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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근대의 지식관과 주체관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이 요청되는 포
스트모던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당면해 있는 자기변형의 과제를 지원하려
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진리·지식과 개별 
주체의 위상이 전도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풍조가 생겨났
지만, 각종 기준의 무화(無化) 및 상대주의적 지식관의 확대는 교사들의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진리(진실)와 학생을 매개하는 교사
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또 막중해진 이때에, 새로운 진리(진실)·
주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대안적 주체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실존적 변화를 위한 대안과, 
그것을 도울 교육기술을 탐구하고자 했다. 
 본 논문과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교사의 존재론적 위기를 다루
는 다수의 연구가 ‘자기인식’의 원리에 기초한 교사 정체성 개념에 천착하
는 것과 달리, 본고는 인식과 실천을 포괄하는 ‘주체화’ 개념에 주목한다. 
특히 푸코의 주체관에 터하여 ‘진실에의 접근’ 및 ‘테크놀로지’ 개념을 중
심으로 주체화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 주체화에 대한 인식
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윤리적·형성적 접근의 당위를 논증하였
다. 논의한 바에 따르면, 지식 및 자기와 ‘인식’으로써 관계 맺던 기존의 
‘인식주체’는, 자기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관여가 미비하여 외부의 규율·
규범에 의존한 도덕화·주체화를 이루었다. 반면 고대인의 경우 ‘진리’를 자
기형성·변형의 힘을 담지한 진실로, ‘자기’를 테크놀로지의 적용을 통한 제
어와 절제의 대상으로 여겨, 자체적인 도덕화(윤리)로 말미암아 능동적 주
체화를 이루었다. 진리와의 ‘영적·주체적 연결’ 및 ‘윤리’가 곧 주체의 독
립이자 자유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푸코의 논의는, ‘자유’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촉발함과 동시에, 우리의 주체화 과제가 ‘실존(말, 행위, 존재방식)
에 대한 주의력’을 길러 ‘윤리’를 회복하는 문제와 닿아있음을 인지하게 
했다. 
 이에 본 논문은 ‘윤리적·형성적 주체화’의 범례로서 고대 그리스·로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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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화 방식에 주목하고, 후기 푸코가 길어 올린 당대의 개념인 자기배려
(epimeleia heautou)와 파레시아(parrhesia)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대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명령적 정언인 ‘자기배려’는 당대
의 주체화 방식을 특징짓는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로의 전향’ 및 ‘자기실
천’을 통해 자기의 사유와 신체를 통제·지배함으로써 스스로를 윤리적인 
주체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에게 ‘자기’는 일종의 작품과 같은 
형성의 대상이자 기술 적용의 대상으로, 자기형성의 주권을 쥐는 것은 곧 
자기에 대한 배려로 여겨졌다. 
 여기서 주체의 ‘주권’이 의미하는 바를 명세화하자면, 첫째로 이것은 지
식을 비롯한 앎의 내용과 ‘주체적으로’ 관계 맺으며 ‘자기’를 위해 사유하
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 개별 주체가 주체 자신이 믿는 진실대로 ‘실존’
하는 것을 뜻한다. 전자는 사유를 위한 사유라기보다 주체의 존재론적 변
형을 지향하는 사유로, 세계와 사물을 자신과의 관련 속에서 숙고하는 사
유와, 자신의 실존(말과 행위)을 점검하는 사유를 포괄한다. 후자는 고대의 
자기수양(askesis) 개념과 연결되는데, 이는 글쓰기, 독서, 명상 등의 구체
적인 실천으로 참된 담론(진실)을 체화(體化)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재 
우리의 교육 주체가 가진 문제가 바로 이 ‘주권’의 부재라고 보고, 자기형
성적 주체화를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사와 학생이 당면
한 과제의 관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자기배려 개념이 우리에게 주체화의 원리를 제시한다면, 파레시아는 타자
를 자기배려(윤리적 주체화)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말하기’가 요
청되는지를 드러내어 준다. 파레시아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진실 
말하기’를 의미하는데, 그 주요 기능은 청자로 하여금 ‘자기 보기’를 유도
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자기 보기는 자기의 심오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라기보다, 자기의 말과 행위를 검토하고 숙고하는 것, 나아가 자신이 가
진 품행의 원리와 자신이 실제 행하는 언행 사이의 간격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知)와 행(行)의 간격을 현시해주는 파레시아로 인해, 청자는 
원리와 실존의 항구적인 연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의 지
배자로 군림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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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소크라테스의 파레시아와 세네카의 파레시아를 집중적으로 살
피는데, 전자를 통해 스승의 파레시아를, 후자를 통해 주체의 자기 관계 
및 동료 관계에서 행해지는 파레시아를 고찰한다. 이 분석은, 교사의 바람
직한 형상과 참된 교사의 자격에 대해 숙고하게 하고, 고대의 ‘파레시아스
트’에게서 그 단서를 확보하게 한다. 나아가, 교육적 관계 내에서 이루어
지는 파레시아의 전이와, 이를 통한 에토스의 순환을 목도할 수 있게 해준
다.
 파레시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마친 뒤, 본 논문은 이 개념의 교육적 적
용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파레시아를 현대적 맥락의 ‘교육기
술’로서 해석함으로써, 우리 교사들이 자신의 자기관계 및 교육실천에 활
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처방을 제안하고자 했다. 
 
주요어 : 주체화, 교육기술, 미셸 푸코, 자기배려, 파레시아
학  번 : 2018-2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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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르침의 용기는 자아와 세계의 가장 진실된 곳에서 우러나온다.
그 용기는 학생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진실된 곳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용기이다. 
-Parker J Palmer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진리·지식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지식의 절
대성’을 지반(地盤) 삼아 축조된 ‘근대적 교육’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교육내용(지식)의 권세에 가려 충분히 주목받
지 못했던 교육주체(교사, 학생)가 새로운 교육 담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는 것이다. 지식이 ‘객관적 세계인식’을 담지한 일종의 결정체로 상정될 때, 
교육의 주체들은 ‘이성적 존재’라는 단일한 범주에 감금되어 지식을 전달하고
(교사) 수용하는(학생) 수동적인 존재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객관적 지식의 가
능성이 의심받고, 지식 또한 해석의 산물이자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주
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러한 지식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 맺는 각
각의 ‘자기’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특히 과거 교육에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업내용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철저히 함구하도록 요청받았던 교사들은, 이제 수업에 대한 정
의(定義) 자체가 “교사 개인의 의견과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진 사태”(Carter 
& Doyle, 1996: 120; 김선영, 2016: 47 재인용), 나아가 “교사 정체성의 발
현”(김선영, 2016:47) 등으로 제안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교육
은 지식 자체가 아닌 지식에 대한 교사의 해석과 견해에 관심을 가지며, 교사 
개인이 지식과 맺고 있는 고유한 관계가 학생들 앞에 현시(顯示)되는 것이 곧 
수업이라고 본다.  
 교사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
나 외부로부터 주어진 역할과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데 익숙해 있던 기존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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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에게, ‘개별 주체’로서 자기만의 견해와 정체성을 형성하라는 시대적 요구
는 다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박은주(2018a: 75-76)는 현재 우리나
라 교사들이 ‘교사 정체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포스트모던적 
주체 개념이 그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한다. 그녀에 따르면 새로운 주체관의 
등장이 일률적인 정체성을 강요받던 교사들에게 일종의 자유를 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체성의 다중적, 가변적, 역동적인 특성을 인정함으로써 
“교사란 누구인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기반”(Ibid: 76)을 갖기 어렵게 만들
었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적 정체성은 교사의 자기이해적 질문을 더이상 
‘교사란 무엇인가’와 같은 폐쇄적인 물음으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로
서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와 같은 열린 물음으로 대치
하는데(Akkerman & Meijer, 2011: 308) 그 ‘열림’이 공간(다중성)과 시간(가
변성, 역동성)적 제한마저 파기함으로써 교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하고 해석하면서, 
또 해석한 바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체성’1)을 구성해나가야 하는, 완결이란 
있을 수 없는 여정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 여정이 낯설고 버겁게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국내의 많은 교육학자들은 ‘교사 정체성
(teacher identity)’을 주제로 한 연구에 착수하여 현장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
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경희·최유리(2018)가 파악한 연구 동향에 따
르면, 2000년대 이래 상당한 양의 축적을 이루어 온 국내의 교사 정체성 연구
는 해당 개념에 대한 ‘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즉 대다수의 관련 연구는 교사 ‘개인’의 생애와 신념, 그리고 (그의 자
기이해와 결부된) 학교문화를 조명하는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교사 정체성의 

1) 소경희·최유리(2018)는 「국내 교사 정체성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최근의 교
사 정체성 연구물들을 분석하면서, 다수의 연구가 ‘교사 정체성’을 다음의 네 가지 개념
적 특성을 토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첫째, 교사 정체성은 과정적이다. 정체성
은 ‘획득’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 그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
적이고 관계적이다. 정체성은 개인의 내면에 갇혀 그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셋째, 복수적이다. 정체성은 다수의 하위 정체성 간
의 갈등과 협상을 통해 형성된다. 넷째, 정체성의 완전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정체성은 
그저 개인과 사회적 요인들의 물리적 합(合)이 아니기에 각자 독특한 성질을 띠고, 특유
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애당초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47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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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과 영향요인에 대한 맥락 특수적인 이해를 가능케 했다(Ibid: 
483-484). 이처럼 ‘개별’ 교사의 자기이해에 관심을 두는 연구 경향은 포스트
모던 및 최근의 정체성 이론에 상응할 것이나, 한편으로 연구의 대상이 주변
적 위치에 있는 교사들(특수교사, 상담교사, 미술교사 등)에 편중되어있는 점
(Ibid: 485)과, 질적 연구 본유의 특성상 그것이 제안하는 제언(提言)이 다소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진리관과 주체관의 지각변동으로 인한 혼란은 오늘날의 교사 일반이 공유하
는 문제임을 상기할 때, 아마도 정체성 형성의 ‘실제’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중
요한 것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사의 존재론적 당위를 고찰하는 시도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당하(當下)의 맥락으로부터 한껏 물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적·구조적 맥락 자체를 문제화(問題化)하여, 이 시대의 ‘진리 및 권력’과 
‘교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교육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식과 권력에 대해 수동적·복종적이었던 ‘근대적 교사
상’을 경계하면서도, 후기 근대에 개별 교사에게 주어진 ‘열림’이 결코 무제한
(無制限)의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논
문은, 이러한 교육적 필요의 인식 하에, 포스트모던 맥락에서 교사의 마땅한 
존재 방식, 즉 그들이 당면한 변화의 과제가 가져야 할 지향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더불어, 본고는 ‘교사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한계에 주목하여, 
이를 보완할 ‘주체화(subjectivation)’ 개념에 집중한다. 교사 정체성의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확인되는 공통성이 
개념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면, 적어도 교사 정체성은 ‘사유와 언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교사 정체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교사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이해, 해석, 정의, 평가, 의미부여, 자아상’(조동근·임세영, 2017; 채현순·장유
진, 2016; Beijaard, Verloop&Vermunt, 2000; Mockler, 2011) 등으로 규정
되는데, 이 예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해당 개념이 ‘행위’나 ‘존재방
식’의 변화를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2) 이진경(2019: 166-169)에 따르

2) 교사정체성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에 대해서는 김규태(2018)가 「교사 정체성 이론과 쟁
점 및 과제」 의 494쪽에 표로 잘 정리해 놓았다. 물론 드물게 ‘존재론적 정체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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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핀란드의 경우 ‘교사 정체성’ 개념과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개념을 불가분의 단짝처럼 함께 다룸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한다. 여기서 교사 
행위주체성이란 ‘교사가 자신의 교육학적 신념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의미하는데(Moate & Ruohotie-lyhty, 2014: 252), 두 개념의 균형적 활
용은 교사가 경험(실천)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자아상에 걸맞게 ‘행위’하고 ‘존재’하는 일에도 동등한 관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보면, 국내 교육학계에서 생산되는 교사의 자기관계에 관한 담
론이 ‘교사 정체성’ 개념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는 점3)은 문제로 보인다. 아
마도, 우리 교사들이 당면한 변화의 과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우선 자기인식과 자기형성, 정체성과 주체화 개념의 전도된 위상을 바로
잡는 일부터 선행(先行)해야 할지 모르겠다. 즉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제는 결
국 자기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주체화’에 귀속되는 일임을 명백히하여, 교
사의 자기형성적 주체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연구의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 교사들의 포스트
모던적 ‘주체화’와 그 주체화를 도울 ‘교육기술’4)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려 한
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고대적 주체 탐구를 단초로 삼아 논지를 전개할 터인데, ‘주체화의 계보학’이
라 일컬어지는 후기 푸코의 학문적 작업은 대안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모색하

‘실존적 정체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정체성 개념에 실천적 차원을 포괄해 사용하
는 연구자(이를테면 박은주(2018a))도 있지만, 필자는 대다수의 정체성 연구가 해당 개
념을 인식적 차원에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3) KCI에 등재된 것만 한정하여 보아도 ‘교사 정체성’ 개념을 다루는 국내의 논문은 1,300여 
편에 달한다. (2020.10.13. 기준 http://riss.kr에서 ‘교사정체성’을 검색어로, ‘국내학술
논문’, ‘KCI등재’, ‘2000년 이후 발행’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검색한 결과에 근거함) 반
면 ‘행위 주체성’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내 논문은 매우 희소한 편이다(이창수, 
2020: 2).

4) 근대적 의미에서 ‘교육의 테크놀로지(educational technology, 일반적으로 교육공학으로 번
역)’란 “교수-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 또는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박성익 외, 2015: 18)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식 전달의 효율을 꾀하기 위
해 또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테크놀로지는 심리학과 같은 인간
과학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Ibid: 52-91), ‘보편주체’가 아닌 ‘개별 주체’에 관심을 갖는 포
스트모더니즘과는 거리가 멀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 ‘교육의 테크놀로지’ 또한 이전과
는 다른 의미를 획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새로운 교육기
술은 ‘교사와 학생의 주체적 자기형성’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했으면 한다.  

http://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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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수의 교육철학자들에게 이미 훌륭한 비계(飛階)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김석완, 2009; 김세희, 2018; 신병현, 2016; 이주호, 조상식, 2014; 
Vansieleghem, 2011; Peters 2003; Stickney, 2013).
 주지하다시피 푸코는 그 자신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지식
과 권력의 결탁 관계를 밝힘으로써 근대적 주체의 예속적 상태를 폭로한 장본
인이지만, 말년에는 점차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작용하는가에 대한 
역사’(Foucault, 1997/이희원 역: 37)로 연구의 역점을 옮겨 주체의 복권(復
權)을 시도했다.5)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후기 푸코의 사상이 새롭게 주목받
는 이유는, 그가 제안하는 대안적 주체화가 근대 및 후기 근대의 주체관이 해
결하지 못한 ‘윤리’와 ‘자기 형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이다. 
 푸코에 따르면 주체화란 ‘주체가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 다름 아닌데
(Foucault, 2004a/문경자·신은영 역: 21), 근대의 객관적 지식관은 주체의 자
기관계를 ‘인식적’ 관계로 제한함으로써, 그리고 인간에 관한 과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 으로 주체의 자기 진실을 대체하고 규정함으로써 진실과 
주체의 관계를 분리시켰다. 여기서 주체가 자기 자신과 ‘인식적’ 관계를 맺는
다는 말은 곧 주체가 자기 자신을 ‘인식 주체’로 인지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실천과 행위방식에 대한 스스로의 관여가 미비함을 암시한다. 이런 경우, 주
체에게 ‘윤리’ –주체가 자기관계 내에서,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것
(Foucault, 2017a/오르트망·심세광·전혜리 역: 132)- 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에, 외부의 권력이 ‘도덕화’를 명분 삼아 주체의 내부에 침투하여 그의 신체
와 행위를 조작하기 용이하게 된다. 푸코의 저서 중 하나인 『감시와 처벌』
(1975)은, 근대의 규율권력이 주체의 행위방식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5) 본래 푸코의 학문적 관심은 줄곧 지식(『말과 사물』, 1966; 『지식의 고고학』, 1969; 『담
론의 질서』, 1971)과 권력(『감시와 처벌』, 1975; 『성의 역사Ⅰ』, 1976)의 축에 붙박여 
있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그의 관심은 주체의 축으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이전 작
업의 의의도 주체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는데, 이는 1982년 10월에 이루어진 한 대담에
서 푸코가 했던 다음의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제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점, 그들이 역사상 어떤 시기에 구축된 몇 가
지 주제를 진리와 증거로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소위 증거라 불리는 것이 비판 
당하거나 파괴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 나의 모든 분석
은 인간의 생활 [존재]에 보편적 필연이 있다는 관념과 대립합니다. 나의 분석은 제도의 자
의성을 밝히고,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변화가 아
직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제시하는 일입니다(Foucault, 199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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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물론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로, 근대의 본질주의로부터 주체를 해방시키는 
대안 담론이 생산되었지만, 지식을 ‘사회적 구성’과 ‘합의’의 산물로 보는 새
로운 지식관은 지식의 상대성·유연성을 용인함으로써, 오히려 주체와 진실의 
관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즉 사회구성주의의 ‘절대적인 지식은 없다’
는 주장이 다소 극단적으로 해석되어, 대중의 진실 추구 성향 자체를 약화시
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McIntyre, 2018/김재경 역, 2019: 167-200). ‘탈진
실(post-truth)’이라 일컬어지는 이 현상은 대중이 ‘진실’보다 자신의 욕구와 
신념을 기준으로 담론을 수용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모든 담론은 권력의 산물
이고, 인간은 ‘사유’로써 이를 견제한다는 푸코의 견해에 근거할 때(Foucault, 
1971; Foucault, 2017a: 100), 담론의 진실성을 개의치 않는 주체는 사유하
지 않는 주체, 즉 무사유의 주체와 다름없으며, 따라서 권력에의 예속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주체를 현혹하는 온갖 수사(修辭)만이 만연하게 된 후기 근대의 
사회에서도, 주체의 ‘윤리’나 ‘자기형성’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런 문제적 상황 속에서, 진리와 학생을 매개하는 역할을 맡도록 되어있는 
‘교사’에게 주어진 소임이란, 진리(진실)의 해석적·상대주의적 측면을 비껴가면
서도 진리(진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여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 같다. 즉 절대적인 ‘진리’는 없을지언정, ‘더 나은 진실’은 있음을 명백
히 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진실·주체 관계를 확립하도록 돕는 것이다.6) 그렇
다면 여기서 더 나은 진실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푸코의 논리에 입각
하면, 아마도 그것은 주체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진실, 외부의 권력을 견제하

6) 영어(truth)나 불어(vérité)는 ‘진리’와 ‘진실’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지만, 국어의 
경우 둘의 세밀한 차이를 구분한다. 이 구분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국내 학자로는 백낙
청(1990), 이승종(2003), 배식한(2005) 등이 있는데, 필자의 경우엔 이승종과 배식한이 
강조하는 ‘보편성의 유무(有無)’의 기준을 수용한다. 그들에 따르면, 진리의 리(理)는 이
치를, 진실의 실(實)은 사실·사태를 의미하기에, 두 개념의 진(참, 眞)이 귀속되는 장소
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승종, 2003: 72; 배식한, 2005: 138). 이론적 ‘진리’는 본유
의 보편성으로 인해 개별자의 특수한 삶과 유리되기 마련이지만, 개인에 의해 고유화
(固有化)된 ‘진실’은 “나의 본래성을 돌아보게 하는 절실한 것”(이승종, 2003: 73)이 될 
수 있다. 즉, 진리는 인간 일반에 의해 ‘참인 이치’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앎인 반
면, 진실은 개인에 의해 ‘고유화’된 진리로, 개별자의 가치관 및 신념과 결부된 앎이라
고 할 수 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다’라는 표현보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다’의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실이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깊숙이 연결되기 
때문이다(배식한, 200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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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진실은 ‘윤리’와 결부된 진실로, 주체
가 자신의 신체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7)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실이다. 즉 이 진실은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진실이 
아니라, 자기를 ‘형성’하고 ‘변형’하게 하는 진실인 것이다.       
 푸코는, 그런 윤리적·형성적 주체화를 위해, ‘사유’에만 천착하던 습관을 고
쳐 ‘테크놀로지’8)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자기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 구축된 테크놀로지의 
역사적 상관물에 다름 아님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문제는 이 테크놀
로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경우 오늘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에 관한 정치가 아닐
까요(Foucault, 2013: 90-91; Foucault, 2017a/오르트망 외 역: 123 주석)?

위 인용문에서, 푸코는 진실이나 사유가 아닌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며, 인간
은 ‘테크놀로지의 역사적 상관물’임을 주장한다. 즉 인간의 신체에 작용하여, 
그의 행위에 일정한 양식과 스타일을 부과하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형성하
는 주된 기제라는 것이다. 근대인이 권력의 테크놀로지의 상관(相關)으로 구축
된 타율적 존재라면, 푸코가 지향하는 주체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로써 ‘자신에 

7) 넓은 의미에서 모든 도덕은 두 가지 측면 -행동규약의 측면과 주체화 형태의 측면-을 지닌
다. 주체가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세운다고 해서, ‘규약’과 관련한 도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결코 완전한 분리는 있을 수 없으며, 서로는 상대적 자율성 속에
서 발전하게 된다. 즉 한 측면이 강조되면 다른 측면이 위축되고, 다른 측면이 강조되면 다
른 한 측면이 위축된다(Foucault, 2004a: 47).

8) Behrent(2013: 59-60)에 따르면, 푸코는 ‘technique’과 ‘technology’를 종종 혼용하는
데, 1974년까지 이 두 용어는 권력의 본질(nature of power)을 파악하기 위한 그의 작
업의 중심을 이루었다. 푸코에게서 technology 개념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하고(mold) 
적응시키며(adapt) 촉발하고(trigger) 자극하는(stimulate) ‘신체 조작의 기술’을 의미한
다. 강조하건대, 구체적인 일·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숙련도’나 ‘능숙성’, ‘기량’ 등과 결
부된 skill과 푸코의 technology 개념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Behrent는, 이러한 
technique, technology 개념이 푸코 사상에서 다음의 두 가지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첫째, 이것은 17세기 이래 자연·생산·시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알려진 절차들이, 제도적인 환경에서 인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
실을 드러내어 준다. 둘째, Foucault가 보기에, 이 개념의 활용은 권력을 순전히 ‘부정
적’이거나 ‘억압적’인 개념으로 보는 인간주의(humanism)의 편견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준다. 푸코는 개인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조작’하는 것은, 외부의 권력(법, 
제도, 규약 등)일 수도 있지만 ‘자기’일 수도 있다고 본다. 



- 8 -

관한 정치’를 시행하는 자율적·능동적 주체일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푸코가 제안하는 이러한 주체관은 우리 교사들의 주체화 과
제에 적합하고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것 같다. 개별 주체의 ‘윤리’를 간
절히 요청하는 오늘날의 상황 –펜데믹, 전지구적 환경위기 등- 이나, 법·제도 
등 규약체계의 자의적·임의적 성질이 확연하게 드러난 후기 근대의 시대적 경
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리적 주체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여
겨지기 때문이다. 푸코로 하여금 이 같은 주체관을 갖게 한 원천은 다름 아닌 
고대인들의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 전통으로, 그의 후기 연구는 당대
의 개념을 복원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말년의 푸코가 
길어 올린 고대의 주체화(자기배려) 전통을 우리의 교사 주체화를 위한 범례
(範例)로 삼아, 그것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해 보고
자 한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로마의 주체화 전통에서 주체가 자기의 
주권(主權)을 발휘해 스스로의 인식과 행위를 조절·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도
덕적인 주체로 형성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배려(돌봄)로 여겨졌다. 개인이 자
발적으로 도덕적 엄격성을 추구한 까닭에, 당대의 도덕적 성찰은 “행동의 규
약화, 허용과 금지의 엄격한 정의보다는 자기실천”(Foucault, 2004a: 49)에 
훨씬 경도되어 있었다. 더불어 ‘자기배려’의 관념은, 푸코의 표현을 빌리면, 
‘실존의 미학’이라는 동기와 결부되었는데, 말하자면 고대인에게 자기의 일생
은 일종의 예술작품으로, 미학적 가치와 테크닉의 적용을 통해 평생 돌보고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덕(德)이 미(美)이자 자기돌봄으로 통했던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개인은 법과 규약의 제한을 최소로 받는 가운데, 자기
주권 및 자신의 고유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자기배려의 ‘원리’에 관해 논하자면, 그것은 한 마디로 ‘진실의 주체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주체가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을 설정하고, 그 진실에 
합당한 (미적·도덕적) 주체로 스스로의 존재를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변형시켜 줄, 가치 있는 진실을 탐
색하고, 그 진실을 ‘수양’과 ‘수련’을 통해 체현(體現)해야 한다. 이렇듯 ‘존재
론적 변모·변형’은, 고대적 주체가 ‘진실’에 접근하는 유일한 경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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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cault, 2007/심세광 역: 61). 여기에는 고대적 진리관(view of truth)의 
특성이 함축되어 있는데, 고대적 진리는 근대의 진리 -인간과 별도로, 저 밖
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 와는 정반대로, 그 진리의 담지자와 연결된, 
“고유화 과정을 통해 인간과 동일체를 이룬”(이승종, 2003: 74) 진리이다. 
필자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괴리된 ‘정태적 진리’와, 개인에 의해 고유화된 
‘진실되고 절실한’ 역동적 진리를 구분하여 후자를 ‘진실’이라 부르려 한
다.9) 후기 푸코가 말하는 ‘진실’(vérité)이, 개별 주체에게 ‘진실’로 수용된, 
그리하여 그의 자기이해와 결부된 앎을 의미한다고 볼 때, 고대의 진실은 푸
코의 진실 개념과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 주체와 진실의 관계가 이토록 밀접했다면, 현재의 우리는 진실과 왜 
이토록 멀어진 것일까? 푸코에 따르면, 진실의 역사에서 주체와 진실을 연결
하는 통로가 오직 ‘인식’으로 한정된 순간, 근대가 도래한다. 다시 말해 ‘주체
는 그 자체로서 진실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한 데카르트의 순간, 진실에의 접
근을 위한 고대적 조건 –존재의 변형, 자기실천 및 수양- 은 소거되고, 진실
의 귀환이 선사하는 주체의 완결 또한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근대에는 사유
의 능력이 곧바로 진실의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근대적 진리는 
개별 주체와 무관하게, 그저 인간 일반의 ‘인식’에 의해 구축되고 증식되는 별
도의 차원을 형성하게 되며(Foucault, 2007: 63), 종국에는 지식10)(savoir)의 
누적과 발전 자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여겨진다.11) 그리하여 끝없이 무한의 공

9) 본고의 여섯 번째 주석을 참조할 것.
10)푸코는 1978년 말의 어느 인터뷰에서 ‘지식’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한다. 다음의 인용

문을 보자: “제가 지식이라는 말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인식한 것, 혹은 인식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겪도록 합니다. 그 과정은 주체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동시에 대상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식은 또한 인식 가능한 대상들을 증대시키는 작업이고 대
상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작업이며 대상들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작업, 그
러나 조사 주체의 불변성을 유지한 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
다.”(Foucault, 2017a: 65주석) 즉 푸코에 따르면 지식에는 주체의 변화를 야기하는 지
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이 있다. (필자는 전자의 지식의 경우 개별 주체에게 ‘진실’로서 
수용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침으로써 주체 형성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
한다) 인용문에서 가리키는 지식은 이 중 후자를 가리킨다.

11)데카르트의 순간에서 발원한 근대적 이분법 –주관 대 객관, 주체 대 객체, 과학기술 대 
정치, 인간 대 비인간 등- 이 인류에 야기한 문제에 관해서는 Latour의 견해를 참조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과학기술적 지식이 인간의 손을 떠나 자신만의 차원을 형성하게 
되면서, 인간은 과학기술의 무한증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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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내달리는 지식에게, ‘주체로의 귀환’ 같은 것은 요원한 일이 되며, 주
체는 애초에 존재적 ‘완결’이 불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식’을 ‘나 자신’과의 관련 속에서 숙고하기보다, 그저 ‘전달하고’ ‘전달받
아야 할’ 물리적 대상처럼 여겼던 기존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체에게로 ‘귀
환’하여 주체를 ‘완결’ 시킨다는 고대적 진실은 실로 낯설게 느껴진다. 어쩌면 
자기형성적 진실에 대한 이 낯섦을 차츰 회복해 가는 것, 그리고 학생이 느끼
는 낯섦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필자의 생
각에, 이런 역할을 맡는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의 매개자’가 아닌, ‘진실의 매
개자’로 불리어야 할 것 같다. 
 한데, 고대의 ‘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실이며, 또 고대의 스승은 학생들
을 어떻게 인도했을까? 푸코에 따르면, 고대 진실의 진실성은 ‘진실 발화 주
체’에게 달려 있었다. 어떤 진실에 ‘윤리적·자기형성적 주체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진실을 소유한 자의 ‘삶’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여기
서 진실과 삶이 가리키는 ‘동일성’이 곧 진실이며, 그 ‘차이성’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종, 2003: 74). 나아가, 고대의 주체화는 결코 “고독한 자폐의 
실천이 아니라, 타자와 맺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기와의 관계를 구축하
는 방식”(Gros, 2016/오르트망 외 역, 2017 :17)이기에, 고대인들은 나르시시
즘을 경계하여 자기 진실의 진실성을 항시 점검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타자
의 거침없는 말과 솔직함은 자기 배려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다(Ibid: 17). 같은 맥락에서 고대인에게 ‘스승’이란, 자신을 참된 담론
(진실)으로 인도해줄 타자를 의미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개념은, 고대
의 스승에게 요구되었던 “테크닉이자 윤리이고 기술이자 도덕인”(Foucault, 
2007: 396) 파레시아(parrhêsia)이다. 심세광(2007)은 『주체의 해석학』의 역
자 서문에서 파레시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진실된 바를 주체화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 테크
닉이 바로 parrhêsia이다. 솔직히 말하기, 말의 자유, 말해야 될 때 말해야 할 

현대의 지질학적 시대구분을 인류세(anthropocene)로 정의하게 될 만큼,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Latour는 과학과 정치의 이분법을 허물어, 대중이 과학기술의 문제
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Latou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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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말하게 해주고 수사학과 아첨과 당연히 대립되는 솔직함이 그것이다. 아첨
은 듣는 자에게 제공되는 기쁨 때문에 듣는 자를 말하는 자에게 예속시키고, 말
하는 자에게 불리했던 힘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킨다. 반면에 
parrhêsia는 권력과 야합하려 하지 않고 청자의 권력을 무릅쓰고 진실된 말을 
하고 청자를 의존 상태에 놓으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을 수용하는 자의 독
자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결국 푸코에 따르면 말하는 자가 자신이 하는 말에 연
루되는 것이 parrhêsia의 기준이 된다(심세광, 2007: 22). 

인용문에 의하면 파레시아는 청자로 하여금 진실을 자기화할 수 있게 해주는 
‘말하기’의 윤리이자 기술이다. 파레시아는 아첨과 대비되는데, 아첨은 화자의 
목적에 청자를 예속시키려고 하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담론인 데 반(反)해, 
파레시아는 청자를 배려하려는 목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
지 진실을 표출하는 말하기이다. 즉 스승의 파레시아는 ‘제자의 영혼에서 감
동적 효과만을 노리는’ 유혹의 담론이 아니라, “진실 말하기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제자에게 부여”(Foucault, 2007: 396)하기 위해, 다시 말해 제자로 하
여금 진실된 말의 자기화(진실의 체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승이 
제시하는 담론이다.
 스승의 진실이 ‘진실’로서 제자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위험의 무릅씀’
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발화와 행위방식의 일치’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요
구된다. 즉 진실을 말하는 자가 그 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그 진실의 진실성을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푸코의 표현을 빌
려 말하자면, 파레시아는 “이미 진실된 담론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것을 주체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로 진실을 이동시키는 전승의 도구
이다(Foucault, 2007: 410). 
 화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파레시아는 화자가 발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
설적인 표현과 어휘를 사용하여(Foucault, 2017b/오르트망·심세광·전혜리 
역: 93), “타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Ibid: 60) 
발화된다. 이것을 일종의 ‘기술’로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카이로스
(kairos, 적기, 適期)를 포착하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식
을 인도하기 위해 파레시아를 행하려는 자는, 청자에게 적절하게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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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기를 포착해야 한다(Ibid: 63). 이때의 적기란, 단지 시기만을 의미
한다기보다 “진실을 듣는 개인이 진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최
적의 순간에 최적의 형식과 최적의 조건 하에서”(Foucault, 2007: 412)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조건 자체를 뜻한다.
 고대와 현대의 시대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파레시아를 가
능케 하는 조건과 환경’으로서의 카이로스를 보다 창의적·능동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맥락에 맞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본 논문은, 파레시아를 ‘현대적 교육기술’로서 재해석하여, 교사들의 
교육실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금껏 국내 교육철학 분야에서 푸코의 자기배려 개념(김석완, 2009; 이
주호·조상식; 2014; 김세희, 2018)과 파레시아 개념(신병현, 2016; 김세희, 
2018)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해당 개념의 현
대교육적 함의(김석완, 2009: 41-44; 이주호·조상식, 2014: 110-114; 김
세희, 2018)를 도출하는 시도에 그쳤다. 이 중 신병현(2016)의 연구는 파
레시아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교사의 대안적 형상과 주체화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매우 유사한 주제를 다루지만, 주체화의 동학 
및 주체화의 조건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이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가 있다. 파레시아를 현대적 맥락의 ‘교육기술’로 재해석하는 본고의 
시도는, 부족하나마 실천적 처방을 제공하려 한 데에 의의가 있는 것 같
다. 
  아직 학생들 앞에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익숙지 않은 
우리 교사들에게, 본 논문이 제안하는 일상습관으로서의, 그리고 교육기술
로서의 파레시아가 ‘진실의 매개자’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함구하던 교사의 진실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다시 발화 주체에게
로 회귀하여 주체의 변형을 유도하고, 동시에 학생의 정신에 뿌리내려 그
들의 존재적 변형을 위한 단초가 되어줄 것이다. 
 



- 13 -

2. 연구문제
  
(1) 근대 이후 진리·진실 개념은 우리의 자기관계 및 자기형성의 문제와 어
떻게 분리되어 왔는가?

가. 근대, 후기 근대적 맥락에서 진리·진실 개념은 주체화와 어떻게 분리
되었는가?

나. 고대의 자기배려 전통에서 진리·진실 개념은 주체화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2) 진리·진실을 주체화와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오늘날 교사들은 어떤 교
육적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가. 고대에, 진실의 주체화를 위한 태도이자 기술이었던 ‘파레시아’의 의
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나. 교육적 관계 및 자기 관계에서 나타나는 파레시아의 양상은 어떠했는
가?

다. 파레시아는 발화자 및 청자의 주체성과 어떻게 결부되는가?

(3) 파레시아를 현대의 교육기술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이것은 어떻게 재해
석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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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실과 주체의 매개자로서 교사

 미셸 푸코에 따르면, 인간은 사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외부의 권력
을 수용하거나 견제하며, 자기 및 타자와 관계 맺는 가운데 ‘현재의 나’로 
존재한다(Foucault, 2017a: 101). 즉 푸코에게 인간은, 그 자신이 속한 
시대와 역사의 맥락 속에서 진리·권력·자기의 상관(相關)에 의해 형성된 관
계적 존재이다. 특히 ‘자기’에 앞서 존재하는, 역사의 특정 시기를 풍미하
는 진리관은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 일반의 자기인식에 관여함으로써, 그 
시대 특유의 주체화 전통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면한 주체화
의 과제란 곧 ‘어떤 진리(진실)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로, ‘진리(진실)-주체’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화에 관한 푸코의 견해에 기대어, 본 장에서는 현재의 진리(진실)-주
체 관계를 비판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고대의 진리(진실)-주체 관계를 범
례로 삼아 대안적 주체의 형상을 탐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근대 및 
후기 근대의 진리관이 우리 자신을 자기관계 및 자기형성의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온 양상을 검토하고, 푸코가 제시하는 주체화의 원리를 통해 문
제해결의 단서를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고대의 ‘자기배려’ 개념을 당대의 
진실-주체 관계에 입각해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사 주체화 과제에 
주는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진실에 대한 윤
리적·자기형성적 접근’에 관한 숙고로 우리를 이끌고, 마침내는 지식의 매
개자가 아닌 ‘진실의 매개자’라는 대안적 교사상을 발견하게 한다.

1. 진실과 멀어진 우리

1) 진리의 지형 변화와 자기관계의 위기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영향으로 지식과 인간에 대한 근대적 가정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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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實在)의 재현’이요, 인간은 ‘의식의 자명성’을 그 본질로 갖는다- 이 의
문시되면서, 지식 전달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 대한 비판 또한 지속되어왔다. 
즉 전통적 교육은 지식이 세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며, 인간은 그것
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세계와 
학생들을 매개해 왔지만, 지식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성격 자체가 의심되면
서 인식론 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성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일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미셸 푸코는, 지식의 계보 
연구를 통해, 지식 또한 역사의 특정 시기에 누군가의 담화 행위에서 출발한 
담론에 불과함을 밝힘으로써 지식의 ‘탈맥락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에 대한 
근대인의 믿음을 해체한다. 나아가 푸코는 근대적 지식이 권력의 산물이며, 
인간의 ‘예속화’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왔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감시
와 처벌』(1975)에서는 근대적 학교의 규율이 학생들의 신체를 조작해 온 방식
(전략과 기술)을 밝혀, ‘지식·권력 결합체’의 폭력성을 고발한다(Foucault, 
2016/오생근 역: 267-302). 푸코가 보기에, 지식에 대한 근대인의 무한한 신
뢰는 ‘인간’마저 지식의 대상이 되게 하여 개인의 자기 관계에 ‘인간과학’ -심
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이 관여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권력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푸코는 “인간에 관한 과학의 탄생? 아마도 그것은 
신체와 동작, 행동에 대한 근대적인 강제권의 작용이 이루어진 별로 영광스럽
지 않은 고문서 보관소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Foucault, 2016: 
298)이라며 냉소한다. 요컨대, 푸코에 따르면, 근대적 지식관 하에서 인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기형성은 요원한 일이었으며, 오히려 근대의 개인
은 “권력과 지식의 상관적 구성요소”(Foucault, 2016: 302)에 지나지 않았다.
 근대성에 대한 다소 급진적인 포스트모던 학자들의 이와 같은 폭로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再考)를 수반한다. 미국의 철학자 로티(Richard 
Rorty)는, 지식과 실재의 대응(지식의 대응설)에 대한 근대적 집착을 ‘무의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애초에 대응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에- 지식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곽덕주, 2006: 125). 로티에 따르면, 지식은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산물이며, 어떤 지식 주장의 진리가(眞理價)는 
그것의 ‘정합성’(coherence)에 의해 판별된다. 다시 말해, 인식론적 권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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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의 기준은 시간과 인간을 초월한 ‘원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
회’에 있으며(Ibid: 125), 사회가 수용하는 기준에 부합한 지식 주장이 ‘합리
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을 ‘구성’과 ‘합의’의 산물로 보는 포스트모던
적 지식관은, 세계에 대한 해석의 상대성과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사유의 지평을 확대한다.
 한편, 대응적 진리관의 쇠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성적 능력’으로 규정했
던 인간관에도 변화를 불러온다. 주체에 관한 새로운 담론들은 ‘이성’과 같은 
인간의 선험적·보편적 특성에 천착하는 대신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를 가정하면서, 개별주체가 처해 있는 맥락의 다양성과 주체의 
구성적 특성을 강조한다(박민정, 2005: 44-45). 즉, 후기 근대적 맥락에서 오
늘날의 주체는, ‘보편적, 이성적, 선험적’ 주체라기보다 각기 다른 맥락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개인일 뿐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주체’ 개념에 입각하면, 교육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 맺으며 스스로를 구성해 가도록 돕는 것
이 된다. 이제 주체의 형상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태도에 의해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윤평중, 
1990:187; 박민정, 2005: 45 재인용)이기에,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현실태
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박민정, 2005: 45). 
이에 입각하면, 지식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역할이란 학생이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자신의 사유와 현재의 존재 방식을 점검하는 데에 ‘지식’을 
‘재료’로써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한 
명의 개별주체로서 자신은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즉 교사 개인이 
지식과 맺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수업을 통해 드러내어야 한다. 푸코의 말처
럼 지식이 권력과 결부된 ‘담론’이라면, 지식을 그저 ‘전달’하는 행위는 그 권
력에 동조하는 행위와 진배없기에, 교사는 ‘지식’이 ‘나’에게 유용한 한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 자신은 ‘나
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지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또 그 해
석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학생과 지식을 매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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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모던 사회에 접어들며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하면서, 근대적 
교사관에 터하여 자신을 정체화했던 기존의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
식과 학문에 특권이 부여되던 시절엔, “다양한 사고와 서술의 창안”이 억제되
고 관습적 사고가 통용된 면이 있지만(박은주, 2018b: 40), 이러한 제한이 주
는 일종의 안락함이 있었던 것이다. 교사에게 주어지던 오랜 규약집이 철폐되
고, 교사의 ‘말’과 ‘행위’가 오로지 자신의 것이길 요청하는 오늘날, 급변한 환
경에 교사들이 존재론적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한데 교사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사이, 지식과 학생의 관계는 이미 파국을 향
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선언과 
함께 지식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지면서, 지식의 상대성을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습성 자체를 포기하려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대
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탈진실(post-truth) 현상이라 일컫는데, 이는 대
중들이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사실만 진실로서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사실을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믿음을 구
축하는 과정 자체가 변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McIntyre, 2018/김재경 역, 
2019: 27). 『포스트트루스』의 저자인 매킨타이어는(Ibid: 28-29), 이런 탈진실
적 태도가 우매한 대중을 만들며,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는 자들이 있음을 강조한다. 진실의 추구를 곧 ‘사유’와 등치시키는 푸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Foucault, 2017a: 101), 탈진실은 사유의 포기이자 주체성
의 포기로, 권력에 의한 대중의 ‘예속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한 현상
이다.
 한편, 자신의 논리가 대중을 농락하는 데 악용되는 현실을 목도한 프랑스의 
철학자 라투어(Bruno Latour)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이 상황
에 당황해 하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마저 부인하려 드는 한 
정치인을 보고 다음과 같은 후회 섞인 고백을 내놓는다. 

과거에 나 역시 과학적 사실이 구조상 필연적으로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애쓴 적이 있었다. (…) 물론 나는 이미 마무리된 논의의 확실성에 의
문을 제기해 대중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속인 것이나 마
찬가지였을까? (…) 나는 여전히 내 의도가 ‘어떤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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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부터 대중을 해방시키려 했던 것’이었다고 믿고 싶
다. 하지만 어리석은 착각은 아니었을까? (…) 박사과정에 있는 순진한 미국 학
생들은 아직도 진리는 지어내는 것이라는 점, 간섭이나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진
실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 우리는 늘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점, 우리는 특정한 입장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며 배우고 있다. 바로 그 동일한 사회구성주의 논리를 사용해 위험한 극단주의
자들이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사실, 우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실마저 파괴하
려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Latour, 2004; McIntyre, 2018/김재경 역, 2019: 
189-190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위의 라투어는,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지식은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됨을 주
장했던 포스트모던 담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도했고 요청했던 바는 ‘진리
(진실)의 포기’가 아니라, ‘어떤 진실 주장과도 좀 더 신중한 관계를 맺으려
는 태도’였음을 잘 보여준다. 필자의 생각에, 이 시대의 교육이 당위를 확
보할 수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즉 상대주의를 비껴가면
서도 진실에 대한 주체의 관여를 공고히 하는 데에 새로운 교육의 방점이 
있는 것이다.12) 한데 신뢰할 만한 형식을 갖춘 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요즘의 세태을 고려하면, 진리에 대한 성숙한 ‘태도’만으로는 부
족하고, 더 나은 진실을 판별하는 실제적인 ‘역량’이 요청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런 맥락에서 유용민(2020: 122-123)은 탈진실에 맞서기 위한 현대인들
의 사적·공적 노력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팩트체킹 운동, 허위 담론 처
벌의 법제화 등”- 에 주목하며, 이들 대부분이 ‘사실·진실의 복원이 이 현
상을 해소하리라는 인식론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탈진실은 인식적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해석적 차원을 

12)진실성에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자고 제안하는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의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성의 가치를 재고해 보게 한다. 그에 따르면, 진실성은 ‘언
어를 통한 정보 전달’이라는 인간 삶의 기본적 목적을 위한 전제로서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 여기서 ‘본질적 가치’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의 관여 구조에 근거한다. 즉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구조’에서, 
다른 것들의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임건태, 2017: 226). 필자
의 생각에, 윌리엄스의 견해처럼 ‘진실성’을 축으로 진리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도 현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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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로, “사실이냐 아니냐의 이분법만으로 포착되기 어
려운, 즉 사회적 동기와 욕구들, 그리고 신념과 믿음에 관계된 것”을 포괄
한다(서동진, 2017; 유용민, 2020 :122 재인용). 그러므로 사실·진실을 긍
정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진정한 해법
이 될 수 없다. 
 위의 유용민(2020)의 논의는, 진리의 문제를 ‘내적 자명성’의 문제로, 즉 
내용 자체의 ‘참, 거짓’의 문제로 당연하게 치환하는 우리의 인식 습관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쩌면 오늘날의 맥락에서 ‘더 나은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는, ‘내용’에 천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오히
려 인식을 넘어선, 무언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우리 교사
들이 현재 당면해 있는 자기변형의 과제가, 진리(진실)와 ‘인식’으로써 관
계 맺던 기존의 전통을 탈피해야 하는, 다시 말해 진실·주체 관계의 패러
다임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푸코가 제시하는 주체화의 원리를 토대로, 주체에 
대한 진실의 작용을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해보려 한다. 한 인간이 스스로
를 주체로 구축하는 데에 진실이 관여하게 되는 구조와 원리를 알면, ‘더 
나은 진실의 기준’에 대한 새롭고도 유용한 관점을 포착할 수 있을지 모른
다. 

2) 주체화의 원리: 진실과 테크놀로지

 말년의 푸코는 한 강연을 통해 지금껏 자신이 천착해 온 물음은 “우리 
사유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을 현재의 우리로 만드는
가”(Foucault, 2017a: 101)였다고 밝힌다. 즉 푸코는 인간이 ‘사유’를 통
해 진리·권력(의무)·자기 및 타자13)와 관계 맺으며 현재의 자기를 구성한

13)푸코는 이 분석 틀 -‘진리(진실), 권력/의무, 자기’-과 관련해 1982년 럭스 마틴과의 대
담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1982.10.25. 버몬트대학) 거기서 푸코는 자신의 연구가 세 가
지의 전통적인 문제와 결부된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들을 차례대로 나열한다. “학문적 
지식을 매개로 드러나는 진리, 다시 말해 문명화의 과정에서 그토록 중요히 여겨지고 
우리에게 주체이며 동시에 객체가 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진리의 게임>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렇듯 기묘한 전략들과 권력관계를 통해 타자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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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각기 다른 시대의 사유 경향이 ‘자기형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온 방식, 달리 말해 ‘주체와 진실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14) 
 흥미롭게도, 푸코는 결코 진실의 진위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의 관심은 명백히 “지식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진실한 것의 역사
가 아니라 진실의 작용”(Foucault, 2004a: 21)의 역사로, 개인에게 ‘진실’
로 수용된 것이 그에게 발휘하는 ‘효과’에 있었다. 즉 푸코에게 진실 개념
은 인간의 존재 방식에 관여하는 강력한 기제로 여겨졌으며, ‘진리·권력·자
기’ 또한 진실의 작용을 통해 개인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했다. 진리
의 진술, 명제 따위에 적용되던 참·거짓의 기준 –대체로 과학이 제공하던- 
이 그 외연을 넓혀 ‘인간’마저 대상으로 삼았던,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정
상인 대 비정상인’의 구분이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낳았던 우리의 근대를 
상기하면, 진실을 그것의 ‘발생’과 ‘효과’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푸코의 시
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한편 푸코는 자신의 
연구 궤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 18세기의 몇몇 경험과학의 예에 따라 인간 상호간의 진실의 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처벌행위의 예에 따라 권력관계들과 관련된 진실의 작용들
에 관한 연구를 끝내고 나자 또 다른 작업이 필요불가결해 보였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 갖는 관계 속에서의 진실의 작용, 그리고 자아의 주체 
정립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욕망인의 역사라 불릴 수 있을 것
을 연구의 참조영역, 탐구분야로 삼는 것이었다(Foucault, 2004a: 21, 강조
는 인용자).
광기와 정신의학, 범죄와 처벌을 연구함으로써 나는 지금까지 범죄자와 광인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진리와 권력과 자기 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
가?”(Foucault, 1997: 30)

14)푸코의 경우, 니체에게서처럼 계보가 존재론을 대신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인간
이 주체로 구축되는 방식에 대한 푸코의 탐구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연구다. 니체처럼 
푸코 또한 인간의 본질(nature)을 부정했기에, 당연히 인간의 본질에 관한 보편주의 이
론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립적인(sovereign) 개인이나 초월적인 주체는 
없고,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체화된 인간만이 있을 뿐이
다(Peters, 2003: 209). 주체는 물론이고, 주체를 구성하는 ‘진실’과 ‘의무’, ‘자기 및 타자’ 
또한 역사의 특정 시기에, 다른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생산되거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 뿐, 
다른 무엇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실행한 계보학적 탐구란, 역사의 장에 이들 요
소를 재위치시키고, 이들의 역사적 차원을 복원시키려는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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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부의 타자들의 배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간접적으로 구
성해 왔는가를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 지금 현재 나의 작업은 고대로부터 지
금까지 계속 전개되어온 자기에 관한 약간의 윤리적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구성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일이다
(Foucault, 1994: 813; 심세광, 2011: 89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흔히 푸코 사상의 시기 구분을 위한 준거로서 ‘진리의 축, 권력의 축, 자
기의 축’을 활용하는데, 위 인용문에서 보여지듯 광기 및 정신과학의 연구
는 진리 축에, 범죄와 처벌의 연구는 권력15) 축에, 욕망인(성)의 연구는 
자기 축에 각각 연결된다. 푸코가 보기에, 인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진
실로 작용하여 광인과 범죄자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던 시기에는, 문제적 
개인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식의 ‘간접적’ 자기구축이 이루어졌다. 나아
가 당대 지식에 의해 정당화된 권력은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 –이를테면 
감옥이나 학교의 ‘시간표’를 떠올려보자- 을 활용해 인간의 신체와 행위를 
통제하였다. 이렇게 보면, 진리와 권력에 관한 푸코의 초·중기 연구는, ‘보
편적 진리 담론과 외부의 기술’이 ‘자기에 대한 자기의 작용’을 침해해 온 
훼방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보여진다. 한편, 말년의 푸코를 사로잡았던 ‘자
기의 축’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진실, 즉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인식
에 관심을 둔다. 푸코에 따르면 사람은 권력과 특권을 많이 보유할수록 
“의식과 담화, 혹은 조형적인 표현에 의해 그만큼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뚜렷이 드러내기 마련”(Foucault, 2016: 300)이기에, 자기가 자기에 관한 
고유의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에 작용하는 자기의 권력이 (자기에 
대한) 여타 권력의 작용보다 우세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후기 푸코의 ‘진실’ 개념은 권력 및 자기의 개념과 항상 결부되
며, 무엇보다 주체의 자유와 연관된다. 푸코는 ‘진실이 진실인가?’가 아닌, 

15)푸코의 권력 개념을 ‘자유’에 대립되는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주체를 억압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도 권력의 영역 내에 있다. 다음 인용
문을 보자. “권력을 지배나 제어, 근본적 요소, 유일한 원리, 설명 혹은 불가피한 법으
로 이해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권력을 언제나 상호작용의 안에서 기능하는 
관계로 간주하며, 지식의 형식들과 분리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고려하고, 언제나 가능
성, 즉 역전 가능성들의 영역에 연계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
다.”(Foucault, 2017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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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역사가 주체화에 미쳐 온 효과에 주목하여, 언젠가는 간접적·타율
적이었고, 다른 언젠가는 직접적·능동적이었던 우리의 주체화에 대해 서술
한 것이다. 이런 푸코의 논리대로라면, 진실 주장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척
도로 ‘주체의 자유에 대한 기여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 특정 진실 주
장의 이면에 있는 권력관계를 파헤쳐, 자신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해
석을 수용하는 것이다. 한데, 이런 경우 윤리 및 도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개인 간, 집단 간에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문제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푸코는 도덕에 ‘규약 지향성 도덕’과 ‘윤리 지향성 도덕’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자를 타율적 주체화에, 후자를 능동적 주체화에 각각 대
응시킨다(Foucault, 2004a: 46-48). 주체가 자유를 ‘규율이나 제한이 없는 상
태’로 이해한다면, 사회의 작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특정한 행동규
약을 강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형태’의 규약 지향성 도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 주체는 도덕의 체득과 준수를 강요당하며, 사법적인 형태의 타율적 
주체화를 이루게 된다. 반면 ‘자유’가 ‘자기 제어’로 이해되어 개인이 자기관
계 내에서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세우고자 한다면,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약
체계는 아주 단순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지향성 도덕에서는 “자기에 대한 
관계들의 형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과정과 기법들, 스스로를 자신의 인식대
상으로 부여하는 훈련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
록 해주는 실천들”(Ibid: 48)이 중요해진다.     
 결국 푸코의 요지는, 필자가 이해하기에, 인간 사회에 ‘도덕’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면, 도덕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최대한의 자
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Gauthier(1988)의 말을 인용하여 달
리 표현하면, “현실적으로 최선인 것은 '윤리(ethics), 태도(ethos), 자기실
천(the practice of self)’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의 규칙을 명령하는, 
그럼으로써 최소한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힘의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Gauthier, 1988: 15; McKerrow, 2001: 7; Peters, 2003: 
211 재인용)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체의 자유에 기여하는 진실’이
란, 주체의 윤리, 자기에 대한 자기의 제어를 가능케 하는 진실을 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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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주체화의 원리는 ‘진실에의 접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위
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 존재와 결부된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될 때
라야만 진실이 주체의 신체와 행위에 관여하게 되고, 종국에는 일정한 ‘태
도’와 삶의 ‘양식’으로 발전하여 그의 실존과 결부된다. 푸코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주체가 상징적 체계 내에서 구성된다고 말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는 것, 주체는 
현실적인 실천 내에서, 분석 가능한 역사적 실천들 내에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를 구성하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주체는 분명 상징적 체계들
을 이용하지만, 단순히 상징적 체계들의 작용을 통해서 주체가 구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Foucault, 2017a: 219-220, 강조는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보여지듯, 푸코가 말하는 ‘실천’은 개인의 신체·행위의 변용
(變容)을 겨냥하는, 그리고 일정 양식의 ‘훈련’과 결부된 테크놀로지(기술)
를 수반한다. 주체를 일컬어 테크놀로지의 상관물이라 표현할 만큼, 푸코
에게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Ibid: 124). 푸코는 테크놀로지
를 크게 ‘권력의 테크놀로지’16)와 ‘자기의 테크놀로지’17)로 대별하는데
(Foucault, 1997: 36), 전자는 외부의 권력이 개인의 신체에 적용하는 기
술로,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고, 지배에 복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푸
코가 『감시와 처벌』(1975)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근대
의 권력의 테크놀로지이다. 반면 후자는 자기가 자신의 신체와 영혼·사고·
행위·존재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18) 

16)푸코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의 여덟 번째 주석을 
참조할 것. 그것에 덧붙여 첨언하자면, 권력의 테크놀로지는 푸코가 범죄와 처벌에 관
한 연구를 할 당시 집중적으로 천착했던 주제이고, 자기의 테크놀로지는 고대의 성 현
상에 대해 탐구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주제이다. 푸코는 오랫동안 주체가 권
력관계에 의해, 권력관계를 가로질러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테크놀
로지에 대한 발상 또한 권력의 테크놀로지에서 나올 수 있었다(Behrent, 2013: 90).

17)후기 푸코는 ‘자기’를 ‘자기와 자기가 맺는 관계’로 정의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사이의 
공간에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개입할 공간을 마련한다. 주체는, 자기가 ‘자기실천, 자기
기술’을 통해 자기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진정한 주체가 된다. 

18)두 테크놀로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것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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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진실 및 주체화’와의 관련 속에서 이 개념을 고찰해보면, 권
력의 테크놀로지는 해당 권력을 정당화하는 지식(진리) 및 타율적 주체화
와 연결되고, 자기 테크놀로지는 윤리적 진실 및 자율적 주체화와 대응을 
이룬다. 물론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조금 
전의 규약과 윤리의 관계처럼, 지식과 진실, 권력기술과 자기기술 또한 실
제에서는 끊임없이 중첩되어 나타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진실에의 접근’과 ‘테크놀로지’로 요약되는 푸코의 주체
화 논의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제안하는 바는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다. 
진실과 자유, 윤리를 결부시켜 ‘진실과 자기’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 나
아가 자기의 신체에 가해지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자기기술을 
활용해 자기를 제어하자는 것이다. 사실 푸코의 이러한 견해는 ‘자유’와 
‘윤리적 주체화’를 연결하는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때 유효해진다. 
필자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 설득력을 배가(倍加)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펜데믹(pandemic)이 드러낸 근대적 자유의 민낯, 그
리고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가 암시하는 전지구적 환경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갑작스런 전염병의 창궐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
서, 많은 서구인들이 ‘자유’를 빙자해 드러낸 이기성은 우리로 하여금 근
대적 자유 개념에 대한 재고를 촉발한다(정성호, 2020; 임종주, 2020; 김
윤종). 그들이 외친 자유는, 오히려 강제적 규약과 규범의 불가피성을 실
감케 하는 자유였다. 더불어 점점 악화되어가는 지구의 환경은, 현대인의 
윤리를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말 그대로, ‘도덕’에 생명
이 달린 상황이 우리의 현재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푸코가 제안하는 윤리적 주체화가 오늘날 우리의 맥락에 

것 같다. 『감시와 처벌』에 나오는, 19세기 초등교육에서의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8시 45분 지도교사의 입실, 8시 52분 교사의 집합 신호, 8시 56분 
아동의 입실 및 기도, 9시 학생들 착석, 9시 4분 석반 위에서 첫 번째 받아쓰기, 9시 8
분 받아쓰기 끝, 9시 12분 두 번째 받아쓰기 등”(Tronchot, 1972: 222; Foucault, 
2016: 236-237 재인용). 한편 고대의 자기 기술 중 하나인, 양생술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운동 중에도 자연스러운 것(걷는 것, 산보하는 것)과 격렬한 것(달리기, 레슬링)
이 구분된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 한 해의 때, 주체의 연령, 그가 취하는 음식에 따라 
얼마만한 강도로 어떤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가 정해진다. 운동 후 다소간 더
운 목욕을 해도 좋은데, 그 목욕은 역시 계절이나 운동, 그리고 식사 전이냐 후냐에 따
라서 좌우된다(Foucault, 2004a: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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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것으로 보고, 그의 주체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의 주체화 
전통(자기배려)을 우리 교사들의 변화를 위한 범례(範例)로 채택해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은 ‘교사 정체성’ 개념에 경도되어있는 최
근의 (교사의 자기관계 관련) 연구 경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푸
코의 사상이 그것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논해보려 한다. 

3) 교사 정체성 접근의 한계

 국내의 교육학계에서 매년 100여편 이상 쏟아져 나오는 ‘교사 정체성
(teacher identity)’ 관련 연구물은, 해당 개념에 대한 우리 교육학자들의 지
대한 관심을 반증한다(박은주, 2018a: 72).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소수의 교사
를 선정하여 그들의 대화적·서술적 자료 -심층면담 자료, 교사일지, 교사저널 
등- 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 형성의 동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
구로, 개별 교사의 생애와 경험, 그리고 그가 속한 학교 문화가 그의 ‘자기 인
식’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둔다(소경희·최유리, 2018). 
 그런데 심세광(2005: 192-194)에 따르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다시 말해 
자기를 이해하고 인식하려는 노력은 명백히 기독교와 근대의 주체화 방식에서 
기인한 유산으로, ‘자기실천(형성)’에 앞서는 ‘자기인식’의 위상을 함축한다.19) 
이는 기독교와 근대의 주체가 ‘행위’나 ‘실천’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는 말이 아니라, “나를 잘 알게 해주는 한에서”(Ibid: 193) 행위에 가치를 부
여했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이것은 ‘유무’가 아니라 ‘위계’의 문제인 것이다. 
확실히, 개별 교사의 경험과 실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사의 사유로부터 그
의 정체성 형성을 추출하는 대다수의 교사 정체성 연구는, “우리가 사유하거
나 말하는 바를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하는 바에 대해 말하고 사유하

19)심세광(2005: 192)은 고대의 주체화 방식과 기독교·근대의 주체화 방식을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이 발언한다: “고대의 주체화 방식은 자기배려의 정언으로 요약될 수 있고, 반
면에 기독교와 근대의 주체화 방식은 자기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고대
의 주체화 방식은 행위의 완벽성이 불가능함을 잘 알지만, 자신이 잘 행위하고 있는지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주체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방식인 반면에, 기독교와 근
대의 주체화 방식은 자신의 환원 불가능한 한 부분이 인식을 항시 벗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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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Ibid: 193). 
 위 논의에 입각해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열렬한 관심이 근대적 주체관
의 소산이라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에 골몰하는, “사유와 
사유되지 않은 것 사이의 간격”(Foucault, 2012/이규현 역: 448) 속에 존
재하는 ‘인식주체’인지도 모르겠다. 푸코에 따르면, 인식 주체에게는 사유
의 변화가 곧 존재론적 변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자기관계에 나타난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 실천계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즉 인식과 사유
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고방식은, 주체의 언행불일치·표리부동을 용인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푸코가 말하길, 사유 주체에게는 윤리 또한 “모든 
명령이 사유 속에, 그리고 사유되지 않은 것을 되찾기 위한 사유의 움직임 내
부에 자리하므로”(Foucault, 2012: 449) 그 자체로는 어떠한 도덕도 표명하지 
못한다. 결국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체를 도맡아 ‘도덕화’ 시키는 일은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도맡게 된다. 달리 말하면, 대중들이 자신을 인식 주체로 여기
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규약 지향성 도덕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란 ‘자기 실천’과 ‘자기 테
크놀로지’를 복원하여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
인 것 같다(Foucault, 2013: 90-91/오르트망 역, 2017: 123 주석). 이를 위
해서는, 정체성의 테마로부터 다소간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형성적’ 대상
으로 인지하는, 다시 말해 자기 관계의 형식 자체를 ‘인식 중심’에서 ‘형성(실
천, 신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 개혁은 
푸코의 주체 탐구가 지시하는 주체화의 두 가지 원리, ‘진실’과 ‘테크놀로지’ 
간에 일정한 위계를 설정하는 일과 관련된다. 즉 전자를 후자에 귀속시켜, 자
기의 테크놀로지와 연계된 진실, 그저 자기에 대한 지식의 획득만을 보장하는 
진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되도록 아는 자의 일탈을 확실히 해
주”(Foucault, 2004a: 24)는 진실을 좋은 진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간단
히 말해, ‘나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나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진실’이 좋은 진
실인 거다.
 다음 절에서는, 푸코가 고대 그리스·로마로부터 길어 올린 개념인 ‘자기배
려(epimeleia heautou)’를 토대로, 고대인들의 주체화 방식을 검토해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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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푸코의 분석에 의하면, 당대인의 주체화 전통은 ‘자기실천(형성)에 
귀속된 자기인식’ 및 ‘종교·법·과학에 의존하지 않는 윤리’의 실제적 가능성
을 보여준다(Foucault, 2017a: 170). 물론 그 바탕에는 근대와 완전히 상이
한 ‘진실에의 접근 방식’과 ‘테크놀로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를 돌봄과 
작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자기배려적 주체화의 이런 
특징들은 교사의 대안적 주체화를 모색하는 우리의 여정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자기 배려: 진실의 주체화

 그리스인들이 ‘epimeleia heautou’라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cura sui’
라 불렀으며, 푸코는 ‘자기 배려[돌봄]’라 번역한 이 개념은 그리스·로마인
이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배려하기(돌보기)를 의미한
다.20)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리스의 정언인 ‘너 자신을 알라

20)이 원칙은 기원전 4세기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이후 
천 년의 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Foucault, 2017a: 103). 푸코의 사상은 
이 ‘자기배려적 주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만큼, 고대인들의 삶은 말년의 푸코를 완
전히 사로잡았다. 이 만남 이전에, 푸코에게 주체란 ‘지식과 권력의 공모관계에 의해 상관
적으로 형성된 요소’(근대적 주체)에 불과했다. 예컨대 『감시와 처벌』(1975)에 등장하는 
주체의 모습은, 인간과학에 의해 기술·측정·평가되는 ‘지식의 대상’이자, 규율이라 명명된 
권력에 의해 제조되는 ‘권력의 포획물’로 그려진다. 이때만 해도 푸코의 관심은 명백히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 면면에까지 침투하여 주체를 예속화하는 ‘학문-규율의 메커
니즘’을 가시화하는 데에 있었다. 푸코의 눈길을 ‘주체’로 돌려놓은 변곡점을 이해하려면, 
그의 저작인 『성의역사1: 지식의 의지』(1976)와 『성의역사2: 쾌락의 활용』(1984)의 출간 
사이에 존재하는 8년여의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 오랜 침묵을 깨고 후속작으로 돌아온 푸
코는, 새 책의 서론을 통해 그간 그의 연구가 당면했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로 인해 연
구 방향의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했음을 고백한다. 여기서 어려움이란 고대적 주체의 발
견, 정확히는 ‘스스로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윤리적 주체의 발견’과 결부된다. 당초 
푸코는 ‘금욕’이나 ‘순결’, ‘정절’과 같은 성적 엄격함의 테마가 종교적, 사회적, 혹은 국가
적 금기·제도·계율 따위를 통해 형성되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런 ‘강요된 성 윤리’와 ‘권
력’의 관계를 계보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이런 푸코에게 ‘오직 개인의 선택’으로 쾌락
의 절제와 금욕을 추구했던 고대인의 등장은 다소 당황스럽고 곤란한 것이었다. 당대의 
문헌을 통해 드러난 바, 고대인의 사유와 행위에는 근대와 완전히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었고, 특히 ‘진실에의 접근’과 ‘윤리’가 서로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민 끝에, 푸코
는 처음 계획했던 초안의 포기를 선택하고, 자신의 전체 연구를 ‘진실-주체’의 축으로, 연
대기적 지표를 ‘고대’로 재편성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 푸코는 자신의 지난 2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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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ǒthi seauton)’는, 엄밀히 말해 ‘너 자신을 배려하라’의 수단에 불과했
다(Foucault, 2017a: 106). 그저 자기를 배려하기 위해 자기를 알아야 했
던 것이다. 푸코는 자기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배려에는] 첫째로 사물을 고려하는 방식, 세상에서 처신하는 방식, 행동
하는 방식,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같은 일반적인 태도의 테마가 
있습니다. epimeleia heautou는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태도
입니다. 둘째로 (…) 자기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변화시킨다
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선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동시키
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외부와 타인 그리고 세계 등으로부터 ‘자
기 자신’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둡시다 (…) 셋째로 epimeleia는 또
한 항시 자기에게 가하는 다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 행동들을 통해 인간
은 자신을 변형하고 정화하고 변모시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일련의 실천들
이 기인합니다(Foucault, 2007: 53-54, 강조는 인용자).

 
위 글에서 보여지듯, 자기배려는 자기·타자·세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이자, 
자기에 대한 사유이며, 자기 실천이었다. 외부를 향했던 시선을 자기 자신
에게로 돌린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보고, 듣고, 만졌든 그것을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사유한다는 의미로, 자기에게 유용한 지식(진리)만을 선별해 
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한편 자기실천은 자기가 자기
에게 가하는 작업, 자기 테크놀로지의 적용을 의미하는데(Foucault, 
2017a: 182), 이는 주체가 자기를 변형시키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사유가 목표로서의 ‘자기’를 설정하면, 실천은 그 목표를 현실
화한다. 사유와 신체의 연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자기배려인 것이다. 
 위 내용에 전제된 ‘자기’의 의미가 우리 현대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데, 푸코가 말하는 ‘자기’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 즉 사유하는 자기
와 실존적 자기의 관계를 의미한다. 푸코는, 이 두 자기가 ‘자기실천’에 의

연구를 새롭게 정초하면서까지, 진실과 주체가 맺어온 역사의 ‘고대’를 연구하여,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 자기 테크놀로지의 가능성, 다른 존재방식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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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개될 때, ‘자기’ 개념은 비로소 ‘주체’ 개념으로 이행한다고 말한다
(Ibid: 219). 사유하는 자기는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
게 행동하는 나의 실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의 진실성 –나의 
진실과 ‘일치’하는지- 을 검토한다면, 실존적 자기는 일정한 자기실천과 수
양으로 이상적 자기를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주체화라고 보면, 아마도 근
대의 ‘지식’과 ‘교육’의 문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와 자기의 ‘간격’을 인
지할 수 없게 한 것, 다시 말해 ‘말’하고 ‘행위’하는 자기의 현존을 낯설게 
보지 못하도록 한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진리(혹은 진실, 지식)
와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탐구가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학생 주체로 하여금 자기보기를 가능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가 싶다. 
 한편 자기를 작업과 기술의 대상으로 보는 고대적 관념은 금욕 및 절제의 
테마와 결부되어 있었는데, 달리 말하면 고대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행위의 
엄격한 조절을 위해 작업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흥미롭게도, 이 도
덕적 엄격성은 법·제도·종교 등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Foucault, 
2017a: 182), 오히려 “자신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형식을 부여하고
자 하는 사람들”(Foucault, 2004a: 305)이 자발적으로 이 원리를 수용했
다. 도덕이 미(美)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연히 법률·관습은 아주 느슨한 
형태로 존재했고, 도시국가의 시민들은 권력 관계나 사회적 책무에서 상당
한 자유를 누렸다(김석완, 2009: 30). 푸코로 하여금 근대와는 다른 방식의 
주체화 가능성을 확인케 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고대적 주체화
의 기저에는, 고대인 특유의 인생관이 있었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대의 개인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개인은 실존의 미학이라는 동기로 인해 이
런 종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배려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예술 작품, 미학적 가치와 테크닉을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
로 자기 자신, 자신의 삶, 자신의 실존이라는 관념이 존재해 왔고, 이 관념은 
우리 사회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그러나 다소 약화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Foucault, 2017a: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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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만들어야 할 예술작품’으로 보면 고유의 자기는 생의 종말에, 죽음
의 순간에 완성된다. 생의 순간순간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 
강렬함으로 인해 타인에 오래토록 기억되는 것, 그것이 고대인의 삶의 목표
였다(Ibid: 184). 이런 그들에게 ‘존재의 기술’이란, 주체가 그것을 통해 자
기 자신을 변형시키고, 자신의 삶을 “어떤 미학적 가치를 지닌, 그리고 어떤 
양식의 기준에 부합하는”(Foucault, 2004a: 26) 작품으로 만들려는 자발적 
실천을 의미했다. 인간의 존재방식(existence)에 ‘미적 형태’를 부여한다는 
이러한 발상은 -혹은 그 이전에, ‘삶’ 자체가 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은- ‘사물, 물질, 색, 빛, 소리, 그리고 단어들에 형태를 주기 위해 고
안된 탐구’들에 의해 잊혀지고, 무시되어 왔다. 필자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이 ‘실존의 미학’을 고찰할 때, 이 관념이 주는 정체불명의 뜨거운 울림을 느
낀다.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 위대한 영화나 소설이 
그러하듯, 어떤 ‘삶’이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영감이 된다는 것, 이러한 자기
관만큼이나 인간으로 하여금 ‘숭고하고, 덕 있는’ 삶을 지향하게 하는 담론
이 우리 역사에 있었던가? 푸코 또한 강조하듯이, ‘자기’를 자기의 목표로서 
삶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도록 하는 이 미학적 자기관은, “영혼의 형이상학이
나 사물과 단어의 미학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Foucault, 2011: 162) 결코 
잊혀져서도, 배제되어서도 안 될 역사적 유산이다.  
 이하에서는 다음의 네 주제 -자기배려와 스승, 자기를 배려하는 사유, 자기
를 배려하는 실천, 자기인식과 자기배려의 착종- 를 순차적으로 다루며, 고
대의 자기배려적 주체화를 보다 심층에서 살펴보고자 한다.21) 

21)본 장은, 기원후 1~2세기 헬레니즘·로마 문화에 출현한 자기배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자기수양적’ 자기배려는 ‘영혼’보다 ‘삶’의 배려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치자가 되기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항상적 관계를 위한 배려였다는 점에
서 이전의 자기배려와 다르다. “자기와의 항상적 관계, 자기와의 비판적 관계, 자기를 
배려하기 위한 타자와의 권위적 관계, 순수한 명상만이 아니라 일련의 실천들이라는 관
념” 등이 이 시기 자기배려의 특징이다(Foucault, 2017a: 112-113). 자기배려가 ‘자기
수련(연마)’으로서 아주 일반적인 가치를 가졌던, 그리하여 수많은 교의들을 가로질러 
통용되었던 이 시기를 푸코는 ‘자기연마의 황금기’라 묘사한다(Foucault, 2004b). 물론 
헬라인 전체가 이 원리에 완벽히 합치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 테지만, 푸코에 따르
면, 자기배려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에 한정된 실천이 아니라, 주민들 내에 광범위하
게 확산되어있던 실천이다(Foucault, 2007: 149). 일례로 일부 에피쿠로스주의 단체들
은 장인, 소상인, 부유하지 않은 농부들로 구성된 대중적인 공동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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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배려와 스승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에서도 ‘스승’은, 마치 우리의 교사처럼, 제자를 앎
(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Foucault, 2007: 162).22) 그런데 이는 기본적
이면서도 부수적인 역할로, 교육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자기배려’, 즉 윤리
적 주체화가 자연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Foucault, 2007: 163). 즉 고대의 ‘스승’은 제자의 자기 
배려와 ‘미적(美的) 삶’을 지원하는 타자를 의미했으며, 당대에 미(美)와 진
리·진실(truth)이 맺었던 특수한 관계(혹은 동일시)로 말미암아(Foucault, 
2011: 163), ‘진실의 전승자’로 기능했다. 달리 표현하면 고대에는 ‘아름다
운 삶과 진실한 삶’, ‘자기 배려와 진리·진실의 체화(진실을 삶과 실존에 새
기는 일)’가 동일시되어, 자기배려의 스승은 곧 ‘진실의 전승자(매개자)’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승이 전승해야 할 ‘진리·진실’이란 무엇이고, 그의 가르
침이 목표로 삼는 ‘진실한(덕 있는,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을 뜻하는가? 푸
코는 고대의 ‘진리(a-letheia; truth, a-lethes; true)’가 지녔던 다음의 네 
가지 의미로부터 ‘진실한 삶’의 의미를 연역해 낸다.  

첫째, a-lethes은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은’을 의미한다. (…)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히 보이는, 그 어떤 부분도 감춰지거나 비밀에 부쳐지지 않은'을 

22)무지의 해방과 관련한 고대적 스승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모범의 숙
달이 있습니다. 둘째로 가장 어린 자에게 전승되며 제안되는 행동의 모델이 있고, 이는 
교육에 꼭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셋째 유형의 숙달은 대화를 통해 수행되는 소크
라테스의 숙달, 즉 곤경과 발견의 단련입니다”(Foucault, 2007: 161-162) 이 인용문에
서 말하는 ‘모범’은 청년이 공경할만한 성인으로서 그가 일상 속에서 상기하는 모델인
데, 이를테면 영웅·민담·서사시에 나오는 위인, 존경받는 노인, 청년의 성인 애인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모델을 떠올림으로써 청년은 수완과 배움을 얻고, 나아가 “결여된 
지식은 기억 속에서 재발견할 수 있음”(Ibid: 162)을 깨닫는다. 한편 아직 기억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는, 기본적인 지식과 원칙 등을 안내하여 ‘수행 능력’을 숙
달토록 해줄 ‘행동의 모델’이 필요하다. 마지막 소크라테스적 대화는,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알기보다는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숙달이다. ‘무지의 지’ 만큼이나 
‘지의 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 대화 또한 청년에게 기억의 중요성을 일깨운
다. 요컨대 이 세 유형의 관계는 ‘무지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당대 스승의 
일차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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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a-lethes는 '보태지거나 보충되지 않은, 그것 자
체 말고는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을 뜻한다. 즉 그것의 존재가 (…) 
외부의 요소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럼으로써 그것의 실재(실존)를 가리는- 
에 의해 변질되지 않은 것이 a-lethes이다. 셋째, 이것은 곧은(euthus, 직접
적인)을 뜻한다. 이 강직성(rectitude)은 실체를 교묘하게 숨기는 '비틀기
(twist)나 우회(turn)'의 정반대이다. (…) 따라서 행위방식이 진실하다는 것은 
곧 그것이 곧음, 강직함, 옳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의미는, 모
든 '변화'를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것, 동일성과 불변성, 그리고 청렴성 속에
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은폐, 혼합, 만곡(또는 교란)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노골적이고, 순수하며, 곧은 진리(truth)는 변하지도, 부패하지도 않는 청
렴성 안에 존재할 수 있다(Foucault, 2011: 219, 강조는 인용자).

흥미롭게도, 푸코에 따르면, 고대의 진리가 담지한 위의 의미(反은폐, 反혼
합, 反만곡·교란, 反부패)는 그 자체로 인간과 결부되어, 인간의 ‘행위’나 
‘담론’(alethes logos), ‘삶’(alethes bios)의 진리가를 논하는 데에 똑같이 
적용되었다. 푸코는 진리에 관한 논의를 삶(bios)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여, 
‘진실한 삶’의 고대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음을 이야기한다(Ibid: 
221-224). 첫째, 진실한 삶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숨기지 않는 투명
한 삶으로, 언제 어디서든 ‘대낮’에 거주하는 삶이다. 둘째, 진실한 삶은 
선과 악, 덕과 부덕이 섞이지 않는 반(反)탈선의 삶이자, 다채롭기보다 단
조롭고, 변덕스럽기보다 한결같은 삶이다. 예를 들어, 어제는 온종일 식음
을 전폐한 채 음악감상에만 심취해 있다가 오늘은 먹는 데만 열중하는 식
의 생활은 ‘진실함’과 거리가 멀다. 셋째, 진실한 삶은 곧고(straight) 강직
한 삶으로, 자신이 수용한 규칙과 명령을 철저히(단호하고 엄격하게) 따르
는 삶이다. 넷째, 진실한 삶이란 생각과 말, 행위와 존재 방식 간의 ‘동일
성(identity, 일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의 실존을 온전히 자기의 
관할 안에 두는 ‘자기 지배(self-mastery)’의 삶을 의미한다. 즉 비(非)노
예의 삶, 온전한 ‘독립’의 삶, ‘자유’의 삶이 곧 진실한 삶이다.
 고대의 ‘진실한(아름다운, 덕 있는) 삶’에 관한 위 내용에서 왠지 모를 익
숙함을 느낀 독자가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필자가 철학적 의미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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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truth)와, 그것의 또 다른 우리말인 ‘진실’을 혼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가 진리 대응론, 진리 정합론과 같은 진리론에 의해 명제·진술·이론 
따위에 감금되어 (그 결과) ‘인간’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면, 우리 말 ‘진실’은 진리의 고대적 특성인 “고유화 작업을 통해 
우리와 일체를 이루는” 절실한 존재 사태로서의 진리 개념을 부분적으로
나마 함유하고 있는 것 같다(이승종, 2003: 73). 어쩌면 ‘진실을 위해 목숨
을 바치다’라는 표현이 자아내는 그 어떤 통절함, ‘진실한 삶’으로부터 연
상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의 뿌리는, 고대의 개인이 진리와 맺었던 모종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육의 맥락에서 고대의 ‘진리’와 우리의 ‘지식’, 고대의 ‘스승’과 
우리의 ‘교사’를 견주어 보면, 제자의 진실한 삶(미적 삶, 자기배려적 삶)
을 정조준한다는 ‘진리’에 대한 낯섦이 물밀 듯 밀려온다. 아이들에게 어
떤 말을 어떻게 전달하기에 그것이 그들의 ‘삶’을 파고든다는 것일까? 진
리가 그것을 획득한 주체의 내부에 스며들어 ‘투명하고, 선하고, 단조로우
며, 강직하고, 언행과 존재가 일치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동인(動因)이 있겠지만, 필자의 생
각에, 그 제일(第一) 조건은 교사와 학생을 둘러싼 ‘문화’인 것 같다. 즉 
자기배려와 존재의 미학을 ‘온당하고’ ‘당연한’ 지향으로 만드는 문화적 풍
조가 아이들을 ‘진리의 진실화(혹은 고유화)’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치 오늘날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스스로 ‘지식’을 
암기하고, 스터디 모임을 조성하고,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의 일상을 관리
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식은 수단(도구)에 불과하다- 고대의 청년들은 ‘자
기’를 윤리적인 주체로 구축하기 위하여 진리(진실)를 체화하는 일에 자발
적으로 몰두했던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진실한 삶’과 관련지어 달리 표
현해 보면, 진리에 대한 당대인의 공통된 믿음, 즉 존재에 스며든 진리(진
실)가 그 ‘투명성과 곧음, 일치성’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삶(자기지배, 실존
의 미)을 가능케 하리라는 신념이 진리의 체화를 가능케 한 일차적 배경이
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문화적 조건 하에서도 스승의 임무는 제자로 하여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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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지향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푸코는 
자기배려와 상반되는 개념인 stulititia(스툴티티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
대 스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stultus[stultitia의 상태에 있는 사람]는 본질적으로 욕망하지 않는 자이고, 자
기 자신을 욕망하지 않는 자이며, 의지가 자기라는 유일한 대상을 자유롭고, 절
대적으로, 항구적으로 원하지 않는 자입니다. Stultitia에서는 의지가 단속되어 
있고, 상호 귀속이 절단되어 있으며, 이것이 stultitia의 특징이고, 이것이야말
로 stultitia의 가장 명백한 효과이자 가장 심층적인 근원입니다. stultita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욕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가 자기를 
욕망하도록 하는 것, 자기를 자유롭고, 절대적이고, 항구적으로 욕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지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Foucault, 2007: 168, 괄호는 
인용자).

인용문에 나오는 ‘stultitia’는 일종의 병적인 상태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표상에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Ibid: 165). 즉 stultus는 표상을 선
별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결여한 자로, 유의미한 표상을 추려내고 ‘고유화’
하여 생을 통일성 쪽으로, ‘예술작품’ 쪽으로 유도해 갈 수 없는 자이다. 푸
코에 따르면 이런 stultus를 특징짓는 의지는 애당초 ‘자기’라는 대상을 지
향하지도, 욕망하지도 않는 의지로서 자기배려의 대척점에 있다. 따라서 스
승의 일차적인 임무는 stultus를 현재의 “상태, 신분, 생활방식, 존재방식으
로부터”(Ibid: 169)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자기’를 욕망하게 하고, 자기와 
항구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된다.23)  
 존재의 미학이 내포한 ‘생의 시간성’이라는 테마에 입각해 스승의 역할을 
보다 심층에서 논해 보면, 스승은 제자로 하여금 ‘일생(一生)’의 맥락에서 
‘현재’를 보게 하는, 다시 말해 생(生)이라는 작품의 맥락에서 ‘지금, 여기’의 
현존을 고찰하게 하는 ‘생’과 ‘현재’의 매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완결

23)stultitia가 말 그대로 ‘병적인’ 상태로 치부되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이 아닌 치료가 아니었을까? 이에 관한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 헬레니즘·로마 시
대에 자기배려와 의학의 유비(類比)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일례로 스토아의 철
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철학 학원을 ‘영혼의 병원, 진료소’로 간주하였다(Ibid: 
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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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완성을 지향하는 전체의 도정에서 ‘지금’을 고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어떤 표상(혹은 진리 주장)을 수용하여 어떤 상태로 ‘현존’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과 ‘현재’를 매개하기 
위해, 스승은 어떤 진리(진실)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즉 스승의 담론은 어
떤 특성을 띠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에픽테토스가 제안하는 ‘올바른 스
승의 조건’으로서의 ‘담론 기술’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혼은 자신이 깨닫는 진리에 따라 기웁니다. 그리고 이
렇게 타자의 정신 속에서 전개되는 싸움(makhê)을 조정할 수 있고, 충분한 담
론 기술로 타자가 믿는 진실을 논박하며 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
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진정한 철학자입니다. 요컨대 그는 올바르
게 타자를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
이 지도하는 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Epictetus; 
Foucault, 2007: 176 재인용).

에픽테토스의 논리에 따르면, 제 아무리 stultus라도, 자신이 (그때그때) ‘진
실’이라 여기는 바에 따라 행위한다. 다만 그 진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
에 자기배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stultus의 교육
을 위한 처방으로, 현재 그가 믿고 있는 진실, 그의 실존에 관여하는 진실에 
대해 ‘논박’할 것을 제안한다. 즉, 그의 말과 행위의 근간이 되는 진실이 사
실상 그 자신의 자기지배(self-mastery)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로써’ 
논증하는 것이다. 스승의 담론이 가져올 일종의 충격효과는, stultus로 하여
금 ‘자기를 낯설게 보기’ 혹은 ‘자기의 문제화’라 일컬어질 경험을 하게 하
고, 궁극적으로 (목적으로서) 자기와 (현재, 실존하는) 자기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요컨대, 스승의 담론에는 대화 상대(제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실존
을 문제화·대상화하게 하는, 그리하여 그의 자기관계에 모종의 변화를 야기
할 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로마를 관통하는 ‘스승의 말하기’의 윤리로서 파레시아
(parrhêsia)가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
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는 고대 자기배려의 전통에서 스승의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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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존재 방식을 변형시키는 것, 다시 말해 제자의 ‘윤리적 주체화’를 이
끄는 데에 있었다는 점과, 이를 위해 제자로 하여금 ‘자기’를 욕망하고 목표 
삼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만 짚고 가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자기배려가 사유와 실천, 목적(작품화)과 실존의 ‘결합’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기배려의 사유’와 ‘자기배려의 실천’ 각각을 
보다 심층에서 다루어 보려 한다. 이는 윤리적 주체화를 위한 교육에서 ‘제
자’의 주체화 과정에 일어나는, 혹은 일어나야 하는 일들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 자기를 배려하는 사유: 시선의 전향

 앞서 자기배려에 반(反)하는 상태로서 stultitia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는 외부의 표상과 진리 주장을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의 위험성을 알
게 됐다. 더불어, ‘유입되는’ 표상에 대한 통제만큼이나 ‘이미 유입된’, 그
리하여 나의 형성(말과 행위, 존재방식)에 관여하고 있는 진실에 대한 재
평가도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표상과 진리(진실, 지식)에 대한 
사유’는, 표상과 진리가 사유 내에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유
에 대한 사유’라 불러봄 직하다. 그러나 이는, 표상 이면에 감춰진 ‘본질’
에 천착하는 근대적 사유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저 언행(言行)에 묻어
나는 진실과 ‘목표로서 자기’가 갖는 차이에 주목하는, 다시 말해 “표현된 
것과 자신의 관계를 측정하여”, 주체적 선택에 따른 표상, 진리만을 수용
하려는 노력이다(Foucault, 2004b/이혜숙·이영목 역: 85). 
 그렇다면 자기배려에 걸맞는 ‘주체적이고 분별있는’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방식을 의미하는가? 삶의 작품화를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식
의 사유를 해야할까? 푸코는, 고대에 존재했던 ‘(자기로의) 시선의 전향’의 
테마를 활용해 자기배려의 사유를 구체화한다. 이 전향(혹은 전환)은, 되고
자 하는 ‘자기’를 결정적인 목표로 고정시키고,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한 도
정에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Foucault, 2007: 248). 이를 위해서는 (그 
목표와 무관한) 타자·사물로부터 시선과 관심을 거둘(전향轉向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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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푸코는 이것을 육상선수들의 그것과 같은 집중에 비유한다. 

자기 주변에 공(空)을 만들기, 모든 소음과 얼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
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정신이 분산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바
로 그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공(空)을 만들고, 목표나 오히려 자기 자신과 목
표와의 관계에 대해 사유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 자기로부터 자기에 이
르는 도정에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 자기와 자기 사이에 존재하는 바
로 이 거리 때문에 자기와 자기 사이의 거리 내에 이 도정이 위치합니다. 바
로 이것이 타자에게 향해졌었지만, 이제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갖지만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행위 주체인 자
기가 갖는 거리로 우리를 유도하는 시선의 변환의 테마와 대상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달해야 할 그곳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Foucault, 
2007: 260, 강조는 인용자). 

필자가 보기에, 위 인용문은 다음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자기’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달리 말해 어떤 직업이
나 직책, 감투 따위가 아니라 ‘내가 정한 나’라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와 예술작품의 유비에도 깃들어있는 고대인의 실
존적 자기관은, 당대인에겐 ‘자기 소유의’ 말과 행위가 가능했음 –물론 윤
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을 암시한다. 근대적 학교가 교육주체의 ‘말’을 ‘타
당한 지식 주장’으로 뒤덮고, ‘행위’를 규약·규범에 길들였다는 포스트모던
적 주장을 상기할 때, 아마도 고대의 자기와 근대의 자기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의 교사와 학생들이 온전한 ‘자기’의 언
어와 신체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를 감히 자문해 보면, 우리의 ‘교육적 만
남’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어쩌면 이 ‘자기 관계’의 문
제가 교사와 학생의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가로막아 온 근원은 아니었
을까 하고 말이다.
 둘째, 위 글은 자기를 향한 도정은 인식이 아닌 ‘행위(실천)’를 통해 나아
가는 길임을 말해준다. ‘자기로의 시선의 전향’은 분명 사유에 관련된 것
이지만, 그 방점은 ‘사유’ 자체보다 “자신의 사유를 자신의 행동에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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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시키”(Ibid: 258)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행위’의 강조는 ‘나는 누구
인가’에 골몰하는 현대인의 습성을 꼬집어 주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우리
의 자기인식을 고난이도의 과제로 만드는 것일까?’의 물음을 파생시킨다. 
아마도 이에 대한 답은, 전술한 첫 번째 내용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
와 신체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의 문제- 과 연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인용문은 타자와 사물에 대한 쓸데없는 관심이 자기에게 
얼마나 무익한가를 드러낸다. 상상컨대, 존재가 그 자체로 미(美)를 발(發)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목표’일 수 있다면, 목
표를 향한 도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공(空)으로 물리치는 일은 수월해질 
것 같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도정에 무관한 것들, 이를테면 연
예계의 가십이나 주변인의 사생활, 명품 따위에 갖는 관심 등이 공(空)으
로 물러났을 때, 그때라야 비로소 나만의 ‘도정’을 명확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 도정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인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른 것들로부터 자기를 고립시켜 보는 경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물론, 타자와 사물의 배제는 어디까지나 자기로의 전향과 모순되는 것들
에 한하여 적용된다. 어떤 타자와 사물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리고 세
계 내 존재로서의 ‘자기’를 비춰주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더 나은 자기를 
추구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 ‘타자’의 대표적 예인 ‘스승’에 
대하여 앞에서 고찰했으니, 이번에는 (세계와 사물에 관한) ‘지식’에 관해 
논해 보도록 하자. 고대의 자기배려적 교육에서, ‘지식’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푸코는, 세네카의 텍스트를 빌어, 당대의 주요 학파들(견유
학파·에피쿠로스학파·스토아학파 등)이 다음과 같은 지식관을 공유했다고 
말한다. 
 

무용한 지식은 (…) 첫째로 명령적 정언으로 변형 불가능한 지식이고, 정언적 
관여성을 결여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알게 되는 경우 주체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앎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 만물
(신·kosmos(우주·타자 등))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여 그 결과 
그것들을 명령적 정언으로 전사(傳寫)할 수 있는 그런 앎의 방식이 유효한 바
로 인정될 것입니다. 또 그 명령적 정언들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변형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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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Foucault, 2007: 269,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에 근거하면, 유용한 지식의 고대적 기준은 ‘우리와의 관련성’, ‘명
령적 정언으로의 변형 가능성’, ‘존재 방식에의 영향’ 등이다. 즉 자기배려
적 앎이란, “그 속에서 인간의 실존이 문제시되는 앎”(Ibid: 271)으로서, 
우리에게 말과 행위, 존재 방식의 변화를 ‘명령’하는 앎이다. 푸코는 여기
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인식의 내용’이 아닌 ‘인식의 방식’임을 강조한다
(Ibid: 346). 주체가 지식을 양태화하여 그것의 현실과 가치, 자신과의 관
련을 총체적으로 꿰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방식은 주
체로 하여금 지식을 통해 ‘현실 속의 자기’를 이해하게 하는 일종의 자기 
보기(héauto-scopie)이며, 주체의 경험 안에서 지식이 “영적인 형식과 가
치”(Ibid: 339)를 갖게 되는 지식의 영화(靈化)라고 말할 수 있다.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과학·기술 사회에서, 우리는 지식의 혜택을 과하
리만치 누리면서도, 나의 생활세계와 결부된, 내가 속한 ‘이곳’을 보여주는 
지식들에 대해 무지한 채(혹은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 같다. 예컨대 
covid-19나 기후·환경문제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관심은 관련 지식이나 논문으로 향하기보다 관련 법규나 주어진 처방을 
숙지하는 수준에 그치곤 한다. 분명 내 삶과 결부된 문제는 맞지만, 그 주
제에 관한 ‘지식’에 대해 논하는 건 소위 ‘전문가·학자’라 불리우는 사람들
의 영역인 것만 같고, 지식과 나의 관계는 졸업과 동시에 종료된 것 같다. 
이 같은 심리적 거리감은, 우리가 속한 이 ‘세계’와 우리 ‘자신’ 사이의 가
마득한 간격, 그리고 ‘세계 내 존재’로서 자기에 대한 몰이해를 함축한다. 
이런 우리에게, 주체 안에서 ‘영화’(靈化)되어 주체를 자유롭게 한다는 고
대적 지식은 실로 낯설게 여겨진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 지식
과 개별 학생의 관계를 매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지식을 ‘현실’과 관련
지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현실’로부터 출발해 그 안의 지식
을 탐구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불어, 교사 또한, 자기의 
실존과 결부된 지식, 자신의 말과 행위, 존재 방식에 실제로 관여하는 지
식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음으로써 지식과 삶의 관련을 학생들 앞에 현시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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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이상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배려하는 사유’를 자기로의 
회귀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자기로의 전향’은 개별 주체가 본인의 목표
(자기)에 스스로의 주의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에의 접
근을 방해하는 타자나 사물의 개입을 차단하고, 오직 목표와 현(現) 주체
의 간격에 몰두하는 것이다. stultus가 특유의 우유부단함으로 모든 표상
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달리, 자기를 배려하는 자는 자신의 목표
가 되는 진실(나에 관한 진실, 자기의 상)을 올곧게 추구하는 가운데, 주체
화의 여정과 주변의 세계를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지식과 관계를 맺는다. 
그는 자신의 진실-접근(윤리적 주체화)을 위해 세계에 관한 ‘지식’을 활용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주지하다시피, 자기는 되고자 하는 자기와 실존하는(현재적) 자기의 관계
이고, 두 자기를 매개하여 주체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자기 실천’이다. 다
음에서는, 자기배려를 ‘실천’의 맥락에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3) 자기를 배려하는 실천: 자기수련

 자기배려의 실천과 관련된 고대 헬레니즘·로마의 개념으로 자기 수련
(askêsis, 아스케시스)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수련으로서의 고
행”(Foucault, 2007: 342)- 이 있다.24) 존재의 미학에 터하면, 이것은 주
체의 삶에 일정한 양식과 스타일을 부여하는 훈련이며, 진실의 체화(체현)
의 맥락에서 보면, 진실을 주체의 신체에 각인시키는 수련쯤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헬라인에게 이 수련은, 주체가 “행위해야 하는 바대로 행위하
게”, “존재해야 하는 바대로, 또 존재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있
게”(Ibid: 346) 해주는 바탕으로 여겨졌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의 자기 수련25)에 있어 관건은 logoi(담론)와 

24)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부터 자기수양의 진정한 전개가 나타난다. 
본고에서 다루는 자기수양 또한 해당 시기 –헬레니즘과 로마- 에 대한 (푸코의) 문헌분
석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25)Nakayama(2008)에 따르면 고대의 자기기술(자기의 테크놀로지)은 크게 ‘영혼의 단련’
에 관한 것과 ‘신체를 통한 단련’에 관한 것으로 대별되는데, 필자가 보기엔 이 중 후자
가 자기수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Nakayama는, 영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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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skeuê(준비·장비)를 갖추고 소유하는 것이다. logoi가 물질로서의 ‘진
실 담론’ -말해진 바로서의 진실- 이라면, paraskeuê는, ‘진실된 담론이 
취해야 할 형식’으로, 참된 담론(진실한 말)을 행동의 원칙으로 변형시키는 
구조이자, “logos를 êthos로 변형시키는 요체”(Foucault, 2007: 355)라고 
할 수 있다. paraskeuê를 잘 갖춘 사람은, logoi를 단순히 기억하기보다 
‘각인’하고 ‘이식’하며, 그 담론이 물질성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다시 
말해, logoi를 듣고, 읽고, 기억하여 발화하고, 글로 쓰는 등의 행위를 지
속하며 참된 담론이 물질적으로 현존하도록 한다. 나아가 주체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logoi가 “즉각적으로 지체없이 자동적으로 재가동”(Ibid: 
354)되어 주체를 구조할 수 있도록, 거의 주체의 ‘근육 속에’ 진실을 각인
시킨다. 이처럼 “행동의 모태의 자격으로”(Ibid: 352) logoi를 수용케 하는 
것이 paraskeuê라고 할 수 있다.  
 개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paraskeuê를 형성·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들의 총체가 곧 자기수련이다. 푸코는 자기수련(고행)의 기능 및 역할을 
‘진실-주체’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한다. 

한편으로 고행은 자기 자신과 적절하고 충만하며 완결된 관계를 설정하기 위
해 필요한 참된 담론을 획득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고행
은 자기 자신이 이 참된 담론의 주체가 되게 해주며,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또 이 진실 발화 행위, 정확히 말해서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에 의해 
자기 자신이 변형되는 주체가 되게 해줍니다. 요컨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철학적 고행과 자기 실천의 고행은 참된 담론의 주체화로 부를 수 있
는 바를 확보해 준다는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 고행은 
내가 진실된 담론을 말할 수 있게 만들며, 또 내가 그 진실된 담론의 발화주
체가 되게 합니다(Foucault, 2007: 358, 강조는 인용자). 

필자의 생각에, 위 인용문의 중요성은, ‘자기수련’과 ‘진실 말하기’ 간에 
설정된 특수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필자는 이 관계를 주체의 성

련과 관련된 기술로 ‘심상의 점검, 상상력 수업, 취침 전의 의식과 해몽, 기억하기’ 등
을 언급하고, 신체 단련과 관련된 기술로는 ‘듣기, 쓰기와 읽기, 수첩, 서신’ 등을 든다
(Nakayama, 2008 :199-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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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관점에서 세 개의 차원, 즉 ‘진실의 획득’, ‘진실된 담론의 발화’, ‘진
실 담론의 발화주체 되기’로 나누어 설명해보려 한다. 우선, 경청의 훈련
이나 글쓰기(메모)의 연습 같은 자기수련은, 스승으로부터 전해지는 진실 
담론이 그 물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진실
의 획득). 다음으로, 주체는 획득한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발화’함으로써 
진실과 자신 간에 고유한 관계를 수립한다(진실의 고유화). 이때, 이 ‘고유
함’으로 인해 진실(truth)의 진실성은 주체의 존재방식과 연동되는데, 말하
자면 주체의 솔직성, 선함, 강직성, 자기지배(동일성) 등이 그 진실성의 척
도가 된다. 마침내, 불굴의 아스케시스로 말미암아 주체 자신이 
paraskeuê 자체를 잘 갖춘, ‘말함이 곧바로 존재로 연결되는’ 인간이 되
면, 그는 ‘진실된 담론의 발화 주체’, 즉 타인에게 진실을 전승할 만한 사
람이 되는 것이다.26)

 푸코의 ‘주체화의 계보학’이 놀라운 것은, ‘진리·진실’과 ‘자기’의 문제가 어
떻게 ‘권력’의 문제로 연결되는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감시와 처벌』이 지식의 ‘대상’이 된 근대적 주체가 어떻게 예속의 길을 걷
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면, 후기 푸코의 연구물은 ‘진실’을 생산하고 소유했던 
고대적 주체가 어떻게 “자기에 대한 완전한 지상권”(Foucault, 2004a: 49)
을 확립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필자의 생각에, 이 진리·주체 관계에서 ‘신
체’가 갖는 위상 혹은 가치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체로부터 기인하는 쾌락과 욕망의 문제에서 ‘도덕’의 불가피성이 파생되
고, 그 도덕이 ‘규약’과 ‘윤리’ 중 무엇에 경도되느냐가 주체의 ‘자유, 권력’
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고대의 주체가 자신의 신체를 
지배하여 “자기 자신의 왕이 되는 것, (…) 전적으로 독립적이 되는 것, 충만

26)자기수련이 이처럼 ‘진실-획득과 진실-되기의 순환’으로 특징지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
떤 훈련이 이를 가능케 하는가? 푸코에 따르면, 자기수련의 항구적인 근간이 되었던 것
으로 경청·독서·글쓰기·명상 등이 있다. 각각의 실천에는 특정한 규칙이나 수완이 적용
되었는데, 이를테면 철학적 경청에는 ‘정숙, 신체의 부동성(不動性), 주의의 표시’ 등의 
규칙이 요구되었다. 또한 고대의 주체에게 독서는 logoi(참된 담론)의 취합을 위한 활동
으로, 취합된 logoi는 글쓰기를 통해 자료체(corpus)로 변환되어 사유와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Foucault, 2007: 385). logoi의 수집 그 자체는 무의미하고, 오직 그것의 ‘자기
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logoi를 주체의 정신과 신체에 각인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그의 ‘수중’에 있게 된다(Ibid: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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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Foucault, 2017a: 115)으로 향할 수 있었던 데
에는, ‘윤리를 담지한 진리(진실)’뿐만 아니라, 진실과 신체를 잇는 ‘자기 수
련’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푸코가 보여주는 두 주체, 즉 신
체에 대한 관여를 미비한 ‘지식의 주체’와,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지분을 최
대화하는 ‘진실의 주체’의 유비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길이 무엇인
지는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4) 자기배려와 자기인식의 착종

 사실 이러한 서구 고대의 ‘자기배려’는 우리 동양 전통의 ‘자기수양’과도 
매우 비슷해 보인다. 자기수양·자기배려에 관한 위의 이야기들이 소설이 
아닌 우리들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로부터 
왜 이만큼이나 멀어진 것일까? 
 푸코는 서구 역사에서 자기배려를 실격시킨 대표적인 원인으로 ‘데카르트
의 순간’을 지목한다(Foucault, 2007: 57-63).27) 데카르트는 주체의 ‘인
식’을 존재에 접근하기 위한 근본적인 통로로 설정했는데, 이로 인해 
gnôthi seauton(너 자신을 알라)는 복권되고, 자기배려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고대의 진실 접근은 주체로 하여금 ‘자기 수련, 자기로의 회귀’ 등 
존재적 ‘개심’과 ‘변형’을 필수적으로 요청했던 데 반(反)해, 근대의 진실 
접근은 주체에게 자신의 존재를 걸고 진실에 다가올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 푸코에 따르면 이와 같이 ‘가볍고 수월해진’ 진실에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인식 이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갖지 않는 진실에의 접근은 그 보상과 완결

27)‘데카르트의 순간’이 자기배려와 자기인식을 착종시킨 결정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유
일한 이유는 아니다. 푸코는 이밖에도 다른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한다. 첫째는 그리스
도교 금욕주의의 윤리적 역설로, 이는 자기배려를 희생과 자기포기로 바꾸어 놓았다. 
둘째는 자기 기술이 교육, 교습, 의료, 심리학적 테크닉에 통합되어버린 점이다. 특히 
오늘날의 자기 기술은 권위 및 규율 체계, 여론과 대중매체 등에 통합되어 있다. 셋째
는 인간과학들이 자기와 자기가 맺는 주요한 관계가 인식의 관계이고, 그래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해방 및 발굴의 대상으
로 보며, 테크놀로지의 문제는 간과한다(Foucault, 2017a: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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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식의 무한한 여정만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이, 그 결과 혹은 또 다른 
양상입니다.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존재를 경유해 
가로지르고 변형시키는 진실의 ‘회귀 효과’를 통한 주체의 계명 지점, 완결 
지점, 변형의 순간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이제 진실은 
그 자체로서 주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Foucault, 2007: 63). 

고대인은 진실의 실천을 통해 ‘자기’를 자신이 목표로 했던 ‘자기’에 일치
시키는 완결·변형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꾸준한 자기수련의 
대가(代價)로서 진실이 주체에게 선사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진실이 가진 
본유의 힘 –투명성과 곧음, 일치성- 이 주체 내에 스며들어 그를 완전하
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식이 형성(영성)을 대체한 순간, 진리
(truth)의 문제는 ‘지식’에 귀속되고, ‘주체와 영적으로 연결된, 절실한 진
실로서의 진리’는 잊혀졌다. 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식과 인간의 괴리가 
점차 심화되면서, 지식은 ‘자기로의 전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의 차
원을 확립하고 자목적화(自目的化)되었다. 즉 ‘인간’을 배제한 채 그 자체
로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례로 오늘날의 과학·기술적 지식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너무도 자율적인 나머지 대중들에게 낯설거나 본인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Latour, 2011: 22). 나아가 과학기술의 무한증식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의 자연환경을 옥죄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자기를 인식의 대상으로 보는 관념은 주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숨겨진 베일”(Foucault, 2017a: 123)을 (사유공간에서) 발굴하는 데 골몰
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가 자신의 행위와 윤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는 정도를 제한하였다. 고대에 자기와 자기를 매개했던 ‘자기 테크놀
로지’의 실종은, 결국 주체화의 권리를 외부에 일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교사 주체화에의 함의

 ‘진실의 주체화로서 자기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고대의 자기배려 전통
은, 우리로 하여금 미(美)와 덕(德), 진리(眞理)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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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함과 동시에, 근대와는 다른 방식의 주체화가 가능함을 일러준다. 모더
니즘의 중대한 결점이 (지식과 규약으로) ‘자기’를 위축시킨 데 있다고 보
면, 고대인은 오히려 진리와 규칙을 ‘자기배려’에 종속시킴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삶의 중심부에 위치시켰다. 지식·권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자기’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날로 확대되는 오늘날, 고대 특유의 자기관 및 주체화 
전통은 일종의 범례(範例)로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제공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배려적 주체화로부터 우리의 ‘교사 주체화 과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28) 
 우선, 고대의 미학적 자기관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교사상으로서 
‘윤리적 인간’을 제안해 준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이나 ‘직책’, 혹은 지식
의 소유만으로 교사의 교육적 지위를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
사들이 ‘자립(自立)’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어쩌면 ‘교사=지식의 매개
자=나’라는 공식 자체를 탈피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달리 말해, ‘지
식’을 향하던 초점을 ‘윤리적 진실’로 옮김으로써, 또 ‘교사로서 나’에서 
‘자기’에로 관심을 이동시킴으로써 이전과 다른 존재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다. 앞 절의 논의를 상기할 때, 이와 같이 윤리에서 단서를 찾는 방식은 
주체에게 그 자신을 가리는(a-letheia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격과 직책, 
감투를 탈피하여, 목표로서 자기를 고정시키고 실존적 자기를 대면하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교사는 학생들 앞에 ‘실존’으로, ‘민낯’으로 
섬으로써, 내가 얼마나 진실한(투명한, 선한, 지행일치의) ‘인간’인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인간’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
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윤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사의 주체화는, 지식의 
소유가 주는 안락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완결성, 숭고함을 교사의 삶
에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고대의 자기배려적 사유로서 ‘자기로의 시선의 전향’은 우리 교사

28)푸코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역사 연구’라는 점에서, 그가 길어올린 고대적 주체를 ‘위대
한 철학자 미셸 푸코가 제시하는 미래 주체의 모범답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의
도를 심각하게 곡해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대적 주체관 -인간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보는 관념이나 자기를 ‘형성’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기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등- 이 현재 우리의 주체화 과제에 시사
하는 바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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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교육내용을 선택할 때의 기준 –나와 관련되는가? 내게 구체적인 행
위를 명령하는가? 존재의 변화에 기여하는가?- 을 제안한다. 담론(logoi)
의 진리가가 ‘윤리적 주체화에의 기여도’로 결정되었던(진리와 그 담지자
의 ‘내적’ 연결을 전제한) 고대적 진리관이 완벽히 ‘복원’되고 ‘구현’될 수
야 없겠지만, 지식과 학생의 실존을 매개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우리에
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지식이 나의 ‘말’과 ‘행위’, 
‘존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피라는 고대의 조언은 매우 
유용해 보인다. 교사는, 교육내용의 선택에 있어 자기 실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수업에서 그 지식이 내 존재를 구성하는 바를 학생들 앞에 현시
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즉, 어
떤 지식이 나의 말과 행위, 존재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말
과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선택하여 학생들의 자기이
해, 자기보기를 유도하거나,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촉구해줄 지식을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지속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인식의 ‘내용’이 아닌 인식의 ‘방식’이라는 고대인의 사고가 암시하듯- 지
식을 대하는 학생의 ‘방식’ 혹은 ‘태도’ 자체가 변화하여 이전에는 밋밋한 
‘정태적 지식’이었던 것도 어느샌가 개인의 ‘절실한 진실’로 화(化)하게 되
는 일도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더불어, 진실은 정신이 아닌 ‘신체’에, ‘근육’에 새겨야 한다는 헬라인의 
조언은, 사유와 신체의 동기화를 위한 실천과 연습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한데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그리는 근대적 교육주체는, 지식(교과서)
에 의해 그 ‘정신’의 자주권을 박탈 당한 만큼이나, 수업 시간표와 같은 
규약체계에 의해 그 ‘신체’에 대한 주권을 침해받고 있다. 언뜻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학생들의 ‘시간’과 ‘신체’에 대한 지분은 확실히 학생 자신이 
아닌 학교와 학원, 교사와 부모에게 경도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자기 수련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그 ‘신체’의 주인을 되찾아주는 
일부터가 선행되어야 할지 모른다. 물론 너무 급작스러운 이양(移讓)는 방
임이 될테니, 권력의 ‘점차적인’ 양도와, ‘자기기술’의 전수가 동시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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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 수업과 관련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어떤 
과목(주제)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정하거나, 체육
시간의 게임(경기) 규칙을 학생들에게 만들어보도록 하는 등의 점진적 변
화 -그리고 이에 동반된 각종 ‘자기·시간관리 팁’의 전수- 로, 아이들이 
자기의 ‘신체’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직접 관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관여가 점차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 그들 또한 자기 생(生)의 시간성 및 
‘실존적 자기’를 보다 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될테고, 더불어 진실과 신체를 
연동시키는 구조인 paraskeuê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권
력관계 내에서의 역전’은 오직 ‘자기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이 
곧 ‘자유’에 다름아님(Foucault, 2007: 283-284; 김석완, 2009: 42)을 학
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한편, 자기배려는 반드시 ‘타자’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교사 또한  자신의 존재적 변형을 도와줄 타자를 필요로 함을 유추할 수 있
다. 즉 현재의 것보다 ‘더 나은 진실’로 인도해주는, 그리하여 더 나은 교사
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가 그에게도 절실한 것이다. 미국에서 ‘교사들
의 교사’로 통하는 교육자 Parker Palmer에 따르면, “인간은 진리의 중재
자인 내면적인 교사를 갖고 있으며, 그 내면적인 교사의 발언을 듣기 위해서
는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Palmer, 1998/이종인 외 역, 
2017: 273). 필자가 자의적으로, 여기서의 ‘진리의 중재자로서 내면적인 교
사’를 ‘목표로서 자기’, 즉 실존적 자기에게 말과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는 
‘이상적 자기’라고 해석해 보면, 커뮤니티가 교사 개인에게 기여하는 바는 
‘목표로서 자기’와 ‘실존적 자기’의 ‘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 자기 간의 ‘거리’를 인식하게 해 주는 것에, 그
럼으로써 구성원 상호 간의 자기배려를 촉진하는 데에 커뮤니티의 방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교사들 간의 그 어떤 ‘투명하고’, ‘솔직하
고’, ‘노골적인’ 대화와 그것이 가능할 만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한다. 필
자가 생각하기에도, 교사들이 서로의 진실을 나누고, 그 진실을 체현하기 위
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 성찰하면서 서로의 주체화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공동체는 없을 듯하다. (특히 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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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 요즘의 인터넷 환경은, 뜻이 맞는 교사들끼리 그러한 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바탕이 되어준다) 
 마지막으로 고대의 자기배려 전통과 푸코의 주체관이 우리에게 주는 가
장 큰 시사점은, 주체화의 핵심은 결국 테크놀로지라는, 다시 말해 테크놀
로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교훈일 것이다. 글을 쓰든, 책을 읽
든, 명상을 하든 현재의 나를 더욱 아름답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서는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행해야’한다. 이것은 진실을 다시 주체로부터 
먼 것으로 만들고, 과거 진실과 주체를 매개했던 ‘자기기술’, ‘자기 수련’
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사의 권위는 결코 ‘해박
함’에서 나올 수 없고, 윤리에서 모종의 단서를 얻어야 한다고 볼 때, 아
마도 진실과 주체를 일치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교사가 교사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이 되어줄 것 같다. 다시 말해 자신이 
믿는 진실과 스스로가 그 진실이 되고자 하는 노력, ‘자기 실천’이 교사가 
교사일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자기 배려를 위한 ‘진실 말하기’를 뜻하는 파레시아
(parrhêsia)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파레시아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
루어지는 ‘진실의 전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에, 학생과 진실을 
매개하도록 되어있는 우리의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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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레시아

 파레시아(parrhêsia)는 기원전 5세기 말부터 서양의 고대 문헌에서 발견
되는 개념으로, 어원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푸코가 
말하길, 그 종합적인 용례를 고려하면 ‘진실 말하기’, 정확히는 ‘발화자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진실 말하기’가 일반적 의미규정으로서 더
욱 적합하다(Foucault, 2017b: 94-95).29) 한편 ‘파레시아를 행하는 사람’

29)‘위험을 감수하는 진실 말하기’ 또한, 어디까지나 파레시아의 일반적 의미규정에 해당하
며, 사실 이 개념은 “세월의 흐름, 정치체제의 변화, 제국의 등장, 그리스도교의 출현”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와 활용 방식에 있어 변화를 거듭해 왔다(오르트망, 2017: 
373). 푸코는 파레시아의 개념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파레시아가 정치적 개념에서 
시작하여 윤리적·철학적 차원을 점차 갖게 되었음을 발견한다. 필자는, 각 차원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필자가 집중 조명하려는 ‘윤리적 파레시아’가 위치한 지형을 구체
화하고자 한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이온』, 『히폴뤼토스』, 『포이니케 여인들』 등에 
등장하는 초기의 파레시아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장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의견
을 단언하는 행위로서의 발언”(Foucault, 2017b: 32)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해당 도시
국가의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다. 한편, 기원전 5세기 말~4세기 초에 이르러 
정치체제로서 민주정에 대한 대중의 의심, 즉 ―우중(愚衆)정치로 변질될 위험성에 관한 
의심― 이 확산되면서, 파레시아는 군주정의 범주에서, 다시 말해 군주와 그의 신하의 
관계에서 새롭게 전개된다(오르트망, 2017: 377). 여기서의 관건은 파레시아스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파레시아스트를 구별해 내고, 그로 하여금 기꺼
이 솔직한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는 군주의 자질에 있다. 푸코는 여기서 ‘파레시아 계약’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해 내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러니
까 강한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가장 약한 자를 그가 
말하려고 하는 진실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Foucault, 2017b: 
36). 여기서부터 파레시아는 더이상 ‘말할 권리’가 아닌 ‘관계’의 문제로 전환되며(Ibid: 
36-37), 관계의 한 쪽에서는 권력의 남용을 포기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솔직함을 약속
하는 ‘계약’이 중요해진다. 파레시아가 점차 법·제도가 아닌 개인의 태도·자질 및 개인 
간 관계의 문제로 간주되면서, 개인적·윤리적·도덕적 파레시아의 양상이 도처에서 나타
나게 된다(Foucault, 2017b: 229). 이는 파레시아가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 내
에서 전개되는 담론적 실천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윤리적 주체화
를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파레시아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본고의 관심은 명백
히 ‘교육’에 있기에, 정치적 권리로서의 파레시아보다는 윤리적·철학적 차원의 파레시아
에 보다 직접적인 초점을 둔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개인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시
민이기에, 개인의 윤리적·도덕적 태도는 시민적 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면에
서, 윤리적 파레시아는 결코 정치적 파레시아와 무관하지 않다.) 자기배려로서의 ‘윤리
적 주체화’가 새로운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理想)으로서 적절하다면, ‘자기배려를 촉
진하는 스승의 담론’으로서 파레시아 또한, 후기 근대 교육의 맥락에서 ‘교사의 존재양
식과 태도, 교육기술’을 숙고하는 데에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
하여 이번 절에서는, 파레시아의 다양한 차원 중 ‘윤리적’ 파레시아, 그 중에서도 교육
적 관계에서 나타났던 파레시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파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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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 낱말은 파레시아스트(parrhêsiastês)이다(Ibid: 91). 
 고대의 자기배려가 ‘진실(참된 담론)의 주체화’를 그 원리로 한다면, 파레
시아는 그 원리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진실을 전승하고
자 하는 자(스승)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담론적 태도, 혹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주제 -‘파레시아의 일반적 의미와 특징’, ‘스승
의 파레시아’, ‘삶의 기술로서의 파레시아’, ‘Vansieleghem의 파레시아 실
험’- 를 순서대로 살펴보며, 파레시아를 우리 교육 맥락의 교육기술로 해
석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 파레시아의 일반적 의미와 특징

1) 반(反) 아첨, 반(反) 수사학

 파레시아를 도덕적 태도로 볼 때, 그 반대는 ‘아첨’이 되며, 말하기 기술
로 보면 그 반대는 ‘수사학’이다.30) 푸코는 이 대립 체계의 분석을 통해, 
파레시아의 개념적 의미를 구체화한다. 
 아첨이란, 하급자가 상급자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그의 총애를 얻어내
는 방식을 일컫는다(Foucault, 2007: 402). 아첨자는 상급자에게 그의 우
월감을 부추기는, 그럼으로써 그를 자기의 담론에 종속시키는 거짓 담론을 
건네고, 이로 인해 상급자는 ‘실존적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된
다. 자기의 현존이 ‘목표로서 자기’와 얼마큼 멀어져 있는지 종잡을 수 없
게 된 상급자는, 결과적으로 자기 배려[돌봄]로부터 멀어진다.31)

는 어떤 것일지 구체화 해보려 한다. 
30)아첨은 수사학의 도덕적 기반이고, 수사학은 아첨의 도구이기에 이 두 적수는 상호 간

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Foucault, 2007: 399).
31)물론 아첨에 쉽게 마음이 열리고 이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관계 내의 결함을 가

진 사람으로, 불완전한 자기관계로 말미암아 외부의 타자나 사물의 존재론적 관여를 허
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푸코는 세네카의 『자연의 의문들』을 참조하여, 그와 같
은 상태를 자기혐오 및 자기애로 설명한다: “대다수의 타인들은 자기애나 자기에 대한 
혐오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환멸이나 과도한 자기애는 사람들
로 하여금 사실상 배려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sollicitudo, 즉 자기 밖에 있는 사물들에 전념하고 몰두하면서 괴로워한다고 세네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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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는, 우리가 탐구하려는 파레시아(parrhêsia)가 바로 반(反)-아첨이라
는 것인데, 파레시아 또한 아첨과 같이 ‘타자에게 전해지는 담론’이지만, 
이것은 청자로 하여금 “독자적이고 독립적이며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자기
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Foucault, 2007: 406) 한다는 점에서 아첨
과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한다. 즉 파레시아는 청자가 그 자신의 충만한 자
기 관계로 말미암아 나의 담론에 ‘의존’하지 않게 되길, 고독에서도 완전
함을 느끼게 되길 소망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 타자의 담론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 이유는 타자의 담론이 진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자가 말을 듣는 자에게 
참된 담론을 말하고 전승함에 따라 듣는 자는 이 진실된 담론을 내면화하여 
주체화하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arrhêsia에
서 전자로부터 후자로 옮겨가는 진실은 진실을 발화한 자와 관련해 그 말을 
받아들인 자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보장합니다(Foucault, 2007: 406, 강조는 
인용자). 

진실(a-letheia, 솔직함, 선함, 곧음, 동일성)의 고대적 의미를 상기할 때, 
어떤 진실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것은 그 담지자를 ‘윤리’로, ‘독립’으로, 
‘자기지배’로 이끈다. 그러므로 타자의 담론이 진실이었다면, 그 logoi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관능에 사로잡
힙니다. 이것은 자기애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환멸이어서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배려하는 사람이건 반대로 그것이 자기애로 인해 결
과적으로 육체적 쾌락에 사로잡히는 사람이건 간에 양자 모두는 결코 자기들 자신과 더
불어 홀로 있지 않습니다”(Foucault, 2007: 405). 자기에 대한 혐오와 불만족은 자기의 
시선을 외부로 향하게 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보다 타자나 주변의 사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말하자면 자기 관계의 결핍을 외부의 존재(타자 및 사물)에 대한 의존으
로 해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집착하는 경우나, 명품 구매에 
중독되어 스스로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자기애
(narcissism)는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된 일종의 병적인 상태로,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
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해주는 모든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기혐오가 외부에의 의존
을 야기한다면, 자기애는 자기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집착을 발생시킨다. 두 상태 
모두는 ‘홀로 설 수 없는 상태’, 즉 ‘비-고독(比孤獨) 상태’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자
기 자신과 충만하고 적합하며 충분한 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Foucault, 
2007: 405)를 뜻한다. 바로 이 상태가, 아첨꾼이 달려들어 이상한 담론을 삽입할 수 있
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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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의 의존을 야기하기보다 오히려 그 진실의 ‘자기화’ 과제를 청자의 
일신(一身)에 부과하는, askesis로 연결되는 담론일 것이다. 다시 말해, 진
실의 진실성을 유지·강화·확보할 과제를 청자의 신체에 부여하고, 그럼으
로써 그의 자기지배(self-mastery)와 독립을 고취시키는 담론인 것이다. 
또한 파레시아는 그 솔직함과 직설적(straight) 특성으로 인해 청자로 하
여금 ‘실존하는 자기’를 직시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실존과 목표의 간격을 
검토하게 한다. 푸코는, 이런 파레시아를 “타자의 담론을 자기 돌봄 내에
서 권리적으로 기초하고 실제로 보장하는 특성들의 총체”(Foucault, 
2017b: 48)라 표현한다. 말하자면 대화 상대의 담론이 자기 돌봄 내에 존
재하게 하는, ‘타자의 자기배려를 지원하는 담론’이 곧 파레시아인 것이다. 
 파레시아와 아첨에 관한 위의 대조는, ‘아첨의 능력’이 곧 사회성·사교성
의 지표처럼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연상케 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기 돌봄’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체감케 한다. 아첨은 북돋우고, 그 
대척점의 ‘솔직한(직설적인) 말하기’는 가급적 지양하게 만드는 사회적 풍
조는, 학생들에게 ‘배려에 토대한 솔직함’을 고취하고 독려하는 데에도 방
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다소 희망적인 징후라 지목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학생들 내부에서 ‘꼰대, 틀딱, 라떼는 
말이야(latte is horse)’와 같은 은어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용어에 담긴 비하적 의도는 결코 옳지 않지만, 어른들의 권위적 
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문제화, 즉 ‘연령이나 지위가 왜 권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적어도 본고의 논지에서 볼 때, 칭찬할 만하다. 
‘감히 선생님(부모, 사장님, 어른)한테!’에 대한, 혹은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게!’와 같은 태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과 의구심 안에는, 연령과 
직책, 지위와 같은 ‘사회적 표식’이 그의 담론을 ‘진리·진실(truth)’로 만들
어주지는 못한다는 전제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
러한 표식에 기대지 않는, 항시 더 나은 진실을 추구하는, 또 그 진실에 
맞게 실제로 변화하는 어른들을 고대(苦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학생
과 늘 함께하는 어른인 교사부터 그런 어른이 되어줌으로써 ‘배려에 토대
한 솔직함’과 아이들을 매개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학생인 나의 



- 53 -

솔직한 발언이 우리 선생님에게 배려로 수용된다면, 나아가 실제 교사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로 기능한다면, 학생의 내면에서 ‘솔직함’과 ‘배려’가 
융합되고, 반(反)은폐로서의 진리(truth)가 싹트게 되지 않을까?
 한편 파레시아의 또 다른 적수인 수사학은, “말을 듣는 자를 설득하고 진
실이나 거짓, 비-진실을 그가 인정하게 만드는 기술”(Foucault, 2007: 
408-409)로 정의된다. 수사학에서 관건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드는 
것’으로, 말하는 바가 화자에게 진실인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Gros, 
2004/심세광 외 역, 2006: 196). 말하자면 수사학은 화자와 담화 내용 간
의 내적인(혹은 영적인) 연결을 전제하지 않는, 화자의 진실성(투명성, 지
행일치)과 연동되지 않은 말하기 기술인 것이다. 담화 내용이 화자에게 진
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함유한 설득의 힘은 어디서 기원할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떠올릴 때 수월하게 얻
어진다. 대체로 우리의 수업에서 교사가 전하는 ‘지식’은, 그것과 발화자 
간의 연결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참(眞)으로 
수용되지 않던가? 수사학은, 이처럼 각 시대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식·
이론 등에 기대어 청자를 설득하며,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변론 
기술 또한 고려한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게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의
사소통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하는 우리의 교육은, ‘수사학에 의한, 수사
학을 위한’ 교육이라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필자가 하려는 말의 요지는, 우리 교육에서 ‘지식’을 완전히 지워버
리자거나 ‘수사학’은 사라져야 할 발화기술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저, 외부에서 주어진 지식에 덮여 학생 자신의 ‘말’이 잠식되는 문제, 과학
적·합리적·이성적 소통의 훈련으로 학생들의 ‘사고’마저 과학에 잠식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자기배려를 떠난 근대적 지식은, 아이들을 
점점 열등함과 의존에의 피할 수 없는 굴레로 향하게 하여, “전문가에 의
한 정신의 훈련 없이는 말을 할 수 없는 인간”(Vansieleghem, 2011: 
332)으로 만들고 있다.32)

32)parrhêsia가 ‘아첨’은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수사학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입
장을 취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자기로의 시선의 전향과 양립하는 지식도 있다’는 
말과 결부될 것 같은데, 달리 말하면 ‘자기배려와 양립하는’ 수사학도 있기에 아첨과는 



- 54 -

 이와 관련하여,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인 『파이드로스』 278a-b에 나오
는 소크라테스의 다음 발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배움을 위해 이야기되는 것들에만, 그리고 사실상으로 정의로운 것들과 아름
다운 것들과 좋은 것들과 관련해서 혼 안에 글로 쓰인 것들에만 확연하고도 
완전하며 진지함에 값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들이 적자(嫡子)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
고, 즉 우선 자신 안에서 발견된 경우에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으
로는 그 이야기의 소산이자 형제가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값어치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의 혼에 함께 뿌리를 내려 자랐다면, 그 이야기가 적자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것들에는 작별을 고하지. 
바로 이런 사람이, 파이드로스, 자네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할 만한 
사람인 듯하네(Plato, phaidros/김주일 역, 2012: 278a-b, 강조는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혼 안에 글로 쓰인 것”은 ‘종이에 글로 쓰인 것’과 구별
된다. 주지하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말을 기록하는 것을 원치 않아 
했다고 전해지는데, 위 글은 ‘말’이 ‘적자’(嫡子)와 같은 것이길 바랐던 그
의 진의(眞意)을 드러내어, 담론의 주인을 떠나 배회하는 말들에 대한(혹은 
‘진실의 지식화’, ‘진실의 수사화’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실감케 한다. 소
크라테스에 따르면, 타자에게 전승할 만한 진실된(아름다운, 정의로운, 좋
은) 말이란, “쭉정이가 아니라 씨앗을 갖고 있어 그로부터 다른 이야기들
이 다른 풍토에서 자라 씨앗을 언제나 죽지 않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인간에게 가능한 한에서 최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주
는 그런 이야기”(Ibid: 276e-277a)로, 반드시 ‘살아있는’ 말이라야 한다. 
또한 그것은 화자와 청자에게 어떤 자격을 요하는데, 앞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씨앗’과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풍토’에 비유되는 것으로, 각각 
‘logoi’와 ‘paraskeuê’를 의미한다.    

달리 취급되는 것 같다. 물론 구조 및 작용에 있어 parrhêsia는 수사학과 완전히 다르
며, 수사학의 규칙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parrhêsia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레시아스트는 필요한 순간에 한하여 수사학을 다시 취해 사용할 수 있다(Foucault, 
200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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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크라테스의 관점에 터하여 수사학에 대해 고찰해 보면, 진실의 획
득이 아닌 ‘지식의 인식’에 기반한 수사학은, 그것이 청자에게 용인될 지
언정 그의 삶을 윤리로, 진실로, 자기지배(self-mastery)로 이끌 수 없다. 
만약 “담론의 실천 이전에 ‘앎’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진실일 수 있다면, 
‘진실인 것’이 잊혀지고, 제거되고, 숨겨지고, 생략되는 ‘꾸밈, 변형, 구성, 
언어의 게임들’의 집합 외에 수사학(rhetoric)이 무엇이 될 수 있겠는
가?”(Foucault, 2010: 330-331)
 한편, 진실 발화의 기술인 파레시아(parrhêsia)는 수사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말하기 방식으로, 화자에게 간절한 진실이기에 진실일 뿐, 그 진실
성의 근간을 지식이나 대화 전략 등에 두지 않는다. 파레시아의 내용은 화
자에게 있어 진실 자체이며 이미 주어졌고 자명한 것이기에, 어떤 지식·전
략·기술을 개입시키든 진실의 진실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파
레시아를 ‘진실 담론의 특수한 실천’으로, 또 말하기의 ‘기술’로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푸코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것은 신중과 능란의 규칙입니다. 즉 그것은 진실을 듣는 개인이 진실을 수
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형식하에서 최적의 조건 하
에서 그 개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parrhêsia의 규칙들을 규정하는 것은 kairos, 즉 계기입니다. 
(…) 말을 듣는 자와 그에게 말해야 하는 계기에 따라 parrhêsia는 참된 담
론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형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Foucault, 
2007: 411-412). 

즉 파레시아가 타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적절한 개입의 ‘시기’와 ‘상황’을 포착하는 카이로스(kairos)의 
문제뿐이라고 할 수 있다. 발화의 적기를 포착하기 위해, 파레시아는 먼저 
‘그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 -이를테면 그가 유순한지 유순하지 않
은지- 를 고려하고, 다음으로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Foucault, 2017b: 61). 요컨대, 파레시아는 수사학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
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진실을 말하되, 적절한 시기를 가늠함으로써 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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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덧붙여, 수사학은 발화자의 혜택을 위한 설득
의 기술이지만, 파레시아는 발화자 개인의 이해와 무관한 타자 지향의 설
득이라는 점도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파레시아에서 관건은 청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축하는 데 성공하도록”(Foucault, 2007: 413) 하
는 데에 있으며, 진실 발화의 실천은 오직 이타성에 의해서 명령된다.

2) 파레시아의 특징

 푸코는 파레시아에 관한 고대 문헌의 분석을 통해 이것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Foucault, 2017b: 92-102). 첫째로, 
“직설적인 표현 형식과 어휘를 사용”(Ibid: 93)하여 발화의 ‘정확성’을 도모
한다. 그 결과 파레시아스트는 발화된 내용이 자신의 의견이자 신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의 발화에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이다’라는 것이 진하게 묻어난다. 
 두 번째로, 파레시아에서는 발화자의 신념과 진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단순히 자신에게 떠오른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파레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파레시아스트는 자신이 말하는 바가 진실되다고 믿기 때문
에 진실된 바를 말하며, 그것이 진짜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
고”(Foucault, 2017b: 94-95) 믿는다. 진실이 곧 그의 신념이기에, 그 신
념을 발화하는 행위는 진실과 그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강화’하고, ‘확
립’하는 특수한 행위이다.  
 세 번째로, 파레시아는 진실을 말할 때 필시 ‘위험’을 수반한다. 화자가 자
신의 안위를 걸고 -담보로 하는 것이 생계이든 인간관계이든 목숨이든 간
에-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 진실이 주체의 삶에 깊숙이 연루되
어 있음을 반증함과 동시에, 그의 투명성과 곧음(straight)을 드러낸다. 나
아가 발화자의 자기권력이 외부의 권력에 종속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압
도함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 
 넷째로, 파레시아는 항상 자아비판이거나 타자비판이다. 파레시아는, 예컨
대 아래와 같은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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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네가 행하고 생각한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행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혹은 ‘이것이 내가 행한 바인데,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
됐다’(Foucault, 2017b: 98-99)

 
파레시아의 목적은 결코 담론의 진위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담론과 결
부된 ‘사람’을 비판하는 데 있기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촉발할 
위험을 내포한다. 여기서 비판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면, 그것은 사람의 
‘사유’에 대한 비판이거나, ‘행위’에 대한 비판, 혹은 ‘사유와 행위의 불일
치’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예상하건대, 필자의 생각에, 우리 교사들의 파레
시아는 아래와 같은 형식을 띨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분명 잘못된 거였어. 앞으로는 저렇게 
생각해 볼까 해.’ ‘너희한테는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선생님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더라고. 갑자기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웠지 뭐야.’ 
‘내가 보기에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은 
명백히 문제가 있어.’ ‘전에 이렇게 말하더니, 정작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마지막으로, 파레시아는 발화자에게 일종의 ‘의무’이다. 파레시아스트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표명하는 이유는, “타자를 개선하고 돕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Foucault, 2017b: 101)하
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의무는 외부에서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그 자신
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이며, 그런 점에서 파레시아는 발화자가 행사하
는 ‘자유’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파레시아는 ‘진실 말하기의 의무’에 따르
기 위한 자유의 활용, 즉 ‘위험을 무릅쓸 자유’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33) 

33)파레시아의 특징과 함께, 파레시아를 행하는 자인 ‘파레시아스트’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
명해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소위 ‘진실’을 말한다고 여겨져 온 사람들, 즉 진실의 능
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예언자, 현자, 교육자- 의 범주에 파레시아스트를 
포함시키면서, 전자와의 비교를 통해 파레시아스트의 특이성을 설명한다(Foucault, 
2017b: 129-134). 우선 예언자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대변하는 자로, 그가 말하
는 바는 그 자신의 진실이 아닌 신의 진실이다. 파레시아스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
의 의견을 말한다는 점에서 예언자와 구별된다. 현자의 경우, 자신의 말과 지혜로 뭇 
사람들에게 고견(高見)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의 발언은 청자의 설득이나 인도(引導)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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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승의 파레시아

 이번 절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교육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파레시아를 탐
구하기 위해, ‘자기배려의 스승’이라 불러봄 직한 소크라테스34)를 집중 조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레시아스트와 다르다. 파레시아스트에게는 현자에게
는 없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Foucault, 2017b: 131). 한편, 교육자는 파레시아스트와 
가장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과 구별된
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교육자는 아이들을 사회화하여 국가·사회의 존속에 이바지하
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이미 사회 내에서 널리 수용된 진실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권력에 맞서거나 여론에 반박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와 어울리지 않는다. 반
면 파레시아스트는 분쟁적 상황에 스스로를 위치시켜 자기 고유의 진실을 표명하는 사
람이다. 물론 실제에서 이 네 역할 -예언자, 현자, 교육자, 파레시아스트-은 서로 중첩
되거나 섞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대 전통에서는 예언자 역할과 파레시아스트 역할이 
서로 결부되어 있었으며, 고대의 소크라테스나 솔론, 근대의 루소 등은 현자이면서 동
시에 파레시아스트였다. 특히 파레시아스트의 역할은 교육자 역할과도 종종 겹쳐지는데
(Ibid: 132), 그리스·라틴 문화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자면 ‘에픽테토스’를 떠올릴 수 있
다. 에픽테토스는 그 자신이 견유학파에 속하는 철학자이자 파레시아스트로, 도발적인 
언행을 통해 대중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조직화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기도 했다. 현재의 우리가 ‘파레시아스트 교사’를 낯설게 여기는 것은, 두 역할
의 조합이 중세, 르네상스, 고전주의 등을 거치며 희소해졌기 때문이다. 칸트나 르낭, 
러셀 등에 의해 이 조합이 간간이 시도된 바 있으나,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
했다(Ibid: 133). 19세기 이래, ‘진실 말하기의 의무’를 둘러싼 경쟁은 개인의 차원이 아
닌 거대권력의 차원 -종교운동, 정당, 대학, 출판, 언론 등- 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사는 
진실 담론의 생산에 관여하기보다 생산된 담론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었다. 

34)소크라테스는, 거의 매일 거리의 청년들을 붙들고 ‘산파법’이라 불리는 특유의 ‘캐물음’
을 전개했다고 전해진다. 푸코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다음 발
언에 근거하여, 그의 이 ‘캐물음’이, 대화 상대의 ‘자기배려(돌봄)’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아테네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반기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는 오히려 신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고 할 수 있는 동
안까지는, 지혜를 사랑하는(철학하는) 것도, 여러분께 충고를 하는 것도, 그리고 언제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 이 점을 지적하는 것도 그만두지 않을 것
입니다. 늘 해 오던 투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힘으로 
가장 이름난 나라인 아테네의 시민이면서, 그대에게 재물은 최대한으로 많아지도록 마
음 쓰면서, 또한 명성(doxa)과 명예(timē)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슬기(사려분별: 
phronēsis)와 진리(alētheia)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혼(psychē)이 최대한 훌륭해지
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
니까?’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반박이라도 하며 자기는 마음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면, 저는 이 사람을 바로 보내지도 제가 그와 헤어져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저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며 캐묻고 심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사람으
로서의 훌륭함(덕; aretē)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서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제
게 생각되는 경우에, 저는 그가 가장 값진 것들은 가장 경시하면서 한결 하찮은 것들을 
더 중시한다고 나무랄 것입니다”(Plato, Apologia/박종현 역, 2003: 29d-30a)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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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중 하나이자 전형적인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으로 꼽히는 『라케스』를 참조할 터인데, 푸코에 따
르면 『라케스』는 ‘파레시아스트로서의 소크라테스’를 잘 담고 있으며, 무
엇보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과 달리) 본문에 ‘파레시아’라는 낱말 자체가 
여러 번 등장한다(Foucault, 2017b: 230). 이에 본고는 이 텍스트를 통해 
‘파레시아스트 교사’로서의 소크라테스를 조명하고, 그럼으로써 교사의 대
안적 형상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라케스』는, 자녀교육에 관한 고민을 가진 두 남성(리시마코스와 멜레시
아스)이 니키아스와 라케스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35) 자
신의 자녀가 스스로를 돌보고 배려하게 되길, 그리하여 뭇 사람들에게 기
억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길 바랐던 두 아비는, 당대의 명망있는 두 위
인을 초청하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거나 행(추구)함으로써 최대한 훌륭
한 사람들로 되겠는지를”(Plato, Laches/박종현 역, 2010: 179b) 묻는다. 

에 근거하면,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갖는 목적은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실존의 상태를 
각성하게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씀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게 하도록 변화시키
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Ibid: 36c).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파레시아는 자기배려(돌
봄) 개념과 ‘지극히 명백한 방식으로’ 연관되며, 발화자 개인의 진실을 담론의 형식을 
빌어 ‘이동’시켜 청자의 내부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푸코는, 소크라테스를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또 시원적으로 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며 등한시하지 말라고 
선동한 최초의 인물”(Foucault, 2007: 44)로 묘사하며, ‘윤리적 파레시아’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다. 

35)관련 본문을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저마다 제 부친과 관련해서
는 아이들한테 많은 훌륭한 행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일
들은 어느 쪽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일로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다소간 부끄
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부친들을 탓하기도 하죠. 우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를 
풍족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둔 채, 남의 일들로 바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선 우리는 이 
젊은이들에게 바로 이 점들을 지적해 줍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에 대해 소홀히 하
고 우리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명성 없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만약에 자신들에 
대해 마음을 쓰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자신들이 가진 그 이름값들을 하는 사람들로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입니다. (…) 그렇게 되어 우리는 이 문제를, 곧 이들이 무엇을 
배우거나 행(추구)함으로써 최대한 훌륭한 사람들로 되겠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
다”(Plato, Laches/박종현 역, 2010: 179b) 즉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는, 각각 아테
네의 명망높은 정치가이자 군의 지휘관이었던 아리스테이데스와 투키디데스를 부친으로 
두었으나, 훌륭한 부친의 업적에 비해 그들 자신들은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
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부유함과 풍족함이 오히려 자기배려(돌봄)에 방해가 됐다고 여
겼고, 부친의 이름을 물려받은 자신들의 자식들만큼은 자기를 돌봄으로써 더 나은(아름
다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길 바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최대 고민
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조언자로 니키아스와 라케스를 초청한 것이다(Ibid: 
1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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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특별히 니키아스와 라케스가 선택된 이유는, 우선 그들이 아테네
의 훌륭한 ‘장군’이었고, 동시에 대외적인 원정을 수차례 이끌었던 지도자
였기 때문이다. 빈번한 내전으로 ‘용기’와 ‘용맹함’이 큰 미덕으로 여겨지
던 당대에, 군을 지휘하는 장군은 그러한 미덕(美德)의 표상으로서 뭇 사
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훌륭해지기 위해선 ‘훌륭한 자’를 찾아야 한
다는 고대의 통념은, 자연스레 리시마코스와 멜레시아스를 니키아스와 라
케스에게로 인도했다. 비록 우리 공교육의 맥락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선택’하여 관계 맺는다는 발상은 다소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진실이 ‘적자’(嫡子)처럼 전승될 때 ‘진실의 교육’, ‘사제 간의 인간적 만
남’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 ‘선택’의 문제 또한 공교육이 완전히 배제할 만
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 
 한편, 두 인물에게 조언을 요청받은 니키아스와 라케스는 기꺼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이들이 자제들의 교육(paideia)에 관한 일에 소크라테
스를 초청하지 않은 사실에 놀라며, 마침 같은 공간에 있던 소크라테스를 
대화에 끌어들인다. 처음 대화의 주제는 ‘무술 시범을 통한 군사 교육이 
용기의 함양에 유용한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에 대한 니키
아스와 라케스의 견해가 서로 달랐다.36) 자연스럽게 논의의 초점은 소크
라테스의 의견에 모아졌다. 소크라테스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 자신은 아
는 바가 없음을 밝히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니키아스와 라케스 중 “누가 
전문가다우며 이를 위한 교사들을 갖게 되었는지”(Plato, Laches/박종현 
역, 2010: 185b)를 따져보자고 제안한다. 아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라케스 그리고 니키아스여! 두 분께서는 각자가 젊은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유능한 누구와 함께 지내셨는지, 그리고 두 분께서는 누군가한테서 배
워서 아시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들 찾아내신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배우셨
다면, 각자의 교사는 누구이며, 그들과 같은 전문가들로는 또한 다른 사람들
이 누구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만일에 진정으로 선생들 스

36)이 주제와 관련해 니키아스는 무술 전문가의 시범이 매우 훌륭하고, 그러므로 좋은 군
사 교육이 될 것이라 주장한 반면, 라케스는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런 시범자를 스승으
로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은 심지어 실전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이 
교육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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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가 그와 같은 것의 발견자들이라면, 다른 누구누구를 이미 돌보아 줌으
로써 변변찮은 자들을 훌륭하디 훌륭한 이들로 만들었는지 그 예를 들어주십
시오. (…) 리시마코스님! 이것들을 이분들한테 알아보시고 또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 주지도 마십시오(Ibid: 186e-187b, 강조는 인용자). 

위 인용문은, 앞 절에서 다루었던 진실과 적자(嫡子)의 유비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진리·진실의 진리가는 그 담지자의 ‘삶’을 통해 측정된다고 여겼던 
고대적 사고방식을 재차 확인케 한다. 더불어, 어떤 진실을 전승하는 스승
과 그것을 받아 자기화하고 고유화하는 제자 간에는, 현재의 우리로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연결’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를 가르친 ‘누구’인지가 화자의 발언과 늘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생산하려는 logoi에 신중의 과제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매사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도록 유도한다. 교육의 이러한 
측면은, 필시 당대의 미학적 자기관 -말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한 인간
의 ‘존재’가 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을 가능케 하고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마치 ‘따져 묻듯’ 견해의 출처를 요청하는 소크라테스의 태도에 당
황한 리시마코스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두 선생(니키아스
와 라케스)의 의사에 달린 것임을 환기시킨다. 한데 니키아스는, 이 상황
이 조금도 놀랍거나 언짢지 않다는 듯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어르신(리시마코스)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시는 것으로 제게는 생각됩니다. 소
크라테스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며 사귀게 되는 사람은, 사실 처
음에는 다른 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도, 이 사람으로서는 논
의에 의해 그에게 이끌리어 다니기를 멈추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고 있으며 지난날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
지 이야기를 해 주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한
데, 일단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모든 걸 충분히 그리고 훌륭히 심문해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을 소크라테스가 보내 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입니다. 
(…) 리시마코스님! 사실 저는 저 사람과 사귀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 잘하지 못했거나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받는다는 것은 전혀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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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솔론의 말을 따라 하고자 하며, 
살아 있을 때까지는 배우는 걸 귀히 여기는 이는, 또한 노령이 지각(지성)을 
갖고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이는 이후의 삶에 대해 
더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Ibid: 187e-188b, 강조는 인용자).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그것이 어떤 주제에서 출발하든 종국에는 봉착하고
야 마는 ‘자기 설명’의 단계는, 단순히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를 요청한다
기보다, 존재의 방식에 대한 ‘검토’와 ‘시험’을 지향하는 단계이다
(Foucault, 2011: 161). 즉 이 단계는, 대화 상대로 하여금 “합리적 담론
인 로고스와 자신이 사는 방식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Foucault, 2017b: 
241)을 증명하도록 요청하여, 그가 획득한(혹은 수용한) 진실과 그의 삶
(bios, 비오스) 간의 간격을 측정한다. 이때, 설명의 과정에서 화자 자신에
게 점차 선명해질 ‘로고스’는, 그가 그 자신의 삶에 부여해야 할 ‘가시적인 
형상(visible figure)’을 규정 및 제공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그의 삶
에 특정한 양식과 스타일을 부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과 대가를 인
식케 한다(Foucault, 2011: 161). 요컨대, 상대를 언제나 자기 설명의 단
계로 이끄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상대가 가진 로고스(합리적 담론)를 선
명화함과 동시에 로고스와 비오스 간의 간격을 현시해주어, 자기로의 전향
의 여정에서 그가 ‘걸어온’ 거리와, 앞으로 ‘걸어갈’ 거리를 명확화한다. 
 한데, 왜 하필 소크라테스일까? 무엇이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이런 식의 
대화를 주도하도록 자격을 부여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도대체 소크라테스
의 무엇을 믿고, 자기 삶의 밑천이 폭로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와의 
대화에 참여하고자 했을까? 이에 관한 대답은, 아래의 라케스의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라케스는, 소크라테스와의 논의가 어떤지를 묻는 니키아
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훌륭함(덕: aretē)에 대해서 또는 어떤 지혜에 대
해서 대화하는 걸 제가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또한 자기가 
하는 말들에 걸맞을 때, 말하는 사람과 하는 말이 서로 맞고 조화를 이루는 
것들임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런 사람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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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음악적(시가적: mousikos)이라 여겨지는데, 그는 가장 아름다운 선법
(harmonia)을 리라(lyra)나 놀이 악기로 조율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언행일치의 상태로 조율해 내죠. 영락없이 도리스 선법
으로지, 이오니아 선법으로도 아니며, 프리기아 선법이나 리디아 선법으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리스 선법이야말로 유일하게 헬라스적인 선법
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말하면 저를 기쁘게 하여, 누구에게나 제가 논의
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답니다. (…) 한데, 저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들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시험을 해보았던 것 같으며, 또한 거기에서는 그가 훌륭한 말들에 걸맞으며 
무슨 말이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axion onta logȏn kaȏn kai pasês 
parrêsias]을 알게 되었습니다. (…) 소크라테스여! 저는 선생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저를 가르쳐 주시고 논박해 주시길, 그리고 또 제 쪽에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이든 배우시게 되기를 제의합니다(Plato/박종현 역, 2010: 
188c-189b, 강조는 인용자).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바사노스
(basanos, 시금석) 역할”(Foucault, 2017b: 245)을 담당하도록 자격을 부
여한 가시적 기준을 알 수 있다.37)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론적 조화, 즉 
로고스와 비오스의 조화였다. 과거 라케스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보이오티
아와의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는데, 당시 소크라테스는 패배한 아군이 “뿔
뿔이 흩어져 후퇴하는 과정에서 라케스를 데리고, 마치 아테네의 시가지를 
걷듯, 침착하게 전진을 살피며 슬기롭고 용감하게 대처하면서 후
퇴”(Plato, Symposion: 221a-221c; 박종현, 2010: 208 주석10)했다.38) 

37)바사노스는 시금석을 뜻하는 명사로, “금을 바사노스 위에 문질러서 나타나는 긁힌 자
국으로 금의 진위나 질을 조사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에서 이 시금석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긁히는’ 사람에게서 로고스가 비오스(삶)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Nakayama, 2008: 104)

38)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해당 구절을 그대로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알키비아
데스의 목격담이다: “이보게들, 군대가 델리온에서부터 마구 퇴각할 때의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광경이었다네. 나는 어쩌다 보니 거기
에 기마병으로 있었지. 이분은 중장비 보병이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뿔뿔이 흩어
진 상태에서 이분이 라케스님과 더불에 퇴각하고 있었네. (…) 바로 거기서 나는 소크라
테스 선생님을 포테이다이아에서보다 잘 바라보게 되었지. 말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겁이 덜 나 있었거든. 우선 침착함에 있어서 라케스 님을 얼마나 능가했던지! 
그 다음으로 그분은 여기 시내에서 그러는 것과 똑같이 거기서도, 아리스토파네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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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케스는 그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에서 용맹하고 굳센 기상을 북돋는 ‘도리
스 선법’39) 같은 음악적 미(美)를 발견했고, 이로써 그와 대화를 나누어보
기도 전에 이미 그를 신뢰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존재론적 조화(로고스
와 비오스의 조화)’는, 소크라테스의 파레시아가 목적으로 삼는 바이면서 
동시에 소크라테스에게 파레시아스트의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결국 모두가 소크라테스의 파레시아 게임에 기꺼이 입장하게 된 바, 소크
라테스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논의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시범을 통한 군사
교육은 유용한가’에 대한 당초의 논의를, ‘용기(andreia)란 무엇인가’에 대
한 본질적 논의로 전환한다.40) 라케스와 니키아스는 파레시아스트의 요청
에 따라 순서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용기의 정의(定義)를 말하는데, 그때마
다 소크라테스는 그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두 선생을 아포리아(곤경)
의 상태로 내몬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치고받던 대화는, 끝에 가서 소크라
테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 -“우리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
다(Plato/박종현 역, 2010: 199e)”- 으로 종결된다.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용기의 정의가 아닌 ‘무지의 지’였다. 소크라테스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첨언을 덧붙인다.

혹시라도 방금 가진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아는 자’로 틀림없이 드러난 반면
에, 여기 이 두 분께서는 ‘알지 못하는 이들’로 드러났다면, 이 일에 저를 초
빙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만, 이제 실은 모두가 마찬가지로 당혹

건 바로 자네 표현이네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리저리 곁눈질하면서’, 그러니까 유유
히 곁눈질로 우군도 보고 적군도 보고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적어도 내게는 보
였네. 어쨌든 누군가가 이 사나이를 건드리기라도 할라치면 아주 단호하게 막아 낼 태
세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심지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까지도 분명했
지.”(Plato, Symposion/강철웅 역, 2010: 221a-221c) 

39)그리스의 선법에는 네 종류가 있다. 이오니아 선법과 리디아 선법, 프리기아 선법과 도
리스 선법이 그것이다. 『국가』에 근거하면, 이오니아 선법과 리디아 선법은 유약하여 
주연(酒宴)을 할 때나 알맞은 선법이고, “전투 행위나 모든 강제적인 업무에 있어서 용
감한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그리고 또 좌절하더라도, 말하자면 부상이나 죽음에 당면
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불행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모든 사태에서도 자신의 불운
을 꿋꿋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막아내는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적절하게 모방하게 될 
선법”(Plato, Politeia/박종현 역, 2005: 399b-c)은 도리스 선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전
투에서 보여준 도리아식 조화는 “남성적이고 용맹한 조화”이다(Foucault, 2017b: 246).

40)어떤 주제에 ‘사람’으로 접근하든, ‘개념’으로 접근하든 어차피 도착지는 ‘자기에 대한 
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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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움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야
만 할 것으로 제게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러하므로, 제가 여러분께 뭔
가 괜찮은 조언을 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 모두
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교사를 함께 찾아야만 하거
니와, 그리고선 또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돈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그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Plato/박종현 역, 2010: 
200e-201a).

결국 ‘용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소크라
테스는 오히려 이를 논거로 ‘검토’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절
대적 진리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훌륭
한 사냥꾼은 다만 추적을 멈추지 않을 뿐이다(Ibid: 194b). 그런데, 만약 
소크라테스가 명백하게 ‘아는 자’로 드러났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
까? 모르긴 몰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솔직한 말하기로서 파레시아가 퇴
색하고, 그가 설파한 진리가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잠식하게 되는 일이 일
어났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실존의 미학, 자기수련, 자기배려의 관념 
또한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소거되고, ‘자기’의 문제는 우리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파레시아가 항시 ‘무지의 지’로 귀
결된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그의 대화는, 상대로 하여금 자
신의 로고스(합리적 담론)보다 더 나은 로고스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뭔
가를 배우려는 항상적 태도, 항상적 의지”(Foucault, 2017b: 243)를 북돋
으면서도, 그것의 자기화(자기실천)는 언제나 자기의 소임이며, 진실의 추
구에 ‘종료’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용기를 모르지만 용기있
고, 절제를 모르지만 절제를 하는 사람이다. 즉 그 자신은 용기를 모른다
고 하지만(라케스) 전쟁터(향연, 220e- 221c)와 정치적 장에서(변론, 32b) 
그가 보인 모습은 용감한 사람의 전형이었으며, 절제를 모른다고 했으나
(카르미데스) 그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육체적·경제적 욕망을 절제하는 비
범함(향연, 219c-d)을 보여주었다(김석완 2009: 28). 즉, 소크라테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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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히 ‘아는 자’이기보다 ‘행하는 자’였고, 그에게 파레시아스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후자의 사실이었다. 이는, 자기에 대한 앎 자체에 천착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로고스에 한해서나마, 그것이 부여
하는 형상에 스스로의 행위와 삶을 일치시키는 일임을 일러준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요지를 이해한 청자들 –리시마코스, 멜레시아스, 니키
아스, 라케스- 은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자식의 스승이 되어줄 것을 간청
하게 되고, 이렇게 『라케스』는 끝을 맺는다. 요컨대 『라케스』에 따르면, 
고대인에게 ‘스승’은, 제자로 하여금 진실(로고스)과 삶(비오스)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파레시아스트’였다. 훌륭한 파레시아스트이기 위해, 
교사는 제자보다 더 나은 로고스의 소유자여야 했으며 이를 존재론적 조
화, 즉 언행일치로써 증명해야 했다. 스승과의 파레시아 게임에서 제자는 
늘 자기의 무지와 가식이 폭로될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럼으로써 자신의 
현실태를 이루는 것들(과거로부터 와, 나의 현재를 휘감은 것들)을 점검하
고 자기를 돌볼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윤리적 파레시아는 제자가 자기 
‘검토’를 거쳐 궁극적으로 자기 ‘배려’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스승의 로고
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승의 파레시아적 발화가 제자에게 야기한 로고스의 획득 또는 선
명화는, 그 로고스의 ‘자기화(고유화)’를 위한 수련(askesis)의 임무를 그에
게 부과한다. 즉 제자는, 습관적인 자기실천(예컨대 독서, 글쓰기, 명상, 
의식점검 등)을 통해 로고스를 ‘재활성화’하며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각인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제자의 정신에 유입된 스승의 로고스는 자기실천
을 통해 제자의 신체에 흡수되고, 진실의 체화로 말미암아 제자의 비오스
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주체화가 이루어진다. 마침내 제자의 신체에 진실이 
확고히 터를 잡게 되면, 제자 또한 참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다시 말
해 파레시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요컨대 진실의 순환
은 에토스의 순환을 가능케 하며, 에토스의 순환은 파레시아의 순환을 가
능케 한다.41)

41)이 ‘진실의 순환’에 관하여, 심세광(2007)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진실을 알고, 체험
하며, 진실이 되어 버렸고, 이 진실을 자신이 체험하고 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이는 스
승으로부터 시작해 오로지 이러한 정합성으로부터 결과되는 parrhêsia이자, 제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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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스승의 파레시아로부터 제자의 윤리적 주체화로 귀결되는 –그리
고 또 그곳에서 다시 시작될- 주체성의 순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
사들에게 ‘교사로서 자신의 발화’에 대해 숙고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파
레시아는 기본적으로 “말해야 할 바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 순간에, 그것을 말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형식 속에서 말하게 
만드는 솔직함·자유·개방”(Foucault, 2007: 398)을 전제한다. 과연 우리 
교사들의 발화는 그런 ‘솔직함, 자유, 개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 
이보다도 다음의 물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들은 솔직한 발화를 행
사할 자격이 있는가? 즉 학생들은, 오늘날의 교사들과 기꺼이 파레시아 
계약42)을 체결할까?
 물론, 소크라테스와 같이 로고스와 비오스의 완벽한 조화를 현시하는 현
자(賢者)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담론과 삶의 방식을 일치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부족하나마 교사의 담론을 보다 진실하게, 참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노력과 노력을 통한 교사의 진전을 눈앞에서 목
도한 학생들은, 마치 라케스가 전장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상기하며 
그의 파레시아를 수용한 것처럼, 이 교사에게는 무언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그렇기에 설령 그의 솔직한 발화가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분
명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포스트모던적 교사 주체화’를 위하여, “바깥으로 
표출되는 단호하고 솔직한 말의 반복”(Gros, 2016/오르트망 외 역, 2017: 
17)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한다. 비록 우리 교사들을 둘러싼 외부적 조
건 –신자유주의, 입시제도, 교권추락 등- 이 그들의 발화를 솔직함보다는 
가식으로, 엄격함보다는 유연함으로 무장시키지만,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청으로 이어져 그의 행동과 존재 방식, 요컨대 êthos로 변형될 수 있는 진실된 말로 향
하는 순환의 절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순환 속에는 진실이 정확히 설명되고 잘 이해되
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인 주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통과하는 두 당
사자들의 신체 속에 진실이 존재하게 하는 기술적인 절차들이다. 이것은 분명 주체성의 
순환,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매개로 한 에토스와 에토스의 순환이다(심세광, 2007: 22).

42)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파레시아 계약이란, 발화자는 ‘솔직한 진
실 발화’를 약속하고, 수신자는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것임을, 파레시아를 근거로 보복
이나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치적 장에서 행해지던 파레시아
가 윤리의 장으로 확대되면서(혹은 초점이 이동하면서) 파레시아는 ‘계약’의 성질을 띠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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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진실을 말해보는 습관은 교사가 자신의 ‘진실’과 관계를 형성하
는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나아가 진실의 선명한 인식이 자기 실천과 
결부되면, 점차 교사의 존재 방식에도 일정한 양식과 스타일이 생겨날 것
이고, 그가 생산하는 담론은 학생의 주체화를 가능케 할 힘을 갖게 될 것
이다.

3. 삶의 기술로서 파레시아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일상 및 자기관계
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파레시아가 ‘순환’되는 것
이라면, 다시 말해 파레시아가 파레시아를 낳을 수 있다면, 제자의 자기관
계에서 나타나는 파레시아는 어떤 양상을 갖는가? 필자는, 헬레니즘·로마 
시대에 이르러 ‘자기 실천’의 영역으로 발을 넓히게 된, 말하자면 자기와 
타자를 돌보는 ‘삶의 기술’(Foucault, 2017b: 271)의 형태를 띠게 된43) 

43)헬레니즘·로마 시대에 이르러, 자기배려는 사회 전체에 폭넓게 확산되고, 총체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는다(Foucault, 2007: 51). 특히 이 시기에는 삶의 기술(teknê tou 
bio)과 영성의 문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자기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하는가?’-가 서
로 결합을 이루었다. 견유학파 이후로 –후기 소크라테스주의자·견유주의자·에피쿠로스주
의자·스토아주의자 등-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는 자기기술 및 자기 수양의 테마
와 거의 동일시되는데(Ibid: 210-211), 이로 인해 파레시아 또한 “자기와 타자를 돌보
는 기술”(Foucault, 2017b: 271)의 영역에 통합된다. 이전의 파레시아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었다면, 이제는 자기와의 관계 내에서도 일종의 ‘자기실천’으로서 성
립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귀결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나의 로고
스를 검토해 줄 ‘타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진실을 삶에 새겨 자기를 형성해야 할 
당사자는 오직 ‘자기’이기에, 자기가 하는 자기검토 또한 매우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파레시아 또한 ‘기술’의 형태를 띤다. “결점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사람을 향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던질 수 있는, 설득하는 
동시에 배려하는 기술” 말이다(Gros, 2016/오르트망 외 역, 2017: 16). 필로데모스의 
『파레시아에 관하여』에서는, ‘카이로스의 기술로서 파레시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제자에게 말할 때는 많은 배려를 해야 하고 
제자들에게 개입하는 경우들을 가능한 한 늦추어야 한다고 필로데모스는 말합니다. 그
러나 그것을 너무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순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말을 
듣는 자의 정신상태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너무 심하게 
질책하면 젊은이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기의 포착에서 
parrhêsia는 항해사의 기술, 실천과 의사의 실천을 떠오르게 한다고 필로데모스는 말합
니다(Philodème/Gigante 역, 1968: 206-207; Foucault, 2007: 4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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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시아가 ‘자기 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실 게임44)을 잘 드러낸
다고 보고, 세네카의 텍스트를 통해 이를 탐구하려 한다. 특히 “각자가 자
기에 관한 진실을 검토”하기 위해 행했던 ‘자기점검’에 초점을 맞추어, 
“수련들 속에서 실행되고 실천되었던”(Foucault, 2017b: 319) 파레시아를 
살펴볼 것이다.

1) 자기 자신에게 진실 말하기

 자기의 자기점검과 관련하여 필자가 첫 번째로 참조할 텍스트는, 세네카
의 『분노에 관하여』이다. 관련 구절을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섹스티우스는 언제나 이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의 마음을 향해 묻는 것이다. “오늘, 너는 자신의 어떤 악을 고쳤
는가? 어떤 잘못에 맞섰는가? 어떤 점에서 너는 더 좋아졌는가?” 분노도 날
마다 심판인 앞으로 출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진정되어 부드러워질 것이
다. 그러므로 하루를 세심하게 돌아보는 이 습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
까? 자기를 성찰한 다음에 찾아오는 잠은 어떤 것일까? 마음이 칭찬이나 충
고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정찰자와 비밀 감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본 뒤
에 얼마나 조용하고, 깊고, 자유로운 잠이 찾아오겠는가? 나도 이 권능을 사
용하여 매일 자기의 심판 아래 변론을 한다. 주위에서 빛이 멀어지고, 내 습
관에 이미 익숙해진 아내가 침묵하면, 나는 하루를 구석구석까지 탐색하고 
나의 언행을 뒤돌아본다. 나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아무것도 
못 본 체 하고 지나가지 않는다. 어째서 내가 나의 잘못에 꽁무니를 뺄 필요
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짓은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은 너를 용서한다. 그 토론에서 너의 논법은 몹시 시비
조였다. 앞으로는 미숙한 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라. 이제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 그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자유
를 설교했다. 그 때문에 너는 그를 바로잡지 못하고, 기분만 상하게 했다. 앞

44)이 시기의 진실 게임은 자기 관계에서만 전개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타자
(예컨대 스승)와의 관계에서의 파레시아 게임도 지속되고 그 또한 기술적·체계적으로 변
모한다. 다만 여기서는 필자의 임의로 ‘자기관계의 파레시아’를 집중 조명하는 것일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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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네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듣는 쪽에서 
진리에 참을성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조심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선한 사
람은 주의를 받은 것을 기뻐하지만, 못된 인간일수록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는다.”(Sénèque/김현창 역 2016: 202-203) 

푸코에 따르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루어지는 자기점검은, 로
마·헬레니즘 시기 다양한 철학학파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된 자기실천으
로, 이 자기 대화의 특이점은 자기가 자기 언행의 시금석(basanos) 혹은 
파레시아스트(parrhêsiastes)로 기능한다는 데에 있다. 즉 내 안에 나의 
언행을 감시하는 ‘정찰자와 감찰관’이 존재하고, 그는 하루 동안의 나의 
‘말’과 ‘행위’에서 잘못을 잡아낸다. 물론 ‘감찰, 심판, 변론’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주체의 자기관계가 “법적 관계에서처럼 피고인이 판사와 
대면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Foucault, 2004b: :82) 이때의 잘못은 
‘죄’라기보다 ‘오류’에 가까운데, 말하자면 이것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품행의 오류”이고, “자신이 아는 원리와 자신이 채택한 품행 사이에 합리
적 관계를 구축”(Foucault, 2017b: 326)하지 못했다는 사실, 즉 로고스와 
비오스의 불일치로부터 파생된 오류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감찰관은, 처벌
을 내리는 판사라기보다 감독관, 행정관 같은 양상을 띤다. 같은 맥락에
서, 오류의 인지가 ‘죄책감’이나 ‘속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
기점검의 목적은, 책임을 따지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품행의 모형들로서의 특정한 규칙들”(Foucault, 2017b: 
327)을 더 능동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즉 주기적으로 
내 안의 진실을 재활성화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과 연동시킴으로써 마침
내 진실이 존재의 일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45) 

45)자기검토 이외에도, 진실과 주체를 매개하는 일군의 기술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자기기술로 꼽히는 ‘경청’과 ‘글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
급하고 싶다. 스토아주의나 에피쿠로스주의에서 ‘경청’은 제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및 자질이었고, 플루타르코스나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에게서도 적절한 경청의 규칙 
-“취해야 하는 신체의 태도,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 막 말해진 바를 유념하는 방식”-이 
발견된다. 또한 “이 시대에는 독서·대화, 전해 듣거나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성찰을 메
모하고, 또 이따금씩 그 내용을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독서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들
에 대한 여러 종류의 일지들을 기록하는 개인적인 글쓰기라 지칭되는 수련이 있었다
(Foucault, 2007: 528)”. 경청이 스승의 ‘진실’을 단단히 붙들어 그것의 진실성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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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헬라인만의 것은 아닐 테지
만, 위의 자기점검은 ‘표현된 것’에 붙박인 ‘이성적’ 사유라는 점에서, 우
리의 사유가 곧잘 빠지곤 하는, ‘후회와 자기혐오의 구렁텅이’와는 거리가 
멀다. 이 사유는, 자기와 주변을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며, 말과 생각을 
기록하고, 이에 어떻게 자신을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는”(Vansieleghem, 2011: 382) 사유로, 나의 언행에 대한 복기(復棋)가 
자연스레 ‘주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같은 걱정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유의 레퍼토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고대적 사유의 
근간인 ‘자기배려’에서 발원했을 것이다. 
 어쩌면 표현된 것 ‘이면’에 천착하는, (특히 타자의) 언행의 ‘의도’와 ‘목
적’을 해석하는 데 골몰하는 우리의 사유는 파레시아의 부재에서 온 것이
고, 그렇기에 파레시아의 회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
컨대, A라는 사람이 B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파레시아를 행했다고 하자. 
“너가 한 행위는 옳지 않아. 아주 부도덕한 행위였어.” A의 이 같은 발언
엔 애당초 이면(裡面)이 없으니 따로 사유할 게 없고, 다만 B에게 들 수 
있는 생각은 ‘그러는 너는?’이나 ‘정말 그런가?’ 같은 것일 테다. A가 진
정한 파레시아스트라면 B의 두 의문은 당장 해소될 텐데, 왜냐하면 A는 
도덕적인 인간인데다가 그의 말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망(人望)이 두터운 인물들의 적극적인 파레시아가 –그것이 무엇을 
향하든 간에- 우리 대중들의 사고회로를 바꿀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도 모르겠다. 지금 우리 사회엔 ‘지행일치’, ‘反내로남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주제는 정쟁(政爭)의 우위를 
위해서나 특정인의 저격 및 퇴출을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물
론 잘못이 있으면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 비판이 ‘배려’나 ‘인간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무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교육의 영역만큼은,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은 
죄가 아닌 오류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판사이기보다 행정관이며, 

한다면, 글쓰기는 진실을 물질화하여 언제든 ‘재활성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다. 이 
둘은 진실과 주체의 매개에 있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이므로, 현재 우리 교육에도 
함의하는 바가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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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배려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함으로써, 그가 ‘내면의 파레시아스
트’를 제대로 정초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싹틀 
때라야만, 아이들은 ‘후회와 자기혐오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자유
로운(self-mastery) 자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자기의 진실 말하기

 푸코에 따르면, 고대 후기에는 스승·제자의 수직적인 관계 및 자기관계 
외에도, 수평적인 체제 내에서 ‘parrhêsia’가 순환하게 된다. 이를테면 
‘서신 교환, (집단)상담, 규칙적인 대화’ 등의 노력을 통해, 우정 관계 또는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 상호 간의 자기점검을 지원하려는 실천들이 행해진 
것이다(Gros, 2016/오르트망 외 역, 2017: 16). 특히 에피쿠로스주의에서
는 스승의 파레시아가 제자들에게 옮겨가 그들 간의 솔직한 말하기와 우
정을 강화시키는 기호가 발견되는데, 말하자면 스승의 파레시아는 “자유롭
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와 의무”를 배태하게 될 제자들에게 일종
의 ‘지표’와 ‘근간’, ‘계기’로 기능하여(Foucault, 2007: 418) 파레시아의 
전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서로를 구원하며 서로서로에 의해 
구원”(Philodème/Gigante 역, 1968: 212; Foucault, 2007: 417 재인용)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푸코는 에피쿠로스주의의 ‘우정’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전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첫째, 그들의 우정은 유용성에서 
기인한다. 둘째, 그 유용성은 ‘바람직성’과 대립하는 면이 있다. 셋째,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의 유지와 지속만이 바람직한 우정을 담보한다
(Foucault, 2007: 227). 여기서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의 일차적인 기준
도 ‘자기배려에의 기여’(유용성)임을 당연시했던, 다시 말해 우정도 ‘자기
배려’에 귀속되는 한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여겼던 에피쿠로스주의자
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참으로, 태도와 말, 행위, 관계 등 모든 것에 
깊숙이 배어있는 (고대인들의) ‘자기’에 대한 몰두와 전념은 놀라우리만치 
일관된 것 같다. 
 그렇다면, 우정관계에서 나타나는 파레시아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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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이와 관련하여, 에피쿠로스주의에 대한 자료는 희소한 까닭에
(Foucault, 2017b: 268), 필자는 스토아주의 철학자 세네카의 문헌을 빌
어 탐구해보고자 한다. 세네카의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에는 세레누스라
는 정치가가 세네카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점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46), 
이것은 영혼의 치유를 위해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일종의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의학 상담의 형식”(Foucault, 2017b: 331)을 취한다. 세레누
스가 털어놓는 자신의 상태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았다. 
 

나는 스승들의 명에 따라 국정 중심부에 참여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명예 있는 요직이나 집정관직을 얻으려고 생각하지만, 물론 고위직의 
자줏빛 옷이나 경찰 행정 관리의 관장(官杖)에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니고, 벗
이나 친척 및 온 국민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보다 더 쓸모있는 인
간이 되고자 원해서입니다. (…) 얻어맞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제 마음에 무
엇인가가 타격을 주었을 때,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의 삶에도 많이 있듯이 부
당한 무엇인가가, 또는 그렇게 손쉽게 진척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일어났을 
때, 또는 그리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일이 매우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알았을 때 등 저는 한감함에 마음을 돌리고 피곤한 가축이 그렇게 하듯이 여
느 때보다 발걸음을 빨리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 생활을 그 우리 안에 
가두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토록 많은 노력에 대해 그에 알맞은 대가를 치러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삶의 하루라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정신에게는 그 자체에 
단단히 집착하고 자존을 가지게 하여 자신이 알 수 없는 것, 타인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일은 무엇하나 시키지 않으리라. (…)” 그러나 가끔 책을 읽어 
정신이 고양된 때나 훌륭한 실례에 감명을 받았을 때 등은, 당장이라도 중앙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누군가에게는 변호 역할을 맡아준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는 비록 아무런 이로움 없이 끝나더라도 적어도 무엇인가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뻗어주고 또 누군가의 오만함을 대광장에 막아놓고 싶습니다

46)내용의 맥락을 간단히 언급하면(Foucault, 2017b: 329-330), 네로 치하(로마)의 정치가
였던 세레누스는, ‘철학’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기반을 다짐으로써 보다 나은 정치 활동
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도덕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다시 
말해 자기 삶에 어떠한 발전도, 진전도 없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철학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지경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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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énèque/김현창 역, 2016: 307-308).47)

위 글에 의하면, 세레누스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정치 생활
을 시작했고, 이것 –인류애와 희생정신- 이 공적 생활에 있어 자신의 품
행의 원리(아니무스)를 이루길 원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그 원리를 실
현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한데 문제는, 이따금씩 “자신의 아니무스 속에
서 몇몇 비의지적 운동들을 느낀다는 것”(Foucault, 2017b: 340)이다. 이
를테면 인용문에서 세레누스가 자신을 우리(방 안)에 가두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물론 이 운동이 반드시 그런 식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지만, 그것이 발생시키는 감각은 “그의 아니무스가 완전히 안정되
지 않았으며, 아직 단단히 세워지지 않았고 항구적이지 않다는, 그리고 언
젠가 그가 부추겨지고 끌어 당겨지고 뒤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는 등의 일
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징후”(Ibid: 340)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세레
누스가 가진 불안정의 근원은 (로고스와 비오스의 불일치에 있다기보다) 
‘트란킬리타스’ -윤리적 구조의 항구성, 완전한 자기주권- 의 부재에 있
다.
 푸코는 세레누스의 고백과 같은 자기 자신의 진실 말하기를 ‘대차대조표’
에 비유한다. 마치 일정한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 –자산과 부채(경제
적 의무)- 를 표로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처럼, 이 진실 발화는 현재 자기의 
상태 및 자신의 의무를 드러냄으로써 자유 활용의 실태(實態)를 인식하게 

47)당대에 도덕 철학이 의학 및 조타(操舵)에 비유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으므로, 세레
누스가 자신의 철학적 불편을 질병의 고통처럼 호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
었다. 세레누스는 빈번히 자신을 엄습하는 결점으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치료제를 세네카에게서 구하고자 했다. 그의 호소는 다음과 같은 조타
의 은유로도 행해진다 :“당신에게 호소하는 이 궁상을 정확히 비유해서 말한다면 저는 
태풍으로 괴로움을 겪는 거이 아니고, 뱃멀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이 되었든 부디 이런 재앙을 씻어내어 육지를 눈앞에 보면서 힘들게 싸우는 자에게 구
원의 손길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Sénèque/김현창 역, 2016: 307-308) 이 글에서 
‘배와 육지의 거리’가 나타내는 바는 ‘현재 세레누스의 존재론적 상태’와 그가 목표로 
하는 ‘진실’의 거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배의 ‘흔들림’은, 정신의 ‘불안정 및 유동성’과 
대응을 이루고, 배의 정체(停滯)는 더이상 진전이 없는 세레누스의 도덕적 상태와 짝을 
이룬다. 마치 육지를 가시거리에 두고도 전진하지 못하는 배처럼 –흔들리지만 전진하지 
못함, ‘운동 없는 운동성’- 세레누스는 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 불안정과 유동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그는 진실에 닿지 못할 것이고, 진실에 온
전히 닿기 전까지는 부동(不動)과 평정(平靜)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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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진실과 현(現)존재의 거리, 불안정과 실천의 괴리는 주체의 
자유 활용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주체의 혼자 힘으로는 밝혀
낼 수 없는 문제의 근원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깊이 파헤쳐질 것
이다.
 한편, 세레누스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세네카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조
언을 건넨다. 

세레누스여, 나도 자네의 그러한 정신 상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오
랫동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비유할 수 있는 사례로 무엇보다
도 가까운 것은, 오랫동안의 중병에서 겨우 해방은 되었지만, 때때로 찾아오
는 미열과 두통에 시달려 병의 종말 증상은 벗어나 이미 건강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여 의사에게 손을 내밀어,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가 하면서 
과장되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몸
은, 세레누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자네가 학문 연구 생활로 돌아갈 때에는 삶에
의 권태를 모두 벗어나고, 햇볕을 싫어해서 밤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자신이 스스로의 무거운 짐이 되는 일도 없고 타인에게 쓸데없는 인간이 되
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네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친구로 만들고,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자네에게로 모여들 것이다(Sénèque/김현창 역, 2016: 
309-315, 강조는 인용자).48) 

위 인용문은 크게, 세레누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세네카의 진단(혹은 명료
화)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의 제안으로 구성된다. 당대에는 자기배려
가 의학 및 조타에 비유되는 일이 매우 흔했던 바, 세네카는 의학적 표현
을 빌어, 자신이 생각하는 세레누스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한다. 한편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정치에 종사함과 동시에 ‘학문 연구 공동체’에 
꾸준히 참여하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훌륭한 사람들과 훌륭한 미덕 -정의, 
인내, 용기, 죽음, 양심 등- 에 대해 탐구하고 논의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권태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었다.

48)전체 내용은 꽤 많은 분량(마음의 평정에 대한 세네카의 견해)이고, 필자가 발췌한 부분
은 그 중 극히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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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자기의 항구적인 관계를 촉진할 인적 자원을 물색하라는 세네카
의 조언은, ‘공동체’가 ‘자기’의 삶에 기여하는 바, 혹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숙고로 우리를 이끈다.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모든 주체는, 자
기에게 ‘유용’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자기배려를 
위한) 공동체는 필시 ‘솔직함’과 ‘배려’에 근거할 터이니, 이 그룹을 일컬
어 ‘파레시아 공동체’라 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든 교사로 하여금 그
런 ‘파레시아 교사 공동체’를 갖도록 하는 것, 나아가 모든 ‘학급’이 아이
들에게 파레시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기배려-
지향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 교육의 맥락에 ‘파레시아’ 개념을 적용한 실제 사례
를 통해, 우리 교육의 맥락에서 파레시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
해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4. Vansieleghem의 파레시아 수련

1) 실험 내용

 벨기에의 교육학자이자 어린이 철학(philosophy with children)의 전문가인 
Nancy Vansieleghem은, 지난 2006년 실제로 파레시아 개념을 구현(具現)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파레시아의 수련
(excercise)으로서 어린이 철학: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철학 
실험의 보고서」(2011)49)를 발표하여 유용한 교육적 통찰을 공유하였다. 필
자는 그녀의 실험이 현대 교육의 맥락에 알맞게 파레시아 개념을 해석·적
용하였다고 보고, 해당 논문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개념의 교육적 
적용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그녀가 실험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자면(Vansieleghem, 
2011: 321-323), 이 실험은 ‘VVOB’라는 비영리 단체50) –개발도상국의 교육을 

49)영어 제목은 이러하다: 「Philosophy with Children as an Exercise in parrhêsia: 
An Account of a Philosophical Experiment with Children in Cambodia」

50)VVOB(Vlaamse Vereniging voor Ontwikkelingssamenwerking en Technische 



- 77 -

지원하는- 가 시엠립의 사범대학에서 어린이 철학(philosophy with 
children)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면서, 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다. 보통 ‘어린이 철학’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
는, 그리하여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정신적·방법론적 절차를 점점 의식적으
로 사용하게 하는”(Ibid: 322) 프로그램을 떠올리지만, Vansieleghem는 완전
히 다른 관점에서 어린이 철학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어린이 철학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표현해보려 한다. 나는 철학의 
과정을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셸 푸코
를 따라, 자기배려를 위한 실천 -자기에 의한 자기의 변형. 내가 생각하는 
자기배려는 단순한 결점의 보완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에 대한 확증
(affirmation)이다- 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어린
이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타당한 지식 주장을 생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
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현 존재가 되도록 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것이
다(Ibid: 322).

요컨대 그녀는 인식이나 지식이 아닌 ‘배려’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철학을 구
상하였고, 그러한 철학을 위한 조건으로서 ‘현존(現存)’에 주목했다. 필자가 보
기에, 여기서 ‘현존’이 의미하는 바는 지식·권력 결합체 혹은 수사학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온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그저 ‘현재 안
에서, 현 존재로서 존재하는 상태’일 것이다. 이는 말하기 위해, 또 행위하기 
위해 어떤 지식이나 역량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자기가 ‘실존적 자기’를 대
면하는 ‘자기 보기’, 그리고 파레시아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현존’으로 이끈다는 것일까? 아이들을 이것으
로 인도하기 위해 그녀가 채택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걷기’였다. 
신체를 통해서, 혹은 금욕의 연습을 통해서 현존(現存)으로 향하겠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이하는 실험의 내용에 관한 그녀의 이야기이다. 

Bijstand)는 1982년에 창립된,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로, 주로 캄보
디아, 콩고, 에콰도르, 르완다, 남아프리카, 수리남,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 벨기에 등
에서 활약한다. 이 단체는 플랑드르와 벨기에 정부 및 기타 기증자의 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개발도상국의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vvob.org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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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초청해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했다. 우리는 걸었다. 씨엠립의 뜨겁고 먼지 나는 지역을, 우리는 그
저 걸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우리는 그
저 걷고 말했는데, 마치 관광객과 노점상 사이의 대화처럼 여겨질 만한, 언어
를 공유했다. 이를테면 "앙코르 와트를 아세요?", "엽서 살래요?", "팔찌 좀 
보실래요?" 등이 아이들이 내게 던진 질문이었다. 나는 관광객이었고, 그들은 
판매자였다. 우리는 일종의 사막, 즉 관광지(앙코르 와트의 사원)와 집을 나
누는 땅덩어리를 서로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집과 사원 사이의 
공간으로만 존재했던 곳으로, 거의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곳은 쓰레
기와 먼지가 쌓인 곳이었는데, 분명히 경험할 것도, 볼 것도 없는 곳이었다. 
우리는 구체적인 경로나 계획 없이 이 공간을 몇 시간 동안 헤매었다. …그
곳은 탈진과 소진의 장이었다. … 열기(heat)와 걷기(walking)가 마음과 몸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우리 사이의 관계도 점차 달라졌다. 예의를 지키는 것과 
체면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다. 점점 심해지는 피로가 
모든 사람을 더욱 솔직하고(honest), 더 직접적(direct)이고, 더 조용하게
(quiet) 만들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경험
할 게 없어!" 이런 질문들이 정신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은 산책에 초대받
았지만, 이 산책은 전통적인 교육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것은 학교 교과과정에 적합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걷기는 우리
에게 한 발 한 발, 일종의 '노출'(exposure)과 우리의 눈앞에 현전되는 무언
가를 향해 인도하는 걸음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껏 '의미 없는 것' -적
어도 지식이나 역량에 대한 집착으로 점철된 교육적 사고의 조건에서- 이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했던 것들을 향해 우리를 인도했다(Ibid: 
323-325, 강조는 인용자). 

Vansieleghem에 따르면, ‘볼 것도, 경험할 것도 없는 땅’을 아이들과 정처 
없이 걸은 까닭은 일종의 ‘파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의 파
열은 우리의 사고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노출 시키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시선을 갖기 위해 ‘우리 자신의 상(像)’을 지나쳐 지나가기 위한 파
열이다(Ibid: 325). 즉 그녀는 아이들을 ‘기존의 자기’로부터 해방시켜 ‘실
존적 자기’를 대면케 하기 위해, (마치 실존적 자기가 그렇듯) 이제껏 의미 
없게 여겼으나 늘 존재하던 것들 –이를테면 버려진 땅, 자신의 신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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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인도한 것이다. 이러한 파열이 야기한 결과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
은 것이었다. 

우리가 말하던 관광 언어(tourist language)는 점차 사라졌고, 나는 더이상 
관광객이 아니게 되었다. (…) 이 낯선 사람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학습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
이자, 동시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인식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 
(…) 점진적인 미끄러짐이 그들 자신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었고 … 한순간, 
역할(role)이나 지위(position, 그들의 친숙한 기표와 함께)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됐다. (…)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무한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물
러났고, 우리는 그 어떤 성찰(reflection)의 내면성보다도 더 깊은 친밀감 속
으로 가라앉았다. 즉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게 되었고, '상황'과 '서로'에 노출
(exposed)된 것이다. 점차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
을 등록(register)했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것
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 걸음은, 행위와 말(act and speak)로의 초대처럼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이상 사전에 정해진 담화의 일부로서가 아닌 채로 다
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걸음의 기계적인 이동이 낳는 심장박동으로 나
란히, 점진적으로 이동했다(Ibid: 325-326, 강조는 인용자). 

즉 실험의 참여자들은 파열을 계기로 ‘관광객, 행상인, 전문가, 학습자’ 따
위의 껍데기를 탈피하여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 나’를 대
면하게 된다. 이는 자기와 자기의 분리를 통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자기와 자기의 관계 맺음을 위한 여건이 마련
되었음을 암시한다. 더불어, Vansieleghem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는 서로
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이 공동체가 투명성과 솔직
함으로서 진리(a-letheia)에 한 층 더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출
(exposure)’ 이후의 언행은 미리 정해진 담화를 벗어나게 될 터인데, 말하
자면 지식이나 관습 따위가 관여하지 않는 행위와 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만큼은, 진리의 중재를 자처하는 ‘종교, 학교, 전문가’ 등의 간섭을 벗
어나, 주체의 진실 –언행에 내재된- 과 주체 자신이 독대(獨對)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언어와 세계는 발견될 필요가 있을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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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리나 관습에 의해 옹호될 필요가 전혀 없”(Ibid: 325-326)다는 사실
을 깨닫는다.
 특정 시점에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Vansieleghem는 그
들을 따라갔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화상’을 그려줄 것
을 부탁하는데, 이외에 어떠한 안내나 설명도 덧붙이지 않는다. 그녀에 따르
면, 이 그리기는 “자신을 행위의 주체로 기억하고, 다른 방식의 사고와 행
위를 또렷이 표현해 보라는 초대”(Ibid: 326)와 같았다. 자화상 그리기 활
동의 취지와 기능에 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출의 순간 이후, 그림 그리기로의 초대는 아이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생
각, 행동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실천 도중에 경험했던 감성을 통
합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면, 그림은 이 감성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활용가능한 것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그 경험을 아이들 자신 및 아이
들 간의 대화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종의 몸(body)을 위한 
에토스나 습관이 확립되며,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주의력
(attentiveness)이 생기게 한다. 이것이 제공하는 것은 정보(예를 들어 그들 
내면의 생각, 감정(feelings), 욕구, 목적 등에 관한)가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
하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다. 또한 그리기 활동은 다른 사람
들에게 주의력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포함한다. 이런 식의 발화와 표현을 통해, 사고는 재활성화되며, 다른 사람들
도 똑같이 하도록 초대한다(Ibid: 326,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 보는 것’은, 앞 장에서 다루
었던 ‘세네카의 자기점검’을 떠올리게 한다. 주지하듯, 세네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 전체를 ‘검토’하고 ‘시찰’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
신이 저지른 행동과 말들을 재평가”함으로써 본인이 설정한 품행규칙을 
재활성화한 바 있다(Foucault, 2004b: 82). 철학자인 세네카는 자기배려
의 대가인지라 그림의 도움 없이도 본인의 언행을 상기할 수 있었겠지만, 
확실히 이 실험의 참여자들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말, 행위를 상기시켜 주
는 그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로고스를 ‘물질성 안에서’ 유
지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자기실천(askesis)’이라 일컫던 것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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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Vansieleghem는 앞의 걷기 활동에서는 logos의 획득을, 여기서는 
logos의 ‘자기화’ 또는 ‘고유화’를 의도한 것 같다. 그녀는, 그림에 새긴 아이
들 각자의 실존(생각과 행위)이 ‘숙고’와 ‘대화’의 대상이 되도록 만듦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분명하고 개방적인 발언, 즉 진실 발화를 연습하게 하고, 이
를 통해 ‘진실과 신체의 연동’ 및 ‘현재에 대한 주의력’을 길러주고자 했다. 
그녀에 따르면 각자의 그림을 주제로 한 대화는 타인의 시선을 통한 자기점검 
또한 가능케 하며, 타자의 주의력 및 행위방식에까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 과연 아이들의 실제 수행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났
을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그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
들 자신을 담아내고 있었다.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그린다거나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
은 무엇이 말해져야 하고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가까웠다. 이것은 아이들의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려야 할 것
을 그리려고 시도하는 것에서도 가시화 되었다. … 이것은 한 소녀의 작품에
서 특히 두드러졌다. 나는 그녀의 작품을 칭찬했지만, 내가 한 말은 그녀가 
작품을 수정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입술 색을, 그녀는 빨간색에서 핑크색
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결국 눈길을 사로잡는 디테일이 됐다. 이러한 색상
의 보정은 이미지를 보다 솔직하고(plainer) 냉철하고(sober) 취약하게
(vulnerable) 만들었다. 그 아이에게 이것은 허영(vanity)과 아무 관련이 없
었고, 그녀는 교사의 승인을 얻는 것에도 흥미가 없었다. 즉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오직 진실과 감정의 효과를 얻고자 했다
(Vansieleghem, 2011: 327, 강조는 인용자). 

결국 노출과 현존(現存)의 경험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에마저 당시의 ‘말’과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했고, 나아가 ‘무엇
이 말해져야 했고 무엇이 행해져야 했는지’ 숙고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숙
고는 또한 ‘무엇을 그려야만 하는지’로 전이되어, 그림을 그리는 활동도 
진실을 추구하는, 진실과 실제를 일치시키려는 실천이 되도록 했다. 이때 
교사의 승인이나 동료의 반응 따위를 개의치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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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내는 ‘솔직함과 개방성’은 파레시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
자면 아이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을 뿐, 다른 동
기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Vansieleghem이 의도한 대로 이 프로그램
은 ‘파레시아의 수련(excercise)’이 되는 데 성공한 것 같으며, 아이들에게 형
성적 주체 –자아의 본질이나 내면의 심오한 진실 등을 추구하는 인식주체와 
대조되는- 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한 듯 보인다. 

2) Vansieleghem 철학 실험의 함의와 한계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상에서 상술한 철학 실험은 파레시아의 현대교육적 적
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파레시아의 적극적인 적
용을 위해서는, ‘카이로스(적기適期와 계기契機)’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에 ‘형성’과 ‘기획’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진실을 발화할 계
기나 적기의 ‘포착’으로 카이로스의 의미를 제한하기보다, 솔직함이 배려가 되
게 하는 모든 ‘조건’, 즉 “진실을 듣는 개인이 진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형식 하에서 최적의 조건 하에서 그 개인
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Foucault, 2007: 411)으로 이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그 조건을 형성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둘째, 현대 교육 맥락에서 파레시아의 성패는 ‘해방’에 달렸다. 지식·규율 결
합체에 예속되어 ‘말’도, ‘행위’도 제 것이 아닌 우리 교육 주체에게는, 예속된 
‘자기’를 벗어나 다른 존재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험이 절실하다. 반드
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위’해야 한다는 편견으로부터 거리를 둘 때라야
만,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의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탈피
해 ‘지금, 여기의 나’를 낯설게 보는 일이다. 더불어, 이 자기 보기는 자기를 
‘정의’하기 위해 자기에로 시선을 옮긴다기보다, 단지 자기를 스스로에게 ‘개
방’시켜 자기와 주변에 대한 민감성을 획득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Vansieleghem, 2011: 328).  
 셋째, 숨어있던 ‘자기’를 노출(exposure)시키는 문제, 다시 말해 주체를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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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存)하게 하는 문제는 ‘금욕’의 테마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다. 날 것의 
나를 대면하는 것은, ‘욕망인, 쾌락인’으로서의 나를 만나는 것으로, ‘절제와 
제어’가 필요한, 말하자면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강직함을 요구하는 ‘신체’
를 대면하는 것이다. Vansieleghem이 기획한 ‘(무작정) 걷기’의 경험은, 아이
들에게 주인이 필요한 ‘신체’를 가시화해주어, 그들의 자기관계를 ‘사유-중심’
이 아닌 ‘실천-중심’으로 이끈다. 즉 자기에 대한 형성적 시각을 갖게 하여 
‘자기주권’, ‘자기지배(self-mastery)’로 나아가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
이다. 
 넷째, 자기보기는 반드시 구체적인 자기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맥
락에서, 걷기를 통한 자기보기에 이어 곧바로 실행되었던 (Vansieleghem의) 
‘그림 그리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언행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숙고’하도록 하는 자기실천으로서, 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존의 경험과 
에토스의 변화를 매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자기실천을 통해, 아이들은 “주
의 깊게 보고 관찰하며, 말과 생각을 기록하고, 이것에 자신을 어떻게 연
관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Vansieleghem, 2011: 330)하는 ‘파
레시아스트’가 되어간다.  
 필자가 보기에, Vansieleghem의 철학 실험이 주는 이 같은 함의는 파레시
아(parrhêsia)의 교육적 구현을 위한 ‘원칙’으로 기능할 만하며, 그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이 개념을 (일회적이거나 간헐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녹아내어 
운영하는 데에 일종의 모범적 예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실험
이 말 그대로 ‘일회적 실험’이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
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상적인 교실 환경의 맥락에 파레시아가 어떻게 구
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미학
적’ 시선을 어떻게 갖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진실되고 아름다운 인간이고
자 하는 의욕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다음으로, ‘파레시아스트 교사’가 진실의 교육에서 맡게 될 역할을 충분히 조
명하지 못했다. 덧붙여, 교육제도 같은 거시적 맥락에서 카이로스의 문제를 
숙고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다음 장을 통해, 앞선 이론적 논의 및 Vansieleghem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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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일반적인 학교 교육의 맥락에 파레시아를 적용하
는 문제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주체화의 관건은 ‘기술(테크놀로지)의 변
화’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파레시아를 ‘주체화를 위한 교육기술’로 해석
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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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기술로서 파레시아 해석

 파레시아(parrhêsia)를 교사와 학생51)의 주체화(subjectivation)를 위한 ‘교
육 기술(educational technology)’로 해석한다고 할 때, 여기서 ‘교육 기술’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대립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명세화해 보자면, 이때의 교육기술은 근대의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과 달리 ‘지식’을 요하지 않고, 근대적 규율기술(disciplinary 
technology)과 달리 주체를 ‘예속화’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근대의 교육공
학은 ‘지식 전달’의 효율화를 위해 또 다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적
용하는 문제에 다름 아닌 데 반해(박성익 외, 2015: 25), 본고의 교육기술은 
그 활용을 위해 지식을 전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 및 ‘지식 기반 사
고’(knowledge-based thought)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한다. 더불어, 『감시와 
처벌』(1975)에 나오는 ‘규율기술’과 대조적으로, 주체의 독립과 자기지배
(self-mastery)를 고취한다. 말하자면, 교육 주체를 그 자신의 ‘자기 진실’과 
‘자기 기술’로 이끌어, 궁극적으로 주체가 스스로를 돌보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기술의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푸코의 언어를 빌리면, 이 기술은 ‘자기기술 지향적 타자 통솔의 테크
놀로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타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관리하는 기술의 일종이다(Foucault, 2017a: 209). 고
대 그리스·로마의 ‘존재의 기술’52)이 “기독교의 사목적 권력행사에 통합되면
서,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적,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 유형의 실천들에 통합되
면서”(Foucault, 2004a: 26)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던 것처럼, 존재의 기
술을 안내하고 독려하는 이 기술도 그 빛을 잃어갔다. 본고는 희미해져 가는 

51)“파르헤지아적 게임의 핵심은 자기와 타자, 자기 자신 사이의 어떤 고리의 형성, 개시
되고 확장되는 협약과 같은 나선적인 고리들의 형성”으로, 이 관계는 화자와 청자 모두
에게 윤리와 정동의 변화를 요청한다(신병현, 2016: 84-85). 즉, 두 주체는 함께 변화한
다. 그러므로 파레시아와 주체화를 논하면서 변화의 주체를 ‘교사’와 ‘학생’ 중 어느 하
나로 상정할 이유가 없다. 

52)“‘존재의 기술’이란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 스스로 행동규칙을 정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
시키고 그들의 특이한 존재 속에서 스스로를 변형시키며, 그들 삶을 어떤 미학적 가치를 지
닌, 그리고 어떤 양식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중하고도 자발
적인 실천으로 이해해야만 한다.”(Foucault, 2004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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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빛을 되살리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기술’로서 ‘파레시아’를 해석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답하기 전에, 필자가 이해하는 파레시아의 의미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파레시아가 대체로 ‘위험을 감수하는 진실 말하기’ 혹은 ‘진실을 말하
는 용기’로 해석되는 까닭에 이것을 어떤 ‘발화’의 종류로 이해하기 쉽지만, 
필자는 이 개념의 의미를 ‘발화’로 국한하기보다, 이것의 기능과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더 폭넓게 해석하고 싶다. Gros(2016/오르트망 외 역, 
2017: 18)가 말하길, “파레시아는 분명 진실한 말이지만, 그 주된 기능은 
(…) 실존들의 힘의 선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며, “파레시아는 담론을 구성
하기보다는 삶 자체를 시험에 빠뜨리는 어떤 요소를 구성”한다. 이 같은 ‘기
능’에 초점을 맞추어 파레시아를 달리 보면, 그 구체적인 계기가 ‘발화’이든, 
‘침묵’이든, ‘모범’이든, ‘도발’이든 간에 타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문제화 –
자기의 “구체적인 품행을 규제하는 바에 대해 문제를 제기”(Gros, 2016/오르
트망 외 역, 2017: 16)- 하게 하고, 그의 존재론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이라면 ‘파레시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즉 파레시아는 그저 ‘진실 
발화’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진실을, 파레시아스트가 파레시아스트를, 
자기배려가 자기배려를 낳게 하는 그 어떤 ‘매개’ 혹은 ‘전승’ 자체로, 푸코의 
언어를 빌리면 “타자의 담론을 자기 돌봄의 실천 내에서 권리적으로 기초하고 
실제로 보장하는 특성들의 총체”(Foucault, 2017b 48)이다. 한편, 파레시아 
개념을 교육기술로 해석한다는 말은, 학교와 교실의 맥락에 적용할 작전과 방
법의 차원에서 이 개념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교육 
주체로 하여금 실존적 자기를 대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진실을 
발화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품행에 대한 주의력을 갖도록 할 것
인가?’의 차원에서 개념을 숙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숙고는, 근대의 규율
기술 –예컨대 공간의 분할(자리지정), 활동의 통제, 발생의 조직, 힘의 조
립 등- 과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할 새로운 교육기술의 탄생(혹은 복원)을 
가능케 한다. 
 새 교육기술의 논의에서, 교사는 규율장치의 ‘부품’으로서의 ‘권력의 하수
인’이 아닌, 자기 고유의 행위와 삶으로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인간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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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역할을 맡는다. 교사가 교사일 수 있는 근거는, 그 삶에서 배어나오
는 덕(德)과 미(美)가 학생의 그것을 앞서 있기 때문이며, 지식과 지위, 연
령 등이 인격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파레시아에 토대한 교육기술은, ‘파레시아’가 가진 본유의 특성으로 말미
암아 진실을 몸에 담는 신체들(교사, 학생)에 자유(독립, 자기지배)를 선사
한다. 교사는 이 교육기술의 ‘대상’이자 ‘사용자’로서, 이것의 활용과 적용
에 동참하는 가운데 더 나은 교사로,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교육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일종의 예
비적 고찰로서, 현재 우리 교육의 맥락에 적용되고 있는 규율기술에 대한, 
다시 말해 규율기술이 만들어 낸 교육환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1. 예비적 고찰: 규율기술 

 국내의 교육사학자 정규영(2013)은, 근대적 학교에 대한 푸코의 비판이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에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 교육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PISA 테스트와 같은 국
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줄곧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어서 서양인
들이 놀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학교 안에 잡아두는 한국 교육 특유의 학생 ‘감금’ 방식은 서양인들로 하여금 
한국 교육이 자신들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와 고도 규율의 감금형 교육의 동시 존재.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학교 교육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푸코가 비판
하는 바의, 규율 권력 장치로서의 ‘근대 교육’은 오늘날 한국의 학교에서 가
장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어떤 종류의 ‘역사의 역설’인
가(정규영, 2013: 159, 강조는 인용자)?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분석한 ‘학교’는 감옥이나 병영 같은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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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하나로, “개인을 권력과 지식의 상관적 구성요소로서 만들기 위
한”(Foucault, 2016: 302), 다시 말해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을 주조하
기 위한 공간이다. 위 글에서 정규영은, 한국의 학교가 학생들의 물리적인 
신체를 ‘감금’하고 그들에게 지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학교야말로 규율권력의 ‘성
공적 작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규율권력의 
침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
고 있는가? 국내의 한 고등학생이 쓴 다음의 랩(rap) 가사는, 십 대들을 
대변하겠다는 작곡 의도에 걸맞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
는 것 같다.

우릴 틀에 가두고선 도리어 1도 없는 배려(…)
우리의 진심은 중2병이라 칭해지고
남는 거 하나 없대 친구들이랑 친해져도
학교 집 학원 돌면 한 거 없이 해지고
좀만 폰을 만져도 엄마한테 된통 깨지죠

꿈을 강요하면서 꿈꿀 시간을 주지 않아
모두의 꿈이 책 속에 있다 믿는 거야
괜히 또 남 사는 얘기에 힐끗힐끗해
나 자신을 괴롭히기 이젠 지긋지긋해

철이 없대. 하고 싶은 건 없는데
매년 적어 내래 장래 희망 oh ah yeah
없어서 없다 썼는데 
그게 왜 의지부족이고 생각 없는거야(…)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열정을 죽이는 부채질에 I’m burning out
전교권이면 달라질까. 아니지
자소서 쓰다 보면 이름까지 달라질 판이지
(…)                       -하선호(2018)

위 곡은, 필자의 생각에, “꿈을 강요하면서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 어른
들의 모순에 대한 지적과, 학생들을 ‘자기 자신(self)’ 및 ‘진실(truth)’로부
터 괴리시키는 모종의 ‘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그 틀은, 학
생들의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는 틀이자, 그들의 ‘사고’를 제한하는 틀이
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존재 방식’을 억압하는 틀이다. 이 틀의 존재가 지
시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실종은, 배려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기 자
신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되려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열정을 잃게 되
는) 슬픈 결말을 낳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교사들이 이 
‘틀’의 유지와 존속에 동참하며 학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기보다)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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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음은 분명해 보인다. 
 위의 ‘틀’은 푸코가 말하는 ‘규율기술’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규율기술과 
저 ‘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술(테크놀로지)’과 ‘예속적 주체화’
와의 상관(相關)을 보다 심층에서 이해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분석한 바를 공유하자면, 위에서 필자의 자의(恣
意)로 구분한 네 가지 틀 –공간, 시간, 사고, 존재- 은, 각각 푸코의 네 
가지 규율기술 –공간의 분할, 활동의 통제, 발생의 조직, 힘의 조립- 과 
대응된다. 규율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Foucault, 
2016: 222-266).
 먼저, 공간의 분할(the art of distributions)은 개인을 효율적으로 통제
하기 위하여, 개별 신체를 분리해 특정 구역에 할당하는 기술이다. 이 같
은 분할을 통해, 규율은 학생 간 왕래와 동맹을 차단하고, 개인을 효과적
으로 감시·제재·관리한다(Foucault, 223-226). 특히, 공간에 관념을 결합
하여 개인의 ‘위치’가 개인의 ‘특성’(연령, 성적, 품행 등)을 반영하게 하
면, 개인에 대한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인식을 교란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학생으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식하게 하기보
다, ‘1학년 3반의 17등’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의 정신에 ‘껍데기’를 씌우
는 것이다. 
 한편, 활동의 통제(the control of activity)는, 시간과 개인의 ‘신체’를 
결합하여 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기술이다. 예
컨대 학교의 수업 종이 울리면,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꺼내기-수업할 쪽
수 펼치기-손을 무릎에-고개를 들어 선생님 보기’를 ‘자동적으로’ 수행한
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지향하는 ‘신체의 기계화’이다. 여기서 관건은 
시간의 ‘사용’이 아닌 시간의 완전한 ‘소진’(Foucault, 2016: 242)으로, 시
간을 사용하는 ‘주체’보다 그에게 허용된 ‘시간’에 방점이 있다. 이 기술
은, 주체를 ‘현재의 활동’에 묶어둠으로써 그가 ‘자기 생의 시간성’ 속에서 
‘현재’를 고찰할 수 없게 만든다. 
 발생의 조직(organization of geneses)은, 개인을 ‘시간적 연속체’로 생
성하기 위한 기술로, 우리 교육의 ‘교육과정(curriculum)’에 해당한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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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우고 갖춰야 할 지식과 역량을 ‘계열화’하여, ‘차시, 
단원, 학기, 학년, 학교급’에 그 내용들을 연속적으로 배분한다. 이에 따
라,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는 과제를 수행하
면서, 정해진 지식과 역량을 ‘점진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지식과 시간의 
결탁으로, 아이들은 지식의 획득이 곧 ‘발전’이고 ‘성장’이라는 착각을 하
게 되고, 지식에 부합한 사고(thought)와 언행만이 ‘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다. 엄밀히 말해, 모든 지식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우리 학생들은 
stultus(스툴티티아stultitia에 빠진 사람)가 된다.
 힘의 조립(composition of forces)은 개별 주체를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교사는 평가에서 최상위 점
수를 받은 다섯 명의 학생이 최하위 다섯 명의 1:1 지도를 맡도록 하는 
학습 체계를 확립해 학급 평균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이처럼, 이것은 개
별 존재들이 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체 개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여기서의 개인은 권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부품’에 지나지 않으며, 주어진 역할에 적극적일수록 예속과 기만에 
더욱더 노출된다. 
 요컨대, 이상에서 상술한 네 가지의 규율기술로 인해, 우리 교육 주체는 
‘자기’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지식·권력 결합체’에 의해 주조되는 
예속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규율기술은, 주체에게서 ‘생의 시간’ 및 ‘실존적 
자기’를 끊임없이 지우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달리 말하면 지위와 활동, 
지식 등에 주체의 시선을 결박함으로써 ‘자기로의 회귀(전향)’를 차단하고, 
신체를 시간에 종속시켜(신체의 기계화) ‘자기실천’의 가능성을 봉쇄한다. 
또한 이 기술은 각자의 ‘위치’를 지정하고 ‘경쟁, 비교’를 부추기는 방식으
로 자기와 타자의 결속을 방해한다. 혹여 둘 이상의 주체가 상호 간의 ‘구
원’(파레시아)을 도모하기 시작하면 권력 관계가 전복될 위험이 생기기 때
문이다. 
 어쩌면, 파레시아를 현대적 맥락의 교육기술로 해석하는 본고의 시도는 
푸코 사상의 분석 틀인 ‘지식·권력·자기’에서, 각각의 ‘자기’와 ‘자기’들의 
‘동맹’으로 앞의 두 축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반격’이라고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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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다. 지식·권력의 더미에 묻혀 숨겨지고 잊혀진 ‘자기’를 구원하는 
일은, 오직 또 다른 ‘자기’가 행하는 파레시아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는 우리의 교사가 더 이상 ‘방조자’나 ‘중간책’이 아닌 ‘구원자’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교육적 관계(교사·학생)와 동료 관
계(교사 간, 학생 간)의 질적 변화를 암시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듯, 위의 규율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교육기술로서 파레시아’를 구체
화해 보고자 한다. 

2. 교육기술로서 파레시아

 주지하다시피, 파레시아를 교육기술로 해석하는 본고의 의도는 교육기술
로서 파레시아를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가능한 하나의 해석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개념이 다른 교육연구가와 실천가들의 독
창적인 해석과 변용에 의해 다채롭게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푸코
의 바람임을 알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교육 기술은, 다음의 다섯 가지
이다. 

(1) 모범의 탐색
 진실된 담론의 소유자(파레시아스트)만이 타자를 참된 담론의 주체로 인
도한다고 볼 때, 교육 주체를 ‘파레시아스트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파레시
아스트의 ‘존재’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파레시아스트는 주체에게 ‘동경할 
만한 삶의 예시’를 제공하고, ‘존재’와 ‘미학’의 관념적 결합을 성사시키며, 
그의 구체적인 행적은 주체가 자신의 진실성을 점검할 시금석으로 기능한
다. 닮고 싶은 인물을 가슴에 품는 것, 살아내고자 하는 생(生)의 방향성을 
갖는 것만큼 ‘자기형성’에의 의지를 북돋는 것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
생은 ‘삶’으로써 진실을 말했던 인물들의 전기(傳記)를 통해, 혹은 존경할 
만한 실존 인물의 삶을 탐구함으로써 존재와 생(生)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교육적 관계 내에서 ‘윤리적 우위’를 점한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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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이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존재 
자체가 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담론과 그 주인을 결부시
키는 인식 습관(혹은 진실truth과 인간의 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시·공간과 주체의 연결
 이 기술은, 규율기술 중 ‘공간의 분할’과 ‘활동의 통제’에 대항하는 기술
이며 Vansieleghem이 강조한 ‘현존(現存)’ 개념과 닿아있는 기술이다. 앞
의 두 규율기술이 주체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 모종의 편견을 덧씌우
는, 그리하여 주체로 하여금 실존적 자기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었다면, 이 기술은 시·공간에 드리워진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어 실존적 자
기가 ‘노출’될 수 있게 한다. 즉, 이것은 교육 주체를 정해진 자리 및 시간
표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이 스스로 주재(主宰)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 
준다. 늘 공적인 자리에서 보던 사람을 사적인 공간에서 대면하면 왠지 내
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듯, 공간이 주는 중압감과 시간이 
주는 긴장에서 벗어난 주체는 보다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
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학교와 교실을 벗어나야 한다기보다, 주어진 시간
과 공간부터 주체의 의지와 필요에 종속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교사와 학생의 위치를 구분 짓던 기존의 경계(예컨대 교실 앞문
은 교사의 전용으로 두는 규칙)를 타파한다거나,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1-4교시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다. 학교의 시·공간이 자기
를 은폐하기보다 드러내도록 하는 매개가 될 때, 이곳은 ‘인간적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고, 구성원의 자기배려를 독려할 수 있다.

(3)자유의 대차대조
 (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대응되는) 발생의 조직 기술이 ‘생의 시간’과 ‘지
식의 양적·질적 심화’를 결합시켜 지식의 획득이 인간적 성장을 대체하도
록 조작한 데 반해, 푸코가 ‘대차대조표’에 비유한 자기점검 기술은 목표
로서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간격에 주목함으로써, 주체에게 ‘생의 시간’
을 되돌려 준다. 여기서 목표가 되는 자기는 추상적인 자아상이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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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위, 직책 따위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행위하는 구체
적인 인간의 형상에 가깝다. 그 형상에 닿기 위한 생(生)의 여정에서, ‘지
금, 여기의 나’는 그 목표에 얼마나 부합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 기
술이다. 이것은 주체의 내부에 바사노스(basanos, 시금석)를 들여놓는 작
업이면서 동시에 주체의 ‘자유(자기지배, self-mastery)’ 활용을 촉진하는 
기술이다. 만약 현재 우리 교육의 평가 체제(지식중심·경쟁중심)에 대한 대
안으로 ‘대차대조’의 주제가 대두될 수 있다면, 지식은 ‘자기로의 전향(회
귀)’으로, 신체는 ‘자기실천’으로 본래의 자리를 찾아 되돌아가게 될 여지 
또한 생겨난다. 

(4)금욕적 수련
 신체의 자기화를 위해, 우선 “개인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이 도덕적 실천
의 대상이 되는지”(Foucault, 2004a: 46)를 알아야 한다. 금욕적 수련은, 
“자기 자신의 경험적 한계를 자신의 생각의 시험대에 올
려”(Vansieleghem, 2011: 334) 놓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 고난을 통해 자
신의 존재를 시험에 부쳐 결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의 캐물
음은 ‘대화’를 통해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면, 이것은 신체를 통해 로고스
와 비오스의 간격을 현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지식에 과도
한 중요성을 부여해 온 우리의 교육은, ‘신체’의 문제를 너무도 쉽게 간과
해 왔다. 그러나, 몸이 힘들면 사람이 솔직해지는 것이나, 죽음을 상상하
면 지금 더 나답게 살고 싶은 의욕이 샘솟는 것이 반증하듯, 신체에는 자
기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모종의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육은 현재의 ‘체육’(혹은 교사교육의 체육과 교육) 교과가 갖는 위
상과 가치를 재고하고, 이것이 자기배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저 즐거움의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존재의 진
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에 대해 고찰하는 수련으로서 이를 숙고해 보자는 
것이다. 

(5)상호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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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율기술 중 ‘힘의 조립’이 구성원의 유기적인 배치로 지배의 효과를 극
대화했던 것과 정반대로, 이 기술은 개인 간, 또는 공동체 내의 ‘상호 구
원’으로 개별 주체의 자기지배(독립)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파레시아 계
약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서로서로 타자의 자기점검을 도움으
로써 각자가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이다. 이 지원의 형태는 말과 행위의 부적절함, 혹은 언행의 불일치를 지
적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세레누스와 세네카의 상담처럼 정신적 고충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신병현(2016: 90)은 이러한 관계의 
장을 가능케 하는 조직적·문화적 조건으로 “평등자유에 기초한 민주주의, 
우애에 기초한 조직문화와 에토스”를 제안하는데, 이는 파레시아적 관계의 
확립과 존속이 구성원 간의 허물없는 태도와 친밀감에 달려있으며, 이에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루어져야 함을 일러준다. 학교는 교사나 학생의 ‘파
레시아 공동체’ 조성을 안내하거나 격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앞서 솔직
함이 배려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교사의 존재론적 변화에 대한 요청이 날로 커져 가는 오늘날, 위의 다섯 가
지 교육기술은 ‘배려’에 기초한 교육을 위해 ‘교육기술’로서 고려해봄 직한 바
를 명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교사의 교육실천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성
을 제시한다. 비록 (교육)제도나 학교의 맥락에 위 기술을 곧바로 적용하기에
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교사는 자기관계 및 수업·교실운영에 이를 
점차로 녹여내어 새로운 변화를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사 정체성’
을 정초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교사로서(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자
기를 배려하기 위해, 또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 ‘실
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 95 -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의 지식관과 주체관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이 요청
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당면해 있는 자기변형의 과제를 
지원하는 데에 있었다. 포스트모던 담론의 영향으로 ‘객관’과 ‘이성’, ‘보
편’에 대한 의심이 만연해 지면서 개별 주체의 자유로운 ‘해석’과 ‘고유성’
이 존중되는 풍조가 생겨났지만, 각종 기준의 무화(無化) 및 상대주의적 
지식관의 확대는 교사들의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진리(진
실)와 학생을 매개하는 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또 막중해진 
이때에, 새로운 진리(진실)·주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대안적 주체화
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주체화의 
계보학’이라 일컬어지는 후기 푸코의 학문적 작업을 발판삼아 교사의 존재
론적 변화를 위한 대안과 그것을 도울 교육기술을 탐구하고자 했다.
 본 논문과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교사의 존재론적 위기를 다루
는 다수의 연구가 ‘자기인식’의 원리에 기초한 교사 정체성 개념에 천착하
는 것과 달리, 본고는 인식과 실천을 포괄하는 ‘주체화(subjectivation)’ 
개념에 주목하였다. 특히 미셸 푸코의 주체관에 터하여 ‘진실에의 접근’ 
및 ‘테크놀로지’ 개념을 중심으로 주체화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 주체화에 대한 인식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윤리적·형성적 
접근의 당위를 논증하였다.
 미셸 푸코의 ‘진리·진실(truth)’은 그 어떤 토대나 정초에 대한 믿음을 요
구하지 않으면서, 주체에 대한 진실의 ‘작용’에 초점을 둔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즉 ‘진실이 무엇인가’가 아닌 ‘진실의 효과’에 천착하는 그의 탐
구는, 진실의 ‘대상’으로서 주체가 아닌, 진실을 ‘대상화하는’ 주체를 가능
케 하면서, 다양한 진실·주체 관계의 가능성을 그것의 ‘계보’로써 보여준
다. 더불어 푸코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개념은, 오직 구체적인 ‘기
술’과 반복적인 ‘훈련’이 동반될 때라야만 인간의 ‘존재’가 실제적인 변화
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일러주어, 신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관여
를 고취한다. 푸코가 보기에, 인간의 ‘신체’는 언제나 ‘지배’를 요(要)하므



- 96 -

로, 자기가 지배하지 않으면 필시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인간은 ‘테크놀로
지의 역사적 상관물’에 다름 아님을 역설하는 그는, 중요한 건 ‘정체성’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주체가 되는 일임을 깨닫게 했다. 
 위의 두 가지 개념 도구, 즉 ‘진실’과 ‘테크놀로지’는, 어쩌면 우리 교사
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기형성을 독려하려 푸코가 남겨준 선물인
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도구를 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
어야 할까. 자연스레 ‘자유(freedom)’가 떠오르지만, 푸코는 그 자유에 대
해서도 한 번쯤 재고(再考)해볼 것을 촉구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가 자신
의 신체에서 ‘해방’될 수 없듯, 인간사회는 도덕과 ‘분리’될 수 없다. 결국
이 또한 ‘스스로 하거나, 당하거나’의 문제, 즉 ‘윤리냐, 규약이냐’의 문제
일 뿐이다. 주어진 자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도덕’과 ‘신체’라는 한계를 직시한 ‘윤리적·형성적 주체
화’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자유인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윤리’와 ‘자기형성’의 테마를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윤리적 자기형성을 중심으로 ‘진실’과 ‘테크
놀로지’를 재편하는 일이 ‘실현가능한’ 일인지가 관건이다. 본고는 ‘탈진실
(post-truth)’로 대변되는, 진리의 ‘척도’를 간절히 요청하는 요즘의 시대 
상황과, covid-19로 드러난 서구 사회의 민낯, 전지구적 환경위기 등을 
근거로 들며, 윤리와 형성의 테마가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함을 역설하였다. 윤리에 생명이 달린 시대가 우리의 현재임을 인정한다
면, ‘윤리적·형성적 주체화’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졌
다. 이에, 본 논문은 푸코의 주체관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 전통으로 걸음을 옮겨, ‘자기 지
배’가 자신에 대한 돌봄이자 미덕으로 통했던, 또 윤리를 품은 ‘진실
(a-letheia)’과 ‘자기 테크놀로지’가 존재했던 당대의 문화에서 보다 구체
적인 교훈을 얻고자 했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인에게 ‘자기’란 욕망과 쾌(快)를 추구하는 
‘신체’이자 말하고 행위하는 ‘실존’으로, 돌봄과 다스림을 요(要)하는 존재
였다. 이에, 고대인은 신체의 제어력과 언행의 주의력을 길러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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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이 되고자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기를 제어하며 존재에 일정한 
양식을 부여하는 일이 ‘미(美)’의 관념과 결부되어 자기배려의 의욕을 고취
했다는 점이다. 즉 고대인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미적(美的) 대상으로 여
겨, 스스로의 삶을 작품화하고자 했다.
 자기가 자기의 ‘목표’일 수 있다는 관념이나, 존재가 ‘작품’일 수 있다는 
관념은 우리 교사들에게 실로 낯설게 여겨진다. 하지만 본고는 이 무한한 
거리감이 고대와 현대의 시간적 간격이 아닌, 우리와 우리 자신의 간격에
서 기인한 것이라 해석했다. 언뜻 떠올려 보면, 현대인은 ‘자기와 실존적 
자기의 만남’을 훼방 놓는 수많은 방해물, 이를테면 연령, 지위, 직업, 순
위 등을 갖고 있고, 이에 자신의 실존을 ‘바로 보는’ 일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표식들을 걷어낼 때라야만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실존
하는 물질로서의 ‘나’가 드러난다고 볼 때, 우리에게는 이 방해물을 제거
하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본고는 교육 주체의 윤리
적·형성적 주체화를 위해, 교사 또한 ‘교사’라는 표식에서 벗어나 한 ‘인
간’이 되어볼 것을 제안했다. 이때의 ‘인간’은, ‘지위나 지식, 수업 역량’이 
아닌 그 자신의 ‘인간성’ 혹은 ‘윤리성’에서 교육적 권위를 확보하는 인물
이다. 교사가 ‘윤리적 인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저 훌륭한 한 인간이 되
고자 할 때, 아이들도 ‘자기’를 자신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적·형성적 주체화를 위해 ‘진리·진실’은 어떤 기능을 해주어
야 할까?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의 ‘진실(a-letheia)’은 그 자체에 
‘윤리’의 속성, 즉 자기변형의 씨앗을 내포하여, 당대인은 진실을 자기화·
고유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구축했다. 같은 맥락에서, 진리의 
진리가(眞理價)는 그 담지자의 진실된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으로 여겨졌
다. 본고는, 이 진리관이 전제하는, ‘진실’과 그 ‘담지자(혹은 발화자)’의 
연결에 주목하고, 이 연결이 탈진실(post-truth)을 해결할 열쇠일 수 있음
을 피력하였다. ‘진실이 진실인가?’에 천착하는 우리의 사고 습관은, ‘누구
의 진실인가?’의 문제를 철저히 은폐했고, 그리하여 제 아비를 잃은 진실
들이 무차별적으로 떠돌며 대중의 인식을 교란하는 형편이 되었다. 아마
도, 다시 ‘누구’의 진실인지를 물음으로써, 그리고 그 ‘누구’를 통해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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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판별함으로써 ‘진리, 주체, 윤리’의 관계를 근대와는 다른 바탕 
위에 정초할 수 있을지 모른다.
 본 논문은, 고대의 진실이 ‘자기화’되는 과정, 즉 진실이 개인의 윤리적·
형성적 주체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주체의 ‘사유’와 ‘실천’의 맥락에서 각각 
조명해 보았다. 진실의 고유화를 위한 사유는 ‘자기로의 시선의 전향’을 
전제하는데, 이는 실존과 목표의 간격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주체가 이 간격을 인지하게 되면, 그는 첫째로 자신의 진실을 구성할, 그
리하여 에토스의 변화를 가능케 할 담론(혹은 표상, 지식)을 ‘선별’해 취할 
수 있게 되고, 둘째로 목표를 벗어나는 실존, 즉 자기의 진실에 걸맞지 않
은 언행을 질책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이 ‘사유의 자기화’를 우리 교
육에 도입하기 위해, 우선 교사와 학생들의 실존에 관여하는 진실·지식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즉 교육 주체의 ‘말, 행위, 
존재 방식’을 이루는 진실을 수업의 내용으로 삼아, ‘사유’와 ‘존재’의 연
결성에 대한 감각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한편, 진실의 자기화를 위한 실천이란, 진실과 신체의 연동을 꾀하는 것, 
다시 말해 진실의 체화(體化)를 위한 ‘자기수련(askesis)’을 의미한다. 고
대인은 획득한 진실을 자신의 근육과 혈관에 각인시키기 위해 ‘글쓰기, 독
서, 명상’ 등의 자기실천에 임했다. 주체가 꾸준한 수련으로 획득하게 될 
(담론을 에토스로 변형시키는 구조인) ‘paraskeuê’는, 주체에게 지행일치
(知行一致)로서의 자유(self-mastery)를 보장하며, 주체가 진정 ‘자신이 원
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자는, 위의 논의로부터, 자기의 ‘사유’와 ‘신체’를 온전히 ‘자기화’하려
는, 다시 말해 무용한 사유와 행위로 ‘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고
대인의 간절함을 읽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갖는 것, 그리고 학
생들에게 이 간절함을 고취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의 최대 관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배려를 안내하는 스승’의 형상을 보여주는 고
대의 ‘파레시아스트(parrhesiastes)’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준다.
 파레시아스트는, 자기지배(self-mastery)를 기반으로 타자에게 영향을 행
사하는 자로, 지식이나 수완이 아닌 ‘생각과 말, 행위’의 ‘일치’로써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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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는 자이다. 그는 배려에 토대한 진실 발화(파레시아, 비판)로 청
자의 ‘자기-보기’를 가능케 하는데, 말하자면 청자의 ‘실존’과 ‘목표(로고
스, 행위원칙)’ 간의 간격을 현시해 주어 도덕적 실천이 필요한 부분을 검
토하게 한다. 자기배려가 ‘자기로의 전향’과 ‘자기수련’을 그 원리로 한다
면, 이 전향을 유도하고 수련을 촉구하는 발화가 파레시아인 것이다. 
 학생의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파레시아스트 교사’가 야기할 변화를 고찰
하면, 우선 교사는 그의 존재 자체로 ‘훌륭한 인간’의 모범을 제공하여 학
생의 (자기라는) 목표설정에 기여한다. 나아가, 그의 파레시아(진실 발화)
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존, 즉 생의 시간 내에서의 ‘현재’를 낯설게 
보도록 하고, 실존과 목표 사이의 ‘도정’을 설정토록 돕는다. 본고가 주목
한 점은, 파레시아가 ‘순환’의 특성을 띤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파레시아의 
유익을 경험한 자들은 서로 파레시아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의 구원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길러지게 되는 ‘실존에 대한, 신체에 대
한 주의력’은 학생들의 자기실천과 연동되어 paraskeuê를 주체의 내부에 
고착시키고, 지행일치(知行一致)의 삶, 파레시아스트의 삶으로 그를 인도
한다. 
 본 논문은, 우리 교사와 학생들의 윤리적·형성적 주체화를 위해 ‘파레시
아’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개념의 현대교육적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파레시아를 구현한 ‘철학 실험’을 
진행한 바 있는 Vansieleghem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지는 
장에서 파레시아를 ‘교육기술(educational technology)’로 해석하는 새로
운 시도를 펼쳤다. Vansieleghem의 연구가 드러낸 바, 파레시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관건은 기존의 ‘지식·권력 결합체’가 은폐한 학생의 ‘실존’을 
수면 위로 노출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필자는 푸코의 『감시
와 처벌』(1975)에서 언급되는, 학생의 ‘예속화’를 위한 기술인 ‘규율기술’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이를 대체하거나 견제할 ‘교육기술’로 파레시아
를 해석해 보고자 했다. 규율기술이 교육 주체에게서 ‘생의 시간성’과 ‘실
존적 자기’를 끊임없이 지우려 든다면, 교육기술로서 파레시아는 은폐된 
시간과 실존을 드러내며 교사와 학생을 ‘윤리적·형성적 주체화’로 인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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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소 투박하고 거친 해석일 수 있지만, 필자는 이 기술이 우리 교사들의 
자기관계 및 교육실천에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갖는다
고 본다. 우연한 기회에 이 교육기술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현장에 
녹여내 보려 시도하는 교사가 있다면, 아마도 본 논문은 제 역할을 다 해
낸 것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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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pport the tasks of 
self-transformation faced by teachers in the era of late 
modernity in which new paradigm of education is requested to 
break away from the modern view of knowledge as well as the 
view of modern subject. The modernist culture changed the 
time-honored ancient relation between truth·knowledge and 
individual subjects i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while 
achieving the culture of universal respect for individual freedom 
and right. And the post-modern critique of this modern culture 
has weakened moral norms and expanded a relativistic view on 
knowledge, which cause confusions among teachers and lead to a 
crisis in the way teachers think of their identity as teachers. At 
the time when the role of teachers, which is supposed to mediate 
truth and students,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deliver, yet 
important than ever for the life o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find a new way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ruth and 
the subject, which can suggest to us an alternative wa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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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ones’ subjectiv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of the relation 
between truth and the subject that can influence teachers’ 
ontological change by giving them educational technology that 
help them with the change. 
 Unlike many studies dealing with the concept of teacher identity, 
which tend to focus on teachers’ sense of self-awareness,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the concept of ‘subjectivation’ that 
encompasses the very process of performing and transforming 
one’s subjectivity. This study examines Foucault's later view of 
subjectivation, especially in its relation to the concepts of ‘truth’ 
and ‘technology’. It shows that the modern ‘cognitive subject’ 
lacks of involvement in his or her body, so as to result in 
becoming the subject who tends to depend on external rules and 
norms for his or her morality. On the other hand, the ancient 
subject tended to consider the truth to be what we are supposed 
to embody as the source of ones selfhood. With Foucault's later 
view of the subjectivation, we can see that unlike morality, 
‘ethics’ can mean one’s existential independence and freedom.  
And at the same time, we can see that the task of our 
self-transformation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restoring ‘ethics’ 
by developing one’s attention to existence(body). 
 This leads this study into the discussion on the method of 
subjectivation in the ancient Greece and Rome as examples of 
ethical and formative subjectivation, and into the analysis of 
their concepts of ‘epimeleia heautou’ and ‘parrhesia’, which were 
studied by late Foucault. Epimeleia heautou(care of the self), 
which was the principle of life for the ancient people, meant 
building oneself as an ethical subject by dominating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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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and body. For the ancient, ‘the self’ was a piece of work 
that had to be formed by one’s applying technology. Holding the 
sovereignty of self-formation was soon regarded as the 
consideration for the self. For this reason, the self-awareness in 
the subject was always associa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one 
makes of oneself’. 
 Here, what sovereignty means, first, to only accept the 
knowledge one needs, considering the connection between oneself 
and knowledge. Second, it means that individual subjects behave 
and live in accordance with truth. The former is what aims for 
the subject's existenti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his or her 
own thoughts considering the world and objects in relation to 
oneself, and examining one’s existence(words and actions). The 
latter is linked to the ancient concept of self-discipline(askesis), 
which is the embodiment of true discourse through concrete 
practices such as writing, reading, and meditation. I believe that 
the problem with our current concept of educational subjects is 
the absence of this ‘sovereignty.’ I think we need to regain it 
through self-organizing subjectivity. 
 If the concept of ‘epimeleia heautou’ suggests the principle of 
subjectivation to us, parrhesia reveals what kind of ‘attitude’ and 
‘speech’ are requested to lead our young students to epimeleia 
heautou(ethical subjectivation). Parrhesia generally means 
'truth-telling', whose main function is to induce the listener to a 
'view of the self'. Here, self-examination means not to look into 
one's profound inner self, but rather to examine and contemplate 
one's words and actions, and furthermore, to recognize the gap 
between the principle of one's conduct and what he actually 
does. Parrhesia, which reveals the gap between one’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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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e’s conduct, enables listeners to pursue a permanent 
connection between one’s principle and one’s existence. In other 
words, they reign as their own ruler and exist as they truly want.
 This study then further examines Socrates’ parrhesia and 
Seneca’s parrhesia. Through the former, it touches upon the 
teacher's parrhesia, and through the latter, it addresses 
parrhesia in ones’ self-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 This 
analysis leads to the contemplation of the desirable shape of the 
teacher and the qualifications of a true teacher, and thereby 
enables us to see some clues from the ancient ‘parrhesiastes’. 
Furthermore, it makes it possible to witness the transference of 
parrhesia within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and the cycle of 
ethos through it. In finishing the conceptual analysis of 
parrhesia, this study finally addresses what all these can mean to 
educational practice today.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propose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eachers who can utilize in their 
own educational practice parrhesia as ‘educational technology’ in 
their school context.

keywords : subjectivation, educational technology, Michel 
Foucault, care of self, parr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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