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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이 글은 파리-웨스트 낭테르 10대학과 파리 앙리 4세 고등학교에서 2014년 12월 18-20

일에 열린 콜로퀴엄에 제출된 발제문들을 책으로 엮은 <<Marx & Foucault : Lectures, usages, 

confrontations>>, Christian Laval et al., La Découverte, 2015에 실린 자크 비데의 발제문 <Foucault 

avec Marx : pouvoir-capital et pouvoir-savoir>를 옮긴 것이다. 이 글은 옮긴이가 번역해 출판할 예

정인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자크 비데 지음, 배세진 옮김, 생각의힘, 2021)의 핵심을 평이하게 제

시한다. 참고로,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이 푸코에 도달하기 위해 마르크스로부터 출발하는 저서라

면, <<마르크스의 생명정치학: 푸코와 함께 마르크스를>>(자크 비데 지음, 배세진 옮김, 오월의봄, 

2020)은 마르크스에 도달하기 위해 푸코로부터 출발하는 저서이다. 독자들은 이 두 저서를 이 번역과 함

께 독해하기를 바란다. 또한, 비데의 ‘메타구조적 접근’ 혹은 ‘메타구조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

는, <호명된 주체: 알튀세르와 버틀러를 넘어서>(자크 비데 지음, 배세진 옮김, <<문화/과학>>, 2020년 

겨울호, 근간)와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자본>>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오기만 했다. 하지만 왜 이

러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자본>>을 변형하기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자크 

비데 지음, 배세진 옮김, 웹진 인무브), <메타구조란 무엇인가?>(<<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의 부록)

를 참조하라. 앞선 번역들에서 비데의 메타구조론과 관련된 핵심 어휘들과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

문에, 본 번역에서는 핵심 어휘들에 대한 원어병기도 거의 하지 않고 핵심 개념들에 대한 설명도 거의 하

지 않는다.] 

나의 저서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은 푸코와 마르크스 이 둘의 관점들 사이의 비판적 협업을 위한 

조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각주: Jacques Bidet, <<Foucault avec Marx>>, La Fabrique, Paris, 2014. 

이 저서에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출되는 관점들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더욱 문헌적으로 충실한 입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저서에서 취급하는 푸코는 바로 <<자본>>의 마르크스를 자신의 대상으로 

취하는 1970년대의 푸코이다. 나는 내가 현대성의 ‘메타구조적’ 접근이라고 지시하는 그러한 연구 프로

그램을 통해 이 마르크스와 푸코에 다가간다[각주: 이 ‘메타구조’라는 개념은 내가 30여 년 전부터 발전

시켜온, 그리고 이 저서에서 더욱 진전시키는 그러한 접근의 핵심을 지시한다. 이 개념은 현대적 계급구

조들이 이 계급구조들이 취하는 합리적 선전제들에 대한 도구화 -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의 메타구조

인 시장을 도구화한다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가정하고 생산하는 시장을 도구화한다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도구화- 로부터 출발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준거한다.]. 

마르크스의 오류와 그 ‘메타구조적’ 정정 

나는 마르크스가 범한 하나의 오류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마르크스는, 테크놀로지, 경

제학, 사회학, 법률-정치적인 것, 문화-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절합함으로써, 운동 중인 ‘총체적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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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서의 현대사회에 대한 하나의 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을 위해 마르크스는 하부-상부구조라

는 구조물 형태의 도식을 제시한다. 내가 말하는 마르크스의 ‘오류’는 특수하게 ‘경제적 토대’에[만] 속하

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오류는 그의 패러다임 전체, 그러니까 현대사회 -마르크스가 이 현대사회라

는 어휘를 통해 지시하는 그 넓은 의미에서- 에 대한 분석을 위해 그가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행하는 

활용과 관계된다.  

마르크스는 현대성을 ‘이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성의 도구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성의 도구화를 ‘도구적 이성’이라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본>> 1

권 1편은 상품생산의 논리를 정의하는데, 이 상품생산의 논리 안에 상품적인 법률적-경제적 이성이 함

축되어 있다. <<자본>> 1권 3편은, 노동력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순간부터, 이러한 상품적 이성

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도구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구조는 이 

자본주의적 구조 자신의 자기파괴로 밀어붙여지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 경향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 1권 전체가 향하는 그 결론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에 의해 지배된다면, 이 시장의 한가운

데에서 출현하는 기업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합리적 조정의 또 다른 양식, 즉 조직에 따라 기능하게 된다

[각주: 이것이 바로, 시장과 조직이라는 쌍에 따라서 이해되는 ‘매뉴팩처와 사회 내에서의 노동분할’을 

취급하는 <<자본>> 1권 4편 14장(독일어판으로는 12장)의 대상이다. Karl Marx, <<Le Capital>>, 

Livre I, PUF, Paris, 2009, 4편 14장을 보라.].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은 점점 더 커

지고 그 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마르크스는 종국에는 아마도 각각의 부문에는 하나의 기업만이 남

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각주: Karl Marx, <<Le Capital>>, Livre I, op. cit., 2편 24장의 제일 끝부분을 

보라.]. 이때부터, 시장의 논리는 조직의 논리에 의해 주변화된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

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숙련성을 획득하게 되는], 생산의 과정 그 자체에 의해 조직되는 산업 노동자

계급은 생산적 기계류 전체에 대한 공통의 전유를, 그리고 모두 사이에서 협력된 계획들에 따른 생산의 

통치를 자신의 관점으로 스스로에게 필연적으로 제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각주: 이것이 바로 <<자본>> 

1권의 끝에서 두 번째 장의 일반적 의미인데, 이 장은 정당하게도 <<자본>> 1권 전체의 일반적 결론으

로 통한다. Karl Marx, <<Le Capital>>, Livre I, op. cit., 24장을 보라.].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자신들

의 공통 이성의 능력을 재전유하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20세기의 위대한 해방의 신화[의 기

원]를 확인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오류는 이러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발현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목적론

적 관점의 위험을 어렴풋이 보기는 했다. <고타강령 비판>의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이를 증거한

다. 자본-권력의 소멸 이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첫 번째 국면에서, ‘육체 노동’의 ‘지식 노동’ 아래로

의 ‘노예적 종속’이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를 푸코 식으로 

말해보자면, 이는 지식-권력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뜻한다. 마르크스 이후의 역사는 어

떻게 실제로 이 지식-권력이 ‘현실 사회주의’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지배계급을 촉발하게 되는 정도로까

지 세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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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르크스의 오류는 목적론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의 오류는, 역설적이

지만, 그의 본질적 발견과 연결된다. 즉, 마르크스가 자신의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는 시장과 조직이라는 

이러한 쌍의 중심적 특징 말이다. 마르크스는 시장과 조직이라는 이 두 항들을 두 가지 합리적 매개들로 

이해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시장과 조직이라는 두 가지 합리적 매개들이 무매개적(immédiate) 협

업(coopération)에 고유한 담론적 관계(relation discursive)의 무매개성(immédiation)을 중계(relaient)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 시장과 조직이라는 두 가지 매개들을 시장에서 조직으로 점

진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역사적 시퀀스 내에서 이해한다. 그런데, 현실에서(en réalité), 현대사회 내에

서 이 두 가지 매개들은 이 현대 사회의 경제적 합리성의 두 극들, 그러니까 각자-사이의 극과 모두-사

이의 극을 형성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동시대적이다. 현대 사회의 [경제적 합리성 이외의] 법률-정치적인 

또 다른 면은 간-개인적 계약성과 중앙적 계약성, 다르게 말해 ‘현대인들의 자유’와 ‘고대인들의 자

유’(이 또한 완전히 현대적인)이다. 만일 정말 그러하다면, 현대사회의 도구화된 [대문자] 이성, 그러니

까 항상 재생산됨과 동시에 선전제되는 [대문자] 이성의 현대적 허구는 이러한 양극성의 관점들 내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조정의 형태들은 두 가지 종류의 특권들을 발생시킨다. 하나는 시장에서

의 소유의 특권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에서의 ‘역량’의 특권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두 가

지 극들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탐구했던 자본-권력이라는 극과 푸코(그리고 [피에르 부르디외와 같

은] 다른 이들…)가 식별해 냈던 지식-권력이라는 극을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두 극들 사이

의 가능한, 하지만 여전히 문제적인 그러한 접속점(point de jonction)을 어렴풋이 보게 된다. 이것이 바

로 ‘메타구조적’인 것으로 내가 지시한 그러한 분석의 중심축이다.  

자본의 권력과는 다른 또 하나의 권력을 식별해내는 푸코 

자본주의적 소유자의 권력은 구매, 판매, 투자, 고용, 해고, 차입, 대부, [공장과 자본의] 이전(localiser, 

délocaliser) 등등의 권력이다.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시간과 장소, 과정(itinéraires)과 단계

(étapes)를 배열하고, 기준(normes)과 수행(performances)을 규정하며, 과업과 시험을 정하고, 분류하고 

위계화하며 포함하고 배제하는 것을 자신의 핵심으로 취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다른 권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권력은 기업, 행정, 병원, 감옥, 학교, 군대 등등 모든 영역 안에 존재한다.  

부르디외 또한 ‘경제 자본’과 마주하는 ‘문화 자본’을 인식한다. 부르디외는 규범화(normation)와 위계

화(hiérarchisation), 포함(inclusion)과 배제(exclusion)와 유사한 도식에 따라 행해지는 ‘구별짓

기’(distinction)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부르디외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에 관한 하나의 이

론을 제시한다. 푸코는 이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대신 이 사

회적 관계가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사회적 관계는 실천들 내에서, 말의 행위이기도 

한 그러한 행위들 내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취급(traitement)의 언어인 그러한 언어 내에서 행사된다. 

푸코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역사를 쓰고자 하면서, 이를 ‘진실의 역사’(histoire de la vérité)라 지

시한다. 이는 과학적 인식의 역사는 아니지만, 대신 이는 참(vrai)으로 제시되고 수용된 바에 관한 하나

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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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관점에서, 푸코가 말하는 이러한 ‘진실’은 의사소통적 행위(agir communicationnel)의 관점들 내에

서 ‘타당성’(validité) 개념이 지니는 그 완전한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각주: 특히 Jürgen Habermas, 

<<Théorie de l’agir communicationnel>>, Fayard, Paris, 1987, tome I, pp. 305-326을 보라. (한국어

판으로는, <<의사소통행위 이론 1, 2권>>,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춘익 옮김, 나남, 2006을 참조 - 옮

긴이)]. 푸코가 말하는 이러한 진실은, 참인 것 즉 wahr과 정당한 것 즉 richtig과 진정한 것 즉 

wahrhaftig이라는 삼중의 차원(registre)에 따라 나열되는 타당성 주장(prétention de validité) 즉 

Geltungsanspruch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엘리베이터 보이의 예시를 알고 있다[옮긴이 주: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 보이’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걸’이라는 직업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다.]. 이 엘리베이터 보이는, 가정적으로(censément), 참인 진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정당한 규범(그건 옳지 않다), 진정한 권위

(나는 당신에게 이를 말할 근거[권리]가 있다)를 언표한다. 푸코가 말하는 진실과 관련해서도 사정은 동

일하다. 광기에 관한 것이든,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이든, 비행에 관한 것이든, 과학의 주장으로서의 유효

성-진실의 주장(prétention de vérité-efficacité)이 확립되며, 그 가정된(présumé) 효과는 치료하고 교

정하고 교육하는 것 등등이다. 규범의 주장으로서의 정당성의 주장(prétention de justesse)은 병자들, 비

정상인들, 일탈자들 등등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가정(censément)된다. 진정한 권위

의 주장(prétention d’autorité authentique)에 따르면, 과학적 인간(homme de science)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 인간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 자신의 죄의식, 자신의 무지 등등을 고백하게 만들도록 요구할 근

거[권리]가 있다고 가정(censément)된다. 그리고 이는 보편적인 것으로 가정된(supposée) 의사소통의 

공적 공간[공론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의 권력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사물들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부터 신체와 영혼에 대한 경영(management)에 이르기까지 [지도로서의] 관리

(direction)의 모든 기능들에 대한 참조를 통해 이 용어에 넓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관리자(managers)의 

권력이다. 시장에서의 소유의 권력과 마주해서, 바로 이 지점에 조직 내에서의 역량의 권력이, 어떠한 하

나의 과학의 실천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수용된 ‘역량’의 행사[실행]인 그러한 권력이 존재한다. 이 지

점에서부터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더욱 넓고 더욱 현실적인 하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

배계급은, 한때 푸코가 말했던 ‘주된 적’[자본가]과 ‘직접적인 적’[관리자]의 의미에서 두 극들을 포함하

고 있다. 만일 정말 그러하다면, 이로부터 우리는 ‘계급투쟁’이 삼중의 작용으로 예고된다고 결론내려야

만 한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권력’이 의사소통[즉 교통](se communiquant)을 통해서만 

실행된다는 점에서 그 본성이 완전히 다른 권력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그 개조

를 위해]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왜 [푸코적 유명론 이외에] ‘마르크스적 유명론’ 또한 존재하는가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장애물들이 이러한 길 위에 나타난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철학적 쟁론이라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계급구조들로부터 출발해 개인들의 조건을 이해하는 마르크스의 ‘구조주의’를, 총체

성과 거대한 사회주체라는 관념 전체를 거부하는 푸코의 ‘유명론’과 대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

 4



다[각주: 이러한 질문은 <<Foucault avec Marx>>의 3장 <마르크스적 구조주의와 푸코적 유명론?>에

서 취급된다.]. 푸코에게는, 다수의 사회적 기능들과 위치들 내에서, 특수한(particulières) 정세들 -이 특

수한 정세들이 지니는 요소들은 다양한 시간성과 공간성에 관계맺어지게 된다- 내에서 서로 대면하는 

개인 주체들 이외에는 그 어떠한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푸코에게서,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서로 마주

치는(se rencontrent) 그러한 총체성들은 ‘장치들’(dispositifs), 그러니까 담론들, 제도들, 기술적이고 영

토적인 배열들(arrangements)이 형성하는 이질적인 혼합물들(amalgames)일 뿐이다. 물론 푸코 또한 분

명히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 말하지만, 푸코는 이 계급들을 특수한(particulières) 실천들 -서로서로가 

뒤섞여 있는- 의 ‘효과들’로 간주하기를 권한다. 근본적으로, 푸코는 개인적인 것(l’individuel)과 집합적

인 것(le collectif)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고라는 문제, 모든 사회학의 것인 그러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푸코의 구호인 ‘개인에서부터 시작하기’는 마르크스주의의 몇몇 전통들과 푸코 자신이 맺는 비판적 관계 

속에서 특히나 풍부한 그러한 의미를 확실히 가지게 된다[각주: 이 주제에 관해서는,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94, pp. 121-129를 참조. (국

역본으로는,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나남, 2010을 참조 - 옮긴

이)]. 하지만 이 구호는 하나의 대안적인 이론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인식계발적인(heuristique) 공리이다.  

게다가 마르크스 자신 또한 자신의 담론을 개인들에서부터 시작한다.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자신이 <<자

본>> 1권 1편에서 그렇게 하듯이 현대적 인간의 조건을 특징짓는 상품적 간-개인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계급에 대해서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상품적 간-개인성은, <<자본>> 

1권 1편을 지나, 계급관계(rapport de classe)를 확립시키는 임노동 관계(relation salariale)가 분석되는 

<<자본>> 1권 3편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corroborée).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착취는 

바로 이 착취가 상품적 관계(rapport marchand)의 영역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개인적 관계들

(relations interindividuelles) -자본가들과 임노동자들 사이의, 자본가들 사이의, 그리고 임노동자들 사

이의 관계- 만을 인식할 뿐인 장소로서의 노동력 시장의 영역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착취인 것이다.  

임노동적 착취가 하나의 계급적 분열(clivage)을 생산한다는 것은 참이다. 이 임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장

치를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하는 이들[부르주아]과 그렇지 못한 이들[프롤레타리아] 사이의 분열 말이다. 

이렇게 하나의 구조가 확립되는데, 우리는 이 구조가 취하는 특수한 사회적 존재를 사고해야만 한다. 하

지만 두 가지 사회계급들 사이의 이렇게 정의된 분할(division)이 두 가지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하는 것

은 아니다. 이 분할은 하나의 활동적 과정,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집단화들(groupements)

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절단을 구성한다. ‘계급투쟁’ 속에서, 투쟁에 진입하는 것은 계급들이 아니라, 역

사적 행위자들로 그러니까 다소간 일시적인(éphémères) 성격을 지니는 ‘주체들’로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는 다소간의 능력을 가진 사회적 집단들(groupes)이다. 이 집단들은 [앞서 이미 언급한 푸코적인] 혼

합물의 관점에서 개념화되어야만 한다. ‘노동자 계급’은 노동-하는-신체, 산업적 기술들, 생산관계들, 

성과 ‘인종’의 공형상화들[배치들](configurations), 퇴적된 말의 코르푸스들(corpus), 사회적이고 정치

적인 획득물들의 역사적 브리콜라주(bricolage)이다. 이 산업 노동자계급이 사라지게 될 때, 동일한 계급

구조가 또 다른 유사한 혼합물들(conglomérats)을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사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또 

 5



다른 유사한 혼합물들의 역사적 잠재력이다[옮긴이 주: 여기에서 ‘혼합물들’은 amalgames이 아니라 원

어병기했듯 conglomérats를 옮긴 것으로, 이는 ‘이질적인 것들이 혼합된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amalgame과 동일하면서도 규모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장치들’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더욱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푸코적 고찰과는 대조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마르크스적 접근의 강점은 이 마르크스적 접근이 역사적 과정의 경향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구조의 것인 그러한 경향들을 분석한다. 바로 이 경향들이, 정

세들에 따른 전략적 관점들을 승인[존재 가능케]하면서, 가능태의 장들(champs de possible)을 정의하

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경향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다. 마르크스는 이 경향을 (자본주의적) 시장에

서 (사회주의적) 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이러한 오해가 구조/경향이라

는 문제설정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단지, 이 문제설정에 대한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

조에 대한 적절한 하나의 이론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에 대한 적절한 이론화라는 지

점에서 특히 푸코에 대한 활용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근본]배경의 위치를 점하는 지고한(souveraines) 것들로 가정된 두 가

지 ‘철학들’을 접속시키는 기획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마르크스와 푸코 모두가 다

양한 철학들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질문들에 관통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길 위에

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아포리아들에 대한 해독이라는 작업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두고자 한다[옮긴이 

주: 옮긴이의 관점에서 이러한 철학적 작업을 한 이가 에티엔 발리바르이다. 발리바르 또한 푸코와 마르

크스 사이의 절합을 시도하지만 비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다.]. 우리가 ‘이론’이라는 표현을 통

해 전체(ensemble)에 관한 하나의 일관성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식들 -경제학, 사회학, 법학, 역사학, 

심리학 등등- 이 철학적 작업이라는 비판적 제약하에서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획을 의미한다

면, 나는 이러한 이론이라는 차원에 나의 작업을 한정하고자 한다.  

메타구조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통치적 이성’ 

하지만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우리가 마르크스와 푸코의 이 두 가지 관점들 사이의 이론적 마주침의 가

능성이 어떠할지에 관해 여전히 질문해보아야 한다는 점과 정확히 관계된다. 다르게 질문해보자면, 마르

크스와 푸코 모두는 하나의 동일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특히 1977-1979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들에 관해 제기된다. 이 강의들에서 우리는 ‘사

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그리고 자유주의적 ‘통치’로, 결국에는 (‘사회국가’를 건너뛰면서) ‘신자유주

의 국가’의 출현으로 나아가는 ‘통치적 이성의 역사’로 지시되는 하나의 거대서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

나 이러한 거대한 서사(grand récit)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grand tableau)으로 완성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진실들’이 서로 뒤섞이는 장소로서의, 절대로 그 무엇도 완전히 굳어지지 않는 장소로서의 그러한 

동시대 사회에 대한 그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구성 속에는 괄목할 만한 하나의 특징이 존재한다. 

이 특징은 바로 ‘자유주의’가 인구들의 집합적 삶의 개선(promotion)을 목표로 하면서도 자연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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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된 시장의 법칙들에 의거하는 균형적 위치로서 규칙적으로 가치화[인정 혹은 확립]된다는 것이

다. 이렇게 자유주의는 시장과 관계된 잠재력과 조직과 관계된 잠재력이라는 이성의 이중적 잠재력을 부

여받는다. 하지만 이 양자택일적인 두 가지 능력들(facultés)을 일치(accorderait)시킬, 그리고 시장과 관

계된 능력에 조직과 관계된 능력에 대한 우위를 부여해줄 그러한 원리를 절대로 확립하지는 못하면서 말

이다. 

또 한 번 새롭게,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와의 대조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통치적 이성의 

역사’는 확실히 ‘진실의 역사’, 그러니까 참으로 간주된(tenu) 바에 대한 역사, 진실 주장들(prétentions 

de vérité)의 역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시민사회’와 관련해 이 점을 강조한다. 푸코는 “시민사회

의 현실 정도(degré de réalité)와 관련해 매우 조심[주의]”하기를 우리에게 권하는데, 왜냐하면, 푸코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권력관계들 내에서 그 자체로 정립되는(se donnent) ‘상호작용의 현실들’(réalités de 

transaction)일 뿐이기 때문이다[각주: Michel Foucault,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EHESS/Seuil/Gallimard, Paris, 2004, pp. 300-301.][옮긴이 주: 이 

réalités de transaction에서 transaction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난

장, 2012)의 번역을 따라 ‘상호작용’으로 옮기지만, 사실 이것이 ‘시민사회’ 혹은 ‘시장사회’를 지칭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를 transaction의 통상적인 역어인 ‘거래’로 옮겨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거

래’로 옮기면 이 어휘의 초(trans)-작용(action)으로서의 추상적인 차원이 제거되기 때문에 사실 ‘상호작

용’과 ‘거래’ 모두로 번역하는게 가장 정확해 보인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 1권 1편에서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상호작용의 현실들이다. 마르크스는 이 ‘시민사회’에 관한, 다시 말해 ‘시장

사회’로 간주된 현대사회에 관한 하나의 엄밀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 설명을 다음의 

세 가지 즉 참된 것, 정당한 것, 진정한 것에 따라 ‘상호작용의 진실’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타당성 주장

이라는 관점에서 수행한다. 시장의 진실[참된 것]: 생산성과 부문 간 균형과 생산자 정보 모두를 보장하

는 효과적인 경쟁적 공형상화. 이 모든 것은 가치의 ‘노동-이론’(철학자들보다는 경제학자들이 훨씬 쉽

게 이해하는[각주: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우선은) 부문 내에서의 경쟁에 속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는, 그리고 이 노동의 특수한 유용-구체적 내용과는 독립적인 ‘추상 노동’에 대한 고찰이 (다

음으로는) 부문 간 경쟁과 관계된다는 관념이 그러하다. (쉽게 말하자면, 비데가 만들어낸 표현인 ‘가치

의 노동-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노동가치론’의 동의어이다 - 옮긴이)])을 공형상

화하는 개념들의 코르푸스 안에 포함된다. 시장의 정당성: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들로 지시하는 파트너들 사이의 관계들의 공형상화로서의 시장의 내재적 합법성. 시장의 진

정성: 상품들은 시장에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며, 상품들이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시장으로 가

도록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자연적 질서[명령](ordre)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복종하는 초월적 

질서로 우리가 추진한, 그러한 시초적 자극, 결정, (마르크스의 표현을 따르면) ‘공통의 정초적 행위’, 우

리 모두 사이의 협약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 지점에 물신숭배의 진실된(véritable) 존재론이, 

존재(être)가 행위(acte)인 곳으로서의 그러한 하나의 존재론 -(여전히 <<자본>> 1권 1편 1장이 상품들

은 자신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하나의 현상학만을 제시한데 반해) <<자본>> 1권 1편 2

장에서 설명되는 그러한 존재론- 이 놓여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정의하는 바로서의 ‘현대

적 허구’, 그러니까 현대라는 시대에 공통적인 주장(prétention), [대문자] 현대인들의 진실, 이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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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상호작용’의 조직(tissu)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와 푸코는 동일한 담론 내에, 그러

니까 메타구조라는 담론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즉시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이러한 허구가 역사적으로 갑

자기 나타나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메타구조를 가정하고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러한 구조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력이 이 구조 내에서 상품이 될 

때 [결국] 실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 바로 (임노동자는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임금을 

통해 이 임노동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상품들을 구매하므로) 모든 것이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착취에 의해 구조화될 때 [그때서

야] 우리는 이 사회적 관계를 완전한(intégral) 시장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렇듯 상품화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시장사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

른 또 하나의 논리, 그러니까 잉여-가치(plus-value)의 논리를 지니는 하나의 ‘계급사회’ 내에 있는 것이

다.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러한 시민사회로부터 계급사회로의 ‘이행’, 하지만 [현실]

역사적 이행은 아닌 그러한 이행이다. 이는 현대적 사회형태에 내재적인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허구 즉 제시되고(avancée) 수용된(reçue) 진실이라는 메타구조와 이 메타구조를 선전제하고

(présuppose) 놓는(pose) 그러한 구조 사이의 관계이다. 우리가 이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푸코가 우리에

게 던지는 질문들과는 다른 질문들을, 즉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그 역사적 경향들이라는 질문들을 [마

르크스를 따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푸코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옳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현대적 계급관계의 핵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는 현대적 계

급관계가 자본-권력과 지식-권력을 결합한다는 이러한 구조적 사실과 대면(assumer)해야 한다. 

마르크스와 푸코 사이의 정치적 쟁론 

우리는, <<감시와 처벌>>의 시기에 구조의 지형 위에서 그토록 생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푸코가 통

치 개념을 취급하는 그 10년의 시기의 끝에서는 자신의 분석을 메타구조의 차원에 한정하게 된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푸코는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들을 취급한다. 하지만 푸코는, 마르크스가 이 구체

적인 정치적 실천들을 그것들이 계급구조와 맺는 관계들 내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들을 이 실천들의 행위자들의, 그리고 이 행위자들의 주장(prétention)의 관점들 

속에서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푸코적인] 통치의 ‘이성들’의 역사와 [마르크스적인] 계급‘관계들’의 역

사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철학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의 것인 

그러한 하나의 쟁론이 발현된다.  

목자라는 하나의 새로운 형상의 출현이 이를 증거한다[각주: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EHESS/Seuil/Gallimard, Paris, 2004, pp. 

204-234. (국역본으로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을 참조 - 옮긴이)]. 이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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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대 기독교에서 가져온 비유인데, 그러나 이는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계약의 도식에 대안적인 정치

이론의 도식으로 확립된다. 푸코는 수도원에서의 그 탄생에서부터 소비에트 사목이라는 최종 단계에 이

르는 궤적을 따라 이 목자라는 새로운 형상을 추적한다. 푸코는 특히 자유주의가 가정적으로

(censément) 스스로에게 제시하는(se donne) 그러한 과업, 즉 목자의 권력 -각자 모두(tout un chacun)

의 품행들(conduites)에 대한 통치라는 이 목자의 권력- 을 제한한다는 과업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옮

긴이 주: 여기에서 ‘각자 모두’는 푸코가 사목권력의 행사 방식을 특징짓기 위해 사용한 표현 ‘옴네스 에

트 싱굴라팀’(omnes et singulatim, 전체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개별적으로)을 참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미셸 푸코, 노암 촘스키 지음, 이종인 옮김, 시대의

창, 2015에 실린 <옴네스 에트 싱굴라팀 - 정치적 이성 비판을 향하여>를 참조.]. 바로 이것이 [통치자

와 피치자에 의해] 이중적으로 결정되는(à double entrée) 도식,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무자비한 투쟁

의 언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되는 그러한 도식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운동 내에 

놓여있다. 권력은 자기 자신에게 대립하는 그러한 저항을 먹고 자라며, 또한 이 권력은 자기 자신이 통제

[장악과 지배]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으로서의 역량(puissance)에 자양분을 공급한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적게 통치받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통치’는 시장의 자연적 질서가 작동하도

록 내버려둠으로써 가능한 한 가장 적게 개입하는 것을 바로 자신의 핵심으로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

전히 그리고 항상 저항해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히, 품행들의 인도들[통솔

들](conduites des conduites)이 형성하는 그 무한한 네트워크 속에서, ‘좋은 목자’가 규범설정적이며

(normatrices) 위계확립적인(hierarchisantes) 자신의 조직적 특권들(prérogatives)을 무제한적으로 발전

시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옮긴이 주: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privilège로서의 특권과 달리 

prérogative로서의 특권은 원어를 병기해 구분해준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저항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저항은 효과를 생산하며 삶[생명]을 생성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통치자들과 피치

자들이 [초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그러한 관념이 저항의 분노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부자들

과 가난한 자들은 [초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관념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푸코는 정치이론을 위한 또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는데, 푸코가 인지한 이 또 다른 길은 저항

의 길이 아니라 혁명의 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푸코는 이 혁명의 길의 실패를 선언한다[각주: 

Michel Foucault,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op. cit., pp. 43-45.]. 이 혁명의 길의 핵심은, 가

능한 한 가장 덜 통치받는 것 즉 ‘다르게’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일 것이다. 

시민은 스스로를 주권자(souverain)로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치성의 주제계로부터 벗어나 자

기-통치의 주제계로 진입한다. 더 이상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

(abattre)이 중요하다. 이 계급권력의 통치에서의 특권들(prérogatives)이 취하는 경제적 토대를 전유함

으로써 계급권력을 무너뜨리는 것 말이다. 이 혁명의 길은, 그날 그날의 [임시방편적인] 전술들을 넘어, 

사회적인 하나의 새로운 주체성에 의해 담지되는 전체적(d’ensemble) 전략들을 취하는 것이다[옮긴이 

주: 비데에게는 푸코적인 tactique 즉 ‘전술’과 마르크스적인 stratégie 즉 ‘전략’ 사이의 구분이 존재한

다.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의 결론을 참조하라.]. 하지만, 이렇듯 우리가 이러한 혁명의 길을 특권

화하게 된다고 해도, 이 혁명의 길 자신의 명증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의미, 그러니까 이 

혁명의 길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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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는, 마르크스와 푸코를 서로 대립시키기 보다는, 이 마르크스와 푸코 사이의 가능한 공모를 실

현해내고자 시도해보는 것이 아마 더 가치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이는, 내가 바로 아래에서 

규정(circonscrire)하고자 시도하는 그러한 상당한 이론적 대가를 치르고서만, 개념화 가능한 것이다. 

‘메타-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푸코가 그 안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는 하나의 더욱 일반적인 이론 

내가 보기에, 우리는 푸코의 표지(marque)를 담지하고 있는 하나의 ‘메타-마르크스주의’의 형태하에서 

마르크스의 ‘정관사 이론’(la théorie)을 재사고해야 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관료제’, ‘기술구조’, ‘관리

자 권력’pouvoir managérial, ‘문화 자본’ 등등의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자본-권력과 평행하게 조직 내

에서의 지식-권력(자본-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재생산되는)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에 기여한 모든 이들로부터도 또한 이를 재사고해야 할 것 같다.  

마르크스의 일반적 가설로부터 출발해보자. 우리가 이미 보았듯, 마르크스는 이성의 도구화라는 관점에

서 현대성을 분석한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이성에 대한 주장(prétention)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성적인[합리적인] 인격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으로부터 발생한다[옮긴이 주: 여기에서 ‘발생하다’는 procéder de를 옮긴 것이

다.]. 이것이 바로, 푸코가 말하듯, 법권리(droit)를 경제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본성적으로] 상품적인 

하나의 경제에 지시케 한다(indexer)고 주장(prétend)하는 자유주의의 ‘진실’이다[각주: 푸코가 설명하

듯, 자유주의는 “경제적 경제에 지시된(indexée) 어떠한 한 통치성의 법률적 경제”를 형상화한다. 

Michel Foucault,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op. cit., p. 300.][옮긴이 주: indexer를 ‘지시케 하

다’ 정도로 옮겼지만 조금 더 강하게 옮기면 ‘종속시키다’, ‘접붙이다’, ‘따르게 하다’를 의미한다. 책의 맨 

뒤에 붙어있는 ‘색인’이 index인데, 이 ‘인덱스’를 보고 우리는 해당 단어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독자

들은 그 뉘앙스를 떠올리길 바란다.]. 도구화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이 시장이 되었을 때 노동력이 스스

로 상품이 된다는 점이다. 시장이라는 우리 합리성의 공통의 자산(bien commun)은 이때부터[모든 것이 

시장이 될 때부터] 소유-권력 혹은 자본-권력의 특권들을 지니는 어떠한 한 계급의 도구가 된다.  

마르크스는 시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까지 부흥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목도하는 그러한 조직이 즉 사회

적 차원에서의 또 다른 조정 형태로서의 조직이 지식-권력이라는 또 다른 특권을 통해서 시장의 것과 유

사한 도구화의 잠재력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실패한다. 현실에서는, ‘현대성’ 속

에서, 그리고 이전 사회질서들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아시아나 유럽과 같은 세계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존재하는) 연속적 밑그림들[일련의 막연한 토대들](esquisses successives)이 형성하는 이 현대성의 시작

점에서부터, 시장과 조직이라는 두 가지 합리적 매개들은 현대적 계급관계 내로 수렴하는 두 가지 계급

요인들로 기능한다. 이렇게 지배계급은 두 극들, 두 머리들, 두 가지 종류의 권력들을 제시한다.  

푸코는 이 또 다른 권력을, 이 또 다른 권력이 주체의 구성에서 수행하는 그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신체

의 사회적 취급이라는 차원들과 같은 규정된(définis) 차원들(registres) 내에서 고찰했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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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particulières) 탐구들로부터 푸코는 하나의 더욱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끌어낸다. 나에게는, 푸코

가 자본가들의 권력과는 다른 또 하나의 권력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더욱 뛰어난 

방식으로)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푸코가 관리자들

(managers)이 자본가들의 대행자들, 공적 행정가들, 자본가들의 임무를 위임받은 책임자들이기만 한 것

은 아니라는 점과 이 권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구조화하는 횡단적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립했다

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는 그의 공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푸코는 이 권력을 인식

(connaissance)이 아니라 수용된 역량(compétence reçue)에, 인정된 주장들(prétentions reconnues)이

라는 의미에서의 그 ‘진실들’에,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진실들에, 그러니까 지식(savoir)에 참조케 함으로

써 이 권력에 대한 인지(identification)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푸코는 이 지식-권력이 교통(se 

communiquant)을 통해서만 행사된다는 점에서 소유-권력과는 다르다는 점이 보여지도록 만든다.   

만일 사태가 정말로 그러하다면, 진정 계급투쟁은, 자신의 재생산 가능한 특권들 -그것이 소유이든 역량

이든- 을 섭취하는 과두적인 하나의 계급과 인민적 다중이라는 또 하나의 계급, 이 두 계급 사이의 대립

이다. 이는 두 계급들 간의 투쟁, 하지만 세 가지 일차적인[주된](primaires) 사회세력들 간의 투쟁인데, 

왜냐하면 이 지배계급은 두 개의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 토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계급’

이라고 지시해야 하는 바 내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품적 매개에 의해 구조화되는지 조직적 매개에 의해 

구조화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분파들(fractions)로, 그리고 또한 시장과 조직의 메커니즘들에 대한 특정

한 지배력(emprise)이라는 ‘태곳적부터 시작된 투쟁’(luttes séculaires)의 과실을 소유하는지 아니면 배

제된 것으로서 통합된 그러한 배제 요인들 -푸코는 바로 이 배제 요인들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인

데- 의 자격으로 이 시장과 조직에 내맡겨지는지에 따라 다양한 층들(strates)로 나눠진다.  

위쪽에서는, 물론 단 하나의 지배계급만이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시장과 조직이라는 ‘계급 요인들-매개

들’은 지속적인 상호간섭의 상태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구화된) [대문자] 이성은 시장과 조직 사

이의 유동적이고 다중형태적인 상호관계 내에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시장과 조직 사이의 하나의 절합이 

아닌 단 하나의 ‘합리적인’ 경제적 관점도 제시할 수 없으며, 각자 사이의 자유와 모두 사이의 자유 간의 

공동-함축(co-implication)에 응답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성적인’ 법률-정치적 질서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메타구조적 이론은 자신을 하나의 형이상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잘못] 보여질 수도 있을 

하나의 원리적 단순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메타구조적 이론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메

타구조적 이론이 제시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이성의 주장(prétention de raison), 모두 사이에서 공유

되는(partagé) 무매개적인 (하나의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와 동등하다는) 교통적 담론에 의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그리고 사회적 복잡성 내에서 이러한 담론적 무매개성(immédiation)과 이 담론적 무매개성

이 가능케 하는 직접적(directe) 협업의 중계로 스스로를 정립하는(se donnent) 이러한 시장과 조직이라

는 두 가지 ‘매개들’에 의해 연장되는 교통적 담론에 의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그러한 현대적 주장

(prétention moderne)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개성(médiation)과 무매개성(immédiation) 전체가 자본

-권력과 지식-권력을 거쳐 현대적 계급관계 내에서 도구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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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계급만이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계급 요인들-매개들’

은, 모든 수준들 위에서 자신들 서로서로가 상호간섭함으로써, 사회 전체와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기 때

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계급의 통일성의 원리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이 계급의 다양한 분파들과 층들로

의 분할들의 원리이기도 하다. 수평적으로, 몇몇은 시장이라는 요인에 더욱 관여되어 있고(어제의 농부

와 상인에서부터 오늘날의 ‘자기-자신의-기업가’auto-entrepreneur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은 조직

이라는 요인에 더욱 관여되어 있고(공무원), 또 다른 이들은 중간매개적 위치에 놓여 있다(사적 영역의 

임노동자들). 수직적으로, 몇몇은 시장과 조직의 이러한 메커니즘들에 대한 어떤 특정 지배력을 획득한 

집단화들에 속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지배력을 다소간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있다(지방 시골민, 

청년, 여성 등등 - 그리고 계급-적-구조가 아니라 세계-체계라는 현대적 사회형태의 또 다른 차원에서 

개입해 들어오는 외국인들). 근본계급의 통일성은 이렇게 인지된(identifiées) 이러한 분할들에 대한 [저

항의] 승리로부터만 출현할 수 있다. 

하나의 ‘일반이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현대성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 지니는 고유성은 그 자신의 원리

에서 단순하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법학[혹은 법과 권리], 문화와 

같은 지형들 위에서의 사회적 삶의 다양한 영역들 내에 스스로를 투여하고 스스로를 증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시초적 개념들(concepts initiaux)과 관련해 많은 오해들이 발생할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 이러

한 오해들을 피하기 위해,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위쪽에서는 하나의 과두적 지배집단

(oligarchie)이 아래쪽에는 하나의 다중이 정의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급들이 사회집단들이 아니

기 때문에 과정(processus)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각주: 독자들은 내가 

<<L’État-monde>>의 5장에서 제시했던 분석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Jacques Bidet, <Classe, race, 

sexe>, in <<L’État-monde>>, PUF, Paris, 2011, 5장을 보라.].  

이렇듯 현대적 계급투쟁은 ‘헤게모니 체제들’(régimes d’hégémonie)의 프리즘을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

[각주: 이 개념은 (곧 출간될) <<Le Néolibéralisme et ses Sujets>>와 (집필 중인) <<Le Peuple comme 

Classe>>에서 제시된 분석들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 헤게모니 체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는 현대적 

시간 동안 공간과 시간 내에서 가변적인(지식-권력이 자본-권력과 동맹을 맺느냐 아니면 그와는 반대

로 근본계급 그러니까 대중으로서 존재하는 인민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인), 이 세 가지 사회세력

들의 다양한 조립(assemblage) 양식들을 의미한다. 이 대중으로서 존재하는 인민은 두 가지 전선들에서 

투쟁함으로써만 계급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지식-권력이 더욱 

가깝고 더욱 접근성이 높다. 따라서 현대적 인민의 지혜는 자본-권력을 주변화하기 위해 지식-권력을 

헤게모니화하려는 시도에 놓여있다. 다른 용어로 말해보자면, 조직을 통해 시장을 통제[장악과 지배]하

고, 모두 사이에서 공유된 말을 통한 투쟁인(그래서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한 투쟁인) 민

주주의적 투쟁을 통해 조직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에 놓여있다. 이러한 ‘투쟁’은, [푸코가 말한] ‘전쟁’

과는 달리, 그 메타구조적 참조[메타구조에 대한 준거]를 통해서 정의된다. 이 투쟁의 봉기(insurrection)

는 가정적으로(censément) 공통적인[공통적인 것이라 가정되는] ‘진실들’의 이름으로 선언되지만, 이 진

실들의 구성적 모호성(amphibologie) 내에서 “본질적으로 논박되”(essentiellement contestées)는 것이

다. 자유-평등-합리성은 이 자유-평등-합리성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주장(prétendent)하는 이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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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에게서만큼이나 이 자유-평등-합리성이 [현실에서 이제는] 확립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이

들[즉 피지배계급]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언된다. 

‘아래쪽에 있는 이들의 당파’(parti d’en bas)는 현대사회를 심원하게 각인했으며 어느 정도는 문명화하

기도 했던 일시적이며 다형적인 하나의 실체(entité)이다. 오늘날, 그러니까 자본-권력이 지식-권력의 

통제력을 획득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들의 당파는 조직, 분개[투쟁], 노동조합, 

연합체, 운동, 호소[궐기], 연구집단, 집합체, 봉기, 이 모든 것들의 분산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들의 당파는 이 당파가 자신의 실천적 통일성을 개념화함에 성공한다는 조건에서만 자신의 패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들의 당파는 계급뿐만 아니라 성과 ‘인종’

의 당파 또한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그 ‘계급구조’에 의해서만 온전히(intégralement) 정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세계-체계에 대한 사고가 필요한] 이 논점에 대해서

는 다루지 않는다). 

푸코는 이러한 혼합물을 사고함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푸코 또

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거대 역사’ -우리는 이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가 

공통의 기획(entreprise commune)의 불확실한 역사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인 거대 역사는 고유하게 총체화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욕망과 정념, 결여와 불운, 향락과 비참, 

오욕과 파란(accidents)과 같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는 모든 것들로도 구성된 바로서의 인간 역사의 

정수가 아니다. 주체로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으로부터 (이 사회적 관계들의 진

실들을 드러내보임으로써) 구성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이 ‘진실들’이 서로가 부조화스런 복수의 

길들을 소묘하는 그러한 이 요상한 마그마(magma) 전체로부터도 구성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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