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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20세기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미셸 푸코의 중심주제는 지식-권
력이었고 푸코는 이를 위하여 이론적 작업과 아울러 경험적, 역사적 작업
을 수행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대부분의 작업이 경험적, 역사적 작업
으로 이루어져 그에게서 지식에 대한 일반이론 즉 인식론에 대한 부분이
있냐는 논란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그의 지식-권력에 대한 해명이 지식
의 일반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지식-권력의 인식론을
추구한다. 그러나 푸코에서 정립가능한 인식론은 전통적인 개체주의적 인
식론이 아니라 지식의 사회성을 천착하는 사회인식론이다. 그것은 그의 지
식개념이 갖는 독특성 때문인데 푸코는 표상과 실재의 일치로서의 지식개
념을 거부하고 실천으로서의 지식을 주장한다. 푸코는 지식은 인간의 내면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실천이며 동시에 실천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일반이론은 지식의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기능
을 주장하는 사회인식론의 형태가 될 것이다. 푸코의 지식이론은 일체의
지식이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특수한 규범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필요한 지
식을 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인시론으로 정립
될 근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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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더불어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미셸 푸코의 작업은
현대 지성의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분석되고 평가되어 왔다. 푸코 자
신이 이미 철학, 역사, 문학평론, 사회 및 정치비평, 구체적 정치활동
등 여러 영역에서 작업했으며 그의 작업이 여러 영역에서 원용되고
있어 푸코에게 철학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지 역사학
자로 보는 것이 온당한지를 질문하게 하지만 푸코가 추구한 핵심주제
가 지식과 권력의 관계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푸코가
지식－권력의 개념을 주조하고, 권력의 미시물리학자로서 작업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해명이나 권력에 대한 일반
이론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일반적 평가가 그에 대해서 역사가인지 철
학자인지를 묻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사정은 푸코가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이 지식－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둘러싼 여러 견해와 연관된다. 이 다양한 견해들은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푸
코가 지식－권력의 일반이론을 제시했다는 입장과 푸코는 역사적 사
례를 통해서 지식－권력을 논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단지
경험적 사례를 찾아내고 재구성하여 지식－권력을 논증한 것이라면
그의 작업이 일반화될 수 있는 수준은 그러한 작업을 위한 정립된
방법론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미셸 푸코의 고고학, 계보학
그리고 후기에 주력한 주체의 해석학적 작업으로서의 윤리학을 방법
론으로 규정하고서 이들 간의 방법론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작업이 상
당히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푸코가 단지 지식－권력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제
시에 그쳤다는 입장을 거부하고 그의 역사적 작업들 속에서 일반화된
지식이론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 해명에서 지식에 대한 일반이론 즉 푸코적
의미의 인식론을 캐내서 엮어 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주의가 필요하
다. 인식론의 작업 자체를 부정하는 로티의 경우처럼 푸코에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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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해당되는 이론을 추상화해낼 수 없다는 입장에는 인식론에 대한
이해에서 당연히도 한정된 측면이 있듯이, 푸코에서 인식론을 추출해
내고자 할 때 그 인식론 역시 모종의 특성을 가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면 푸코적 의미의 인식론이 독특
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제시하는 지식의 고유성 때문이다.
푸코가 말하는 지식－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지식도 철학사의 여정
을 거치면서 지식의 정의로 자리 잡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 justified
true belief”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부터가 푸코의 인식론을 정립
하기 위한 첫 발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전통적으로 인식론으로 여겨 온 철학적 작업의 근본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인식론적 작업이 지식의 해명에 가져온
귀결과 함축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Ⅰ. 푸코와 전통적 인식론
1. 개체주의적 인식론으로서의 전통적 인식론 Traditional
Epistemology as Individual Epistemology
근대과학의 시대에 철학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철학
이 지식이론을 철학의 핵심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1)
비록 칸트에 이르러서야 만학의 여왕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자기반성
이 본격화되어 기초적 학문으로서 정체성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러
한 과정의 뿌리는 ‘정신’이라는 것을 발견한 데카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발견함으로써 정신 내적 과정으
로서의 지식과정에 대한 반성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오늘날
철학자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인식론 혹은 지식이론의 작업이 근

1)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0, p.132.

340

논문

대적 형태로 시작되었다.2)
앨빈 골드만은 전통적 인식론 즉 데카르트적 전통의 고전적 인식
론에 대해서 개체주의적 인식론이라는 특징을 부여한다.3) 인지적 행
위자의 심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고전적 인식론은 다른 인격체로부터
고립되어 추상화된 인지적 행위자를 상정한다.4) 여기서 골드만이 인
식주체라는 고전적 용어 대신에 인식행위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
하는 배경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골드만은 개체주의적 인식론에 대
해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지식추구의 심층에서 이루어지는 협업과 상
호작용의 본성에 대한 완결적 탐구는 사회인식론에 해당하는 작업을
요구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식에 대한 완결적 해명
에는 지식추구과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암시되며 따라서
골드만은 인식주체라는 전통적 용어 대신에 인식적 행위자라는 개념
을 사용한다. 보다 수행적인 인상을 주는 이 개념은 현실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지식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인상을 제공한다. 지식추
구의 과정이 지식생산의 과정으로 다 포섭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식의
해명과 관련하여 지식생산 이외의 지식추구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
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적 인식론이 개체주의라는 특징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데
카르트가 정신을 고안한 후 본격적으로 자기인식을 지식의 출발점과
동일시한 사실 때문 일 것이다.5) 인간의 지식은 가능한가? 인간지식
의 본성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정당화된 믿음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등등 인식론의 기본주제들에 대한 탐구는 데카르트
가 자기 인식의 확실성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데카르트 이래 인간의 지식은 표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대세였

2) Rorty, 1980, p.132, p.136.
3) Aivin Goldman, Knowledge in a Social World, Clardon Press, Oxford,
1999, p.4.
4) Goldman, 1999. p.4.
5) J. Anglo Corlett, Analyzing Social Knowledge, ROWMAN & LITTLEFEILD
PUBLISHER, INC., LONDON, 1996, p.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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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정신의 작용에 대한
탐구와 연결되어 왔다. 이렇듯 데카르트의 개체주의적 인식론은 철학
사를 통해서 개별적 지식의 길이라는 특권적 길을 확보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인식행위자의 시조격인 데카르트의 개별주체를 살펴
보면 그러한 인식행위자의 특징이 무엇이며 거기서 함축되는 것은 무
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의 인식행위자가 갖는 가장 중
요한 특징은 일체의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고립된 인식자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 특징도 갖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인식
행위자는 다른 인식행위자로부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동떨어져서 인식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
사회성, 몰역사성이라는 기본 특징을 갖게 된다. 자신의 인식행위에
어떤 식으로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식행위자를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수행한 의심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집단적인 추
론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향했다. 데카르트가 단지 권위적 인물이
말한 것이거나 상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할 때
그가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집단적 인식결과물이 가지는 지식으로
서의 위상에 대한 의심가능성이었다. 데카르트가 인식적 상호작용 없
이 자기지식 혹은 자기 인식의 확실성에 도달했다는 것은 지식의 개
발과 정당화의 과정이 바로 고립된 개별자 혼자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고 믿었음을 함축한다.6) 일체의 편견에서 자유로워서 어떤 의심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확실성의 추구는 타자와 타자의 특성과 최소한
의 인식적 연관성을 갖는 것도 부정했다.7)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카르트의 인식행위자는,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인식
행위자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데카르트가 다룬 개별적인 지식주장
6) Allison Assiter, “Descartes’s Individualistic Epistemology-A Critique”, in
After Postmodernism, ed. by José López, Garry Potter, THE ALTON
PRESS, London & New York, 2006, p.241.
7) 특히 나의 믿음에 대한 타자의 검토가 가져다 줄 의심가능성의 발견의 여
지를 봉쇄한다. Assiter, 2006, pp.241-242 참조.

342

논문

들 대부분은 그 자신의 믿음이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견해들을 재
구성한 것 이상은 성찰해내지도 못한 채 전적으로 자신의 토대에 근
거시킬’ 뿐이었다. 자신의 믿음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식의 확
실성을 추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상태 만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점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확실성 추구
를 위해서 선택한 나의 믿음이 다른 누구에게도 즉각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나에게 즉각적이어서 나에게 확실성을 담보해줄 수 있을지라도
다른 누구에게도 그러한 담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자신의 확실성을 확실성의 토대로 삼겠다
는 것은 자신을 보편적 인식자로 상정하여 확실성의 추구를 수행하면
서 그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것은 데
카르트가 생각하는 인식행위자가 아무런 차별성도 갖지 않는 추상적
존재이어야만 가능한 사태이다. 당연히 이 추상적 존재는 어떤 역사
적 시공간도 차지할 필요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
개체주의적 인식론은 지식의 성립과 정당화과정이 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인식행위자 자체가 개별인식행위자 이어야만 함을 주장한다.
즉 지식은 개별자의 속성이라는 것이다.8) 이것은 집단이 인식행위자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집단이 인식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집단의 일원이라는 자격으로서는
정당한 인식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한다. 집단의 일원으로
서의 개인은 집단 내에서 혹은 집단 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고 이것은 데카르트가 전제하는 확실성의 추구에 저촉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데카르트적 인식행위자에게는 자신이 누구
인지는 즉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물론 전문가인지 평범한 일반인인지
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말하자면 어떤 개인적 속성도 갖지
못한 개인이라는 반어적 존재가 데카르트적 인식행위자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행위자에 근거한 지식의 해명이 지
식에 대한 완결적 해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8) Assiter, 2006,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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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해명하고자 하는 지식과정의 심급에 달려 있다. 전통적 인식론
은 지식과정이라기 보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더 관심
을 갖고 그러한 과정의 신빙성reliability을 중시한다. 내적 과정으로서
의 인지적 과정이 믿을 만한지를 외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
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인식론이 데카르트 이래로 개체
주의적 인식론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내면에서 일
어나는 과정과 그 과정의 정당화만 문제 삼으면 되었기 때문에 전통
적 인식론은 이러한 인식행위자와 더불어서 지식에 대한 완결적 해명
이 가능하리란 기대를 포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지식은 생산되고 유통되고 사용되고 혜택을 제공한다.9) 데카르트의
개별적 인식행위자는 이러한 지식과정을 다 해명하지 못한다. 자율적
이고 독립적인 고립된 인식행위자10)로서 지식과정의 각 층위를 다
포섭하여 무차별적인 과정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각 층위의 차이를
분절해내지 못하거나 지식과정의 층위 중 일부의 기능은 담당하지 않
는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맥락에서 고립된 데카르트적 인식행위자는
지식의 개발이나 생산과 생산된 지식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 기능만
수행해옴으로써 지식의 동기부여자, 수혜자, 사용자라는 범주는 포섭
하지 않는다.11)
지식의 완벽한 해명은 이러한 세 범주를 동시에 포섭하는 인식행
위자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지식의 생산에 실제로 이러
한 기능이 필요하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식과정에 사회적
요인이라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작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부여는 그러한 지식의 생산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인식행위자에 의해서 수행되며 사용은 다른 지식주장의 생산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유이다. 수혜자는 일정한 지식주장을 수행함으
9) Steve Fuller, Social Epistem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Bioomington
and Indianapolis, 2002, p.12 참조. 그리고 동시에 지식이라는 위상 덕분
에 사회적 혜택을 얻기도 한다. Fuller, 2002, 7장 3절 참조.
10) Assiter, 2006, p.246.
11) Fuller, 2002,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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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혜택을 보는 인식행위자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한 인식행위자가 공시적 혹은 통시적으로 이러한 범주
들을 전부 혹은 일부를 구현할 수 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전통
적 인식론이 인정하는 데카르트적 개별적 인식행위자로서는 이러한
층위를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므로 지식에 대한 완벽한 해명에 도
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철학은 지식을 완결적으로 해명해야 하는가? 이것이 데카르트
이래로 철학이 철학사를 통해서 추구해 온 정체성을 위한 당위이기
때문이다. 철학은 비록 칸트에 이르러 만학의 여왕을 포기했을지라도
만학에 토대를 제공하겠다는 오만한 신하의 역할은 여전히 표기하고
있지 않다. 제공하려는 토대를 심리적 토대에서 언어적 토대로 바꾸
었을망정. 이 오만한 역할을 위해서 인식론은 다른 방향을 향할 필요
를 느꼈고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제시되고 있다.12) 지
금까지 전통적 인식론에서 무시되어 왔던 지식생산의 사회적 요인을
해명하지 않고는 지식에 대한 해명은 완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철학
이 이미 도달한 것이다.

2. 미셸 푸코 인식론의 가능성
미셸 푸코에서 지식이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탐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한 다소 장황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를 물을 수
있다. 푸코 자신이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고고학이라 명명한 것이 추
상적 지식이론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푸코는 스스로의 작업에서 지식에 대한 일반이론을 부정한 것처럼 보
인다. 로티 또한 푸코가 비록 지식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
로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일지라도 푸코에서 사태는 궁극적으로
지식에 대한 일반이론을 가질 수 없도록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13) 이
12) 사회인식론이라고 명명된 이러한 방향의 갈래는 Goldman, 1999와 Corlett,
1996 등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13) Rorty, “Foucault and Epistemology”, Foucault: A Critical Reader,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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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평가와 달리 아이언 해킹은 푸코에게서 학문이론Wissenchaftlehr
과 구별되는 인식이론Erkenntnistheorie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
이 대립되는 평가는 동일한 평가를 다르게 말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푸코에게 없는 지식이론은 푸코 자신이 말한 대로 표상의 정
확성이라는 전통적 문제와 관련된 인식론이다. 로티는 푸코에게서 찾
아볼 수 있는 것은 대상들이 담론이라는 단위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
는지에 대한 이론이라고 한정하면서 푸코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대상 구성의 실천에 관한 이론은 인식론의 대표적 형태로 여겨지는
데카르트적 헤겔적 니체적 인식론 중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5)
데카르트적 인식론의 고립된 개별적 주체는 푸코가 공격하고자 한
통치적 의미부여자sovereign signifier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고립적 합리적 주체에 기반한 데카르트 인식론은 합리적 탐구가
표상과 실재의 정확한 부합을 보장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실재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방법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확
립된 방법은 어떤 종류의 것이건 견성의 성숙한 과학hard and mature
science에 적용된다는 통합적 과학의 이념까지 제시한다. 나아가 이
주장은 견성의 성숙한 과학과 대조되는 연성의 미성숙과학에서 과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지
식의 본성은 견성의 성숙한 과학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함축된 주장이기도 하다.16)
연성의 미성숙과학이 바로 푸코가 역사적 작업을 통해서 분석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17) 푸코 자신이 이러한 구분 자체를 인정했는
by David CouzensHoy, Basil Blackwell, New York, 1986, p.41.
14) Ian Hacking, “Michel Foucault’s Immature Science” in NOUS, 1979, pp.39-51,
참조.
15) Rorty, 1986, pp.43-47.
16) Rorty, 1986, p.44.
17) Hacking, 1979, p.40. Rouse는 푸코가 다룬 과학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과
학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Rouse는 푸코의 지식에 대한 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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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알 수 없으나18) 적어도 푸코가 지식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미
성숙의 과학을 택했다는 것은 푸코가 데카르트적 인식론의 길을 거부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널리 오해되듯이 푸코가 헤겔주의적
지식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푸코에게 헤겔주의는 데카르트
주의의 또 다른 변용에 불과하다. 헤겔주의의 진보적 역사는 데카르
트의 원래기획을 자기기만적으로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푸코
의 지적이다. 데카르트와 헤겔은 현재로부터 유리되어 현재를 굽어보
면서 탐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주의의 몰역
사적 과학적 탐구와 헤겔주의의 역사주의적 탐구는 동일한 진리에의
의지에 종속한다는 것이 푸코의 해석이다.19)
그러므로 로티가 푸코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지식의 일반이론은 결
국 개체주의적 인식론으로서의 전통적 고전적 인식론이기 때문에 푸
코에서 다른 형태의 지식에 대한 일반이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까
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푸코가 진리에의 의지라는 니체의 색조가
가미된 개념을 구사하거나 자신의 방법론을 니체의 용어를 사용해서
계보학이라고 제시한다고 해서 이론에 대한 니체의 거부까지 수용한
다고 볼 수 없다. 니체는 이론이라는 관념은 관조와 표상이라는 관념
에 오염된 것이라고 거부한다. 그것은 이론은 무엇인가를 관조하기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사유에서 정확히 표상되어야 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푸코가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의 일반이론이 니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본격적
이러한 의심스러운 과학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경성의 성숙한 과학인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
음을 보이고자 한다. Joseph Rouse, “Foucault and the Natural Science”, in
Foucault and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ed. by John Caputo and
Mark Toun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ennsylvania,
1993, pp.137-139, 참조.
18) 푸코가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는 바슐라르와 깡길렘의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Gutting의 주장에는 푸코가 이러한 구분을 인정하
고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개리 거팅, 미셸 푸꼬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 홍은영, 박상우 옮김, 도서출판 백의, 1999, 제1장 참조.
19) Rorty, 1986,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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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나 여기서는 푸코가 니체주의적 면모를 보인다
고 해서 지식의 일반이론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만
제시하겠다.
로티가 지적하듯이 해킹은 푸코에서 지식의 이론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20) 여기서 방점은 ‘유사한 것’에 주어져야 한
다. 즉 해킹 역시 푸코가 전통적 고전적 의미의 인식론을 추구하거나
제시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푸코가 다룬 미성숙과학은
고전적 인식론에서 지식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거론되는 과학이
아니다. 고전적 인식론은 이러한 미성숙과학의 과학성, 객관성, 규범
성을 의심하여 지식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주저한다. 그러나
푸코는 인간의 인식적 실천 즉 지식과정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성숙 과학의 의심스러운 주장들이 그러한 과학을 태동시킨
역사적 공간 안에서 어떠한 규칙적 실천에 의해서 생산되었으며 그러
한 생산이 동일 역사적 공간에서의 다른 실천과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탐구한다. 이 탐구가 인식론과 유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작업이 다음의 것들을 함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킹의 지
적이다. 미성숙과학의 사유체계에서 명백한 법칙과 규칙성을 찾는
것,21) 이성, 논변,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즉 합리성의 양태가 공
간적 시간적 한정성을 갖는다는 것,22) 사유의 체계는 자율적인 익명
의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개별자의 의식이나 의도에 초점을 두는 일
체의 개념을 의심하는 것,23) 사유의 체계를 규정하는 규칙성은 그러
한 사유의 의식적 부분이 아니며 그러한 사유 안에서 분절되어 있지
조차 않다는 것,24) 말해진 것이라는 표층 외의 심층을 추구하지 않는
다는 것.25) 마지막으로 불연속성을 인정하는 것.26)
20)
21)
22)
23)
24)
25)
26)

Rorty, 1986, p.47.
Hacking, 1979, p.40.
Hacking, 1979, p.41.
Hacking, 1979, p.42.
Hacking, 1979, p.42.
Hacking, 1979, p.43.
Hacking, 1979,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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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에서 지식이론이 발견될 수 없다는 의혹은 지식이론의 모델로
개체주의적 인식론으로서의 전통적 고전적 인식론을 택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푸코가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론은 이러한 모델에서 벗어
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론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은 이렇게 지
식이론으로서의 자격심사를 거친 푸코의 지식이론을 푸코의 이론적
실천적 작업 모두에서 추출하여 정립하는 일이다. 이 본격적 과정을
위해서 몇 가지 예비적 고찰이 필요하다. 푸코가 말하는 지식의 의미
와 개념, 지식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 푸코지식이론이 갈 방향설정을
위한 사회인식론적 추구의 점검 등등이 그것이다. 이 글의 나머지 부
분에서는 그러한 예비적 고찰을 수행하여 푸코 지식이론의 정립을 위
한 본격적 작업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푸코의 지식 개념
미셸 푸코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론을 개진해보겠다는 시
도는 그가 제시하는 지식개념의 독특성에서 그 정당성의 단초를 찾아
볼 수 있다. 개체주의적 고전적 인식론에서 통용되는 지식개념은 표
상과 실재의 일치이며 그 일치의 근거는 추상적 개별자로서, 정초하
는 주체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나 칸트의 초월적 자아에 해당하는
이 주체는 역사적 시공간에서 실천하는 주체가 아니다. 개체성에도
불구하고 그 추상성을 통해서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개별적 주체이다.
우선 푸코는 지식이 실재와 표상의 일치라는 것을 부정한다. 푸코
에 의하면 이러한 지식개념은 고전주의시대의 인식적 지평에서 성립
한 그 자체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보편타당한 개념으
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푸코는 오히려 이러한 지식개념이
산출된 과정을 살펴보고 사실은 이것이 특정의 고유한 규칙에 지배받
는 인식적 실천의 생산물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식적 실천이라는 개념이다. 푸코 자신은 이러한 개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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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담론적 실천 la practique discoursive이라는 개
념을 사용했지만 이를 통해 푸코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실천으로서
의 지식이다.27) 즉 지식은 실천을 통해 생산되며 그 자체 실천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담론적 실천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푸코의 역사적 분석은 지식 자체라기보다는 특정 시공간
에서 생산된 담론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푸코에 의하면
“담론적 실천에 의해서 규칙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요소들의 집합을...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지식은 담론에 의해서 제공된 사용과
전유의 가능성에 의해서 정의된다.” 말하자면 “일정한 담론적 실천이
없이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28)
실천으로서의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푸코는 기왕의 인식론에서와는
다른 심급의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차별성은
푸코가 생각하는 지식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다른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푸코는 지식의 주체로서 정초하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초
하는 주체란 이미 지식 이전에 지식에 앞서 정립되어 있다가 인식과정
에 작용하여 지식을 성립시키는 근거로서, 인식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든지 간에 거기로부터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나
동일한 보편자로서 인식과정을 지배하는 통치권(epistemic sovereignty)
을 행사한다. 푸코는 주체의 인식적 통치권을 부정하고 분산의 방식으
로 존재하는 주체와 기능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체를 제시한다. 푸코는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해서도 전통적 인식론의 입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푸코는 대상을 인식적 실천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푸코의 대상은 초월적 자아의 선험적 형식에 의
해서 보편적으로 구성되거나 훗설의 본질직관을 통해서 구성되는 노에
27) 지식 자체가 실천이라는 것은 푸코의 근본주제인 지식 / 권력의 해명에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이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권력과의 복
합적이고 정교한 상호작용의 과정에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 Michel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Éditioin Gallimard, Paris,
1969,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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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아니다. 역사적 공간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구성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고정불변의 본질을 갖는 대상도 아니다.
푸코가 제시하는 분산된 주체, 구성된 대상이라는 개념은 푸코의
지식이 무엇보다도 희소성(rareté)을 갖게 만든다. 사실은 이 희소성
때문에 푸코의 지식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론을 요구할 자격을 갖는
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 푸코의 지식개념의 개괄을 위해서 푸코가
제시하는 주체, 대상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결과 지식에 발생하는 희
소성의 효과를 해명해보자.

1. 지식의 주체
1) 초월적 주체와 인식적 통치권의 부정
푸코가 주체의 초월성을 거부하는 단적인 이유는 이것이 지식생산
의 현실적 모습을 가리기 때문이다. 초월적 주체에 근거한 지식생산
의 과정 즉 담론적 실천이 글쓰기, 독해, 교환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
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9) 실천을 통해서 생산된 현실적 지
식은 소멸하고 시니피앙의 통치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식들만을 가
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초월적 주체에 대한 철학이라는 것
이 푸코의 진단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상적인 진리를 지식생산의 법칙으로, 내재적 합
리성을 지식생산의 원리로서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이 주제들은 진
리 자체에 대한 욕망과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 진
리를 약속해주는 지식의 윤리학을 수반한다. 그 결과 지식이 갖는 특
수한 현실성은 부정된다. 그저 지식은 기호들로 다시 표현된, 말에
의해서 가시화된 사유에 불과해진다. 이는 동시에 작동만으로 의미의
효과를 산출하는 랑그의 구조자체가 된다.30)
정초하는 주체는 이러한 랑그의 공허한 형식들을 통해서 아무 규
29) Michel Foucault, “Leçon inaugurale faite le Mercredie 2 Décembre”, 1970,
p.24.
30) Michel Foucault, 197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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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얻지 않은 공허한 사물들의 두께나 관성을 통과하여 그 사물
안에 침전해 있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표상이라는 목적
을 달성한다.31) 정초하는 주체는 시간의 저편에서 명제, 과학, 일체의
연역적 총체들에게 토대를 제공하는 의미작용의 지평을 정초하고 이
를 바탕으로 파악된 의미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호, 표지, 자취, 문자
들을 드러내지만 이 관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식생산의 독특한 심급
즉 현실적 지식생산의 장을 거칠 필요 없이 주체의 내면적 주관성
내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기호, 표지, 자취,
문자들도 랑그의 공허한 표현양태에 불과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달리 말해서 정초하는 주체는 지식생산에 기호 이외의 것은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생산자가 아닌) 의미작용자로 드러난다.
푸코가 보기에 여전히 정초하는 주체에 의지하는 서구문명은 겉으
로 보이는 것처럼 로고스를 애호하는 것(logosphilia)이 아니라 로고
스를 혐오하는 문화(logosphobia)이다.32) 왜냐하면 배제와 억압의 장
치를 통해서 담론을 통제하고 그리하여 지식을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통제의 이면에는 사실
은 서구사회가 지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은 지식이 권력과 함께 작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에 대한 두려
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식이 권력을 향해 가하는 효과에 대한 권
력의 두려움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배제와 억압은 지식을 통
제하면서 효과적인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권력의〕장치이다.
푸코가 구체적 현실적 지식과정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두려움을 직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푸코는 이 두려움의 조건,
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이 두려움의 정체를 폭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의미작용자의 통치
권 즉 인식적 통치권의 거부를 제시한다.33)
31) Michel Foucault, 1970, p.23. 여기서의 정초하는 주체는 특히 칸트의 초
월적 자아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랑그의 공허한 형
식들을 통해 선험적 범주를 공허한 사물로서 물자체를 빗대고 있다.
32) Michel Foucault, 1970,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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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지식에 대한 전통적 정의에서 암시되
듯이 지식은 언제나 단순한 믿음, 언명과 대조된다. 사실 지식은 여
러 상충하는 언명들을 거쳐서 형성된다. 지식은 상충하는 혼란스러운
주장들의 뒤섞임 속에서 추출한 진술들이 합리적 방법에 따라 통합되
어 있는 그물망이다. 바로 여기서 인식적 통치권의 이론적 중요성이
드러난다. 정치적 통치권자에게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이 기대되듯이,
단일한 정합적 명제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표상될 수 있어야 하는34)
인식적 통치권 역시 상충하는 믿음들을 중재하는 공정한 심판자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인식적 통치권자는 공정한(정확히는 공정해 보이
는 혹은 공정하다고 통용되는) 심판을 위해서 이상적 진리에 의존한
다. 모든 지식은 진리를 향해서 혹은 진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지식은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지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리정향적 지식을 의미하는 이 지식개념을
부정함으로써 푸코는 인식적 통치권의 필연성을 부정한다.
우리의 지식을 지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의 의지이다.
지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식공동체에
서 인정되는 진리에의 의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
이다. 오히려 지식이기 때문에 진리로 통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 푸
코는 진리와 오류의 대립이 인간의 지식생산에서 억압과 배제의 기능
을 한다는 다소 놀라운 주장을 한다. 물론 푸코도 인정하듯이 하나의
개별적 지식체 내에서 성립하는 명제의 수준에서는 진과 위 사이의
구분은 자의적이지도 수정가능하지도 제도적이지도 그렇다고 폭력적
억압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리의 체계 밖으로 한 발 물
러나서 다른 인식론적 층위에서 왜 우리가 알고자 하는지, 어떤 유형
의 구분에 이러한 앎에의 의지(la volonté du savoir)가 근거하는지를
질문하게 되면 배제의 체제와 같은 것이 드러난다.35) 진리는 인간의
순수하고 수용적인 마음에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추적
33) Michel Foucault, 1970, p.25.
34) Joseph Rouse, 1993, p.147.
35) Michel Foucault, 197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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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36) 진리이기 때문에 지식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의 의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지식의
역사에서 연구대상이 새로이 조정되고, 인식주체에게 새로운 위치와
기능이 배정되고, 새로운 자원이 지식의 추구과정에 투입된 것은 새
로운 형태의 진리에의 의지가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는 진리에의 의지의 함수이기 때문에 인식적 통치권의 근거로서
의 이상적 진리조차도, 만일 있다면, 진리에의 의지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편적 객관성을 담보한 이상적 진리의 규준을 충족할 수 없
다. 따라서 상충하는 지식들, 믿음들, 언명들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 푸코는 오히려 상충하는 지식들 믿음들
언명들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지식을 둘러싼 효과에 근거해서’
라고 주장한다: 지식에 가해지는 효과, 지식이 발휘하는 효과, 지식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가 동일한 언명을 때로는
지식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지식이 아닌 것으로 폐기한다. 권력에게 효
과를 발휘하려는 지식은 기왕의 지식을 용도폐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위해서 다른 진리에의 의지에 근거한다. 매번의 지식은 매번
다른 판정기재에 의해 판정되지 이상적 진리에 근거해서 판정되지 않
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식적 통치권에게 허용되는 자리는 진리에의
의지가 발동하여 효과를 원하는 바로 그 현장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인식적 통치권은 또한 구성적 주체성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인
식적 통치권이 행사하는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칸트의 초월적 자
아나 데카르트의 코기토처럼 외부세계의 존재와 존재양태를 근거 짓
고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헤겔의 절대정신처럼 모든 역사적 전개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푸코는 말한다. “만일 내가 거부하는 접근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관찰하는 주체에게 절대적 우선성을 부여하고 구성
적 역할을 (주체의) 작용에 귀속시키며 주체의 관점을 모든 역사성의
기원으로 여기는 접근방식이다.”37) 푸코가 이러한 접근방식을 거부하
36) Alain Sheridan, Michel Foucault: The Will to the Truth,, Tavistok
Publications, London, 1986, p.123.
37) Michel Foucault, The Order of Things, A translation of Les Mot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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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주체가 갖는 지식의 선담론적 기원이라는 특권적 주권은
주체 자체가 주체가 처한 상황, 기능, 그 지각적 능력 면에서 사실상
초월적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칙성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보
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구성된 대상의 상관자로서 구성되지 않고
일정한 통합성과 심지어 초월성을 누리던 주체가 이제는 그 자체 구
성된 주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식적 통치권은 우선적으로 폐기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주체의 분산
지식에 앞서서 존재하는 특권적 통치적 주체가 부정된 후 이제 질
문해야 할 것은 ‘누가 말하고 있느냐’ 이다. 그 수많은 발화주체들 중
에서 누가 그 특정의 담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이러한 검토는
규준, 제도적 조직망, 교육적 규범 등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38) 예를 들어 의학적 담론은 일반적으로 의사와 같이 일정한
지위를 가진 개별자들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은 일정한
지식이 합법성과 유효성을 얻게 되는 제도적 공간이 어디인가이다. 이
러한 제도적 공간 각각은 그 자체의 내적 구조에 의거해서 뿐만 아니
라 사회적 제도적 관계들로 이루어진 외적 관계망에서 그러한 공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의거해서도 분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의 위치
는 지식의 대상이나 분야와 관련하여 주체가 점유하는 잠재적 관계들
의 영역에 의해서 마침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발화의
주체로서의 역할 이외도, 청취하고 관찰하고 질문하는 등의 분명한 역
할을 차지할 수 있다. 이성의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공허한 추상적 지
식과는 달리 현실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지식은 주체의 한
가지 기능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없다. 이 다양한 역할들은 주체가 지
식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제도적 공간에서 점유하는 위치에 의
해서 달라진다. 주체의 역할은 지식형성의 과정에서 성립하는 관계들
Les Choses, Vintage Books Edition, New York, 1973, p.ⅹⅳ.
38) Lois McNay, Foucault: A Critical Introdution,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4,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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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담론적 관계들의 특수한 관계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식의 분석에서 통합하는 근거로서의 주체라는 개념
은 불필요해지고 특정의 지식체 안에서 분산된 위치들로 구성된, 사
실상 불연속적인 범주로서의 주체가 중요해진다. 분산된 주체는 담론
에 대해서 즉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담론(지식)은
사유하고 인식하고 발화하는 주체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발현이 아니
다. 반대로 주체의 분산과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불연속성이
규정되는 총체이다. 이것은 구분된 자리들이 전개되는 외재성의 공간
이다.”39)
주체의 분산이 제도적 공간에서 주체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주체의 분산을 지식이 사회적 맥락과 갖는
관계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말했듯이 특정의 지식
은 아무에게서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승인된 한에서
일정한 자격, 능력, 지위를 갖춘 자에게서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
식이 사용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개별자들에
게 일정한 수의 규칙들을 부과하여 그 밖의 다른 누구도 이러한 규
칙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주체의 희소
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혹은 처음부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식의 주체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모든 지식영역은 똑같이 개방적이지 않
다. 어떤 것은 선행의 제한조건 없이 바람이나 모래에게 조차 개방되
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존립한다.”40)
주체는 분산되면서 희소해진다. 말하자면 푸코는 우리에게 누구든
지 어디서나 아무 것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식적 특권을 지닌 주체
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한 초월적 의미를 지닌 통합적 주체는 지
식의 역동성, 현실성, 구체성을 생략하기 위해서 진리에의 의지가 발
39) Michel Foucault, 1969, p.74.
40) Michel Foucault, “The Discourse on Language”, tr. by Alian sheridan,
Appendix of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1972, pp.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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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는 책략이 아닐까? 지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묻고
자 하는 것은 철학의 오랜 문제의식이었다. 철학사는 그 문제의식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변신만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푸코는 이러한 미해결의 원인을 지식의 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한 근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의 근거로서의 통합적, 초월적 주체
를 상정함으로써 지식의 대상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고 따라서 지식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도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지식의 대상
푸코는 통합적 초월적 주체의 계기를 부정하듯이 사물의 계기도
거부한다. 대상은 인식 이전에 미리 존재해서 규정을 위하여 인식을
기다리는 존재도 아니고 인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존재
도 아니다. 대상은 칸트의 물자체처럼 미리 존재하고 있다가 주관의
일정한 형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 가지
고 있는 것을 주관에 그대로 펼쳐 보이는 즉 주관에 그래도 반영되
는 존재도 아닌 것이다.
푸코가 말하는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대상의 존재론
적 심급을 먼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인식론에서 지식의 대상을 다룰
때 대체로 그 대상은 경험적 대상, 물리적 대상, 개별적 대상이기가
쉽다. 데카르트가 외계의 존재를 의심할 때 그는 우리 감각의 불확실
성에서 출발했다. 즉 물리적 대상에 대한 우리 감각이 거짓이 아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다. 흄이 외계에 대해서 회의론을 주창
한 것도 경험적 대상이 단지 지각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
이었다. 칸트가 주관의 선험적 형식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한 것
은 경험적 대상, 물리적 대상이었다. 이러한 대상에는 하나의 경험과
하나의 어휘가 얽혀 있다. 그러나 푸코가 말하는 대상은 이렇듯 말과
사물의 단순한 교차에 의해서 성립하지 않는다.41)
41) Michel Foucault, 1969, p.66. “나는 담론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텍
스트의 형식 속에서 읽어낼 수 있듯이, 말과 사물의 순수하고 단순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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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대상은 구체적인 역사 공간에서 이루어진 현실적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푸코가 자신의 저서 광기의 역사 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상들의 전체 집합을 드러
내는 것”42)이라고 할 때 이미 대상이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복잡
하게 얽혀 있는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이 함축된다. 그러므로
푸코가 말하는 대상은 개별감각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지적 현장에
서 국지적 실천을 통해서 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상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개별감각경험은 아니어도 대상은 우리의 다양한 심급의 경험을 통
해서 형성되지만 그렇다고 경험주체의 자의성에 지배받는 것은 아니
다. 그러한 경험자체는 물론이고 대상형성도 규칙에 의거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푸코는 대상 형성의 규칙으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
규칙은 대상이 등장하는 사회적 위치와 관계된 규칙을 담고 있다. 푸
코는 이를 ‘발생의 표면’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합리화의 정도, 개념
적 약호, 이론의 유형에 따라서 소외, 비정상, 착란, 신경증 혹은 정
신이상, 퇴행 등 다양한 병의 지위가 부여된 개인들의 차이가 어디에
서 나타나고 지시되고 분석되는지를 보여준다.43)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정한 요소들이 지식의 대상으로 출현하는 장소와 공간 즉 제도와
문화적 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지식의 유
형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이 어떤 지식에 속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경계짓기의
심급이라고 표현한 이 규칙으로 푸코는 경계지을 수 있는 권위에 대
해서 이야기한다.44) 세 번째 규칙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광기를 정신
의학적 대상으로 분리해내고, 대립시키고, 관계를 맺어주고 다시 묶어
주고 분류하고 서로에게서 이끌어 내게 해주는 것에 관련된 규칙으로
푸코는 분류의 격자(les grilles de spécification)라고 표현한다.45)
차가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42) Michel Foucault, 1969, p.86.
43) Michel Foucault, 1969, p.56.
44) Michel Foucault, 1969,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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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형성은 이 세 가지 종류의 규칙들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
교차에 의존한다. 즉 대상은 지식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들, 권위들, 격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이 결집된 결과로서
형성된다. “대상들은 언제나 관계들의 복합적인 집합들이 갖는 실증
적 조건들 하에서만 존재한다.”46) 게다가 “이러한 관계들은 “제도들,
사회경제적 과정들, 행위유형들, 규범체계들, 분류의 유형들, 특성화
의 양식들 사이에 성립하며 대상들에 현전하지 않는다.”47)
대상을 형성하는 관계가 있고 이 관계는 여러 제도적 지평이나 장
소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특권적 대상을 부정하고 대상
의 분산을 인정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는 지식에 내재적인
관계인지 외재적인 관계인지를 물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
해서 이 관계는 개념이나 단어들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명제나 문장들
간에 연역적 관계를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인 것이 아니며 그
렇다고 지식의 한계를 설정하거나 지식에 특정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
도 아니기 때문에 외재적인 것도 아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지식은
이러저러한 대상을 말하고 다루고 명명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설명
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하는 관계들의 집합을 결정한다. 이 관계들은
지식이 사용하는 언어를 규정하거나 지식이 전개되는 환경을 규정하
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 실천인 지식을 규정한다.48)
대상은 인간의 시선을 기다리는 사물자체가 아니고 여러 관계들의
집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지식에서 말해지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실천적 산물이라는 것이 푸코가 지식의 대상과 관련하여 말
하고 싶었던 것임이 드러났다. 푸코는 말한다. “사물자체가 없이 진행
하자. 사물에서 현재성을 벗겨내자... 담론에 앞서 있는 수수께끼 같
은 사물을 담론에서만 나타나는 대상들의 규칙적 형성으로 대체하자.
이 대상들을 사물의 토대나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규정하자. 대신에
45)
46)
47)
48)

Michel
Michel
Michel
Michel

Foucault,
Foucault,
Foucault,
Foucault,

1969,
1969,
1969,
1969,

p.58.
p.61.
p.61.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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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이 담론의 대상으로 형성되게 해주고 따라서 대상들이 역사적
으로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는 규칙들의 체제와 관련시켜서
규정하자.”49) 그래서 푸코는 말한다. 결국 대상의 역사를 쓴다는 것
은 대상의 분산을 지배하는 규칙성들의 연결들을 펼쳐 보이는 것이라
고.50) 왜냐하면 대상은 특권적 고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면
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푸코의 지식과 사회인식론
1. 지식의 사회성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지식의 주체와 대상의 면에서 나타나
는 이러한 차이는 지식이 갖는 기본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푸코의 지식은 일정한
물질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지식의 물질성에 대한 푸코의 주장은 지
식의 물질성과 관련된 대표적 주장인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 및 에딘
버러 학파의 강한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분된다.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적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지식이 갖는 물질성의 요인인 경제적 토대나
에딘버러학파로 대표되는 사회구성주의의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는 물
질성의 요인인 과학자 집단의 이해관계는 푸코가 주장하는 지식이 물
질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을 포괄하지 못한다. 경제적 요인은 푸코가
말하는 지식의 물질성을 이루는 한 요인에 불과하며 그 결정의 메커
니즘 또한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하다. 과학자 집단의 이해관계는 적
어도 이들이 푸코가 말하는 대상의 경계짓기라는 면에서 권위를 행사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역시 지식의 물질성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49) Michel Foucault, 1969, p.65.
50) Michel Foucault, 1969,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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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에 의하면 지식생산에는 배제와 제약이 작용한다. 잠재적으로
발화가능한 모든 언표들이 다 현실화되지 않는다. 주체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와 기능은 제한되며 희소하다. 대상은 그 풍부한 사물의 두
께를 다 관통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제와 제약은 왜
성립하는가? 어떤 것은 발화가 허용되는데 어떤 것은 왜 배제되는가?
푸코는 이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문서고(l’archive)나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적 장치51)를 도입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비담론적 요소 즉 물질
적 요소를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식의 물질성과 관련하여 더
욱 집중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은 배제와 제약을 가져 오는 비담론적
요소 즉 지식외적 요소이다. 비담론적 배제와 제약의 요소를 해명함
으로써 지식의 물질성에 대한 해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푸코는 묻고 싶다. 왜 “모든 가능적 (이론적)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52)가? 그리고 답한다. “실제로 현실화된 이론적 결정
은 다른 심급을 드러낸다.”53) 푸코에 의하면 우선 이 심급은 담론이
비담론적 실천의 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의해서 규정된다. 예
를 들어 일반문법(la Grammaire générale)이 교육적 실천에서 수행한
기능이 있고 부의 분석이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결정에서 뿐만 아니
라 일상적 실천과 고전주의시대의 특징적인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서
수행한 역할이 있다. 이 심급은 또한 담론의 전유과정과 체제를 포함
한다. 푸코에 의하면 서구문명에서 담론의 소유권 즉 담론을 발화할
51) 문서고나 에피스테메와 관련하여 푸코가 선험성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였
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역사적 선험성(l’a priori historique)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 이전에 미리 존재하여 현실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
라 지식생산의 과정 속에서 일정한 장기지속을 통해서 형성된, 그 자체
지식생산에 작용하는 규칙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규칙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다. 즉 그 자체 안에 이미 물질성을 함유하고 있는 그 자체 물질적
실천인 것이다. 또한 푸코는 말과 사물 에서는 지식생산의 역사적 선험
성으로서의 에피스테메를 언급하였으나 이 개념이 자칫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동시에 에피스테메의 성립근거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여
지식의 고고학 에서는 문서고란 개념을 사용한다. Michel Foucault, 1969,
pp.166-173 참조.
52) Michel Foucault, 1969, p.88. 괄호는 필자 삽입.
53) Michel Foucault, 1969,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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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이해할 능력, 이미 형성된 언표집합체에 대한 직접적 합법적인
접근, 담론들을 판정, 제도, 실행에 투입할 권리는 사실상 일정한 개
인들의 집단에 귀속된다. 그래서 적어도 16세기 이래로 공통의 경제
학적 담론은 성립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심급은 담론과 관련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욕망의 자리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 자리는 환상
적 무대, 상징화의 요소, 금지의 형태, 파생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도
구와 관련한 자리가 될 것이다. 욕망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
문에 지식은 시적인, 소설적인, 상상에 의한 실천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 언어, 자연, 광기, 삶, 죽음과 같은 다른 지식들도 욕망과
관련하여 규정된 자리를 차지한다.54)
이론적 결정의 실현에 즉 지식의 생산에 작용하는 이러한 세 가지
심급, 비담론적 실천의 장에서의 기능, 담론의 전유, 욕망과 관련한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심급이 지식의 물질성의 직접적 원인일지라도
푸코는 그러한 단순한 인과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푸
코는 이 세 가지 심급들이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관계맺음으로써 하
나의 담론형성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일정한 이론적 대안들의 현
실화 즉 지식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심급이
지식생산은 푸코가 비담론적 실천의 장이라고 부르는 제도적 실천의
장에서 구사되는 전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특
정의 전략과 이를 위한 권력의 기술만으로 특정 지식의 성립을 완전
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이 생산되는 제도적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이 공간에서 그러한 지식에 대해 특권적 지위를 갖는
권위자들도 아울러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의 대상이 형성되
는 데는 경계짓는 권위의 작용이 필요하며 이 권위는 지식 밖의 공
간 즉 제도 안의 실천에 의해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에
대해 소유권 즉 그러한 발화의 권리, 이용의 능력 등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권위자 즉 의사 등에게로 한정된다.
푸코가 말하는 지식의 물질성은 주체의 의식에 작용하는 인과성의
54) Michel Foucault, 1969,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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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나 최종적 혹은 결정적 토대라는 차원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다. 인간 실천의 전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식에 물질적
차원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실천 또한 그 자체 제도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에 지배받는
실천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와 이 역사의 공간으로서의 사회
내에서의 제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얻게 된 물질성이라
는 것이다. 그러므로 푸코의 지식은 이미 성립 단계부터 사회적 지식
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푸코의 체계에서는 일체의 지식은
사회적 지식이다. 사회적(국지화된, 계열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 바로 지식과정이며 그 과정의 산물이 지식이기 때문이다.

2. 푸코와 사회인식론
푸코가 제시하는 지식 개념은 푸코에게 가능한 지식의 일반이론은
새로운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는 그것에 사회
인식론이라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 전통적 고전적 의미의 개체주
의적 인식론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지식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사
회인식론이 푸코의 지식이론을 정립하고자 할 때 가능해지는 방향이
라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사회인식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자: “지
식을 본래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인식론의 문제들을 재구
성하려는 시도로서 여러 학문들에서 광범위한 기원을 갖는 지성적 움
직임이다....사회인식론자들은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서 일치를 보인다: (1) 고전적 인식론, 과학철학, 지식사회학은
이상적인 과학적 탐구라는 개념을 전제하지만 이 개념들은 과학적 실
천의 역사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사회전체를 위해서 합리성의 모범적 사례라는 위상을 가지려면 과학
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므
로 사회인식론자를 위한 질문은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수행이
이토록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만한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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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떠한 정치적 함축이 이끌어지는가?’가 된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올바른 노선을 가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하는 전문가
들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한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지식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
리고 이러한 지식이 어떠한 조건에서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을 주장한다.”55)
이러한 정의를 갖는 사회인식론의 근본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된다. “정상적 환경에서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다.
지식을 추구하는 각자가 다소 잘 규정된 지식체에 근거해서 작업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똑같이 불완전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식의 추구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56)
사회인식론의 정의와 근본문제를 보면 사회인식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지식은 사회적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지식생산에는 이상적인 규범적 절차를 발견할 수 없다. 현
실적으로 지식은 그러한 규범을 충족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셋째, 그럼에도 지식의 생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성이 필요하다.
지식이 본래적으로 사회적이라는 것은 지식의 생산에는 사회적 요
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회적 요인의 작용을 어떠
한 차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사회인식론자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인과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 의미론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를 우
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적 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말해서 사회적 요인이 지식생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는 의미이다. 의미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지식의 의미는 사회적 맥락
에서 규정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검증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인식론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는 것은 사회적 지식생산자로서
의 개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사회적 지식이

55) Norton Dictionary of Modern Thought, Fuller, 2002, p.ⅸ에서 재인용.
56) Fuller, 2002, p.3.

364

논문

사회적 단위로서의 집단(복수의 개별자들이거나 집단적 활동 속의 개
별자)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개별자라 할지라도 사
회적 맥락에서 지식생산을 한다면 사회적 지식생산자로 보아야 할 것
인지는 사회인식론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개별자의 지식이 사회적이
되는 것은 일차로는 사회적 집단, 예를 들어 동일한 탐구를 하는 과
학자 집단의 일원이거나 동일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행정전문가 집단
의 일원으로서 지식과정을 수행한 경우일 것이다. 동시에 개별자로서
생산한 지식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받거나 혹은 검증될 수
있을 때 역시 사회적 지식이 된다. 어쨌거나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
은 사회적 지식의 행위자로서 개인의 지위이다. 개인에게도 그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인가에 따라
사회인식론의 다른 입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과적 입장은 개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사회적 지식생산자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
의 지식생산도 이미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립
된 개인일지라도 그의 지식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지식이라
는 것이다. 의미론적 입장은 특정 조건에 있는 개인의 지식생산만을
사회적 지식생산이라고 본다. 고립된 개인의 생산물인 지식은 사회적
네트웤에서 의미를 얻거나 검증되어서야 사회적 지식으로 통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생산이 아니라 유통의 과정에서 사회성을 획득한
다고 보는 것이다.
푸코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푸코에게
는 개별자이건 집단이건 중요하지 않다. 푸코의 지식주체는 때로는
개별자이고 때로는 집단이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차지하는 위치이며
거기서 그러한 주체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그것은 필요와 목적에 따
라서 즉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개인이 차지할 수도 있고 집단이 차
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푸코는 개인이라고 해서 사회적 지식과정
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푸코는 지식이 사
회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을 다 수용하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하는가? 즉 사회적 요인이 인과적으로 작용하여서 그렇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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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생산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
는가? 푸코가 사회적 인과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적어도 지식의 고고학 이전에는 인과성에 대한 고려는 그리 중요하
지 않았고 심지어 지식의 고고학 에서도 인과성의 정립이 목적이 아
니라고 밝히기 까지 한다. 그럼에도 푸코가 본격적으로 계보학의 작
업을 통해서 현재의 기원을 추적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과성
에 대한 고려가 염두에 있었다고, 아니 적어도 인과적 수준에로 까지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57) 푸코는 의미론적 작업에
대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지식과정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
에 말과 사물 에서 실증주의와 현상학을 동일한 인식의 질서로 취급
한다. 의미의 규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인식질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푸코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가 아니라 그
러한 의미를 통해서 의도된 효과이거나 생산된 효과이다. 푸코는 사
회적 지식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지식의 효과를 통해서 그 사회성
을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인과적 작용의 이면에서 작용
하는 효과를 산출하고자 하는 의지－때로는 진리와 지식의 의지이기
도 하고 때로는 권력의 의지이기도 한－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과학의 발전은 규범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인식론자들의 입장이다. 여기서 규범이란 과학체
계를 지배하는 논리와 방법론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과학은 이상적
과학적 탐구를 실현한 적이 없었다. 과학은 단지 과학 밖의 간섭과
투입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과학내의 절차 면에서도 이상적인 것과
는 거리가 먼 과정을 거쳐 왔다. 심지어 과학의 이론이 정립되는 과
정에는 과학자들간의 인신공격적 논변까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58) 과학의 실행을 지배하는 것은 이 이상적 탐구라는 모범이 아니
다. 과학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갖는 제도적 의미, 과학자 집
단 내에서 작용하는 권력관계, 과학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결과, 과학
57) 홍은영, 박상우, 1999, p.331.
58) Joseph Rouse, Knowledge and Power,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and London, 1987,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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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적 혜택, 과학이 사회에 주는 혜택 등등이 과학의 밖에
서 혹은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즉 규범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학에서 조차 그렇지 않다
면 과학 외적 영역의 지식이 이상적 규범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식은 이상적 규범성을 따라 생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점에
서는 푸코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푸코는 지식생산의 규칙성을
강조한다. 지식은 자의적인 과정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지식생산에 작
용하는 지식 내부와 외부의 여러 요소들의 관계는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 그 관계들은 일정한 규칙에 지배받는 규칙적 관계이다. 다만
하나의 영구불변한 규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생
산과 더불어 자신의 규칙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은 사후에 규
칙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규칙의 존재가 지식이 인간의
실천의 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사회인식론이 규범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
슨 의미인가? 이것은 사회인식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와 연결된다.
바로 상대성의 문제이다. 지식이 지식이려면 일정 정도의 객관성을
가진 진리여야 한다. 고전적 인식론이 사회적 진공의 상태에서 지식
을 논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객관성을 담보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
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유아론의 문제에서 파생된 상대성
의 문제와 같은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회적 진공이 아니라 사회
적 맥락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지식의 경우는 그 사정이 더욱 심각하
다.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요인이라는 원인의 의해서 생산되거나
의미를 부여받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길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상대적 지식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지식이나 진리와 관련하여 일종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극단적 상
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골드만은 사회인식론의 일부 입장에 대
해서 ‘진리에 대한 탈근대적 저항post-modern resistance to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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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고 ‘진리혐오주의veriphobia’로 진단한다.59)
사회인식론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식생산의 규범성 확보라는 면에
서 해결하려고 할지라도 그 규범성이 포괄하는 수준을 제한하고자 한
다. 즉 몰역사적 보편적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단위를 설정하
여 규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인식론자의 전략은 지식의 무정부
주의라는 극단적 결과는 피하면서 지식이 가진 상대적 가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자는 전략이다.
윤리학에서 보듯이 우리가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은 1) 행위 이전
에 행위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거나 2) 행위 후에 행위를 평가하기 위
해서 이다.60) 중요한 것은 규범적 판단을 하기 위한 규준일 것이다.
사회인식론자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이 이 규준이 상대성을 벗어나
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회인식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1)의 입장에서 상대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마르크스의
충고대로 세계의 해석이 아니라 세계 변혁을 위해서 보다 실천적 심
급에서 지식의 문제를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인식론자들은 현대
적 의미의 세계 변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어떠한 조건에서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하는지’
를 천착하여 마르크스의 충고에 대응하려 한다. 어쩌면 이 경우는 사
실 더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는 것이 ‘누구의 필요’, ‘무
엇의 필요’라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도 바로 그러한 우려가 사회인식론적 작업을 요구한다. 사회적 맥락
에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식생산과정을 해명하는 것이
그 누구와 그 무엇의 정체를 드러내게 해줄 것이며 동시에 그 누구
가 누구가 되어야 하고 그 무엇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2)의
의미에서 이루어진, 과거지식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1)의 의미에서,
미래지식생산을 위한 규범적 판단의 토대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서

59) Alvin Godman, 1999, 제 1 장 참조.
60) Fuller, 200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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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다.61)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인식론자들은 과학사, 사상사의 탐
구가 인식론적 작업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한다. 마치 푸코가 역
사적 작업을 통해서 지금, 여기의 현재를 보고자 하듯이.
이와 관련한 푸코의 입장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푸코가 비판을
받을 때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첫째 지식의 상대성
을 주장하기 때문에 둘째 권력과 관련하여 허무주의를 제기하기 때문
에. 푸코의 역사적 작업은 지식의 몰역사적 객관성은 성립할 수 없다
는 것을 전제한다. 푸코가 지식의 전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지적 지
식의 가능성만을 인정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주의라는 규정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규범을 규칙으로 대체하여 이 규칙이
지식과정과 더불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때는 규범의 상대성을 주장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푸코는 객관적 지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상대적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이 될 지식을 어떻게 처리하여 파편화될 지식으로 만들
지 않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푸코에게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이
다. 첫째는 푸코의 체계에서 일종의 초월성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둘
째는 담론 생산과정에서 합리적 소통의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첫째 전략은 마치 푸코의 정신과 위배되는 듯이 보이는데 푸코는 일
체의 초월적 토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
는 초월성은 푸코가 표현한 대로 역사적 선험성으로 보아야 할 것으
로 푸코가 말하는 지식생산에 작용하는 문서고라는 의미에서 초월성
이다.62) 이 역사적 한계를 지니는 초월성이 지식생산에 작용하여 지
식을 파편화로부터 보호해주길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지식생산이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소통과 교환의 과정
없이는－설사 개별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더라도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61) Fuller, 2002, p.24.
62)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 논의로는 Béatrice Han, L’ontologie manquée de
Michel Foucault entre l’historique et le transcendantal, Édition Jérôme
Million, Grenoble, 1998이 있다. 특히 제 1 장에서 푸코의 대표적 초월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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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익명의 독자, 비평가, 대화자가 전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불가
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소통과 교환이 지식의 파편화를 막아줄 것이라
고 보는 전략이다.63) 이 두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문서고는 처음부터 지식과정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푸코가 그랬듯이 사후에 추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동시대의 것이
라 할지라도 일정한 지식생산이 이루어진 후에 그 생산물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즉 문서고의 성립이 지식과정을 통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지식과정에 소통과 교환이 필수불가결하다면 문
서고 역시 소통과 교환이라는 필수요소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푸코적
의미의 초월성은 한편으로 소통과 교환의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푸코가 토대를 부정하고 지식
의 주체와 대상의 분산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푸코의 지식이 상
대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그 상대성이 극단적으로 무정
부주의적이거나 파편화된 상대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푸코가
부정할 수 없는 상대성은 고전적 인식론에서도 확보할 수 없는 객관
성이 결여되었다는 정도의 상대성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푸코의 지식이 갖는 특징이 푸코의 지식이론 새로운 형
태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근거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푸코의 지
식이론이 오늘날 논의되는 사회인식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엿보았다. 푸코에 대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고 의미를 갖게 되
는 것은 지식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푸코에게서 “지식이 어떻게 조직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
록 푸코가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지식의 가능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체계에서 권력의 전략적 이용까지 불가능한 것을 아니
기 때문이다. 푸코는 지식을 권력의 체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은
환상이므로 필요한 것은 진리의 권력을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헤게모니와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피력한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의

63) Christopher Falzon, Foucault and Social Dialogue: Beyond fragmenta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8,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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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이 가능한지를 탐구해보자고64) 하면서 권력에 대한 국지적 전
략을 권유한다. 또한 권력이 지식의 효과라는 것을 토대로 인간해방
이라는 자신의 철학적 기획65)에 부합하도록 권력을 움직이는데 필요
한 지식을 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비록 푸코가 활동한 20세기의 시간들은 사라졌고 그의 말대로 21
세기는 다른 철학자의 시간들이 될지라도 푸코가 거의 평생을 탐구한
지식－권력의 주제가 다시 새로운 형태로 정립되어 더욱 생산적인 통
찰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소고는 그러
한 의도에서 푸코 지식이론의 정립을 위한 가능성의 근거를 찾아보려
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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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셸 푸코,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 콜린 고든 편, 홍성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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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홍은영, 박상우, 199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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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sibility of Establishing Michel Foucault's Social
Epistemology of Knowledge-Power

Kim, Boo-Yong

Even though the representative contemporary French philosopher,
Michel Foucault, focused on the subject of knowledge-power, he did
not secure the general theory of knowledge because he gave more
weight to the historical and empirical works. This paper was a attempts
to show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Michel Foucault’s own theory of
knowledge. During the attemp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his
theory of knowledge might not be a classical type of epistemology due
to his unique concept of knowledge as practice. This uniqueness would
make his theory of knowledge a social epistemology. The genuine
grounds to give his theory of knowledge a status of social epistemology
are as follows: 1) Foucault does not admit knowledge without social
context. 2) Knowledge has a certain normality regardless of never
having achieved the ideal norm. 3) Knowledge can be organized in
order to guide social activities, particularly those of power.

Keywords: Michel Foucault, Knowledge-Power, Social epistemology,
Knowledge process, Normality of Knowledge, Organization
of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