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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사회론

1. 서론
이 시대를 풍미하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웰빙’(wel1-being)을 지적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웰빙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 안팎에 골고루 그리고 깊이 들어오}

있다. 처읍에는 주로 음식이나 건강 등의 영역에서 웰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가 싶더니， 최근
에는 의류나 레저， 건축이나 도시계획， 정치나 마케팅， 심지어 종교적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써 매일매일 접하는 대중매체나 상업광고에서 웰빙이라는 문구를 발견하는 일은
전혀 힘든 것이 아니다. “최근 10년 사이 사회문화적 트랜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단어”로 웰빙
을 지적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천선영， 2006: 2). 1)
웰빙 개념에 대한 국내외의 학문적 논의는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의 대중적

전파 및 파급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문의 세계에서 현실이 성찰을 앞
서가는 것 자체는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웰빙의 경우， 특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듯하다.
우선 웰빙 개념을 음식이나 건강 등에 관련된 문제로 좁게 한정시키는 관행의 힘이다. 먹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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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웰빙의 우리 말 번역으로서는 ‘참살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념의 기원과 진화과정을 감안하면 ‘안녕’이
라는， 다소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표현이 본디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인다. 애초에 웰빙은 건강에 관련된 개념

으로셔， 1974년 세계보건기구따띤0，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건캉을 “단순한 질병의 부재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영성적 및 사회적 차원 전반에 걸친 통합적 안녕 상태”로 규정하는 것에서 상용화되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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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봄의 문제가 학문적 연구의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하를 놓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웰빙을 인식하는 태도는 학계에서 사뭇 완강하다. “뭐니 뭐니
해도 웰빙의 핵심은 잘 먹는 것”이라는 입장이 이를 웅변한다(서동욱， 2005: 200)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먹느냐 아니면 남도 잘 먹느냐 하는 구분 정도인 것이다. 웰빙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대체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다. 기껏해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정도이다(이미숙， 2004).2) 최근 웰빙이 ‘건강과 지속가능을 고
려한 생활방식’을 의미하는 ‘로하스’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개념으로 거
듭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계를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니다.

웰빙을 주로 건강 등에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현상과 더불어 학계의 다른 일각에서
는 웰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비하와 부정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웰벙

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소비양식의 연장이자 변질로 보는 입장이다. 곧， 웰벙은 건강
을 미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자극하는 자본의 논리이자 상업적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김선욱， 2005; 윤 진， 2006; 이윤숙， 2004 등 볼 것). 웰빙 논의가 겉으로는 건강이나 안녕의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듯한 이른바 ‘주체적 삶’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적 조건을 극복하는 대신 소비문화의 진작을 통해 이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뿐이라는 주장이다(서동진， 2005). 여기에 흔히 덧붙여지는 것이 웰빙의 계급론적 함의이
다. 가령 웰빙은 상류계층의 ‘구별짓기’(distinction) 행위를 마치 개인적 차원의 선호나 취향의 문
제인 것처럼

환원하고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Bourdieu，

1984; 문성원， 2005 참조).
문제는 웰빙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이와 같은 제한적 이해나 비판적 시각으로서 결코 간단히

종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웰빙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은 단순한 음식이나 건강의 차원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적 부박(浮博)을 넘어서 깊이와 넓이를 점차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웰빙을 근대적， 산업사회적 혹은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 대한 총체적 반성이
자 극복으로 이해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만약 목적과 이유에 관련하여 나
름대로의 진정성( authenticity)만 확보할 수 있다면 웰빙은 현재의 우리 모습에 대한 성찰적 대안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김선욱， 2005; 황갑연， 2005). 바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웰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념화 · 이론화하려는 노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천선영 (2006)에 의
하면 웰빙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혹은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소통의 상징적 코드’
로서 일종의 ‘포괄담론’ (Overarching

2)

Discourse) 내지 ‘우산담론’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에서 웰벙 문제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접근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2004년도 한국생활과

학회 하계학술대회는 ‘웰벙 라이프스타일의 이해와 생활과학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3)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웰빙은 그 자체의 당연하고도 지당한 성격 때문에 상당한 보펀적 설득
력을 확보하고 있다. 웰빙의 개념은 적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비어있는 대상물’로서

다양한 층위와 범주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웰벙은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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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웰빙을 단순한 생활양식의 수준이나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거

시 • 문명사적(E:視 • 文明史的) 사회담론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웰빙은 한편으로는
근대 산업사회의 삶과 문명에 대한 수많은 분파적 비판이 최종적으로 집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 실행이 다양한 종류 및 수많은 단계들과 궁극적으로 합
일하는 총체적 인식공간이라고 인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웰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병적 특성을 이해한 다음 웰벙 개념의 기원과 진화론적 계보 빛 웰벙 담론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웰빙 개념 혹은 웰빙 논의의 학문적 가능성
과 효용성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11. 웰빙 개념의 태동과 성장

무릇 인간 세상에서 웰빙에 관련된 논의는 결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닐 것이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to

be or not to be)를 고민했던 햄릿 왕자라면 몰라도， 일단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잘 사는 것’이 삶의 당연한 가치라는 주장은 멀리 기원 전 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일찍이 소
크라테스는 F크리톤』에서 그저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플라톤，

1985: 48).

그러나 잘 사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보다 분명히 제기되는 계기는 역시 산업사회의 등장이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사이에는 삶의

질과 양식에 있어서 뚜렷한 불연속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결코 일반사람
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 등장하고 착근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산업사회가 웰빙과 공존하기 어
렵다는 인식은 산업사회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일례로 19세기 중반 무렵에 막 시작된 미국의 산업화 물결은 사상가이자 문필가인 소로우

(Henry David Thoreau)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고 부인되었다. 흔히 ‘ 19세기를 살았지만 21 세기 환
경감각을 지녔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로우는 산업사회 대신 자연상태를， 그리고 문명 대
신 야성 (wildness)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그가 《야생사과}(Wild Apples)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것
은 미국의 산업화 과정과 맞물려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60년이었다. 자연과 조화된 삶
을 강조했던 그는 그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성의 어린아이를 만날 때 그러듯이 한 그루의

야생 사과나무 관목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다. 어쩌면 그 나무는 변장을 한
왕자일지도 모른다"(소로우，

1994: 44).

또한 그는 “자연은 건강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고

각 계절은 건강의 각기 다른 상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소로우，

1994: 130-131).

이면서 동시에 구체화를 위한 자양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 이 점에서 웰빙은 가령 행복과 같이 추상
적으로 이해되기 십상인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 셋째， 웰빙은 이데올로기성을 강하게 띠지 않는다. 웰빙

은 이념적으로 엄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원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끝으로 웰뱅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태한 개념이다. 그것은 실천적 맥락에서의 ‘매뉴얼화’가 가능하며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
‘사소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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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치른 영국의 경우， 1930년대에 들어와 러셀 (Bertrand Russel)이 산업사회

를 향하여 포문을 열었다. 러셀은 산업사회가 사회적 미덕으로서 근로와 노동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4) 그에 따르면 “근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으로서 고대사회나 농
업사회 등 강제적 의무가 행사되던 시대에나 적용되딘 가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사회
를 현명하게 조직”할 경우 “보통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만 일한다면 모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러셀은 보았다. 근로의 윤리라는

미신을 떨쳐버리고 보다 많은 여가를 즐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의
기회를 가지게 된 평범한 남녀들은 보다 친절해지고， 서로 덜 괴롭힐 것이고， 타인을 의심의 눈

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러셀， 1997: 15-33). 요컨대 러셀은 노동규율을
강조했던 산업화의 절정에서 오히려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산업사회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서구자본주의 사회가 인구폭발，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에 의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 모든 권력과 권위， 지배와 헤게모니는 사

회 저변으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른바 ‘ 1968년 혁명’은 그것이 전 세계적인 차
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반체제 운동이었다. 특히 그것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제국주
의적 세계질서，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제기하였다. 1968년 혁명은
말하자면 ‘유적(類的) 존재로서의 인간’을 되찾고자 하는 투쟁이었으며， 산업사회 문명을 지배하
고 있던 실용성 대신 상상력을， 그리고 인간의 경쟁심과 냉담함을 협동과 존엄성으로 대체하고

자 했던 문화정치 적 시 도였다. 1968년은 “정치를 에로스화한 순간”이자 “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
구”가 분출한 시 기 였던 것 이 다(카치 아피 카스， 1999: 63-65 볼 것). 소위 ‘신사회 운동’ (new social
movements)과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 그리고 반문화(counter-culture)를 태동시킨

1968년 사태는 인간의 자유와 자존 및 자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역사적 유산을
남겼다.
삶의 질에 관련하여 1968년은 서구 문명사에 ‘생태론적 전환’ (ecological tum)을 촉구하기도 하
였다.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모색한 이는 흔히 경제
학자이면서 동시에 ‘반(反)경제학자’로 불리는 슈마허 (Emest F. Schumacher) 였다. 그는 당대를 풍

미하던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을 공히 비판하면서 소위 ‘인간을 중시하는 경제
학’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을 제 창하였다. 무엇 보다 그는 포디 즘 양식 의 대 량생산체제 가

요구하는 거대한 ‘규모의 경제’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비인격적 사회를 형성할 뿐

4)

베버 (Weber， 1958)는 초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발전을 ‘노동의 윤리화’ 및 ‘직업의 소명화’(B命化)라는

정신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가령 “시간은 금이다"(Time
다"(God

is gol이라든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는 격언은 노동의 중요성과 근로의 신성성(神聖性)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근로윤리에 관한 한 러젤과 베버는 매우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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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각종 권력의 독점 빛 남용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존재의 진정한 의미나 삶의

목적은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소규모’ 조직에서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착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1)고 말한 이가 바로 슈마허였다(Schumacher， 1975).

비슷한 시기， 인간의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진지한 성찰은 철학자 프롬(Erich Fromm)에 의해 이
루어졌다. 인류의 무한한 진보라는 약속이 좌절된 이후 프롬은 ‘소유’ (to have) 에 집착하는 삶의
모드로는 결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존재’ (to be) 모드를
제창하면서 무한성장 보다는 선택적 성장을， 물질적 쾌락 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그리고 관료제
지배 보다는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소유 모드와 존재 모드의 차이를 동서양의

대표적 시를 통해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산책 중 우연히 꽃을 발견한 영국의 시인 테니슨
(Tennyson)은 이렇게 노래했다. “갈라진 암벽에 피는 꽃이여/ 나는 그대를 갈라진 틈에서 따 낸
다/ 나는 그대를 이처럼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

그대가 무엇인지， 뿌리뿐만

아니라 그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그때 나는 신이 무엇이며/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이와 대조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일본의 시인 바쇼(흰薰)는 다읍과 같은
하이쿠(↑非句)를 남겼다

“자세히

살펴보니/ 냉이

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프롬， 1978:

36-37). 말하자면 테니슨은 꽃의 소유에서， 그러나 바쇼는 꽃의 존재에서 희열을 느낀 것이다

111. 웰빙 이론의 발전과 성숙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조세를 유지하던 선진 자본주의 산업사회 문명은 1968년에 혹독한 도
전과 시련을 경험하였다. 비록 그 자체로는 좌절된 혁명이었지만 그 이후 인류의 삶에 관련하여

많은 성찰적 유산을 남겼다는 의미에서 1968년은 현대사의 ‘대분수령’ (great divide) 이었다. 한편，
1989년은 1968년에 버금가는 또 다른 한 시대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1980년대 일반， 특히 1989

년은 무엇보다 시민 내지

민중의 힘이

가시적 성취를 경험한 시기였다. 1968년을 ‘문화혁

명’ (cu1tura1 rev01ution)으로， 1989년을 ‘시민혁명’ (civi1 rev01ution)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 때
문이다(Fink et al., 1998: 461-477). 이른바 민주화의 ‘제 3의 물결’을 통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
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80년대였다. 그리고 1980년대의 클라이맥스인 1989년에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마침내 붕괴하였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최종 승리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후쿠야마(Fuùcuyama， 1995)는 이를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으르 부르기 도 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1989년은 시장경제 논리와 자본축적 구조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질서
를 주도하기 시작한 해였다. 그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자신의 본질을 보다 더 분명히 드러

내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1989년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자동적으로 강화한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이다. 오히려 ‘역사적 자본주의’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역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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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확실성과 위기가 팽배한 정황으로 접어든 것이다.5) 1989년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완

성이 역설적으로 인간과 문명에 대한 낙관론을 부정하고 진보의 신화를 불신하는 상황을 초래
하게 된 것은 “모든 견고한 것은 공기 속에 녹아 내 린다"(All That Is S이id Melts into Air)라는

《공산당 선언》의 한 문구를 상기시킨다(Tucker， 1978: 475). 1989년 이후 인간의 삶은 이성중심
주의， 합리성， 계몽주의적 기획， 진보사관， 거대담론 등 모더니즘을 지탱해 왔던 거의 모든 사조
및 담론과의 결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러 한 맥 락에서

제기 된

대표적

담론들 가운데

하나가 이 른바 ‘성 찰적

근대화’ (reflexive

modemization) 이다. 그것의 인접한 배경은 물론 1989년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다. 벡(Ulrich

Beck, 1994)은 서구 근대화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그것의 붕괴의 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벡에게 있어서 그것은 산업사회로부터 ‘위험사회’ (risk society)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사실상 위
험이란 좁게는 안전의 반대개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웰빙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개
념이기도 하다. 물론 위험은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해 왔다. 따라서 문제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법이다. 전근대사회의 경우 위험은 자연의 힘이나 신(神)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
어 사회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아니면 위험이란 개인의 용맹이나 모험의 영
역에 속했다. 하지만 근대사회에 들어와 위험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자초되는 경향이 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확률이론의 발전이나 보험업계의 성장， 복지국가의 등장에서 알 수 있
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산과 예측 및 통제 가능성의 범위 안에 존재했다.

그런데 벡이 볼 때 오늘날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점증하고 있
는 위험이 감시체제와 보호제도로부터 점차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사회는 자연과 인간
을 과학 • 기술적으로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이루어진 인간적 결정의 결
과이기 때문에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거나 식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벡이 말하는
‘성찰’ (reflexivity)의

의미는

따라서

‘반성’ (reflection) 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일차적

자기대

면’ (first self-confrontation) 이 다(Beck， 1994: 5)

벡 에 따르면 근대화 이후의 대형 위 험 (mega-hazards)은 과거 의 그것에 비 해 다음과 같은 특정 을
가진다(Beck， 1999: 21). 첫째는 공간적 경계의 소멸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이다. 위험의 피해는 모든 인간， 모든 국가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심지어 그것은 ‘민주적’
이기까지 하다. 둘째는 시간적 경계의 소멸이다. 오늘날의 위험이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

5)

자본주의는 1789년 프랑스대혁병 이후 출현한 세 가지 이데올로기， 곧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가
운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경제체제다. 자유주의는 근대성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변동의 정상

성 (lE常性)을 수용하면서 노동계급에 대해 정치적 참정권과 최소한 이상의 복지를 제공하였다. 그런 만

큼 자유주의는 국가주도 사회발전 체제의 이념적 기반이었다. 1989년은 동서냉전의 붕괴와 더불어 자유
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구조를 종식시켰다. 그리고 이는 곧 자유주의의 종말과 국가주의의 퇴조로 귀결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연막。l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존재이유가 약화된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게 된
것은 세계시장의 축적과 경쟁논리 뿐이다(Wallerstein，

1995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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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인식가능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 다시 말해 기원을 알
수 없거나 오랜 잠복기간을 갖고 있어서 피해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타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경계의 소멸로 이어진다.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등에 관련하여 ‘조직화된 무책임’ (organized iπesponsibility) 현상이 초래되는 것

이다.
벡에 의하면 위험에 대한 정의(定義)는 인지적 및 사회적으로 ‘구성’( construct)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학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성찰하게 됨으로서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사회에서 국가나 정
당， 집단이나 계급， 공동체나 제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는 이러한 위험을 더 이상 제대로 인식
하여 경고하는 주체적 역량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험에 대한 판단을 이른바 도구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과학주의 혹은 전문가에게 더 이상 맡겨둘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으로서의 각
개인들이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이다.6) 결국， 이제는 개인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또한 대처해 나갈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행복이나 웰빙의
증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1)

한편 위험사회의 도래가 자본주의와 산업사회로 대표되는 근대성의 성취와 성공에 내재하고
있는 삶의 부정적 측면의 전부는 아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가령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러

셀은 노동윤리의 폐기와 노동시간의 단축을 열망했고 작금에 그것은 전지구적 규모에서 실현
단계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실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러셀이 원했던 방향
이 아니 라 ‘노동의 종말’ (the end of work) 이 라는 보다 총체적 인 비극이 다. 삶의 모드를 소유로부
터 존재로 바꾸자는 프롬의 제안도 이와 유사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소유모드 자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지만 그것이 프롬의 기대처럼 반드시 존재모드
로의 이행으로 귀결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러셀은 노동의

강요된 윤리로부터

벗어나 하루 4시간 노동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리프킨

(1 996)에 의하면 오늘날 인간의 노동은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따라 노동이 감소
6) 벡은 두 가지 종류의 과학을 거론한다. 하나는 협소한 엄밀성이 지배하는 수학과 기술의 세계， 곧 ‘실험
실

과학’ (laboratory science) 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사람의

‘경험’ (experiences) 혹은

‘경험의

공개토

론’(public discursivity of experience) 이다(Beck， 1994: 31) 벡이 비판하는 것은 전자이고 옹호하는 것은 후
자이다.

7) 근대사회에서의 ‘표준화된 전기(傳記)’ (standard biography) 가 근대 이후 시대에 틀어와 ‘선택적 전

71 '(chosen

biography), ‘자기 완성 형 전기 ’ (do-it-yourself biography) 혹은 ‘성 찰적 전기 ’ (reflexive biography)

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심이다(Beck，

1994: 14-15)

문제는 위헝사회에서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삼도록

‘저주’받고 있으며 그런 만큼 주체적 삶이란 일종의 사회적 ‘강제’가 된다는 점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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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레저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웰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리프킨， 1996: 32). 육체노동자들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지만 제조부분의 생산성은
꾸준히 증대함으로써 실업률의 장기적 증가에 의한 음울한 대량 실업사회가 목전에 와 있기 때

문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중산계급의 몰락도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추세로 고착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노동의 단축 혹은 노동의 해방으로부터 기껏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
운 시대"(리프킨， 1996: 31) , 또는 “인간이 필요 없는 문명의 세계"(리프킨， 1996: 9)를 맞이하고
있을뿐이다
사회적 과정에 있어서 인간 존재가 급속히 약화되거나 소멸하고 있는 이 시대는 당연히 사회
계약의 기본 토대에 대한 재고(再考) 필요성을 제기한다(리프킨， 1996: 31). 곧， 시장의 붕괴와 해

체를 뜻하는 이 른바 ‘시 장 이 후 시 대 ’(post-market era)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와 내용의
사회적 대처가 시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프킨이 제안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장기적으로 제
3 부분， 곧， 시장부분도 국가부분도 아닌 자발적 결사체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원봉
사자 모임 같은 사회적 서비스 조직이 확대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기에 배치되는

실업자에게 정부 지원으로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장경제 체제를 소위 ‘사
회경제’ (socia1 economy)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리프킨에 의하면 이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보
조금 중단， 방위비 축소， 사치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여 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

나 이러한 방식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리프킨 (2001)에 의하면 ‘소유의 시대’ 역시 점차 역사적으로 종식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얼핏
보아 이는 삶의 양식에 있어서 소유모드의 종말을 기대했던 프롬의 희망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
일 수도 있다. 리프킨에 의하면 오늘날 재산이나 불건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빈도는 급속히 감소
하고 있다. 곧， 시장경제에서 네트워크 경제로 목하 이동 중인 것이다(리프킨， 2001: 12-13). 이는
소유하는 대신 ‘접속’ (access)하는 추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

보다 집합자원을 공유하여 보다 광범위한 공급자 •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추세에 익숙해지
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나 주택， 전자제품， 공장， 가게 등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단기대여， 임대， 리
스， 회원제 등의 방식을 통해 접속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유의 종말 추세가 곧 존재 모드적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유행위로부터
관계에 대한 접속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간의 삶은 오히려 더 수동화 내지 피동화되는 경향이 늘
고 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 공감， 연대 등의 감정에 기반한 전통적인 상호 의무와 기대가

사라지는 대신 그 자리를 회원， 입회， 등록， 수임료， 요금 등에 기초한 계약관계가 차지하고 있
다. 이로써 사회전반적으로 공리(公利)와 영리(營利)의 경계선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
실상 현대사회는 존재의 모든 측면이 유료화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가령 놀이， 제의， 예술， 축제，
사회운동， 영성수련， 시민참여， 공동체활동 등과 같은 개인적 체험이나 문화， 오락까지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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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게 분할된 상업구역에서 사들이는 형편이다. 자본주의의 최종 정착지가 ‘경험과 생활의 상품
화’로 귀착되고 사회적 신뢰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도대체 인간과 문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IV. 웰빙 담론의 구성요소들
지금까지 산업사회의 등장 이후 웰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연원과 계보를 거시 ·
문명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그것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반드시 혹은 모두 웰벙이라
는 이름으로 제안되거나 주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을 오늘날 웰병이라는 개념으로 포용

하고 하나의 담론으로 수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
는 웰빙 논의의 학문적 가능성과 효용성을 보다 분석적으로 탐색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웰빙

담론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웰빙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 논의들은 다음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육체사회론

웰빙 담론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도 지속적인 것은 역시 건강이나 신체， 읍식
등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의 육체적 안녕에 관련된 삶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에서
기초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에 몸은 대체로 마음에 비해 열등한 지
위에 있었다. ‘생각 없는 물체’ 혹은 살덩어리로서의 육체는 말하자면 정신에 의한 통제 대상이

었던 것이다. 근대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동물적이고도 자연적인 몸과 구분되는 이른바 ‘문명화
된 봄’(civilized body)이 탄생하였다(Elias， 1994). 이처럼 몽이 재발견되는 과정에서 몽은 자기 정
체성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근대국가의 형성과 의과학(醫科學)의 발전은 붐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소위 ‘육체사회’ (somatic society)의 등장은 최근 웰벙 붐과 더불어 몸이나 건강， 외모， 형상 등
에 대한 관심이 일상화된 상황을 말한다. 몸은 자기표현과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부단히 수행되
어야 하고 완성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폼을 만들기
위한 ‘몸 프로젝트’(body pr이 ect)의 선풍적 유행은 육체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외양이다(Shilling，

1993: 4-8). 몸은 그 자체로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다이어트， 보디빌딩， 성형수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생성과정에 있는 실체라고 보는 것이다. 몸의 중요성은 또한 육체나 용모의

자본화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몸은 단순한 노동력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하는 일종의 육체자본(physical capital)으로서 사회적 계급의 상징물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Bourdieu， 1984 참조). 만연하는 봄 프로젝트에 따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
일이 곧잘 ‘나이프 스타일’ (knife style)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Bordo，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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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육체에 대한 관심은 먹는 음식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지고 보면 먹거
리 영역 역시 몸에 대한 오랜 무관심과 유사한 운명을 거쳐 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은 독일 속담이 말하듯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것 그 자체 "(One is what one ea않)라는 점 이다(브로
델， 1995: 135). 웰빙이 음식문화와 가장 강력한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
다. 오늘날 웰빙과 관련된 음식문화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논의되고 았다. 대표적으로 소비사회
의 관점에서 음식문화의 상품화， 표준화， 관료화 경향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Watson， 1997), 세

계화에

의한

제국주의적

음식문화를

거부하려는

주장도

있다(Mintz，

1985; Ritzer, 1996;

Schlosser, 2001). 덧붙여 유기농업이나 채식， 슬로우 푸드(slow food)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빼놓
을 수 없다(김 종덕 , 2003; 구달， 2006; 시 즈카， 20054 등).

2.

탈물질주의

웰벙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를 전제로 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다. 잉겔하트(Inglehart， 1997: 77)
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현대사회는 ‘생존가치’ (survival value)로부터

‘웰빙가치’ (well-being

value)로 목하 이동 중이라 한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물질주의 가치관’ (materialist values)의 약
화와 ‘탈(脫)물질주의 가치관’(postmaterialist values)의 득세에 따른 것으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
가에서 시작해서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삶의 질이란 물질적 차원에 국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물질주의 가치’는 질서유지， 물가안정， 경제성장， 안보，

범죄감소 등에 비중을 두는 반면， 탈물질주의 가치는 정부에의 참여 증대， 언론자유 보호， 직업
에 대한 권리， 거주지 미화， 인간적인 세상 만들기， 의견과 개성의 수용을 보다 더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물질적 생계나 안정이 아니라 소속감， 자기표현과 같은 질적 차원이 삶의 본
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잉겔하트에

의하면

결국 “웰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요소”

(Inglehart, 1997: 77)가 된다.
잉겔하트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두 가지이다(Inglehart， 1997: 77). 첫째는 소위 ‘결핍
가설’ (scarcity hypothesis)에 입각한 것으로， 개인의 우선적 선호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주장이다. 곧，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 보다 강력한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

향이 있어서 절대 소득의 증가 및 복지체제의 성립 이후에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기표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사회화 가

셜’ (socialization hypothesis) 이다. 여기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가 즉각
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곧，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어른이 되어도 가치관은 옛 것을 고수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는 소위 ‘동년배 효과’ (cohoπ effect)에 의한 것으로

사회전반적인 세대교체의 장기적 결과

라는 입장이다.

영겔하트는 세계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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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서구중심적 발상의 결과이
거나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그칠 소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볼 때 의식주

생활과 연관된 물질적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세 속에서 경
제적 양극화 역시 목하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통계적으로 관찰되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팽배나 확산에 주목하여 웰벙사회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실성이 별

로 높지 않을지 모른다.
오히려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실천하려는 일련의 사회운동에 의미와 비

중을 할애하는 편이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명 자체가
비판과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령 웨더포드(2005)는 지난 1 만년 동안 진화를 자랑해 온
도시와 문명은 이제 “사회의 공룡”이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인간은 “문명의 희생자”라고 주장했
다. 최근에 들어와 과거 인디언들이나 ‘작은 티베트’로 알려진 라다크 사회의 자연주의적 생활

이 삶의 대안적 모텔로 재발견되고 재조명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프리처드，

2004; 류시화 2003; 노르베르-호지， 1999 등 볼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내지
친자연주의적 인식은 오늘날 ‘슬로 라이프’ (slow life)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신이치， 2005; 예니케， 2005; 쌍소， 2000). 한 때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지 만 신 이 치 (2005)는 “느린 것 이 아름답다"(Slow is beautiful)고 했다.

3.

반(反)소비주의

물질이 결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약속할 수 없다는 사실은 소비사회 혹은 소비주의를 비판하

고 거부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적 삶 내지 물질적 풍요의 가장 가
시적 인

측면 이

바로

소비 혁 명 (consumption

revolution)에

의한

이 른바

‘소비 인간’ (Homo

consumans)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소위 ‘만물의 상품화’를 특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숙명

적 조건은 끊임없는 소비이다. 생산의 목적이 필요에 의한 생산에서 이익을 위한 생산으로 바뀌
기도 했지만，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대
가로 받은 임금을 상품의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살기 위해，
우리는 산다 모든 것을 산다"(그라프 외， 2002: 192).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는 소비를 미덕으로
간주하는 최초의 경제체제이다. 무엇보다 이는 전후 선진자본주의를 풍미했던 포디즘(Fordism)

방식의 대량생산 체제가 대량소비를 필연적으로 요구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른바 포스트포디즘

(Post-Fordism) 체제 하에서도 소비혁병의 기세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미학적 경향 혹은 섬미적
실천에 의해 소비속도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재화에서 서비스
나 문화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하비， 1994: 331-339).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소비는 유도된 소비행태로서 생산성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다(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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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르， 1991: 50). 이로써 우리들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의해 둘러

싸여 살게 되는 이른바 ‘사물의 시대’를 맞고 있다(보드리야르， 1991: 12-13). 하지만 사물의 풍

부함은 역설적으로 가난을 의미할 뿐이다. 행복의 척도를 소비가 제공하게 되면서 행복은 계량
가능한 것， 물질적인 것， 증거가 필요한 것， 따라서 비교 가능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보드리
야르， 1991: 52-54). 결국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과 타인을 구분하는 소위 ‘기호’로서의 사물을 소비할 뿐이다. 소비는 구매행위의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철저히 문화적 현상이 된 것이다(매크레켄， 1996). 이처럼 소비행위에서 차별성과 정체
성을 확보하게 되는 한 소비체계는 결코 안정될 수 없으며 바로 이것이 소비주의 사회의 숨은
계략(計略)이다.

반소비주의는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축적과 재생산에 기여할 뿐인 소비행태를 비판하고 거
부하는 것이다. 바타이유(2000: 59-82)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소비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재생산과 축적을 위한 ‘생산적 소비’로서 이는 자본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기독교 체제 및 공산
주의 체제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비생산적 소비’라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잉여의

소모 혹은 소진， 혹은 소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바타이유에 따르면 고대사회에서는 비생산
적 소비가 중심이었다. 소비를 통해 새로운 생산을 자극하거나 축적을 도모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생산적 소비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증여와 축제가 있었다. 아즈텍 문화 등 일부 고대문명에서
는 순환적 선물교환을 통해 상대적 평등화를 추구했고 예술， 스포츠， 섹스， 도박과 같은 놀이의
일상화를 통해 축적과 분배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다. 현대사회에서와는 달리

고대사회에서는 써버리고， 놀고， 즐기는 등의 비생산적 소비가 결코 ‘저주의 몫’은 아니었던 것

이다. 축제(祝察)에 열중했던 고대사회와 축재(훌財)에 열중하는 현대사회는 이렇게 서로 대조적
이다.

4.

미시 ·생활정치

웰빙 담론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웰벙에 관한 정치학적 담론은 인간의 행복과
웰빙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피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신，
각 개인이 의사결정의 자유로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방식의 삶
이 선호되고 있다 곧， 생활의 단위는 미분화되어야 하고 생활의 방식은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의 운명을 가늠하는 사회적 단위는 점차 광역화되어 왔

다. 수렵 • 채취사회에서 출발하여 유목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를 거치며 사
회적 의사결정 단위는 부족， 도시， 국가로 확대되다가 최근에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전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세계체제론’이다. 이처럼 “국제적 차원에
서 인간의 삶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은 일찍이 폴라니(1 944)에 의해 “자기규제적 시장

에 맞서는 사회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제기되어 왔다. 폴라니는 세계화에 대항하는 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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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의 반세계화 운동을 션창(先唱)한 셈이다. 역설적으로
세계화 그 자체가 지역적 다양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 획일화 추세에 대항
하는 ‘정체성의 정치’ (identity politics)를 세계화가 자극하기 때문이다.

국가주도 혹은 국가단위의 사회발전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미시적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 가령 스갓(Scott， 1998)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근대사회 국가권력의
션한 의도가 왜 항상 비극적으로 좌절되는가를 설병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위로부터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ftom above and the cente끼 국가가 사회를 인식하는 것은 실제 사회의 모습이 아
니라 일종의 ‘축약(縮約) 지도’ (abridged map) 일 뿐이다. 스갓은 20세기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권위주의적 고도 근대주의’(authoritarian high modemism)가 성행했다가 궁극적인 실패로 귀결된
시대로 규정한다(Scott， 1998: 87-102).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인간의 자연정복， 사회질서에
대한 합리적 설계에 대한 자신감， 대규모 사회공학적 접근 등으로 요약되는 ‘고도 근대주의’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과 ‘비공식 과정’ (informal process),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에서의 임기응변 (improvisation)의 중요성 등을 간과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중심의 제도권 정치와 관료주의， 그리고 그것에 수반하는 거시적 장기계획과 지식의 합리
성은 이제 역사적 효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사회적 단위로서 국가나 세계체제， 혹은 계급

이나 집단이 차지했던 비중은 약화되는 반면 개인이 중심이 되는 일상생활의 정치가 대안적 모
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벡 (1994: 7)은 ‘개인화 과정’ (individualization process)

라고 불렀다. 그는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대사회에 처하여 행복과 웰빙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개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가도 계급도 정당도 의회도 아닌， 오직 자신들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개인들은 스스로 하나의 ‘사회 형 태 ’ (socìal form)가 되 고 있다는 것
이다(Beck， 1994: 13-15). 이른바 ‘정치의 재창조’ (reinvention of politics), ‘하부정치’(sub-politics)’혹

은 ‘생활정치’(life politics)의 활성화는 바로 개인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려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적 삶이란 웰빙의 기본정신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V.

결론

웰빙은 단순히 먹는 문제나 건강의 차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웰빙을 자본주의 사회
의 상업적 전략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한 이해는 아니다. 웰빙 개념에는 항상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려는 인간의 근본욕구가 담겨져 있고， 그런 만큼 그 속에서는 거시 • 문병사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웰빙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개념도 아니고 언제라

도 쉽게 사라칠 수도 있는 일과성 담론도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웰빙올 학문적으
로 수용하고 이론화하여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담론체계로 가꾸는 일이다. 웰빙은 초분과적(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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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科的) 통합과 교류를 지향하는 현대 학문의 추세와도 가장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갖
고 있기도 하다. 특히 환경이나 문화， 도시， 개발， 계획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문분야의 경우

웰빙은 새로운 경지 혹은 대안적 지평을 열 수 있는 매력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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