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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말과 사물』에서 진행하
는 고고학적 역사화와 그 작업의 대상인 대문자-역사의 관계를 확인한다. 푸코
에게서 인식론적 조건의 층위를 뜻하는 에피스테메가 한 시대에 단 하나인 것으
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고학과 근대 에피스테메의 예속 관계가
쟁점이 된다. 고고학이 비판하는 근대성에 고고학 자신도 속하는지에 대답하기
위해, 대문자-역사의 의미와 고고학적 역사화의 의미, 그리고 고고학과 근대성
의 관계를 차례로 검토한다.
푸코가 행하는 고고학적 작업을 이 연구는 ‘대문자-역사의 역사화’로 요약
한다.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전개하는 근대 지식 비판 논의는 푸코가 고고
학을 통해 제시하고 실행하는 역사와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과 긴밀한 것으로
제시되는 역사 개념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대문자-역사’와 ‘역사적인 아 프리오
리’를 구분하고, 양자의 접점에서 ‘대문자-역사라는 역사적 아 프리오리’라는 중
첩적인 역사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말과 사물』의 고고학에 관한 논의를 초월
론적 측면의 논의에서 대문자-역사의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대문자-역사’(Histoire)란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근대 유럽의 에피스
테메로서 제시하는 개념으로, 유럽 지식의 아 프리오리를 이루는 인식론적 장이
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이라는 특정한 인식 형식을 이루는데, 이때의 인간
은 ‘근본적 역사성’에 의해 요청된 ‘정초적 유한성’을 뜻한다. 역사성과 인간 유한
성의 관계 속에서 근대의 에피스테메가 형성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인간은 역사
적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문자-역사적이었다. 근대의 지식은 바로 이 인간 개념
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고고학적 역사화’(archeological
historization)란 칸트에게서 제시된 초월론적 주체를 역사성과 인간 유한성이
관계 맺는 영역인 에피스테메로 전환함을 가리킨다. 푸코는 대문자-역사를 검
토함으로써 고고학적 역사화를 실행한다. 그 결과, 칸트가 제시하는 선험성은
개념 내부적으로는 초역사적지만, 고고학적 역사화를 통해 개별적 경험들과는

다른 의미의 경험성을 포괄하는 층위로 전환되면서 역사적이게 된다.
이 고고학적 역사화는 근대에 근본적으로 주어진 역사성에 대응하는 두 가
지 양상 사이에 놓여 있다. 고고학은 새로운 에피스테메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대인 근대에 속하지만, 기원으로의 회귀를 통해 완성
과 진보를 꾀하는 (좁은 의미의) 대문자-역사와는 같지 않다. 오히려 푸코의 철
학은 기원에 근거한 철학의 필연성을 고고학적 역사화를 통해 끊어내려는 작업
을 한다는 점에서 기원을 파괴하려는 근대 지식의 계열에 속한다. 푸코는 고고
학을 통해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이 두 갈래가 에피스테메의 층위에서는 역사성을
존재의 근본 코드로 하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푸코의 고고학은 대문자-역사와 같지 않다. 부동하고 초역사
적인 대문자-역사와 거리를 두고, 푸코 말기의 ‘비판’ 개념과도 연결되는 우연적
이고 역사적인 고고학을 실행한다. 다만, 『말과 사물』 이후의 푸코 철학을 특
징짓는 역사적 성격과 푸코가 근대의 존재의 근본 코드로 제시한 역사성과의 관
계는 푸코의 논의를 확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문자-역사, 고고학, 역사화, 에피스테메, 기원, 근대성, 인간
학 번 : 2016-26480

일러두기
1. 본 논문에 인용한 푸코의 저작은 다음의 약어로 표기한다. 국역본 쪽수를 병
기하는 경우 프랑스어 원전 쪽수와 국역본 쪽수의 순서로 빗금(/)과 함께 구분
해 표기한다. (예 MC 123/234)
KA

Introduction to Kant's Anthropology, 1964.

MC

Les mots et les choses, 1966.

NC

Naissance de la clinique, 1963.

QC

Qu’est-ce que la critique? Suivi La culture de soi, 1978.

QL

Qu’est-ce que les Lumières?, 1984.

RR

Raymond Roussel, 1963.

2. 푸코의 저작은 프랑스어 원전을 한역하되, 필요에 따라 국역본을 참고한다.
3. 인용문에서 굵은 글씨로 쓰인 강조가 원저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용자에
의한 것인 경우, 괄호 안에 ‘인용자 강조’임을 표기한다. (예: MC 123/234, 인용
자 강조)
4. 단행본의 경우 제목을 겹낫표(『』)로, 논문 및 단편의 경우 제목에 홑낫표
(「」)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된 경우 단행본은 정자체로, 논문 및 단편은 기울
임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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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예비적 고찰: 푸코의 철학과 역사

역사는 푸코 철학의 주요한 특징이다. 그 자신이 역사가이기도 했던 푸코는 자
신이 속한 문화의 역사를 살피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철학을
전개한다. 꼴레쥬드프랑스(Collége de France)에서 진행한 강의에 직접 ‘사유
체계의 역사’라는 이름을 붙였고, 박사 학위 논문인 『광기의 역사』는 유럽에
서 광기가 사유되어온 방식의 역사를 살핀다. 초기 저작을 이루는 『말과 사
물』에서는 유럽의 지식을 가능하게 했던 전제를 세 시기에 걸쳐 확인한다.
『감시와 처벌』은 푸코가 문제시하는 특정한 권력 형태를 과거에서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유럽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했고, 네
권의 『성의 역사』 연작은 근대인에게 핵심적인 존재 근거로 여겨지는 섹슈얼
리티(sexualité)가 사유되고 구성되어온 역사를 근대,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시기
그리고 중세기에 걸쳐 살핀다. 그 외에도 역사에 관한 언급과 활용은 푸코 연구
전반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푸코 작업의 이러한 역사적 특징은 푸코 사상을 철학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한편으로는 푸코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마치 역사가처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을 전통적인 의미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
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파렐(Clare O’Farrell)이 제기한 질문 ‘푸코는 역사가
인가 철학자인가?’1는 푸코 연구에서 긴 논쟁으로 이어졌다. 거팅(Gary
Gutting)은 푸코가 “근대적 의미에서 철학자는 아니”2라고 보고, 푸코의 작업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이 새로운 접근

1

Clare O'Farrell, Foucault : historian or philosopher?, Houndmills : Macmillan, 1993.

2

Gary Gutting, Foucault, Hegel, and Philosophy, Foucault and Philosophy. Oxford, UK:
Wiley‐Blackwell, 2010, p. 34.
1

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당화할지에 관한 메타적 질문을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3 철학보다는 역사 분석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푸코
를 역사학자로 보는 입장 역시 논쟁적이다. 푸코가 전통적인 역사학의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부정확한 방식으로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과학성의 결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루소(G. S. Rousseau)는 푸코가 “근본적으로는 시인
(poet)”4이며 그에게서 “명확한 사유와 엄격한 논증을 통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5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아닌 것 혹은 역사가 아닌 것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고고학과 계보학이 비초월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철
학의 메타적 성격과 거리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사건들을 역사학적
분석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 — ‘사유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분절하는
담론’ — 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특정한 철학을 전개한다. 또한, 분석 대상을
우연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필연성을 추구하는 전통적 의미의 철
학과 구별되지만, 바로 그러한 시도를 통해 존재의 변형 가능성을 꾀한다는 점
에서 특정한 존재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푸코를 전통적 의미의 철학자로 보기도 어렵고 온전히 역사학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푸코가 역사를 통해 철학을 하고 있다는 양가적인 해석이 제
기된다. 이에 따르면, 푸코 철학의 주요한 특징은 그 자신이 역사적인 동시에 역
사의 의미를 변형한다는 점에 있다. 푸코는 역사를 재정의했다는 의미에서 철학
자인 것이다. 이때 철학이란 전통적인 의미의 철학을 벗어나는 것이고, 역사 역
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기에, 푸코 철학의 고유성은 “사상사를 변형시

3

Gary Gutting, Review of Beatrice Han: Foucault's Critical Project,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 2003, 5문단. (https://ndpr.nd.edu/news/foucault-s-critical-project/)
4

G. S. Rousseau, Review: Whose Enlightenment? Not Man's: The Case of Michel
Foucault,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 6, 1972-1973, p. 239.
5

위의 글, p. 256.
2

키고 다른 무엇을 유도하는 새로운 역사적 시선”6에서 모색된다. 푸코가 기존 지
성사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천형균은 “19세기까지의 역사학이 합리성에 기초한
사유 체계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에 대한 일종의 해석학으로 이해하고
자” 시도하고, “형이상학적으로 특권화된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
성사의 주요한 과제”로 받아들임으로써 니체와 함께 “전통적인 역사에 대해 대
담한 반역을 시도했다”7고 평한다. 벤느(Paul Veyne) 역시 푸코가 “역사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과학적 혁명(scientific revolution)을 만든 사람”8이라고 평
가하면서, 푸코가 전통적인 역사의 주제인 사회나 경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기나 사람 혹은 문명이 아닌 방식으로”, 즉 “담론과 실천
(discourse and practice)”9을 통해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서 푸코의 역사를 살피는 연구의 한 축은 고고학이 초월론적
주체를 역사화하는 대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칸트에 의해 제시된 초월론적 철
학(Transzendentalephilosophie)은 경험 전에(‘아 프리오리a priori’) 있으면서
인식의 조건을 이루는 특정한 형식을 찾는다. 이 초월론적 선험성을 푸코는 고
고학을 통해 역사적인 것으로서 다룬다. 『말과 사물』의 서문에서 제시되는
‘역사적 아 프리오리’(a priori historique)가 그것이다. 선험적이므로 비역사적인
것으로 가정되었던 초월론적 영역이 푸코의 고고학에서는 역사적이고 불연속적
인 ‘에피스테메’(épistémè)로 분석된다. 한-필(Béatrice Han-Pile)은 푸코의 역
사를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 대응시켜, 『말과 사물』을 “서구에서 지식을 가
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초월론적 역사’(transcendental history)를 통해 칸트

심세광, 「미셸 푸코에 있어서 역사·진실·픽션」, 역사학구 12, 2003, 231쪽. 인용
자 강조.
6

7

천형균, 「푸코의 역사 인식」, 전북사학 22, 1999, 132쪽.

8

Paul Veyne, Foucault Revolutionizes History, Foucault and his interlocutor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 147.
9

위의 글,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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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판적 기획을 재해석하려는 시도”10로 해석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11은 푸코가 역사를 연구하
는 방식이 기존의 역사학과는 다른 동시에 기존 철학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시도
했음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식으로부터 그 지식의 인식론적 조건을 탐구한다는
점이다. 즉, 푸코는 경험된 것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벗어
나는 동시에, 인식론적 조건들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경험적 인식
에 앞선 조건을 사유하는 초월론적 철학을 수행한다.
그러나 고고학을 통한 푸코의 역사적 작업이 과연 초월론적 선험성의 역사
화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알란(Amy Allen)은 흥미로운 문
제를 제기한다. 그는 역사 대 철학이라는 대결 구도를 낳는 “철학의 역사화”에만
천착하는 것은 푸코 (특히 초기 고고학) 작업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보고,

10

Béatrice Han-Pile. Is early Foucault a historian? History, history and the analytic of
finitud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31, 2005, p. 586.
푸코를 역사가로 보는 시각과 철학자로 보는 시각 간의 대립에 관한 최근 논의는
거팅과 한-필 사이에 이루어진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팅은 푸코가 인식론적 조
건들을 경험적 사료로 대할 뿐 그 자체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고찰하지는 않는다는 점
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에 푸코의 작업은 인식론이라는 철학적 소재를 대상으로 역사
학이 된다. 한편, 한 필은 푸코가 인식론적 조건들을 경험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 동
의하면서도 그러한 작업으로부터 초월론적 영역을 역사화하고 있음에 강조점을 둔
다. 두 학자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푸코의 초월론적 기획, 즉 아 프리오리의 역사화의
이해를 놓고 대립한다. 거팅은 푸코를 역사의 층위에 놓음으로써 ‘역사적 선험’ 개념
의 성패의 문제를 해소한다. 철학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고수하면서 푸코가 그 바깥
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한 필은 ‘역사적 선험’의 성패를 중심에 놓고
푸코를 초월론적 철학의 층위에서 다룸으로써, 푸코가 기존 철학의 범위를 벗어나 논
의의 장을 새롭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철학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Béatrice Han, Foucault's critical project :
between the transcendental and the historical, translated by Edward Pile,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Gary Gutting, Review of Beatrice Han: Foucault's Critical
Project,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 2003; Béatrice Han, Reply to Gary Gutting’s
review of Foucault's Critical Project: Between the Transcendental and the Historical, 2003;
Béatrice Han-Pile. Is early Foucault a historian? History, history and the analytic of
finitud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31, 2005; Gary Gutting, Foucault, Hegel, and
Philosophy, Foucault and Philosophy. Oxford, UK: Wiley‐Blackwe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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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역사의 역사성”12을 구체화하는 일을 푸코 이해의 핵심에 놓는다. 칸트
의 선험성을 겨냥한 논의는 푸코의 근대 비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인간,
즉 초월론적 주체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실제로 푸코의 근대 비판에 관한 많
은 연구가 『말과 사물』에서 제시된 인간 개념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간과 쌍으로 등장하는 개념인 역사에 관한 논의는 많
지 않다. 그러나 『말과 사물』에서 근대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고고학적 개념인
‘에피스테메’로서 언급되는 것은 인간이기 이전에 푸코가 대문자로 표시하는 또
다른 역사이다. 여기에서 알란이 강조하는 지점이 등장한다. 푸코가 『말과 사
물』에서 전개하는 근대 지식 비판 논의는 푸코가 고고학을 통해 제시하고 실행
하는 역사와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과 긴밀한 것으로 제시되는 역사 개념이 교
차되는 지점이다. 『말과 사물』 2부에서 우리는 푸코가 자신의 작업에서 전개
한 철학에 해당하는 역사(즉, 고고학)와 구별되는 또 다른 역사(즉, 대문자로 된
역사)를 마주한다. 한-필이 ‘초월론적 역사’ 논의를 통해 전자의 역사를 강조한
다면, 알란은 후자의 역사에 해당하는 ‘대문자-역사의 역사성’에 관한 논의가 필
요함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가 제기하는 ‘대문자 역사적인 역사적 선험’(a priori
historique Historique)은 푸코의 논의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역사를 구별하여
명기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실행하는 고고학을 대문자로 표기된 역사와 함
께 고찰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쟁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초월론적 차원의 역사화와 대문자로 된 역사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다. 이것은 고고학적 역사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립하는지에 관
한 문제이다. 고고학적 역사화와 대문자로 된 역사는 서로를 통해 성립하기 때
문에, 역사 개념에 관한 이해 없이 고고학의 초월론적 역사화를 고찰하는 것은
반쪽짜리 이해에 그친다. 따라서 후자의 역사가 전자의 역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2

Amy Allen, Psychoanalysis and Ethnology. Revisited: Foucault's Historicization
of History.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55. 2017.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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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대문자로 된 역사와 고고학이 비판하는 인간학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다. 푸코의 근대 비판에 이어 인간13이 종말을 예고받는 한편, 동일하게 근대
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던 역사성의 유효함에 관하여 푸코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
지 않는다. 인간이 모래사장 위에 그려놓은 얼굴이 파도를 타고 밀려오는 시간
속에서 지워지리라는 푸코의 전언을 떠올려보자.
사유의 고고학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인간은 최근의 시대에 발견
된 형상이다. 그리고 아마 종말이 가까운 발견물일 것이다. / 만약
그 배치가 출현했듯이 사라지기에 이른다면, 18세기의 전환점에서
고전주의적 사유의 밑바탕이 그랬듯이 만약 우리가 기껏해야 가능
하다고만 예감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금으로서는 형태가 무엇일지
도,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 그 배치가
뒤흔들리게 된다면, 장담할 수 있건대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 놓은 얼굴처럼 사라질지 모른다.14
인간의 사라짐으로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갑자기 모두 죽는다
거나 멸종하리라는 예언과 같은 것이 아니다. 모래사장에 그려진 인간 얼굴의
일시성은 인간이라는 신조어가 근대의 유럽에만 유효한 것으로 개념화되었던
것인 만큼 근대가 아닌 시대의 사유 일반에서 더 이상 전제되지도,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정확히 고고학의 구도를 반복하는 논리이다. 특
정한 에피스테메는 그 에피스테메가 단절되는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일차적인
인식론적 전제로 기능하지 않게 된다. 유럽의 근대인이 인간에 부여하는 중요성
은 근대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선험성을 품은 이중체로 전제된 것을 실증화
하려는 모순된 시도를 반복하던 인간과학 역시 더 이상 논쟁의 중심에 오지 못
할 것이다. 예언적인 논조를 없애기 위해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대인이 근본

‘인간’은 대문자 역사와 마찬가지로 푸코가 근대의 유럽에서만 유효한 고유 명사로
새로이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대문자 역사가 실증화되는 과정에서 사유
되는 특정한 형식으로서의 인간을 가리킨다. 이하에서 등장하는 인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명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푸코에 의해 고유명사로서 제시된 근대 유럽의
특정 인간을 가리킨다.
13

14

MC 398/526.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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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서 당연시하던 인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때 근대는 단절된
다. 그렇다면 대문자로 된 역사는 어떠한가? 대문자로 된 역사 역시 근대가 끝
나면 부질없이 씻겨 나가게 될 것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대문자로 된 역
사와 인간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셋째로, 고고학과 근대성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성을 비판
하는 고고학 자신은 근대를 벗어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말과 사물』에서
푸코는 근대 유럽의 지식이 내부적인 인식론적 요인으로 인해 공회전하고 있음
을 비판하는데, 이때의 지식들은 모두 하나의 에피스테메를 공유함으로써 동일
한 문제에 묶여 있다. 그런데 푸코가 이 에피스테메를 한 시대에 단 하나인 것으
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근대에 속해있는 푸코의 고고학 역시 동일한 에
피스테메에서 동일한 제약을 받고 있어야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다. 그렇다면 고
고학이 비판하는 문제에 고고학 자신도 속하는가? 이것은 고고학이 다른 학문
에 대하여 갖는 위치와 한계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
이 세 문제는 대문자로 된 역사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있다. 고고학의 방법
과 층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문자로 된 역사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은 대문자로 된 역사에 관
한 푸코의 논의에 의거해 초월론적 차원의 역사화와 인간에 관한 논의를 이해함
으로써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쟁점은 한층 복잡한 문제를 품고 있다.
에피스테메는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의 영역을 가리킨다. 하나의 에피스테메 내
에서 경험되는 인식은 항상 그 에피스테메의 인식론적 전제가 작동한 결과이
다. 따라서 하나의 에피스테메 내에 있는 인식은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의 에피
스테메를 자신과 분리된 순수한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다. 에피스테메가 인식되
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인식과는 다른 인식론적 전제를 통해 인식이 이
루어져야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의 에피스테메가 단
절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전의 에피스테메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푸
코가 르네상스와 고전주의 시기의 에피스테메를 사유하는 것은 푸코 자신이 그
지형 내에 있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고학은 이처럼 인식에의 유효성이 시
공간적으로 한정적이기에 서로 불연속하는 에피스테메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7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판점이 생겨난다. 만약 에피스테메가 동시대
적으로 사유될 수 없는 것이라면, 에피스테메를 통한 푸코의 분석은 동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 비일관성의 문제이다.
에피스테메가 그 자체로는 인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코는 자신이 속해 있
는 근대의 에피스테메는 사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과 사물』의 근대 비판 논
의는 자기모순을 이룬다. 이러한 물음에 대답할 때, 푸코의 근대 지식 비판의 의
의와 한계를 명확히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진행 방향
이 연구의 목표는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진행하는 고고학적 역사화의
의미와 방법을 대문자로 된 역사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은 『말과
사물』대문자로 표기된 역사 개념이 언급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해
당 개념으로 푸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음의 순서로 살펴본다.
1. 고고학적 역사화란 무엇인가?
2. 대문자-역사와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3. 대문자-역사와 고고학의 관계는 무엇인가?
2장 ‘에피스테메’에서는 대문자로 된 역사가 에피스테메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푸코의 고고학에 내재하는 삼분구도를 살펴보고, 대문자로 된 역사가
수식되는 방식을 검토하여 그것이 에피스테메에 대한 설명과 일치함을 확인한
다.
3장 ‘인간’에서는 대문자로 된 역사가 에피스테메로서 갖는 구체적인 의미
를 인간에 관한 설명을 통해 확인한다. 인간에 관한 설명이 『말과 사물』9장
전체에 걸쳐 설명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역사와 인간의 관계를 직접 다루는 부
분은 제한적이다. 근대 에피스테메가 주로 인간 및 인간과학을 통해 다루어지기
에, 대문자-역사에 대한 이해의 상당 부분은 인간 개념의 의미 및 인간과 대문
자-역사의 고유한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푸코의 인간 개념은
8

역사 개념 내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인간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대문자역사(의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4장 ‘역사’에서는 대문자로 된 역사가 관계하는 구체적인 역사의 의미를 확
인함으로써 고고학적 역사화 및 푸코적 역사의 의미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인간학적 전제가 고고학에 의해 역사화되는 과정과 대
문자로 된 역사가 맞물림을 확인한다.
고고학과 대문자로 된 역사라는 두 역사 개념은 푸코에게서 이론적으로 정
리되거나 메타적으로 고찰되지 않는다. 해당 개념들이 포함된 논의 속에서 관계
와 맥락에 따라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 개념의 이해는 까다로운
독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두 역사의 의미를 구분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말과 사물』을 통한 푸코의 철학적 기여를 이해하는 데 핵심을 이룬다.
푸코의 고고학이 갖는 철학적 의미에 관해 이미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었
다. 초기 푸코 철학의 한계는 이미 푸코 자신에서부터 고찰되고 극복된다. 분석
의 도구가 되는 개념이 에피스테메에서 담론(discours)과 장치(dispositif)로 변
화하는 과정은 푸코의 거듭된 방법론적 반성을 반영한다. 에피스테메 개념은
『말과 사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지식의 고고학』에서도 언급되었으
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말
과 사물』에서는 푸코가 비판하고자 했던 바를 해당 개념이 적절하게 드러냈지
만, 비판을 넘어서 꾀하고자 하는 변화를 논하는 데에는 적절한 도구가 아니었
기 때문일 것이다. 푸코에게서 ‘지식의 고고학’ 시기 이후 에피스테메 개념이 포
기되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에서 푸코의 철학적
의미를 찾는 이유는 에피스테메의 포기가 반드시 에피스테메 개념의 타당성이
폐기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푸코는 말년의 강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고고학의 연속성을 언급
한다. 푸코는 자신의 연구 전반을 일련의 느슨한 연결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푸코의 연구 영역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사물에 대
9

한 통제 관계”를 다루는 “지식의 축”으로, 이를 통해 푸코는 “어떻게 우리는 앎의
주체가 되는가”를 묻는다. 두 번째는 “타자들에 대한 행위 관계”를 다루는 “권력
의 축”으로, “어떻게 우리는 권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것에 복종하기도 하는 주체
가 되는가”를 묻는다. 세 번째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윤리의
축”으로, “어떻게 우리는 행위의 도덕적 주체가 되는가”15를 묻는다. 세 영역의
구분과 함께 푸코는 같은 책에서 자신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고고학(archéologie)
과 계보학(généologie)을 언급한다.
푸코가 이후 제시하는 개념들이 에피스테메 개념을 포괄하면서 확장해가
는 것으로 이해한다. 세 영역과 두 방법론이 푸코에게서 배타적인 방식으로 대
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하는 것들”16로서 언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허경
은 푸코의 세 시기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 확장되면서 강조점이 변화하는 관계
로 정리한다.
①지식의 고고학(archéologie du savoir)
②지식-권력의 고고학-계보학(archéologie-généalogie du savoirpouvoir)
③지식-권력-윤리의 고고학-계보학(archéologie-généalogie du savoirpouvoir-éthique).17
이를 바탕으로 허경은 “두 개념[‘에피스테메’와 ‘언표’ 개념]은 푸코가 ‘우리
의 문화와 같은 한 문화 안에서 언어 존재가 갖는 형식들에 관련되는 하나의 방
법론적 작업’이라 부른 앎의 고고학이라는 보다 커다란 지향 아래 종속”18되며,
“에피스테메(l’épistémè) 개념의 실천개념으로의 ‘포섭’”은 “고고학
15

QL 360.

16

허경,「미셸 푸코의 "담론" 개념 - "에피스테메"와 "진리놀이"의 사이」. 개념과 소
통, Vol.9. 2012. 12쪽.
17

허경, 「미셸 푸코의 ‘근대’와 ‘계몽’」, 근대철학, Vol.5, 2010, 12쪽. 푸코의 저서를
영역(축)의 변화에 따라, 방법론의 변화에 따라, 연구 영역(축)과 방법론의 종합에 따
라 분류하는 논의는 해당 논문의 7-13쪽을 참고하라.
18

위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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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chéologie) 개념의 계보학으로의 ‘포섭’ 과정과 동시적”19이라고 보았다. 플
린(Thomas Flynn) 역시 푸코의 고고학, 계보학, 문제화 방법론이 “서로를 배제
하는 것이 아니라 ⋯ 이전 방법론이 관심을 내포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방식으로 강구된다”20고 본다.
푸코 자신의 언급과 푸코 연구자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고고학과 에피스테
메 개념은 푸코가 니체적 전환을 통해 제시하는 실천 개념의 일부를 이루는 방
식으로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푸코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현명한 접
근은 초기 방법론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푸코의 관심과 의도가 어
떻게 설정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고학의 의
미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허경,「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 에피스테메, 고려대학교응용문화연구소. 2007.
229쪽.
19

Thomas Flynn. Foucault’s Mapping of History. The Cambridge companion to Foucault.
edited by Gary Gutting. Cambridge, U.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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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피스테메
제1절 푸코의 에피스테메
1. 비사유의 경험
푸코는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의 작품에 등장하는 한 백과사전을 읽고 사유 불가능성을 경험한
다.
동물이 a) 황제에게 속하는 것, b) 향기로운 것, c) 길들여진 것, d)
식용 젓먹이 돼지, e) 인어, f) 신화에 나오는 것, g) 풀려나 싸대는
개, h) 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 i) 미친듯이 나부대는 것, j) 수없
이 많은 것, k) 아주 가느다란 낙타털 붓으로 그린 것, l) 기타 m)
방금 항아리를 깨뜨린 것, n) 멀리 파리처럼 보이는 것21
사유할 수 없다는 경험은 위 목록에서 사물들이 어떻게 분류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음에서 온다. 각 항목은 겹치거나 서로 너무 떨어져 있, 상위 항목
의 총체성에 포괄되지도 않는다. 특히 ’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은 앞선 것들을
모두 재등록함으로써 분류를 중복되게 하고, ‘기타’는 목록의 마지막이 아닌 중
간에 위치함으로써 언급된 것 외의 것을 포괄하는 기존의 용도를 벗어난다. 이
로 인해 분류가 배타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붕괴되고, 사유는 혼란
에 빠진다.
또 다른 예로 푸코는 실어증 환자의 예를 든다. 실어증 환자는 다양한 색의
털실 타래를 일관성 있게 분류하지 못한다. 털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놓여 있는 탁자가 “동질한 객관적인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이 동일 평면
이 아무리 협소해도 실어증 환자에게는 너무 넓어서” 다시금 “다수의 덩어리진

21

MC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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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 소 영역”22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털실의 차이는 그것이 놓인 공간의
무수한 차이와 겹쳐쳐 무한한 경우의 수로 달라진다. 따라서 비교에 기반한 인
식이 불가능하다.
사물이 끝없는 이질성이 되는 이러한 공간을 푸코는 ‘헤테로토피
아’(hétérotopie)라 부른다. 헤테로토피아는 “말과 사물이 (서로 나란히 마주보는
상태로) 함께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문장 구성법을 처음부터 파괴”하여 “언어
를 은밀히 전복하고, 이것과 저것에 이름 붙이기를 방해하고, 보통 명사들을 무
효가 되게 하거나 뒤얽히게”23 한다.
헤테로토피아에서 오는 불안은 상상이나 낯선 사유와는 다르다. 푸코가 제
시하는 두 사례에서 그 차이가 확인된다. 라블레(François Rabelais,
1483-1553)의 저서에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벌레와 뱀의 이름이 나열되는
기괴한 장면이 있다.24 이것이 비록 낯선 불안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헤테로토피
아는 아니다. 그 이름들이 주는 기괴함이 무한히 이질적인 공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블레의 사물들은 그 이름을 차례로 읊는
인물 외스덴의 말(혹은 “외스덴의 침 속”)이라는 공통의 장소에 갖는다. 그렇기
에 독자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기괴함은 상상할 수 없다는 황망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상된 것의 낯섦에서 온다. 로트레아몽(Lautréamont, 1846-1870)
의 유명한 구절 “수술대 위의 우산과 재봉틀”25 역시 마찬가지이다.26 기능적으
로 무관한 세 사물의 조합이 주는 초현실적인 감각은 푸코가 지적하는 비사유의
경험과 구분된다. 우산과 재봉틀은 동일한 수술대 위에 있음으로써 함께 있는
모습이 상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하필 우산과 재봉틀인지, 왜 그것들이 수술
대 위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 낯섦은 그들의 공존함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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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C 9/11.

24

프랑수아 라블레, 『팡타그뤼엘 : 제4서』, 파주 : 한길사, 2006.

25

MC 8/9.

26

로트레아몽, 『말도로르의 노래』, 이동렬 옮김.서울 : 민음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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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진 후에 온다. 한편 푸코가 이야기하는 불가능성은 인식된 것이 기괴하
거나 낯설어 현실에는 있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다. “불가능한 것은 사물
들의 근접이 아니라, 사물들이 인접할 수 있는 장소이다.”27 푸코가 경험한 것은
공통의 공간 — 수술대(table) — 자체를 상실했을 때의 불안이다.
푸코의 관심은 인식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향한다. 그리고
그 불가능성의 원인은 사물들 사이의 이질성이 아니라, (인식 대상인) 그 사물들
보다 한 층 밑에 놓인 (그 자체로는 인식 대상이 아닌) 장소에 있다.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의 존재 여부가 문제이다. 혹은,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어
떤 모양인가가 문제이다. 그 공간의 부재로 인해 “항목들을 서로 연결할 공통의
바탕 자체가 무너”28질 때 비로소 우리는 비사유의 영역을, 즉 사물들을 질서지
울 방도를 찾지 못해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인식조차 못하는 상태를 감지한다.
이로부터 사유는 자연적인 (즉, 언제나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 된다. 푸코는 비사유의 경험을
통해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도달한다. 사유는 이제
비사유와의 모종의 공통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한 부분으로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공간은 무엇인가? 푸코는 그 자체
로 장소가 아닌 (“비-장소”29인) 언어에서 궁극적으로 사물들을 발견한다. 보르
헤스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그의 중국 사전은 목차의 알파벳 외에 다른 나열
규칙을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중구난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넓고 미
약한 장소가 공통의 장소로 남아 있는데, 글이라는 협소한 매개가 바로 그것이
다. 나열된 사물들에서 모든 언어적 의미작용을 벗겨낸 후에도 말은 남아 있다.
『말과 사물』의 제목에 등장하는 말과 사물은 이 근본적인 교차점에서 서로를

27

MC 8/9.

28

MC 8/9.

29

MC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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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다. 『말과 사물』은 사물과 말을 만나게 하는 특정한 질서30에 관한 이야기
이다. 사물을 말과 교차시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가리켜 푸코는 ‘에피
스테메’(épistémè)라 이름 붙인다.31

2. 고고학의 삼분구도
하나의 문화에는 근본적인 코드(codes fondamentaux)가 있고, 그것에 대
해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과학적 이론(théories scientifique) 또는 철학적 해석
(interprétations de philosophes)이 있다.
근본 코드는 한 문화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규정하는 코드로, 이 코드에 의
해 하나의 질서가 경험적으로 고정된다. 이 코드는 “인간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적인 질서들을 처음부터 수립”32하고, 따라서 문화 내
의 언어·지각의 도식·교환·기술·가치·실천의 위계 등은 모두 이 근본 코드에
의해 지배된다.
학문이나 철학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바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
『말과 사물』의 영역판 제목인 ‘사물의 질서’(order of things)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이 질서를 가리킨다.
30

말과 사물이 교차할 수 있게 하는 장소를 푸코는 일차적으로 ‘테이블’로 지칭한다.
테이블이란 사물들의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는 탁자(臺)이자, “존재물의 유사점과 차
이점이 지정되는 명목적인 분류를 실행하게 해 주는 도표”(MC 9/11)이다. 대(table)에
서 표(tableau)로의 이러한 루셀(Raymond Roussel, 1877-1933)의 언어유희를 시사한다.
푸코는 “루셀에게 늘 빚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마음에서, 대 또는 탁자
라는 의미의 낱말 ‘테이블’을 두 가지 중첩된 의미로 사용”(MC 9/10)한다고 밝힌다. 루
셀은 발음이 같고 단 하나의 알파벳 외에는 기호도 동일한 두 단어를 만들고, 두 단어
를 각각 포함하면서 두 단어 외에는 동일한 요소로 이루어진 두 문장을 만든다. 그리
고 그 두 문장을 각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으로 하는 이야기를 구상함으로써 이야
기를 만든다. 이때 두 문장의 뜻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달라진다: ① Les lettres du
blanc sur les bandes du vieux billard. [낡은 당구대의 쿠션 위에 있는 흰 색 글자들.] ②
Les lettres du blanc sur les bandes du vieux pillard. [늙은 도적떼에 관해 어떤 백인이 쓴
편지들.] (Raymond Roussel, Comment j'ai ecrit certains de mes livres. Paris: Pauvert.
Union générale d'édition, 1963, p. 11)푸코는 루셀에게서 “세계의 질서 그 자체가 순수
히 우연적인 사건들의 차원에 기입되어 있”(진태원, 「피에르 마슈레와 문학적인 철
학」, 인문논총 60호, 2008, 51쪽)음을 발견하고, 그가 “가장 덜 임의적인 담론을 통해
가장 우연이 불가피한 것을 구성해내고자”(RR 54-55) 시도한다고 말한다.
31

32

MC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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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층위에서는 “질서나 법이 왜 있는지, 어떤 원칙을 통
해 그것을 사유할 수 있을지, 어떤 이유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질
서가 세워진 것인지”33를 물음으로써 근본 코드를 일반성이나 법칙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애쓴다.
한편, 코드화된(déjà codé) 것과 반성된(réflexive) 것 사이에 푸코는 양자를
매개하는 제삼의 영역을 도입한다. 이 영역은 근본 코드에 의해 규정된 질서가
학문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되도록 매개한다. 이를 통해 경험화 된 질
서는 이론의 층위와 근본 코드 층위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한다. 이 질서는 사유
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에 사유 자체 내에서 인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
자체와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중간 영역에서 푸코가 주목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태껏 특정한
질서가 존재해왔음을 발견하는 경험이 그것이다.
어떤 문화에서건 질서 확립의 코드라 불릴 수 있을 것과 질서에 관
한 성찰 사이에는 질서와 질서의 존재 양태에 대한 맨 경험
(expérience nue)이 존재한다.34
이 맨 경험에서는 “자연적 질서 아래 그 자체로 정리될 수 있고 어떤 무언의
차원에 속하는 사물들이 있다는, 요컨대 질서가 존재한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
실”을 마주한다. 문화는 자신의 질서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경험적 질서의 직접
적이고 비가시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35고, 사유가 의식되지 않은 채로 속해 있
는 체계가 있음이 자각된다. 질서는 자명함의 비인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요컨대, 지금까지 질서라는 것이 존재해온 것이었다는 사실이 자각된다. 질서와
질서의 존재 양태에 대한 맨 경험이란, 보편적 상수로 전제되던 것이 깨어지고
상대적인 변수가 되어 다가오게 되는 일을 가리킨다.
33

MC 12/15.

34

MC 13/16, 인용자 강조.

35

MC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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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서는 푸코에게서 우리의 사유나 존재 방식을 그것에 귀속시켜야 할
참된 질서로 규정되지 않는다.36 오히려 이 맨 경험은 앞선 질서에 의해 체계화
되기 이전의 사물, 즉 다른 방식의 질서로 다르게 체계화될 수도 있을 사물을 상
상할 근거이다. 맨 경험을 통해 “이 질서가 어쩌면 유일하게 가능하지도, 가장
좋지도 않을지 모른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자유롭게 되”37는 것이
다.
이때 발견되는 질서는 경험과 인식의 가능 조건을 이룬다. 이 인식론적 장
을 푸코는 ‘에피스테메’라고 부른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 그 안에서 역사를 드러내고 자
신의 실증성을 정초하는 인식론적 장(champ éptistémologique)인
에피스테메(émpistémè)를, 합리적인 가치나 객관적인 형식에 근거
한 모든 기준들로부터 떨어져서, 완벽에 도달해가는 역사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가능 조건들의 역사로서 살피는 것이다.38
그리고 에피스테메 개념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층위에서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을 푸코는 고고학으로 부른다.
[⋯] 경험적 과학들의 다양한 형식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한 지식 영
역 안의 지형들 [⋯] 이것은 전통적인 단어의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고고학’(archéologie)의 문제이다.39

에피스테메가 ‘맨 경험’이나 ‘존재한다(il y a)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마주함’과 같
은 “순수한 질서의 존재를 마주 대하기”(MC 12)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푸코의 고고학
은 일면 현상학적 함의를 지닌다. 실제로 푸코의 초기 연구에서 발견되는 현상학적
잔재는 이후 푸코 자신에게서 비판된다. 그러나 에피스테메가 전제하는 ‘존재의 양
태’가 현상학적 경험과는 달리 임의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푸
코의 ‘맨 경험’은 거부될 수 있을 것으로서의 질서이자, 경험되는 존재를 이루는 질서
를 거부할 근거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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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12/15.

38

MC 13/17.

39

위의 책, 같은 쪽,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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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는 에피스테메가 탐구하는 인식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지형을 탐구하
는 일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와 구분해 ‘고고학’이라 부른다. 고고학은 인
식의 가능 조건이 이루는 지형—즉, 에피스테메—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살핀다.
즉, 고고학의 역사는 에피스테메들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 고고학은 담론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알기 위해 재구성된 장이라
는 점에서, 고정된 요소를 시대에 따라 추적하는 일반적인 역사와는 다르다. 기
존의 역사학이 살피는 것이 시간 속에서 단일한 계열을 이루는 특정한 요소의
역사라면, 고고학이 대상으로 하는 역사는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계열의
요소들이 이루는 복잡한 관계의 영역이다. 고고학은 에피스테메라는 지형이 여
러 겹 쌓이면서 만들어내는 지층으로서의 역사를 살핀다.
인식론이라는 유일한 자리와 그곳에 들어갈 후보들로 이루어진 구도는 이
제 서로 다른 인식론들이 이루는 불연속적인 역사의 구도로 전환한다. 보편성과
타당성이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요청되는 것이었다면, 인식론
들의 지층을 관전하는 푸코의 구도에서 타당성은 시대적·공간적 한계 내에서
경험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그 결과 각 인식론들의 한정적 보편성이 서로의 보
편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에피스테메는 경험적 질서들의 역사로 논의의 층위를
옮겨감으로써 복수의 인식론적 조건들을 (참인 인식론의 후보들로서가 아니라)
모순 없는 보편성들의 역사로서 문제화한다.

3. 에피스테메의 의미: 역사적 아 프리오리
에피스테메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푸코는 그
의미의 일부를 다르게 설정한다. 앎이나 지식을 가리키는 ἐπιστήμη는 플라톤에
게서 참으로 있는 것의 형상(eidos) 그 자체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인
식’(epistēmē)은 있음과 없음의 문제에 있어 가변적인 의견(δόξα; dōxa)이나
기술(τέχνη; technē)의 대상과는 다르게, 언제나 있으면서 완벽하게 있는 것과
관계한다. 한편, 플라톤에게서 앎이 그 자체로 불변하는 참된 인식이었다면, 푸
코에게서 에피스테메는 시대별로 달라지는 인식론적 장을 뜻한다.
18

에피스테메는 지식들의 가능 조건들의 역사가 고찰되는 인식론적
장이다.

40

푸코에 따르면, 사물을 말과 교차시켜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물들을 규정하고 정돈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체계는 푸코에게서
‘가능 조건’으로 이루어진 ‘인식론적 장’인 ‘에피스테메’로 불린다. 그런데 이 체
계는 사물들 자체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닌, “사물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
는 은밀한 망”이다.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질서는 “선험적이거나 필연적
연쇄에 의해 결정되는 것”41이 아니라, 차라리 “배열의 관례”(habitude de
distribuer)와 관련되는 것이다. 질서 내부에서는 이 질서가 사물들 사이에 “내적
법칙”과 같은 것으로 주어지지만, 고고학의 층위에서 볼 때 이 질서는 사물의 실
체나 법칙의 반영이 아니다. 에피스테메는 오직 “시선, 관심, 언어의 격자를 통
해서만 존재”42한다. 사물을 관계짓는 방식이 무한한 만큼, 푸코의 에피스테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한다. ‘역사적 아 프리오리’라는 표현
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에피스테메가 역사적임을 드러낸다.
[에피스테메의 탐구란] 무엇으로부터 인식과 이론이 가능하게 되
었는지, 어떤 질서의 공간에 따라 지식이 구성되었는지, 어떤 역사
적 아 프리오리(a priori historique)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어떤 실
증성(positivité)의 요소 안에서 과학들이 구성되고, 경험들이 철학
적으로 반성되고, 관계들이 스스로 형성되거나 아마도 곧 해체되
고 사라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의 연구이다.43
에피스테메는 실증화된 철학적 반성들이 어떤 전제와 경로를 통해 형성되
었는지, 사물이 언어와 교차하는 수많은 방식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인식이

40

MC 13/17.

41

MC 11/14. 원저자 강조.

42

MC 11/14.

43

MC 13/17.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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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는지를 묻는다. 푸코는 특정 시대의 구체적인 지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것을 경험으로 만드는 아 프리오리를 탐구한다.
아 프리오리(a priori)는 아 포스테리오리(a posteriori)의 반대말로, 라틴어
에서 각각 ‘앞에서부터’와 ‘뒤에서부터’라는 의미이나 인식론에서는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의 사용에 따라 경험을 기준으로 각각 ‘경험 이전’
과 ‘경험 이후’를 가리킨다. 아 프리오리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
(Trasnzentalephilosophie)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칸트의 트란젠
덴탈(transzendentale)은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뜻한다.
푸코의 고고학은 경험적 인식이 일어나는 조건에 관한 물음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한 가지 시도이다. 그러나 칸트에게서는 아 프리오리
가 가변적인 경험 세계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사유되는 반면, 푸코의 고고학에
서 아 프리오리는 역사 안에서 변해온 것으로서만 다루어진다. 푸코의 역사적
아 프리오리란 칸트적 선험이 고고학적으로 역사화된 것을 뜻한다. 이 역사적
아 프리오리 개념은 푸코에게서 단지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증되는데, 칸트
의 선험성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선험성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대문자-역사’라는 개념이다.
에피스테메를 통한 시대 구분이 가능한 것은 한 시대에 단 하나의 에피스
테메가 있다는 푸코의 규정에 기인한다. 하나의 문화에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는 하나의 에피스테메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이론으로 나타나는 지식이건 실
천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지식이건 간에 모든 지식의 가능 조건을 결정한다.
에피스테메는 가능한 지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층위가 아니라, 지식들
의 경쟁을 야기한 공동의 물음에 관계한다. 에피스테메는 다양한 지식들에 앞
서 공동의 인식론적 전제를 이룬다. 에피스테메의 관심사를 벗어난 논의는 지식
에 관한 논쟁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참된 앎으로
서의 지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 내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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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에피스테메만이 있다는 전제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
다. 먼저, 서로 다른 두 에피스테메가 공존할 수는 없는가를 물을 수 있다. 푸코
의 논의에 기반할 때, 에피스테메는 개념상 두 개의 인식 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한층 더 근본적인 수준의 인식론적 전제를 뜻하는 것이기에 그 경우 다시금 두
인식론을 포괄하는 하나의 에피스테메가 모색될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다음
으로, 기존의 에피스테메와 다른 인식 방식을 따르는 앎의 등장으로 인해 두 에
피스테메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에피스테메의 중첩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는, 엄밀히 말해 지식을 승인하는 에피스테메는
유일함을 유지할 것이고, 그 밖에서 구성된 앎은 지식의 영역에 등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시대의 지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에피
스테메이고, 서로 다른 에피스테메들의 관계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변환으
로서만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고전주의에 지식을 이루던 말, 종, 부는 근대에
이르러 “재현의 경우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을 획득하게” 된다. 에
피스테메는 인식론적 전제들의 차이를 가리키는 단위이며, 그 단위는 곧 시대
라 불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에피스테메와 시대의 동기화에 근거하여 푸
코는 공통된 에피스테메 위에서 사유하는 시대들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제2절 대문자-역사와 에피스테메
대문자-역사는 『말과 사물』 2부에 등장한다, 푸코는 역사를 언급할 때
일반적인 표기와 같이 소문자를 쓰지만, 일부 대목에서는 대문자 H로 시작하는
역사(Histoire)로 표기한다.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하는 언어에서는 푸코가 단
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음이 즉각 전달되지만, 한글로는 양자를 구분해 번역
하기 어렵다. 한글 자모에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없기에, 동일한 단어를
두 가지로 달리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소문자와 대문자로 달리 표현된 한 단어를 한역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반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소문자 표기의 경우 그대로 ‘역사’라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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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고, 대문자로 된 역사는 특정한 별칭을 만들어 지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데 이 방법에는 난관이 있다. 이름을 붙이려면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대문자로 표기된 역사는 푸코에게서 그
의미가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고, 구체적인 분석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등장한
다. 즉, 대문자로 표기된 역사의 의미로부터 별칭이 비교적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그것을 지칭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호명과 해석이 순환하는 이러한 난점은 『말과 사물』의
독해에 있어서는 비라틴어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번
역과 이해 과정에 주어지는 한계인 동시에, 개념을 엄밀하게 고찰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규현 한역본44은 대문자로 표기된 역사와 소문자로 된 역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역사’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이 개념에 관한 다양한
물음이 생겨난다. 소문자로 된 역사와 대문자로 된 역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무
방한가? 푸코는 역사를 대문자로 표시하면서 무엇을 차별화하는가? 대문자로
표기한 역사를 일반적 용례에서와 같이 ‘역사학’으로 번역할 수 있는가? 나아가,
근대 시기에 역사에 관한 학문을 이루었던 역사철학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
가? 아니면 푸코는 해당 개념으로 새로운 고유 명사를 제시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물음은 대문자로 표기된 역사가 고고학의 삼분구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물음으로 수렴한다. 다시 말해, 대문자로 된 역사가 실증
적 지식의 층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푸코가 새롭게 제시하는 새
로운 개념인 에피스테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전자
가 참이라면, 대문자는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특정한 것(여기에서는 특정한 ‘학
문’이 될 것이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문자로 된 역사는 ‘역
사학’이나 (근대 유럽의 역사학을 이루는) ‘역사철학’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푸코가 대문자를 근대에 에피스테메에 해당하는 어떤 역사를 가
리키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대문자로 된 역사를 소문자로 된 역사와 구별
44

2020년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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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미가 한결 중요해지는 동시에 지식의 층위에 해당하는 역사학 및 역사
철학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푸코가 대문자로 표기한 역사를 ‘대문자-역사’라고 부른다. ‘역사
학’이나 ‘역사철학’과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번역어를 사용하면 해석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기호의 차이만을 반영해 지칭
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대문자-역사가 『말과 사물』에서 언급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 대문자-역사가 고고학의 삼분구도에서 에피스테메에 해당한
다는 점을 확인한다.

1. 대문자-역사의 위치
『말과 사물』에서 대문자-역사는 모두 57회45 등장한다. 그 분포를 살펴
보면, 자연사에 관한 논의에서 2회 언급된 것(이 경우 ‘자연사’를 가리키는 역사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외에 대문자-역사는 모두 2부에서 언급된다.46 그중에
서도 대문자-역사가 고고학의 삼분구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7장 제1절 ‘역
사의 시대’에서 직접 대문자-역사가 언급되는 부분 및 ‘서문’의 에피스테메 설명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문자-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푸코는 에피스테메
와 실증적 지식이 서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음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한다.
먼저, 푸코가 대문자-역사를 실증성의 층위와 구분 짓는 대목을 살펴보자.

5장 제2절 자연사에서 2회, 7장 제1절 역사의 시대에서 11회, 8장 제2절 리카도에서
25회, 8장 제3절 퀴비에에서 1회, 8장 4절 보프에서 4회,그리고 10장 4절 역사에서 14
회 등장한다.
45

푸코는 『말과 사물』 7장 첫머리에서 근대를 ‘역사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대문자역사를 다수 언급한다. 7장의 이후 내용에서 푸코는 근대 직전의 시기에 실증성의 존
재 방식이 여전히 고전주의 시대에서와 같이 ‘이중화된 재현’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대문자-역사는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대문자-역사는 실증
성이 재현과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획득하면서 전개되는 경험 과학에 관한 8장의 논
의에서 재등장한다. 경제학, 생물학, 언어학을 차례로 살피는 과정에서 대문자-역사
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2절 ‘리카도’에서 막스에 관한 논의와 함께 주로 언급
된다. 이후 인간학과 유한성의 분석론을 다루는 9장과 인간과학을 다루는 10장에서
대문자 역사는 사용되지 않다가, 책의 말미에 위치한 ‘역사’ 절에서 다시 한번 주되게
다루어진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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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역사를 우리가 수집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의 연
속들 그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의 연속들이 잠재적 인식
과 가능할 과학들의 지식의 공간 안에서 확인되고, 위치지워지고,
정렬되고, 배치되는 것은 경험성들의 근본적인 존재의 양식(le
mode d’être fondamental des empiricités)으로부터이다.47
위에서 푸코는 두 층위를 제시한다. 하나는 사실이 연속적으로 경험되는
‘지식의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성의 근본적인 존재의 양식’이다. 푸코는 대
문자-역사가 전자의 층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대문자-역사로 가
리키는 역사는 지식이라는 공간 안에 이미 정돈되어 있는 사실들의 연속이 아니
고, 그와는 다른 층위를 이루는 ‘근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이러한 논조는 대문자-역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48 대문자-질서에 관한 설
명에서도 지속된다. 근대 직전 시기인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로 제시되는
이 “대문자-질서는 사물의 가시적인 조화라던가 정돈, 일치, 규칙성 혹은 확인
된 균형 따위가 아니”다. 비록 이것이 “어떤 합의된 지식 안에서 수립”되기는 하
지만, 그 자신은 “존재를 인식으로 보내는 더 근본적인 영역”49이다.
대문자-역사는 푸코가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곳에 위치한다. 직
접적으로 푸코는 “경험성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문자-역
사를 설명한다. 푸코에 따르면 대문자-역사는 “경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
든 존재의 양식”으로, “19세기 초부터 경험적인 것이 태어나는 장소”50이다.

47

MC 231/502, 인용자 강조.

대문자-질서와 대문자-역사가 동일한 견지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대문자-질서가 사물의 가시적인 조화라던가 정돈, 일치, 규칙성 혹은
확인된 균형 따위가 아니라 그러한 존재에게 고유한 공간이고 모든 실제적인 인식에
앞서서 그것들을 지식 안에 세우는 것이었던 것처럼, 대문자-역사도 19세기 초부터
경험적인 것이 태어나는 장소가 된다.”; “경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존재의 양
식, 대문자-역사는 우리 사유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고전주의적 대문자-질서와 그렇게 다를 게 없다.“(MC 231/502)
48

49

위의 책, 위의 쪽, 인용자 강조.

50

위의 책, 위의 쪽, 인용자 강조.
24

경험에 앞서 경험을 세우고 태어나게 하는 양식이라는 표현은 에피스테메
에 관한 푸코의 설명과 일치한다. 에피스테메는 실증성 — ‘경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시적인 ⋯ 혹은 확인된’ 사물들로 이루어지며 ‘경험적인 것’과 ’합의
된 지식’이 있는 ‘실제적인 인식’ — 과는 다른 층위에 있는 것으로, “실제적인 인
식에 앞서” 선험적으로 있으면서 인식을 “지식 안에 세움”으로써 “경험적인 것이
태어나는 장소”를 이루는 “더 근본적인 영역”51이다. 즉, 대문자-역사는 앞서 살
펴본 삼분 구도에서 실증적 학문의 영역과 구분되는 층위에 대입된다.
한편, 대문자-역사와 근본 코드의 층위와의 구분은 앞서 살펴본 실증성과
의 구분만큼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푸코가 대문자-역사를 언급하며 사
용하는 ‘근본적’이라는 표현이 근본 코드의 그것과 달리 사용되는 것인지를 확인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문자-역사와 함께 사용하는 ‘양식’(mode)와 가장 근본의 층위를
가리키는 ‘코드’(code)의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푸코는 후자를 ‘근본 코
드’라고 수식하는 한편, 대문자-역사의 근본성을 언급할 때는 그것이 경험의 양
식임을 지적하여 ‘경험성의 근본적인 존재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거나, 지식의
층위에 대하여 “더 근본적”52이라고 표현한다. 즉, 대문자-역사에게 주어지는
근본성은 실증적 층위와의 관계에서 내에서 사용된다. 근본 코드가 존재에 관해
주어진 “일차적인 코드”53(codes primaires)라면, 에피스테메는 그 존재가 경험
화 될 때의 양식(mode d’être fondamental des empiricités)이다. 양자는 경험 이전
의 층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모두 근본적이지만, 후자가 경험성과 결합된 존재
를 근거하는 근본성이라면 전자는 경험 이전에 일차적으로 주어지는 근본성이
다.실증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에피스테메는 근본 코드의 방향에 놓여 있다는 의
미에서 한 층 근본적이다. 하지만 푸코의 구도에서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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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적이라 불리는 근본 코드와는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서술에서 ‘양식’과 ‘코드’의 차이를 명쾌하게 구
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푸코가 양자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활
용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를 에피스테메에 내재한 성질
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에피스테메가 근본 코드와 실증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에 내재적으로 모호성을 띤다는 점이 그것이다.

2. 에피스테메의 모호함
푸코가 『말과 사물』의 서론에서 세 층위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
적인 논의에서는 에피스테메와 나머지 두 층위를 명확히 구분해 읽기가 어렵다.
예컨대, 푸코가 ‘근본적’(fondamental)이라는 수식어를 직접 붙인 곳은 근본적
코드들의 층위이지만, 그 코드들이 경험적인 층위와의 관계에서 고려되는 시점
에서는 에피스테메의 영역이 “가장 근본적인 것” 54 (comme la plus
fondamentale)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을 푸코가 에피스테
메와 근본적 층위의 구분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에피스테메를
실증적 차원과 구분하기 위해 근본적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에피스테메에 관한 푸코의 설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혼동은 피스테
메 개념 자체가 양자 사이를 오가며 매개하는 것을 가리키기에 중간적이고 모호
한 성격을 띤다는 점에 기인한다. 푸코가 주목하는 제삼의 영역은 근본 코드와
실증성이라는 분리된 두 영역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푸코 자신이 설명하듯
헷갈리고, 애매하고, 분석하기 어렵다.
서로 떨어져 있는 이 두 영역 사이에, 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지
만 여전히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이 놓여 있다. 이것은 더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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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고, 더 애매하며, 아마도 분석하기에 덜 쉬울 것이다.55
대문자-역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모호한 성격은
푸코의 분석이 엄밀하지 못했기에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에피스테메라는 매개
적 기능에 내재한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에피스테메는 근본적으
로 주어지는 존재와 그것의 경험화 작용에 동시에 맞물려 있다. 그런데 푸코가
제시하는 삼분구도에 따르면, 사물에 주어진 근본 코드는 에피스테메의 지형에
의해 질서 지워짐으로써 지식으로 실증화된다. 즉, 근본적으로 주어진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에피스테메라는 지형을 통해서만 배열될 수 있고, 그것이 경험된
다면 그 경험된 것은 언제나 에피스테메가 이루는 질서에 종속되어 있다. 근본
적인 존재 및 경험된 지식은 — 에피스테메와 구별되는 것이지만 — 언제나 에피
스테메를 매개로 해서만 지칭된다. 그렇기에 에피스테메는 매개되는 양극단의
속성을 함께 붙잡기 위해 양자를 오가는 무수한 반복 운동에 의해 분석된다. 이
것이 대문자-역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많은 경우 각 속성이 층위들을 관통
하며 동시에 적용되거나,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이유이다. 에피스테
메는 근본적 층위에서 주어진 것을 경험적 층위로 형상화하는 질서로 제시되지
만, 그것이 분석될 때는 실증화된 것에서 주어진 것을 거꾸로 찾아 나가는 방향
으로 다루어진다. 더불어, 고고학은 에피스테메 내의 이질적인 것들 간의 다단
한 관계를 일원론적 역사로 환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점에서 또한 분
석이 복잡하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에서 특정 요소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의 중층적 상호 관계를 공통적인
전제와의 관계를 통해 살피는 것이 고고학이다. 따라서 에피스테메는 애초의 목
표에서부터 모호한 관계성들을 품고 간다.
요컨대, 대문자-역사가 근대 분석에서 언급될 때 발생하는 모호함은 대문
자-역사를 에피스테메의 층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과 대립하지 않는
다. 다시 말해, 푸코가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삼분구도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 그것에 맞추어 대문자-역사를 에피스테메로 이해하는 작업이 일관적으로 수
55

MC 12/15.
27

행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푸코 연구 일반에서도 받아들여진다. 알란은 “([⋯
대문자 H와 함께 표현되는) 역사 개념은 푸코에게서 근대의 역사적 선험의 핵
심을 이루는 것”56이라고 본다. 한-필은 『말과 사물』 7장과 서론에서 언급되
는 대문자-역사가 “고고학적 층위의 역사, 즉 지식의 가능성의 조건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57고 보고, 대문자-역사가 “고전주의 시대의 대문자 질
서를 잇는, 현재 우리[유럽]의 역사적 선험 혹은 에피스테메”58이며, 이때의 대
문자화는 “에피스테메 층위로의 이동을 가리킨다”59고 말한다.
대문자-역사는 일반적 의미의 역사가 아니라, 푸코의 고고학이 새롭게 제
시하는 고유명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문자-역사는 근대 시기에 유럽의 지식
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구조로 지목되는 특정한 개념이다. 그렇기에 대문
자-역사는 언제나 근대의 것이고, 실증적 층위가 아니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층위의 것이다. 푸코가 2부에서 자신의 작업을 “대문자-역사의 역사
(l’histoire de l’Histoire)에 대한 검토”로 요약할 때, 이것은 근대의 역사적 학문
들에 관한 역사학적 탐구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성이 갖는 단순한 형식, 인가 자신이 사건에 노출된다는
사실”60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푸코가 검토하는 역사(histoire)는 ‘대문자역사’라는 특정한 개념이 생겨나고 전개된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뜻한다.

3. 고고학과 역사의 관계
에피스테메에서 발견되는 모호함은 푸코가 근대 학문의 진동이라고 부른
사태와 겹쳐지면서 고고학의 역사와 근대 에피스테메인 역사의 관계를 묻는다.

Amy Allen, Psychoanalysis and Ethnology. Revisited: Foucault's Historicization of
History,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55, 201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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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éatrice Han-Pile, Is early Foucault a historian? History, history and the analytic of
finitud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 31, 2005, p.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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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사물』 2부에서 푸코는 근대 학문을 검토하면서 인간학이 경험성과 선
험성 사이를 오가는 진동에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한다. 그런데 에피스테메를 분
석 대상으로 하는 푸코의 고고학 역시 실증성의 층위와 경험 이전의 근본적 영
역을 오가며 채워진다는 점에서 인간학이 진동하는 영역을 재방문한다. 이로부
터 푸코가 고고학을 통해 행하는 역사적 작업이 근대의 에피스테메인 대문자역사와 같은 무대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학이 비판
되는 근거인 진동으로부터 푸코의 비판 작업 또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겹쳐짐은 곧장 뒤집어진다. 칸트의 초월론적 지평에서 사유
되던 인간학적 선험의 영역이 푸코에게서는 고고학이라는 다른 격자를 통해 탐
사된다는 점에서, 이 동일한 장소는 인간학적 선험성과 고고학적 에피스테메라
는 다른 장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푸코의 고고학적 역사화는 근대적으로 설정
된 문제 영역 안에 있다는 점에서 대문자-역사와 연결되나, 그 지형을 내부에서
부터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대문자-역사와 달라진다.
에피스테메의 매개성은 푸코에게서 근본적 코드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전유된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의 문화는 일차적 코드에 의해 규정되는 경험
적 질서로부터 조금씩 빠져나오고 경험적 질서에 대해 최초로 거
리를 두게 되면서, 경험적 질서로 하여금 애초의 투명성을 잃게 만
들고, 더 이상 경험적 질서에 수동적으로 젖어 들지 않고, 경험적
질서의 직접적이고 비가시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적어도 이
질서가 어쩌면 유일하게 가능하지도, 가장 좋지도 않을지 모른다
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자연적
질서 아래 그 자체로 정리될 수 있고 어떤 무언의 차원에 속하는
사물들이 있다는, 요컨대 질서가 존재한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에 마주하게 된다⋯. 언어, 지각, 실천의 코드들이 비판되고 부분적
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바로 이 질서의 이름으로이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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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스테메는 총체화된 질서를 상대화하여, 이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구도로 역사에 접근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
지 않을 자유’의 주제가 엿보인다. 말년의 저작 「비판이란 무엇인가」에서 푸
코는 비판을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으려는 기술”62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에피스테메 개념은 인식의 근거를 가능한 관례적인 배열들 중 하나로서의 질서
로 파악함으로써 보편을 자처하는 지식에 기반한 실천과 지배를 전복 가능한
것63으로 전환한다.
에피스테메의 모호함은 단순히 해소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근대
의 문제적 구도를 파악하고, 내부로부터의 돌파점을 사유할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문자-역사가 다른 층위가 아닌 에피스테메
에 속함에 유의해야 한다. 에피스테메의 분석이 『말과 사물』에서 푸코가 행하
는 고고학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고고학은 기존의 철학이 머무르는 층위에
역사의 영역을 더하고, 그 역사를 단일한 계열 내의 동질성이 아닌 불연속적 계
열들의 이질성으로 구성한다. 고고학은 불연속적인 계열 각각에 해당하는 에피
스테메에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면서 그 유효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근대 유럽
에 특정된 에피스테메인 대문자-역사는 인간학이라는 실증성을 구성하는 조건
인 동시에 그것을 할 한계가 된다. 즉, 푸코의 근대 비판은 인간의 층위와 대문
자-역사의 층위가 맺는 긴밀한 관계를 통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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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피스테메 개념을 통해 푸코의 철학은 유일한 인식론의 자리와 그 후보들
로 이루어진 구도를 서로 다른 인식론들 간의 단절적 역사의 구도로 전환한다. 이전
의 인식론에서 보편타당성이란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요청되는 것
이었다면, 인식론들의 지층을 관전하는 푸코적 구도에서 타당성은 시대적·공간적 한
계 내에서 경험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그 결과 각 인식론들의 한정적 보편성이 서로
의 보편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에피스테메는 경험적 질서들의 역사로 논의의 층위를
옮겨감으로써 복수의 인식론적 조건들을 (참인 인식론의 후보들로서가 아니라) 모순
없는 보편성들의 역사로서 문제화한다.
63

30

제3장 인간
제1절 근본적 역사성
1. 역사성의 침투
푸코에 따르면 서양 문화에서 대문자로 지칭되는 역사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기억, 신화, 계시(Parole)와 전례(Exemple)의 전수, 전통의 매개 수단, 현재에
대한 비판 의식, 인류의 운명에 대한 해석,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회귀의 약
속”64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던 특정한 (즉, 대문자의) 역사가 그것이다. 이 역사
는 사물과 인간에게 공통되는 어떤 광범위한 이야기를 뜻했다. 자연이 중심이
되거나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65 사물과 인간을 포괄하는 “단일성”66이 역
사로 사유되었다. 마찬가지로 고전주의 시대의 역사란 “세계와 인간이 하나의
단일한 역사 안에서 나란히 한 몸을 이루”67는 것이었다. 한편, 근대에 역사는 사
물과 인간 각각에 고유한 것이 된다. 이 새로운 의미의 역사는 사물에 역사성이
침투하면서 사물과 재현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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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78/500.

푸코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질서로 환원하는 두 방향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자연
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스토아학파에서와 같이 우주적 연대기에 인간의 시간이 속하
는 경우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기독교적 섭리에서와 같이 인간의 원리를
자연에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인간과학들의 구성에 앞서 존재했던 ⋯ 대문자 역사를
특징지었던 것은 — 적어도 일반적인 특징들을 통해 대문자 역사를 규정할 수 있게 하
는 것은,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게도 — (스토아학파에서처럼 일종의 거대한 우주적
연대기 안에서) 인간의 시간을 세계의 전개에 맞추거나, 반대로 (약간 기독교적 섭리
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 운명의 원리와 움직임을 자연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까지 확
장시킴으로써étendant, 인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물들 모두, 동물들, 각각의 생
물과 무생물, 그리고 대지의 가장 평온한 모습까지도, 이 각각의 지점들이 하나의 상
승 자체, 주기 자체 안으로 휩쓸려 들어간, 매끄럽고 단일한(uniforme) 하나의 거대한
역사(une grande histoire)가 착상된다.”(MC 37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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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분석에서 고전주의 시기는 데카르트적 사유68로 대표된다. 이 시기
의 사유는 재현하는 것과 재현되는 것을 미분화된 상태에서 직접 연결하는 코기
토(cogito)의 유효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코기토 안에는 표상과 존재가 구분
되지 않은 채 투명하게 겹쳐져 있다.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는 존재한다.”로의 이행은 담론의 내부에
서 자명성의 빛 아래 실현되었는데, 이 담론의 영역 및 작용 전체
는 재현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서로 맞물리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이행에 대해 존재가 일반적으로 사유에 포함되지 않
는다거나 “나는 존재한다.”에 의해 지칭되는 이 특이한 존재가 그
자체로 검토되지도 분석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할 필요가 없다. [⋯]
고전주의적 담론이 지속되는 한, 코기토(Cogito)에 함축되어 있는
존재 방식에 관한 검토는 명료하게 표명될 수 없었다.69
인식은 재현(représentation)에 의해, 즉 요소들의 외적 동일성을 재현하는
재현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전주의적 인식의 명증성은 재현되는 것과 재현
하는 것 간의 즉각적 관계에 관한 믿음에서 근거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표
상하는 일은 곧 그것을 인식으로 포착하는 일이고, 존재성은 곧 말에 의한 재현
이다. 따라서 고전주의의 지식은 동일한 표상으로 재현된 것들을 미세한 차이에
따라 촘촘하게 줄 지운 표와 같은 형태를 띤다.
18세기 후반 돌연 재현된 말과 사물 사이의 투명하고 직접적이던 관계가
깨지면서 고전주의적 사유는 유효성을 잃는다. 이제 표상은 존재의 전부를 이루
지 못한다. 표상에 머물렀던 사물의 본질이 재현되지 않은 영역으로 숨어 들어
가기 때문이다. 근대의 인식은 표면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심연 속으로
데카르트가 『방법서설』(1637)에서 제시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
한다’(je pense, donc je suis)는 논리는 존재가 사유라는 표상으로 규정됨으로써 가능하
게 된다. 데카르트에게서 존재의 근거는 사유이다. ‘생각하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정식은 ‘생각하는 나’를 통해 ‘존재하는 나’가 정립됨을 뜻한다. 이때 사유란
곧 존재를 재현하는 표상이다. 즉, 코기토라는 사유는 존재를 드러내는 표상으로서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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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해버린 존재를 향한다. 인식의 선험적인 배경에 그어져 있던 무시간적인 가
로선과 세로선이 유명무실해지고, 이번에는 까마득한 기원에서 흘러 들어오고
아득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움직임이 인식론적 배경으로 기능하기 시작
한다. 다시 말해, 고전주의의 인식론적 질서와는 다르고 이전까지의 역사와도
다른 어떤 역사성이 중요하게 된다. 근대의 에피스테메를 이루는 대문자-역사
가 그것이다.
철학에 관한 이해로 충분한 것은, 특정한 질서의 공간으로부터 자
유로워졌기에 그에 특정했던 형이상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 그
러나 이번엔 대문자-역사라는 존재 양식 안에 붙잡혔기 때문에 대
문자-시간(Temps), 그 흐름(flux)과 회귀(retours)에 열중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70
인식은 데카르트적 코기토를 가능하게 하던 형이상학과 무시간적 도표를
떠나, 흐르고 회귀하는 어떤 시간성에 종속된다. 이 시간성은 고전주의적 합일
로부터 분리된 말(표상)과 사물(존재) 사이에 불투명한 두께를 이룬다. 그리고
존재는 재현을 너머 닿을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멀어진다. 이제 인식은 경험된 표
면과 경험이 닿지 않는 심층 사이를 오가는 진동이 된다.
대문자-역사는 이 두꺼운 시간성 속에 존재를 배열한다. 고전주의에서 재
현과 역사는 필연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시간은 존재의 질서를 흩
트러뜨리지 못했다. 다시 말해, 존재의 질서는 재현되는 것들의 도표에 있고, 역
사란 그저 “근본적인 공간을 연대기의 연쇄가 가로지르기만 한”71 것이었다. 반
면, 근대에 시간은 사물들을 관계시기키는 유비가 처음부터 근거하는 장소이다.
19세기 초부터 대문자-역사는 어떤 시간적 계열 안에 구분된 유
기체들을 서로에게 접근시키는 유비들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대문
자-역사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법칙들을 생산, 유기적 존재,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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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들에 대한 분석에 적용한다. 대문자-질서가 동일성들과 차이들
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대문자-역사는 비유적인 유기체들에게 자
리를 준다.72
대문자-질서에서는 재현작용이 동일성의 표상을 무시간적 공간에 배열했
다면, 대문자-역사에서는 “유비(Analogie)와 연속(Succession)이 조직 원리”가
되어 시간적 계열 속에 유기체를 배열한다. 이때 사물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은 더 이상 “요소의 동일성”이 아니라 “기능의 동일성”이다. 어떤 두 사물이 유비
적으로 가깝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고전주의에서처럼 “그것들이 분류의 공간에
서 서로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연속의 생성 속에서 잇달아 형성되었기 때문”73이다.
고전주의적 재현작용의 명증함은 각 유기체가 이루는 고유한 시간성에 의
해 인식론적 질서의 공간이 새롭게 배열되었을 때 끝이 난다. 이것은 사물이 표
상과 불투명한 거리를 갖게 하는 역사성의 침투에 기인한다. 푸코의 설명에서
역사성은 두 단계로 나타난다. 사물에 고유한 역사성과 인간의 고유한 역사성이
그것이다.

2. '종속적 역사성'과 '근본적 역사성'
사물이 먼저 고유한 역사성를 갖는다. 푸코가 주목하는 것은 근대 유럽의
지식에서 사물에 대한 경험적 학문74을 이루는 생물학, 경제학, 문헌학 및 그것
을 가능하게 하는 삶, 노동, 언어이다. 재현의 형이상학에서 풀려난 이 사물들은
이제 “단독적인 일관성을 띠는 시간에 따라 전개”되면서 “내부의 작동 법칙
들”75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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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역사를 가진 사물로부터 실증화된 지식들이 근대의 경험과학을 이룬다. 경
제학, 생물학, 문헌학이 그것이다. 각 학문은 사물을 생산한 고유의 기원, 즉 노동, 생
명, 문법 혹은 의미를 원리로 삼는다. 경험 과학은 사물의 고유한 역사성의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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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물학 형태의 고전주의적 자연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존재의 비밀
을 핵심으로 하는 생물학이 편성된다. 이제

“삶(vie) 그 자체에 고유한 역사

성”이 추구되는데, 이때의 역사성이란 “실존(existence)할 조건들을 담고 있는
것”76을 뜻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존재 양식”이 “역사성에 의해 관통된다.” 고전
주의 시대에 부(richesse)가 “도표 위에 배열되는 방식으로 등가 체제를 구성”함
으로써 교환을 통해 재현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유되었다면, 근대에는 “생산의
조건”인 “노동량”과 “연속적인 생산의 시간”77이 중요하게 된다. 노동(travail)은
“자연의 법칙들”이나 “인간성(humanité)의 일반적인 행보”78와 구별되고 고전주
의적 부와도 다른 고유한 역사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언어 역시 인간의 이야
기나 고전주의적 일반 문법과 분리되면서 “내부적인 역사성”79을 갖는다. “역사
성이 발화된 말 그 자체의 밀도 속으로 스며들”80면서, 언어는 이제 “성이나 문법
에 고유하게 속하는 형식들”81을 통해 구성된다.
사물은 가시적인 요소들의 동일성이 아니라, 기능적인 유비를 통해 질서 지
워진다. 유기체 각각은 자신의 고유한 시간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불연속하는 독립체이다. 존재가 고유한 것이 되었기에, 서로 다른 두 사물
을 동일성에 의거해 비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유
비함으로써 관계를 사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물들을 정돈하는 질서는
각 사물의 고유한 역사성을 근거로 한다. 즉, 사물의 내적 조건이 곧 지식을 이
루는 질서가 된다.
사물이 각자의 역사성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이 인간에게는 자신을 이루던
역사가 떨어져 나가는 상실의 과정이 된다. 근대 이전에 인간은 사물과 인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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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걸쳐 있는 역사로부터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명백한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근대 이전에 “세계의 창조나 종말”에는 “인간의 종속이나 임
박한 심판”이 함께 이야기되었고, “세계의 부”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사에 “황금
시대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거나 곧 재래할지 모른다는 것을 넌지시 비치”기도 했
으며, 언어에는 “바벨탑 이전의 표지나 숲에서 울려 퍼졌을지 모르는 최초의 외
침”에 관한 이야기가 얽혀 있었다. 한편, 근대에 생겨난 역사성으로 인해 사물들
은 인간에게까지 이어져 있던 연대기로부터 풀려난다. 이제 자연은 “본래의 시
간”을, 노동은 “역사 속에서 변모하는 생산의 조건”을, 언어는 “언어 자체의 계통
을 살핀”82다. 존재에 관한 사유가 사물의 역사성 속에서 전개되고, 지식의 “공간
이 세분화”83되어 역사가 각자 자기회전하면서, 그 역사들 바깥에 있는 인간은
탈역사화된 상태로 남겨진다. 탈역사화란 근대의 인간이 역사를 갖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19세기 초에 나타나는 인간은 탈역사화(déshistoricisé)되어 있다.84
탈역사화된 인간은 처음에는 다른 역사들의 중첩으로서만 주체가 된다. 인
간은 말을 하기에 언어의 역사에, 일을 하기에 노동의 역사에, 생명을 가졌기에
생물의 역사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언어의 역사를, 일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노동의 역사를, 그리고 살아가
는 존재라는 점에서 생물의 역사를 전유한다.
인간은 생물의 역사, 사물의 역사, 말의 역사가 중첩됨으로써만 대
문자-역사의 주체(sujet d’Histoire)로 구성된다.85
인간은 사물의 고유한 역사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존재에 관한 지식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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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역사성을 나는 ‘종속적 역사성’이라 칭
하고자 한다. 사물의 역사에 종속됨으로써만 인간이 역사성으로, 즉 존재로 사
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인간의 역사성은 “모호(ambiqu )하다.”86 사
물의 역사들은 사물의 순수 시간들에 속해 있으므로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사물의 역사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해 종속적이지도 동질적이지도 않
은” 그 자신의 역사들일 뿐이기에, “인간 자신은 역사적이지 않다.”87
그런데 역으로 인간이 사물의 역사성 안에서 모종의 위치를 차지하리라는
생각이 생겨난다. 인간이 바로 생물이고, 노동의 원천이고, 언어의 발현지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역사성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일차적으로 인간에 의해 어떤
생명, 노동, 언어작용이 생겨난다는 점에 기인한다.
언어로 말하는 것, 경제 체제 속에서 일하고 소비하는 것,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 자신이기 때문이며, 그러기 때문에
인간도 역시 생성에 관하여 생물과 사물들만큼이나 실증적이고,
못지않게 자율적이며, 어쩌면 더 근본적일 권리가 있다. 인간에 고
유하고 그 존재에 깊이 각인된 이 역사성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처럼 적응하고 (그러나 다른 어떤 생물에도 속하지 않는
도구, 기법, 조직 덕분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산 양식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언어가 매 순간 언어 자체
와 조금씩 접촉하게 하는 일종의 압력을 인간이 말할 때마다 언어
에 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88
사물이 경험되는 한에서 그 역사성이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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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장소인 인간은 경험된 역사성에 대하여 “더 근본적일 권리”89를 갖는다.
경험된 사물의 역사성에 앞서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 조건이 그러한 경
험의 장소인 인간에 있어야 함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인간이 사물의 역사성과
맺던 “단순한 수동성의 관계는 곧장 뒤집”90히고, 인간에게 고유한 역사성이 생
겨난다.
대문자-역사가 이번에는 정확히 인간이라는 존재(l’être même de
l’homme)에 관한 것이 된다. 인간이 자기 주변에 온통 역사를 두
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 삶의 역사, 경제
의 역사, 언어의 역사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고유한 역사성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기 때문이다.91
역사성이 사물 안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사이 탈역사화되었던 인간은 자신
의 것이 아닌 역사들을 주변에 두름으로써만 그 존재가 사유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제 인간은 다른 어떤 사물도 아닌 “정확히 인간이라는 존재”92에 고유한 역
사성을 갖게 된다. 이때의 고유성은 다름 아닌 재현 능력이다. “인간은 자기 자
신의 고유한 존재와 함께, 재현하는 능력을 지니고서, 생물과 교환의 대상 그리
고 말이 떠나버린 빈 공간에서 솟아오른다.”93
인간 고유의 역사성을 ‘종속적 역사성’과 구분해 ‘근본적 역사성’으로 불러
보자. 이 두 번째 역사성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근본적이다. 첫째로, 사물의 역사
성과 인간의 종속적 역사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요청된다는 점에서 그
러하다. 이것은 “실증성들의 역사 뒤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더 근원적인
(radicale) 역사”로, “매우 깊은 층위에서는 그 자신에게 고유한 역사이면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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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것을 근거하는(fonde) 근원적인 산란(dispersion radicale)”94이다.
둘째로, 인간의 역사성은 근대 에피스테메가 시작되게 한다는 점에서 근본
적이다. 푸코는 인간이 종속적 역사성으로서만 사유되는 시점과 고유한 역사성
으로 사유되는 시점을 구분한다. 전자의 시기에 근대성은 “겉모습의 층위”에 머
무르고, 근대의 에피스테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사물에 침투한
역사성을 푸코는 ‘경험적 존재의 근본 양태’로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
한 것’(comme)95이라는 말을 덧붙여 에피스테메의 수식을 비껴간다. 사물이 역
사성을 갖게 되는 일은 “서양의 사유에서 일어난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의 부정적
인 양상”에 그친다. 한편, ‘훨씬 더 복잡한 사건’에 해당하는 “긍정적 사건은 바로
인간의 출현”이다. 푸코는 후자의 시기, 즉 인간이 고유한 역사성을 갖게 되는
때에 비로소 근대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유럽 문화가 “근대성을 알아보기 시작
하는 문턱을 넘어”선 것은 “유한성 자체에 대한 한없는 참조 속에서 유한성이 사
유되었을 때96이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 역사성이 사유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곧 앞으로 살펴볼 유한성이다.

제2절 인간학의 주체
1. '실증적 유한성'과 '정초적 유한성'
인간이 종속적 역사성만을 갖는 시기에 지식이 찾는 진실은 사물의 역사성
에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자신을 사유하고자 시도할 때면, 인간은 인간 그 자체
로서가 아니라 “생물이자 생산 수단이며 인간 이전에 존재하는 말을 위한 매개
수단이라는 존재 형태로만” 나타난다. 인간에 대한 사유는 “인간에 대해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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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인간의 탄생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인간에게 밝혀지는”97 사물의 역사성에
게 항상 추월당한다. 사물의 역사성이 완강하게 선행하는 상황에서 인간 자신은
“자연의 대상 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마련인 얼굴에 지나지 않는”98다. 즉,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의 유한성은 지식의 실증성 속에서 그것도 긴급하게 예고되
고, 우리는 [⋯]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99
고전주의 시대의 재현작용에서는 “무한의 관념과 유한성 속에서 무한이 한
정된다는 관념이 서로를 가능하게”100 함으로써 무한의 형이상학을 이루었다.
즉, 고전주의적 사고에서 지식은 무한한 진실을 부분적으로만 사유한다는 의미
에서 유한하다. 따라서 유한성은 언제나 무한의 불완전한 일부이고 결핍이다.
사물의 실증성 속에서 어떤 유한한 것으로 사유되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육체, 욕망, 언어라는 “실증적인 형태들 각각에서 자신이 유한함을 알게
된다.”101푸코가 “유한성에 대한 최초의 발견”102이라고 부르는 이 유한성을 나는
‘실증적 유한성’이라고 부름으로써 두 번째 의미의 유한성과 구별하고자 한다.
두 번째 유한성은 유한함이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조건이 될 때 시작된다.
무언가가 한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인식될 수 없다. 무한한 상태는 그 자체
로 완전할 수는 있어도 지식의 형태로 실증화될 수는 없다. 즉, 인간의 인식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의 유한함은 “외부로부
터 인간에게 부과되는 한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오직 그 자신의 사실에만 기
초하고 모든 구체적인 한계의 실증성을 향해 열려 있는 근본적인 유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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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ude fondamentale)”103이 된다. 이제 실증성에 제한되었다는 의미의 유한
성과는 다른 유한성이 등장한다. 인간이 이번에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유한성
으로 사유된다. 사물에 관한 지식이 실증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인
식 능력을 갖기 때문이고, 이 인식 작용은 사물을 한정지음으로써 가능한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유한성을 나는 ‘정초적 유한성’으로 불러 앞서 살펴본 실증
적 유한성과 구분하고자 한다. 실증적 유한성이 실증적인 지식에 의해 제한된다
는 의미에서 유한했다면, 정초적 유한성으로서의 인간은 실증적인 지식을 정초
하는 인식 능력을 의미한다. 근대 이전에 “인간의 지식이 유한한 것은 인간이 언
어, 노동, 생명의 실증적인 내용 속에 갇혀 해방될 가능성을 갖지 못하기 때
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생명과 노동 그리고 언어가 실증적으로 주어지
는 것은 인식이 유한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104 이제 실증성은 무한을 향한 형
이상학 없이 그 자신으로부터 지식을 구성한다. 경험 내용을 존재로 사유하게
하는 원칙이 이제는 경험 내용 자체에 내포되기에, “유한성은 [⋯] 자기 이외의
다른 어떤 준거도 갖지 않게 되었다.” 근대의 지식은 인간에 근거한 분석론을 의
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양에서 사유의 전 영역이 전도되었다.” 근대의 지식
은 고전주의적 무한의 형이상학으로부터 근대의 “유한성 및 인간의 분석론”으로
전도되었고, 이제 형이상학은 “이 분석론에 맞서는 생명, 노동, 언어의 형이상학
으로 구성되는 경향”105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정초적 유한성으로 사유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주체가 등장한다. 근
대의 주체는 인식하는 자로서의 인간이다. 데카르트에게서 존재가 사유하는 일
로서의 존재였던 것과 달리, 근대에 존재에 관한 사유는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
과 긴밀해진다. 그 결과 근대에 인간은 지식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라는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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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띠게 된다. “인간은 지식의 대상인 동시에 인식의 주체라는 양면적인 입
장을 띠고 출현한다.”106 이것이 푸코가 서양의 근대에 고유한 것으로서 ‘인간’이
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것이자, 근대의 지식들이 기초하는 인간학적 구도의 바탕
이 되는 개념이다.
인간 개념은 푸코의 논의에서 근대에 고유한 것으로 제시되는 고유명사로,
고전주의의 ‘인간본성’(nature humaine)과는 다르다. 오히려 고전주의 시대의
“인간본성 개념 자체와 이 개념이 작용하는 방식은 인간에 관한 고전주의적 과
학의 어떤 가능성도 배재했다.”107 인간본성은 재현과 사물의 공통 담론을 의미
했기에 “인간의 삶을 그 자체로 문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108 무엇보다도 고
전주의 시대의 인간본성은 존재에 관한 성찰의 중심에 오지 않는다. 고전주의
시대에 존재에 관한 성찰이 재현작용을 분석했다면, 근대에는 인간이라는 유한
성을 분석한다.

2. 인간학과 주체의 탄생
『말과 사물』에 등장하는 칸트의 철학은 비판철학의 관점(critical
version)과 인간학적 관점(anthropological version)의 두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푸코의 고고학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비판적으로 재전유한다는 점에
서 칸트의 비판철학을 준거로 이해될 수 있다. 푸코는 근대 지식의 지식의 분석
론을 비판하면서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엄격한 비판(구별)이 혼동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푸코의 칸트 비판은 인간학이 비판철학의 배후에 있음을 지적
하는 논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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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중심
비판 철학적 관점
Kant
인간학적 관점

대상 중심

초월론적 철학
형이상학
실증주의

유한성의 감성론

실증주의 (콩트)

유한성의 분석론

체험의 분석 (메를로-퐁티)

유한성의 변증론즘

종말론 (마르크스)

[표 1] 칸트 철학의 초월론적 관점과 인간학적 관점
칸트의 철학은 근대 전체를 물들이고 정초하는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인
가’로 집약된다. 칸트가 『논리학』에서 자신의 철학에 대해 제시하는 바에 따
르면, 칸트의 철학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순수이성비판』이 검토하는 바이다.
둘째,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실천이성비판』에거 검토된다.
셋째,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것은 『판단력비판』의 논의에 대응한다.
넷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위 세 물음을 집약한다.
푸코는 『칸트의 인간학에 관하여 :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서
설』에서 비판철학의 물음에 앞서 근본적으로 인간학이 전제되어 있음을 지적
한다. 이때 비판되는 인간학적 전제란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에 의한 오염을
가리킨다. 이러한 논의는 『말과 사물』에서 인간학에서의 인간 개념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심화된다. 푸코는 유한성의 분석론을 통해, 인식의 주체인 인간이 선
험성이 언제나 선험적인 동시에 경험적인 이중체이기에 선험과 경험을 구분하
려는 비판철학의 과제를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은 비판철학의 관점에서 객관적-초월적 형이상학 및
실증주의와 구분되는 주체 중심의 초월론적 철학을 제시한다. 근대의 철학은 인
간이라는 유한성의 초월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구분하려는 분석론을 꾀한
다. 그러나 이 주체가 인간학적 인간, 즉 선험적-경험적 이중체로 전제되면서
유한성의 분석론은 실증주의, 막시즘, 현상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같이 초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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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경험론으로 환원하게 되는 혼동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증적 유한성과 정초적 유한성으로 나타난다.
실증적 유한성은 실증적 지식들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인간을 가리킨다. 근대의
인간은 자신이 실증화하는 지식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러한 지식들이 인간에 선
행하여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해 유한한 것이 된다. 한편, 정초적 유한성은 실증
적인 지식들을 정초하는 능력으로서의 인간을 가리킨다. 지식들의 실증화는 인
간의 유한함을 가능조건으로 한다.
푸코의 분석에서 유럽의 근대성은 실증성으로 이루어진 유한한 것에 더해
정초하는 유한성으로서의 인간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근대의 인간은
“고유한 밀도를 지닌 기본적인 실재로서, 모든 가능한 인식의 까다로운 대상이
자 자주적 주체”109를 뜻한다. 인간은 실증적 유한성과 정초적 유한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체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경험된 실증적 유한성이라는 의미에서 경
험성인 동시에, 경험에 앞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선험성
이다.
인간에 대한 근대의 지식이 경험과 선험 사이를 혼란스럽게 오가는 이유를
푸코는 이 이중체에서 찾는다. 근대의 인간이 경험성과 선험성을 동시에 지닌
것이기에 그 유한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양자를 오가는 진동이 된다. 근대는
양면적 유한성인 인간을 발명함으로써 경험과 선험을 분리할 수 없는 지형에 돌
입한다. 구체적으로 푸코는 근대의 지식 중 유한성으로서의 인간을 분석하고자
시도하는 세 사례를 확인한다. 을 지닌 인간에 기인한다는 점을 다섯 가지 사례
에서 확인한다. 첫째로는 경험적인 것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은 감성론
(esthétiques)에 해당하는 실증주의(positivisme)가 이중체 인간에 기초한다. 마
찬가지로 경험에서 인간의 역사를 찾는 변증론(dialectique), 즉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종말론(eschatologie) 역시 이 인간의 진동 속에 있다. 이들은 인간을
사유하면서도 인간 자체에 관한 분석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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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순진하다. 한편 이러한 순진성을 극복하면서 분석론(critique)을 시도하
는 것이 세 번째 예시인 현상학(phénoménologie)이다. 이것은 “경험 내용의 근원
적인 정착지를 지시하는 최초의 형식”110인 육체라는 공간을 찾아 체험의 분석
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선험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혼합적인 성격의 담
론”111이 된다는 점에서 분석112에 실패한다. 인간이 이중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
문에, 인간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이중에 사로잡힌다. 푸코는 경험과 선험
이라는 이중을 오가는 진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진짜로 존재하는
가”113를 묻는 실존주의나, 초인을 사유하는 니체처럼 근대의 인간 구도를 벗어
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 역사와 인간의 관계
사물의 역사성에 종속된 역사성(종속적 역사성)으로 규정되는 인간은 사물
들의 실증성에 의해 유한하게 제한되어 있다(실증적 유한성). 그러나 사물의 역
사성을 정초하는 역사성이 요청되면서(근본적 역사성) 인간의 유한성이 사물의
존재와 인식을 정초한다(정초적 유한성).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도를 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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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그리스어에서 ‘자른다’ 또는 ‘해부한다’는 의미를 갖는 크리네인(krinein)에
서 유래한다. 칸트에게서 비판은 인식 가능한 것과 인식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을 구분
해내는 일을 뜻한다. 한계를 그리는 일은 곧 가능성을 설정하는 일이다. 칸트는 『순
수 이성 비판』에서 물자체를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고, 인식의 근거를 주체
내에 있는 선험적인 영역인 초월론적인 것에서 찾는다. 이때 인식론의 근거는 초월자
가 아니라 이성을 지닌 주체에 있다. 이로부터 비판 철학(critical philosophy)이 성립한
다. 비판 철학은 인식을 생성해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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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역사성
사물

인간

고유한 역사성

종속적 역사성

근본적 역사성

무한

실증적 유한성

정초적 유한성

근대성을 ‘알아보는 시기’

근대의 ‘문턱’

[표 2] 역사성과 유한성의 대응
정초적 유한성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경험적-선험적 이중체가 될 때 근대
가 시작된다. 대문자-역사는 정초적 역사성과 정초적 유한성이 이루는 인간이
라는 두께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역사적 인간’(homme historique)과 관계하
는 인식론적 지형을 뜻한다. 역사적 인간이란 푸코의 구도에서 대문자-역사의
질서를 통해 사유되는 특수한 개념으로서의 인간을 가리킨다. 그리고 것이 푸코
가 인간과학(science humaine)이라고 칭하는 근대 지식들을 이룬다. 인간과학
에 전제되어 있는 이 역사적 인간은 곧 “살고 일하고 말하는 인간”이기에, “대문
자-역사의 모든 내용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언어의 과학[즉, 인간과학]의 소
관에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인간과학이 상정하는 인간의 의미 규정에 따르는
“인간적 존재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역사적(historique)인 것”114이 되어버
린다.115
인간과학이 보는 인간은 동시대를 공시적 범위로 하는 내에서의 인간이면
서 바로 그 안에서만 유효한 개념인 대문자-역사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인간
과학이 밝혀내는 인간은 대문자-역사의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에 종속된
다. 여기에서 대문자-역사와 인간과학의 순환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과
학은 특정한 문화적 단계를 근거이자 대상으로 삼는데, 문화적 단계란 역사적으
로 특정 시대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인간과학은 자신의 역사(즉, 문화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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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사회학, 철학이 그들 자신과 동시대적인 대상인 인간에 적용될 때, 그들 자신을 구성
하고 관통하는 [바로 그] 역사성 내부의 공시적인 절단면들(découpes synchroniques)만을 보고;
인간과학에 의해 연달아 포획된 형식, 대상 선택, 대상에 적용한 방법들이 모두 역사(Histoire)로
부터 주어지고 끊임없이 지탱되며 수정된다.” (MC 382/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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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단계(즉, 역사)를 설명하는 순환 속에 있다. 따라서 인
간과학의 실증성은 언제나 무한한 역사에 의해 유한하게 제한된다.
인간은 대문자-역사의 무한(illimité de l’Histoire)에 의해 제한받지
(limitée) 않고서는 절대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116
역사는 인간과학에 종속적이고, 반대로 인간과학이 밝혀낸 인간이라는 유
한성은 역사에 종속적이다. 대문자-역사와 인간이 본질적으로 긴밀하게 서로를
구성하기에 “인간 과학들에 의해 분석된 어떤 내용도 그 자체로 안정을 유지하
거나 대문자-역사의 움직임(mouvement)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117다.
고전주의 시대에 대문자-질서가 “일반 법칙과 상수에 관한 설명적
(explicative)인 것”이었다면, 근대의 지식이 겨냥하는 것은 “순수한 형식에 관한
법칙”118이다. 근대의 지식은 “인간이 살고, 인간이 일하고, 인간이 말하고 사유
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형식을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그 과정에서 “대문자-역사
해석들은 인간을 살아있는 종 같은 것으로, 경제 법칙의 법칙들로서, 혹은 문화
적 집단으로서 고찰한다.” 그 결과, “사건(événement)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역사성은 곧 인간이라는
형식이 된다. 대문자-역사는 사건에 직면할 때의 단순한 형식으로 인간을 사유
하고, 이것으로부터 경험 법칙적 인간에 관한 실증적 학문들인 인간과학이 구성
된다. 그런데 인간이 생물, 경제, 언어를 경유하는 법칙으로 사유되었던 경험에
앞서 있었던 것은 ‘역사성이 곧 (사건에 직면한 것으로서의) 인간의 순수 형
식’이라는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 즉, “인간의 역사성이 갖는 단순한 형식(forme
nue de l’historicité humaine)”119이 중요하게 된 것은 대문자-역사로 에피스테가
전환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대문자-역사는 인간에 대해 한층 근본적인 수준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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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해 있는 에피스테메이면서, 인간이 특정한 역사성의 순수한 형식으로 사유
되어 인간과학이라는 실증적인 형태로 구체화되게 한다.
대문자-역사는 인간(혹은 인간이라는 지식)을 타당하게 만드는 시간적 장
소적 조건을 제공하지만, 특정한 에피스테메적 조건 하에서만 타당하다는 점에
서 인간과학의 보편성과 영속성을 제한한다. 즉, 대문자-역사는 상대성의 문제
를 본래적으로 끌고 온다.
대문자-역사가 자신의 기원과 선택지들의 역사적 상대성
(relativité historique)을 넘어 보편성(universalité)의 영역에 합류하
려 노력하면 할수록 역사는 역사적 탄생의 흉터를 더욱 선명하게
지녔고 [⋯] 역으로, 역사가 자신의 상대성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과 공통되는 움직임 속으로 몰두해 들어갈수록 역사
의 이야기(récit)는 점점 더 얄팍해지고 인간과학을 전반을 통해 주
어진 실증적 내용 모두가 흩어져버린다.120
즉, 대문자-역사에게서는 보편성도, 개별성도 달성되지 않는다. 보편성을
지향할 때는 역사성이 드러나고, 개별성을 지향할 때는 실증적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문자-역사는 지식이 초시간적 대상(objet intemporel)이 될 수 없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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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역사
제1절 선험성의 초역사성
『말과 사물』에서 칸트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먼저, 칸트의 인간학은 근대 에피스테메인 역사를 이해하는 주요한 수단이
다. 근대 에피스테메인 역사에 관한 푸코의 비판은 곧 칸트의 인간학에 대한 칸
트적 비판 철학의 시도이다. 근대의 에피스테메로 제시되는 역사는 칸트의 인
간학이 지식으로 구성되게 하는 인식론적 전제이다. 푸코는 칸트의 인간학에 대
한 비판을 통해 그 선험적 영역을 역사화한다. 푸코에게서 역사가 무엇인지를
직접 다루는 논의가 제한적인 반면 인간은 방대한 분량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학은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인간학
을 통해 그것의 가능 조건인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와 인간학의 관계를 파악함
으로서 에피스테메 개념이 내포하는 고고학적 역사에 관한 이해를 꾀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은 푸코의 고고학을 이해하는 한 가지 참조
점이다. 푸코의 고고학은 인식의 조건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칸트의 초월론
적 철학의 한 가지 시도이다. 칸트적 선험을 고고학적으로 역사화한 것이 푸코
의 에피스테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고고학의 선험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서의 선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푸코의 고고학적 역
사화의 의미와 대상에 관한 이해를 통해 칸트의 초월론이 푸코에게서 어떻게 계
승되고 비판적으로 변형되는지를 살필 수 있다.

1. 비판철학과 인간학
『말과 사물』에 등장하는 칸트의 철학은 비판철학의 관점(critical
version)과 인간학적 관점(anthropological version)의 두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비판철학을 살펴보자. 칸트는 진실을 대상에게서 모색하던 이전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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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주체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한다. 데카르트적 코기토가 깨진 이후, 철학은
벌어진 표상과 사물 간의 일치를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사물과
재현이 깊은 심연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면서 대상과 표상이 이전과 같이 자명하
게 일치할 수 없게 되자, 근대 유럽의 인식론은 대상 인식을 참이게 하는 근
거121를 이번에는 주관적 원리에서 모색한다. 칸트 이전의 인식론은 이성의 목
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나뉘었다. 경험론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언제나 자연의 목적들이고 이성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었던 반면, 합리론은 이성에게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두 경우 모두
경험을 통해서만 대상을 인식할 수 있으나, 외부 대상과 인식이 일치 여부는 경
험에서 확증되지 않기에 다시금 이성 바깥에 신의 지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험론과 합리론은 초월적 형이상학으로 회귀한다.
한편,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주관적 원리 안에
초월론적122 차원을 돌입한다.
낱말 ‘초월론적’(transcendental)은 [...] 모든 경험을 넘어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에 선행하면서도(즉 선험적
이면서도), 오직 경험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정
해져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들 개념이 경험을 넘어설 경우,
그런 쓰임은 초월적(transcendent)인 것이라고 불리며, 이는 내재
이전에도 사물의 인식을 참되게 하는 근거에 대한 물음이 있어왔다. 플라톤적 상
기의 모델에서는 마음을 거울로 보았기에 인식을 정화와 같은 것으로 사유한다. 한편
데카트르적 본유의 모델은 마음을 능력으로 보고 인식을 기계적 기능으로 사유한다.
121

칸트의 초월론적(transzendental) 영역은 초월적(transzendent)인 물자체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리킨다. 위와 같은 ‘초월적’과 ‘초월론적’의 번역은 김상환(2019)의
구분을 따른다. 김상환의 초월적·초월론적·선험적(a priori)의 구분은 김상환의『왜
칸트인가 : 인류 정신사를 완전히 뒤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21세기 북스, 2019)
에서 83; 34; 84쪽을 참고하라. 그 외 칸트의 트렌젠텐탈을 어떻게 한역해야 하는가에
관해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라. 백종현, 『칸트철학에서 “선험적”과 “초월적”의 개념
그리고 번역어 문제』. 칸트연구. Vol.25. 2010; 김상봉, 「백종현과 전대호의 비판에
대 한 대 답 」 , 한 겨 레 , 2 0 1 8 . ( h t t p : / / w w w. h a n i . c o . k r / a r t i / c u l t u r e / b o o k /
850905.html#csidx70d4d980e01a212907da2adac6c3d64); 전대호, 「‘트란스첸덴탈’을
'초월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한겨례, 2018. (http://
w w w . h a n i . c o . k r / a r t i / c u l t u r e / r e l i g i o n /
850254.html#csidx0762fea67ff44a2b6b61b649c1e8d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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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 즉 경험으로 제한된 쓰임과 구분된다.123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초월론적이란 ‘모든 경험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아
프리오리이면서 동시에 ‘오직 경험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정
해져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가능조건이다. 초월론적 영역은 “경험적 대
상을 비로소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의식 내 선험적 원리들이 자리하는 영
역”124이다. 이때의 이성은 주체 내부에서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능력으로, 이성
의 비판이 내재적으로(immanent)125 이루어진다는 점은 초월론 철학의 원리를
이룬다.
초월론적 차원은 주체에게 알 수 없는 대상을 이루는 사물들의 세계인 물
자체(Ding an sich)와 주체에게 경험으로 주어지는 현상계 사이에 있는 제 삼의
영역으로 제시된다. 경험을 이루는 내용이 물자체로부터 온다면 그 형식은 주체
의 의식에서 주어진다. 초월론적 차원은 주체 내에 주어진 형식으로서, 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해 논리적으로 경험에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요청된다. 인식은
주체가 경험적 내용을 받아들이고 종합하여 개념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
립한다. 이와 함께, 현상계와 물자체의 이항적 구도에서 현상계, 물자체, 그리고
초월론적 영역의 삼항적 구도가 제시된다. 다시 말해, 대상을 중심에 두고 그것
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하는 구도에서, 주체가 인식의 중심에 놓이고 대상은 그
것에 종속되는 구도로 전환된다. 이러한 칸트적 전회는 항성과 행성의 위치를
뒤집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세계의 구도를 바꾸어 놓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Immanuel Kant, Prolegomena to any future metaphysics : in focus, Routledge,1996,
p.13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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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왜 칸트인가 : 인류 정신사를 완전히 뒤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 파주 : 21세
기북스, 2019, 34쪽.

칸트는 초월론적인 것의 의미를 초월적인 것과 구분한다. 초월적(transzendent)인
것이란 경험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철학의 관심 영역으로 불
려온 형이상학(metaphysics)은 감각적 경험에 기반한 자연학(physics) 너머(meta)에 있
는 것, 즉 초월적인 것을 탐구한다. 본질(ousia), 실체(substantia), 신, 수학 등이 초월적
인 차원을 이룬다. 따라서 초월론의 선험성은 이성 바깥에서 주어지는 본유성과도
구분된다. 초월적 차원을 폐기하고 초월론적 차원을 제시하면서 인식의 정당한 범위
와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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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견된다.
형이상학에의 종속에서 풀려나면서 이성의 자율이 칸트 철학의 핵심에 온
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물자체를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고, 인
식의 근거를 주체 내에 있는 선험적인 영역인 초월론적인 것에서 찾는다. 인식
론의 근거는 초월자가 아니라 이성을 지닌 주체에 있다. 이로부터 비판철학
(kritische Philosophie)이 성립한다. 이때의 비판은 인식과 인식 불가능의 영역
을 구분하고, 인식의 가능 범위와 능력들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다. 다
시 말해, 비판철학은 초월론적 영역에 관한 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적 의
미의 비판이란 정초이고, 정초란 특정 사실에 대해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할 범
위를 설정해주는 일이다.”126
그런데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근대 전체를 물들이고 정초하는 물음인 ‘인간
이란 무엇인가’로 집약된다. 칸트는『논리학』127에서 자신의 철학을 다음의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순수이성
비판』이 검토하는 바이다. 둘째,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실
천이성비판』에거 검토된다. 셋째,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것은 『판단력
비판』의 논의에 대응한다. 넷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앞선 세 가지 물
음을 집약한다. 이로부터 칸트의 비판철학이 인간에 대한 사유이자 인간학
(Anthropologie)의 인간 개념과 연결된 것임을 보여준다.
푸코 역시 칸트의 비판철학과 인간학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칸트
의 인간학에 관하여 :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서설』에서 푸코는 비판
철학의 물음에 앞서 근본적으로 인간학이 전제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때 비판
되는 인간학적 전제란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에 의한 오염을 가리킨다. 이러한
논의는 『말과 사물』에서 인간학에서의 인간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화된
다. 푸코는 유한성의 분석론을 통해, 인식의 주체인 인간이 선험성이 언제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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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인 동시에 경험적인 이중체이기에 선험과 경험을 구분하려는 비판철학의
과제를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푸코의 고고학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비판적으로 재전유한다는 점에
서 칸트의 비판철학을 준거로 이해될 수 있다. 푸코는 근대 지식의 지식의 분석
론을 비판하면서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엄격한 비판(구별)이 혼동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푸코의 칸트 비판은 인간학이 비판철학의 배후에 있음을 지적
하는 논의에 해당한다.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은 비판철학의 관점에서 객관적-초월적 형이상학 및
실증주의와 구분되는 주체 중심의 초월론적 철학을 제시한다. 근대의 철학은 인
간이라는 유한성의 초월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구분하려는 분석론을 꾀한
다. 그러나 이 주체가 인간학적 인간, 즉 선험적-경험적 이중체로 전제되면서
유한성의 분석론은 실증주의, 막시즘, 현상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같이 초월론적
인 것을 경험론으로 환원하게 되는 혼동을 벗어나지 못한다.

2. 선험성의 초역사성
초월론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은 ‘아 프리오리’이다. 경험 이전
을 뜻하는 아 프리오리는 칸트에게서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선행해
야 하는 조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칸트가 아 프리오리한 것으로 생각한 것
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표상, 순수 지성개념인 범주, 동일률이나 모순율과 같은
순수 형식적 사고의 원리들, 순수 실천 이성의 사실인 정언 명령 등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산출해 낸 형식(Form)이고, 이것과 감각 인상에서 얻
은 질료(Materie)와 합성할 때 비로소 경험적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경험적 인식의 기초에 놓여 있다. 칸트의 철학은 이러한 인간 이성의 활동 원리
를 사실의 차원(quid factis)이 아닌 권리의 차원(quid juris)에서 구성하는 철학
이다. 인간에 내재하는 능력인 이성은 초월론적 영역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원리를 스스로 제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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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게서 아 프리오리는 경험에 독립해 있기에 불변하는 것으로 다루어
진다. 칸트에게서 인식하는 주체의 능력은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 프리오리하다. 아 프리오리란 “경험에 선행할 뿐만 아
니라, 선행하면서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것이다. 게다가 그냥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필연성을 띠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변적인 것
이 경험의 세계에서 발생한다면, 선험적 영역은 경험적 세계의 영향을 벗어난
영역으로서 가변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 프리오리의 불변성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에 있는 형식에 의해 뒷받침된다. 인식하는 주체에게는 경험에
앞서 있으면서 언제나 경험에 적용되는 형식이 공통적으로 내재한다. 감성이 직
관할 수 있게 하는 시공간적 형식, 지성이 종합할 수 있게 하는 열두 가지 범주
형식, 양자를 매개하는 상상력의 도식이 그것이다. 경험된 것을 인식하는 일을
넘어서 사유하는 일에 관계하는 이성은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인식 활동에 기여한다.
문제는 인식이 이성이라는 주관적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객관성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있다. 칸트에게서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선험적 종합
판단’(synthetic a priori judgement)에서 가능해진다. 관념론이 지지하는 분석명
제는 주어에 술어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로, 논리적으로 보편적이고 필연
적이지만 내용이 확장되지는 않는다. 한편 경험론이 지지하는 종합명제는 술어
를 통해 주어에 새로운 속성이 덧붙여지는 명제로, 내용은 확장되지만 개연적일
뿐 오류 가능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연역과학과 달리 경험과학은 새로운 인식을
획득하고자 하기에 보편적인 지식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칸트 이전의 경험론
과 합리론이 인식의 객관성을 두고 대립하던 지점이었다. 그러나 칸트는 경험과
학이 종합적으로 확장되면서도 선험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
학적 경험은 그것이 인식된 것인 한 선험적 범주에 의존하므로 보편적 타당성을
보장받는다. 한편 그 연역적 과학 역시 “새로운 직관이 매번 추가되지 않으면 연
역적 이행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식을 덧붙인다. 요컨대, 칸
트의 선험성은 인간 내의 선험적인 형식들이 이루는 영역으로, 인식의 초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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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historique)인 보편성을 담보한다.
인간학 비판은 칸트적 선험성에 요청된 초역사성에의 비판을 포함한다. 이
러한 비판은 인간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을 무대로 진행된다.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인간학의 구도로 재정렬하고 고고학적 검토를 통해 인간학에 전제된 초
역사적 선험성을 근대에 속한 것으로 역사화함으로써 아 프리오리들은 역사적
인 것이 된다. 그 과정에서 푸코는 인간학에 대한 비판 철학을 행한다.

제2절 대문자-역사의 부동성
1. 기원적인 것의 요청
대문자-역사는 푸코에게서 불투명한 두께를 가진 기억과 같은 것으로 분
석된다.
대문자-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억의 가장 박식하
고, 주의 깊고, 활발하고, 혼잡한 지대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대문자-역사는 모든 존재가 그곳에서 자신의 실존과 불안한 반짝
임에 가 닿게 되는 깊은 곳(fond)이다.128
대문자-역사를 이루는 기억은 존재에 관한 주의 깊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잔
뜩 모여 있는 박식의 영역이다. 이 기억은 멀고 깊은 곳에 위치하기에 그 안에
담긴 존재성은 불안하고 불명확하다. 기억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고정되어 있다
기보다는 활발하고 혼잡하게 섞인 채 유동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대문자-역사
의 영역은 복잡하고 불가지 하기에, 지식은 표면을 떠나 깊은 곳에 있는 기원을
향하게 된다. 존재는 이 두께 너머의 불투명한 영역에 가려져 있고, 존재를 알고
자 하는 시도는 심원한 기원(origine)과 경험적 표면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의 지식은 경험되는 사건으로부터 어떤 궁극적인 기원(대문
자-기원)을 찾아 들어가고, 진화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개체들로부터 그 시초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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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원천과 파열을 탐색한다. 기원이 놓인 장소는 까마득한 심연으로 사유되기
에, 존재가 놓인 이 기억이 표면의 경험적 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망각된다. 그
러나 인식되어야 할 사물이 근본적으로 기원과 긴밀한 것으로 코드화되어 있기
에, 기원은 망각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시도하는 장면에 지속적
으로 ‘회귀’한다. 근대인에게 지식으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것들은 기원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역사, 즉 대문자-역사의 질서에 의해 구성된다. 이때
기원은 뚜렷하게 인식될 수 없는 것, 모호하고 아득한 심연을 이루는 것, 정확히
그렇기에 존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기원
에 부여된 인식불가능성은 근대 지식의 특징이 된다.
고전주의 시대에 존재 인식의 근거는 이상적인 생성의 도표에, 즉 재현의
층위에 있었다. 즉, 생산품들의 교환에서, 자연물들의 도표에서, 재현된 언어의
투명함이 지식의 기원을 이룬다. 한편, 근대에 이르면 다른 의미의 기원이 인식
의 근거로서 요청된다. 이때의 기원은 근대의 존재에 침투한 역사성에 의해 요
청되는 지점으로서의 기원이다. 즉, 기원은 역사성과의 관계에 의해 대문자-역
사 안에 붙들려 있다. 그렇기에 근대 유럽은 역사성으로부터 존재를 사유하기에
기원에서 사물을 파악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인식이 인간에 의해 파악되는 것들
로부터 거꾸로 요청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사물의 기원은 언제나 인간을
앞지르며 인간이 다가갈수록 멀어진다. 사물의 기원은 끝없이 후퇴하면서 인간
의 인식에 닿을 수 없는 심원한 영역으로 잠겨 들어 간다.
사물의 기원이 후퇴함으로써 사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아는 것이 불가
능해진다. 기원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는 얇은 표면은 기원이라기보다는 기원
적인 것 (originaire)을 이룬다. 그런데 이 기원적인 것은 (기원이 필연적으로 사
물이나 인식 이전에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언제나 인간의 인식 이후에 구성된
다. 따라서 인간은 그곳에서 기원 — “직접적인 탄생의 장소”나 “동일성의 실재
적이 거나 잠재적인 정점”, “타자의 분리가 아직 작용하지 않은 동일자의 계기”,
“존재물의 역사성을 가로질러 일종의 회고적이고 초연한 시선에 모습을 드러내
는 기원”을 — 을 찾지 못한다. 인간이 기원적인 것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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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다 더 오래된 것일 수 없는 형상들”, “노동과 생명 그리고 언어에 의해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침전된 복잡한 매개물들”129만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자-역사에 의해 기원의 존재가 가정되기에 기원은 계속해서 되돌아온다.
즉, 역사성은 기원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사성에 의해 기원이 요
청된다.
역사성을 낳는 것은 이제 기원이 아니며, 역사성의 내부에 있는 동
시에 역사성 외부에 있는 기원의 필요성이 바로 역사성 자체의 구
조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나게 된다. 이 경우에 기원은 모든 차이,
모든 분산, 모든 불연속이 빠짐없이 모여들어 동일성의 단일한 지
점이자 동일자의 만져지지 않는 형상만을 형성할 뿐이지만 스스로
폭발하여 타자가 될 힘을 지니고 있는 원뿔의 가상 꼭짓점 같은 것
이다.130
역사성은 기원의 필요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윤곽을 드러내도록 만든다. 그
런 점에서 기원은 역사성의 내부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원은 역사성의 바깥
에 투사되는 가상의 점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의 외부에 있다.
여기에서 근대 지식의 딜레마가 발견된다. 대문자-역사는 역사성 내에 없
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질서이다. 따라서 대문자-역사적 존재를 사유하려는
시도는 역사성 내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 근대의 지식
은 후퇴하는 기원과 회귀하는 기원 사이에 있다.
푸코의 구도에서 근대 유럽의 지식은 역사로부터 대문자-역사 사이, 사건
들로부터 대문자-기원 사이, 진화로부터 원천의 최초 파열 사이, 망각과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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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귀 사이의 거리에 놓여 있다.131 따라서 인식을 심리 내부로 환원하려는 심
리학주의와 경험의 실증성이 아닌 근본적 특성을 탐구하려는 현상학을 오가는
진동은 이들이 기원을 찾고 기원의 도래를 기다리는 간격 사이에 펼쳐진 동일한
인식론적 장을 공유한다. 19세기 철학은 “하나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이 사유에
게 무엇인지”132를 묻는 질문에 필연적으로 끌려갔다. 이러한 질문은 헤겔에서
부터 니체와 그 이후까지 철학을 줄기차게 압박하게 된다.

2. 부동하는 역사
기원과 긴밀한 시간 속에 사물을 배열하는 역사는 연속적인 경로를 따라
진보하는 것으로 사유된다. 대문자-역사는 “연속적이고, 변증법적이고, 무엇보
다도 진보적인 역사로 이해된다.”133 기원에서 주어지는 기능이 목적론적으로
사유될 때, 역사는 그것이 이루는 연속적 경로를 통한 진보의 사상134으로 이어
진다. 이때 역사는 유기체가 탄생하고 그 기능이 완성되는 길목을 따라 형성된
다. 그러나 대문자-역사를 진보하는 역사와 단순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근대
에피스테메에서 기원에로의 회귀는 진보하는 길이라고 믿어지기도 하지만 동시
에 기원을 파괴하는 길로서 사유되고 추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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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hilosophie au aux 19 siècle se logera dans la distance de l'histoire a l’Histoire, des
événements à l’Origine, de l'évolution au premier déchirement de la source, de l'oubli au
Retour. Elle ne sera donc plus Métaphysique que dans le mesure où elle sera Mémoire, et
nécessairement elle reconduire la pensée a la question de savoir ce que c’est pour la pensée
d'avoir une histoire.” MC 231
132

MC 2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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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ertain conception of History where history is understood as continuous, dialectical,
and, above all, progressive—what he refers to as the philosophical myth of history, or, simply,
History with a capital H.” Amy Allen, “Psychoanalysis and Ethnology”
Revisited: Foucault's Historicization of History.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017, 34.
33. 인용자 강조.

푸코에게서 이 진보의 이념은 첫째로 유한한 인간에 대해 제시되는 형이상학에
대한 검토(“확실한 것으로 예고된 인간의 유한성은 무한의 역설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엄밀한 한계보다는 오히려 단조로운 진전을 가리키는데, 아마 이 진전에는
한계가 없을 터이나, 희망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MC /431)에서 제기되지만, 근본적
으로는 칸트와 헤겔의 역사철학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인간학
과 역사철학의 관계 및 헤겔의 역사철학의 주제는 이 연구의 역량을 뛰어넘는 것이기
에, 본론에서는 대문자-역사와 관련된 푸코의 언급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
다.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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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으로의 회귀를 꾀하려는 근대의 지식을 푸코는 두 가지 형태로 분석한
다. 하나는 헤겔, 막스, 슈펭글러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원의 회복을
역사성의 완성이나 “순환의 완결”로 사유한다. 이들이 기원을 추구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존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기원적인 것의 영역을
복원하려는 책무를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거기에서 곧장 기원의 후퇴를 발견하
고, 역설적이게도 기원의 후퇴가 실현되고 끊임없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135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근대의 역사철학에 해당
한다. 다른 하나는 횔덜린, 니체, 하이데거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원
에의 도달을 역사성의 영도이자 파괴될 수 있는 지점으로 사유된다. 이들에게
“경험은 결코 어떤 완료나 곡선이 아니라 오히려 기원이 물러나는 바로 그만큼
만 기원을 해방하는 부단한 파열”136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근대적 사유는 “불
변의 기이한 불안에 온통 얽매여 회귀에 대한 커다란 관심, 재시작에 대한 관심,
반복을 반복할 의무를 강요받는다.”137
푸코의 분석의 중점은 겉보기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입장이 한
층 근본적인 고고학의 층위에서는 공통된 에피스테메를 공유한다는 점을 짚어
내는 데 있다. 거팅에 따르면, 『말과 사물』에서 근대의 지식이 기원과 관계 맺
는 두 양상은 기원을 각각 “존재의 충만함 또는 존재의 부정으로 해석”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기원으로의 회귀를 통해 “인간 존재의 진실되고 근원적인 의
미”138을 찾는다는 점에서 같은 전제를 공유한다.
그런데 근대의 지식들이 기원으로 수렴하면서 보이는 이러한 경직성은 역
사성의 성격에 기인한다. 푸코는 사물에 고유한 법칙을 지정하는 역사성이 대문
자-역사로 하여금 부동적인 성격을 갖게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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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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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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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44/457.

개리 거팅. 『미셸 푸코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 홍은영, 박상우 옮김. 백의.
1999.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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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저녁과 더불어 대단원의 어둠이 찾아올 때, 역사의 느린 침
식이나 격렬한 분출은 인간의 인간학적 진실을 역사의 바위 같은
부동성 속에서 돌출시키게 되고, 달력의 시간은 분명히 계속될 수
있게 되지만, 역사성이 인간의 본질과 정확히 겹쳤을 것인 만큼 비
어 있는 듯하게 된다.139
고전주의적 도표에서 비슷한 것 혹은 같은 것 간의 자리바꿈이 유동적이었
던 반면, 근대의 존재는 고유한 역사성에 뿌리가 고정되어 있다. 예컨대 고전주
의 시대에서 “종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관념은
존재물의 유동성을 규정했”지만, 근대의 사유에서 역사성은 “그것[존재의 유동
성]을 건너뛸 수 있게”140 한다. 또한, 리카도에 의해 도입된 역사성은 경제를 인
구의 정체, 토지의 황폐화, 지대의 상한 수렴을 통해 “대문자-역사를 부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그 결과, “역사가 마침내 움직이지 않게 된다.”141
대문자-역사성이 기원을 대하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이 분
명함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근대 실증성 분석이 주로 전자의 경향에 관한 논의
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문자-역사와 역사 철학의 관계가 의미심장한 함의를 갖
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대문자-역사에 관한 푸코의 구체적인 설명은 근대의
역사학 및 역사철학이 사유하는 역사와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 대문자-역사를
인식론적 전제로 하여 구성된 지식들 중 역사 자체에 관한 분야의 지식이 문제
가 될 때, 고고학의 분석 대상은 정확히 역사학 및 역사 철학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식들과 달리 역사학의 경우에는 지식 자신을 제약하는 선험적 전제가 동
시에 경험적 실증화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근본적 존재는 언제나 에피스테메의
질서 혹은 법칙에 따라 실증화된 지식으로서만 언급되고 사유될 수 있다. 따라
서 근대의 존재성인 역사성과 근대의 에피스테메인 대문자-역사에 관한 푸코의
논의는 역사를 대문자-역사가 조건화하는 방식에 따라 사유하는 어떤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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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27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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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289/384.

141

MC 27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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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한다. 대문자-역사 자체를 반성하려는 지식들은 푸코의 분석과 동일한 위
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자-역사를 역사학과 단순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역사학은 구체화된 학문이므로 실증성의 층위에, 대문자-역사는 그것의 선험적
전제이므로 근본적 층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를 분
별할 수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철학이 사유하는 역사는 존재론적으로 참인 논
의로서 다루어지는 반면, 푸코에게서 에피스테메-역사는 참된 존재를 찾기 위
한 존재론으로서가 아니라 고고학적 불연속성에 한정된 유효성을 갖는 대상으
로서, 나아가 ‘역사적-비판적 태도’에 따라 거부할 대상으로서의 존재론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양자는 구분된다.
정리해보면, 사물에 역사성이 침투하고 인간의 고유한 역사성이 존재의 인
식에 깊이 개입하면서, 대문자-역사는 역사성이 이루는 근본적 코드의 층위와
그것을 질서화하는 에피스테메 층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서화의 문제가 된다.
역사성의 질서화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유되는 어떤 시간 속에서 기원과 긴밀하
게 관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데, 이러한 역사적 질서는 부동적이다.

제3절 역사의 의미
1. 고고학적 역사화의 의미
푸코는 에피스테메를 칸트적 의미의 초월론적인 것으로 사유하지 않고 고
고학적인 의미의 역사적인 것으로 사유한다. 고고학의 역사는 초역사적 초월론
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다. 고고학은 선험적 여건인 질서를 그것이 역
사적 경험들인 한에서 탐구한다. 이것은 ‘역사적 아 프리오리’를 만들어낸다.
일면 역사라는 경험의 영역과 아 프리오리라는 선험의 영역을 역설적으로
합쳐놓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푸코에게서 경험적 지식들의 ‘아 프리오리’는
경험(지식)에 앞서 있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선험’이면서, 다른 층위의 경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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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로 이루어진 영역(고고학적 역사)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푸코
에게 아 프리오리는 경험적 지식들에는 선행하지만(선험적) 그 자체로 또 다른
층위에서 경험적인 것이다. 에피스테메 개념을 통해 푸코가 꾀하는 바는 경험
적 지식을 구성하는 선행적 질서이면서, 그것을 초월적인 조건의 측면이 아니
라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말과 사물』에 앞서 1963
년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푸코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아 프리오리”(a
priori historique et concret)142라는 표현을 통해 경험적인 것을 규정해주는 조
건을 가리킨다.
고고학적 역사화를 통해 역사화되는 것은 선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
라, 선험성과 인식 간의 결합 관계이다. 인식이 경험적으로 일어나기에 앞서 작
용하는 선험적 규칙은 물론 해당 경험의 다양성과 가변성에 앞서 불변하는 형식
으로 존재하지만, 가능한 선험적 규칙들이 한 에피스테메의 인식화와 결합하게
되는 과정은 필연적이지 않으며 가변적이다. 따라서 한 시대의 지식을 결정하
는 인식론적 방법으로서의 선험은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푸코적 의미의 역사
적 선험성은 선험적 조건과 인식의 결합의 임의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역사성이
다.
칸트의 초역사적인 선험성은 고고학적 역사화를 통해 역사적 아 프리오리
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문자-역사에 대한 푸코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

2. 푸코의 역사와 비판
푸코가 다루는 다양한 주제 사이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는 두 가지 축으로
동시대적 문제 의식과 역사적 연구 방법이다. 죽음 직전에 쓴 「계몽이란 무엇
인가」에서 푸코는 동시대적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한 역사
적 시도가 곧 고고학(archéologie)과 계보학(généalogie)이라고 말한다.

142

NC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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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연적 한계라는 형태로 수행된 비판을 가능한 위반의 형태를
취하는 실천적 비판으로 변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오늘날의
비판은 보편적 가치의 형식적 구조를 찾기 위해서 실행되지 않습
니다. 오늘날의 비판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성하도록 만드는, 우리
가 행하고 사유하며 말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지하도록 만드는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러한 비판은 초월적이지 않으며, 그 목적은 형이상학
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비판은 그 구도에 있
어서는 계보학적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고고학적입니다. 오늘
날의 비판은 모든 앎과 도덕적 행위의 보편적 구조를 확증하려 하
지 않고, 우리가 사유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분절하는 담론의 심
급들을 역사적 사건들처럼 다룬다는 의미에서 초월적이라기보다
는 고고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비판은 현재의 우리
로부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연역하는 대신에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던 어떤 우연성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와 행위
와 사유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분리해 낸다는 의미에서 계보
학적입니다.143
푸코의 논의에 따르면, 실천적 비판이란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변형하기 위
해 주체를 구성하는 사건(즉, ‘필연적 한계’로서 주어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탐
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역사라는 탐구 방식은 비판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로, 푸코 자신의 정리에 따라 고고학과 계보학으로 구성된다. 역사를 통한 비판
의 계보학적 바탕에는 필연적 연역의 세계가 아니라 우연적 가능성의 세계가 있
다. 푸코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연역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우연적으로 구성되어왔음을 확인함으로써 현재
가 변형될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러한 탐구는 ‘보편적 구조’가 아니라 ‘역사적 사
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초월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역사적 사건의 자리
에 주체를 분절하는 ‘담론의 심금들’을 놓는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특징을 갖는
다. 푸코의 비판(critique)은 우연적 구조와 비-초월적 방법에 있어서 역사적이
143

QL 574/360,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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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험적 지식들과 구분되는 선험적인 것은 칸트에게서처럼 모든 경험을 배
제한 초월론적인 것일 수도 있고, 푸코에게서처럼 그 경험적 지식들과는 다른
층위의 경험일 수 있다. 에피스테메 개념을 통해 푸코가 꾀하는 바는 경험적 지
식을 구성하는 선행적 질서를 초월적인 조건의 측면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사
적인 측면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푸코의 고고학은 보편성을 가정하
는 역사와는 다른 역사를 제시한다. 허경은 푸코의 고고학이 아 프리오리를 역
사적인 것으로 사유함으로써 보편적인 아 프리오리를 전제하는 역사와 달라지
고, 나아가 말과 사물의 관계를 비역사적이고 절대적인 실체로 사유하는 철학과
달라짐을 지적한다.144
『말과 사물』은 푸코가 제시하고 시도하는 역사는 초역사적(suprahistorique)인 역사에 반대하며 제시된다. 초역사적 역사관에서 역사는 기원
(origine)에서 주어진 본질적인 목적(telos)에 따라 연속적인 선과 같이 뻗어나
가는 경로로 사유한다. 기원이자 목적인 것(즉, 미래 시점에서 완성된 목적이면
서 동시에 태초부터 주어진 기원)은 사건들이 경험되기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기
에, 그것에 종속되는 역사는 초역사적이다. 이러한 역사는 사건들의 변화하는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보편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개별체는 목적이자
기원인 것으로 환원되고, 경험들은 하나의 기원이자 목적인 것 안으로 정돈되는
한에서 역사라는 이름을 획득한다. 그 결과 개별적인 층위에서 보면 가변적인
것들이 역사의 층위에서는 일관적이게 된다. 역사는 이질적인 것들이 이루는 과
정이 아니라, 총체화된 동질성이 이루는 지속(durée)으로서 사유된다.
한편, 푸코는 지속을 다양화함으로써 다른 역사관을 제시한다. 이전에 역사
가 단 하나의 참된 지속이 이루는 연속적인 경로로 사유되었다면, 푸코가 제시

“고고학은 ⋯ 아 프리오리의 ‘역사성’을 긍정함으로써 아 프리오리의 ‘보편성’을 가
정하는 역사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기획이다.” 허경. 2012. 『미셸 푸코의 "담론" 개
념 - "에피스테메"와 "진리놀이"의 사이』, 12쪽.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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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사는 다양한 지속들이 서로 겹쳐지고 교차하는 불연속적인 경로들로 이
루어진다. 서로 다른 지속들의 교차점을 푸코는 사건(événement)이라고 부른다.
사건은 특정한 기원과 목적을 향해 지속하는 역사의 부분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러한 귀속이 필연적으로 유일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교차점이 자신을 지나는
무수한 선에 동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무수한 지속들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사건을 교차점으로 하는 불연속적 지속들로 보려는 시도는 그러하
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사건들을 사유할 여지를 만들어낸다. 역사의 과정을
지속들의 복합(multiplicité de durée)로 봄으로써 역사를 지속들의 불연속적 관
계로 사유할 가능성, 역사를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역사가 단일하고 연속적인 지속이라는 믿음은 서양 철학이 가
진 거대한 신화이다.145
기원에 뿌리를 둔 역사에 반하여 푸코는 표면의 역사를 전개한다. 푸코가
시도하는 역사는 니체적 의미의 생성의 철학을 꾀한다. 푸코의 철학을 생성에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푸코의 말년 저작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찾을 수 있다. 푸코는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에서 이
성의 자율(계몽)을 위해 비판하는 자신의 작업을 개인이 동시대의 현실에 특정
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역사의 전체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관짓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푸코가 보기에 칸트의 (인식)비판은 칸트의 역사(철학) 내에서
그 자신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자각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
시대를 비판하는 태도’라는 푸코 자신의 계몽 개념에 포괄된다. 이것이 푸코가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한 특수한
분석과 연결시킨 최초의 텍스트”146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칸트의 계몽이 인식

“구조주의와 역사는 역사와 지속이라는 거대한 생물학적 신화(grade mythologie
biologique de l’histoire et de la durée)를 버릴 수 있게 한다,” Revenir à l’histoire, DE vol.
2, p. 281.
145

146

QL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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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비판적 ‘앎’(‘앎’을 위한 용기)이었다면, 푸코는 이를 어떤 ‘태도’147로서
사유하기를 시도한다. 푸코의 계몽은 ‘이렇게 통치당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비판
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론적 한계를 변형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칸트가 초월적 형이상학에 반하여 이성의 자율성에 근거한 발생을 설명하
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푸코는 기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성을
행할 — 이것은 푸코의 후기 연구에서 자기(soi)를 생성하는 일이 된다. — 존재
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유의 목적을 총체적(완전하고 분명한) 앎에의 도달로
잡지 않고 현재적(바로 이러한 방식의) 존재방식의 비판으로 설정함으로써, 유
한성의 문제에 사로잡힌 인간학과 다른 방식의 철학적 질문을 성립시킨다. 즉,
푸코는 필연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연적인 것을 변형시키는 태도로서의 철학을
제안한다. 『말과 사물』에서 기원의 지위를 파괴하는 작업은 ‘더 이상 이렇게
통치당하지 않을 자유’를 논하기 위한 존재론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말과 사물』에서 선험적인 것의 초역사성을 파괴하는 푸코의 작업은 기
원의 부동성을 파괴하여 생성의 철학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한다. 이 지점에서
기원의 철학과 생성의 철학의 고고학적 동근원성이 발견된다. 근대적 에피스테
메에서는 사물의 존재 이해와 관련된 시간의 의미가 바뀐다. 고전주의의 인식론
적 지형에서 사물을 배치하는 공간은 무시간적이었다. 다시 말해, 고전주의 에
피스테메에서 사물은 시간을 갖지 않는다. 고전주의의 사물들은 동일성과 차이
에 따라 도표 위에 매끄럽게 배치되는 것으로서 사유되었고, 도표 위의 공간이
란 무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근대에 사물들의 질서는 “연속의 생성 속
에서 잇달아 형성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시간성 속에 있다. 대문자-역사
는 “상이한 유기적 구조들을 서로 연결하는 유비를 시간적 배열에 따라 늘어

푸코는「비판이란 무엇인가」에서 ‘비판’은 통치화에 대응하여 탈예속화하려는
의지로 설명된다. 따라서 칸트의 비판이 인식을 정당화하는 데 골몰했던 것과 달리,
푸코의 비판은 (인식이게 하는 에피스테메를 통해) 지식이자 권력이게 된 것을 사건
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푸코에게 비판은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는 태도이
며,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대상을 ‘허구적으로’ 만듦으로써 주체와 진실의 문제로 이
동시키는 ‘역사-철학적 실천’이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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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148는다. 에피스테메의 공간은 영속적인 공간에서 질서를 세우는 도표에서
기능과 발생에 따른 시간적 배열의 역사로 변화한다. 따라서 근대에 존재에 관
한 성찰은 시간의 깊이와 생성에의 관심을 핵심으로 한다. 근본적인 수준의 존
재를 질서 지우는 방식이 역사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지식의 중심이 가시적인
특징들에서 역사성과 관련한 발생의 문제로 전환된다.
기원에 근거한 철학의 필연성을 고고학적 역사화를 통해 끊어내려는 작업
을 통해 생성의 철학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대립한다. 그러나 대
문자-역사로 대변되는 기원과 존재의 긴밀성이 처음부터 생성에서 존재를 찾는
시도였고, 생성을 설명하는 기원을 대하는 태도를 초역사적 초월론으로부터 역
사적 고고학으로 변형함으로써 다른 방법을 꾀하는 것이 푸코의 시도라는 점에
서, 생성의 철학은 기원의 철학과 쌍둥이이다.

148

MC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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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고고학과 대문자-역사의 관계
이 연구는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진행하는 고고학적 역사화와 그 작업
의 대상인 대문자-역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근대에 속해 있는
푸코의 고고학이 근대의 고유한 사유 조건으로 제기되는 대문자-역사에 속하는
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푸코에게서 에피스테메가 한 시대에 단 하나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고학은 근대의 에피스테메인 대문자-역사
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임이 예측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대문자-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다.
대문자-역사는 근대의 에피스테메로, 유럽 지식의 아 프리오리를 이루는 인식
론적 장이다. 이 아 프리오리는 구체적으로 인간이라는 특정한 인식 형식을 이
루는데, 이때의 인간은 ‘근본적 역사성’에 의해 요청된 ‘정초적 유한성’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근대의 인간은 근본적이고 정초적인 역사적 유한성(즉 역사적 인간)
을 인식의 가능 조건(즉 대문자-역사)으로 하는 인간이다. 역사성과 인간 유한
성의 관계 속에서 근대의 에피스테메가 형성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인간은 역사
적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문자-역사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문자-역사가 지닌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
서 부동하고 초역사적인 대문자-역사와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고고학이 근대에
근본적으로 주어진 역사성에 대응하는 두 가지 양상임을 확인했다. 양자가 갈라
지는 지점에 푸코의 고고학적 역사화가 있다. 인간학적 주체에게 부여된 선험성
은 푸코에게서 에피스테메인 대문자-역사를 조건이자 한계로서 가진다는 점이
분석되면서 역사화된다. 푸코는 이것을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으로 지칭함으로써
인식론적 구조를 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 결과, 칸트가 제시하는 선험성
은 개념 내부적으로는 초역사적지만, 고고학적 역사화를 통해 개별적 경험들과
는 다른 의미의 경험성을 포괄하는 층위로 전환되면서 역사적이게 된다.
이제 서론에서 던졌던 다음의 세 질문에 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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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고학적 역사화란 무엇인가?
푸코의 ‘역사적 아 프리오리’에서 ‘아 프리오리’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함의한다. 말과 사물에서 푸코는 유럽의 지식을 가능하게 했던 사유의 선험적
조건을 묻는다. 그리고 ‘역사적’이란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푸코에게서 고고학
적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양자를 합친 ‘역사적 선험’은 푸코의 고고학
작업의 핵심을 이루는 에피스테메 개념을 이룬다. 선험적인 것이 역사적이라는
주장은 칸트적 의미에서는 모순적이다. 한편, 푸코에게서 역사적 선험이 가능하
게 되는 것은 선험적인 것에 대한 철학 즉 초월론적 철학의 영역을 고고학의 층
위로 확장·변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사화는 ‘대문자-역사’를 통해 진
행된다. 푸코는 근대 철학이 사유하는 인간을 대문자-역사와의 관계를 포괄하
는 고고학의 층위에서 살펴봄으로써 주체의 인식론적 선험성을 역사화한다. 이
때 비판되는 역사인 대문자-역사는 비판하는 역사인 고고학을 예증한다. 주의
할 것은 칸트적 선험성의 개념을 내부에서 비판하여 역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보전하면서 그것의 외부적 배치를 달리함으로써 역사화한다는 점이다.
선험성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층위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다른 차원을 무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푸코는 기존의 철학적 논의와는 다른 논조
를 획득한다. 그 새로운 무대를 역사적이고 유동적인 곳으로 전제한다는 점이
푸코의 철학을 고고학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
2. 대문자-역사와 인간의 관계: 대문자로 된 역사 역시 근대가 끝나면 부질
없이 씻겨 나가게 될 것인가?
초월론적 차원을 역사화하려는 푸코 철학의 과제는 초역사적 선험성의 존
재를 지지하는 인간이 근대에서만 유효할 역사 개념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확인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문자-역사가 에피스테메라면, 대문자-역사의 근본적
역사성으로부터 구성된 인간 개념 역시 역사적이고 가변적이게 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근대의 선험성 — 칸트의 인식하는 주체가 지닌 선험적 능력들 — 이 근
대의 에피스테메로부터 구성되었기에 에피스테메가 근대 이후의 것으로 변환되
는 시점에는 유효성을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은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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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의 역사인 대문자-역사이다. 대문자-역사는 인간이 초래한 인간과학의
딜레마와 정확히 동일한 범주 내에서 규정되는 개념이다. 대상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근본적(선험적 혹은 초월론적) 층위로부터 유한성으로 끊임없이 되돌아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무한한 시간성(‘역사’) 앞에서 항상 유한한 것이
되는 진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인간학이 만들어내는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이 지니는 근본적인 설정 상의 문제에 기인한다.
역사성 자체가 아니라 역사성을 사유하는 특정한 방식을 뜻하는 대문자역사는 근대가 끝나면 부질없이 씻겨 나가게 될 것이다. 인간과 인간과학이 만
들어진 근거이기에 처음부터 근대 사유를 지탱해온 대문자-역사는 인간과 마찬
가지로 해소될 것이다. 이것은 대문자-역사가 지닌 내재적 구조, 즉 선험과 경
험의 이중체로서의 인간으로 인한 비판의 불가능성에 의한 것이다. 푸코의 근대
성 비판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역사성 자체의 중요성 역시 근대적 에피스테메 내부에서만 한정적으로 유
효할 것이다. 무의식, 기원, 비사유, 불가능성과 생성의 문제는 근대의 종식과
함께 근대 사유가 쏟았던 만큼의 관심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대문자-역사의 경우와 같이 질서의 내재적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질서화 이
전에 근본적으로 규정된 코드로서의 역사성의 깨어짐은 논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닥친” 에피스페테메의 단절에 기인한다. 푸코의 고고학의
역사성은 이 층위에 위치한다. 푸코는 고고학(archeology)는 기원(arche)의 역
사화하여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관심을 통해 근대적 역사성 내부에 위치한다.
한편 푸코에게서 직접적으로 비판되고 있는 것이 역사성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푸코는 『말과 사물』의 마지막 논의에서 푸코는 대항과학(contrescience)에 관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 근거는 그것이 인간과학처
럼 경험적인 것을 통해 선험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그 자체
로 직접 다루고자 시도한다는 점에 있다. 푸코의 근대 지식 비판은 역사성이라
는 근대적 동향 자체를 향한다기보다는, 역사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유하는 일,
즉 인간과 동시적이면서 인간의 에피스테메를 이루는 제한적 의미의 대문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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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향한다. 이 논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연동된다.
3. 대문자-역사와 고고학의 관계: 고고학이 비판하는 문제에 고고학 자신
도 속하는가?
고고학은 새로운 에피스테메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의 시대인 근대에 속한다. 그러나 대문자-역사의 질서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거리를 두고 “경험된 질서의 직접적이고 비가시적인 영향
력에서 벗어나고, 적어도 이 질서가 어쩌면 유일하게 가능하지도, 가장 좋지도
않을지 모른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자유롭게 되”149는 지점에 서 있
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푸코의 연구 대상이 끝나가는 근대의 에피스테메라
는 점에 있다. 에피스테메는 대단히 근본적인 수준의 것이기에 동시대인에게 결
코 자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푸코가 자신만이 예외로 근대의 한가운데서
도 근대의 근본적 사유 조건을 통찰할 수 있었노라고 주장한다면 일관적이지 못
한 것이 된다. 단, 푸코가 동시대의 에피스테메를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가
끝나가는 것이거나 이미 끝난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푸코의 분석
이 근대가 ‘언어의 회귀’와 함께 끝나가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러한 점
을 드러낸다. 푸코는 근대의 끝자락에서 ‘언어의 회귀’에 의해 이미 침식되고 있
는 에피스테메를 어렵사리 부분적으로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말과 사물』이 근대를 살피는 이유는 근대의 문제를 보수하여 연장하려
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나가는 근대를 종결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려는 데 있
다. 기존의 지형에서는 결코 풀리지 않을 질문을 던지며 지속되는 근대의 지식
을 비판하기 위해, 『말과 사물』은 근대 에피스테메의 한계 지형을 가시화한
다. 그 방법이 곧 고고학이라는 역사이다. 푸코가 말기에 제시하는 비판 개념에
서 발견되는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론을 참고한다면 고고학과 근대 지식의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근대의 지식은 기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유한다. 하나는 기원으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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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곧 기능의 완성이기에 진보로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하나는 기원을 파괴해 해
방함으로써 기원과 무관한 발생을 꾀한다. 전자가 (좁은 의미의) 대문자-역사에
가깝다면, 후자는 대문자-역사에 동반되는 전제를 탈피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
서 구별된다. 푸코는 고고학을 통해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이 두 갈래가 에피스테
메의 층위에서는 역사성을 존재의 근본 코드로 하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근대의 지식들이 기원으로 수렴하면서 보이는 이러한 경직성은 동
일한 역사성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푸코의 고고학은 대문자-역사와 같지 않다. 푸코의 철학은 기
원에 근거한 철학의 필연성을 고고학적 역사화를 통해 끊어내려는 작업을 한다
는 점에서 기원을 파괴하려는 근대 지식의 계열에 속한다. 푸코의 고고학은 기
원을 파괴하기 위해 그것을 살피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다. 에피스테메 개
념은 진리의 조건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진보하는 역사와는 다른
관점을 택한다. 그러나 푸코가 참고하는 역사는 파괴의 대상인 기원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푸코의 고고학은 다시 한번 새로운 갈래로 나누어진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말과 사물』에 국한된 역사 개념인 대문자-역사를 살펴본 이
연구를 넘어, 광범위한 푸코 철학에서 역사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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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eological historization
of Michel Foucault
- on concept of History in The Order of Things Kim Min joo
Western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 letters and history that
Michel Foucault (1926~1984) proceeds with the archaeological historical painting
in Order of Things. Considering that épistémè, which means the level of
epistemological conditions in Foucault, is set to be the only one in an era,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eology and modern episteme becomes an issue. In order
to answer whether archeology itself belongs to the modernity that archeology
criticizes, it examines the meaning of capital letter-history, the meaning of
archaeological historicaliz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eology and
modernity in order.
Foucault's archaeological work is summarized in this study as
Historicalization of history'. Foucault's discussion of criticism of modern
knowledge in Order of Things is the point where the history that Foucault presents
and executes through archeology and the concept of the subject of modern
philosophy intersect with the concept of history presented as intimate. By
distinguishing between ‘History' and 'historical a priori', and by distinguishing the
overlapping historical concept of History called historical a priori at the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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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between the two, the discussion on the archeology of Order of Things is
transcendent In the discussion of the side, I intend to expand it to the dimension of
History.
“Capital letters-history” (Histoire) is a concept proposed by Foucault as an
episteme of modern Europe in Order of Things, and is an epistemological field that
forms the apriori of European knowledge. This concretely constitutes a certain
form of recognition of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at this time means
‘finitude' requested by ‘fundamental historicality'. The modern episteme was
fo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and human finiteness, and the human
being constructed in this way was capitalized-historical in that it was a historical
human. Modern knowledge is criticized because it presupposes this human
concept. “Archaeological historization” refers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transcendental subject suggested by Kant into an episteme, an area where
historicality and human finiteness are related. Foucault carries out archaeological
historicalization by examining capital letters-history. As a result, the a priori
presented by Kant is super-historical inside the concept, but through archaeological
historicalization, it becomes historical as it is transformed into a layer that
encompasses experience in a different meaning from individual experiences.
This archaeological historization lies between two aspects corresponding to
the historicality fundamentally given to modern times. Archeology belongs to the
existing modern era in that it does not advocate a new episteme, but it is not the
same as the History (in a narrow sense) that seeks completion and progress through
a return to origin. Rather, Foucault's philosophy belongs to the series of modern
knowledge that attempts to destroy the origin in that he works to break the
necessity of philosophy based on origin through archaeological historicalization.
Foucault's archeology shows that these two seemingly different branches have the
same roots in the layer of Episteme with historicity as the fundamental code of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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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Foucault's archeology and History are not the same.
Archeology practice accidental and historical work that is also linked to the
concept of “criticism” of the late Foucaul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storical character that characterizes Foucault's philosophy after Order of Things
and the historical character Foucault suggested as the fundamental code of modern
existence must be reconfirmed by extensively examining Foucault'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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