關)은

각각 사명(司命)의 본원을 갖춰 로 그 작용에 후가 있고 완 이 있어 고르지 않은 것

처럼 정부의 기 도 한 이와 다르지 않다.입법,행정이 각각 그 사명의 본원을 갖춰 서

로 다투지 않음은 오 (五管)의 작용이 서로 다투지 않음과 같다.”749

이는「인체비화병해설(人體比畵並解說)」이라는 이다.앞서 각 기 을 각 신

체의 부분에 비교한 것과 동일한 배치를 보인다.이때 두뇌의 강조와 지각과 신경

의 본원으로서 역할은『헌법의해』를 다루면서 보았듯이 그의 유기체론이 서양식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다.이처럼 신체에서 머리의 치가 갖는 명령의 역할

은 근 에 들어 신체를 사유하는 방식에서 일반화되던 사유 다.750 가이에다에게

인민=다리의 역할이 요하다는 이 통 사상과 유사하다면,두뇌의 역할의 강

조는 근 사상과 유사하다.그러나 이를 서구 세의 유기체설에서 가지고 왔다

고 보기 힘든 이유는 가이에다의 논리구조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그는 이

에서도 ‘양팔’은 인체작용상 특히 요한 동작을 하는 것이지만 ‘두부 신경’의 지

시에 따라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것으로 흡사 육해군인이 원수(元帥)의 지시에 따라

동작해 추호도 각자의 의지[志想]에 따라 진퇴하지 않는 것과 같다.‘족부’는 인체를

지지하고 운행을 보지(保持)하는데 다리에 불구가 있으면 보행의 자유를 잃어 인체

의 동작도 한 다른 부조(扶助)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인민에 해당한다.751

749海江田信義(1890),pp.86∼87.

750가령 후쿠자와는 뇌를 발 기에,신경을 선에 비유하여 상신(上申)과 하령(下令)의 정치 언

어로 뇌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 다.“정신은 뇌에 치해 일체의 지각을 주 [司]해,인신 체의

운동과 그 세 (細大)하게 논함 없이 뇌의 명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뇌는 비유하자면 발 기와

같아서,이에서 발해 체 에 종횡하는 신경은 선과 같다.손끝이 불에 닿아 직각 그 손가락을

굽히는 것은 손가락의 움직임 같지만,실은 불에 닿아 열과의 차제를 손끝의 신경으로서 뇌에 상

신해,그런즉 그 손가락을 굽히게 명령함으로써 운동하는 것이다.단지 그 상신(上申)과 하령(下令)

이 극히 신속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지 못할 뿐이다.이와 같다면 뇌는 인신의 주재(主宰)로서

이를 보호함을 요시하기 때문에,두개골로 덮어 워,외상을 방비하고자 하는 것이다.”福澤諭吉,

服部禮次郎 編,『福澤諭吉著作集』11(東京: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3),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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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 인 논리에 기반한 그의 사상은 국가라는 정치체의 흥망성쇠에

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그는 국가라는 정치체의 질병의 원인

은 바깥이라기보다 안이라는 을 강조한다.신체가 감기가 걸릴 때 외사,즉 바깥

의 나쁜 기운에 의해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나에게 틈새가 있어 걸

린다는 발상이 그것이다.즉 안과 바깥의 구도에서 몸 내부의 문제에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의 안녕과 인민의 번 을 해서 필요한 것은 안을 정비하

고 밖을 방어하는 것인데,이때 요한 것은 안을 정비하는 데 있다.이처럼 가이에

다는 국가의 쇠망이 밖으로부터 오는지 상 없이,안으로부터 오는지에 상 없이

결국 자신에게 틈새가 있어 이를 틈타는 것이라고 보는 통 인 을 취한다.

이는 외폭을 방어하지 못할 때 역시 그 원인을 깊이 탐색하면 모두 내부의 문제 때

문에 외기(外氣)로부터 쉽게 침입당하는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다.따라서 만약

국가의 통리(統理)가 마땅함을 잃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矯治] 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무의 주안이어야 하는 것은 몸에 질병이 있

다면 치료를 행해 건강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이고 있다.이

처럼 가이에다에게는 슈타인 식의 신체 유비와 다를 뿐 아니라 그 논리 구조 자

체에도 차이를 노정한다.752이처럼 국가의 기는 안으로부터 오는 은 국가의

‘생기’를 강조하는 과 맞닿아있다.

“무릇 국토는 인체와 같이 하나의 물체로서 국토가 있어도 인민이 서식해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어 정무의 기능이 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국토의 생기를 갖지 못한다.이른바 국가

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인체도 한 이와 같아서 신체가 생기를 가져 오 (五管)을

구비하여 그 기능이 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인령(人靈)이라 부르지 않는다.”753

인체에서 오 이 구비되어도 ‘생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

듯 국토 역시 생기를 갖지 않으면 국가라 할 수 없다.가이에다는 국가의 소는 국

토의 넓고 좁음에 있지 않고,인민의 과다에 있으며,국가의 빈부는 인민의 과다에

있지 않고 민력(民力)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에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한 로서 러

시아나 청국 그리고 페르시아나 아 리카를 든다. 한 인도나 자바의 경우 국이

나 네덜란드에 압제를 받는 역시 인민의 과다로 국가의 소를 평가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된다.따라서 국민 모두 업을 열심히 하고,일을 시해,각자 ‘애국의

정신’을 견실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나라도,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본체를 같이 함으로써 보육(保育)의 도를 그르친

751海江田信義(1890),pp.86∼87.

752海江田信義(1890),p.88.

753海江田信義(1890),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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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쇠멸을 면키 어렵다.흡사 사람이 폭험(暴險)이 정도를 넘어선 때는 신체를 상하게 하

고 일락(佚樂)이 정도를 넘어서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 같이 국가 한 폭정 가렴이 지나

치면 인심 역시 괴역(乖 )해 종국에는 분란이 발생한다.폐정완만(弊政緩慢)을 넘으면 인심

(人心)이 이산(離散)되어 마침내 쇠망에 빠지게 된다.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治]것은 흡사

몸을 기르는[養]것과 같다.사시(四時)의 섭양(攝養)이 도를 그르치는 때는 반드시 어딘가 불

쾌함을 래하지 않겠는가.”754

국세의 성쇠(盛衰)를 인체에 비교하는 화도(畵圖),즉 앞서본 인체제일도와 인

체제이도를 제작한 이유에 해 설명하는 의 목에서 핵심은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治國)의 논리와 몸을 기르는 양생(養生)의 논리 사이의 동일성을 인식하고 치국

과 양생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다.그 다면 그에게 치국과 양생이라는 논

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던 것일까?이는 그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통 인 방

식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3장 <치국은 수신과 균일하다는

논의>에서 수신을 하고자 할 때 먼 무형의 두뇌를 수양하고 나서 유형의 수족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여기서 그는 수신을 ‘도덕’의 일종이 아니라 ‘두뇌의 수련’으로

악하는 특이한 해석을 보여 다.앞서 일국의 원수를 지각과 신경의 본원인 두뇌

에 비유하 듯이 여기서도 두뇌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신의 방향도 결정할

수 없는데,국가를 다스리는데도 역시 ‘입국의 정신’을 정하지 않으면 시정의 방향을

세울 수 없음이 강조된다.이 게 되면 국정이 분요하고,민심이 동요해 다른 나라

의 미 을 숭모해 허식에 빠지거나 다른 나라의 강 를 두려워해 국권을 욕되게 해

독립의 체면을 보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고인이 말하는 수신제가치국

평천하의 가르침은 즉 ‘무형의 정신’을 다스려 유형의 신체에 이르고,일가의 성립에

이르고,사회의 교제에 이르는 뜻이라고 말한다.사람은 두뇌가 착란되면 일신의 부

귀를 바랄 수 없고,국가의 기 가 동요해 일국의 융성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치

국과 수신은 모두 본을 다스림으로써 도를 믿는 것,즉 외모에 빠져 헛된 를 과

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이때 가이에다의 치(治)-양(養)의 논리에서 요한 것은 ‘정신력’이다.이는 인

체나 국가에서 정신이 갖는 요성 때문이다.그가 말하는 치국과 수신의 논리의

동일성은 둘 다 정신이 우 에 있다는 이다.무형의 정신이 바로 서야 개인의 신

체도 집합 신체 역시 나가야 할 바를 정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논리 속에서 몸

을 닦는 것이 ‘두뇌’를 닦는 것으로 치되는 과정에서의 비틀림을 볼 수 있다.이제

두뇌야말로 몸의 심으로 등장하고,이것이 집합 신체에서도 심을 잡기 한

과정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통 인 용법으로 표 된다.

그러나 앞에서「인체비화병해설」을 쓰는 목 에 해 ‘국세의 성쇠’를 말하

754海江田信義(1890),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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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것임을 밝혔듯이,이는 주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힌다기보다 국가

라는 체의 차원에서 건강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었다.그는 <원수인

민 국가정부는 동일체라는 논의>라는 4장에서 원수,인민,국가,정부는 결국 동

일체임을 강조한다.즉 모든 물체는 사물이 서로 모여[溱合]하나의 물체를 조성해

그 동작과 발달의 작용을 구비하게 됨에는 조 의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사회 역시 인민이 모여 하나의 단체를 이 사회의 형체를 세우고 형체가 세워지면

동작의 순서를 세우고,동작의 순서가 정해지면 통합의 제를 세우는 것이다.따라서

이때 원수가 있어 이를 총 (總判)지휘하게 된다.

따라서 일개인이나 사회에서 통합의 연결 고리[繫維]가 끊어지면 성립할 수

없고 반드시 지리멸렬에 이르게 된다.이때 원수란 일단체 인민을 통합하는 바의

우두머리[主領]를 말한다.이를 일신에 비유하면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집이 있

으면 주인이 있고,나라가 있으면 원수가 있는 까닭으로 원수가 홀로 존재할 수 없

고,인민이 홀로 존재할 수 없듯 인민이 있으면 원수가 있고 원수가 있으면 인민이

없을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사람들이 말하는 원수 즉 통주(統主)란 인민과 별도

이고,국가와 정부란 별도라는 생각을 반박한다.이는 하나의 동일체로서 피차의 분

별이 없이 원수란 인민의 표이고,인민이란 국가의 표이고,정부란 원수의 표

이니,원수라 해도,인민이라 해도 모두 밖에 한 칭호만 다를 뿐 국가라 해도 정

부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755이처럼 원수가 머리로서 통합의 기능을 담당하

지만 이는 원수의 성을 말하기 함이 아니라 이 게 ‘통합의 연결고리’속에서

원수와 인민이 일체라는 을 강조하기 함이다.따라서 앞서 정치의 요는 민심을

복종시키기 한 것이라는 5 의 내용만을 들어 가이에다의 논의를 보수 이데올

로기라 비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 가도가 서양 세의 유기체론의 직간 향 속에서 국가 신체를

그리고 있다고 연결하는 것 역시 과도한 해석이다.가이에다의 신체유비가 근

유기체설이 아니라 서양의 세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동양에서도 서양의 세 유

기체설과 유사한 사유가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의도 으로 무시한 데서 오는

결과다.앞서 보았듯이 가이에다의 신체유비는 오히려 통 신체론과 일정 정도

공통 기반을 공유한다.그는 통 인 양생 개념에 기 한 신체 념을 통해 유

기체 사유를 펼치고 있다.따라서 가이에다의 독특한 신체유비는 의제 인격,즉

제삼자로서 국가법인 자체에 한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국가를 통 인 양생의

신체로 받아들이는 통 념에서 국가유기체설을 이해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수신-치국의 동일성 속에서 통합의 기능으로서 정신,두뇌의 역할을

755海江田信義(1890),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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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는 에서 근 모습을 띄고 있다.그 기 때문에 근 일본에서의 국가

유기체론을 살펴볼 때 단순히 독일식 국가유기체설이 어떻게 수용,변용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통의 신체-정치와 메이지 기의 신체-정치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

역시 요하다.

추측컨 가이에다는 슈타인의 인격에 한 비유와 신체의 기 에 한 비유

속에서 통 사유 양식과의 친연성을 발견했던 것일지 모른다.슈타인의 강의를

들으며 가이에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논거로 삼았다.그러나 슈타인의 논리

를 그 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슈타인의 사상

을 ‘ 유(appropriation)’했다고도 볼 수 있다.756따라서 가이에다가 서양의 유기체론에

한 이해가 부족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사상 속에서 서양의 담론을 녹여내

었다고 보는 편이 더 할 것이다.그 속에서 가이에다의 집합 신체는 새로운

유기체설에 한 통 이해 방식의 일면을 보여 다.국민을 통합시키기 한 머

리로서 역할에 해 가이에다는 슈타인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그가

표 한 신체의 모습은 슈타인의 유기체와는 달리 통의 향 하에서 이를 새롭게

각색한 것이었다.그의 사상은 곧 국민정신을 통일하기 한 것이었고 이 에서

신기 으로서 보여지는 머리의 역할은 축소될 수 없었다.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한 방법론 차원에서 그의 신체는 슈타인과 같은 행정-입법-군주의 세 바퀴를 축

으로 셋이 균형을 이루는 신체로서가 아닌 각 장부의 역할이 자기의 역할을 할 때,

특히 인민이 강조되는 모습 속에서 두뇌의 통합성이 완성될 때 가능했다.이럴 때

야만 신체는 ‘활기’를 갖게 된다.수신과 치국의 논리의 동일성이 보여주듯 신체 ‘내

부’를 강화시키는 원리로서 양생론이 정치사상의 논리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2) 월 유기체론:블룬칠리와 가토의 유기체론

활기체(活氣體)로서의 국가

우리가 지 알고 있는 형 인 국가유기체설의 입장에 서있는 인물은 역시

가토 히로유키다.여기서 일단 국가유기체설의 일반론에 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

가 있다.슈미트가 정리한 ‘유기(체) (organisch)’이라는 말의 의미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슈미트가 열거하고 있는 유기 인 것의 특징은 다음 7가지 요소

이다.첫째 ‘비기계 ’으로,‘국가를 도구로 삼는 모든 념’을 배척한다.즉 국가를

기계나 행정장치로 비유하는 것을 반 해 국가를 앙집권 료정치나 료제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둘째 ‘비외재 ’으로,국가의 혹은 바깥에 존

756슈타인은 듣는 이의 입장이나 심의 소재에 따라 강의를 진행해 상 방이 듣고자 하는 의견을

반사했다고 말해지는데 이 역시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渡辺昌道(2007),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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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군주라는 월성이 상실되고,군주는 하나의 기 으로 국가 속에 흡수된다.

이로써 정신사 으로는 국가와 세계를 ‘내재 ’으로 설명 가능하게 된다.셋째,‘비상

향 ’으로,국가는 로부터의 지배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원의 공동의사’

에 기 해 존재하고,‘ 으로부터 구축된다’.이제 국가는 지배 계가 아니라 동료

계이며, 헌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로 악된다.넷째 ‘비강제 ’으로,투쟁이나 일

방 결정과는 반 의 의미로, 명과 조를 이루는 타 ,토론,양해 등의 ‘자유주

의 ’인 정치가 진된다.다섯째 ‘비원자론 ·비개인주의 ’으로,극단 인 자유주의

나 군주의 친정이 부정되고,단체주의가 강조된다.여섯째,‘비분권주의’로, 체의

통일이라는 것은 구체 인 정치상황 속에서는 ‘ 앙집권주의’에 립하는 연방주의

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다당제국가도 부정된다.마지막 일곱째 사람들의 능동성이

나 창의성을 부정해,유기 이란 의미는 역사주의,정부 심주의와 경건주의 등의

모든 가능한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완 한 불가지론주의를 의미할 수도 있

다.757

여기서 유기체 인 것이 ‘부정’의 형태로밖에 서술될 수 없는 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그것은 비-기계 ,비-외부 ,비-상향 ,비-강제 ,비-원자론 ,비-개

별주의 인 것으로 즉 어떠한 테제들의 안티테제들로서 등장한다.슈미트가 “유기체

이라는 말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방향이 있으며,그 어떤 형태에 하여도

실례는 풍부하다.그러나 에 열거한 일련의 부정을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자유이다.이리하여 기이르 의 유기체 국가론의 신 자와 계승자 안에서

군주주의자,비스마르크주의자,자유주의자,민주주의자 등 오른쪽으로부터 왼쪽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치 방향들이 나타난다”758고 말했던 것처럼 독일에서 유기

체론은 그 내용이 비어있는 ‘기표’로서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결합할 수 있었다.따라

서 슈미트는 유기체론의 ‘일반론 ’의미를 지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그것이

어떤 ‘구체 ’인 국가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759

슈미트가 보기에 당시 유기체론의 핵심은 사회와 국가 사이의 립이라는 문

제 다.그가 악한 19세기 독일에서 유기체 국가론의 가장 요한 기능의 하나

757칼 슈미트,「휴고 로이스-그 국가개념과 독일 국가학상의 지 」(1930),김효 역,『정치신학

외』(서울:법문사,1988),pp.135∼136.

758칼 슈미트(1988),p.137.

759슈미트는 모든 ‘정치 ’인 개념, 념과 용어들은 어떤 구체 인 국내외 정치 인 립으로부터

나오며,이러한 립이 없다면 그것은 기만 이며 무의미한 추상에 그친다고 말한다.따라서 구체

인 상황,즉 구체 인 립을 악해야 한다는 에서 모든 정치 개념은 ‘논쟁 ’인 개념임을

강조한다.이는 어떤 정치 개념이더라도 그것이 구체 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구를 공격하고

부인하며,무엇을 반박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칼 슈미트(1932),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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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이 국가를 다른 단체들과 병존하는 단체로서 규정함으로써 사회에 한 국

가의 우월 지 를 상 화한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이 에서 유기체 국가론은

국내정치 측면에서 시민 계층이 1870년 후에 도달한 새로운 단계에 합한 것이었

다.이제 시민계층은 상부,즉 정 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부,즉 지방자치를 통해 국

가 속에 들어오게 된다.국가도 다른 사회 조직과 동질의 사회 형성물로 악

됨으로써 이 ‘동질성’으로 인해 사회는 기존의 국가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통합될

필요가 없어진다.760즉 ‘비외재 ’이며 ‘비상향 ’인 국가를 뒷받침하기 한 논리로

활용되었으며,이는 슈미트가 주장하는 결단주의의 소멸,유신론 이고 월 표상

이 제거되는 내재 세계로의 이행이라고 보았다.761

슈미트의 논의 로 모든 정치 인 개념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어떤 특정한

목 속에서 어떤 특정한 논 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라면 19세기 독일의 유기체론

역시 일본에서 그 로 수용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독일의 국가유기체론 수용

을 통해 이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국가

인 상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우선 가토 히로유키가 블룬칠리의 유기

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의 기 작인『진정

의(眞政大意)』(메이지3년)에서 통치를 의사의 치료에 비유하는 목이 등장한다.762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의술에 비유하여 신 을 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은 동서고

을 막론하고 자주 반복되어온 클리셰 다.763이 에서도 역시 통치에서의 신 함

760칼 슈미트(1930),pp.141〜142

761유기체론을 통해 18∼19세기 일어난 월표상으로부터 내재성으로의 이행에 해서는 슈미트,

칼,김항 역,『정치신학-주권론에 한 4개의 장』(1922)(서울:그린비,2010),pp.69∼72.

762“ 를 들면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 의 건강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요 이

며,이 요 을 달성하기 해서 치료를 베푸는 것이 기술이다.이에 우선 병인(病人)을 진찰해 그

병성(病性)을 아는 것이 일 요건으로,만약 이 병성을 잘못 보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치료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오히려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도 결국 죽게 만들게 되는 것으로,기술이

낮은 의사[庸醫]의 치료라는 것은 실로 두려울만한 것이다.치국(治國)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치술

을 베풀 때 반드시 먼 심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요건이 있는데,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즉 사람의 천성(天性)과 국가정부가 생기는 까닭의 천리(天理)를 아는 것으로,이 두 가지

를 알지 못하고서 치료를 베풀어서는 자칫하면 그 인성,천리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의사가

병의 성격을 잘못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치국의 요 이 될 안민(安民)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학민(虐民)에 빠져 버리게 된다.”加藤弘之,『眞政大意』(1870)『明治文化全集 第五卷:

自由民權篇』p.89.

763 라톤은 묘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의술과 항해술로 통치술에 비유한다.배의 조종과 리

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ubernêtês가 라틴어로 gubernator가 된 것을 상기할 수 있

다.의술 역시 항해술과 함께 통치를 설명하는데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표 으로는『알키비아데

스』125e-126a,『고르기아스』511d-512d,『국가』332d-e,341c-d,360e,389c,341c-d,489b.동양에

서도 의사가 병을 다스리는 것과 통치술에 비유하는 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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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된다.의술에서 환자를 진료해 병의 성질을 아는 것이 요한 것처럼 나라

를 다스리는 치술에서도 사람의 천성과 국가정부가 생기는 까닭의 천리를 아는 것

이 요하다는 어 보면 당연한 논리를 펼친다.

그 다면 이때 의사와 정치가가 알아야 할 사람의 ‘천성’과 국가의 ‘천리’란

무엇인가?앞서 살펴 본 니시 아마네의 ‘상생양의 도’와 유사하게 가토는 사람들에

게 ‘상양(相養)하고 상보(相輔)하는’성질이 있음을 강조한다.“국가란 것은 수백 천만

의 사람이 상합(相合)해 흡사 일 회사(一大 社)의 모습으로서 상양하고 상보해 그

에 하나의 수장(首長)이 있어 이를 다스리는 것”764이라 말할 때 이는 니시와 쓰다

등의 사유와 유사한 바를 보인다.물론 이는 블룬칠리의 유기체설 사유를 자유주

의 시각 속에서 악한 것이기도 했다.가토는 ‘상양상보(相養相輔)의 도’가 있어 사

람들이 자신의 생을 안 하기 해 스스로 상합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서양의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천성과 국가가 생기는 원리라 악한다.이때 참고로 삼고

있는 이는 블룬칠리 다.인간에게는 ‘천부의 임의자재의 권리’,‘불기자립의 정’이

있는데 이는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타인의 권리와의 계 속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다.이처럼 국가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자율

으로 만들어낸 단체로,인민들 자신의 생명,권리,사유를 보호하기 해 헌법을 제

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것이 국가의 천리다.

이러한 사람의 천성과 국가의 천리는 블룬칠리가 ‘유기체론 사회성(Der

organischeStaatstrieb)’이라 이야기한 것이었다.블룬칠리는 국가의 기원을 다섯 가지

로 설명하며 자연상태,신의 제정으로서 국가,강자의 이론,계약론,유기체 국가

욕망을 들고 있다.그리고 여기서 아리스토텔 스식 유기체 국가 욕망을 진정한

국가의 기원으로 악한다.이를 받아들여 가토는 ‘상양상보’의 설을 가진 인간의 천

성으로서 국가의 기원을 설정한다.이는 블룬칠리가 고 , 세 인 가산제 국가

이나 주의 국가 을 극복하기 해 근 자유주의 국가 을 설정한 것처럼

가토 역시 국학자류의 가산제 국가론을 비 한 것이었다.765이는 블룬칠리의 유기

체론이 갖는 자유주의 측면이 가토에게 수용된 것으로 이후 그의 작들에서 보

이는 유기체론과는 다른 지 이었다.766

764加藤弘之,『眞政大意(1)』,『加藤弘之文書』,p.71.이는 진정 의 고본의 내용으로 이후 “국

가라는 것은 수백천만의 인 (人衆)이 상합해 흡사 일 회사의 모습으로 상생양보(相生養輔)제

(濟)해서 그 에 하나의 정장(政長)이 있어 이를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인 ,상생

양보제,정장,통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眞政大意(3)』,『加藤弘之文書』,p.96.

765가토 히로유키는『국체신론』에서도 천하의 국토와 인민을 오직 천황의 사유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비루한 풍속을 가지고 우리 국체로 생각하는 이치를 공격한다.加藤弘之,『國體新論』(東京:

谷山楼,1874),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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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에게 본격 으로 신체로서 국가 인 것이 등장하는 것은『국법범론』

(1872)이후이다.블룬칠리의『일반국법학(AllgemeinesStaatsrecht)』(1852)을 진강한 후

에 번역해 출 한『국법범론』에서 그는 블룬칠리의 논의를 따라 국민을 국가 속에

서 온 한 신체를 갖는 유기 존재로 악한다.그는『국법범론』수권(首卷)에서 국

가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국가는 도의를 포함한 유기체(주.유기체란 각부의 기 을 갖는 체(躰)라 할 수 있는 것으

로,즉 활물(活物)을 이른다.국가의 정부,입법부,법원 등과 같이 각 부가 있음은 활체(活躰)

의 각부 기 이 있는 것과 같다.고로 국가를 활체에 비유하는 것이다)이기 때문에 결코 홀

로 성리(性理)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그 법 한 결코 성리론(性理論)을 집약한 것이 아니

다.”767

국가란 도의를 포함한 유기체라 정의하고,유기체의 의미에 해 주석을 달

아 설명하고 있다.우선 유기체의 특징을 ‘활물(活物)’로 악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768 이는 그의 최 작인『도나리구사(鄰草)』(1860)에서 “원래 정체(政體)라는

것은 ‘사물(死物)’에 지나지 않고,사람은 ‘활물(活物)’이므로 아무리 지극히 좋고 뛰어

난 정체일지라도,활물인 사람이 이를 쓰지 않는다면 사물인 정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769라고 할 때 정체를 사람과 구별해 죽은 물건이라고 보는 에서

변해있음을 볼 수 있다.물론 이때 정체가 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

람의 요성을 강조하기 해 정체가 죽은 물체로 악되고 있기는 하지만,유기체

론을 통해 정체에 한 가토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770

766安世舟(1975),pp.133∼138.

767加藤弘之,『國法汎論』(1872),首卷,『明治文化全集』補卷2(東京 :日本評論社,1971),p.23.원

문은 다음과 같다.“DerStaatalseinsittlichorganischesWesenistnichteinProduktder

blossenhaltenLogik,unddasRechtdesStaatesistnichteineSammlungspeculativerSätze.”

768그의 독서노트격인『의당비망』에서도 ‘有活機體’라고 쓰다가 ‘활(活)’자를 생략 유기체로 쓰고

있다.『加藤弘之文書』卷1.

769『鄰草』,『加藤弘之文書』卷1,p.32.번역은 가토 히로유키,김도형 역,『도나리구사』(서울:문

사철,2014.),p.58.

770『國法汎論』수권(首卷)에서 ‘법’과 ‘정치’를 구별하며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국

법학은 특히 국가가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는 소이를 논하는 것으로...법(法)과 정치[政]는 동정행

지(動靜行止)에서 차이가 있다.이를 생물에 비유하면 법은 마치 체구(體軀)가 정지함과 같고,정치

는 마치 정신이 발동한 것과 같다.… 법과 정치를 둘로 나눠 계하지 않는 것으로서 엄격

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가는 생활물(生活物)이다.국가가 만일 생활하고자 한다면 그 체

구인 법과 정신인 정치 둘이 잘 친화혼동(親和混同)하지 않으면 안 된다.”加藤弘之(1971),p.9.이

는 블룬칠리가 공법(PublicLaws)과 정치(Politics)를 구별하는 “PublicLawsisthusrelatedto

Politicsasordertofreedom,astranquilfixednessofrelationstotheircomplexmovement,as

bodiesarerelatedtotheiractionsandtothevariousmentalmovements”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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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토는 “국가의 정부,입법부,법원 등과 같이 각 부가 있음은 활체(活躰)

의 각부 기 이 있는 것과 같아,국가를 활체에 비유하는 것”이라고 보충하고 있다.

가토는 여기서 각부에 기 이 있는 것에 을 두고 있다.그리고 이는 국가의 유

기체로서의 성질을 설명하며 주권이 유일해야 함을 강조함과 연결된다.

“국가는 유기체로서,서버린티(sovereignty)의 권이 유일하지 않다면 그 안녕을 지킬 수 없고

만약 서버린티의 권이 분열된 때는 국가는 필연 으로 비붕해(痿痺崩解)함에 이른다.고로

서버린티의 권이 항상 유일하지 않다면 국가가 오래 건 할 수 없다.”771

앞서 본 문부성의『주권론』번역본,『헌법의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국가의 건강함이 서버린티,즉 주권의 ‘유일성’여부에 달려있음이 강조된다.이는

앞에서 국가를 유기체에 비유한 것이 각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었다는 을 고려

하면 서버린티의 권,즉 주권이란 이 나눠진 부분을 하나로 묶어내 그것을 통일시

키는 것이라 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블룬칠리에게 유기체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의

유기체에 한 논의는『일반국법학(AllgemeinesStaatsrecht)』1장부터 나온다.1장에서

국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첫째 많은 사람이 결합해 가족친족의

범 를 넘어 국민의 속성을 갖춘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둘째 고정 이고 지속 인

국가 역,즉 국민에 소속된 국토,셋째 체가 통일되어 국민이 단결되는 것,넷째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이 있는 것,다섯째 유기 본질을 갖는 것,즉 국가를 구성하

는 다양한 요소가 기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 으로서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과 같이 각각의 임무를 담당해 역으로 말하면 각 기 의 다양성을 정리,조

화시키는 유기 체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여섯째 국민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

아들여 법으로서 표 해,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갖춘 윤리 정신 유기체라는 ,

일곱째 국가는 남성이다.772이때 유기체 성격은 기계 성격에 한 부정을 통해

나타난다.

“국가는 생명없는 도구나,죽은 기계가 아니다.그것은 살아있는 유기 존재이다.국가의

이러한 유기 성격은 항상 이해되지 못해왔다.정치 인민은 그것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

었으나 이를 언어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 유기체라는 통찰은 정치과학에서 오랫

동안 숨겨진 채로 남아있었다.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공법학자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민족과 국가의 유기 성질을 인식한 데에는 독일의 역사사법학 의 특별한 공

JohannKasparBluntschli,TheTheoryoftheState(Kitchener,Ont:BatocheBooks,2000),p.

13

771加藤弘之,『國法汎論』卷6上,『明治文化全集』補卷2(東京 :日本評論社,1971),p.31.

772『일반국법학(Allgemeines Staatsrecht)』(1852)과『일반국가학(Allgemeines Staatslehre)』

(1875)을 합쳐 개정한 것이『근 국가학(DieLehrevom modernenStaat)』(1885〜18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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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 있다.이 개념은 국가의 수학 이고 기계 인 ,이를 다루는 원자론 방법,이로

써 개인의 체성을 잊게 만드는 것을 논박한다.유화는 단지 기름과 색깔들의 집합 이상

이고,조각은 놀라운 분자들의 조합 이상이며,인간은 단지 세포와 액의 다량(quantity)이

아니다.마찬가지로 민족은 단순한 시민들의 합이 아니며 국가는 외부 규제들의 모음이

아니다.”773

그런데 유기체로서의 국가 성격을 설명하는 블룬칠리의 1장을 가토는 나 에

번역하 다.가토는 시강을 해『일반국법학(AllgemeinesStaatsrecht』(1852)6장부터

먼 번역하고,메이지 9년에 들어서야 1장부터 다시 번역한다.이는 그가 밝히고

있듯 ‘ 일의 정무에 필요한’순서에 따라 번역한 것이었다.774 6장에서 국가원수의

권리를 규정하는 부분이 1장에서 국가의 성질을 논하며 유기체의 논의를 설명하는

목보다 훨씬 정무에 요하다고 단했다.그에게는 유기체로서 국가의 성질이

요하다기보다 이러한 성질이 어떻게 국가 통치에 합될 수 있는가가 요했다.

가토는『국법범론』1권의 국가유기체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시작

한다.

“국가존재의 경황에 해 숙고할 때 국가가 활기체(活機體)(안문(案文)동식물을 말함)의 성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무릇 국가에 활기체의 성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학자는 특

히 국가의 실황에 주의해 연구연마하게 되었다.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각종의 공무에 해

각종의 품계(品階),직 (職官), 사(官司),회원( 院)등이 있어 국가의 활기가 됨으로써 각종

공무를 특유(特有)해 장리(掌理)한다.”775

여기서도 ‘활기체’(活機體)라는 말로 organsim을 번역하고 있는데,이는 앞서 그

가 유기체에 해 설명하며 ‘활물’임을 강조한 것처럼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인다.이때 가토가 주목한 활기체로서 국가의 특성은 각 기 이 나뉘어

져 있다는 이다.그는 국가와 공인(公人)이 담당하는 직 (職官)과의 계를 ‘체구

(體軀)’와 ‘ (關節)’의 계로 설명한다.776직 은 결코 ‘기기(器機)’의 일부분과 같지

않으며 그 활동 역시 단순히 기기의 운 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유의 정신’을 갖추

고 있다.777이처럼 가토는 리가 생명을 읽게 되면 생각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목에 주의를 기울인다.가토에게 유기체란 각 부의 기 이 각각의

생명성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다.이때 국가는 각 (기 )들을 ‘합동조화’시키는

773Bluntschli(2000),pp.24∼25.

774加藤弘之,『國法汎論』卷6上,p.29.

775加藤弘之,『國法汎論』卷之一 (東京:文部省,1872),pp.9〜10.

776이는 블룬츨리가 ‘bodypolitic’과 ‘articulation’이라고 말하는 바로,정치체와 이를 결합하는 상

태라는 의미가 더 당하지만 여기서 가토는 신체유비의 에서 ‘articulation’을 로 번역하고

있다.

777加藤弘之,『國法汎論』卷之一,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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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다.이에 해서 가토는 안문(按文)을 달아 블룬칠리가 제시한 논의를 소개한

다.

“블룬칠리가 술한 바 국가학 사 [辭書]의 국가 부분에서 국가의 성질과 활물(活物)의 성질

이 같은 이치를 세 가지 들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그 의를 역해 본문의 참고로 제공

한다.첫째 국가의 직 들이 있는 것은 마치 활물에 오 사지(五官四肢)가 있는 것과 같다.

직 들은 모두 고유의 정신을 갖춰 각종의 주무(主務)를 다룸으로써 더불어[相共]국가 체의

활존(活存)을 돕는 것은 마치 오 사지가 각종 고유의 능(官能)을 갖춰 상합(相合)해 체구(體

軀)의 생존을 돕는 것과 같다.둘째 국가에 공 인 의사(意思)와 제도가 있는 것은 마치 활

물에 정신과 체구가 있는 것과 같다.셋째 국가가 특히 하늘의 법칙[天律]에 따라 흥망성쇄

하는 것은 마치 활물이 하늘의 법칙에 따라 생장소장하는 것과 같다.”778

가토는 ‘활물’과 ‘국가’간의 공통 으로 신체가 오 사지를 갖추듯 국가 역시

각종 기 들로 이 져 있다는 ,정신과 체구가 있듯 의사와 제도가 있다는 ,둘

다 하늘의 법칙에 따라 생장소멸을 거친다는 을 든다.여기서 가토가 말하는 국

가학 사 은 블룬칠리가 라터(KarlBrater)와 공동편집해 1857년부터 출간해 1870년

에 완결한 총 11권의『독일국가사 (Deutsches Staatswörterbuc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내용에 해 블룬칠리가『일반국법학』을 증보 개정한『근 국가론』에

서 자연 유기체와 국가라는 유기체의 공통 에 해 설명하는 목을 참고할 수

있다.1.모든 유기체는 혼(soul)과 육체(body),즉 물질 요소(materialelements)와

생기 힘(vitalforces)의 결합(union)이라는 ,2.유기체가 체(whole)로서 남아있지

만 그 부분들로서 각각의 구성원(member)들을 갖으며,이는 체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각자의 다양한 동기와 능력들에 의해 활성화된다.3.유기체는 바

깥으로 발 해가며 외 성장을 갖는다.

이 세 가지 은 국가의 유기체 성격에서도 명확하다.1.국가 역시 정신

(spirit)과 육체(body)를 갖는다.이는 당 시민들의 정신의 합과는 다른 국가의 정신

이다.즉 국민 정신이란 다 들의 정신의 평균과는 구별되는 국가 자체의 정신이

다.마찬가지로 국민 의지란 다 들의 의지의 평균과는 구별되는 국가 자체의 의

지이다.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헌법은 국가의 신체(thebodyoftheState)로서 민족의

공통 생명을 담보하는 형태이다. 2. 헌법이란 바디폴리틱이 결합된 상태

(articulation)와 같다.모든 리(office)들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춘 특수한 구성원

이다. 직은 생명없는 기계의 부분들과 달리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 생활

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리들은 생명에 사하며 그들 자체가 살아있

다.3.국가는 성장 발 한다.그러나 동식물의 성장 기간이 정해져있는 반면 국가의

성장은 일정하지 않다.779

778加藤弘之,『國法汎論』卷之一,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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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앞서 본 가토의 설명과 비교하면 가토가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서 국가

라는 이 가장 먼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이 에 띈다.이는 블룬칠리의 논의

를 가지고 오면서 무엇을 강조하려 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게 해 다.그에게 살아

있는 도구로서 활물은 기능의 분화와 그 통합으로서 국가의 상이다.

그러나 블룬칠리를 단순히 국가를 강조한 보수주의자로 악해서는 안 된다.

블룬칠리의 ‘두 가지 혼’이라 불리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그는 1836년 27세에 도시와 농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말

하는 자유주의 개 을 주장하며 정계에 진출했다.1837년 평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자유 진 와 수구 양 정당에 항해 자유보수당(liberal-conservativeparty)을 창설

해,양 정당의 온건 를 끌어들여 자유주의 개 을 시도한다.1838년에는 자유

진 정부가 무 진 후 입각해 내무성을 담당,공산주의 책에 힘을 쏟는 한편 당

시 각주 정부가 매년 순번제로 앙정부를 겸무하는 제도에 의해 스 스 정치의 최

고지도자의 지 에까지 오른다.1845년에 시장선거에서 자유 진 후보에게 패했지

만 평의회의장에 선출되기도 했다.그러나 1847년 취리히 명이 발발하여 진주의

가 승리하자,그는 독일로 건 가 뮌헨 학과 하이델베르그 학에서 활발한 학문

활동을 개한다.물론 독일에서도 그의 자유주의 정치 참여는 계속 되었다. 학

표로 바덴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되어 자유주의 로테스탄트 정치가들을 이끌었

으며,독일 제국 창립 후에는 바덴연방 상원의원과 의장으로 선출되었다.하이델베

르그 시 의 블룬칠리는 소국 스 스의 학자 정치가에서 유럽 강국 독일제국의 지

배정당의 하나인 국민자유당의 표 학자정치가로 성장하기에 이르 다.780 이는

그가 단순히 보수주의 색채를 가진 정치가가 아니라 자유주의 정치가 음을 보

여 다.

한 그의 일생은 그가 두 개의 조국에 한 정체성,즉 그가 태어난 스 스

와 유학하고 활동한 독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개인 사정을 말해 다.일국

내에 복수 네이션이 존재하는 스 스 내셔 리티와 국가의 외 계에서 발생한

정치 원리로서 내셔 리티라는 양의성이 그에게 의식될 수밖에 없었다.블룬칠리

가 ‘네이션(nation)’이라는 문화 원리보다 ‘민족(volk)’이라는 정치 ,원리 통일체

의 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781그의 유기체론은 단순히 같은 문화 ,

언어 동일성에 기 한 것이 아닌 이러한 정치 원리에 기반한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블룬칠리의 유기체론은 기존의 군주권에 한 견제이자 국가

779Bluntschli(2000),pp.25〜27.

780安世舟(1975),pp.121∼122.

781山田央子(1991),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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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의 통일성에 한 강조 다.반면 가토에게 정치 목 은 분명하 다.이는

그가 이른바 향 이후에 보이는 논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국가주권은 군주에 있다고 하고 민인(民人)에 있다고 하고,혹은 군민의 공유라고 말하기도

하고,혹은 리에 있다고 말한다.이 주권은 무한하다고 말하는 것은 망상론이다.내가 보건

데 주권은 즉 사회의 정신으로서 사람의 신체[人身體]에서 활동하는 모든 힘의 호응상감(互應

相感)으로 인해 뇌에서 정신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사회신경계의 제힘의 호응상감으로 인해

주권자[掌權 ](군주 혹은 정부)에서 나타나는 정신력이다.”782

여기서 주권은 신체상에 활동하는 모든 힘들의 호응 계로 인해 뇌에서 정신

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악된다.망상론자들은 제국에서는 군주 홀로 무한의

권을 장악해 인민을 압제한다고 논하지만 결코 무한의 압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다.가토는 이를 블룬칠리의 GeschichtederAllgemeineStaatsrecht에서 인용하고 있

다.이처럼 향 이후 그에게 뇌 혹은 정신의 역할로서 주권이 강조된다.이는 가토

가 생물학을 통해 어떻게 그의 논의들을 개했는지를 보여 다.

“벌과 개미 같은 것에 이르면 척추동물 에서도 우리 인류를 제외하고 결코 비교할 수 있

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력을 갖춘 것이 있다.이 하등동물은 이미 사회를 세워 치자 피치

자의 구별을 세워 노 를 사역시켜 시가를 세우고 교량을 만드는 등 개화에 이르러 실로

기묘하다해도 다시 그 이치를 탐구하면 이 동물에는 아직 진실로 머리는 없다고 해도 머리

의 용을 이루는 바 Nerven-knoten이 심히 큼으로서 그 형상도 개 발달 완비함이라 말한

다.이로 말미암아 생각하면 이 같은 벌과 개미와 같이 아직 척추동물의 에서 있을 수

없다 해도 정신력도 아직 크게 진화함을 알 수 있다.”783

척추동물 에서 지력을 갖춘 벌과 개미 등이 머리가 없어도 신에

Nerven-knoten이 있어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 세우는데 이는 정신력이 크게 진화한

증거라는 것이다.이때 가토가 머리의 용이라 말한 Nerven-knoten은 신경 을 의

미하는 것으로,뇌라 칭할 수 있는 기 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벌과 개미와 같은

동물은 이러한 신경 이 심히 커서 그 형체의 발달 완비함을 갖춘다고 말한

다.784그런데 그는 유기체에서 세포의 분업에 해서 말하며,이 ‘분수’의 작용과 상

반되는 ‘합보(合補)’라는 작용이 있어야 유기물이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한다.유기물이

란 세포들의 분업과 기 들의 분립으로 생기는데 이때 “세포기 들은 반드시 서로

합동해 서로 보익(補益)하는 바가 없다면 체의 활존장육(活存長育)을 이룰 수 없다”

는 것이다.이것이 ‘합보’의 작용으로 분수와 합보란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으

로,두 작용이 서로 기 체의 ‘활존장육’을 이 ‘진화’를 이루게 됨을 설명한다.785

782「自由權之進化 材料第一」,『加藤弘之文書』卷1,pp.401∼402.

783「自由權之進化 草稿 第二」,『加藤弘之文書』권1,p.476.

784「自由權之進化 草稿 第二」,『加藤弘之文書』권1,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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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토는 분업과 합보가 동시에 이 져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며 분업의

원리 못지않게 통합하는 힘을 강조한다.앞서 보았지만 이러한 진화의 원칙은 스펜

서에게도 나타나는 바이다.786그런데 이러한 스펜서 유기체는 피르호의 방향으로

도 나갈 수 있는 반면, 다른 형태로 나아갈 여지를 품고 있다.

낭만주의와 생기론

그 다면 가토 논의의 개를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19세기 독일에서 유

기체설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블룬칠리의 유기체에

한 은 당시의 의학 혹은 신체 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진화라는 에서

생명을 악한다는 은 동일하지만 생명에 한 은 진화론 시각과도 일정

차이를 보인다.이에 해 린덴펠트(Lindenfeld)가 19세기 독일의 유기체설에 해

당시의 자연과학과의 계에서 네 가지 특징을 꼽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첫째

생리학(physiology)의 에서 보듯 자연과학에서 원자론,기계론 시각을 신해

체론 (holistic)시각이 증하고 있다는 이다.둘째 자연,사회,국가가 신의 목

의 증거로서 사하는 독립된 자연으로 간주되어 유기 은유가 인(spiritual)성

격을 띄게 되었다는 이다.셋째 유기체론이 사회의 본질로서 자리잡게 되었다는

이다.유기체론이 개체와 국가 사이의 사회라는 간 역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

어 개체는 사회 집합체(socialcollectivities)를 구성하는 블록을 형성하고,이것이 정

치체를 구성한다.넷째 이를 통해 자연 환경의 향에 따른 국가의 성립을 설명해,

정치체의 형태나 가치를 상 으로 평가하는 국가로서의 유기체(state-as-organism)

이라는 발상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다.787

여기서 블룬칠리와 련해 특히 두 번째 유기체의 특성이 주목해 볼 만

하다.이에 해서는 블룬칠리와 ‘신비 심리학자’ 리드리히 로머(FriedrichRohmer,

1814-1856)의 계가 지 되어 왔다.블룬칠리는 자서 의 1/3가량을 로머와 자신과

의 계 그리고 그의 심리학,신학을 소개하는 데 할애할 정도로 많은 사상 향

을 받았다.788 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로머는 당시에는 많은 지지자들을 거느

릴 정도로 자신만의 심리학에 기반한 신비주의 언자 다.그는 인간의 마음을 16

785「自由史 草稿第一 自由之進化」,『加藤弘之文書』卷1,pp.473〜4.

786야마시타는 가토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핵심 부분에 해서 읽지 않았음을 지 한다.가

토가 소 향 과정에서 스펜서의 향에 해 언 하고 있지만 그는 스펜서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사형사회로부터 산업형사회로의 진화에 수반한 자주 개인의 자발 동의 진 의 강

조에 주목하지 않았다.山下重一(1983),pp.154∼158.

787 DavidF.Lindenfeld,ThePracticalImagination:TheGermanSciencesofStateinthe

NineteenthCentury(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1997),pp.176∼180.

788安世舟(1975),p.121;Lindenfeld(1997),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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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기본이 되는 힘(Grundkraft)으로 구성된 질서잡힌 유기체라고 말한다.여기서

유기체는 물질 인 것이 아니라 정신 인 것으로 악되는데,인민의 체로서의

국가 역시 이 심리학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789그러나 블룬칠리가 국가를 남성에,

교회를 여성에 비유하고, 주의,보수주의,자유주의, 진주의라는 정치 성향

에 따른 네 개의 정당은 사람에게 보이는 4가지 구별되는 성격에 따른다고 하는 등

롬머의 심리학 유기체설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작들에 얼마나

향을 미쳤는지에 해서는 불분명하다.

그 다면 이러한 신비 신체는 당시의 신체 과 동떨어져 존재했던 것인가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과학사가인 코헨(BernardI.Cohen)은 블룬칠리를 비롯해

유기체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물학,의학 논의에 한 연구가 거의 없음을 지

한다.지 의 에서 보면 아무리 낡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당시의 생물학

개념과 이론들의 지식을 통해 이들이 사유를 개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790당시 신체 좀 더 넓게는 생명 은 생기론의 향이 컸다.흔히 낭만주의 시

라 불리는 이 시기는 생기론의 시기와 겹쳐질 뿐 아니라 기본 인 특성들을 공유

한다.낭만주의는 흔히 1780년 경에 시작해 1830년 길게는 19세기 반까지로 본

다.791생기론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의 히포크라테스나 갈 노스의 의학

이론까지 포함하기도 하지만 근 의미의 생기론은 18세기부터 나타나 1830년 와

40년 리 퍼지게 되었다.이 시기 신체를 보는 의 특징은 인간의 몸을 기계

로 악하는 방식에 반 해 생명 그 자체에 심을 갖기 시작했다.

표 으로 생기론의 기 형태를 말한 이로 슈탈(Stahl, Georg Ernst,

1659-1734)을 들 수 있다.슈탈의 물활론은 물질 혹은 물질로 구성되는 몸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완 히 수동 이며 비활

성 인 존재로 본다.반면에 정신을 인간의 모든 신체 상과 도덕 상의 원인으

로 본다.슈탈은 해부학 구조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무시한다.그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자발 인 힘이 없으며,그것이 작용

하기 해서는 반드시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정신은 인간의 몸이 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물질로 구성된 몸 자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운동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다.

이 이론은 결국 생리학에 들어온 형이상학이며 독일 념론의 의학 이라 해도 지

789HarryBarnesandHowardBecker,Socialthoughtfrom loretoscience(New York:Dover

Publications,1961).

790BernardI.Cohen,Interactions:somecontactsbetweenthenaturalsciencesandthesocial

sciences(Cambridge,Mass.:MITPress,1994),pp.ⅹⅳ∼ⅹⅴ.

791R.W.Harris,Romanticism andthesocialorder,1780-1830(London:Blandford,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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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지 않다.792그는 데카르트의 유물론에서 생명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에 해

처음으로 명료한 비 을 가한 인물이었다.슈탈은 처음으로 ‘유기체organisme’라는 말

을 정의한 인물로 이야기되는데,그에게 유기체란 물리학에서 다루는 죽은 물체와

달리 ‘하나의 특수한 목 을 해 생겨나고 형성되며 정돈되어 상호 합한 계를

개하는 존재자’이다.유기체와 물체의 결정 인 차이 은 유기체가 ‘부패할 수 있

는corruptible’존재라는 데 있다.부패되어 괴되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그러므

로 유기체는 자연 부패에 항하여 스스로를 유지하는 비물질 원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혼이 장한다는 것이 슈탈의 주장이다.그는 유기체의 생명의 근원

을 혼에서 찾는다는 에서 고 의 물활론 (animism) 통을 이어받고 있다.즉

그에게 신체의 여러 부 와 기 들은 혼의 도구에 불과하며, 혼의 작용에 의해

비로소 활동을 개시한다.슈탈의 이론이 혼에 기반을 두면서도 생기론의 원조로

불리는 것은 바로 생명 상의 원인을 생명체의 내부로 가져왔다는 사실 때문이었

다.793이처럼 생기론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기계

론 물리학의 세계,즉 뉴턴의 역학 기계론,데카르트의 운동학 기계론에 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생기론의 질문은 기계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생명이란 과연 무

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794

이는 동시에 낭만주의 시 의 질문이기도 했다. 랑스 명의 반동으로 등

장한 낭만주의는 모든 게 뒤엎어진 상황에서 근본 인 질문으로 돌아간다.흔히 낭

만주의는 보수 ,반동 인 정치사상으로 읽히지만 이는 인간의 이성에 해 회의

하고 자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체와 부분들의 조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근간으로 한다.795물론 독일 낭만 를 하나로 묶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공

통 특징을 꼽자면 칸트나 피히테의 ‘자아’ 심의 합리주의 철학이나 괴테의 교

양소설,계몽주의 랑스 명의 세 기둥에 일 이 매료 던 것에 한 반동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그 특징으로서 이성으로는 악할 수 없는 비합리 인 것,자아

를 미치게 하는 감성=미 인 것,무의식의 세계에 한 심,신화나 승 등에

한 집착,정치 복고주의를 꼽을 수 있다.796

이 게 보자면 왜 블룬칠리에게서 기계론 립이 요한가 역시 이해할 수

792여인석,『의학사상사』( 주:살림,2007),pp.80∼81.생기론에 해서는 鈴木貞美(2007)참고.

793황수 ,『베르그손,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서울,갈무리,2014),pp.116∼118.

794이에 해서는 앙리 베르그손,황수 역,『창조 진화』(서울:아카넷,2005)참조.

795Andrew Cunningham andNicholasJardineeds.,Romanticism andthescience(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1990),p.19.괴테가 자연의 비 을 탐구하려는 것이 이를 보여 다.

796슈미트의 정치 낭만주의에 한 비 은 仲正昌樹,『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東京:作品

社,2013)1∼2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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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시 질문과

맞닿아 있었다.이것이 그가 로머의 유기체의 특성에 꽇혔던 이유 을지 모른

다.생명이란 단순한 양 집합을 넘어서는 무언가 러스 알 를 필요로 한다.

체란 부분들의 합 그 이상이어야 한다.그 다면 생명을 생명이게 하는 러스 알

란 무엇인가.이를 생기론자들은 ‘생기(vitalforce)’라 불 던 것이다.마찬가지로

같은 도식이 국가에도 용된다.국가를 국가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다.국가는 단순히 인민들의 집합일 수 없다.홉스에서 본 바 로 국가를 기계론

으로 악하는 방식이 이 의 집합 신체에 한 상이었다면 이에 한 비 으로

등장하는 유기체론의 바탕에는 이와 같은 생기론 신체 이 깔려있다.

그 다면 생기론 신체의 특징은 무엇인가.이는 우선 부분으로 나 수 없

는 체 시각이다.이를 부분으로 잘라내 버리면 체로서의 생명은 사라지고 만

다.이때 생명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악된다.낭만주의에서 에

지,힘,의지,생명 등에 한 강조는 이러한 생기론 신체 에서 혼에 한 강

조와 겹쳐진다.그리고 이는 자동 인 조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9세기 새

로운 체액 개념(neo-humoral)이 등장하는 것을 포함해 히포크라테스식의 일

(holistic)의학이론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이 시기 생기론,

낭만주의,유기체론에서 상 으로 볼 수 있는 개별 인 것을 머 그 뒤에 있는

세계를 포 하는 형이상학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공통 으로 보인다.

블룬칠리에게 유기체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그것은

개체 인 것과 사회 인 것과 구별되는 국가 그 자체의 목 성에 한 질문이었다.

국가란 인간의 몸이 세포나 액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 것처럼 단순히 시민들의 합

이거나 법들의 총체일 수 없었다.그것은 죽은 기계로서 국가와 마찬가지 다.그

다면 블룬칠리에게 이러한 질문은 왜 필요했을까.이는 주권이라는 국가의 생명의

근원을 찾기 한 것이었다.그리고 이에 한 해답은 단순히 군주라는 머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체 체,즉 국가 그 자체에서 구한다.이는 물론 국가주권과

군주주권 간의 모순이 없음을 보여주기 한 것이었다.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가토

에게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실재의 군주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97이러한 차이

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이를 보기 해 가토가 향을 받은 다른 한 사람 헤

의 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헤 의 세포군주론

797이러한 양자의 차이에 한 인식이 당시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군권과 주권의 구별을 말

하며,가토가 블룬칠리를 오독한 것이라는 민권 의 견해에 해서는『主權論纂』,明治文化研究会

編,『明治文化全集』5券 自由民權篇 (東京:日本評論社,1992),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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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의 독서노트격인「의당비망(疑 備忘)」(1877-1882)은 그가 독일의 학문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국가학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다.이때 특히 생물

학의 향은 이었다.그는 카스 리(OttoCaspari)의『인류상고사』를 인용하면

서 ‘국가’와 ‘무리’사이의 구별을 말한다.외 의 공격으로부터 안 을 지키며 싸우

는 과정에서 국가는 각 구성원의 ‘분업’을 조직한다.그러나 무리는 가족 친척끼리

합동하는 것은 있어도 분업의 법이 없고,외 의 공격을 받으면 흩어지기 마련이라

는 것이다.이처럼 인류 는 개미나 벌은 국가를 이루지만 기타 짐승들은 무리를

이룰 수밖에 없다며 국가와 무리를 구별한다.카스 리에게 가토가 주목한 것은 곤

충이나 동물들이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요한 바가 ‘분업’의 원리라는 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조상인 원시인 역시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 시작한 것

이 분업의 원리 다.국가와 같이 분업이 있어야 각자 임무를 달리해 일을 이루기

쉬운 반면 무리에는 분업이 없어 각자가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이

지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처럼 가토에게 국가 내의 분업이 강조되는 것은 생물학

의 향 하에서 이 진 것이었다.798

이는 기존의 천부인권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회하여 강자의 권리를 주장한

『인권신설』에서 확실히 보인다.그는 천문학과 생물학에서의 발 을 지 하며 이

러한 ‘물리(物理)’상의 변화가 학문 오류에서 벗어나게 한 기반이 되었음을 지 한

다.반면 철학,정치학,법학 등의 ‘심리(心理)’에 계된 학문에서는 이러한 발 이

일어나지 않아 아직 ‘망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799

“내가 47세 때,즉 메이지 15년에 인권신설이라는 소책자를 술 출 했다.이는 나의 주의

가 일변하기 시작한 술이다.나의 주의가 일변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 말하면,나는 국

의 개화사의 가 버클의 서를 읽고,소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거의 황당무계함을 처음

알게 되어 으로 자연과학에 의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논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그

때부터 다 의 진화론이나,스펜서나 헤 기타 진화철학의 류를 읽음으로써,우주 ,인생

이 으로 변화했던 것이다.”800

스펜서나 헤 등의 진화 철학을 읽으면서 우주 ,인생 이 으로 변함

을 밝히고 있는 가토는『인권신설(人權新說)』에서 국가와 권리의 계에 해 새로

운 생각을 정립해 나간다.국가의 체재가 서지 않았을 때는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국가는 여러 친척이 합해 서로 부락을 이루고,이 부락들이 서로 합해 나라

를 세우는 것으로 원래 사람이란 강함과 약함 등에서 우열의 차이가 있어 강한 자

가 부족들을 합해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이는 동물들의 세계에서 보자면

798加藤弘之,「疑 備忘」3,『加藤弘之文書』卷1,pp.213∼214.

799加藤弘之,『人權新說』(東京:谷山楼,1882),pp.1∼2.

800加藤弘之,『加藤弘之自叙伝』(東京:加藤弘之先生八十歳祝賀会,1915),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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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이었다.801이처럼 국가가 계약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강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리는 권리에 한 문제로 이어진다.따라서 권리란 천부 으

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약자가 묵시 으로 허락한 강자의 권리만이 있을 뿐

이라는 것이다.802이는 당시 유럽에서 사회계약론을 시한 자연권,자연법 사상에

한 비 이 제기되었던 것이 가토에게 역시 향을 주었던 것이다.즉 자연법이

사회를 고정 ,정태 으로 악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변화하고 유동하는 사

회의 진보,발 을 설명하는데 불충분했다.자연법 사회계약론을 과학 실증주의

로 체시키는 노력이 등장한 이유 다.803이제 추상 원리로부터 연역해 설명하

는 방법은 시 에 뒤쳐진 학문이라 생각되었다.국가나 권리를 추상 ‘망상’에서 도

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 역사 사실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었다.이러한 작

에 한 반 로서 등장하는 것이 계약론에 한 비 이었다.당시 가토 히로유키를

비롯해 계약론을 비 하는 이들의 주장은 역사 ,감각 차원의 반 다.804그는

자연상태의 유기물과 사회를 이룬 유기 사회와의 유사성을 발견한다.국가나 사

회의 분석에서도 생물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승열패의 법칙에 기 한다.그의 논의

가 향에 가까운 사상 환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학문상의 이해에 기인한

바가 컸다.가토에게 국가는 인민을 지배하는 양식으로 동식물의 세계에서 보이는

강자의 힘이 권리화되는 세계 다.

그의 후기 작들에서 국가유기체설의 체에 한 강조는 분명해진다.국가

사회라는 것은 결코 개인들이 느슨히 모여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 ’으로

‘집합생존’하는 것이다.이 사회 유기체의 생존을 해 필요한 수단인 도덕 법률은

결코 집합 개인의 안녕을 최 목 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 유기체

의 안녕을 유일한 궁극의 목 으로 삼는다.805

“동식물의 경우에 체의 건 (健全)과 소수의 세포의 건 이 일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어쩔 수 없이 소수 세포의 건 을 희생해서 체의 건 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국가사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체 즉 사회자체의 안녕행복과 소수 개인의

안녕행복이 일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수 개인의 안녕 행복을

801加藤弘之(1882),pp.59〜63.

802加藤弘之,『強 の権利の競争』(東京:哲学書院,1893),pp.239〜240.

80319세기 유럽에서 자연권 자연법 사상의 비 과 련해서는 田中浩,(1977),pp.646∼655.

804그러나 마루야마는 계약론의 비 논리는 작 (fiction)의 과정으로서 주체를 만들어내는 긴장

계가 상실되는 과정이었음을 지 한다.마루야마(2012),pp.101∼102.

805加藤弘之,『道徳法律進化の理(1900)』(東京:博文館,1903),p.214.가토는 유기체를 3가지 단계

로 구별한다.첫 번째가 단세포 유기체,두 번째가 단세포 유기체로 구성된 복세포 유기체,

세 번째가 다수의 복세포 유기체로 조성된 식물군체나 동물군체다.국가가 사회 생존을 이루

는 것은 이와 같은 세 번째 유기체로서라고 설명한다.加藤弘之(1903),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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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해서 체의 안녕 행복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

이다.”806

체의 건강과 소수 세포의 건강이 비되며 세포를 희생해 체를 보호하는

논리는 왜 나오게 되었을까.『의당비망』의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가토는 헤

의『조화사』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그는 진화와 인종론에 해 헤 의 작을 인

용하고 있는데 그의 세계 을 결정하는데 헤 의 생물학의 향이 커보인다.에른

스트 헤 (1834-1928)은 앞서 본 스펜서의 논의와 피르호의 논의와 유사한 발상을 보

인다.807그런데 헤 은 피르호의 공화주의 세포 국가 이론을 군주 버 으로 확

장시켜 세포 보다 유기체 체에 더 높은 비 을 둔다.헤 역시 기에는 세포들

의 아메바 운동에 주목,자유롭고 독립 인 개체들로 이 진 국가를 상정한다.그러

나 이러한 세포들의 자율성에 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포들의 독립은 노동

분업으로서 공동체라는 유 계에 의해 제한되어 문화의 결과로 나타난다.세포

간의 노동의 분화와 문화가 일어날수록 체 신체 공동체에 더 의존 이고 종속

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느슨히 앙화된 식물의 신체를 ‘세포국가

(Zellen-Republik)’에 비유할 수 있다면 보다 앙화된 동물의 신체를 ‘세포 군주제

(Zellen-Monarchie)’로 말한다.척추동물들은 이러한 세포 군주제의 형 인 로서,

다양한 기 들의 활동이 체 유기체의 생존을 해 고도로 조 이고 종속 이라

는 이 이를 보여 다.이는 앙의 신경 시스템이나 두뇌의 질서 통제에 의한 것

으로 이는 앙집권화된 국가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다.헤 은 두뇌 세포나 신경

시스템의 세포를 ‘귀족정치 (aristokratisch)’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808

독일은 38개의 독립된 나라들과 공국들의 연합으로부터 1871년에야 통일되었

던 상황과 비스마르크의 등장,그리고 랑스 명으로부터 향을 받은 정치 공

포감이 이런 앙집권화된 세포 군주제 모델을 설정하게 했을지 모른다.헤 은 고

등 동물과 식물과 같은 유기체에서 많은 세포들이 그들의 개인 독립을 포기하고

그들 자신을 좋은 시민처럼 정신 국가에 종속시키는데 이는 세포 연합의 의지와

감각의 통합을 나타낸다고 말한다.물론 그가 권 주의 정치체를 옹호한 것은 아

니었다.그는 상하 수직 이거나 억압 인 정치구조에 한 반 자 고,당시의 많

은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처럼 독일 국가의 통일과 안정 통합을 바랐던 이 다.개

인이 체에 종속되어야 하지만 이는 목 이 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

806加藤弘之(1903),p.220.

807Reynolds(2008),p.124.헤 은 스펜서에게 편지를 보내 둘 사이의 사상 공통 에 해서 이

야기한 바 있다.Reynolds는 헤 이 스펜서에게 향을 받았다기보다 독자 으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지 한다.Reynolds(2008),pp.139∼141

808Reynolds(2008),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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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번 을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군주제라는 이름을 띄고 있지만 이는 노동의

분업과 문화,세포의 집 화라는 에서일 뿐 개체 논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

다.809그런 에서 가토의 논리를 헤 에서 많은 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생물학과는 다른 제로 출발해 다른 결론으로 귀결한다.

유기체에서 군주의 자리

그 다면 가토의 국가유기체에서 군주는 과연 어떠한 치에 놓여져 있는지

가 요하다.그는 헤겔식의 유기체론에서처럼 군주도 유기체 안에서 하나의 기

일 뿐이라는 주장에는 반박한다.이는 사고의 심도 역시 하나의 상 의 기 일

뿐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진실로 자연 하나의 큰 유기체라고 한다면 군주는 즉 사유 추가 아니

면 안 된다.그런데 사유 추라는 것이 하나의 신체의 주체이고 그 외의 여러 가

지 기 을 지배해서 생존을 한다고 하나면,국가의 군주와 그 여러 기 과의

계도,완 히 그것과 같은 형태여야 한다는 해석이 된다고 생각한다.하기는 사

유 추도 최고 기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기 과는 완 히 주속

(主屬)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신체의 주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맞다고 생각한다.”810

그는 사고의 심과 다른 기 과의 계는 주체와 주체에 한 보조 기

이라는 상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심은 다른 어떤 기 과 비교할 수

없는 주된 심기 이라고 주장한다.그래서 군주는 국가의 주권의 소유자로서 몸

체의 주체이며 사고의 심이고,다스림을 통하여 국가유기체의 생존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민은 보조기 으로서 지배자에 의해서 지배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배자는 국민의 지배 안에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이는 그가 홉스의 바디

폴리틱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도 엿보인다.그는 홉스식의 바디폴리틱을 실제의 군주

에게 모든 권력을 임한 형태로 이해한다.811가토는 홉스가 아리스토텔 스의 조

809Reynolds(2008),pp.123〜139.

810加藤弘之,『自然と倫理』(東京:実業之日本社,1912),p.133.

811“홉스의 설에 의하면 아리스토텔 스는 우리 인류를 국가 물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심

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천성 이기심만 강해서 단지 자기의 이익을 꾀하고 타인을 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천연 자연의 모습은 단지 각인 개개의 투쟁으로 가득찬 것이다.따라서 도 히 우리

가 동일치해 사회를 조성할 수 없는 것이 필연인데 이로써 고 에 소 민약이라는 것이 일어나

사람들이 상호 계약해 각기 이기의 신념을 제한해 서로 해를 가하는 것을 멈춰,사회일반의 이익

을 도모하고자 사회 (全衆)가운데 일인의 걸(大英傑)을 뽑아 이에 사회통일의 권을

임하고 이에 권의 탁을 받은 걸 즉 군주는 권으로 도덕과 법률을 자기의 뜻에 따라 창

정해,사회 으로서 이에 복종 해 사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일의 군주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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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념을 비 하는 목을 소개하며 도덕과 법률이 인조 인 것임을 강조한다.인

권신설에서 천부 자연권을 망상이라고 평한 가토답게 홉스가 사회의 출발이라고

여기는 자연권의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그에게 도덕과 법률은 계약을 통해 권을

임받은 걸인 군주의 자의로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다.이처럼 가토에게 홉

스의 신체란 존하는 군주에게 권력을 탁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가토는 국가를 유기체에 비유하며 군주를 ‘사유 추’로서 악한다.사유 추

로서 군주가 요한 이유는 이것이 신체의 생존을 보존하는 데 핵심이며 다른 기

들은 이에 보조 이라는 데 있다.이는 군주와 국가와의 계가 블룬칠리와는 확연

히 다름을 보인다.앞에서 보았듯이 블룬칠리에게 주권은 군주가 아닌 국가 그 자

체에 있었고 그에게 군주의 권리란 자의 인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서 국가의 이익

에 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에서 군주는 신체 내의 다른 기 과 같은 하나의

기 이다.물론 블룬칠리가 유기체 국가의 최상의 정치체제로 입헌군주제를 규정하

고 있지만 이때의 군주는 자기의 권리로서 통치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기 으로서 통치권을 총 하는 기 일 뿐이다.812

한 이는 헤 의 유기체와도 다르다.세포들의 복합체로서 유기체를 사유하

는 헤 은 유기체 내에서 앙의 통제기 의 요성을 강조한다.그의 생물학

의 특징은 계성과 분업에 있었다.813이러한 특징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높

은 고등 유기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일반 인 동식물과 달리 척추동물은 체 유

기체의 생존을 해서 앙의 신경이나 두뇌의 통제에 기 들이 따른다.이러한

에서 이는 군주 심제 모델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헤 에게 유기체란 에서

아래로 구성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로 구성된다.헤 은 기부터 그

의 반-권 주의 입장을 견지해왔다.814

실로 사회통일의 권을 장악해 군주가 하고자 하는 바는 즉 도덕이 되고 법률이 되는 것은 당

연한 것이자 필요한 것이다.”加藤弘之,1895,「ホッブスと徂来」,『東洋哲学』,第2編 大1号,pp.1

〜2.그는 이 에서 홉스의 와 같은 논의가 성인인 선왕이 인성을 다스려 약형정 효제인

의와 같은 도덕을 창립해 천하를 안정시킨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한다.

812우남숙,「한국 근 국가론의 이론 원형에 한 연구:블룬츨리와 양계 의 유기체 국가론을

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학회,『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2집,1호(2000),pp.125∼127.

813픽스톤은 유기체 담론을 앙화되어(centralized)있는가 지방분리(devolved)되어 있는지를 한

축으로 그리고 기능이 분화된(differentiated) 정도를 한 축으로 네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Pickstone,J.V.,“How MightWeMaptheCulturalFieldsofScience,PoliticsandOrganisms

inRestorationFrance”,HistoryofScience,vol.37(1999),pp.351〜352.

814 이놀드는 헤 의 논의를 단순한 군주제가 아니라 다 의 생물학이 독일 낭만주의와 결합한

것으로 ‘연합론 낭만주의(associationistromanticism)’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로 평가

한다.Reynolds(2008),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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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토에게 유기체라는 사실은 이름만 유기체를 빌려서 사용했던 것일

뿐 유기체의 생명 특징에 해서는 을 감고 있다.815그에게 유기체의 사유 추

로서 군주가 국가라는 생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군주가 차지하는 역사 상이라

는 사실 혹은 당 는 혼동된다.그는 ‘천황폐하는 일본민족의 족부(族父)이고,일본신

민은 족자(族子)이다’라는 역사 사실에 의거해 논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실과

규범을 동일화하는 통 사유형태로 도망간다.816가토에게 유기체란 다만 사유

추로서의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한 논리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817이는 블

룬츨리와 헤 과도 달리 유기체의 성격에 한 명확한 이해나 정리가 없는 상황에

서 유기체란 사실만이 강조된 사실과 무 하지 않다.818

그 게 보자면 근 기의 일본의 유기체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시다 다 시는 앞서 본 슈미트의 유기체 일곱 가지 특징-비기

계 ,비외재 ,비상부 ,비강제 ,비원자론 ,비분권주의 ,불가지론 -이 일본

의 국가유기체설에서도 용될 수 있는지 논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체

으로는 이러한 특징들이 일본의 국가유기체설에도 타당하지만,엄 히 해석하자면

어느 것도 일본에 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 다면 이시다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 까지 살펴본 일본에서의 유기체설의 바디폴리틱 특징을 정리해 보자.

815그런 에서 가토의 유기체설은 사회를 유기체로 유추했던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설이나 블룬칠

리의 국가유기체설을 넘어서 국가를 완 히 자연화하고 있다는 복희의 지 은 반만 옳은 지 이

다. 복희,『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심으로』(서울:한울,1996),p.67.

816石田雄(1976),p.167.

817블룬츨리 국가학이 제왕학으로 개된 과정에 해서는 상숙,「근 ‘사회과학’의 동아시아

수용과 메이지 일본 ‘사회과학’의 특질-블룬칠리 국가학 수용을 심으로」,『이화사학연구』44호

(2012).

818이는 주지하듯 이후 천황기 설 논쟁에서도 재 된다.천황기 설 논쟁에서 핵심은 주권이 천

황에게 있느냐 의회에게 있느냐 소재 여부가 아니었다.그것은 주권을 구성하는 논리 차이에 기

반한다.즉 미노베(美濃部達吉)와 우에스기(上杉愼吉)두 학 에 의해서 이 논쟁은 진행되는데 미

노베 입장은 법질서로서 일 성을 해석상으로도 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그 순수화가 진행되

면 진행될수록 유기체설은 비유로서도 인정되지 않고,유기체설 색체를 잃은 국가법인설로 개

된다. 한 호츠미(穗積八束),우에스기의 계열도 법 국가상에서 유기체의 비유에 의한 군주권의

옹호가 아니라 가족주의 실체에 의한 합리화가 요한 과제가 되어,천황이 가부장임을 ‘사실로

서’설명함으로써 법 계 그 자체를 법외 심정에 유착시켜,그 의미에서 역시 비유로서 유기체

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그런데 가토의 경우만이 유기체설을 고집하는데,그것은 유기체설을 법

이론으로서 개한 것이 아니라,‘자연’그 자체로서 주장한다는 에서는 법사상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다.그 지만 그것이 유기체설의 이름을 고집함에도 불구 실에서는 ‘족부(族父)통치’의

사실에 의한 존 국가구조의 합리화로 나아간 에서 우에스기 코스와 근본 으로 다르지 않

다.그 어느 것도 일본의 국가유기체설은 서구의 그것과 비교해 하게 윤곽이 선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 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石田雄(1976),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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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가 첫 번째로 지 한 ‘기계 ’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이는 이미 성립한 국가 권력장치에 한 결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

생 인 국가의 ‘도구 ’표상을 일부 흡수하면서 오히려 통 동일성에 회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근 국가형성의 주체가 앙집권 료제 기 때문에

일본에는 국가유기체설 에 국가와 료제의 동일시에 반 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앞서 홉스를 다루었던 부분에서 보았듯이 기계론 사유가 락되면서 홉스

의 국가신체가 인 월권을 가진 국가신체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이를 증명

한다. 한 이른바 민권 의 수평 ,기계론 바디폴리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

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 게 큰 향을 끼치지 못했던 역시 이를 반증한다.

두 번째,세 번째의 ‘비외재 ’ ‘비상부 ’이라는 에 해서도 일본에서는

천황은 월 자로서 공공연히 밖으로부터 명령해,지배하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는 에서 동일하지만,천황기 설 논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군주를 국가의 하

나의 기 으로서 당연히 악한 것은 아니었다.군주의 치가 월 이거나

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도 국가의 외재 이자 상부 임을 보여 다.이는 곧

지 해 온 로 인격(person)론을 일신(一身)으로 받아들여 실재 군주의 권한을 추인하

는 형식으로 바디폴리틱이 진행되어 왔음이 이를 보여 다.살아있는 신,즉 ‘아라히

토가미(現人神)’라는 천황의 신체는 ‘인격’과 ‘신화’사이에 치한다.

네 번째 ‘비강제 ’이라는 에서는 사실 문제와는 별도로 천황제는 노골 인

권력지배가 아니라 항상 ‘국부로서 배려’가 요시된다.앞서 본 바 로『헌법의해』

에서 통치 개념 역시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마음에 의한 지배임이 강조된다.그

다고 해도 그것은 토론이나 화해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

념과는 무 한 것이다.이를 신체정치 으로 보자면 머리가 강제 으로 지배

하는 형태가 아니라 머리는 항상 온몸의 건강을 도모하는 입장에 서있지만 그것이

각 신체 부 들 간의 조,강조하는 자유주의 유기체설로 나가지는 않았다.물론

스펜서식의 자유주의 유기체설이 바바에게 수용되었던 것처럼 비권력 인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다섯 번째 ‘비원자 ’이라는 특질에 해서는 천황기 설에 반

한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가 유기체설을 ‘엄 한 학리로서는 인정될 수 없다’라

는 입장을 취한 후 유기체설이 원자론 ,기계론 사고를 부정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서 보이듯 일본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섯 번째 특질에 해서도 ‘비분권 ’이라는 은 일본에서는 연방주의나 다

당제국가와 같이 슈미트가 상정하고 있는 의식된 항물이 없기 때문에 의미

내용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마지막 특질에 해서도 확실히 의식 ,활동

인 것에 반 하는 요소는 강하게 존재하지만,그것은 가족주의 경건주의(정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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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고,자유주의 사상의 계보를 잇는 불가지론과는 결정 으로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819

이처럼 일본에서의 유기체론은 형 인 유기체론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이

시다 다 시는 이처럼 국가유기체설이 법사상사에서 한 단계로 명확히 치 짓기

곤란한 은 일본에서 국가법 사상이 불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이는 합법

지배를 원리로 하는 법 국가상의 미성숙 에 설립되었다는 것,즉 동의에 의한

지배의 념이 면 으로 개된 기 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에 기인한다.의회

역시 통 인 국민 동조성을 매개로 하는 하나의 보조 기 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이는 구미사상의 섭취가 역사 단계를 무시한 형태로 첩 으로 행해져

왔던 사정에 의한 바도 지 않다. 랑스 명의 사상으로부터,콩트, ,스펜서 혹

은 블룬칠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시기의 사상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온 메이지 기에서는 종종 역사 배경을 달리한,단계를 달리한 사상이 상호 유

착(癒着)되어졌다는 것이다.820그러나 앞서 보았던 바 로 신체 의 차이,신체에

한 인식의 차이 자체가 이러한 사상 차이를 낳게 되는데 요한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두뇌의 특권화라는 방식과 이를 인격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실재로

악하는 방식에서 보여지듯 국가 인 것을 상상하는데 다른 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

(3) 국과 조선의 유기체설: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국에서의 블룬칠리 수용

국에서 블룬칠리의 학설은 주로 량치차오에 의해 개되었다.821 유기체설

에 해 본격 으로 다루고 있는 량치차오의「정치학 가 블룬칠리의 학설」822에

819石田雄(1976),pp.170∼172.

820石田雄(1976),pp.161∼165.이는 결국 마루야마 마사오가『일본의 사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무구조의 통’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하겠다.마루야마 마사오(2012)참조.

821량치차오의 블룬칠리 수용에 한 일반 인 내용에 해서는 川尻文彦,「梁啓超の政治学-明治

日本の国家学とブルンチュリの受容を中心に」,『中国哲学研究』24(東京:東京大学中国哲学研究会,

2009),pp.74〜96.

822 량치차오의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1903)은 그가 ‘中國之新民’이라는 필명으로 신민총보

제39·39호 합본에 게재한 로,이는 아즈마 헤이지(吾妻兵治)가 번역한『국가학』(1899)을 완 히

베끼다시피 한 것인데,이즈마의 번역본은 히라타 도스 (平田東助)와 히라쓰카 데이지로(平塚定二

郎)의 일역본『국가론』(1889)을 한문으로 재번역한 것이다.강 기(2011),pp.251〜252.그러나 최

근 연구에 의하면 량치차오가『청의보』에 게재한『국가론』(1899.4〜1899.10)이 블룬칠리의 히라

타 번역본을 주로 하고 아즈마의 역본을 참고했음이 지 된다.承红磊,「『清议报』所载『国家

论』来源 」,『史林』,2015年 3期 (上海:上海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2015),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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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살펴보자.우선 이 에서 량치차오가 블룬칠리와 루소의 논의를 비하여

비교하고 있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루소의 계약설과 블룬칠리의 이론이 정반

에 치하고 있다.

“루소의 학설은 백 년 에 정계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유력한 것이었고,블룬칠리의 학설

은 루소 학설의 반 이다.양자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에 가까운가.루소의 학설은 약이고,

블룬칠리의 학설은 곡식이다.병이 이미 깊으면 참으로 곡식에 의지해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약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병이 생겨나게 할 수도 있다.더욱이 약과 증상이 서로

반 되면,옛 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병이 생겨나게 된다.그러므로 약을 쓰는

것은 신 하지 않을 수 없다.”823

여기서 국가라는 신체에 한 ‘약’과 ‘곡식’에 한 유비는 단순한 우연일까?

유기체로서의 신체가 병이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그것은 기본 인 양

을 공 할 곡식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망국의 병에 걸린 국의 상황을 고

려한다면 곡식보다 약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량치차오는 여기서 블룬칠리의 곡식

같은 학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블룬칠리의 논의를 보다 근본 인 것으로 악

하는 량치차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지 병에 걸린 국이라는 신체에 루소와

같은 새로운 약은 오히려 다른 병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단순히

질병에 처하는 증 치료가 아니라 몸 체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요

하다는 생각은 통 의학 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서 량치차오가 루소와 같이 새로운 약은 새로운 병에 걸릴 험이 있다

고 할 때 새로운 병이란 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지하듯 그의「정치

학 가 블룬칠리의 학설」은 이른바 일종의 사상 환 을 보여 다고 평가된다.

이 은 량치차오 자신이 명 와의 립을 본격 으로 나타내고 있는 로서 그

가 루소식의 공화제나 민주제가 국에서는 불가함을 천명하는 이었다.다민족국

가이면서 규모국가인 국에서는 루소식의 논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그는 단했

다.824그런 에서 그가 블룬칠리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루소와 립각을 세우는 내

용으로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이는 직 으로 그가 명 의 논자들의 논의

를 반박하고자 한 것이었다.

823梁啓超,「政治學大家伯倫知理之學說」,『飮氷室文集』卷13(臺北 :臺灣中華書局,1970),p.67.

이하 인용문의 번역은 강 기(2011)참조.

824량치차오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화제나 민주제는 소국에서만 가능하고,역사 으로 자치

의 경험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미국의 공화제 역시 연방 차원에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 주별로 성립한 것으로 카운티나 차원에서의 자치 경험에 바탕을 하고 있다는 에서 규

모 국가에서 성립한 것이 아니었다.이는 그가 미국에서 돌아와 본격 으로 블룬칠리론을 다루고

있는 것과도 련된다.狭間直樹·佐藤慎一·宮村治雄,「座談 東アジアの近代と梁啓超(上)」『みす

ず』42(5)(東京:みすず書房,2000),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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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에서 유기체론이 홉스나 루소식의 사회계약론의 기계론 사유에

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것을 고려할 때 통 신체 과의 친연성은 더 뚜렷하게 보

인다.량치차오는 블룬칠리의 말을 인용해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문제를 지 한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민은 반드시 세 가지 성질을 갖추지 못하면 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블룬칠리는 루소의 세 가지 가정에 해 각각의 문제 을 지 하

며 반박한다.첫째 루소의 가정은 국민이 모두 각자 독립되어 있어서 자신의 욕구

에 따라 그 나라에서 나아가고 물러나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다.그 지

않으면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이지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인간의 사상과 감정

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체 국민이 모두 하나의 뜻이 될 수 없다.이에 량치

차오는 루소처럼 계약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회사,즉 국에서

말하는 ‘공사’로 이는 일시 인 결합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고 있다.두 번째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기본 가정은 국민이 반드시 모두 평등한 지 에 있어야 한다는 이

다.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량치차오는 역사

사실을 들어 여러 국가들이 건립된 배경에는 권 와 덕성이 뛰어난 한 두 사람

의 뛰어난 인물과 이에 복종하는 이 있었음을 지 한다.이는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지혜로움과 우둔함, 명함과 어리석음을 불문하고 모두

평등한 지 에서 국가의 건립을 결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세 번째

루소의 가정은 반드시 국민 체가 계약에 승낙해야 한다는 이다.만약 한 사람

이라도 승낙하지 않으면 결국 체 국민의 의지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계약이

라고 할 수 없다.그러나 체 국민이 국가의 법을 승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이

처럼 일반의지가 설정될 때에도 이는 다수의 의지일 뿐 체의 의지는 아니다.오

히려 루소의 이론은 논리 으로 보자면 다수의 의지를 소수에게 강요하는 것일 뿐

이다.825

이처럼 블룬칠리-량치차오가 사회계약이 불가한 이유로 드는 것은 체 국민

이 동일한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국민이 모두 평등하지는 않다는 ,국민

체가 승낙할 수 없다는 이다.그는 어떤 권리상의 주체들 간의 계약론이란 허구

일 뿐 아니라,이런 계약만으로는 국가가 성립할 수 없음을 지 한 것이다.826이는

신체의 논리로 보자면 계약으로 하나의 신체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처럼 계약으로

는 국가가 성립될 수 없다는 , 한 신체와 같이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당하는 부

분은 존재한다는 ,모든 신체의 부분이 각자의 의견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

825블룬칠리의 루소 사회계약론 비 은 ch6참조.Bluntschli(2000),pp.240〜242.

826물론 허구라는 을 근 정치사상가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다.오히려 이 허구를 통해 의제로

서 인격을 만들어내었던 것이 근 바디폴리틱의 의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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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에서 신체 특성과 정확히 겹친다.국민이란 일정불변하는 체이며

반면 사회/회사는 부단히 변화하는 집합체일 뿐이다.블룬칠리와 량치차오 모두 사

회는 다수의 개인들의 결집일 뿐,국가와 같은 법률상의 ‘인격’이 아닌 임시조직이라

는 이 강조한다.이때 국가와 회사라는 공동의 신체는 둘 다 집합체이기는 하지

만 불변하는 무언가를 가지지 않고서는 국가라고 표상될 수 없다.즉 유한한 사

(私的)집합체를 넘어 불멸하는 공 (公的)집합체가 기획된다.량치차오가 블룬칠리

의 루소 비 을 면에 내세움으로써 계약으로서 사회를 넘어 속하는 국가를 기

획하는 량치차오의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량치차오도 지 하듯,가장 시 한 것으로 유기 통일과 유

력한 질서에 한 요청 때문이었다.“약으로 병을 치료하여 국가 건설의 간단계가

될 것인가,아니면 약 때문에 병이 생겨 오히려 국가 건설의 목 을 상실할 것인가.

이 한 하나의 큰 문제”라며 루소와 블룬칠리의 논의 어느 것이 더 한 처

방인지 묻는다.

“ 국의 큰 우환을 깊이 살펴보면 부민(部民)의 자격은 있지만 국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보

다 심각한 것이 없다.유럽 각국을 보면 그리스 로마 정치의 결사를 계승하고 고,근고

정치가의 간섭을 거쳐서,병폐의 근원이 국과는 크게 다르다.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국

의 가장 큰 결 이자 가장 시 한 것은 유기 인 통일과 유력한 질서이며 자유와 평등은

바로 그 다음이다.왜 그런가?반드시 먼 부민을 국민으로 만든 연후에 국민의 행복과 불

행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블룬칠리가 말한 바와 같이,사회계약설은 사회에는 합하지

만 국가에는 맞지 않다.”827

유기 인 통일을 이루기 해서는 사회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넘어서는 무언

가가 필요하다.계약이 표상하는 회사는 ‘국가 인 것’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한다.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 국가 인 것을 만들어 내기 해서는 분리되었던 개체의 재

조립화를 요청한다.하지만 이는 개체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야 했다.앞서 살펴보

았듯이 블룬칠리에게는 스 스와 독일이라는 두 개의 조국이 있었고,국가를 이룸

에 있어 언어,인종이나 문화를 넘어서 정치 의지가 요했다.이는 일본에서 블

룬칠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처럼 주목되지 않은 부분이었다.그러나 량치차오는

블룬칠리의 핵심을 유기체론으로 악하고,국가란 단순히 문화나 인종과 같은 동

질성에 기 한 민족과는 구별된 것으로 악한 에 주목한다.828그 다면 이때 ‘국

가 인 것’이란 무엇인가?량치차오는 이어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을 소개한 부분

을 소개하고 있다.

827梁啓超(1970),p.69.

828狭間直樹·佐藤慎一·宮村治雄(2000),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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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룬칠리는 말했다.18세기 이래 학자들은 국민이 사회이며 국가는 마치 원자가 모여 물질

을 이루는 것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진다고 생각하여,진실을 알지 못했다.무릇

단지 다섯 색깔을 덧칠해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없고,단지 기와와 돌을 쌓아서는 궁실이

라고 할 수 없으며,단지 경락과 을 모아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국가도 마찬가지

다.국가란 단지 인민을 모은 것이 아니고,단지 창고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거기에

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무어라 명명할 수 없지만,억지로 명명한

다면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가가 유기체라는 것은 동식물이 천연 으로 그러한

것과 다르다. 개 인간의 힘을 빌려 창조되어 된 연 을 거쳐 비로소 건립된다.그 연

의 연원은 두 가지이다.하나,국가의 고유한 습성과 외계 사물의 자극으로 인하여 생긴

다는 것이다.둘,우두머리가 내리는 명령의 시행에 신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 생긴다는 것

이다.이것이 천연물과 다른 이다.비록 만들어지는 것은 다르지만 유기체라는 은 같

다.”829

이는 앞서 지 되었듯이 히라타 도스 (平田東助)와 히라쓰카 데이지로(平塚定

二郎)의 일본어 번역본『국가론』과 아즈마 헤이지(吾妻兵治)의 한역본『국가학』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었다.830량치차오가 블룬칠리의 논의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이들

의 번역본과 거의 일치한다.그러나 그가 일본의 번역본을 그 로 베끼기만 한 것

은 아니었다.831그 에서도 량치차오가 블룬칠리의 유기체론을 의 가장 면에

내세운 은 특기할 만하다.히라타 도스 의 번역본과 이를 한역한 아즈마 헤이지

의 한역본에서 이 은 2장 5 에 치한다.하지만 량치차오는 이 부분을 블룬칠리

의 핵심 원리로 악하고,「정치학 가 블룬칠리의 학설」가장 첫 부분에 치시

킨다.물론 블룬칠리에게 국가의 유기체 성격이 작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

지만 량치차오는 이를 면에 내세움으로써 국가의 유기체 성격을 블룬칠리의 가

장 핵심 인 논지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여기서도 국가 인 것이 사회 인 것과 구분되는데 량치차오는 그 핵심을 억

지로 명명한다면 ‘유기체’라고 말한다.블룬칠리의 말을 인용하며 단지 경락과

을 모아서 인간이라 할 수 없고 거기에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유기

체의 특징이라는 것이다.앞서 본 바 로 생명을 단순히 양 집합을 넘어서는 것

으로 악하는 논리구조 속에 있다.

829梁啓超(1970),p.70.

830ブルンチュリー 著,平田東助,平塚定二郎 訳,『國家論』(東京:春陽 ,1889),pp.18〜20;伯崙

知理 著,吾妻兵治 訳,『国家学』(東京:善隣訳書館,1899),pp.5〜6.

831그러나 량치차오의 번역본이 이즈마의 번역본에서 그 로 베끼다시피 했다는 기존의 평가는 재

론의 여지가 있다.량치차오가 선택하고 있는 번역어나 그가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들은 그의 생각

을 보여주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그런 에서 承红磊가 량치차오의 『국가론』분석을 통

해서 지 하듯 그가 단순히 일본의 번역본 논의를 그 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承红磊(2015),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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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기체의 특징에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진다.첫째 “정신과 형체

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이다.이에 량치차오는 주석을 달아 국가는 본래 정신

이 있고 형체가 있어서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둘째 “사지와 각 기 ”이

있다는 이다.이때 사지란 유기체의 각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이 각각 그 고유한

성질 역할이 있다.이는 정부의 각 부처 의회를 가리킨다.셋째 “이러한 사지

와 들이 연계되어 하나의 체를 구성한다”는 이다.이는 헌법을 가리키는 것인

데,각 부분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 작용을 드러낼 수 없다.국가의 각 부처도 마찬

가지이다.마지막으로 “먼 내부에서 발육한 연후에 장성하여 외부로 나아간다”.이

는 국가의 연 을 가리킨다.832

블룬칠리는 루소의 학설이 제 인 군주주권을 제 인 국민주권으로 바꾸

려는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제 인 군주주권이 폐해가 많지만 국가를 이룰 수

있는데 비해 제 민주주권은 이미 형성된 국가를 해체해 버린다.주권이 통치자

에게 있지 않고 공민 체에게 있다는 루소의 주장은 공민 체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민 일부가 제멋 로 체의 뜻이라 말하면서 주권을 탈취하는 결

과만을 낳는다.이것이 명의 환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다.따라서 이러한 계약

론 사고에 한 비 은 국가를 단순히 기계로 악하는 것을 넘어 그 무엇을 상

정한다.

“기계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지만 이는 국가에 사지와 오 이

있는 것과 다르다.그러므로 기계는 발육하고 생장할 수 없지만,국가는 할 수 있다.기계의

작동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변화에 응하여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국가는 스스로 행동하여 스스로 의식 으로 결정한다.그러므로 국가는 기계공에 의

해 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의장(意匠)에 의해 이 진다고 말하는 것이다.이것이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의 강이다.”833

량치차오에게 요한 것은 국가는 ‘비기계 ’인 사실이다.경락과 을 모아

서는 인간이 되지 않는다.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신체는 단지 인민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원자가 모여 물질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거기에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고,그것을 굳이 ‘억지로’이름 붙인 것이 유기체라는 것이다.그 다면 유

기체라는 것은 무엇보다 비기계 인 것의 반 항으로 우선 상정되고,이때 기계공

이 아니라 의장이 필요한 것은 그 신체를 다스려야 할 무언가를 상정하도록 만들기

해 요청된 것이다.

량치차오는 이 설이 블룬칠리가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라톤 역시 국가

832梁啓超(1970),p.71.

833梁啓超(1970),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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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신(人身)에 비유한 이 있으며 블룬칠리 이 에도 독일 학자들이 다소 주장했

음을 상기시킨다.그러나 국가유기체설이 블룬칠리에 이르러 완비되었다고 지 하

며,국가는 유기체이며 유기체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이처럼

량치차오가 블룬칠리의 논의를 가지고 온 이유는 국이 폐질과 고질을 앓고 있는

상태로 유기체로서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 을 하기 해서 다.그는 국가와

유사한 인공물,즉 법인과 같은 경우도 유기체임을 말하며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도 유기 성질을 갖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일본의 번역본에는 없는

부분을 추가하기까지 한다.이 유기 성질이야말로 국가를 이루는 핵심인 주권과

련된다.

블룬칠리의 주권론의 핵심은 주권이 ‘독립 ’,‘국가 혹은 국가의 수장에 귀속

되는’,‘존엄하고’,‘통일 인’,‘유한한’것이라는 이다.834주권은 개인들의 합을 넘

어서는 무언가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주권의 특징은 유기체의 성질에서 도출

된다.신체가 다른 신체에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 이라는 ,그리고 신체의 주권

은 신체 체 혹은 신체의 머리에 귀속되며,다른 모든 권력보다 존엄하고,한 신체

에 두 개의 주권이 있을 수 없듯 통일 이며,국법에 제한을 받듯 신체라는 생명의

원리는 유한하다.이처럼 유기 성격을 갖는 국가라는 ‘인격’을 만들어내어 여기에

근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량치차오의 목표 다.

“1.주권은 군주에게만 속하지도 않고 사회에게만 속하지도 않으며,국가의 에 있지도 않

고 한 국가 밖으로 벗어나지도 않는다.국가의 존하는,그리고 제정하는 헌법은 주권이

나오는 근원이다.2.혹자는 사회란 개인의 집합체이고 주권은 개인의 집합권이라고 하는데,

오류가 심한 주장이다.주권은 공권(公權)이지 사권(私權)이 아니다.무한한 사권을 합쳐도 그

성질을 바꾸어 공권이 되게 할 수는 없다.3.혹자는 한 민족이 서로 단합하면 비록 국가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어도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이 주장 한 틀렸다.민족

은 하나의 ‘법인’—법률상의 인격을 가리킨다—이 될 수 없다.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두뇌가 먼 존재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주권이 있으면 국가가 있고,국가가 없으면 주권

도 없다.”835

834“주권이란 일국의 정신이 기탁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국가를 논하는 자는 반드시 주권을 밝

야 한다.주권에 한 블룬칠리의 논의는 핵심이 다섯 가지이다.1.주권은 독립 이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다른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原注)독립 이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과

무한한 것을 혼동하지 말라.2.주권은 국가의 력으로,인격으로서의 국가 국가의 수장에 귀

속시켜야 한다.여타의 지방 단체 법원,의회 등은 모두 국가에 속된 한 기 일 뿐이며 주권

과는 련이 없다.3.주권은 지극히 존엄한 것이다.주권에 의지하면 국내의 모든 권력 에 서게

된다.4.주권은 통일 인 것이다.한 국가에 두 개의 주권이 있을 수 없다.5.주권은 유한한 것이

다.주권은 국법의 권리를 부여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국법의 의무에 제한받는다.”梁啓超(1970),

pp.86∼87.

835梁啓超(1970),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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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가 법인이 아니라 천황이라는 신체에 유기체 특성을 부여한 것과 달리

량치차오는 법인으로서 국가의 개념을 확실히 소개하고 있다.836이 법률상의 인격

은 사 인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즉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 민족을 이룬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다른 하나의 작업이 필요하다.그것이 바로 가상의 국

가라는 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여기에 주권을 넘기는 작업이었다.근 국가란 무

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답이 유기체국가론에서 찾아진 것은 개별 인 것들을 넘어

서는 그 무엇인가에 한 희구 다고 볼 수 있다.일본과 달리 다민족,다문화 국가

일 수밖에 없는 국의 상황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민족을 넘어 정치 인 것으로서

국가체라는 사고가 필요했다.그런 에서 하나의 신체는 단순히 지배의 논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힘으로, 속 인 그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조선에서의 블룬칠리 수용

조선에서 근 는 흔히 이 ,삼 의 근 라는 지 들을 한다.유럽의 사상이

일본 혹은 국을 거쳐 조선까지 오면서 두 번의 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

다.그런데 문제는 이 속에서 ‘조선 ’인 특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것이다.즉 그 기원은 어디인가,그 기원에서 무엇이 변했는가에 이 맞춰진다.

그러나 언제나 사상의 수용 과정은 동일성 속에서 차이를 생산하고,굴 속에서

이식되고 변형되며,다르게 읽힐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러한 기원론 질문이 원본

자체를 과잉의식한 상태에서 당 의 제도를 열등한 모사나 미성숙의 결과로 간주

할 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837다른 한편으로는 이 변용의 과정 자체를 극 으

로 정하는 나머지 원본과 다른 지 들에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는 경향이 있다.이

는 그럴 가치가 없는 것들에게까지 과도하게 의미부여하거나,그럴 의도와는 상

없이 그 이탈 자체를 신성화시킨다.그러나 그것은 원본과 사본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사본 속에서 원본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원본은 사

본을 으로 필요로 한다. 한 그것은 늘 의도 이건 비의도 이건 원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의 정치는 그런 에서 다시 재사유되어야 한다.기원론

인 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여로서가 아닌,동시에 특이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강

박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그것은 모사된 것이면서,동시에 요청된 것으로 수용과

836이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일본과 달리 황제의 권한이 유명무실했던 당시 국의 상황과

련되어 있을 것이다. 한 이는 양 사회가 기반하고 있던 가치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차이에 따른 가토와 량치차오의 블룬칠리 유기체론 수용의 비교에 해서는 王晓

范,「中日摄取伯伦知理国家有机体论之比较?—以加藤弘之余梁启超为例」,『华东师范大学学报』

2011(4)(上海:华东师范大学,2011),pp.42〜48.

837황호덕,『근 네이션과 그 표상들』(서울:소명출 ,2005),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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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의 이 성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보편성에 한 지나친

의식과 특이성에 한 헛된 강조 둘 다 피해야 할 것이다.

조선에서 역시 국가를 신체에 유비하는 발상은 통 인 방식과 서양식의 논

의의 결합으로 등장한다.우선 근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텍스트 의 하나

인『국민수지』(1906)의 1장에서는 국가를 국민만성의 공동체(共同軆)로서,토지를 국

(國)으로,인민을 가(家)로 하고,이 양자를 합해 부르는 것이라 설명한다.그러나 토

지와 인민이 있어도 국가라 부를 수 없으니,이외에 정치조직,즉 정부가 있어서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治軆]하는 것이다.838즉 국가란 정부가 토지와 인민의 구성된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이다.이는 국가가 군주의 사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군주

를 정치 체제의 하나의 요인으로 편입시킨다는 에서 근 인 것이었다.3장에서

는 국가와 정부의 계에 해 설명하면서 국가를 ‘일활물’에 비유하고 있다.“국가

는 일활물(一活物)이라.동작이 있고 동작을 다스리는[司]자 즉 정부가 있으니 고로

정부는 군주의 명령을 받들어 국가의 사무를 행하는 자”라고 말한다.국가의 사무는

국민 체에 계하지만 공사의 구별이 있어 국민이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

부가 신 행하는 것이다.국가를 활물에 비유,동작을 갖고 이 동작을 정부에 비유

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슈타인식 유기체론과 유사하다. 한 6장 군주의 주권에서는

국가와 주권의 계에 해 설명하면서 국가를 민 의 합성체,주권을 민 의 합성

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국가가 있으면 주권이 있고 주권이 없으면 국가도 없으니 고로 국가와 주권은 상수(相 )

하여 서고 수유( 臾)라도 분리함이 불가한지라.무릇 국가는 민(衆民)의 합성체(合成軆)이며

주권은 민의 합성력(合成力)이니 군주가 그 합성체되는 국가를 표한즉 그 합성력되는

주권을 갖는데 민주국에서는 의원에 돌아가며 군주국이라도 군주 의원에 있고 군주 일

인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각기 국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라.”839

국가는 민 의 ‘합성체’,공동체이고,주권은 민 의 ‘합성력’이란 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합성하는 단체와 합성하는 힘이 강조된다.집합 신체로서 주권

의 소재가 악되고 이는 민주국에서는 의원에 군주국에서는 군주 혹은 의원에 있

어 군주 일인에 속하지 않다는 논의를 소개한다.이처럼『국민수지』에서 국가는

군주와 분리되어 독자 인 집합체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840

838 국민수지 ,p.31.

839 국민수지 ,p.38.

840이는 정인호의『국가학사상』(1908)에서도 마찬가지다.“국가는 인민이 세운 자이라.군주는 국

가의 일지체가 됨이니 그 인민을 하여 세움은 불가지론이다.고로 인민이 국가의 주체가 되니라.

국가가 인민으로 더불어 일체이니 국가란 자는 활물이오 공물이라.고로 일인이 능히 거유할 자가

아니오,인민의 성쇠가 국가의 성쇠로 더불어 그림자가 형을 따름과 같으니라.”그는 량치차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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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룬칠리의 책에 한 언 이 명시 으로 등장하는 최 의 국가학 책은 나진

과 김상연의『국가학』(1906)에서이다.841 블룬칠리의 서『일반국법』은 1896년

국에 와있던 미국의 선교사 마틴에 의해서『공법회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발행되었고,이 국어 은 같은 해에 조선에서 조선인이 서문을 붙여 발간하여 국

제법의 이해를 돕기 하여 왕과 료들에게 달되었다.그러나 조선의 애국계몽

기 많은 지식인들은 블룬칠리의 이론,특히 국가유기체론을 블룬칠리의 서를 직

읽고 했다기보다는 부분 량치차오의 작을 통해서 간 으로 수용했다.842

나진과 김상연의『국가학』에서는 국가를 “국민 체로 이에 속한 각 개인의 생활발

달을 해 필요한 사업으로 개인의 독력 는 사회 통합력에 의해 경 존립하는

일 공공체(一大公共體)”라고 정의하고,“국가는 생활이 무한 도구도 아니오,죽게 하

는 기계도 아니오,생활만 할 뿐 아니라 차 생장하는 일개 유기체됨을 잊지 아니

할”843것을 강조하고 있다.여기서 ‘일 공공체’라는 표 과 ‘ 차 생장하는 일개 유

기체’라는 표 이 에 띄며,국가는 생활이 없는 도구가 아니며,죽는 기계도 아닌

것으로 그려진다.이는 앞서 보았던 블룬칠리의『일반국법학』의 논의가 그 로 소

개되고 있다.“유회(油繪)는 기름[油]과 회구(繪具)를 집합한 것으로만 보는 것이 불가

하며 인류는 골육피(骨肉皮)로만 집한한 것이 아니며 국민은 단지 인류의 집합한 것

이라 말함이 불가하니 이로써 보건 국가를 어 법률규칙이 모여 성립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논의는 량치차오에게서 보이는 바와 다르지 않다.

블룬칠리-량치차오의 국민과 인민,국가와 사회라는 립구도 역시 동일하다.

즉 국민은 필요 결합인 반면 사회는 각 개인의 우연 결합이며,국민은 두부(頭

部)와 사지(四肢)가 있는 유기 인 결합인 반면 사회는 각개인의 무기 결합이다.

한 국민은 법률상의 무형인 반면 사회는 오직 사인의 집할일 뿐이며,국민은 국

민의 의사가 있어 국가상 그 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사회는 그 의사가 없으며

의사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844이처럼 유기 이란 것을 말하는 목 은 국가

논의를 가지고 와서 구주신사상으로서 유기체론을 설명하는데,군주 역시 국가의 일지체일 뿐 국

가는 인민과 더불어 일체를 이루는 살아있는 것으로 악한다.

841이 책은 독일의 책을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책에 해서는

김효 의 1986년 인본 해제 참조.

842 복희(1996),p.158.; 상숙(2012),pp.208〜211.

843“國家卽 國民全體로 此에 屬各個人의 生活發達爲야 必要事業으로 個人의 獨力과

又 社 的 統合力을 依야 經營存立一大公共體라...國家는 生活이 無한 道具도 아니오 死하

는 機械도 아니오 且生活만 할 뿐 아니라 漸次生長하는 一個 有機體됨을 忘치 아니할지라.”나진,

김상연,1906,『국가학』,pp.4〜13.

844나진·김상연(1906),p.33.우연 결합으로서 게젤샤 트에 비시켜 필연 결합으로서 Volk를

설명하는 블룬블룬칠리의 향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블룬칠리의 volk개념과 nation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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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치성에 이 맞춰지고 있다.이 은 주권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며,

첫째 다른 국가의 권력과 무 하게 독립하는 것,둘째 최상의 권 ,셋째 보편 권

력,넷째 토 내 최고의 권력,다섯째 일치를 들고 있는데,이때 일치를 설명하면서

루소의 인민주권론을 비 한다.

“루소씨와 랑스 명 이래로 행한 바 설에 의하면 주권은 인민에 속한 것이라 말하나

소 인민이라 함은 구를 가리킴인지 혹인의 설은 단결하여 국가를 성립한 각인의 집합

체라 하되 이처럼 격한 설은 국가생존에 배반한 설이라 말할 것이오 주권은 단지 집한한

인류에 속할 바가 아니니 만약 인류가 공연히 집합하여 무기 의 결합을 이룬다해도 주권

이 여기에 있다 말하기 불능하며 혹은 왈 주권은 투표권을 갖은 바 인민에게 있다고 말하

나 이 설도 심히 불온하니 이 설은 국가의 원수를 인민과 동등의 지 에 존재 한 바이

라”845

블룬칠리의 루소 비 로 인민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민이 실체가 없

을 뿐 아니라 국가생존을 배반하는 험한 논의이다.무기 결합과 다른 유기

결합으로 국가에서 주권은 결합하는 당사자에게 있지 않다.국가는 목 인가 수단

인가에 한 질문에 한 답에서도 유기 비유를 사용한다.고 그리스로부터

국가라는 것은 인류의 최고목 으로 일개인이라는 것은 겨우 일부분에 불과하여 국

가는 일개인을 한 것이 아니고 일개인이 거꾸로 국가를 한 것이니 이는 사지(四

肢)가 체에 사역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신민들의 국가에 한 수직 종속만을 강조한 것은 아

니었다.근 에 들어 국가는 목 이 아니라 일개인의 행복안녕을 보존하기 한 수

단에 지나지 않음을 지 하며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를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국

가의 참 목 은 정리공도(正理公道)에 있으니 각개의 법률로 그 안정됨[安固]을 보

함에 있다는 것이다.846 한 이 책에서 역시 국가를 인격으로 악하는 이 등장

한다.헌법을 국가가 인격화된 결과 등장하는 주권재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으

로 이를 유형인으로서 군주와 구별한다.그러나 문제는 유기체란 개념에 한 논의

없이 탈맥락화된채 유기체란 말만 유통되고 있다는 이다.유기 이란 말이 당시

에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알기 쉽지 않으나 사지가 체에 사역되는,머리와 사지가

하나의 신체를 이루는 방식을 유기 이라고 이해되었으리라 보인다.

안종화의『국가학강령』(1907)역시 블룬칠리의 작을 국인 양계 가 번역

한 것임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847그는 1 에서 문명국가들은 모두 국민국가[民

차이에 해서는 山田央子(1991),pp.137∼145.

845나진·김상연(1906),p.104.

846나진·김상연(1906),pp.76∼85.

847안종화,『국가학강령』(皇城:廣學書舖,19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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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國家]니 이 국민국가라는 것은 나라 백성이 일체를 합성해 스스로 그 이치를

단하고,스스로 그 뜻을 선포하며,스스로 그 정치를 행하는 것이라 말한다.고로

민인의 의지는 국가의 정신이고,헌법은 그 체가 되고, 부의원(官府議院)은 ‘사지오

(四肢五官)’이 되어,하나의 활동체 국가를 이룬다.이로써 보건 국가의 개요는 인

민이 없으면 국가란 없다고 말한다.국민으로 사회를 이루며,국가로서 민인은 일체

를 이루는 이 설의 유래에 해 덕국 정학가(政學家)의 말을 빌려 국가는 ‘생기를 가

지는 조직체[有生氣之組織體]’라 말한다.848

이때 자는 조직에 해 추가 으로 설명하는데 조직은 화학에서 쓰이는 말

로 비유해 말하면 얽어서 짜 만든 것[結構]으로,근육 이 상호 착종해서 인체를

이루는 것이 마치 면포를 조직하는 것과 같으며,생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조직체

라 말한다고 추가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따라서 ‘경 ’와 ‘ 구’를 단순히 모은다

해서 인류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의지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고로 국가는

단순히 민인을 모은 것이 아니며,제도 부고를 이르는 것도 아니니 국가는 유기체

라는 것이다.여기에서도 유기체에 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유기,무기라는

말 역시 모두 화학에서 쓰는 말로 유기란 생기(生起)가 있음이며 사람,짐승 목이

그 고,무기란 생기가 없는 것으로 돌이나 바 가 그 다는 것이다.849이처럼 조직

과 유기라는 개념을 화학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하며 ‘생기’가 있는 것을 조직체,유

기체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850이 게 체와 그 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국

848이어지는 5 에서의 내용 역시 량치차오의「정치학 가 블룬칠리 학설」과 다르지 않다.“국가

는 사람이 조직하 으나 하늘이 조직한 일종의 유기체와 같다.그 특징으로 첫째 국가는 정신과

형체의 결합이라는 것이다.둘째 지체[支骸]는 그 형체 각부이니 각 이 고유한 성정과 생활,직

책[職掌]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모든 부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셋째 이 같은 지

체를 연결해 하나의 체를 구조한다.즉 이것이 헌법이다.넷째 그 성장이 내부에서 시작해 이윽

고 외부에까지 미친다.즉 국가의 명이다.이 네 가지를 보면 국가란 생기가 없는 기계와 다름을

알 수 있으니,기계는 오직 추뉴(樞紐)가 있어 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지체와 오 을 갖춘 것

과 다르다. 한 기계는 생장할 수 없고,불변의 운동만을 할 뿐이니 국가가 그 마음이 하고자 하

는 바를 따라 임기응변의 힘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국가연합의 성질이 일 이 고 의

아리술(阿利戌)종인이 발견하 으니 국가의 신체와 같이 국가의 군장과 국민의 의지와 국민의 정

신과 국민의 특성과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력 같은 말을 이 종인이 상용하고 있다고 한다.”안

종화(1907),5 .

849안종화(1907),5 .

850교과서뿐만 아니라 1900년 학회지나 신문 등에서 국가유기체에 한 담론들은 자주 등장한

다.신문이나 학회지에 실린 내용들은 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그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

는 없으나 체 으로 블룬칠리의 논의를 역한 내용들을 그 로 옮기고 있다.심의성은 “최근 학

자의 설에 국가는 즉 하나의 유기체라 하니 인신에 비교해도 한 그러하니 무릇 사지백체가 이상

이 있으면 즉 불활발하고 만약 불정리면 죽음이 멀지 않았으리라.인민이 국가에 살면 즉 국가의

하나의 몸이라 고로 비록 일인이 불령이라도 즉 체에 손해가 있으리라”고 하며 최근 학자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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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국민들을 사유하는 것은 부분의 합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이 시기의

들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유기체라는 이름을 빌려왔을 뿐 앞서의 논의들과

의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즉,새로운 유기체로서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집단

으로서 국가의 필요성을 해 유기체라는 논의가 동원되었던 것이다.851여기에서도

보이듯이 국가가 유기체 특성을 가진 것은 다른 유기체들과 비슷하게 정신이라는

특성을 갖고,이것이 인 작용에 의한 간 성립된 유기체로 악된다.이때 정부

가 두뇌가 되어 각 지체들을 통솔하는 신체의 모습이 그려진다.852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체 으로 당시의 국가유기체설은 기계론 사유와

혼합되어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하나의 국가라는 통합된 형태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해되고 있다.이는 서구에서의 국가유기체설이 개인과 국가와의 계를

긴장 계가 아니라 유기 계로서 악함으로서 사회계약론을 비 하기 해 등

장한 것과는 다른 이해 방식이었다.이는 근 국가라는 틀을 완성하기 해 동원된

이데올로기 장치 지만, 통 인 국가-신체를 이해하는 방식과 혼재되어서 사용

되었다고 볼 수 있다.마루야마 식으로 말하면 통사상이 이질 사상과 단호하게

결하는 원리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거 한 차이에도 불구하고,사상의 섭취나

로서 유기체설을 소개,사지백체의 요성을 강조한다.심의성,「논사범양성(論師範養成)」,『 한

자강회월보』제13호,1907.7.25.김성희 역시 국가를 유기체로 말하며 “민의 육 근골(筋骨)로 그것

을 조직하고 민의 정신으로 그것을 련(關聯)하니 무릇 우리 이천만인의 육 근골이 흩어지지

아니하면 국체를 보존함이 가능”함을 강조한다.김성희,「국민 내치 국민 외교」,『 한 회회

보』제4호,1908.7.『 동학회월보』에서 국가는 일정한 토지에서 유기 그리고 무형 으로 ‘인

격’을 조성한 인류의 체라 말하고,‘생명이 없는 기계나 죽은 기구가 아니라 생활하는 물체’로서

유기체라 설명한다.블룬칠리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 논의에서 국가를 몸에 비유하면서 국

민은 국가를 조직하는 세포로,정부를 두뇌,노동자는 각부(脚部),군 는 완비(腕臂),경찰은 이목

(耳目),농공상(農工商)은 소화기(消化器),재정은 맥(血脈)으로 비유한다.「국가의 성질」,『 동

학회월보』제2호 (1908.3.25.)『 한매일신보』의 에서도 사람의 몸을 사지백체와 오장육부가 있

어 안과 밖이 서로 응해 활동이 민활하고 기력이 강건해짐을 말한다.이때 사지백체와 오장육부는

각각 맡은 책임이 있음이 강조되는데, 이 보는 것을 맡고,귀가 듣는 것을 맡는 것처럼 국가 역

시 로는 군주와 정부가 아래로는 사회와 인민이 서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민의 책임」,『 한매일신보』(1910.6.22.)

851안국선은 사회는 원래 인공 이 아니라 개인과 같이 자연 이요, 한 유기 이라고 말하며,사

회는 일개의 유기체요,정부는 그 일기 이니 정부는 사회의 행정기 에 불과하고 사회는 이로 말

미암아 그 습 이나 는 의사를 행하며 이로 말미암아 사 의 사정에 상합하여 다시 유익한 생존

을 유지한다고 말한다.안국선,「정부의 성질(속)」,『 한 회회보』제12호,1909.3.25.이 에서는

사회를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원래의 국가유기체론이 국가를 사회와 분리시키면서

사회와 비된 국가의 특수한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 할 때,이는 아직 국가 내지 사회 개념에

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나왔으리라 보인다.

852『시사신보』,「병국(病國)의 치료법」(1899.2.22.)에서도 통 신체유비를 가지고 와서 리의

요함을 강조하는 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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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견 결 방식에서 ‘ 근 ’와 ‘근 ’가 도리어 연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

다.853

선우선은「국가론의 개요」라는 의 첫머리에서 국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

가와 사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첫 번째로 국가란 주권을 요하되,사회

란 주권을 요하지 않는다는 을 지 한다.주권은 국가의 존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민이 천연상태(天然狀態)에 있을 때는 국가라 칭할 수 없고 사회라 칭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차이는 정부의 유무에 다름 아니다.두 번째로 인격

에 해서 논한다.

“국가에는 인격이 있되 사회에는 인격이 없음이라.국가를 추상 으로 찰하면 주권의 주

체되는 일종 법인이니 즉 국가는 식(靈識)을 갖춘 인격자요,사회는 법리상 결코 인격을

보유하지 못한 자라.”854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차이에 한 주권의 유무와 국가를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 이 상당히 진 되었음을 알 수 있다.선우선은 국가의 기원을 두 가지로 나

어 설명하며 루소에 해 언 한다.즉 국가의 기원에 한 설명은 자연창립설과

인 창립설로 나 수 있는데 자연창립설이 신의 뜻에 설립된 것,강자에 의해 설

립된 것,인성에 따라 자연히 공동생활을 하며 설립된 것인 반면에 인 창립설은

자연 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강조한다.루소의 민약론

을 설명하며 자연상태를 면하기 해 각자의 의사를 암약(暗約)해 권리를 보호하기

해 사회를 조직하고 이것이 발달진보해 권리의 주체되는 국가를 조성하 다는 것

으로 신체정치에 한 언 은 없다.다만 유기체라는 발상 속에서 신체의 유비가

등장한다.

“근세에 군주국체의 개념은 신권주의가 아니며 건사상도 아니고 순연한 정치 기

에 서서 오로지 국가의 본질로 기(基)하여 통일 한 인민공동단체의 원수로 군주를 국가

의 일원 는 국가의 기 이 되는지라. 컨 사람의 머리는 유기체의 일부분 는 그 일

기 이 되나 체의 수뇌기 (首腦機關)으로 체를 통일하고 이를 감독제어[督制]함과 같

으니”855

이처럼 군주는 사람의 머리와 같이 유기체의 부분 혹은 하나의 기 이나,사

람의 머리와 같이 체를 통일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군주정치는 기존

의 건 사상과 구별되어 유기체론을 통해 새로운 정치 정당성을 띠게 된다.

왕 역시 국가의 고등신복(高等臣僕)으로 군주는 신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다. 재

853마루야마(2012),p.61.

854선우선,「국가론의 개요」,『서북학회월보』8호(1909.1)

855선우선,「국가론의 개요(속)」,『서북학회월보』13호(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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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주국체는 다만 역사 산물로서 신권주의나 건주의와 같은 최근의 사상을

혼합한 것일 뿐이다.이처럼 유기체론은 국가를 하나의 인격으로 정립하기 한 시

도로서 악되고 있다.그 다면 유기체 이론의 수용은 군주의 기원을 확정함으로

서 근 의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한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인민이 그 이해(利害)를 같이하고 그 생존과 행복을 하여 동일치의 운동을 행하

는 것이 곧 사회이니,사회는 권력으로서 인민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한 번 그 이

해를 서로 다르게 하면 나와 다른 무리는 곧 동쪽 서족으로 떨어져서 다투고 강제로 빼

앗는 것이 이어서 발생할 것이다.여기에서 일정한 법률로써 인민을 통어하고 일정한 의사

목 으로써 천만인을 도솔( 率)하여서 나아가고 물러가고 정리하는 것[進 齊整]이 자못 한

사람[一個人]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바의 일정한 주권이란 것이 일어나니,여기에 있어서

국가가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무릇 국가는 그 의지와 목 을 갖추고 있음이 자못 한 명

의 사람[一個人]과 같으며,그 인격을 보유함이 한 한 명의 사람과 같은 것이다.토지,인

민,주권의 세 가지는 국가가 이것을 의지하여 이로써 성립하는 것이나,이미 성립한 이상

은 국가는 각각의 사람들 이외에 다시 무형의 한 본체를 조직하여 독립의 의지로써 독립의

행 를 경 하고 행하는 것이다.따라서 주권은 국가의 심이요 생명이며 주권은 무상

(無上)의 력으로써 인민에게 명령을 하고,인민은 공동생존의 목 을 완 히 하기 하

여 그 명령을 복종치 아니하지 못하며,주권의 행 는 법률이니 곧 국가의지의 발동인 것

이다.따라서 여기에 항하는 자는 주권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자이니 곧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는 자이다.”856

여기서 ‘자못 한 사람과 같이’라는 말이 요하다.사회와 국가의 차이는 이

한 사람과 같은가,아닌가에 달려있다.이 한 사람과 같은 것이 주권이고,국가의 성

립은 이 한 인격으로서 주권에 의한다.

국가와 민족의 구별에 해서도 신체의 유비가 등장한다.민족과 국민의 구

별 은 통,역사,거주,종교,언어의 동일함 외에 동일한 정신을 갖으며,동일한

이해를 느끼며,동일한 행동을 해 내부의 조직이 한 몸의 골격과 같고, 외의 정신

이 한 의 군 와 같아야 이를 국민이라 한다고 말한다.857이는 량치차오가 설명한

블룬칠리의 국가학설을 따라 서술한 것인데,여기에서도 국가를 동일한 정신을 가

지고 동일한 이해를 느끼며 동일한 행동을 이루는 것으로,조직이 일신의 신체의

골격과 같음이 지 하는데 여기서 동일함에 한 강박에 가까운 강조가 보인다.

그런데 국가를 설명할 때 신체로서 유비하는 발상은 법학 사고에 의해 차

츰 사라지게 된다.이후 국가요소 설명의 등장이 그것이다.당시의 매체들에 소개

된 국가에 한 정의를 검토해보면 공통 으로 국가 내지 토지,인민,통치권 내지

856신해 ,『윤리학교과서』(보성 인본,1908),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원,『근 수신교과

서』3(서울:소명출 ,2011),p.256.

857『 한매일신보』,「민족과 국민의 구별」(19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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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구를 들며 설명한다.858 시간이 갈수록 국가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설명보다

국가를 요소로 설명하는 들이 등장하는 것이다.가령 설태희는 국가유기체 설명

은 하나의 비유에 그치는 것일뿐 법률 이 아니라고 지 한다.859 다른 에

서도 옛날의 학자는 국가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유기체설을 주장하 으나 이 논의가

같지 않음을 지 하고 이런 논의들은 오류를 피하기 어려움을 설명한다.국가가 유

기체라 한다면 다른 자연 유기체와 같이 물질 요소와 정신 힘을 결합하여

체를 이루는데,이 체는 각 부분이 특별한 기 으로서 작용 능력을 보유하여

체의 생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그러나 이는 자연과학상의 견해이지 결코 법학

상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인류 이외의 동물,식물을 인류와 같이 유기

체라 말하는 유일한 념에 종속하며 따라서 국가도 한 이 종류와 유사하게 간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이제 자연과학 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법

학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60주정균의 에서 역시 근래 일 학자가 공교한

은유로써 국가의 성질을 표식하는 유기체설을 주장하는데,이 설을 따르면 국가는

인류의 공동목 을 달성하기 해 여러 기 을 만들며,이 기 으로 일정한 작용을

행하게 해 체의 존립발달을 계도하며,이로써 개개인의 안녕행복을 보호하는 일

이 마치 인류 기타의 유기체가 세포로 성립되어,이목구비 등 종종의 기 을 구유

하는 동시에 부의 발달과 각 세포의 존재를 계도함과 흡사하다 하니,일견 타당

한 듯 보일 수 있다.그러나 이는 학리에 맞지 않는 말로 국가의 정당한 견해라 부

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단 국가의 역사상으로 고찰할 때 이 성쇠존망

의 실 이 일개의 유기체와 같지 아니함이 없으니,넓게 사회학 역사학을 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유기체라 설명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861

이처럼 근 국가 개념은 국가유기체라는 서구 개념을 가지고 수용하면서

하나의 집합으로서 일체성을 강조하는 논의로 동원되었지만,차후 법학 국가

념에 의해 체된다.862그러나 유기체론이 멈추어 버린 그 지 에서 다시 물음을 제

858유성 의『법학통론』에서 국가는 ‘국가,인민,통치권’을,주정균의『법학통론』은 ‘인간,토지,

권력’을 만세보에 연재된『국가학』에서는 ‘토지,인민,정치기구’를,『국민수지』에서는 ‘인민,토

지,정치조직’등을 근 국가의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859설태희,「헌법서언(憲法緖 )」,『 한 회회보』제3호 (1908.6.25.)

860법률독서인,「국가의 법률상 념」,『 동학회월보』제14호 (1909.3.25.)

861주정균,『법학통론』,pp.102∼103.

862물론 법학 사고에서 유기 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가령 유치형,『헌법』,한국학문헌연

구소 편.『한국근 법제사료총서』7(서울:아세아문화사,1981),pp.3∼5.“헌법법리를 해석함에는

우선 국가의 념을 명백 함이 필요하나니 무릇 국가는 일정한 토지와 일정한 인민을 기 하고

그 에 일정한 주권으로써 통치하는 단체라...제일,일정한 인민이 국을 성하는 요소됨은 변명을

불요하고 국이라 운할 때는 인의 단체되는 사는 물론이라.연이나 단 그 다수의 인이 기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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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이 필요하다.왜 이제 유기체라는 논리가 필요 없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다.그것은 어쩌면 이제 유기체라는 논리의 부정확성에서 기인한다기보다 그 논리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은 아닐까.

유기체를 말하는 방식은 그 의미상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

정신을 강조하는 것,둘째 바깥에 한 일체감을 강조하는 것,셋째 머리를 강조하

는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새로 구

성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기존의 논의와 다른 서구식의 근 국가론이 그들에

게 필요했고 이는 당시 국가라는 표상을 어떻게 만들어 내려 했는가라는 질문과

련된다.국가의 특징은 무형 인 것과 무한 인 것이다.실증과학을 통해서 선험

인 것을 거부한 이들에게 규정 불가능한,정의 불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

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이때 국가는 월 인 가상이

다.국가는 무엇으로 악할 수 있는가?국가를 요소들로 악하는 방식은 이 때문

이다.경험 인 것들 안에서 월 인 것들 사이에서 국가 인 앎,국가에 한 강

력한 소구가 생겨나는 것이다.국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무엇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그런 에서 신체라는 사유는 국가를 형상화하는 보다

직 인 방법을 제공해주었다.이제 국가는 명령을 내리는 머리가 온몸의 건강을

해 다스리며,이는 외부와의 결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무형 인 것으로서 주권

은 그 게 국가의 정신에 상응되어 나간다.국가 내지 주권이 신체라는 은유로서밖

에 표 될 수 없었던 것이야말로 이 시기의 국가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망국과 불멸의 신체: 아와 소아의 논리

망국서사와 병리학

『이언(易 )』의 왕도(王韜)의 서문은 정사와 의술을 비유하는 통 유비를

제시하고 있다.

“방 천하의 변고가 많고 사단이 변함이 비상하니 밖으로는 장차 옹 (癰疽)가 되는 모양

같고,안으로는 징가(癥瘕)가 자라는 것 같아,원기(元氣)는 날로 모손하고 고질(痼疾)은

날로 짙어가니,이때를 잃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소생하지 못하리라.그러나 어진 의

원[良醫]이 병을 다스림에 약석(藥石)을 잡스럽게 쓰고 침놓고 뜸질함을 어 나게 쓰지 아니

하여 능히 손을 면 회춘하게 하여 오랜 고질병[沉疴]을 갑자기 없게 하니,반드시 병든 그

로 집합할 뿐으로는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사회 으로 단결하는 자를 기 하여 국가가 시성

하노니 무릇 각 개인 각자의 목 이외에 사회공동의 목 이 있으며 개인의 생명 이외에 사회

단체의 생명이 있음이라.각 개인은 사회의 분자됨을 자가하여 그 분자로 상호 결합하여 독립한

단체를 이루는 자 즉 사회니 그 수 목이 군과 총을 이룸과 부동하고 국을 성하는 요소는 인이

사회 단결을 성함에 있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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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을 살피고 병든 날을 헤아려 으로 인해 병의 깊고 얕음을 알고 병의 표리를 분간하고

천시(天時)의 덥고 찬 것과 인체의 웅장하고 잔약한 것과 약성의 온하고 매운 것을 가만

히 궁구한 연후에 마땅히 깎을 것은 깎고 마땅히 보할 것은 보하니 어 고방(古方)만 거두

어 모아 약쓰기를 망령되이 하여 요행히 낫기를 바라랴.”863

나라 다스림이 한 이 같으니 세상은 고 이 다르고 시세는 강약이 있으며

정사는 득실이 있고 다스림은 성쇠가 있으니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공법을 비롯해 서양의 여러 제도 기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에서 치신과 치국

의 논리의 동일성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이러한 치신과 치국의 논리 동일성으

로부터 나라를 다스림에 신 을 기해야 한다는 것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발

상은 드문 것이 아니다.밖으로는 옹 (癰疽)가 되는 모양 같고,안으로는 징가(癥瘕)

가 자라는 것과 같아 원기가 소모되고 질병이 심해지니 이때를 잃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소생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한다.좋은 의사는 반드시 병든 그 근원

을 살피고 병든 날을 헤아려 으로써 병의 깊고 얕음과 표리를 알고,천시(天時)의

덥고 찬 것과 인체의 웅장하고 잔약한 것과 약성의 온하고 매운 것을 가만히 궁구

한 연후에 마땅히 깎을 것은 깎고 마땅히 보할 것은 보하여야 한다.고방(古方)만 거

두어 모아 약쓰기를 망령되이 하여 요행히 낫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바는 먼 기맥(氣脈)을 고르게 하여 그 정신을 씩

씩하게 하고 징결(癥結)을 제거하여 그 심지(心志)를 펴게 하면 곱사등이와 앉은뱅이

도 반드시 일어나고 선개(癬疥)가 반드시 없어져 이로 말미암아 이목이 총명하고 수

족이 편리하게 된다는 것이다.이 게 되면 신선들과 수명을 같이 하는 것도 불가

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이는 당연히 나라라는 신체에도 용되는 이야기이다.

『이언』이 조선에 들어와 향력을 끼친 바에 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

다.그 다면 왕도가 서론에서 이처럼 의술과 치술을 유비 계로 설명하는 목 역

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공감을 일으키는 바 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러한 의학

사유 속에서 정치를 생각함이 왕도만의 특이한 발상이 아니었음을 말해 다.문

명사 환기에서 통 으로 신체를 비유하는 방식은 시 변화와 질병의 심각

함을 연결지어 생각함으로써,이 병을 치료하기 해 한 때임을 강조하는 방식

으로 등장했다.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기 해서는 좋은 의사가 그 듯 병의 ‘근원’

을 살펴야 하며,이 병을 여러 에서 근해 신 히 치료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마땅히 깎을 것은 깎고 보할 것은 보하는 통 방식의 목 은 국가라

는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고,이는 기맥을 고르게 하고 정신을 장 하

여 병이 맺힌 바를 풀어 이목이 총명하고 수족이 편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양생

863鄭觀應,『易 』(서울:홍문각,1992),서1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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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의이다.

량치차오 역시 국이 허약해진 근원을 질병의 유비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한

다. 국이 허약해진 근원을 논하는 에서 편작(扁鵲)의 고사를 이야기하며 시작한

다.편작이 제나라 환후(桓侯)에게 받아 조정에 들어가 환후를 본 후 임 의 병

이 살결에 있어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심해질 것이라 경고하 으나 말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5일 뒤 다시 알 하고 병이 맥에 있음을 경고해도,그 5일 뒤 다시

가서 병환이 장 사이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다.다시 5일 뒤 편작이 다시 알

할 때는 멀리서 환후를 바라보고 물러나 가버렸다.이는 병이 살결에 있을 때에는

더운물 찜질로도 고칠 수 있었고, 맥 속에 있을 때에는 침으로도 고칠 수 있었고,

장 사이에 있을 때에는 약주로도 고칠 수 있었지만,병이 골수에 있을 때는 비록

생명을 장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어 할 수 없다는 이유 다.

량치차오는 이어 국이 오늘날 결려 있는 병이 이와 다를 것이 없음을 한탄

한다.더 문제는 병들어 있으면서도 병들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병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의심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이다. 국이 약해진 근원

이 멀리는 수천 수백 년 이 에 있었지만 30년만,아니 10년만이라도 일 치료했더

라면 가능한 일이었는데 헛되이 시기를 놓치고 놓쳐 오늘날 극에 달했다는 것이 그

의 평가 다.처방을 품고 큰 소리로 외치는 선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온 세

상이 꿈속에 잠겨있는 상황이 편작이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나는 특히 이른바 나라 안에 최고라는 사람들이 나라가 허약함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피지 못해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얻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오늘날 존망이

해 추호도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음에도,여 히 변변치 않은 의사의 솜씨로

앞의 한두 가지 수롭지 않은 일이나 답습하며 당히 때우고 나가기나 하니,약이 증세

에 맞지 않아 한 번 그르치고 그르쳐 마침내 우리나라를 인도,이집트,터키의 운명과

같이 내버려 두게 할 것이다.그러므로 최근의 일을 서술하기 에 이 논의를 조성해 국

이 병든 원인 번잡하고 심원한 것들을 들어서 일일이 논하고 소통하고 증명하려는 것이

다.우리 동포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여,맥을 짚어 논하고 좋은 약을 투약하고자

하니,지 은 비록 어지럽고 울 거릴지라도 나 에는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로 제나

라 환후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배우지 말지어다.”864

이제 병의 원인은 정부뿐만 아니라 인민에게도 돌려진다.병의 원인으로 인

민의 노 성,우매함,자기만을 함,거짓말하기 좋아함,비겁함,움직이지 않음 등

이 이야기된다.그러나 주의할 은 이러한 덕목들이 모두 서양에서 상정된 이념들

의 거울상으로 반의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865서양 문명국에서는 존재하는 덕목들

864梁啓超,「中國積弱遡源論」,『飮氷室文集』5卷 (臺北 :臺灣中華書局,1970),pp.33〜36.

865 石川禎浩,「梁啓超と文明の視座」,狹間直樹 編,『梁啓超: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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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서양의 덕성에 한 반 의 덕성을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한다.이러한 병리학 시각은 이제 ‘건강’의 문제보다 ‘정상

(normal)’의 문제로서 근한다.서양에 존재하는 덕성이 기 (norma)이 되어 이제 ‘비

정상’으로서 동양의 덕성이 병의 원인으로 악된다.866

물론 이를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문명론의 일원 모델에 한 비 의 부

재라고 평가하고 그칠 수는 없다.이처럼 병의 원인이 특정화되어 이를 고칠 주체

로서 지식인이 등장하는 담론은 이 시기에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자가 하고 싶

은 이야기를 질병의 유비를 통해 은유하는 문학 장치는 세계 으로 일반 이

다.그러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악되는가,그리고 이를 고치기 한 방법으

로 제시되는가는 시기 으로,장소 으로 다르게 나타난다.여기서 량치차오는 국

의 기를 신체의 질병으로,그리고 환자와 의사의 계를 설정하여 이에 한 처

방 을 제시한다.

“오호 국의 약함이 일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일에도 국의 약함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심란하도다.가히 뇌근육이 없는 사람[無腦筋之人]이라 말할 수 있다. 일에도 국의 약

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가히 성(血性)이 없는 사람[無血性之人]이라 할만

하다. 략 알더라도 그 약해진 원인을 살피지 못하며 한 그것을 구하더라도 구하는 도

를 이룰 길을 알지 못한다.… 고로 훌륭한 의사(善醫)는 반드시 그 병원을 먼 살피고,그

병이 오래된 즉 병원이 깊고 멀어 그 병이 더 해진다.즉 그 병원이 많고 번

잡하다.얕고 가까운 것은 보기 쉬우나 깊고 먼 것은 분명히 하기 어렵다.간단한 것은 비

록 용의라도 고칠 수 있으나 많고 번잡한 것은 오직 국수(國手)라도 한 에 애매하다.

무릇 의사는 소털과 같고 양자는 기린뿔 같다.한 몸을 고치는 것(醫一身)도 그런데 하물며

일국을 고치는 것(醫一國)이랴.”867

한 몸을 고치는 것과 일국을 고치는 것의 유비 속에서 훌륭한 의사의 조건과

질병의 원인이 논해진다.량치차오는 이러한 국가의 질병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

고 있다.첫째 국가와 천하의 구별을 알지 못하는 것,둘째 국가와 조정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셋째 국가와 국민의 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결국 국가란 무엇

인가를 이야기하기 해서 신체가 동원되는데,이제 망국의 기 속에서 ‘형체’와

비되는 ‘국뇌’로서 존재한다.

“무릇 사람이 사람인 바는 다만 ,귀,코, ,손,발,장부, 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에 반드시 각식(覺識)을 장하는 뇌근(腦筋)이 있어서다.사지오 을 구비하고도 뇌근이 없

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이는 나라에서도 한 마찬가지이다.나라에는 형체

가 있고, 한 나라의 뇌[國腦]도 있다.뇌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허망히 존재한다.나

みすず書房,1999),pp.122∼123.

866‘건강’과 ‘정상’의 계의 변화에 해서는 미셸 푸코(1993),깡길렘(1996)참조.

867梁啓超,『飮氷室文集』5卷 (臺北 :臺灣中華書局,1970),pp.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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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뇌란 무엇인가.이는 국민의 지혜다.지혜가 있으면 그 지기(志氣)를 기르고,지혜가 있

으면 그 담식(膽識)을 늘리고,지혜가 있으면 그 실력을 살리며,지혜가 있으면 생을 도모하

는 길을 넓히고,지혜가 있으면 합군(合羣)의 정치를 아름답게 한다. 국민의 좋은 뇌를 모

아 하나의 나라의 뇌를 이룬다.”868

사지오 을 구비하고도 뇌근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발상은 물론

통 인 것이 아니다.이러한 뇌에 한 강조 속에 국민의 뇌를 모아 하나의 뇌를

이 나간다.이러한 신체에 비되는 정신 혹은 뇌에 한 강조는 망국의 기 속

에서 더욱 강조된다.

“강하거나 약하거나 크거나 작은 것은 형상이 있는 육체이지만 용맹스럽거나 겁이 많거나

진실되거나 거짓된 것은 형상이 없는 정신입니다(强弱大 是有形的軀體 勇怯誠僞是無形的精神).

정신으로 육체와 겨루면 육체 으로 기력을 잃을수록 정신 으로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기지 못하나 필경에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용맹과 성실만 싸우는 것입니다

.”869

육체가 기력을 잃을수록 정신은 더 강해진다는 역설 발상 속에서 처음에는

이기지 못하나 결국에는 이길 것이라는 비장미가 엿보인다.이처럼 망국의 서사 속

에서 질병의 은유로서 신체유비가 자주 등장했다는 것은 일본에서 바디폴리틱이 제

도론, 계론과 련되어 자주 등장하는 것과 비 이다.이는 제도 인 것에 한

사고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그러나 망국의 에서 보다 근본 으

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민,새로운 신체 다.그가『신민설』을 쓴 집필의도 역시

이러한 새로운 인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신체를 발명하기 해서 다.

“나라는 백성이 모여서 이루어지며,나라에 백성이 있는 것은 몸에 사지와 오장,근육,힘 ,

구[四肢五臟筋脈血輪]가 있는 것과 같다.사지가 단 되고 오장이 병들고 근육과 힘 [筋脈]

이 상하고 구[血輪]가 마르면 몸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백성이 어리석고 비루

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채 뿔뿔이 흩어져 혼탁하다면[愚陋怯弱渙散混燭]나라는 성립할 수 없

다.그러므로 오래 살고 멀리 보기[長生久視]를 바란다면 섭생술[攝生之術]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나라의 안 과 부유함과 존귀함과 번 [安富 榮]을 바란다면 신민의 도[新民之道]를 강

구하지 않을 수 없다.”870

의 신민설의 서문에서 보듯 이 은 유기체설에 한 논의로 시작하고 있

다.이러한 유기체설은 앞서 보았듯이 블룬칠리의 향이었다.량치차오에게 유기체

가 될 수 없는 것은 국가라 할 수 없으며,지 의 국은 유기체 이 의 ‘부민(部民)’

의 나라로서 유기체로서의 국가가 되기 해서는 신민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논리이

868梁啓超(1970),p.21.

869양계 ,안명철·송엽휘 공역,『월남망국사』( 주:태학사,2007),p.80.

870량치차오(2014),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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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71그러나 이때의 신체는 통 신체 에 더 근 해 있다.이는 비단 량치차오

가 사용하고 있는 ‘섭생술’이나 ‘장생구시’와 같은 개념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 천하에는 외환을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다.그러나 진정 밖이 걱정거리라면 한갓 걱

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들이 완고하고 강력한 민족제국주의로 처럼 극렬하게 돌

진해 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밖이 진정 걱정거리인가 아닌가를 연구하고 있으니,얼마나 어

리석은 일인가!나는 걱정거리인지 아닌지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가 모두 이 주의를 사용하는데,러시아는 왜 국에게는 쓰지 않고, 국은 왜 독일

에게는 쓰지 않으며,독일은 왜 미국에게는 쓰지 않는가?구미 여러 나라는 왜 일본에게는

쓰지 않는가?역시 틈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라지는 것일 뿐이다.사람이 병드는 데는,바

람,한기,더 ,습기,건조함,열 어느 하나 침입하지 못할 것이 없다.만약 기가 왕성하

고 피부가 튼튼한 자라면 보라를 맞고 뙤약볕을 쏘이고 염병에 걸리고 도에 휩싸인

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스스로 섭생하지 않고 보라,뙤약볕, 도, 염병 등이 야속하다

고 원망한들, 쪽에서 받아들일 리 없으며 나 한 원망을 한들 면할 수 있는 일이겠는

가.”872

그는 바깥의 강력한 ‘민족제국주의’에 해서 걱정하는 것에 해 오히려 안

이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걱정할 것은 국 국민의 민덕,민지,민력일

뿐 이 안을 제 로 할 수 있으면 밖의 걱정거리는 로 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안에 한 논의로 방향을 바꾼다.물론 바깥을 지키려면 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

의는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이러한 논리 자체가 통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권리 문제에서도 이를 마비불인(痲痺不仁)이라는 통 사상을 가지고 설명하

는 것에서도 보인다.그는 사람에게는 ‘사지와 오장’이 있는데,내 으로는 간이나

폐가,외 으로는 손과 발이,한 곳이라도 온 하지 못하다면 구라도 고통을 느껴

빨리 치료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이처럼 사지나 오장의 고

통은 신체의 내부 기 이 조화를 잃었다는 증거이며 그 기 이 침해를 당했다는 증

거이다.이를 치료하는 것은 그 침해를 막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권리 역시

마찬가지인데,권리사상이 침해되고 압박되면 그 고통을 느끼는 감정은 르는 듯

쓰라리다.이에 항하여 본래를 회복하기 한 것이 당연한 것은 사지와 오장의

침해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이를 ‘마비불인(痲痺不仁)’의 사람이라

고 부른다.873이처럼 량치차오는 정명도의 말에서 마비를 불인으로 해석한 것을 가

지고 와 권리의 침해를 설명한다.원래 그가 이 말을 썼을 때 불인을 서로 연결되어

871狭間直樹,「「新民説」略論」,狹間直樹 編『梁啓超: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東京:みす

ず書房,1999),pp.86∼87.

872량치차오(2014),pp.55∼56.

873량치차오(2014),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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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동의 존재로서 불인지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쓰 던 것과 달리 개

인의 권리에 한 침해와 연결시킨다.

이는 사회를 개조하려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다.그는 소 오늘날 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신체를 비유한다.몸에 고질병이 있으면 약과 침을

쓰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만약 병이 든 곳이나 들지 않은 곳을 막론하고 몸 체

에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약을 먹여 설사하게 한다면 이는 단지 스스로를 죽이는 것

일 뿐이다.인인지사(仁人志士)들이 말하는 괴의 목 이 사회 체를 괴하는

에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체를 괴하라’는 말이 이미 입에 습 이 되고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도덕의 제재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사회가 반드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는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을 뒤엎어 개조하려는 것에 해서 동의하지만 병을 치료할 때는

아무리 독한 약을 쓰더라도 반드시 이른바 ‘원신(元神)’의 진화(眞火)에 의지해서 부여

잡고 그것을 병을 몰아내는 토 로 삼아야만 하는 법이라고 강조한다.그 지 않으

면 병 하나가 물러가기도 에 다른 병이 올 것이며,뒤에 온 병은 앞의 병보다 더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일체를 괴하자는 주장은 뒤에 온 병이 앞의 병보

다 더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 경고한다.앞서 루소와 블룬칠리를 조하며 약과 곡

식으로 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이를 단순히 그의 보수 논리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논리

배경이 되고 있는 신체에 한 사고가 독특하다.그는 원신의 진화를 지켜 그것을

토 로 삼아 병을 몰아내는 것이 요하다고 말한다.이는 앞서 보았듯이 그의 정

치사상과 결합해 독특한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그가 신민설의 마무리를 민기를

강조한 것은 어쩌면 그의 이러한 신체 과 련이 있을 것이다.874

원기론이라는 클리셰

이런 측면에서 원기에 한 강조 역시 이해할 수 있다.‘원기’에 한 클리셰

는 망국의 시 에서 빈번히 호출되어 왔다.량치차오가 쓴「국민에게 필요한 10

원기를 논함(國民十大元氣論)」이라는 을 비롯 당시 원기란 모든 질병의 처방으로서

제시되었다.이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나 지구를 포섭망라해서 만물을 고취,주

874량치차오(2014),pp.605∼606.“나는 민기는 무엇이고 그 응용은 어떤가를 연구하여,다음의 공

례를 얻었다.(1)그것은 보조의 성질이지 으로 독립 인 성질이 아니다.그러므로 그것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2)그것을 자주 사용하면 쉽게 쇠하고 고갈되지만,오래 쌓을수록

팽창력은 더욱 커진다.그러므로 어쩌다 사용해야 하며 상용해서는 안 된다.(3)그것은 잘 사용하

면 막 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고 오용하면 막 한 나쁜 결과를 거둘 수 있다.그러므로 어쩌

다 사용하는 것 역시 신 하지 않을 수 없다.(4)그것의 발생은 비교 쉽다.그러므로 하게

사용할 만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선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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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것이다.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살고 이것이 없으면 죽으며,나라 역시 이것

이 있어야 존재하고,이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이것이 있으면 죽어도 반드시

살고,이미 망해도 다시 존재하며,이것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고,이름이 있

어도 실은 망한 것이다.이를 이름 붙여 원기라 한다.875

량치차오는 서구와 같은 문명국이 되고자 한다면 문명의 본질에 해서 악

해야 한다고 보았다.량치차오에게 문명이란 것은 ‘형질’과 ‘정신’으로 구별될 수 있

으며 형질의 문명을 구하기는 쉬우나 정신의 문명을 구하기는 어려우니 정신이 갖

추어지면 즉 형질이 스스로 생겨나며 정신이 없으면 형질이 따라붙지 않는다.따라

서 참된 문명이란 것은 오직 정신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정신이 갖추어지면

형질이 스스로 생겨난다는 정신의 우 성에 한 강조야말로 물질성이 부족한 시

에 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 을 것이다.이러한 정신/물질의 이분법 속에서 진정한

핵심을 정신에서 찾는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의『문명론의 개략』에서 주장한 정신

문명으로서 주장과 상통한다.후쿠자와가 문명을 ‘기풍(氣風)’으로 설명하며 문명

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과 이어지는 목이다.876

기존의 연구들에서 량치차오가 후쿠자와의 작들에 직 인 향을 받았는

지에 해서는 부정 이다.그러나 이시카와는「자유서」와「국민십 원기론」이

『문명론의 개략』의 부분을 각색한 것이라 주장한다.877량치차오는 후쿠자와가 문

명의 정신이라고 강조한 ‘인민의 기풍’을 ‘국민의 원기’로 표 한 것이다.이외에도

후쿠자와가 “일본에는 정부만 있고 국민,네이션이 없다”라거나 “집만을 알고 나라

를 알지 못한다”는 문장에 해 “천하가 있는 것만을 알고 국가가 있음을 알지 못

한다”거나 “일기(一己)만을 알고 국가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쳐쓰고 있다.878

875 이 은『 한 회회보』제12호(1909.3.25)에「國民十大元氣(氷集節略)」라는 제목으로 홍필주

(洪弼周)의 이름으로 실리는 등 이 시기 학회지에 여러 번 소개되고 있다.

876"이제 잠정 으로 이름 붙여 그것을 일국 인민의 기풍이라 했지만,때에 해 말할 때는 그것

을 시세(時勢)라 이름하고,사람에 해서는 인심(人心)이라 이름하고,나라에 해서는 국속(國俗)

는 국론(國論)이라 이름한다.이른바 문명의 정신이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福沢諭吉(1962),p.

29.

877그는 량치차오가 후쿠자와의 통속 인 문체의 작을 읽었을 가능성보다 그가 주로 읽은 것은

주로 한문의 향이 농후한 일본의 작들,가령 나카무라 마사나오나 도쿠토미 소호 등의 작들

일 것이라는 주장이나 량치차오가 후쿠자와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표 작인『문명론의 개

략』이나『학문의 권장』등이 아니라 말년의 작이 선택되어진 것을 들어『문명론의 개략』과 량

치차오의 문명론의 연 성을 부정하는 기존연구에 해 량치차오의 작과 후쿠자와의 작을 비

교하며 이 둘의 상 계를 밝히고 있다.石川禎浩(2011),pp.112∼114.

878량치차오는 이미「자유서」의 일 인「문명과 야만의 세 단계 구별」에서 문명의 3단계로서,

야만-반개-문명의 계 으로 나 어,이를 순서 로 답습해 상승해 가는 것이 세계인민이 공인한

진화의 공리임을 밝히고 있듯 후쿠자와의 논리를 가져와 그의 논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石川禎



- 313 -

이는 후쿠자와가 문명의 표면 모방을 경계하며 문명의 핵심으로서 정신을 강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879

“소 정신이란 무엇인가.즉 국민의 원기가 이것이다.의복,음식,기계,궁실(宮室)로부터

정치,법률이 모두 과 귀가 듣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는 모두 형질(形質)이나

형질 에서도 허실의 이치가 있으니 정치,법률은 과 귀로 볼 수 있으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를 얻기가 다소 어려우니 의식 기

계는 형질의 형질이고,정치,법률은 형질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국민의 원기는 하루아침

에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집이 이룰 수 없는 바이다.정부의 힘으로 강요할 수

없고 종교의 가르침으로도 이끌 수 없다.맹자가 말하길 직양이 무해하면 천지 사이가 막

힌다(以直養而無害 則塞乎天地之間)하니 이것을 일러 정신의 정신이라 한다.정신의 정신을 구

함은 반드시 정신으로 감소(感召)하니 지지 이 그 형질을 모범하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논어에도 이르길 천지에 나라가 반드시 더불어 서니(國於天地 必有 立)나라가

더불어 선다는 것은 무엇이오.이는 백성일 따름이다.백성이 서는 바는 무엇이오.기일 따

름이다.”880

량치차오가 정신을 국민의 원기로 표 한 부분이다.의복,음식,기계,궁실로

부터 정치,법률이 모두 이목이 보고 듣고 하는 바로,이는 형질을 말한다.이때 형

질에서도 허와 실의 이치가 있어 이를 형질의 형질과 형질의 정신으로 구분한다.

즉 정치,법률과 같은 듣고 볼 수 있으나 손에 잡힐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은 형질의 정신으로 이는 얻기가 어렵다.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정신의 정신

으로서의 원기다.이를 후쿠자와 논의를 그 로 가지고 왔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

만 후쿠자와의 구도와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후쿠자와가 문명을 정신과 외형으로

나눠 문명의 핵심을 정신에서 구한 것과 논리는 동일하다.국민 원기는 하루아침에

이 지는 것도,한 사람 한 집만이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 역시 후

쿠자와의 것과 닮아있다.물론 이는 통 인 사유방식에서 어색한 것이 아니었다.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나 논어에서 국가가 서기 해서 같이 할 것이 백

성이고,백성이 서는 까닭으로서 기를 들 때,기란 생명의 근본으로서 국가라는 생

명 역시도 기에 바탕한다.『장자』에서도 보이듯 “기가 모인 것이 생이고 흩어진 것

이 죽음”881이라는 사유는 동양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일반 인 방식이었다.원기를

浩(1999),p.111.

879石川禎浩(2011),pp.112∼114.그러나 후쿠자와와 량치차오의 차이 역시 분명하다.후쿠자와에

게 일국의 자유의 제로서 일신의 자유가 강조되었다면 량치차오는 자유란 단체의 자유이며 개인

의 자유가 아니었다.량치차오는 개인의 정신 독립과 국가의 독립이 불가결한 계에 있음을 승

인하면서도 국가 인 것에 근원 원리를 부여하는데,이러한 차이는 량치차오가 블룬칠리나 가토

에게서 향받은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여 경쟁과 강권을 제시하는 것에서 분명히 차이를 보인다.

같은 책,pp.114〜115.

880 홍필주,「국민십 원기」,『 한 회회보』12호 (19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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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고 진작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발상은 국가라는 신체의 생명력을

키우기 해 자주 등장했던 클리셰 다.882

후쿠자와에게 국민의 기풍이 량치차오에게 원기로 변화한 것은 통 인 신

체 언어로 표 된 것이었다.둘 다 공통 으로 정신과 원기에 한 강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변주된다.그만큼 그것은 특정할 수 없는 원

인에 한 사후 인 진단일 수밖에 없었다.그런 에서 원기라는 것은 그 원인불

명의 질병에 한 합당한 진단이었을지 모른다.그것은 안의 문제를 밖으로 돌릴

수 없음에 한 자각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원기의 부족으로

병의 원인을 악한 순간 그것에 한 처방 역시 불명확해짐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었다.국가의 원기를 키우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는 어떤 응 처방이

아니라 양생의 논리에서처럼 결국 기 인 국가의 생명력을 키워야 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질병이란 정상 인 규범에서 이탈한 것이 아닌 즉 실체가 아니라 가

치에 한 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83

아(大我)와 소아( 我)의 논리

이처럼 망국의 기 속에서 원기를 강조함을 통해 국가라는 신체가 사유되는

은 이 시기 국과 조선에서 바디폴리틱의 특징이다.개체 역시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면 국가라는 신체 역시 죽음이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그러나

건강이 몸이 아 지 않은 평상시에는 잘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국가의 존재는 인민

들에게 인식되지 않으며 기 상황에서야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비로소 인식된

다.따라서 이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사유될 수밖에 없다.정

신으로서의 국가에 한 강조 역시 망국의 맥락 속에서 정신의 원성과 국가를 연

결시킨다.『 한매일신보』의「정신으로 된 국가」라는 은 국가의 정신이 먼

있은 후에 국가의 형식이 서게 됨을 강조한다.비스마르크의 철석같은 정신이 있은

후 오늘날의 덕국이 있으며,13주 의회의 백 불회하는 정신이 있은 후 오늘날의 북

미합 국이 있고,소년 이태리의 험을 피하지 않는 정신이 있은 후 오늘날 이태

리가 있다는 것이다.‘국가의 정신은 국가 형식의 어미’로 국가의 정신이 망하면 국

가의 형식이 망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는 망한 나라이다.민족이 독립할 정신,국권

을 보 할 정신,나라의 엄을 발양할 정신,나라의 을 빛나게 할 정신이 없으

881『莊子』“人之生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882이를 쿠리야마는 체와 과잉에 한 두려움에 기반한 그리스의 ‘부패(corruption)’의 병리학과

손실과 부족에 한 두려움에 기반한 ‘소산(dissipation)’의 병리학으로 비하여 설명하고 있다.이

는 그리스 의학에서 사 과 동양 통 의학에서 침술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Kuriyama(1999),

5장 참조.

883깡길렘(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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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강토가 있어도,임 이 있어도,정부가 있어도,의회가 있어도 쓸 데 없다.따라

서 독립과 자유의 정신만 있으면 정부와 의회 등의 형식이 없을지라도 나라는 언젠

가는 흥하게 될 터,국가의 형식을 세우고자 하면 먼 국가의 정신을 세우며,국가

의 형식을 보 하고자 하면 먼 국가의 정신을 보 할 것이오,국가의 형식이 망

함을 근심하는 자는 먼 국가의 정신이 망함을 근심할 것을 요청한다.884

다른 에서도 이러한 구분법은 반복된다.『 한 회회보』「국정신(國精神)」

이라는 에서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인형[偶人]’이오,나라에 인형이 많으면 즉 ‘빈

나라[空國]’라 말한다.무릇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이치의 주재(主宰)요,모든 일의 기

(機括)이다.하나이자 둘이 아니나 이를 둘로 나 니 ‘정신의 정신’과 ‘형식의 정신’

이다.정신의 정신은 가운데서 나오니 자아의 정신이 이것이요,형식의 정신은 밖에

서 오니 사물의 작 가 이것이다.인물의 존망과 국가의 흥망이 이 정신의 여하에

달려있다.따라서 동포들에게 정신의 정신을 보존할 수 있거든 죽어도 형식을 돌보

지 않아도 살 것이며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인형이요,나라가 빈 나라라 조호지차

(操毫至此)에 기사(氣死)하게 된다고 경고한다.885

1908년 8월『 한 회보』에 신채호의「 아(大我)와 소아( 我)」가 실린다.그

리고 1908년 9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한매일신보』에 다시 연재된다.신채호

에게도 유한한 아(我)에 한 자각과 함께 이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하나의 시도를

보게 된다.

“이 이목과 수족과 피부와 장부와 모발과 성색과 해골과 육을 합하여 나의 신체라 하고

이 신체를 가리켜 나라라 하니 오호라 내가 과연 이같이 희미하며 이같이 은 것이 이 같

을진 ”886

정신이 아니라 물질, 혼이 아니라 신체를 갖고 태어난 나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시 으로 지상에 머문다.‘바람과 같이

빠르고 번개와 같이 번복하며 물거품처럼 꺼지고 부쇳불처럼 없어지는’나는 겨우

몇 십년이 지나면 그 모습과 자취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이 속에서 존재들은 다음

과 같이 탄식하다.“오호라 내가 과연 이같이 희미하고 이같이 은가.과연 이 같

을진 나는 부득불 나를 하여 슬퍼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칠 만도 하며 이

를 갈고 통곡을 할만도 하고 나를 창조하신 상제를 원망할 만하도다.오호라 내가

과연 이러한가”.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유한한 인간에 한 탄식만은 아니다.오히

려 아(我)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순간이기도하기 때문이다.

884『 한매일신보』,「정신으로 된 국가」(1909.4.29.)

885『 한 회회보』제6호 (1908.9.25),이종린(李鍾麟),「국정신(國精神)」

886『 한매일신보』(1908.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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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그것은 정신 아가 아니라 물질 아이며,그것은 혼 아가 아니라 구각

(軀殼的)아이며,그것은 진아(眞我)가 아니라 가아(假我)이며, 아가 아니라 소아니 만일

물질 ,구각 가짜 소아[假我 ]를 아로 오해하면 이는 필사(必死)하는 아라.만일 불사하면

10세에 죽을지며 10세에 불사하면 20세에 죽을지며 20세에 불사하면 3,40세에 죽을지며 3,40

에 불사하면 5,60세에 죽을지며 5,60세에 불사하면 6,70세에 죽을지니 상수(上壽)라도 100세를

넘기 어려울지니”

정신과 비되는 물질, 혼과 비되는 신체와 껍질[軀殼]속에서 진정한 아

[眞我]와 비되는 거짓 아[假我]그리고 아와 비되는 소아가 규정된다.이러한

아와 소아의 구별은 량치차오에게서 이미 보이는 바이지만 신채호는 단순히 집단

을 한 논리에 머무르지 않는다.여기서 소아는 필사(必死)라는 유한성에 묶여 있

다.그러나 소아의 한계성 외부에 아가 설정된다.이제 조그만 나에서 더 큰 나가

되는데 이는 단지 크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유한의 문제를 뛰어넘어 불사의 단계

를 경험 한다.이때 소아( 我)는 나의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진아(眞我)혹

은 본래 면목으로서 나는 물질과 나의 신체를 넘어서는 역에서 규정된다. 아(大

我)는 이제 무한 로 자유자재하는 아(我)로서 묘사되어 개체 유한성을 월한다.

역사의 시간과 지리의 공간성을 넘어서까지 존재하는 것이다.이제 동명성왕, 개

토왕에서부터 루소,칸트,볼테르가 모두 나이다.시공간의 모든 존재들을 엮어주는

단일한 시 으로서 아가 존재하며 아 아님이 없다.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一

卽多)’의 세계다.동시에 무량항사와 무량연화에 무량한 아가 있어서 연꽃의 동쪽에

하나의 아가 나타나면 연꽃의 서쪽에도 내가 나타나는데 한 ‘다즉일(多卽一)’의 세계

이기도 하다.“개아(盖我)와 진면목(眞面目)이 본래여시(本來如是)”라는 말처럼 ‘일즉다’

와 ‘다즉일’로서 신체는 유한성과 개체성을 뛰어넘어 본래의 진아· 아를 되찾는

다.887

신채호 논설과 련해서 1910년 6월 25일부터 1910년 6월 29일 사이의 논설들

은 시사 이다.「소리없는 군기」,「 웅과 시세」,「애국자의 사상」,「죽어도 죽지

아니한 일」이 연재되는데,이 에서「죽어도 죽지 아니한 일」에는 정신의 지속

은 인민의 지속이라고 이야기된다.

“ 일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잠시간 왔다가 홀연히 가는 자를 내라 이르며 과거와 재

와 미래를 통하여 구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사회라 이르나니 나는 죽드래도 사회

라는 것은 죽지 아니하며 나는 멸하드래도 사회라는 것은 멸치 아니하며 나는 한이 있드래

도 사회는 한이 없는 것이라 이러므로 일개 나 하나가 세상 사회에 있는 것이 비유할진

887이에 해서 최정운이 말하는 ‘ 공동체’의 개념이 참조가 될 것이다.최정운,『오월의 사회과

학』( 주:오월의 ,2012);최정운·임철우·정문 ,「 공동체의 안과 밖-역사,기억,고통 그리

고 사랑」,『문학과 사회』제27권 제2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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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에 좁살 한낱과 같으며 태산의흙 한덩이만 할뿐이로다.… 세계가 모두 나의 가택이며

억조인생이 모두 나의 신체니 억조인생이 다 수척하드래도 나 혼자 살지며 억조인생이 다

애통하드래도 나 혼자 즐거워함이 가할까 이것은 반드시 되지 못할 일이라 그런 고로 내가

한번 사회상에 출생한 이후에는 부득불 이 사회의 사원에 일부분이 되는 책임을 담임하며

직분을 극진히 하여 사회를 보조도 하며 개량도 하여야 사회가 구하며 나도 좇아 구할

지며 사회가 멸망치 아니하며 나도 좇아 멸망치 아니할지니 생각하여볼지어다.”888

민족이라는 월자,국가라는 월자가 신과 결부된 존재, 월 인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각인된다.그러나 이를 부정 으로 볼 수만은

없다.민족이라는 월자 속에서 나는 더 큰 내가 된다.그런 에서 민족 는 국

가의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 편입되는 것은 작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국가라는 더 큰 내가 되기 해서 신체라는 은유는

실하게 다가왔다. 아로서 확장하는 신체는 공통아를 구성함으로서 자신의 크기가

확장되며 구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다.작은 나를 견디기 힘들 때 더 큰 내

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구히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

다는 희망이 강렬한 토스로 다가왔던 것이다.889

(5)국가 인 신체와 개체 /사회 인 것

이른바 근 라고 한정짓는 시기에 왜 신체정치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그것은 체를 통제할 컨트롤 타워(controltower)로서 ‘머리’를 세우기

해서인가?890하지만 그러한 방식의 정치 은 굳이 신체라는 은유를 사용하지 않

더라도 이미 고 인 정치 속에서도 있었다.그 다면 머리를 필요로 해서가 아

니라,역으로 머리를 없애기 한 것이 근 의 신체정치 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

다.891 바디폴리틱 담론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신체정치는 기존의 권력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비 하고 비틀어내는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한 경우가 많았

888『 한매일신보』,「나와 사회의 계」(1908.3.6.)

889이는 앞서 보았던 홉스가 사멸하는 신(mortalGod)으로서의 주권이나 블룬칠리가 유기체론에서

주권을 무한 인 것이 아니라 유한 인 것으로 악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890이에 해서는 미셸 푸코,『성의 역사1』(서울:나남,2010)참조.푸코는 권력의 경제주의 개념

을 비 하며,해방이란 단지 왕이라는 머리 자르기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지 한다.이는 르포르가

근 민주주의의 ‘빈 자리(emptyspace)’를 강조하는 것과도 련된다.

891이에 해 르포르는 근 민주주의의 특징을 세의 왕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빈 자리

(emptyspace)’로 체되었던 사실을 지 한다.칸트로비츠가 훌륭히 보여주었듯 세 시 정교화

되었던 이러한 왕의 두 신체는 죽음에 노출된(mortal)것과 불멸의 것(immortal)의,개인

(individual)이고 집합 인(collective)것이 왕의 신체에 하나로 합되었다면 근 민주주의에서는

바디폴리틱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동시에 사회 인 것의 물질성이 용해된 때에 갑자기 터졌다.이

를 르포르는 ‘탈신체화(disincorporation)’과정으로 설명한다.Lefort(1986),pp.29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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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헤겔식의 유기체론과 블룬칠리의 유기체론은 머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몸통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그것은 단순히 머리로서만 존재하는 건 신체

가 아닌,머리와 하나를 이루는 몸뚱아리가 없으면 성립불가능한 신체이다.독일의

유기체론은 군주 심의 논의가 아닌 새로운 법인격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홉스의 신체정치 역시 일견 군주를 심으로 하는 지배 계를 공고히 하기 한 것

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기계로서 자동 인 신체를 만들어내고,거기에 새로운 인공

혼인 주권을 부여하는 데 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근 신체정치의 특이성

들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변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일본에서 천황이

라는 존재는 국가유기체설을 오히려 통 인 신체정치 맥락에서 이해하게 만든

요인 하나 다.이는 군주를 심으로 정치를 사유하는 데 익숙했던 국과 조

선에서도 마찬가지 다.이는 신체와 인격에 한 구분에 한 이해가 불명확했다

는 한계이자,동아시아에서 정치와 신체를 이해하는 가치 의 차이에서 비롯했다.

근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왕의 두 신체’라는 말이 보여주듯 군주의 통

치 상 내지 소유물로서 국가라는 념에서 인격화된 신체성이 탈각되고,국가 자

체의 법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홉스나 루소의 논의에서 보이는 각자의

자연권을 바탕으로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이

에 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독일에서의 국가학 논의 역시 역사 유기체로서의 인

격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따라서 근 국가의 구성은 바디폴리틱의 에서 보

자면 인격의 탈인격화가 아니라 새로운 인격화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국가 신체

를 기계로 볼 것이냐 유기체로 볼 것이냐의 구분이 요한 것이 아니라 근 정치

에서 핵심은 정치체에 어떻게 인격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다.892

그러나 근 동아시아에서는 군주로부터의 탈인격화 과정이 제 로 이루어지

지 않았다.어쩌면 이는 인격화의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 작동했었다고 볼 수 있

다.정치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 에서 인격화는 벗어나야 할 문제가 아니

라 달성해야 할 과제 다.집합 신체를 새로이 구성함에 신체라는 유비는 분리되

었던 개체들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한 것이자,집합체에 최고성과 속성,배타성

을 부여하는 근 주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논의 다.

슈미트의 신학정치 모델이 보여주듯 외상태를 결정하는 힘으로서 주권은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고를 기본으로 한 모델이었다.893이것이 천황이라는

모델과 겹쳐져서 주권의 소재와 련되어 논의되었다.홉스의 문부성 번역본에서

892 이러한 기계로서의 이익사회(Gesellschaft)와 유기체로서의 공동사회(Gemeinschaft)의 구분은

이미 퇴니스 이래로 일반 인 것이었다.Tönnies(2001).

893Paul.W.Kahn,Politicaltheology:fournewchaptersontheconceptofsovereignty(New

York:ColumbiaUniversityPress,2011),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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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한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권의 의일성(宜一性)을 강조한 것이나,이노

우에 코와시가 말하듯 그리스도교를 신하는 정치윤리로서 발명된 만세일계의 천

황 이데올로기는 국가 인 것으로서 머리를 상정하기 한 것이었다.슈타인과의

화에서 가이에다가 의도했던 바 로 종교와의 연 속에서 신기 (神祇官)을 머리

에 치시킴으로써 천황의 자리를 만들어 낸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수직

인 신체상으로서 국가 인 것을 특징지을 수 있다면 더 던져야 할 질문은 왜 국

가 인 것으로써 ‘수직 ’‘ 월 ’‘기능 ’모습이 필요했는가라는 이다.이는 사

회 인 신체 모델로서 ‘수평 ’‘자율 ’‘순환 ’ 계로서 신체,혹은 상생,상극의

신체를 함이었다. 어도 근 동아시아에서 사회 인 것과 국가 인 것의 구별

지 은 여기에 있다.‘주권’이 도출되는 과정이라 하겠다.문제는 서구에서 근 라는

문제가 신체정치라는 측면에서 인격화가 완성되는 과정이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다

른 방식으로 작동했다.그 차이는 국가 신체의 질병론과 건강론에서 찾아볼 수 있

을지 모른다.

신체정치에서 집합 신체를 통해 군주에서 인민 일반의지로,혹은 홉스식의

리바이어던,국가라는 인격으로 주권의 소재가 옮겨감을 볼 수 있다.그러나 인민의

집합이 아직 요원했던 동아시아에서 주권의 소재가 그 게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오히려 주권의 소재를 강화하기 한 방식으로 홉스가 읽 졌던 것처럼 주권이 나

뉠 수 없다는 논리로서 용되어 사용되었다.독립된 신체로서 개체 인 것과 그

집합으로서 사회 인 것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주권이라는 발상 속에서 이들을 국

가 인 것 속에서 사유하게끔 했다.이 발명된 국가 -주권 신체는 주권을 매개

로 해서 유기 성격을 부여받았다.이는 단순히 복종-동원의 신체로서만이 아니라,

불멸하며 속하는 신체성을 만들어 냈다.그리고 이는 분리되지 않는 강고한 결합

을 하나로 이어주는 착제로서 작용했다.망국의 과정 속에 있던 국과 조선에서

는 특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왜 굳이 정치를 신체로 가지고 오는가라는 질문에

해 이는 당연히 삶이라는 속에서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일 것이다.생성과 죽

음,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해서 신체정치 담론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국가론이 처음 본격 으로 등장한 것은 이러한 유기체

론 사유와 하면서 가능했다.그것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본격 으로

물어지기 시작한 것이기도 했다.서양에서 유기체론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 잉태한 물음이었다.그 물음에 한 답을 찾기 한 과정에서 유기체로서 국

가 인 것을 사유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동아시아에서 역시 마찬가지 다.생명을

그리고 국가를 체 인 시 에서 악하는 방식은 통 사유와 일정정도 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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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이는 부분의 합,인민의 합들로는 체 인 것으로서

국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신체 사유와도 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기에 한 강조를 들 수 있다.생기론의 생기가 그러하듯 생명

을 생명답게 하는 그 무엇에 한 탐구로서 생기에 한 강조가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 생명에 한 논의의 요한 변화 하나 다.이러한 신체 의 유사성 혹은

친연성은 왜 근 동아시아에서 블룬칠리식의 유기체론이 성행하게 되었는가 하나

의 답이 될 수 있다.이를 체론 시각,즉 부분이 체를 해 희생되어야 한

다는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다.신체의 ,생명의

에서 보자면 이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본격 인 물음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그

리고 이는 부분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 인 국가에 한 물음이었다.

그 다면 유기체설이 다른 신체은유보다 더 잘 받아들여졌는가에 해서도

이와 련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유기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생기론 신체

, 일 (holistic)인 이 압도해 버렸던 것은 다른 정치 신체 보다 더 익숙했

기 때문일 수 있다.그 게 보자면 생기론과 원기론이 연결되는 지 을 발견할 수

있다.생기론에서 생기(vitalforce)를 무엇이나 정확히 형용할 수 없지만 생명을 생명

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라 한다면 원기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그 게 볼

때 생기론의 특징으로서 부분으로 나 수 없는 체 시각,생명에서 조화의 선

험성,물질과 정신의 구도 속에서 정신에 한 강조 등이 그 로 유기체론에서도

보인다.일본에서 통 신체에 한 탈신체화(disembodiment)가 이루어진 이후 재신

체화(re-embodiment)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개별 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재

조립해야 할 정치체에 한 요청 때문이었다.그러나 국이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분리와 재조립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채로 통 신체에서 유기 신체로

건 뛰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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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논문은 19세기 근 동아시아의 바디폴리틱의 개양상을 살펴보았다.지

까지 근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연구에서는 단순히 개체,사회,국가라는 단어들

이 언제,어떤 단어들과 같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수 에 그쳤다면,본 논

문은 신체성이라는 은유를 통해 이들을 일 된 연구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했다.이

는 어떤 신체를 개체 ,사회 ,국가 인 것으로 상상했는가의 문제 다.뿐만 아니

라 이것이 어떤 신체 속에서 연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으로써 서구 맥락과

통 맥락 사이에서 어떻게 탈구하고 결합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들은 이 시기의 신체은유를 단순히 국가유기체론 하나로만 정리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 이 시기는 개체,사회,국가

를 상상하는 다양한 신체은유들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는 독특한 정치

담론들을 만들어 내었다. 한 기존 연구들은 체로 유기체론을 사회진화론의 단

순한 하 범주로 설정하고,그것이 사회진화론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권 주의 혹

은 체주의 담론으로 기능했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 했다.특히 국망의 기 속

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 상황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유기체론이 서양의

맥락과 달리 변용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로 처리하 다.따라서 이때 신체의 머리만

을 강조하고 사지의 일사불란한 복종을 담보하는 하나의 국가신체 이미지만이 존재

해 왔던 것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통념은 지 이 시 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여 히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컨 오늘날 정치체에 한 일반 인 이해는 머리가 지배하는 통일된

유기 신체라는 발상에만 한정되고 있다.거기서 인민들은-그것이 자의를 통해서

건 복종을 통해서건 간에-하나의 유기 신체를 구성하는 사지로 간주되어 통합된

일원 권력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된다.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곧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치체(BodyPolitic)에 한 담론들은 단순히 늘상 반복되는 동일한 이야

기의 반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왜냐하면 바디폴리틱 논의들은

본래 다양하게 변주,변용되면서 역사 속에서 풍성한 서사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보

여주기 때문이다.특히 근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다른 신체 속에서 번역,수용

되는 과정을 통해 이질문화 사이의 언어횡단 역사 서사를 만들어 내었다.894신체

894주권 상상과 언어횡단 역사 서사에 해서는 리디아 류,차태근 역,『충돌하는 제국』( 주:

항아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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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상징화된 주권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보이는 흔들림은 이를 보여 다.

특정한 집합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가,국민 혹은 주권이라는 에 보이

지 않는 개념들을 어떻게 가시 으로 표 하고 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신체은유는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그러나 지 까지의 신체정치(BodyPolitic)

에 한 논의에서는 ‘정치’에 한 논의만 있었을 뿐 ‘신체’는 제 로 이야기되지 않

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었다.신체정치를 단순히 신체를 ‘ 상’으로 하는

정치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할 수 없다.‘정치’가 개인 신체에 부과되는 권력이 어

떻게 작동하는가를 넘어서 집합 신체로서 ‘정치 인 것’이 어떻게 신체 으로 사

유되는가를 포함하는 문제로 근해야 한다.그 다면 결론에 와서 다시 신체란 무

엇인가라는 근본 인 물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신체란 무엇인가?물론 신체를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내리기는 어렵다.신체에 한 인식은 시 와 장소에 따

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결국 신체에 한 지식은 신체가 자연이나 다른 인

간과의 계에서 자신의 치를 결정짓는 일정한 ‘가치체계’라 할 수 있다.895

이때 정치학이란 항상 신체와 본질 인 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 한

에스포지토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그는 ‘신체(body)’를 ‘인격(person)’과 ‘사물(thing)’

사이에 치시킨다.신체는 법 개념에서 잘 나타나듯 인격의 상이자 동시에 물

질화된 사물이기도 하다.하지만 신체 자체는 특정한 법 자격인 인격과 완 히

동일시 될 수도 없으며 단순한 사물로 취 될 수도 없다는 에서,인격 내지 사물

과 완 히 겹쳐지지는 않는다.896그런 에서 ‘신체’란 ‘사물’과 ‘인격’사이,동아시아

맥락에서 말하자면 ‘자연(nature)’897과 ‘인격’사이 어딘가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이는 정치체 논의와도 연결되는 지 이다.서구의 신체 이 사물에

서 인격화되는 과정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서구의 근 정치란 정치체(Body Politic)에

인격을 부여하는 속에서 주권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는

그 안에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간극을 품고 있다.신체 그 자체는 독립 이고 배타

이며 단일한 심인 인격과 완 히 겹쳐질 수 없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바디폴리

895다비드 르 부르통,홍성민 역,『근 성과 육체의 정치학』(서울:동문선,2003),p.17.

896RobertoEsposito,transZakiyaHanafi.PersonandThings:From theBody’sPointofView

(Cambridge;Malden,MA :PolityPress,2015);RobertoEsposito,trans.ZakiyaHanafi,Third

person:politicsoflifeandphilosophyoftheimpersonal(Cambridge;Malden,MA :Polity

Press,2012)

897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연(nature)’은 원래의 일반 의미라기보다 ‘인격’에 비되는 것으로서

원래 신체가 갖는 생명 개념에 가깝다.아감벤의 조에(zoe)/비오스(bios)의 구별법을 따르자면 조에

로서의 생명에 가깝다.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메를로 티가 말하는 주체의 내부와 외부에 편재

하는 원소로서의 ‘살’(flesh)이나 바흐친이 말하는 생식력 있는,외부에 열려있는 ‘기괴한 몸

(grotesquebody)’,시몽동의 ‘개체 존재’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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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안의 다양한 힘들은 주권으로 환원될 수만은 없다.신체를 인격으로 악함으로

서 생기는 잔여,바디폴리틱 안의 다양한 힘들을 주권으로 악할 때 생기는 잔여

때문이다.특히 동아시아와 같이 자연 신체 이 좀 더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시공간에서 근 서구의 바디폴리틱이 기반하는 인격 신체 과 그로부터 나오는

근 주권 담론들은 그 로 수용될 수는 없었다.따라서 서구식의 근 주권을 수

용하는 과정에서 은유로서의 신체는 항상 흔들리고 어 나게 합될 수밖에 없었

다.그런 에서 근 동아시아에서 주권을 만들어가기 해 다양한 바디폴리틱 논

의가 충돌하는 과정이었으며,이는 기존의 신체 과 맞물려 어 남과 새로움을 만

들어 가는 과정이었다.이런 에서 근 동아시아에서 서양의 유기체론밖에 존재

하지 않았으며,이 역시 서양의 것을 그 로 수입했다는 기존연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오히려 정치 인 것을 사유하기 한 다양한 신체정치 담론들이 수용,유통,

변용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통과 근 의 혼종의 양상을 보여 다.오히려 이러

한 불일치가 인격으로서 신체 하나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 남과 균열이

근 주권이 성립되는 과정이었다.

본 논문은 근 동아시아에서 정치 인 것으로서의 신체가 구성되는 양상을

개체,사회,국가를 상상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2장에서는 개체 인 것과

련해서 생명으로서의 신체가 어떻게 자연에서 분리되어 인격화된 신체로 등장하는

가를 다루었다.그것은 법 권리를 갖는 독립된 개체의 등장이었다.이는 첫째 집

합성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성을 필요로 한다.자조,자유,자주 담론에서 보이듯 ‘스

스로(自)’서있는 개체로서 독립하여 떨어져 나온 신체성이 그것이다.두 번째 소유

형으로서 등장한다.그것은 소유 개인주의와 연결되며 하나의 독립된 개체성을

사유 한다.자유가 자신이 소유한 일신의 재력을 펼치는 것으로 정의될 때,권리

가 배타 으로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으로 이해될 때의 소유 신체성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복수 사고 속에서 가능하다.아 트의 의미 로 복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개체 인 것들에 한 담론이 가능해진다.개체 인 차원에서 보

자면 이는 결국 신체성이 법 ,권리 으로 인격화되는 과정이었다.이 과정에서 자

연 혹은 생명으로서 열려있고 소통하는 공통 신체가 이제 닫 져 있고 독립 이

며 소유 인격으로서 악된다.

3장에서는 이처럼 공동체에서 유리된 근 개체들이 복수 인 결합으로서

사회 인 것을 만들어내는 개를 보았다.그러나 이미 강조했듯이 이는 개체와 사

회의 인과론 등장을 시사하는 논의는 아니다.오히려 결합을 통해 사회를 만든다

는 발상이 가능해진 순간이야말로 개체 인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말해야 할 것이

다.요컨 그것은 순차 이라기보다 동시진행 이고 상호 구성 인 상이다.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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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합의 원리에서는 자율 이고 평등한 계의 신체성이 두드러졌다.조화로

운 정치 신체라는 이상향에서 수평 신체로서 평등성을 구 하는 계성의 변화

가 그것이다. 컨 안과 밖의 계로서 정부와 인민의 구도를 상정한 후쿠자와나

‘상생양의 도’로서 사회를 상상하는 니시의 방식 등 수평 신체에 한 념은 메

이로쿠‘샤’나 독립 ‘회’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려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사회 차원에서 집합 신체는 하나의 심을 갖는 모델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개

체들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논리이기도 했다. 컨 루소나 스펜서의 번역본에서

나타난 순환론 바디폴리틱,개체 심 유기체론의 양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하비의 논리를 받아들여 집행권보다 입법권을 강조한 루소의 논의

나,피르호의 논리와 유사하게 개체 세포의 자율성을 강조한 스펜서의 논의는 동

아시아에서는 본래 담론들이 기반했던 신체 과 유리되면서 단순히 국회개설의 이

데올로기로만 동원되어 ‘주권의 소재’문제와 련된 것으로만 악되기도 했다.량

치차오나 푸에게 나타난 ‘군(群)’을 국가 인 것의 단계로 상정하는 해석 역시

사회 인 것을 국가 인 것의 논의 안에서만 사유했다는 을 보여 다.

4장에서는 사회 인 것에서 집합 신체로서 법 인격을 획득해 나가는 속

에서 국가 주권이 도출되는 과정을 다루었다.우선 국가 차원의 집합 신체에서

는 주권논쟁에서 보이듯 주권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이 강조되었다.홉스

의 리바이어던은 일본 문부성에서 번역되어 주권의 일의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사용

되었다.그러나 이는 본래 국가에 자동 인 시스템을 부여하고자 했던 홉스의 기계

론 신체 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즉 집합체에 인격을 부여하고자 했던 홉스

의 논의를 존하는 군주에 권 를 실어주기 한 논의로 변형한 것이었다.자유주

의자 블룬칠리의 유기체론 역시 근 동아시아에서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국가 역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라는 법인격에 주권의 근거를 부

여하고자 했던 블룬칠리의 유기체론은 천황의 권을 강조하기 한 논리로 용되

었다.이러한 수직 이고 계 인 정치체에 한 사유는 메이지 헌법이나 칙어류

에서 신체은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물론 이러한 수직 신체의 발상으로 국가

인 신체가 정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가이에다가 통 인 신체상을 변용해 천황

과 인민의 계를 사유하는 에서 보듯 서구의 담론들이 통 신체은유와 결합

하며 독특한 사유들을 열어 나갔다.

근 동아시아에서 바디폴리틱에 한 논의들이 서양에서의 맥락과 달리 이

해되었던 원인으로 구미사상의 섭취가 역사 단계를 무시한 형태로 층 으로 진

행되었다는 사정과 련되어 있을지 모른다.즉 역사 배경을 달리하고,단계도 달

리하는 사상이 상호 ‘유착(癒着)’되어 버린 것이다.898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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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을 통해 단계 으로 서구 사상이 유입된 일본과 달리 큰 지체를 따라잡기

해 모든 사상들이 한꺼번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나 국의 상황에서 더

욱 심했다.그러나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게 된 원인으로 신체 역시 주

요한 요인 하나 다고 볼 수 있다.바디폴리틱에 한 논의는 서양에서 보이듯

단일한 신체 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근 동아시아에서 바디폴리

틱이 주권 논리로 회수되어 버린 것은 서양의 바디폴리틱 논의들의 지반을 이루고

있는 신체 들과 유리되어 들어온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899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

어가야 할 은 이것이 서양의 원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계로만 악

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여기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다. 통 인 신체

과 서구의 바디폴리틱 담론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음매가 벌어지며 새로운 사유,

새로운 상상이 분출했다.신체 의 차이 속에서 다른 정치 신체가 사유될 수밖에

없었고 정치 해법 역시 다르게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900그런 에서 ‘한

계’라기보다는 ‘어 남’으로,즉 ‘오독’이 아니라 기 에 있는 신체 의 차이에서 비롯

된 ‘어 남’이었다.

신체를 통해 정치 인 것을 사유하는 속에서 신체 은 ‘ 층 음(中層低音)’처

럼 도드라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닥에 깔려 사상의 기반이 된다.특히 근

동아시아에서 통 신체 은 마루야마의 표 을 빌리자면 의식의 ‘고층(高層)’에

숨어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집요 음(執拗低音)’과 같이 되돌아오는 것이었다.901

가령 통함의 사유, 증 치료가 아닌 일 신체의 조화의 시,단일한 심에

지배되는 계 신체가 아닌 순환 신체 등이 그것이다.이는 원기론 발상에서

신체 안에서 소통과 순환을 강조한다.인격으로서의 신체 보다 자연으로서의 신체

이 강했던 통 자장 속에서 이는 개체,사회,국가라는 신체를 사유하는데도

향을 수밖에 없었다.

898石田雄(1976),p.165.

899신체 혹은 생명 이 담론 차원에서,세계 의 차원에서 들어왔을 때도 정치사상 측면과 신

체 이 유리된 측면이 없지 않다.이는 스즈키 사다미가 일본 진화론 수용의 특징 하나로 서구

의 진화론이 바탕하고 있는 생명 과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진화론 사이의 괴리를 들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 있을 것이다.이는 그 논의의 기반이 되는 생명에 한 서구 지식이 없

는 상태에서 개별 과학을 수입할 수밖에 없던 것이 일본의 진화론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말한

다.鈴木貞美(2007),pp.136∼142.

900이를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통해 보여주는 Takashi(2002)논의가 잘 보여 다.그는 서양의 외

과수술 방법과 동양의 균형이라는 건강개념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 해법의 차이에 해 논한

다.

901 丸山眞男,「歷史意識の「高層」」,『忠誠と反 :轉形期日本の精神史的位相』(東京:筑摩書房,

1998),pp.3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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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동아시아에서 정치체를 상상하는데 다양한 정치 신체에 한 담론들

이 있었다.이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문자 N으로서 Nationalsim이 아니라 복수의

nationalisms이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정치체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 Bodypolitic으로

서가 아니라 복수의 bodypolitic-s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902따라서 이

시기를 단순히 국가유기체론이라는 하나의 바디폴리틱 담론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

역사 맥락과 진행과정을 무시해 버리게 되기 쉽다.따라서 여러 정치 신체에

한 상상들과 실천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요하다.물론 다양한 정치체에 한

구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오히려 신체가 인격으로 완 히

환원될 수 없듯이 그것은 바디폴리틱 안의 다양한 힘들을 주권론이란 이름으로만

볼 수 없음을 보여 다.

902 문자 N을 가진 Nationalism에 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상상의 공동체:민족주

의의 기원과 에 한 성찰』(서울:나남출 사,2007),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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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PoliticsinModernEastAsia:

ConstitutingtheBodyPoliticinJapanandE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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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 dealswith‘body politic’in thenarrow sensetoanalogy thepolitical

body in the discourse ofbody politics.In thatsense,this study differs from

researchon‘politicsaboutthebody’or‘politicsandbody’.Thisstudyisaboutthe

so-called‘thepolitical’inLefort’sterm,whichisthediscourseofbodypoliticas

metaphor.ThistraditionisnotlimitedtopastwesterntraditionsuchasPlato,John

ofSalisbury,Hobbes,RousseauandHegel.Thewaytothinkthepoliticalasbody

orlifecanalsobeseenintheeasternpoliticaldiscourse.Inaddition,thispolitical

metaphorhasan significantinfluenceon thepresentway ofthinking aboutthe

politics.

Existing studies havefailed to grasp thesignificanceofanalogy ofbody

politicsproperly.Thisisbecausetheydidnotpayproperattentiontothenotionof

‘body’inbodypolitics.Therefore,itistheaim ofthisstudytoreexaminebody

politicswiththeideathattheviewpointofbodyhasbeenchangedthroughtime

andspace,nottakingitasfixedoneorsimplyrhetoric.Thisview isevenmore

importantintermsofbodypoliticsofmodernEastAsiawherethediscour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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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politicismainlytransferredfrom theWest.However,thediscourseofbody

politicintheWestandEastdoesnothavethesamemeaningandorigin.

Thisdiscrepancymaybebasedonthefactthatthediscourseofbodypolitic

isacceptedinastratifiedwayignoringthehistoricalstageunliketheWest.Asa

result,thepoliticaldiscourseofbodypoliticsinmodernEastAsiaislimitedtoa

discussion aboutwho holds sovereignty.Nevertheless,this is notto say that

imperfectdiffusion isthelimitormisunderstanding in modern EastAsia,buta

discrepancyduetothedifferenceofviewpointsofbody.

Whenweconsiderbodyaspoliticalregime,itisimportanthow wegraspthe

notionofthebody.Thebodyhaslongoscillatedbetweenthenotionofpersonand

thing.However,thebodydoesnotcoincidewiththemaskofthe‘person’,andyet

cannotbereducedtotheappropriabilityofthe‘thing’.Similarly,thebodypoliticis

notcoincided with thesovereignty asalegalperson and cannotbereduced to

community.This binarism is recognizable in the modern state in the never

completelybridgeddissymmetrybetweensovereigntyandbodypolitic.Themodernity

inEastAsiaistheprocessthataccomplishesitstransitionfrom body politicto

sovereignty.Itshowsanexampleofthelogicofsovereignty.

keywords :bodypolitic,bodypolitics,organism,sovereignty,metaphor

StudentNumber :2008-3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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