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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의 목표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서 나타난 안전장치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다. 푸코에 의하면 통치성은 인간의 행동을 통솔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통치, 아동을 

인도하는 통치로부터 나아가 주권자의 통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통

치성 개념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차원의 규율권력을 넘어서 서구 정치권

력의 ‘전체적이며 개별적인’ 통치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계보학적 기획의 핵심

이다. 푸코는 통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치성은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

고 정치경제학의 지식을 참조하여, 안전장치를 통치의 기술적 도구로 삼는 특수한 권

력행사의 제도, 절차, 분석, 고찰, 전술의 총체이다.” 

푸코는 통치성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근대 국가가 인구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

해 자신의 통치실천을 합리화한 과정을 제시한다. 푸코는 서구 근대를 특징짓는 정치

권력의 역사를 통치성의 역사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세 시기로 분류한다. 즉, 국가이

성,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구별되는 각 시대의 통치합리성은 각각 고유한 지식과 권

력의 결합체를 사용하여 개인을 국가나 사회의 전체에 통합하려는 목표를 수행한다.

이 글의 2장과 3장에서는 안전장치의 역사적 변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통치성의 

기술적 도구인 안전장치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서구 정치권력의 전통적인 법-주권 

개념과 대비되는 기독교의 종교권력인 사목권력을 특성을 논의한다. 푸코는 서구 근

대 정치권력의 특수성은 기독교에서 제도화된 사목권력의 변형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고 밝힌다. 사목권력은 이동 중인 무리를 대상으로 내세의 구원을 목표로 하여 지도

자인 목자가 양떼를 세심하고 돌보고 이끄는 권력이다. 여기서 사목권력은 특정한 목

표를 향해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통치(conduite)의 역사적 원형을 보여준다. 목자는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개별 양과 전면적인 복종관계를 맺으며 무리에 속한 개별 양들 

각각에 대한 앎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을 예속화하는 방식으로 개별화한다. 이 때 사목

이 제시하는 내세의 구원이라는 목표가 국가이성 시대에는 건강, 안녕, 안전, 보호 등

의 현세의 구원으로서 나타난다, 

종교개혁 이후로 정치와 종교의 질서가 분리되면서 국가이성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

적으로 이끄는 고유한 통치원리를 발견해내야 했으며 국가 자신을 기반으로 하여 통

치실천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국가를 유지하며 국가를 구성하는 힘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가이성의 두 가지 주요한 테크놀로지를 푸코는 안전장치라 부른

다. 이는 다수의 국가 간의 힘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외교-군사장치와 국

력을 구성하는 국가 내부의 자원 및 현실에 대해 무제한적 통치를 행사하는 내치 테

크놀로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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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가 안전장치의 계보를 탐구함에 있어 중요한 까닭은 개별과 전체, 개인의 삶의 

미시적 차원과 국가의 부라는 거시적 차원을 상호적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본격적

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개인에게 부와 안락을 제공하여 여분의 삶, 더 

나은 삶(bien-être)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의 강화를 직접적으로 결합시킨다. 인구-

부로서 지각되는 개인의 노동과 생산활동을 통해 국가는 인간의 공통의 활동, 인간이 

공존하면서 나타낸는 상호활동인 교류를 통제하여 이로부터 국가의 유용성을 창출한

다. 

내치의 테크놀로지에 제기된 문제들을 통해 인구라는 주체이자 대상이 발견되었으

며, 동시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현실의 자연성을 밝히는 정치경제학이 통치

성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등장하였다. 경제학자들은 곡물부족과 식량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식량난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며 무역의 자

유와 곡물 순환의 자유를 통해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곡물의 

가격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적 주체가 이해관계의 주체

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보장함을 전제로 한다. 안전장치는 인구에게 제

기된 위험, 즉 경제학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물의 순환, 자유를 보장하

는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4장에서 필자는 안전장치를 자유주의 통치의 가능조건이자 동시에 자유주의 통치에 

내부적 위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안전장치는 인구와 경제의 자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이라는 안전공간을 통한 통치를 가능케 했다. 자유주의 통치성에

서, 통치의 주요한 목표인 개인과 전체의 연결은 경제의 자연성을 기반으로 하며, 개

인이 경제적 주체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집단의 이익 추구의 연결은 비가시적 

메커니즘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보장된다. 비로소 경제는 통치성의 직접적인 개입

에서 벗어나 경제라는 실재의 자연적 메커니즘을 통해 방임(laisser-faire)해야 하는 

독립적인 영역이 된다.  

안전장치는 인구의 자연성, 경제 메커니즘의 자연성이 나타내는 고유의 법칙을 존중

하여 통치실천에서 나타나는 우연적 사건을 관리하며 인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무제한적 이익추구활동과 

경제적 자유가 서로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 때 주권자는 환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자연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구와 환경의 상호

작용만이 권력이 접근할 수 있는 통치가능한 현실로서 구성된다.

하지만 자유주의 통치의 가능조건인 안전장치는 자유주의 통치성이 구조적으로 내포

하는 위험이기도 하다. 통치실천에 필수적인 순환의 ‘자유’, 특히 경제를 통치하기 위

한 자유를 생산해내는 안전장치는 이러한 자유를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치를 실현하려는 목표와 모순된다. 안전장치의 작동은 점차

적으로 경제현실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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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치도구로 변화하여 통치성의 위기를 초래한다. 푸코는 이를 1930년대 경제를 계

획화하려는 전세계적인 국가적 시도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치성 장치인 안전장치

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통치성이 새롭게 변화했다고 말한다. 

푸코는 당대의 통치합리성인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안전장치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

는다. 5장에서 이 글은 안전장치가 환경이라는 안전공간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개입

하는 환경개입권력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 통치합리성이 표적으로 삼는 주체화

의 과정에서 안전장치는 적극적으로 주체성의 형성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

치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즉 통치합리성이 실패하게 

되는 문제나 한계에 마주칠 때 안전메커니즘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인구의 사회경

제적인 복합적 문제에 대처하는 권력 테크놀로지로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환경은 시민사회라는 상호작용적 실재에 도달하려는 안전장치의 

중심적인 개입지점으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주체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 시민사회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개인을 사회로 통합하는 비이

해관계적 이해관계(l’intérêt désintéressé)로도 구성되는 다양한 유대들의 긴장관계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통치성의 역사적 계보에서 통치합리성의 문제는 개인과 전체가 결합한 사회의 고유

한 자연성을 통치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주체화-대상화하는 문제였다. 안전장치는 통

치성에 제기되는 자연성의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구의 자연성을 통치실천에 적

절하게 만드는 통치의 가능조건이다. 인간이 공존하며 상호작용과 교류가 일어나는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시도는, 경제라는 실재와의 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안전장치의 역사적 변형을 통해 우리는 통치성의 일관된 쟁점이 국가라는 전체의 

통치화 경향과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주체화-대상화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치의 과제는 사회라는 상호작용적 실재를 통치하기 위해 인구를 어떻게 대상

화하고 주체화하여 ‘통치가능한 존재’로 구성해내는가의 문제이다. 동시에 푸코는 저

항하는 주체의 모습을 통치성 분석 이후의 연구를 통해 그려내고자 했다. 통치성의 

전제가 되는 주체는 권력관계를 전략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로 존재

하며 피통치자들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통치실천을 전복시킬 가능성을 늘 내포한다.

궁극적으로 푸코가 국가의 계보학과 통치성의 역사적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통치의 

합리성을 이해하고 그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 개별화와 전체화의 양식을 거부하고 해

방될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요어 : 푸코, 통치성, 자유, 안전장치, 환경, 자연성, 사회

학  번 : 2012-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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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푸코는 규율권력을 통해 신체에 대해 행사되는 미세한 권력의 메커니즘, 

즉 신체의 해부정치를 연구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법과 권력의 정

당성과 정초를 연구하는 기존의 정치철학이 일반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일

상의 세밀한 영역까지 침투하는 권력을 연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강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시적 차원의 권력을 연구하기에는, 특히 국

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푸코의 권력이론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곤 하였다. 따라서 푸코는 자신의 권력이론을 확장시켜 권력

의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을 아우를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적 도구를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통치성(gouvernementalité)

이다.1)

푸코에 따르면 서구 근대 국가권력의 특수성은 개인에 대한 권력 테크놀

로지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사되는 데 있다, 권력에 대한 저

항은 이러한 정치적 이중구속(“전체와 개별”), 즉 국가와 맺는 개별화의 양

태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는 서구 국가권력이 통치실

천을 합리화한 역사적 계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지적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푸코가 1976년 발간한 『성의 역사 1 : 앎의 의지』에

서 제시한 “생명권력”에서도 정치적 이중구속의 구도를 볼 수 있다.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생명권력의 고유성은 주권권력과의 대비를 통해 구별된다. 

신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생살여탈권을 행사

하는 주권권력과는 반대로, 생명을 권력의 쟁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생명

1) STP 366/484

   이 글에서는 푸코의 저작들을 다음과 같은 약호로 인용한다. 『성의 역사 1권 : 

앎의 의지Histoire de la sexualité I, La Volonté de savoir』 (1976) : HS 1,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 (1997) : IFDS, 『안

전, 영토, 인구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2004) : STP, 『생명관리정치

의 탄생Naissance de la biopolitique』 (2004) : NBP, Dits et écrits, vol II, 

(2001) : DE 2. 인용된 페이지 수는 국역본과 병기할 경우 원저서를 먼저 적었

다. 국역본이 없는 저작의 번역은 인용자의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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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여 ‘살게’하며 죽게 ‘내버려두는’(faire vivre laisser mourir) 생

명권력은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권력을 특징짓는다. 생명권력은 개인에 

대해 상이한 두 가지 수준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인구라는 집단의 생

명을 최적화하고 강화하는 인구의 생명정치와 개인의 신체에 대한 규율을 

행사함으로써 개별화하는 신체의 해부정치로 분류된다. 

생명정치는 인구를 인간-종의 생물학적 과정으로서 이해한다. 생명정치는 

개별적인 신체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구에 고유한 집단적 현상들을 목표

로 하며 이를 위해 특유의 지식과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한다. 즉 인

구가 생존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 사건들의 주위에 안전메커니

즘을 설치하여 생명의 상태를 최대화하며 가능한 최소의 위험이 발생하게 

한다. 안전 메커니즘은 인구의 규칙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균형점을 찾

아 인구의 자율적인 조절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한다. 

푸코가 진행한 2년 동안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는 ‘통치성 강의’로 불

리며(1977-78년 강의인 『안전, 영토, 인구』와 1978-79년의 『생명정치의 

탄생』), 푸코 사후에도 신자유주의라는 현재의 정치현실을 진단하고 문제화

할 때 다양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분석의 출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푸코가 수행한 당대의 현실정치 진단의 효용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안전 테크놀로지의 역사, 안전사회를 분석하겠다던 푸코의 초반부

의 포부와는 다르게, 통치성 강의의 주제는 통치성의 역사적 계보를 분석하

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푸코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통치성 연구에서 안전

장치의 위상 및 역할이 점차적으로 약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동진은 안

전장치의 분석이 규율권력의 개념화와 같은 상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고 주장한다. “전염병과 식량난, 곡물순환”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사례분석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안전장치란 메

커니즘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이 “통치성을 조절하는 근

본적인 항으로 위치”하기 때문이다.2)

2) 서동진. "푸코의 사회적 유물론과 그 불만." 진보평론 59 (2014): 31-32.

서동진은 안전장치에 대한 분석이 푸코가 강조한 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또 다

른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안전장치의 분석이 개별적 사례에 집중되기 때문에 총체

적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사회체 내의 다양한 현상들을 개별화/전

체화하는 논리인 ‘사례’란 접근은 안전장치의 주요 논리이다. 그러므로 사례에 따



- 3 -

푸코의 통치성 분석에서는 근대 국가권력을 특징짓는 전체와 개체의 연

결이 일관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모다 소노에는 

자유주의에서 개체와 전체의 연결의 문제는 범죄자의 사례를 통해 제시된

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현상을 다루는 인구의 생명정치와 개인을 개

별화하는 신체의 해부정치에서 각각 등장하는 범죄자 개인에게 상이한 각

각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3)

안전장치에 대한 탐구가 일관되지 못한 다른 이유로는 안전장치의 역설적 

역할을 들 수 있다. 자유주의의 위기에서 푸코는 자유를 생산하는 메커니즘

인 안전장치가 오히려 자유를 파괴하는 위험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는 

이해관계의 주체의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치성에 필요한 자

유를 생산하고 보충하는 안전장치의 활동이 점차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자

유를 보충하는 안전메커니즘이 과도하게 경제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서 등장한 나치즘과 파시즘의 문제는 전체주

의적 국가에 대한  공포를 불러오고 경제적 자유를 침입하는 계획화에 의

해 주도되는 경제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시장의 활동을 간섭하고 질서를 

교란하는 직접적인 경제개입정책에 반발하는 비판적 활동으로부터 신자유

주의 통치성이 등장한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서 안전장치의 중요성이 퇴

색되었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통치성의 역사를 주제로 

진행된 푸코의 강의에서 주요한 초점은 통치실천의 합리화에 필요한 지식

을 제공하는, 진리체제로서의 정치경제학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

게 변형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장에서는 통치성의 특

성을 인구 개념과 안전 메커니즘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인구가 통치합리

성에 제기하는 문제를 통해 안전장치의 과제와 역할을 논의할 것이다. 3장

른 안전장치 각각에 관한 분석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안전장치를 생명

관리권력의 메커니즘이란 서술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각주 29번, 32

쪽.

3) 세리자와 가즈아, 다카쿠와 가즈미 엮음. 김상운 옮김, 『푸코 이후 : 통치성, 안

전, 투쟁』. 난장, 2015.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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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가이성의 안전장치인 내치를 살펴본다. 푸코는 국가이성의 힘관계

의 유지 및 발전, 결합에 사용되는 통치의 장치를 ‘안전메커니즘’이라 부른

다. 내치는 개인의 생명과 안락을, 전체로서의 국가의 힘의 강화와 결합시

키는 메커니즘을 발명한다. 4장에서는 통치합리성의 자기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등장에서 안전장치가 통치에 필요한 자유를 생산하는 자

유주의 통치의 가능조건임이 드러난다. 동시에 안전장치가 구조상 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5장에서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에서 안전메커니즘의 작동을 사회적 위험관리 속에서 찾아볼 것이다. 안전

장치는 통치실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환경개입권력으

로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환경을 통해 개입함으

로써 신자유주의 주체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정책은 개

인의 일생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달라는 사회경제적 요구, 안전의 요구에 대

한 국가의 응답이다. 푸코의 연구는 “개인의 삶을 국가의 목표에 통합하는 

정치적 기술”을 분석하며4) 개별적 주체와 국가라는 전체의 결합을 통치성

을 통해 접근한다. 실천과 진리체제가 맺는 연관5)을 통해 국가의 통치성을 

조명한 통치성 분석의 종착점은 통치성이 형성하는 주체를 겨냥하며 안전

장치의 역할은 주체와 환경의 작용에 개입하는 사례들을 통해 분석될 것이

다.

4) 『푸코 효과』 186쪽

5) DE 2, n.278 “Table ronde du 20 mai 1978” 841.

“제 분석대상은 '제도' '이론'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천들'입니다. 저는 실천의 

형태들이. 실천들 나름의 고유한 규칙성과 논리, 전략, 명증성, 그리고 '이성'을 가

지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천의 체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서 실천이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규칙들과 이성들, 

그리고 명확한 기획들과 명증성들이 연결을 이루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천

의 체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규정prescription의 효

과('사법진술의 효과')와 무엇을 알아야하는가와 관련된 코드화의 효과('진리진술의 

효과')를 동시에 생산하는 품행의 프로그램화를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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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치성의 기술적 도구인 안전장치

푸코는 통치성을 권력분석의 도구로 삼으면서 지식과 권력의 결합뿐만 

아니라 자기와 타자를 통치하는 주체의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일

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자기의 통치, 아동의 통치, 가족의 통치, 종교적 통치

에 이어 정치적 통치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통치’와 ‘통치성’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 미시적으로 신체를 규율하는 규율권력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등의 거시적 공동체의 권력 메커니즘과 전략, 테크놀로

지를 식별할 수 있다. 푸코는 서구 근대에 나타난 정치권력의 특이성을 분

석하기 위해 계보학적 탐구를 수행한다. 상이한 수준의 권력관계들을 포괄

하려는 푸코의 통치성 기획의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계보학이 존재

한다.

푸코는 초기에 자신의 연구의 목표가 안전 테크놀로지의 역사, 안전사회

를 분석해내는 것이라 밝혔지만 안전장치의 특성들을 차례대로 언급한 후 

올해의 연구는 통치성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라 자신의 목표를 수정한다. 

푸코는 근대 정치권력이 종별성을 지니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통치의 고유

한 대상인 ‘인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러한 ‘인구’는 생명-종으

로 이해되며 몇 가지 변수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통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변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인구의 생물학적 과정, 출생, 발

병률, 사망률, 결혼 등 집단 수준에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인구가 가지는 

고유한 자연성, 법칙 등 다양한 변수를 가진 실재이다. 여기서 인구라는 자

연적 실재에 대해 상관적인 것이 바로 안전장치이다. 

통치성 분석에서 안전장치는 권력의 기술적 도구인 테크놀로지로서 분류

되며 통치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항의 하나이다. 푸코는 통치성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

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측, 전술의 총체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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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으로 이해합니다.

둘째,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 한편으로 통치에 특유한 일련의 장

치를 발전시키고 일련의 지식을 발전시킨 이 권력유형을 서구 전역에서 꽤 오

랫동안 주권이나 규율 같은 다른 권력 유형보다 우위로 유도해간 경향, 힘의 

선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세의 사법국가가 15~16세기에 행정국가로 변하고 차츰차츰 '통

치화'되는 절차, 절차의 결과로 이해합니다.6)

통치성을 정의내리면서 푸코는 통치성을 권력의 형태로서 간주하며, 또한 

국가의 ‘통치화’를 아우르는 현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우리가 통치성 개념

에서 주목해야 할 바는 세 번째 정의이다. 통치성의 역사를 분석하겠다는 

푸코의 연구는 동시에 통치성의 효과로서 국가가 구성되는 계보를 추적하

는 국가의 계보학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코는 안

전장치를 논의할 때, 안전장치를 안전 메커니즘, 안전 테크놀로지라는 용어

와 혼용해가면서 사용한다. 푸코에게서 장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로, 장치는 이질적인 것의 총체로서. 담론, 제도, 건축적 정비, 규제적 결

정, 법, 행정적 조치, 과학적 언표. 철학적 도덕적, 자선적 명제들을 포함합니

다. 말해진 것과 말해진 것이 아닌 것들, 이것들이 장치의 요소들입니다. 장치 

그 자체는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 수립될 수 있는 망이다. 둘째로, 이러한 이질

적 요소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연결의 본성입니다. […] 셋째로, 주어진 역

사적 순간에 어떤 긴급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갖습니다.7)   

이처럼 장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동원되며 상호 연결되는 복합적인 권

력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장치는 권력관계에서 앎의 사용과 상관적

이며 힘관계를 조절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의해 작동된다. 권

력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푸코가 의미하는 바는 권력의 유동적인 관계맺음

과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이끄는 통치, 즉 권력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신과 타자를 포함하여 주체를 변형시킬 수 있다. 왜냐

6) STP 111/162-163.

7) DE 2 N.206 “Le jeu de Michel Foucault”,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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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주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들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8)

무수한 권력관계들의 효과가 바로 주체이다. 장치, 메커니즘, 테크놀로지 

등의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푸코가 겨낭하는 바는 권력의 생산성이

다. 권력의 억압과 지배를 전제하는 기존의 권력이론과 다르게, 광기, 범죄, 

성 같은 실재를 통치실천을 통해 구성한다는 권력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

이다.

푸코는 안전장치의 특수성을 처벌 장치들의 비교를 통해 구별해낸다. 절

도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 법체계-규율메커니즘-안전장치가 각각 서로 다

른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안전장치의 고유성은 처벌 대상을 인구로 파악함

으로써 처벌 비용을 고려한 허용 가능한 한계를 정하는 합리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부각된다. 이는 법체계에서 그러하듯이 개개인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거나, 규율메커니즘에서 그러하듯이 범죄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범

죄학, 심리학, 정신의학의 특수한 지식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다. 

푸코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이 시대에만 해당하는 지배적인 권력장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고든은 푸코가 안전을 “법률·주권·규율의 원리 및 실

천과 구분되며 다양한 통치 지형 내에서 이런 상이한 원리와 실천들의 상

8) Foucault, 이희원, and Foucault, Michel. 자기의 테크놀로지 / 미셸 푸코 外 

지음 ; 이희원 옮김 (2002)  36-37. 푸코는 테크놀로지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의 네 가지 주요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

다. 각각은 실천적 이성의 모체를 가진다. 

1) 생산의 테크놀로지, 사물들은 생산하고 변형하거나 조작하도록 해준다. 2) 기호 

체계의 테크놀로지. 기호, 의미, 상징 또는 의미작용을 사용하도록 해준다. 3) 권력

의 테크놀로지,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여 개인을 특정한 목적이나 지배에 종속시켜 

주체의 대상화를 꾀한다. 4)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을 자기 자신의 수단을 이

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의 신체나 영혼, 사유, 행위, 존재방식에 

관한 특정한 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준다. 개인들을 행복, 순결, 지혜, 완

전성, 불멸이라는 특정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게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테크놀로지는 개별적으로는 기능을 발휘한 적이 거의 없다. 

각각이 특정한 유형의 지배에 연관되어 있더라도. 각각은 일정한 스킬을 획득한다

는 명백한 의미에서뿐 아니라 특정한 태도를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일정 양식의 개

인 훈련과 변형을 함축한다. 내가 보이고자 한 것은 그들의 특수한 본성과 이들 

간의 영속적인 상호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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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결합을 가능케 하는 정치의 방식이자 실천의 원칙으로 파악한다”9)고 주

장한다. 

푸코는 『성의 역사』 1권이 발간된 1976년 콜레주 드 프랑스의 강의 『“사

회를 보호해야 한다”』의 마지막에서 생명권력을 주권권력과 대비되며 근대

에 출현한 새로운 종류의 권력으로 제시한다. 푸코에 의하면 주권권력은 신

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주로 신민의 죽음에 관여하

는 칼의 권리이다. 죽음에 대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군주는 신민의 사물, 

시간, 신체 그리고 생명을 자유롭게 절취할 수 있다.10)

이와 반대로 19세기에는  권력에 의한 생명의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

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대상과 목표로 삼는 권력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것

이다. 즉, 주권자의 죽게 만드는 권리와 정반대의 권리인, 살게 '만들고' 죽

게 '내버려두는' 권리인 생명권력이 등장한다. 이는 일생동안 인간-종이 드

러내는 생명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구성한 통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

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증대시키며 동시에 이를 통제하고 조절한다

.11)12)

생명을 ‘살게’ 만드는 이 권력은 개인과 전체의 양극에서 동시에 생명을 

겨냥한다. 생명권력의 한 극은 신체의 해부정치로서, 개별 신체에 집중한

다. 신체를 유용하고 유순하게 만들어 자본주의 생산체계에 적합한 신체로

서 생산하여 경제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푸코가 제시하는 생

명권력의 또 다른 극은 ‘인구의 생명정치’로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등장하였다. 인간-종으로 파악된 인구가 실존환경과 맺는 관계가 고

려되며, 생물학적 과정, 즉 출생률과 사망률, 발병률, 건강수준과 수명에 초

점을 맞추는 권력이다. 푸코는 이를 인구의 조절로도 표현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조절권력은 집단의 수준에서만 예측가능하며 개별 수준

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인구의 현상들을 겨냥하는 안전장치와 상응하는 

개념이다. 또한 푸코에 의하면 생명정치의 관건은 “살아 있는 존재로 이루

9) 『푸코 효과 : 통치성에 관한 연구』 43쪽

10)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14쪽

11) HS 1, 180

12)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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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인구에 꼭 있게 마련인 우발성의 주변에 안전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생명의 상태를 최적화”13)하는 것이다. “인구가 지속하는 동안 산출된 우발

적 사건들로서 사고와 우연성을 통제하는“14) 생명정치는 자신의 일반적 틀

로서 자유주의를 가지며, 푸코의 통치성 강의의 마지막인 『생명정치의 탄

생』의 원래 목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쳐 생명정치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15)

생명정치는 자유주의 통치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인구를 대상

으로 하는 안전장치를 기술적 도구로 사용한다. 푸코는 안전장치의 사례로

서 인구에게 나타나는 우연적 사건인 곡물부족과 식량난 문제를 제시한다. 

생명정치 개념에서 강조되는 바가 있다면 인구의 “우발성”, “사고와 우연

성”이 인구의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생명에 대한 조절적 테크

놀로지”인 생명정치는 “내적 위험에 대해 전체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테크

놀로지”이다.16) 안전은 위험과 대립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인구, 정확히는 

인구의 생명을 최적화하기 위한 권력의 장치이다. 생명체인 인간, 종으로서

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권력의 행사는 국가에 의해 나타나며 푸코는 이

를 “생물학의 일종의 국유화”, “생물학의 국가화” 현상으로 지칭한다.17)

푸코는 새로운 권력을 행사하려는 국가의 문제를 일반적인 주권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거부한다. 기존의 권력연구는 제도와 기능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고수하는 한, 권력관계가 이용하는 동맹, 

교류, 거점, 망 등 권력관계가 드러내는 이질성과 미세한 특이성을 간과할 

13) 같은 책, 295쪽

14) 같은 책, 294쪽.

15) 하지만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생명정치의 틀인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는 데에 그친다. 생명정치의 총체적인 구상안과 근대 

통치이론에 대한 향후의 분석은 푸코의 죽음으로 인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실제로 푸코는 자신이 사망한 1984년 봄에 동료 연구자인 파스콸레 파스퀴노에

게 근대 통치이론에 대한 콜레주드프랑스 연구회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Pasquale Pasquino, "Political Theory of War and Peace : Foucault and 

the History of Modern Political Theory", Economy and Society, vol.22, 

no.1, February 1993, p.77. 세리자와 가즈아, 다카쿠와 가즈미 엮음. 김상운 

옮김, 『푸코 이후 : 통치성, 안전, 투쟁』. 난장, 2015. 48쪽에서 재인용.

16)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98쪽.

17) 같은 책, 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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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푸코에게 권력은 개인(personne)에게 소유되는 사물이 아니기 때

문에 기능 중심의 권력 분석은 권력관계가 보여주는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변형을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푸코는 전략과 전술을 통해 권력관계의 

우위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학적 관계, 즉 ‘권력의 일반 경제’를 탐구

해야 한다고 밝힌다. 진리 대신에 진리의 장이 구성되는 역학적 운동을 파

악하는 것이 푸코의 관계론적 권력론의 목표이다.

푸코는 2년에 걸친 통치성 강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통치화’라

는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통치성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그는 기독교

의 사목제도,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기술, 마지막으로 내치를 통해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권력의 변형과 연속성을 파악해간다.

3. 안전장치의 역사적 변형

3.1 사목권력 : 영혼의 통치

법과 군주로 대표되는 그리스-로마의 주권권력의 계보와는 대비되는 사목

권력은 국가이성 시대에 이르러서야 근대 권력에 고유한 종별성의 기원이 

된다. 푸코는 사목권력이 통치성의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자신의 강의

와 강연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하였다.18)

영혼의 통치, 기술 중의 기술로 불리던 사목은 원래 동방-히브리 지역에서 

이동 중인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권력으로서 무리의 구제를 목표로 삼

18)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분석은 주로 『안전, 영토, 인구』의 중반부에서 이루어

지며, 1980년에 발간된 『생명체의 통치에 대하여 Du governement des 

vivants』 및 향후 고백의 실천을 논의할 때 산발적으로 언급된다. 근대 정치권

력을 분석한 「Omnes et singulatim」은 푸코의 글과 인터뷰를 담은 『Dits et 

écrits』 vol.2에 수록되었다. (번역본, 푸코, 촘스키, 이종인 옮김,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시대의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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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근대 정치권력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계보에 있어서, 사목의 가장 핵

심적인 특징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이 무리를 개별적인 동시에 전체적으로

개별화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혼의 통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

나는 목자가 무리를 인도하는 종교적 사목권력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모

방한 사목적 관계에 의해 주도된다. 다른 하나는 목자가 각각의 양에게 부

여하는 양심지도의 형태이다.

그리스의 정치권력과 달리 사목권력의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

리며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다. 그는 근면하며 매 순간 양의 행동을 감시

하여 내세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양의 일상과 행동을 매순간 보살피고 

지도하여 양에게 알맞은 특수한 배려를 행해야 한다.

푸코는 사목권력에 나타나는 목동의 역설이 정치적 국가이성에 의해 계승

된다고 지적한다. 목동은 전체와 개별을 동시에 주시하여 보살펴야 하는데 

국가이성은 이를 개별화하는 동시에 전체화하는 권력 테크놀로지로 변형시

킨다.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목권력의 테크놀로지는 현재까지도 생명을 

강화하며 관리하는 근대의 생명권력으로 계승된다. 

목동의 역설은 무리를 보살피는 목자는 전체 무리를 위해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전체를 희생시킬 위험

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인종주의와 

생명정치의 결합인 나치즘과 국가사회주의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19)

사목권력을 주권자의 법적 통치로 단순히 환원할 수 없는 까닭은 사목권

력이 자신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

지 권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목표로 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피통치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 권력은 세부적으로는 전체와 개체를 역설적으로 

통치하며 양자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그리스-로마 사유와 매우 이질적인 

사목권력을 본격적으로 메커니즘, 제도, 조직화한 것은 그리스도교 교회이

다.

  이러한 동방-히브리 지역의 사목은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해 제도화됨으

로써 본격적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권력으로 행사된다. 성 그레고리우스는 

19)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2강, 1976년 3월 17일 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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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통치하는 기술을 기술 중의 기술, 지식 중의 지식으로 주장한다. 체

계화된 그리스도교의 사목은 히브리의 사목권력과 대비되는 통치 관계를 

설정한다. 히브리 사목은 신 이외의 다른 목자를 섬기지 않는 독단적 관계

를 설정하지만 유대교 교리에 따라 내세의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에서 제도화된 사목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포괄하

는 범형으로 삼는다. 이런 변형된 관계성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는 자체의 

법·규정·기술·절차를 갖는 제도로서의 사목권력을 정식화한다. 그리스도교 

고유의 사목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준다는 목적으로 일상적 통

치를 실천한다. 

사목권력이 영혼을 돌보는 방식은 영혼의 인도가 어떤 개입, 곧 일상의 품

행과 생활의 관리에 대한 지속적입 개입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 사

목은 개인의 재산·부·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한에서만 개인

의 영혼을 인도한다. 그리스-로마 사유의 정치적 주권은 이와 반대로 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복종을 이끌어내지만 사목권력과 같은 항시적인 감시와 

개입을 행하지는 않는다. 푸코는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문턱은 종교적인 사

목적 통치가 계산되고 숙고된 통치합리성으로 계승되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순간이라고 주장한다.

푸코는 그리스도교 사목의 특수성을 세 가지 범주와의 관계를 통해 고찰

한다. 구원, 법, 진실과의 특수한 관계맺음을 통해 “인간을 통치하는 기술”

을 발명해낸 사목은 서구 주체의 역사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사목이 개별화의 새로운 양태를 형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권력형태이기 때

문이다. 

먼저 개인과 공동체가 내세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양떼와 전면적 의존관계를 맺어야 한다. 내세의 구원에 도달하도록 전체적

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무리를 이끌어야 하며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

해서라면 전체 무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기를 감수하며 양떼 전체와 한 마리

의 양의 가치를 동등하게 두는 ‘목동의 역설’이 사목권력이 구원과의 관계

에 특징적인 면모이다.  

20) ST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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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많은 양떼인 신도들을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는 법과의 관계, 즉 

양떼와 인도자의 전면적 의존관계가 필수적이다. 통치자인 목자와 피통치자

인 양떼의 관계가 일대 다수, 즉 소수와 다수의 복종관계로 맺어진다. 하지

만 동시에 개개의 양떼는 지도자인 목자와 개별적으로 전면적 의존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유형의 모델은 신과 인간의 복종관계이며 이는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특징짓는다. 개별자는 인도자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복종하게 

되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뜻이나 의지대로 된다. 그리스 시대에 볼 수 있

는 복종의 형태는 스승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나 자기 제어를 얻기 위하는 등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반면에, 사목적 복종은 최종 목적이 없는 관계로 끝없이 복종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의지를 줄여나가 독단적인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의지이다. 푸코는 이 지점에서 사목권력에는 자기 파

괴를 내포하고 있는 개별화 방식이 존재한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사목권력과 맺는 관계는 개별자의 매순간의 행위가 나

타나는 일상생활의 장에서, 목자가 양떼를 감시하면서 항구적 지식을 구축

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사목적 권력행사는 지도자인 목자에게 특수한 종류

의 앎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지식은 단순히 양떼의 집단에 대한 전반적

인 앎뿐만 아니라 양떼를 구성하는 각각의 양들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다. 

그리스도교의 사목권력은 각각의 양들이 목자에게 자신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의무를 통해 개별적인 자신의 진리를 추출해내게 만든

다. 목자는 개별 양에게 속한 고유한 앎을 바탕으로 하여 매순간 이들의 행

동을 지도해야 한다.21)

사목권력의 결정적인 기여는 이러한 구원, 법, 진리의 특수한 관계, 즉 분

석적으로 행동을 판별하고 자신을 돌보는 목자에게 복종하며 피통치자 자

신의 숨겨진 진실을 생산하는 특유의 통치(conduire) 방식으로 서구 사회

에 특징적인 개별화(individualisation) 방식을 발명해냈다는 점이다. 정치

화된 사목권력 역시 법을 도구로 삼는 주권권력과 궤를 달리하는데, 그리스

도교에 고유한 내세의 구원은 국가이성에서는 법과 다른 권력행사방식을 

21) STP 91-195/16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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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쿠데타로 변형되었다. 양떼 각각을 개별화하는 사목권력은 법과 

관련하여 개인을 예속화(assujettissment)된 주체22)로, 동시에 목자와 맺는 

진리의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능동적으로 주체화(subjectivation)하는 주체

로서, 이중의 주체 생산 형식을 서구의 주체에게 부여하게 된다.

3.2 내치 테크놀로지 : 개인의 삶과 국가의 결합

.

16세기 종교적 사목의 위기가 나타남과 동시에 사회에서는 세속화된 사목

으로서의 인간의 통치가 확산된다. 통치의 문제는 아동의 통치, 개인의 행

위를 인도하는 것, 가족의 인도와 같은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세

속화된 사목은 통치를 사회 곳곳에 전파하여 종교적 사목의 축소와는 반대

로 오히려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에서 사목의 기술은 

통치(conduite)라는 기술로 변형되는데 인간의 행동을 대상이자 목표로 삼

는 매우 특이한 유형의 권력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이끄는 방식을 지칭함과 

동시에 다른 이에게 인도를 받아 행동하는 방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정치권

력은 사목권력의 실천을 전략과 전술의 형태로 다시 포착하여 자신의 권력

장치로 포섭한다.

종교개혁을 계기로 주권권력은 주권을 행사하기 고유의 통치원리와 합리

성, 통치모델이 필요했다. 통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가?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작업은 제도의 역사나 사상사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제도들과 사람들의 행

위에서 작동하는 합리성의 역사를 목적으로 삼는다. […] 합리성은 인간 행위의 

22)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은 이와 관련해서 규율화된 주체, 예속화가 

어떻게 서구 근대 사회에서 확산되었는지 보여주는 푸코의 권력 메커니즘 분석

의 결과물이다. 예속화(assujettissement)은 복종화로도 번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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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를 프로그래밍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폭력에도 합리성이 존재한다. 내 문제

는 폭력과 그토록 양립가능한 이 합리성의 본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3)

푸코의 분석대상인 합리성은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통치와 상관적인 개념

이다. 이는 개인 혹은 국가의 통치가 자신의 행위를 이끄는 방식을 성찰하

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주권권력은 신의 섭리에 따른 우주론적·신학적 연

속체와 유비를 통해 통치행위의 모델을 결정했지만 종교적 합리성과 분리

된 이후 권력을 행사할 때 통치행위를 어떻게 계산하고 성찰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고민해야만 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오랜 종교전쟁이 끝을 맺고 정치와 종교와 분리되어 유럽의 각 

국가가 세워지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에 체결된다.24) 종교가 지배적

인 시기에 유지되던 제국 중심의 국가관이 소멸하여 17세기 말에는 끝이 

없는 다수의 국가가 영속하는 국가관이 유럽의 세계관을 특징짓는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종교적 사목에 근거하지 않는 자

신의 고유한 통치원리를 갖추어야 하는 국가이성이 등장하게 된다. 국가이

성은 국가가 출현하게 되면서 통치실천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합리성이다. 

새로운 통치이성을 이끌어가는 규제적 이념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며 또한 현실적인 것을 인식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 

존재한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현실에 주어진 요소들과 정치적, 통치의 제

도가 연결되어 관계를 맺는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이성은 이전 시대의 권력 행사와 차별되게 국가인 자

기 자신을 기반으로 하여 통치실천을 합리화한다. 국가가 현실의 이해가능

성의 원리로서, 합리성의 원리로서 수립됨과 동시에 통치의 목표는 국가의 

유지 및 강화로 맞춰진다. 

국가이성의 통치술은 새롭게 등장한 국가의 구성 및 유지에 적극적 역할

을 하게 된다. 주권자가 법을 통해 내리는 명령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적 실

23) DE 2, N.272, “Foucault etudie la raison d'Etat”, p.803

24) 『안전, 영토, 인구』 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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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있어야만 한다. 푸코는 팔라초의 문헌을 인용하여 국가이성의 “연속적 

창조행위로서의 통치”, 주권을 넘어서 매 순간 숙고된 방식으로 통치를 확

보해주는 국가이성의 특수한 활동이 연속되어야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

고 말한다.25)

이전 시대의 주권자와 달리 국가이성의 주권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야만 통치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주권자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 내재적인 사물, 

국가의 현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푸코는 이 지식을 ‘통계학(Staatistik)’

이라고 말한다. 통계학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앎을 지칭하는 것

으로, 국가를 특징짓는 힘과 자원을 인식하게 해준다. 

국가이성은 정치적 이성의 필수요건이자, 대상인 힘을 목표로 하여 사고한

다. 다수의 국가가 공존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외교적 평형

을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국력을 증강하여 국가간 무역경쟁에서 승리하여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부를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는 국가가 보유한 힘의 계산을 통해 국외적 평형과 국내적으로는 무제한적 

통치의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 푸코는 이러한 정치적 이성의 힘관계의 유지 

및 발전, 결합에 사용되는 것을 ‘안전메커니즘’이라고 칭한다. 

종합하자면, 힘의 증강 및 힘관계를 유지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

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숙고된 사유와 통치실천이 국가와 국가이성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국가이성의 안전장치는 종교개혁 이후 질서가 

부재한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공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동원되

는 권력의 테크놀로지이다. 푸코의 권력분석에서 장치는 ”발전시키거나 방

해하거나 안정화시키거나 사용하거나 힘관계의 어떤 특정한 조작, 구체적이

고 합리적인 개입에 관련된다.26)

국가이성에서 나타난 중상주의는 경제적 관점에서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

해 통치실천을 합리화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중상주의란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통상을 통해 국력을 증강하고자 할 때 사용한 기술과 계

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인구를 동원해 인구 전체가 노

25) 같은 책, 330쪽, 355쪽.

26) DE 2 N.206 “Le jeu de Michel Foucaul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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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종사하여 인구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최소로 유지하고, 상품 원가를 최

소화하여 상품이 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이 팔리게 해 가격 경쟁에서 승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상에서 우위를 점한 국가는 금 화폐를 자국 내에 

축적하여 국부를 늘려 국가의 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중상주의는 경제적 순환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전체와 

개별의 결합, 개인과 국가의 연결고리를 발견한다. 노동하는 개인이 산다는 

것, 더 잘 산다는 것, 개인의 존재와 개인의 안녕은 실제로 통치의 개입과 

관련을 맺게 된다. 푸코는 이 시기가 서구 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통

치성이 인간의 실존과 공존, 교환과 순환에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이라 지적

한다.

국가의 번영과 강화를 통치의 목표로 삼는 국가이성 시기에 내치는 국가

가 그 힘을 강화하고 최대한으로 그 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국력과 국부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내치는 바로 개별과 전체, 개인의 삶

과 국부를 연결시키는 권력 테크놀로지이다. 내치국가의 메커니즘은 세부의 

것을 통제(réglementation)하는 것이다. 내치는 인간들의 활동, 교류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통해 국가의 유용성울 창출하는 것, 개인들의 행복이 국력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내치의 역할과 목표는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여분의 삶을 제공하는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에게 여분의 힘을 제공한다. 이것은 인간들 간의 

상호활동, "교류"를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교류는 개인들의 공통의 활동

(노동, 생산, 교환, 숙식)이다.27) 내치는 인간의 활동을 도시나 보건, 길, 시

장, 곡물, 도로 등의 물질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사유한다.

이 때 내치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을 발견하게 된

다, 내치는 인간들이 함께 살거나 같이 있거나 교환하거나 노동하거나 생산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고유한 규칙성을 발견한다. 내치는 인구와 환경이 

맺는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내치가 일어나는 국가의 공간은 도시이다. 도시에서 경제활동에 연결된 개

인들의 노동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이성은 내치를 통해 이들의 

27) 미셸 푸코, 노암 촘스키, 이종인 옮김,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

다』, 시대의창, 2010.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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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국부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이성은 도시에서의 통치 모

델을 국가 전체로 확산시켰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통치는 이러한 무한정한 통치 행위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을 드러내었다. 17세기 초 시작된 내치국가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은 18세기 전반의 곡물 순환에서 제기된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내치의 통제는 경제절차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려 함으로

써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의 자연적 현상의 안전을 확보

하는 안전 메커니즘이 새로운 통치성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로 자리 잡는

다.

곡물 순환의 위기에서 내치의 실패라는 현상을 둘러싸고 정치경제학은  

통치 행위, 통치실천에 고유한 자연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경제 메커니즘이 

나타내는 고유한 법칙, 즉 자연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가이성의 통치행

위는 국가의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법이 국

가이성의 외부에서 제한하려 시도했다면 정치경제학은 통치실천의 내부에 

위치하며 통치실천을 효과 측면에서 고찰하게 된다.  

4. 자유주의 통치성의 안전장치

4.1 안전메커니즘 : 인구의 자연성의 문제

국가이성의 통치와 자유주의의 통치를 구별하는 특징적인 개념은 바로 인

구이다. 내치에서도 인구를 고려하지만 이는 자유를 가진 인구가 아니라 국

가의 힘을 구성하는 인구-부로 나타난다. 이 인구-부는 통치실천에 대해 

조작적 힘을 갖지 않는다.

자유주의 통치에서는 인구를 둘러싼 지식과 권력의 장치가 서로 결합한

다. 먼저 인구에 대한 앎을 생성하며 인구에 관한 학문인 정치경제학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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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필요한 진리를 제공하다. 이에 더하여 인구를 조절하는 안전장치는 통

치성에 필요한 자유, 사회의 자연성을 고려하기 통치하기 위한 권력의 테크

놀로지이다. 

인구에 대한 고유한 특성은 자연성으로 불리며, 어떤 집단에 속한 인구는 

집단의 수준에서만 발견가능한 고유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다. 인구는 본래

적인 소여가 아니라 일련의 변수에 의존하는 소여로 존재한다. 통치가 적절

한 개입이 되는 순간은 “구체적인 개개의 신민들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현

상과 과정을 동반하는 인구 자체”28)를 고려할 때이다. 통치는 이 자연성에 

대한 통계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숙고된 방식을 통해 통치를 실

천해야 한다. 합리화된 통치를 실천하기 위해 안전장치는 자연성을 고려하

여 사물을 배치함으로써 순환의 자유를 보장한다.

나아가 인구의 자연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경제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통

치가 요구된다. 국가이성 시기에 독립된 ‘경제’는 현실의 수준을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하지만 곡물 내치와 식량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경제라

는 현실/실재(realité)가 독립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역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고 작동의 메커니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경제를 통치의 영역으로 관할하려 하며 이 

때 경제는 통치의 대상이자 목표인 인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 

변형된다. '경제'는 넓은 의미에서 인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절차에 

대한 지식을 일컫는다.

푸코는 자연성의 문제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자유주의는 통치 대상이나 메커니즘, 사회의 자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유주의 통치성을 자연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통치성에 고유하게 요구

되는 자유가 자유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장치의 상관

물로서의 자유는 근대적 의미의 자유, 즉 개인이 소유하는 자유의 법권리가 

아니다. 자유는 “운동과 이동의 가능성, 사람이나 사물의 순환과정”29)으로 

이해된다. 자유주의에서 안전장치는 순환의 자유, 순환의 능력인 근대적 자

유를 생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28) 『안전, 영토, 인구』 104쪽.

29) STP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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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는 집단의 고유한 현상,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의 

자연적 현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물의 적절한 배치를 모색한다. 안전

장치는 사물이 배열되고 통치실천이 보장되는 공간인 환경을 발명한다. 환

경(milieu)을 통해 개인, 인구, 집단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계열은 그 주변

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상호작용한다. 주권자는 인간을 바꾸고 싶을 때 바

로 이 환경에 작용을 가해야 한다. 주권자의 직접적인 사건 개입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적합

하다. 결과적으로 주권자는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권의 영역은 규율권력과 공존 가능하지만 자유주의의 

통치, 합리성과는 매우 이질적인 영역이다

인구 문제가 등장하면서 통치와 주권의 역전이 발생하여 통치가 국가의 

권력행사에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푸코는 인구의 자연성을 

특징짓는 것이 행동의 원동력으로서의 욕망이라 지적한다.  바로 이 개별적

인 욕망이 전체적으로 인구의 일반적인 이익을 생산하게 된다. 개인의 욕

망, 즉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작용이 실제로 인구 

전체의 이익을 생산하게 하는 조건이다. 바로 서로 경쟁하는 각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개인들간의 이익추구 행위를 통해 집단적 이

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익추구 메커니즘에 개입하지 않고 그것

이 작동하는 그대로, 스스로 조절되도록 방임해야하며, 자유가 부여된 만인

의 부는 각 개인의 행동에 기반하여 확보되는 것이다.

자유주의 출현 직전에 나타난 국가이성 시대의 중농주의자(physiocrate)

가 발견한 통치에 관한 앎은 경제의 자생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경제 질서에 대해 통치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시장에는 경제적 순환이 존재하며 국가가 개인의 이익추구를 방

임할 때에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전장치는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역설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푸

코는 자유주의에서 안전장치가 개인들간의 이익추구로 발생하는 위험을 최

소화시켜 통치실천의 작동을 보장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자유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기 때

문에 자유를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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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장치의 역설 : 자유의 생산과 파괴

자유주의에서 안전은 자유를 생산하는 비용의 계산 원리이다. 자유주의의 

합리화는 통치실천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간소한 통치(frugal 

government)’를 목표로 한다. 자유주의 통치합리성은 국가이성과의 대조를 

통해 그 종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이성이 국가 그 자체를 목적이자 통

치의 원리로 삼았다면, 자유주의는 통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자유주

의는 국가이성과 달리 최소한의 통치를 실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힘의 강화, 국력과 국부의 증대를 목표로 국가이성은 내치를 통해 

통치실천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에 반해 근대 통치이성을 특징짓

는 중요한 변형은 통치술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리의 확립이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통치행위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그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해 혹시 지나친 통치를 하고 있는 것

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통치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할하며 스스로가 행하는 것 및 스스로가 대상으로 삼는 것의 

자연본성에 따라서 통치실천을 제한한다.

새로운 통치이성은 칸트가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당성과 한계를 

물었던 것처럼 자신의 통치이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통치의 비용과 이유, 

정당성에 대해 고찰한다. 통치가 그 자체로 ‘과도하며’, ‘과잉된 것’은 아닌

지 통치 개입이 유익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자유주의의 통치 영역으

로 등장한 ‘사회’가 등장함으로써 제기되는 질문이다. 

통치실천의 실패가 나타난 경우는 통치실천이 대상들의 고유한 자연성의 

법칙을 위반할 때이다. 자유주의는 통치성의 과잉에 의한 효과를 시장이라

는 실재에서 측정한다. 시장은 진리진술(veridiction)의 장소로서 가격 메커

니즘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내버려 둘 때 통치실천의 효용(utilité), 유용성

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통치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공간이다. 정치

경제학은 자유주의 통치합리성에 대해 중요한 성찰을 제시한다. 바로 경제

절차의 최적화된 전개와 통치절차의 최대화가 원리상 양립할 수 없다는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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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30)

하지만 통치성에서 필요한 자유는 부단히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다. 자유주

의는 자유를 생산하고 조직화하며, 자유를 소비한다. 이러한 자유의 생산에 

의해 비용의 문제가 수반된다. 안전은 위험을 고려하여 자유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원리로서 기능한다. 안전장치의 전략은 통치가 

작용하는 영역인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이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가능한 위

험이 되지 않도록 하며 최소의 위험이 발생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 통치술은 상이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며 대립하는 경우, 한 

쪽의 이해관계가 다른 쪽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예를 들어 안전

은 노동자의 자유가 기업과 생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며 노화를 

포함하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들이나 질병이 개인이나 사회

에서의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를 생산하고 자유가 행사될 경우 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적 비용이 급증함과 동시에 자유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반대효과를 낳게 된다.31) 안전은 통치에 필요한 자유를 

보증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통치행위가 제한된 경제의 실천 영역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와 안전의 역설은 자유주의 통치성 자체에 내재한 위기를 드

러낸다. 자유를 행사하는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유를 보증하는 메커

니즘의 개입이 강화되고 결국 경제적 자유의 보증이 무화될 위험까지 이르

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경향의 역사적 실례로서 케인즈식 개입과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현실 속에서 자유주의의 

위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한다.

  

30) NBP 326/439

31)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09쪽.



- 23 -

5. 신자유주의와 안전장치

렘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간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

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경제에 관한 조작된 “잘못된 지식”으로 간주되며, 

이를 권리나 해방 혹은 과학적 지식이나 “중립적” 지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보

통 비판은 사회에 대한 “참된” 법칙과 정치의 “현실” 메커니즘을 인식할 수 없

는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모순”이나 “불완전한 이론”을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

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본다. 둘째, 비판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가 정치 영역으

로 확장하는 것, 자본주의가 국가에 승리하는 것, 민족 국가의 정치적 규제를 

벗어나는 세계화로 이해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처방도 나온다. (방어

적) 전략은 오늘날 통제를 벗어난 “야만적” 자본주의를 “문명화”하는 것이며, 

재再규제화와 재再착근 화를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로 

본다. 세 번째 비판 노선은 개인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효과에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전통적 경험의 평

가절하, 집합적 유대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화 과정, 가족 가치와 사적 관계를 

위협하는 유연성․이동성․위험감수의 지배가 해당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실용

적 반反인간주의”로 본다. 32)

푸코의 신자유주의 분석의 방향은 이들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정치는 자신의 통치실천을 분석하여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질

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의 수립과 경제적 분석을 비경

제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사유방식과 정치노선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

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경제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계획화, 즉 경

제적 개입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리로서의 경쟁

32) Lemke, Thomas.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3 (200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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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의 본질이자 형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생산해야하는 통치성

의 목표가 된다. 요컨대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절차는 통치실천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

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조건들, 즉 틀과 환경의 수준에서만 법

률의 형태로서만 형식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청된다.33)  

정치경제학은 자유주의 통치합리성에 중요한 성찰을 제시했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경제절차의 최적화 전개와 통치절차의 최대화가 원리상 양립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34) 자유를 생산하고 보증하는 안전 메커니즘은 더 

많은 통제와 개입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도입하려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

의는 이러한 안전장치의 개입과 통제에 반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통치

성은 자유와 안전의 동시적인 작동을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milieu)을 기점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대응해 안전

장치의 주요한 역할과 전략이 변경된다. 왜냐하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개

입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사회적 현실에 대해 위험이나 우발적 사건을 대

처하라는 이중의 요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주권 권력은 여전히 경제라는 

현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지만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통치

의 목표를 이루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정치경제학적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다. 따라서 경제현실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자 할 때 환경을 통해서 

인구라는 주체이자 대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환경은 

경제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실인 사회를 의미한다.

잠시 안전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자. 곡물순환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식량난의 사례에서 안전 메커니즘은 ’사물과 사람의 순

33)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7강 1978년 2월 22일 강의. 경쟁적 시장경제 모델이 

작동할 때 생기는 여러 마찰과 갈등, 충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식으로 

구성된 사회는 동시에 법률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회이기도 하다.(기업

사회의 이면인 법률사회). 하지만 법률적 개입은 반드시 형식적인 것으로 제한

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절차에 개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획화를 방지하기 위

함이다. 법치국가는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불변하는 규칙들을 생산해내는 역

할을 담당한다. 하이에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계

획에 따라 활동하도록 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은 제한되어야 한

다(‘법의 지배’). 

34) NBP 32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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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즉 두 요소들이 결합한 복잡한 원인과 결과의 순환현상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 안전장치가 개입하는 경제의 장은 경제적 주체인 

한에서의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과 결합되어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피츠는 안전 테크놀로지가 환경 테크놀로지로서 

간접적으로 기능하며, 이 개입논리의 변형을 빈곤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 말한다.35) 이 글에서는 이를 단초로 하여 경제적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

의의 사회정책의 사례인, 부의 소득세를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장치와 

그의 역사적 모태가 된 내치 테크놀로지 역시 사회에 대한 ’경제적 통치‘를 

경제적 영역에서 인간의 삶을 요구를 결합시키는 요구에 대응하는 계기였

음을 검토한 바 있다.

푸코의 분석에서 안전장치는 서구 근대에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권

력을 특징짓는 통치성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정치권력이 주권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인구의 집단적 수준에

서 발생하는 인간-종의 생물학적 현상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권력

의 테크놀로지였다. 국가이성의 내치 테크놀로지부터 자유주의 통치성의 안

전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등장한 통치합리성의 안전장치들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힘과 국부를 증강시키며 강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

치성에 필요한 자유를 생산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렘케는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신자유주의의 차이가 인공적으로 배열된 자

유와 행동양식이라고 설명한다.36)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주의 

합리성 안에서 안전장치가 생산하는 자유는 사회에 속한 인구가 드러내는 

자연성, 즉 욕망과 이해관계의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생산해내는 메커니즘

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통치실천을 펼칠 때 고려해야만 하는 자유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권력의 관심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인들의 기업가적이고 

경쟁적인 행동”37)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환이 아닌 경쟁을 시장 

메커니즘의 원리이자 본질로 삼는 인공적인 통치행위가 요구된다. 경제 메

35) Opitz, Sven. "Government unlimited: The security dispositif of illiberal 

governmentality." Governmentality. Routledge, 2010. 99쪽.

36) Lemke, Thomas. A Critique of Political Reason: Foucault's Analysis of 

Modern Governmentality. Verso Trade, 2019. 264쪽.

37) 같은 곳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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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구축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정치 개입에 의

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38)

언제나 통치의 과잉을 경계하고 간소한 통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통

치성 내에서 안전 메커니즘이 적극적인 통치술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정치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통치술

이 자신의 실천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국가이성을 기반으로 한 내치국가는 17세기 중상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영토 안의 신민의 활동을 국가의 부로 연결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가이성의 통치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주권자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국가이성에서 자유주의 통치성으

로의 이행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이었다. 그는 국가

와 그 주권에 연결된 정치적 이성의 경제적 실격을 규명했다. 곡물 순환의 

자유에 대한 논쟁에서, 중농주의자와 아담 스미스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주체인 경제적 행위자는 경제학의 총체에 맹목적일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경제 주체는 자신을 둘러싼 무한한 것에 의존

하며 각각의 행위자들은 이 총체를 몰라야만 개인의 이익은 집단적 부를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개인은 전체에 대해 지식을 가질 수 

없으며, 전체를 인식하지 않아야만, 이러한 메커니즘의 비가시성에 의해 개

인과 전체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스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 메커니즘의 

비가시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개념이다. 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정의하면서 그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자로 요청한다. 스미스가 제시하는 경제학적 진리는 경제적 세계에는 본

질적으로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절차의 통제 불가능성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원자론적 행동의 합리성을 기초한다.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개별 행위자의 경제절차의 총체에 대한 인식불가능성

에 기반하여 개별 행위자는 경제절차 전체에 대해 맹목적이라는 사실이 경

제적 합리성의 기초가 된다. 정치경제학은 18세기부터“경제절차의 정치적 

38) 같은 책,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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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화에 관한 오류추리를 고찰”했다.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

이 세계의 전체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자는 경제절

차의 전체성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30년대에 등장한 계획화, 통제

경제,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에 신자유주의자들이 반기를 든 까닭은 이러

한 경제정책들이 실격된 경제적 주권자의 존재 가능성을 되찾으려는 시도

이기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경쟁 질서를 내면화한 경제적 

합리성의 주체이다. 이 경제적 주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불리며, 시장에

서 교환하는 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주체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활용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능동적인 주체이다. 미국 신자유주의

를 이끄는 시카고 학파는 인적 자본 이론을 통해 노동에 대한 기존 자본주

의 분석이론의 단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노동과 자본의 개념을 제시한다. 신

자유주의 통치합리성은 이러한 주체 형성이론을 적용하여 호모 에코노미쿠

스를 자신이라는 자본에 투자하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적 주체”로서 

바라본다.39)

39) 푸코는 통치성 강의에서 정치권력의 주권적 행사에 한하여 통치성을 분석한다

고 밝혔다. 실제로 푸코는 통치성에 대한 분석을 향후 강의에서 연속적으로 이

어가지만 이는 고백 행위를 통해 통치의 대상으로 자신을 구성하며 자신에 고유

한 진리를 추출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기독교적 통치실천을 다루기

도 하며(다음 해 1979-89년 강의인 『생명체들의 통치에 대하여(Du 

gouvernement des vivants)』), 푸코 사망 일년 전부터 진행된 통치의 분석은 

자기 자신(soi)과의 관계를 수립할 때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타인을 어떻게 통

치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그 역사적 배경은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교, 고

대 그리스에 한정된다. 자기 자신을 변형하는 실천인 ‘실존의 미학’은 후기 푸코 

연구의 핵심어로서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자기 배려를 실천하는 영성

(spiritualité)에 초점을 맞추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진리를 어떻게 내부적 에

토스로 변형시켜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형성하sms 윤리적이며 미학적인 실

천이다. Foucault,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Ⅰ: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2-1983, Seuil/Gallimard, 2008,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Ⅱ: Le Courage de la vérité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3-1984, Seuil/Gallimard, 2009. 참조

   정치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의 주체의 담론적 실천은 파레지아

(parrhesia) 개념으로 주제화된다. 이는 ‘모든 것을 말하기’, 진실을 말하는 용

기, 자신에게 처한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를 의미하며 고대 그리스에서 다양한 

발화상황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 정치적 중요성에 부각되는 시기는 고대 아테나

이의 민주주의시기이다. 주체와 진리를 연결하며, 타인과 자신이 처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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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특유한 주체화 과정에 개입되는 인적자본 이론은  

개인에게 내재한 자본인 인적자본을 구성하며 관리하는 기업가적 주체의 

활동이 자본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서동진은 노동하는 주체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 즉 기업가적 주체로 자

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새

로운 자본주의적 주체의 정체성으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주체의 

경제적 활동을 능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적·사회적인 “경영담론”40)의 범람을 통해서도 실행된다.41)

기업가적 주체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교육 등을 비롯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기 자본의 가치를 높인다. 내재적 자본은 미래에 발생할 소

득의 원천으로 이해되며, 기업가로서 경제주체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며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도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변모한

다. 이러한 활동이 의거하는 경제적 지평의 전제는 무제한적 경제성장을 통

해 개인의 소득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 대

신에 자신의 자율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개인들의 상호적 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파레지아는 푸코의 주요한 관심사였

다. 푸코는 1982년 그르노블에서 파레지아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이후 198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6차례의 강연을 통해 파레시아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행한다. 파레지아에 대한 강연록은 다음을 참조.

  미셸 푸코,.심세광·전혜리 옮김, 『담론과 진실 : 파레지아』, 동녘, 2017.

40) 서동진,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61호 (2010) 39쪽. “노동자에서 인적자원으로, 국민에서 능동적 시민

(active citizen)으로, 학생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각각의 사회적 삶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바뀔 때” “노동하는 삶의 능력은 이제 “역량”(competence)이라는 새로

운 기준을 통해 가시화되고,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기술 역시 고안되고 

도입된다“

41) 같은 곳 44쪽. 서동진은 자기계발하는 기업가적 주체의 등장을 개인이 주체적

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것은 장려하는 경영담론의 범람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

장한다. 서동진은 이러한 담론적 형성이 연원하게 된 까닭이 신자유주의의 통치합

리성이 “정치적 합리성”(governmentality)이란, 지배(government)는 언제나 특정

한 사고양식(mentality)을 통해서만 즉 행복, 부, 건강, 안전이란 무엇인가에 관련

된 특별한 담론을 형성함을 통해 사회적 삶을 객체화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며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또한 그것은 그를 위

해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란 자기 지배의 테크놀로지와 

함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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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기반으로 보험이 개인의 일생에 발생하는 우연적 사건들에 대한 위험 

대처 테크놀로지, 즉 안전장치로서 활용된다.

  

5.1 위험관리로서의 안전메커니즘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작하는 통치술의 원리로 삼는, 또한 

통치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정치경제학을 통치실천의 제한 원리로 삼

는 ’실천과 진리체제의‘ 연결이 통치성 분석에서 부각되면서부터 안전메커

니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살펴볼 수 없다. 하지만 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

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다시 안전 메커니즘은 푸코에게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자유주의는 안전과 자유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개인과 집단이 가능

한 최소한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해야 한다.42)

  자유주의 통치술은 결국 통치성의 위기라 불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도

입할 수밖에 없는 통치체제이다. 통치성의 위기란 자유의 행사에 드는 경제

적 비용의 증가에서 기인될 수 있는 위기들로 정의될 수 있다.43) 또한 통

치성에 필요한 자유를 막대하게 소비하는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보충

하는 메커니즘의 작동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안전장치의 역설로 

정의될 수 있는데, 자유를 생산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실제로는 자유의 파괴

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자유의 보증으로서의 메커니즘은 모두 경

제실천의 영역을 속박하거나 강제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장

치는 자유의 생산조건이기도 하지만 자유의 위험으로서 간주되는 역설적인 

기능을 하는 통치의 문제로서 다시 제기된다.

자유주의의 위기에는 비단 이러한 내부적인 통치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현실의 문제가 더해졌다. 케인즈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국

42) NBP 67

43) NB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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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회주의로의 이행, 즉 개입주의 경제정책으로 총칭할 수 있는 경제개입

정책으로 인해 자유가 감소하는 자유주의의 위기가 생겨난다. 푸코는 통제

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으로서 뉴딜정책을 언급한다. 이

는 시장에 대한 일련의 인위적, 직접적인 경제적 개입을 통해 경제를 재건

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경제적 자유를 대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경

제 위기 속에서 복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1946년부터 새로운 전제주의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경우 정치적 주체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 고발되는 경제적 개입주의에 의해서만 보증되는 전체주의적인 

움직임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위기와 통치성의 비판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 통치성

에서 결과적으로 안전장치는 제한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안전장치의 주

요한 특성인 계획화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에서의 경제현실의 요소를 조절하

는 식의 안전장치의 적극적인 개입은 축소된다. 대신 경제주체가 활동하는 

상호작용적 현실인 시민사회에서, 경제의 영역과 거리를 둔 통치가 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사회경제적 문제가 부각될 때에 한하여 신

자유주의 통치성의 위험관리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

식량난과 곡물 순환에서 중농주의자들의 경제적 통치술을 특징짓는 것은 

발생한 일의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 발생해야 하는 일의 계획화가 목표로서 

수립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를 “분석-계획화”44)로 지칭하며 이는 신자유

주의에서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장치의 작동과는 반대된다. 독일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통치합리성에서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입장은 계획화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인데, 계획화의 시도는 시장경제 메커

니즘에 직접 개입하여 경쟁을 원리로 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44) NB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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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마약시장 : 사회적 위험인 범죄성

푸코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 중 절도에 대한 대처를 통해, 법체

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의 특징들을 구별한다. 형법은 절도와 같은 특

정한 범죄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내린다. 규율권력은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바탕으로 감옥에 수감된 이후 매 순간, 훈육

과 노역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교정을 담

당한다. 이와 동시에 이 범죄자 개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과학적 지식, 

즉 범죄학, 심리학, 정신의학적 앎을 바탕으로 범죄자는 대상화되어 예속화

된 신체로서 개별화된다.

안전장치에도 법체계와 규율메커니즘의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안전장

치는 통계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룬다. 먼저, 1) 절도 같은 특정 

범죄의 평균 발생률, 범죄 발생 규모를 통계학적 예측하여 2) 사회에 발생

되는 범죄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계산하고 3) 이를 억제하기 위한 유형의 

비용을 계산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와 최대의 범죄

율의 한계를 정하여 안전메커니즘은 사건의 최적의 평균치를 유지한다.45)

안전장치가 작동되면서 형벌에 관련된 법체계, 규율메커니즘의 전면적인 교

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건의 전체적인 개입을 위해 법 메커

니즘과 규율메커니즘의 동원이 급증하게 된다. 푸코는 안전장치가 범죄에 

대한 대처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것은 법률-사법 

메커니즘, 규율메커니즘, 안전메커니즘 간의 상관관계의 체계”46)라고 덧붙

인다.

특히 안전장치는 규율메커니즘에서와 같이 개인을 완벽하게 제조

(fabriquer)하여 통제하는 것처럼 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다. 사건의 확률분포를 보고 처벌의 유형 및 강도가 점차 낮아지게끔 하는 

것이 안전메커니즘의 사건의 정상화(normalisation) 방식이다. 사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려면 처벌비용이 너무 과도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45) STP 9/24-25

46) STP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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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안전장치의 작동방식은 부정적인 위험에 대해 용인의 한계를 

정해놓고 한계치에 다다랐을 경우에만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의 

발생수가 평균치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47)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범죄 역시 자유주의 통치성의 안전메커니즘의 

작동과 많이 다르지 않다. 하지면 우리가 유의할 점은 범죄자 개인을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주체,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범죄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부정적 수요를 대응시킴으로

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범죄자48)는 하나의 행동에 투자하고 거기로부

터 이익을 기대하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푸코가 사례로 드는 것은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한 마약정책

이다. 먼저 형벌체계를 활용하게 되는데, 처벌행위는 범법행위에 대한 부정

적 수요로서 재정의된다. 행위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의 이익에 반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에 대한 이익보다 큰 형벌이라는 위험을 대응시

키는 것이다. 범죄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손실

과 자신이 얻는 이익을 비교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이다. 이 때 처벌은 “어

떤 종류의 행위의 부정적 외부성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재정의된다. 특히 범죄시장에서의 범죄의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맞서 

처벌이라는 부정적 수요를 통해 제한하는 법적 수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처벌에 대한 재정의 이후에 푸코가 강조한 개념은 법의 인포스먼트

(enforcement)이다. 이는 법률이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다양

한 절차를 지시하는 용어로서 “행동으로서의 범죄의 공급에 부정적 수요를 

대립시키는 범죄시장에 대한 행위 도구의 총체”49)이다. 하지만 푸코는 법의 

인포스먼트를 현실에 강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선호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법의 인포스먼트 자체의 실행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고 사회경제

적 현실에 “부정적 외부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법의 인포스먼트를 통

47) STP 1978년 1월 25일 강의 참조/『안전, 영토, 인구』 3강.

48)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354쪽.

49) 같은 책,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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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적 수요를 생산하는 비용은 그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범죄성의 비

용”을 결코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50)

신자유주의 사유에서 근본적인 목표는 마약중독자들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시장에 나오는 마약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약시장에 접근하는 소비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마약의 소비자

들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초기의 마약 구매자들과 이미 마약

에 중독되어 마약의 가격이 매우 높을 경우라도 마약구매를 포기하지 않는 

중독자들로 나누어진다. 특히 마약중독자들의 소비는 “절대적으로 비탄력

적”51)이기 때문에 사회에 범죄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위험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마약에 대한 소비를 시작하려는 탄력적 수요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는 되도록 높은 가격을 제시해 애초에 마약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이미 

마약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 중독자들에게는 최적의 가격, 가능한 한 

최저의 가격으로 마약을 공급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 시도해야 한다. 

푸코는 마약시장에 대한 대응방식이 시장환경에 작용을 가하는 “환경행

위”라고 설명한다. 우선 범죄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주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신의 이득과 손실의 변화에 '반응적'”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벌행위는 범죄의 공급과 부정적 수요가 만나는 시장환경에서 이득

과 손실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시장의 질서를 따르면서도 교란을 

최대한으로 막는 환경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52)

처벌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이전부터 지속되었지만 경제인의 판단, 

욕망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행동을 시장경제활동의 일부로 바라보고 마약

소비자들이 이익과 위험의 계산을 진행하여 가격에 따라 상이한 행동패턴

을 드러낸다고 계획한 것은 훨씬 더 세밀하고 계산된 개입이다. 자유주의 

안전 메커니즘의 정상화(normalisation)의 경우에는 해당 인구를 집단적으

로 통계적으로 관찰한 후 허용 가능한 한계치를 정한다. 신자유주의 마약시

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인인 범죄자의 판단의 의거하여 시장환경에 대

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경제인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50) NBP 261/358

51)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361쪽.

52) NBP 26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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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가진 주체로 본다는 것은 안전 메커니즘과 분명히 구별되는 관점이

다.

   미국 신자유주의의 시카고 학파는 경제학적 분석을 사회현상까지 확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은 개개인의 선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내재한 주체가 현실에 반응하는 행위 전체를 분석하

는 행동과학의 일부가 된다.

경제학의 주체의 활동을 재정의함으로써 경제학적 분석은 사회적인 영역

을 포함한 비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된다. “환경의 가변항 내에서 현실을 수

용하는 모든 행위는 경제분석에 속함”으로써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현실을 

수용하는 자로 재규정된다. 여기서 합리적 행동이란 “환경의 가변항 내에서

의 변화들을 감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우연적이지 않은 방식, 즉 체계적

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모든 행동”을 지칭한다. 여기서 경제학은 “환경의 변

수들에 대한 반응의 체계성”의 과학으로서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53)

신자유주의는 개인이 기업가의 정신으로 자신의 행위를 프로그래밍하도록 

이끌도록 하여 개인들의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의 자

연성을 존중하는 통치는 이제 인공적 환경을 구축하고 경제의 경쟁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는 통치로 변형되었다.

5.1.2 사회정책으로서의 부의 소득세

경제위기는 곡물내치와 식량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치가 위기를 경

험하고 비판받게 되는 주요한 계기이다. 이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

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대처를 비교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서 

변형된 안전장치의 특징을 구별해 볼 것이다.

53)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1강 1978년 3월 28일 강의 370-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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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은 우선 중상주의를 위한 공간인 도시에서만 발생하는 부족사태이

다. 국가 이성 체제의 배경에서 유럽은 더 이상 하나의 제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국가가 외교-군사적으로는 평형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며 

경제적으로는 각국이 통상을 통해 자국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경

쟁한다. 중상주의는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무역의 경쟁을 통해 통

치실천을 합리화하려던 최초의 사유이기도 하다. 중상주의 시기의 경제정책

의 기본적 방침은 가격메커니즘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곡물의 판매

가격, 농민 이윤, 사람 구입가격, 입금 등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상품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국부를 최대한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

상주의의 목표이다. 가격의 통제는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즉 가격메

커니즘을 통제하지 못하여 인구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도시에서의 반란 사태를 막기 위한 정치적 통제의 일환이다.

하지만 곡물 가격의 억제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 최저가격 정책으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따라서 다시 식량 부족상태를 경

험하게 되는 도시의 소비자들은 기아에 빠지게 되므로 사람들은 식량난과 

재해에 매 순간 노출된다. 

이러한 현상을 고찰한 중농주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의 자유와 곡물 순환의 

자유를 통해 부족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조절을 통해 사

회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중농주의의 이론은 통치술의 단계에서 발생한 

변화의 한 국면이다. 경제의 자생적인 가격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곡물의 자

유로운 순환이 오히려 더 많은 이윤의 원천일 뿐 아니라 식량난이라는 재

앙에 맞서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임이 드러난다.

프랑스의 중농주의 경제학자 아베이유는 “부족과 가격상승을 자연적인 현

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4) 그는 곡물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모든 

일, 현실에서 발생할 모든 변동 요인을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의 다른 

요소들과 일련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런 현상을 제한하고 소멸시키는 정

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베이유는 곡물의 순환에서 나타나는 가격인상을 

“내버려두어야(laisser faire)”한다고 강조한다. 가격인상에 대해 직접 개입

54) STP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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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해 곡물을 수입해서 국내 수요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더 효

과적인 해결법이다. 가격이 점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바라본 곡물의 공급

자들은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예상하고 비축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며 곡물 부족 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최대한 자신이 보유

하는 곡물을 판매하려 노력할 것이다. 곡물의 가격인상을 내버려두는 이러

한 경제적 통치는 가격에 대한 전망을 사람들의 전망을 변화시켰다. 푸코는 

곡물 순환의 순수한 자유라는 기술 안에서는 식량난이 일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다.55)

이러한 안전메커니즘의 대처는 발생한 일을 경제학적으로 상세히 분석함

과 동시에 앞으로 벌어져야할 사건이 발생하도록 계획화를 진행하는 이중

의 작업이다. 특히 중점이 되는 것인 경제적 주체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행동을 완벽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요컨대 생산의 계기, 세계시장, 마지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진 인구의 

경제적 행동을 통합하는 것은 어떤 경제 또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입니다.56)

푸코는 곡물의 가격을 방임(laisser-faire)을 통해, 스스로 전개될 자유를 

줌으로써 현상의 조절을 꾀하는 이 안전메커니즘이 단 하나의 조건을 가지

고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식량난 일반이 없어지려면 사람들의 계열 전체, 

시장들의 계열 전체에는 일정한 기아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조건이다. 이렇

게 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일정한 인구에게 나타나는 집단적 수준의 식량난

을 사라지지만 개인에게 출현하여 “그를 죽게 만드는 식량부족(la rareté)

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57)

이 식량난 사태를 통해 정치권력은 개인들의 계열 전체, “통치의 정치경제

학적 활동에 적합한” 인구라는 집단적 수준을 발견하게 된다.58) 곡물순환의 

55) STP 42/75

56) STP 42/76

57) STP 43/76-77.

58) STP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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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자유와 가격메커니즘의 자유를 고려하는 안전장치는 집단 수준에서

만 발견가능한 사건의 고유한 특성인 자연성(naturalité)이 사건 해결의 핵

심 축임을 인지하고 “사건의 자연의 수준, 사건의 실제적 현실의 수준”에 

근거해 기능한다.59)

여기서 자유는 통치 수준에서 의미를 가지는 특수한 맥락에 자리하는데, 

안전장치는 이러한 경제적 자유와 상관적이다. 안전장치는 사건의 자연성, 

인구의 자연성, 메커니즘의 자연성을 파악하여 고유한 법칙과 특수성을 존

중하는 통치의 테크놀로지로서 순환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이

다. 안전 메커니즘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자연성, 고유의 법칙을 가진 현상

을 “통치나 통치자들을 위해 뭔가 적절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의 

총체”입니다. 집단과 개인, 사회체의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인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다.60)

제가 앞서 언급한 안전장치는 바로 이런 자유, 즉 18세기에 [이 단어가] 얻게 

된 근대적 의미의 자유가 부여되고 나서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

다.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된 예외적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운동과 이동

의 가능성, 사람이나 사물의 순환과정으로 이해된 자유 말입니다. 자유라는 단

어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안전장치가 배치된, 국면, 양상, 차원의 일환으로 이해

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순환의 자유, 순환의 능력입니다.61)

식량난 사태가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이성의 중상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발

견하고 통치의 새로운 대상인 인구를 발견하고 자연성을 존중하는 안전 메

커니즘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복지경제를 비판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사례를 다루는 것은 다소 복잡한 현

실 정치의 상황 안에서 이루어졌다.

복지국가를 자임하는 국가들이 수립한 사회정책들은 실상 경제질서에 직

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

59) STP 48/84

60) STP 68/105

61) STP 50/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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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나치즘과 파시즘의 전체주의적 정치에 공포를 느

끼던 사람들은 케인즈 정책이나 ‘베버리지 계획’으로 대표되는 계획경제가 

실제로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박탈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했

다. 베버리지 계획은 사회보장과 수당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에 경제적 활

력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적 권한을 강화한다.62)

이 정책의 실시는 모든 것을 집중화하며 통제하는 계획경제 및 사회보장의 

체계의 작동이다. 복지국가에서 구상하는 사회정책은 개인이 소비재에 대해 

균등한 접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

되어 연이서 경제질서에 파괴적 효과를 초래할 경우에 대한 억제책이다.63)

복지국가는 일반적으로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 일생을 평생에 걸

쳐 국가의 능동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원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계획

경제를 수립한다. 이러한 복지국가 정책의 지속은 경제성장이 저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64)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복지경제학의 주장에 반발하였는데, 오히려 차

별화 작용은 경쟁메커니즘에 고유한 것으로서 사회정책이 평등을 주창하며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반경제적 행위라고 역설한다.65) 당시 질서자유주

의자들이 고안한 사회정책은 당시 독일의 사회정책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서만 남아있었는데 프랑스는 이를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부의 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 tax)로 불리는 

정책은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었는데, 핵심은 “최고소득으로부터 소비에 할

당된 부분을 공제하여 공제된 부분을 결정적인 장애나 돌발 사태로 인해 

62) NBP 269

63) NBP 147/213-214

64) Wallenstein, Sven-Olov, and Jakob Nilsson. “Roundtable”, Foucault, 
biopolitics, and governmentality, Södertörns högskola, 2013. p.187. 요한

나 옥살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저는 경제적 성장에 기대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 안녕을 목표로 하는 ‘역성장’ 혹은 ‘성장 이후’에 대한 정치적 운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합리성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독자적인 주장에 질문을 던져야 하며, 우리가 통치 받는 방식을 평가하는 정의

와 평등 같은 대안적인 정치적 가치를 되찾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65) NB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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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소비를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매력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한계에 위치한 계층,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

하는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사회정책이다.66)

데스탱이 실시한 부의 소득세는 분배적 정의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실시된 정책이 아니다.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경

제활동이 가능한 개인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정

책의 문제는 복지정책의 폐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데도 보

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이들이 상당 수 존재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불가한 질병이나 장애를 지니지 않은, 건

강하면서도 노동이 가능한 개인들을 다시 경제주체로 구성하는 제도가 요

구됐다.

실제로 질서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한 사회정책은 국가 주도로 소득을 보조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선호한 것은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정책의 

사유화, 민영화였다. 개개인에 일생에 돌발하는 우연적 사건들로 인한 “위

험의 보호를 개인들이” 주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하는 경제적 공간

을 구성”하는 것이다.67)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근본적인 사회정책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 뿐이었다. 국가의 개입보다 오히려 개인이 위

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스스로 감수할 정도의 소득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바라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이제 경제가 아닌 사회 자체에 개입한다. 즉 사회 조

절의 원리로서 시장의 조절을 도입해 발생가능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해

결하고자 한다.68) 이제 통치행위의 대상은 “사회환경(die soziale 

Umwelt)”으로 정의된다.69) 신자유주의 통치가 목표로 하는 사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로 형식화될 것이다. 푸코는 통치가 경제적 개입을 목표로 한

다면 통치실천은 오로지 경제를 구성하는 ‘틀’, 시장경제의 조건들에 개입

66) NBP 149/215

67) NBP 150/216

68) NBP 152/221

69)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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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쟁의 형식과 원리를 인공

적으로 시장에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사회적으로도 구성해야 한다

는 사회적 통치의 일환이다.

프랑스에 이식된 신자유주의 사회보장은 더 이상 소비재의 접근이 아닌 

경제주체의 활동으로부터 정의된다. 사회보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계, 자신이 부양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70) 복지국가에서 

역점을 두는 집단적 소비의 평등에서 정작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은 

고소득층이었다. 보장정책의 분담금 때문에 소득분배에 변화가 생겨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가장 부유한 자들이 이익을 더 많이 얻고 빈곤층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프랑스의 대통령 데스탱은 경제와 사회는 서로 고유한 규칙을 가지

며 상이한 목표를 지향하는 체제라 구별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상호적인 연

결을 해제하고자 하였다.71)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이 발생

한 원인이 아닌 효과의 수준에서만 일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새로운 공리는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통치실천에 

대한 숙고 및 계측에 기반한 앎이다. 경제절차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 중농

주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경제적 지식은 절대로 총체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주권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경제에 개입하려는 주

권자는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하다. 경제에 대한 주권자의 개입은 통치의 실

패를 초래한다. 정치경제학의 통치실천에 대한 이러한 고찰에 의거하여 신

자유주의 통치성은 국가가 시도하는 경제적 계획화에 반발하게 된다, 계획

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앗아갈 뿐 아니라 무지한 통치로 인해 경제 현상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지식과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새로운 결합으로부터 

안전 테크놀로지는 필수적으로 배격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안전 메커

니즘은 인구가 제기하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

70) 같은 책, 285쪽

71) 같은 책,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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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을 고려하여 통치할 것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통치실천의 효과를 

고찰하는 정치경제학자들은 경제적 현실에서 사건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주권자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활동의 주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오히려 경제 게임

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와 국가의 보조가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이익보호의 규칙”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유일한 접촉점이라 푸

코는 지적한다.72) 사회정책은 국가가 구축하는 시장경제의 경쟁으로부터 사

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떄문에 이를 개인과 국가의 결합을 포기하지 

않는 생명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장치가 인구를 기아에서 구제하여, 정치적 권력의 대상에서 놓치지 않

으려는 것과 유사하게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이 기업가적 주체로 활동하는 

개인들이 시장경제에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통치에서 기업가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주요한 

표적으로서 겨냥하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의 예속화는 경제위기에 대한 사

회정책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것을 통해 개인에 대한 개별화 및 대상화 역

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소득세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에 위치한 유

동적 인구이다. 경제활동을 멈춘 경제주체가 사회정책의 보조금과 수당을 

소득으로 삼아 구직과 경제 게임에 대한 재참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보조금으로 얻는 생활의 질에 대해 개인들에게 “충

분한 욕구불만을 부여”하여 한계 수준을 스스로 탈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정책은 빈곤의 원인 수준에

서 작동하지 않으며 오로지 한계 수준의 아래, 경계에 위치한 자들만을 대

상으로 최소한의 보장만을 제공함으로써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개입을 허용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 결과로, 우리는 경제적 최하층 부근 경계 상에 

놓인 유동적인 인구가 언제나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

다.73)

결국 질서자유주의자에게 사회정책의 주요목표란 인구 전체에서 일어날 

72) 같은 책, 291쪽.

73) 같은 책,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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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 전반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사건이 일어난 바를 예측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계획화’의 측면은 사라진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회정책

이란 “경제 게임에 관여하지 않고, 사회가 일종의 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

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개입메커니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

용되는 정책”이다.74)

사회정책에 대상이 되는 경계에 위치한 유동적인 인구는 어떻게 형성되

는 것인가? 신자유주의는 경제주체의 기업가적 경영을 장려하는 다수의 사

회적 영역이 열리게 하고, 국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렘케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개인의 위험관리가 자아-관리로 향하도록 국가 기구의 역량

강화(empowered)와 전문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개인을 지도

하고 통제하는 간접적 테크닉도 개발한다. 개별 주체(또한 가족과 결사체 등과 

같은 집단)가 “책임”지게 하는 전략은 질병․실업․가난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삶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전가하고 그 같은 책임

을 “자아-관리”의 문제로 변형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한 가지 중요 특성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개인과 경제-합리적인 개인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75)

위험에 노출된 경계의 유동적인 주체들은 이러한 자아-관리에 실패한 개

인이다.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

한 경쟁을 진행하는 것뿐이 아니다. 경쟁을 위해 자기 계발에 집중하며 개

인의 소질들을 계발시키는 도덕적 주체성까지 갖추어야할 것을 강제한다. 

현대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관리 및 자신에 대한 훈련은 스스로에

게 부과하는 규율로 보이기도 한다. 즉 개인이 자신에게 규율을 부과하여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용한 신체의 제조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이다. 

74) 같은 책, 300쪽.

75) Lemke, Thomas.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3 (2002): 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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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가 분석한 당시 신자유주의에서 변형된 이 시대의 신자유주의가 직

면한 단점으로는 경제적 주체화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의 집단적인 실패를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 주체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점차적으로 경계에 위

치하는 유동적인 인구의 일부로 이동하는 현상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통치원리

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논문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므

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빈곤의 한계 수준에 놓인 유동적인 경제 주체의 집

단화가 점차적으로 우세해지는 경향에 한해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통치

성의 제도화가 궁극족으로 한계에 놓인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구조적 배

제를 생산하여 즉 경제적 약자인 주체를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메커니즘으

로서 귀결된다면, 사회정책으로서의 안전장치는 우리에게 일상화된 권력 테

크놀로지로서 경험될 것이라 예상한다.76)

경제적 빈곤의 경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마주한 안전장치는 환경개

입권력으로서 시장의 틀과 구성조건에만 관여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에

서는 개인이 빈곤에 처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 주도의 사회경제적

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실패가 이유가 빈곤의 경

향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개인은 경제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제주체로서 스

스로 빈곤의 한계에서 탈출하는 법을 각기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주체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가?

널리 알려진 바처럼, 푸코의 논의는 절대로 저항의 규범적 방향을 일반적

으로 제시하지 않는다.77) 따라서 정치철학에서 제시하는 전통적인 해법인, 

76)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철학적 단상." 황해문화 (2017): 46-75. 

“곧 우리가 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안전 메커니즘의 약화와 해체 속

에서 각자도생의 생존경쟁 논리를 강요받으면서 불안정한 노동과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진태원(2017)은 필자의 해석과는 달리 사회적 안전 메커니즘이 약화된다

고 주장한다. 

77) 이상길. "열광의 정치학: 미셸 푸꼬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에 관하여." 안과밖 

38 (2015): 129-158.

   푸코는 지식인의 활동이 “사회 전체의 양심을 대변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서 “진리와 정의의 담지자”로서 사회 일반의 사안의 투쟁 방향을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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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체들이 결합하여 해방의 정치공동체를 형성

하는 실천적인 차원 역시 푸코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통치합리성이 통치받는 자들의 합리성에 기반한다는 

점, 사회의 통치합리성이 자신에게 제기되는 피통치자들의 비판을 통해 역

사적으로 변형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권력관계는 반드시 권력관계를 역전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푸

코는 저항의 가능성을 언제나 열려있다고 강조한다.78)

여기서 푸코가 제시하는 비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저항의 기술로서 

종교개혁 이래로 “통치 받지 않으려는 의지”, 더 나아가 “특정한 방식으로 

통치 받지 않으려는 의지와 연결”된다.79)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당

대로부터 약 40여 년간 흐른 지금, 푸코의 성찰을 통해 우리의 정치현실에 

여전히 현재성(actualité)의 문제로 출현하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실천을 진단

하고 파악하는 데 푸코의 이론은 유효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합리성을 탐구함으로써 역사적 분석의 정치적 효

과를 가질 수 있다.80) 즉 서구 근대의 통치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와 개별화의 관계를 맺는 양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저항할 수 있는 출발

점이다. 단순히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통치자를 바꾸는 일로는 통치합리

성의 뿌리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한 정치적 문제들이 향후에 계속 

반복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통치성의 역사적으로 변형되어온 과정을 상기해본다면, 당대 사회

를 지배하는 통치합리성은 언제나 통치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항통솔

(contre-conduite)을 통하여 형태를 바꿔왔다. 적어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는 보편적 지식인(intellectuel universel)상에 부정적이었다. 푸코는 ‘특수한 지

식인(intellectuel spécifique)’으로서 개념화하였는데, 지식인을 포함한 각 분야

의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정된 영역에서의 진리

를 생산하고 말할 수 있을 뿐이며, 이때의 지식인의 역할은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사건을 진실을 밝히는 저널리즘 안에서의 언론인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148~151쪽.

78) Dreyfus, H.L., Rabinow, P. and Foucault, M., 1982. “Subject and Power”,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nd 

edition, 1983. 

79) 미셸 푸코, 심세광 옮김,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동녘, 2016. 45

80)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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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치실천의 합리화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기존의 권력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치합리성의 발명의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

지 신자유주의는 첨예한 경제적·정치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를 통해 소득 격차의 심화와 고용 불평등을 낳음으로써 불안정한 지위

의 경제주체를 다수 양산하며, 경제적 주체의 불평등과 실격은 결국 이들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배제로 귀결되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

다.81) 인구의 생명을 책임지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안전하게 보장하라

는 사회적 요구는 새로운 통치성을 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 

테크놀로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 푸코는 한 인터뷰에서 안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안전 사회는 그 긍정적 효과가 무엇이던, “역효과”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메커니즘의 증가하는 강도와 의존의 상황에서 우리는 장치의 기능적 메커

니즘에 내재적인 것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안전을 부여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는 그들의 의존을 증가시킵니다. 그

러나 이 안전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각자에게 위험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본성상 열등하게 하고 예속화할 상활들과 관하여 각각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긍정적 요구가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들의 환경과 각각에게 현실적 

자율성을 모두 보증하면서 더불어 더 부유하고 더 수많은 더 다양하고 더 유순

한 관계들로의 길을 여는 안전.82)

81) 진태원. 「한반도 평화체제의 (탈) 구축을 위하여: 을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코기토 88 (2019): 7-50.

82) DE 2, N.325. “Un system fini face a une demande infi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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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개입권력 : 경제와 사회의 긴장

자유주의 통치성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이해관계의 경제적 주체를 법

권리 주체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이는 법을 기반으로 하는 

주권권력의 행사에 정치적 도전을 현시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영역 전체의 지배와 관련한 주권자의 무능력을 드러낸다. 주권자는 경제 절

차에 대해 맹목적이다. 개인은 법권리의 주체인 호모 레갈리스로 존재하기

도 하며 경제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살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법주

체와 경제 주체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를 동시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다수의 개인은 새로운 총체를 정의할 수 있게 되

는 한에서 비로소 통치가능해진다. 이 자유주의 통치술의 새로운 상관물, 

권력의 참조면은 바로 시민사회이다. 

푸코 연구자인 고든에 따르면 정치의 핵심 문제는 “국가행동의 정당화라

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의 통치 가능성”에 달려 있다.83) 통치는 새로운 통치

의 영역이자 ’상호작용의 현실‘인 시민사회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호모 에

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는 서로 상관적으로 자유주의 통치테크놀로지를 특

징짓는다.  

시민사회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구성요소로 삼지만 단순히 경제적 원리

로 통치되는 공간이 아니다. 푸코는 퍼거슨의 『시민사회사』를 인용하면서 

시민사회가 사회계약론의 인공적 구성 원리와는 다르게 자연발생적으로 형

성되었음을 제시한다. 푸코가 정치적 통치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마

지막 강의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비경제적 구성을 소개하는 것은 다소 의아

하다. 경제적 분석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시켜 개인의 행위분석의 원리로 

삼는 미국 신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도달할 수 없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주체나 법권리의 

주체와 다른 행동양식을 보이는 주체가 시민사회의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

83) 콜린 고든, 「통치합리성에 관한 소개」,『푸코 효과 : 통치성에 관한 연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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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사회적 관계의 

동기이자 개인의 선택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이해관계는 “원자론적이고 무

조건적으로 주체 자신에 준거하는 선택의 원리”84)이다. 환원 불가능한 동시

에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선택의 주체의 감정적 선택은 최종적으로 선택

의 원리이며 철저하게 나 자신에 근거한다. 하지만 퍼거슨의 분석에서 주목

할 점은, 시민사회에서 개인 간의 연결은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사회에서 개개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발생적 유대관계이기도 하다. 

본능, 감정, 공감, 호감, 동정. 혐오, 쾌락 등의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도 한다. 경제주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유대관계와 시민사회에 속하는 개

인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유대관계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시민사회의의 

구성원들은 인류 일반 등의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해된다. 

푸코는 시민사회를 통해 법권리의 주체와 이해관계의 주체의 이질성이 상

호 공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가 확실히 경제적 유대관계의 매

개물이 됨으로써 경제적 유대관계는 이해관계의 자연발생적 수렴을 통해 

개개인을 서로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리의 원리로서 기능한다. 경

제적 유대는 “시민사회의 자연발생적 유대관계가 결속시켜 놓은 것을 끊임

없이 해체하”려 한다.85). 경제적 유대관계는 이익추구를 좇는 개인들의 연

결을 분리시키는 분열적 관계로서 사회의 지속적인 유대를 어렵게 만든다. 

퍼거슨은 나아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비이해관계적 이해관계(l’intérêt 

désintéressé)라는 연결의 원리도 제시한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추구만 따

르지 않는 개인의 정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시민사회는 다양하며 이질적인 유대관계로 개인들이 서로 연결된 실재이

다.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 

테크놀로지는 시민사회를 통해 통치실천을 성찰하고, 실천에 대해 자기제한

을 한다. 통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통치의 영역이자 ’상

호작용의 현실‘인 시민사회를 거쳐야 한다. .  

84) NBP 277/376

85) NBP 3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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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통치실천이 포괄하는 장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이다. 신자유

주의의 안전장치를 살펴 본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인구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이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

입을 실행할 경우, 경제적 절차가 사회적 개입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해 최소의 개입만을 실

시할 경우, 문제의 실제적 해결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통치실천의 효과만을 

겨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구조책만이 실행된다. 신자유주의 빈곤 구제 정

책은 보조금, 수당의 도입을 통해 경제적 활동 참가가 어려울 정도의 일정 

인구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도울 뿐이며, 복지국가처럼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정한 빈곤선의 경계에 처한 이들이  

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며 빈곤 구제와 경제활동 참가의 선 사이를 오가

는 불안정한 상태의 유동적인 인구로 남게 된다.  

또한 자유주의의 변형인 신자유주의 통치에서도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

된 일정한 인구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곡물내치와 마찬가지로 

빈곤인구를 분절하는 통치권력은 일정 분포의 인구를 상시 위험에 필연적

으로 노출시키게 된다.86)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여 식량난에 대처하

는 안전 테크놀로지의 작동은 역설적으로 위험에 대한 일정 규모의 노출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동안에 경계에 위

치한 인구는 늘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부의 소득세 역시 개인이 경제게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경

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신자유주의식 안전 테크놀로지로 바라볼 수 있

다. 푸코에 의하면, 당시 프랑스의 경제 분석 잡지, 국가 정책에 대한 보고

서에 국가의 복지정책이 유효한 정책인지 의문을 품는 글이 게시된다. 개인

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우연적 사건에 대해 국가가 항시적으로 

개입하고 이끄는 것은 오히려 경제게임에서 탈락위기에 처한 빈곤계층이 

적절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전 계층에 대해 포괄적인 

복지정책에서 더 혜택 받는 쪽은 경제활동의 상위에 위치한 개인들이기 때

문에, 빈곤한 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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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러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부의 소득세에서 고소득자들이 세금

을 더 내고, 가난한 자들이 보조금과 수당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소득을 보

조받는다. 

겉으로는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부의 소득세의 목표는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의 의욕 저하를 막는 것이다. 노동이 가능한 경제주체

들이지만 빈곤에 처한 인구에게만 적용되므로 보다 효과적인 빈곤 구제 정

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빈곤이 만성화되며 급증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재편한 경제질서

의 구조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옥살라는 신자유주의에서도 개인의 안녕과 국가의 이익을 연결하는 안전

장치의 이념, 생명정치적 목표가 나타난다고 본다. 개인의 삶의 번영을 꾀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경제주체로부터 시장경제의 활력을 

구성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평등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신자유주의의 교설로 인해, 임금격차는 경쟁을 원리로 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조건이 된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반박되지 않는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되었다. 현대의 생명정치적 사회들에서 좋은 통

치의 목표는 인구의 최대한의 물질적 안녕이다. 신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이 생

명정치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임금 격차의 불가피한 확대를 의미

한다.87)

하지만 푸코에 따르면 국가는 “다수의 통치성 체제의 유동적이고 동원된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푸코의 분석은 통치성의 실천들로부터 국가 문제

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8)

87) Oksala, Johanna. "Neoliberalism and biopolitical governmentality." 

Foucault, biopolitics and governmentality. Södertörn Philosophical 

Studies, 2013. 66.

88) NBP 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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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요시유키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특징짓는 사회적 문제가 배제임을 

지적한다89). 사토에 의하면, 사회체를 지배하는 경쟁원리는 낙오자를 사회

에서 배제하며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적 통치를 대체하면서 

등장한다. 사토는 신자유주의가 국가 주도적인 정치체이며 국가에 의한 개

입주의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러한 체제는 구조적으로 경쟁을 일반화하여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해체하며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구조적 배제에 노출된 인구는 자력으로 빈곤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왜냐

하면 국가가 개인이 처하는 위험의 책임을 회피하며 개인의 책임으로 원인

은 돌리기 때문이다. 사토는 국가의 경제적 원조 범위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구제에서 방치된 개인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1930년대의 경제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혐오(phobia)가 다시 다른 방향

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국가 혐오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위험과 안전의 영역을 직접 관할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도 

사회적 영역으로 변형시켜 자신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려 한다. 

나아가 개인들의 경쟁이 가속화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의 기본 전제인 경

제성장이 전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통치의 후폭풍을 

오로지 개인의 탓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개인이 무능하고 나태하기 때

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한다. 개인이 경제적으로 도덕적이며 근면한 태도

를 갖추지 못한 미숙한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태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한국 사회는 급속히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따라 재편”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극화의 심화”와 

“이등 국민으로서의 을들의 확산”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90) 이러한 현상을 

“을의 민주주의”로서, 즉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따라 세계와 사회가 재편되

89) 사토 요시유키, 김상운 옮김, 『신자유주의와 권력 : 자기 경영적 주체의 탄생

과 소수자 되기』. 후마니타스, 2014. 48-100.

90) 진태원. "한반도 평화체제의 (탈) 구축을 위하여: 을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코기토 88 (2019) 7-50.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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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생겨난 많은 을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민주주

의”로 정의한다. 이때의 “을”은 “이해관계의 주체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이해관계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차별받고 배제당하”게 된다.91) 푸코가 분석

을 전개했던 시기의 신자유주의와 동일한 형태와 정책은 아닐지라도 우리

는 연구자들의 분석을 통해 점차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이 사

회적·정치적인 측면에서 배제의 경계에 위치하는 약자들이 다수화되는 현

상92)을 발견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

로 구제받아야 하는 경제적 게임의 탈락자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불안정한 

경제적 주체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주체는 경제 체제에 끊임없이 예

속되지만 경제적 주체의 활동은 정작 통치가 목표로 하는 자율성을 잃어갈 

수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유동하는 경계의 인구가 자력으로 경제적 활동

을 갱생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있는지는 통치의 관심사가 아니다. 신자유주

의 통치합리성은 경제 영역의 효과의 수준에서만 개입하기를 원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문제가 악화되는 전세계적 경향을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으로 인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개인들

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93)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

자”로 대표되는 다수의 유동하는 경계의 인구가 신자유주의가 꿈꾸어 오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이

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경제적 주체로서

의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현실화할 수 있게 경제게임의 규칙을 만

91)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철학적 단상." 황해문화 (2017): 54-56.

92) 같은 곳, 61쪽.

93) 진태원(2019), 15~16쪽. 이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는 정규

직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절반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

금 격차도 이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1980년대 대기업 대비 90%에 해당하던 중

소기업임금 수준은 1990년대에는 70%대로, 2014년에는 60%대로 떨어졌다. 그

런데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노동자의 81%를 고용하고 있고 대기업은 

19%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일부 정규직노동자를 제외한 나머

지 노동자들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310쪽, 헤이북스, 2015. 진태원(2019), 1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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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는 신자유주의의 목표와도 어긋난다. 최소의 정상적인 삶의 수준도 영

위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유동인구를 양산해내는 것이 정작 그 현실이다.94)

진태원은 신자유주의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국민 내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제도화”95)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옥살라는 신자유주의가 집중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이 경제적 합리성

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리체제와 연관된 신자유주의 작

동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경제적 지식의 정치적인 중립성 뿐 

아니라 그 패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경제적 진리가 정치적 효과를 생

산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정의와 평등“ 같은 전통적

인 정치적 가치를 통해서도 비판과 저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96)

푸코는 통치성에 대한 역사가 동시에 대항행동(contre-conduite)의 역사

임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 주체로서 통치되고 있는 자들. 이해관계의 주체로서 통치되고 있는 자들

의 합리성에 기초해 통치를 규칙화하는 것.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몇몇 

수단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용하는 자인 그런 개인들의 합리성[에 기초해 통

치를 규칙화하는 것, 즉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97)

서구의 정치적 통치성이 행사하는 “권력형식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적

용되어 개인을 범주화하고, 개인을 그 자신의 개별성으로 특징지으며 개인

을 고유의 정체성에 밀착시키고, 그 자신과 타인들이 그 안에서 인식해야 

하는 진리의 법칙을 개인에게 부과한다.”98) 통치에 대한 규칙화를 둘러싼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 문제화의 역사가 통치성의 효과로서의 국가를 존재

94) 같은 곳, 15~17쪽.

95) 같은 곳, 17쪽.

96) Wallenstein, Sven-Olov, and Jakob Nilsson. “Roundtable” Foucault, 

biopolitics, and governmentality, p.187

97) NBP 317/433

98) Dreyfus, H.L., Rabinow, P. and Foucault, M., 1982. “Subject and Power”,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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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푸코에 의하면 비판과 문제화를 통하여 우리는 권력관계를 변

형시킬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다른 방식의 주체로 형성할 수 있다. 

서구 근대 통치성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통

치는 “진리에 기초한 통치술, 주권국가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경제 주

체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더 일반적으로는 피통치자 자신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로서 통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역전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99)

6. 결론

본 논문에서 필자는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심화하여 통치성

의 안전장치의 위상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통치성 개념에 대한 보다 더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해보았다. 안전장치의 실격이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의 

통치합리성을 이해하기 위해 안전장치의 계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목권

력과 국가이성의 내치의 사례를 통해 통치의 목표와 전략이 피통치자에 초

점을 맞추어 개인을 개별화하는 동시에 전체화하는 권력을 실행하는 것임

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인구와 결부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주

의와 신자유주의 시기의 안전장치를 비교하여 신자유주의만의 고유한 통치

실천의 특성을 구별해보고자 했다. 

  푸코는 서구 근대를 특징짓는 정치권력의 역사를, 통치성의 역사로 부르

며 세 시기로 분류한다. 즉, 국가이성,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각 

시대의 통치합리성을 중심으로 결합된 지식과 권력, 그리고 주체의 복합적

이고 다층적인 관계가 펼쳐진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국가권력의 특수한 

핵심적인 통치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권력의 작동을 특징으로 삼

는다. 안전장치는 인구라는 집단에 대해 행사되는 통치성의 고유한 권력 테

99) NBP 31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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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로서 국가이성, 자유주의 통치성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

다. 

근대 정치권력의 탄생은 기독교에서 제도화된 사목권력의 변형을 통해 특

징지어진다. 사목권력은 이동 중인 무리를 대상으로 현세에서의 구원을 목

표로 하여 양떼를 세심하고 돌보고 이끄는 권력이다. 양떼는 목자의 도움으

로 일생에 마주치는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 때 사목이 제

시하는 내세의 구원이라는 목표가 국가이성 시대에는 “건강, 안녕, 안전, 

보호 등의 현세의 구원”으로서 나타난다,100)

국가이성의 변형인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안전장치는 인구의 자연성을 통치

하기 위한 권력 테크놀로지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통치실천에서 나타나

는 우연적 사건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맡는다. 안전장치

는 인구의 자연성, 경제 메커니즘의 자연성이 고유의 법칙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성을 존중하며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식량난과 곡물내치를 정치경제학은 경제적 주권자의 개입은 무용하

며, 무제한적 통제는 상품과 가격의 자유로훈 순환을 막아 가격메커니즘을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제적 주권자가 경제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주권권

력은 경제라는 실재와 거리를 둔 통치 테크놀로지를 고안해낸다. 안전장치

는 인구의 자연성, 경제 메커니즘의 자연성이 고유의 법칙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성을 존중하며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식량난과 곡물내치를 통해 경제적 주권자의 개입은 무

용하며, 무제한적 국가이성의 주권적 통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거리가 

멀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절차에 관련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을 저해한다는 지식을 밝혀내었다. 이 때 안전장치는 경제라는 현실에 개입

하려는 목적을 가진 권력의 통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신자유주의에서 개인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테크놀로

지는 푸코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글은 안전장치가 환경이

라는 안전공간을 통해 경제와 거리를 둔 사회적 현실에 개입하는 환경개입

100) Dreyfus, H.L., Rabinow, P. and Foucault, M., 1982. “Subject and 

Power”,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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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 위험을 관리하는 환경개입권력의 사례로

서 범죄성에 관여되는 마약시장과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 대비되는 신자유

주의의 부의 소득세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환경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주체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정책은 개인의 일생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달라는 

사회경제적 요구, 안전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다. 

통치합리성이 표적으로 삼는 주체화의 과정에서 안전장치는 적극적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경제적 주체성의 형성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치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즉 통치합리성

이 실패하게 되는 문제나 한계에 마주칠 때 우리는 자유주의의 안전메커니

즘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인구의 사회경제적인 복합적 문제에 대처하는 

권력 테크놀로지로서 재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의 안전장치는 경제와 사회의 긴장 속에 위치하고 

있고 주장하였다. 환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통치실천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대관계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라는 현실의 환

경은 경제적 유대뿐만 아니라 이와 상반되는 비이해관계적 이해관계로도 

구성되는 다층적인 공간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경제적 주체의 형성은 

단순히 경제질서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주체성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개입권력으로서의 안전장치는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국가의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기능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수립과 경제적 통치실천이 인구에 제기되는 모든 문

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통치체제임은 분명히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제기된

다. 렘케에 의하면 푸코는 합리성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패”를 특징으

로 하는 현실의 일부로 이해한다.101) 합리성의 실패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민사회과의 작용을 통해 통치실천의 제한원리를 다시 사고하는 계

기가 된다. 하지만 경제주체가 집단적으로 빈곤에 처하고 자력으로 탈출하

기 어렵다는 최근의 흐름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현실의 위기이다. 신자유주

101) Lemke, Thomas.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 (200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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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이러한 내적·구조적인 문제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

지 못함을 비판하고 문제제기(problématisation)할 수 있는 계기이자 출발

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단초를 푸코의 비판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푸코는 통치성의 비판이 “진리와 권력이 결합해 발생하는 효과들

의 총체로서 이해되는 인간들의 통치를 문제 삼는 태도”라고 주장한다. 통

치성은 이전 시대의 통치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재변형되며 탄생되며 

자유주의 이래로 통치합리성은 군주의 합리성이 아닌 피통치자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궁극적으로 푸코는 국가의 계보학과 통치성의 역사적 연구를 진행한 이유

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치적 합리성은 서구 사회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점점 성장했고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목권력이라는 개념을 취했고 이어서 국가권력의 개념을 

취했습니다. 그 불가피한 효과가 개별화와 전체화입니다. 해방은 오직 이러한 

두 효과들뿐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의 바로 그 뿌리를 공격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102)

통치의 국가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통치성은 자신을 통치하며 타인을 통치

할 수 있는 권력관계의 주체를 형성시킨다. 푸코가 거듭 말하듯이 통치성 

분석에서 전제되는 주체는 자유로운 주체로 존재하며 권력관계를 역전시킬 

행위의 통솔, 즉 통치를 타인에 대해,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향해 작용시킬 

수 있다.

102) 미셸 푸코, 노암 촘스키, 이종인 옮김,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

하다』, 시대의창, 2010. 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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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notion de dispositif de 

sécurité chez Foucault

Cho, Yeon hwa

Départment de Philosophie

Cours de Master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 propos vise à analyser le rôl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dans 

la gouvernementalité chez Foucault. Selon lui, la 

gouvernementalité est de ⟪conduire la conduite⟫, soit de 

soi-même ou bien soit de l’autre, qui a pour but d’intégrer le 

micro-pouvoir de la vie quotidienne et le macro-pouvoir du 

politique de l’état occidental moderne.

Dans le deuxième et le troisième chapitre, nous chercherons à 

concevoir la naissance et sa transformation historiqu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Pour ce faire, il est nécessaire de lui accéder à partir 

du pouvoir pastoral qui caractérise celui de politique moderne 

comme individualisation.

Après la Révolution qui a mené la séparation entre l’ordre 

politique et celui de religieux, la raison d’État doit trouver son 

principe propre, c’est-à-dire, la rationalité gouvernementale en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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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ant sur l’⟪État⟫ lui-même afin de maintenir et puis renforcer 

les relations des pouvoirs qui le constituent. En ce sens, Foucault 

définit le dispositif de sécurité en tant que technologies de la 

raison d’État. D’une part, il consiste au dispositif 

diplomatico-militaire qui aide à atteindre un équilibre entre des 

pays, et d’autre part, consiste au dispositif de police qui pratique 

l’art de gouverner indéfini pour renforcer l’état à partir de 

l’intérieur.

Une analyse de la police nous permet de mettre en lumière le 

mécanisme qui établit le rapport entre la micro-dimension de la 

vie individuelle et la macro-dimension de la richesse de l’état en 

dégageant l’utilité économique des travaux de chaque individu.

À travers des problèmes soulevés vis-à-vis de la police, nous 

pouvons découvrir deux éléments cruciaux : la population, d’une 

part, qui est le sujet à la fois l’objet de la gouvernementalité et 

d’autre part, l’économie politique qui met en évidence la naturalité 

de l’économie.

Notre projet dans le quatrième chapitre est d’interroger sur le 

caractère doubl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qui se constitue de la 

condition de possibilité du libéralisme, mais du danger intrinsèque 

dès son apparition. Ce rôle paradoxal provoque la crise de la 

gouvernementalitè du libèralisme et enfin parvient à la naissance 

de la nouvelle gouvernementalité, le néoliberalisme.

Foucault ne mentionne plus le dispositif de sécurité dans son 

analyse de néolibéralisme. Néanmoins, nous essayons d’insister 

sur la continuité du rôl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qui se 

transforme en le pouvoir de milieu. Il est la réalité de la société 

civile qui se déroule entre l’intérêt économique qui dissocie la 

société et l’intérêt désintéressé qui intègre l’un et l’autre dans la 

société, autrement dit, c’est l’espace de tension entre des relations 



diverses.

Au cours d’une généalogie de gouvernementalité, l’enjeu 

principal est comment rendre le sujet « éminemment gouvernable 

» dans le but de bien connecter l’individu et le total et de 

gouverner efficacement.

Mots clés : Foucault, dispositif de sécurité, gouvernementalité,    

  liberté, milieu, naturalité, soc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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