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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등급화과 전지구적 통치성:

트랜스내셔널한 주권의 (비)생산

오 경 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한가? 주권이 행해 온 근대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근원적이며 사법적인 원천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가? 

주권은 여전히 단독적이며 자기충족적(self-fulfilling) 예언인가? 

이 일련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역사적 궤적, 특히 근대 

국민국가가 확립된 20세기 초반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사상사적인 맥락에서의 주권의 발명은 이후 근대 국민국가 탄생과 

긴밀하게—비록 결과론적일 지라도—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많은 평자들이 전지구화(globalization)라고 개념화하는 복잡다단한 

양상을 추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전지구화로 일컬어지는 20세기 후반의 

변화가 주권과 결속된 국가 권력의 개념과 범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일례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고전적 서사에서 민족-국가적 

상상(national imaginaries)의 근원인 출판문화의 공유는 다른 기술적 

진보에 의한 매체의 등장으로 대체되었고 지구적 혹은 트랜스내셔널

(transnational)한 공간이 끊임없이 일으켜 온 균열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어 온 권위를 해체했다.1) 

근대 국가성(statehood)을 개념화 하는데 핵심적이었던 주권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주권의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1)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Third Edition (London: Vers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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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가 근대 국민국가의 죽음에 대한 증거일까? 혹은 우리는 주권의 

근원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일련의 질문은 주권 

자체가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삶에 갖는 설명력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주권은 복합적인 역사적 구성물(historical construct)

로 존재하며 따라서 복잡한 행위수행성(agency)과 변동하는 경계, 

유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권으로 표상되는 어떤 정치적 현상은 

국가와 권력 행사의 표현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국가나 권력 행사 

양식의 변화는 주권의 성격에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근대 국민국가 탄생 이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주권 

자체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주권적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것일 지도 모른다. 바꾸어 말하자면 단일하고 자기충족적인 주권의 

개념은 그 태생부터 신화였을지 모르지만 국가의 주권적 행위 수행의 

범위에 일어난 변화의 폭은 여전히 더 깊숙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탈식민화를 통한 대량의 국민국가의 

등장, 냉전은 주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와 국제 정치의 중요성을 전면에 드러내었다. 이런 국제 관계의 

새로운 맥락은 주권의 근원적인 성격인 단독성에 대한 부정과 주권 간의 

위계화(hierarchization)를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 시기 경제적 영역 

안에서 국가의 역할은 복잡한 시사점을 던진다. 냉전 시기는 국민국가 

특유의 동원력(mobilizing power)과 발전국가 모델을 바탕으로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전 지구적 

생산과 소비의 확대로 정의되는 전지구화는 주권의 단독적인 권위를 

내파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와 옹의 “등급화된 주권(graduated sovereignty)”

이라는 개념 혹은 표현은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2) 필자가 “등급화”로 

번역한 “graduation”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졸업”, 즉 한 시기가 지나고 미지의 다른 시기로 이행한다는 의미와 

색과 조성 리듬의 단계적 차이의 생성이라는 의미, 프랑스어 용법에서 

2) Aihwa Ong, “Graduated Sovereignty in South-East Asia”, Theory, Cul-
ture & Society.  17(2000), pp. 55-75; Aihwa Ong, Flexible Citizen-
ship: The Cultural Logic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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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물의 증발로 인한 소금의 자연적인 결정화 현상이라는 의미가 

그들이다. 우연이라기엔 놀랍게도 이 세 의미는 모두 주권의 현대사에 

적용 가능하다. 주권은 냉전과 전지구화가 창출한 이질적인 공간에 대한 

통치를 중심으로 다른 개념화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는 필연적인 

주권의 등급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새로운 주권적 효과를 결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권의 등급화를 주권의 역사적 전개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주권의 등급화가 어떤 정치사상사적인 배경 속에서 

다양한 역사적 우연성(historical contingencies)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하면서 현재의 주권적 효과의 양상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장은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주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권의 정치사상사적인 기원을 스케치하여 논의의 이론적 기초를 

구성한다. 두 번째 장은 20세기의 역사적 변화가 주권의 등급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냈는가를 살펴보면서 주권의 매개권력화 양상을 

기술한다. 마지막 장은 주권적 효과의 변화를 전문가 정치와 “전 지구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맥락에서 재개념화 한다. 이 세 장은 각각 

주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물론 로마의 임페리움(imperium) 개념은 중세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주권이라는 개념은 근대 정치 철학의 시작과 동시에 등장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키아벨리를 비롯한 르네상스의 정치철학자들의 

덕성(vìrtu)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국가 이성(raison d’État)으로 

이어진 일련의 논의는 공동체와 집합적인 행위(collective action)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고 이는 주권 혹은 주권자(sovereign)을 개념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댕과 홉스의 주권에 대한 일련의 논의는 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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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상기시켰다.3) 보댕이 국가의 구성 자체에 내재적인 

영속적인 권위로서의 주권을 규정한 반면 홉스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사회 계약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된 주권자에서 

도출해 내었다. 두 사람 모두 주권의 절대적 정당성이 그 효력이나 범위의 

실질적인 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구성과의 존재론적인 

연관에서 도출한 것이다. 

주권 개념의 발견 이후 정치사상사 뿐 아니라 정치 자체의 전개는 주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누가 주권을 가졌는가 혹은 가져야 

하는가, 주권의 사용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 주권은 정치적·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등의 문제가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홉스적 주권 개념의 전개로서의 정치사상사는 근세 국가 

형성(state-formation)에 대한 역사학의 고전적 논의와도 부합한다. 30

년 전쟁을 비롯한 종교전쟁과 내전 상황은 국내의 사법-정치 영역에서 

강력한 권위를 탄생시키는 한편 국제 정치의 장에서 국가를 주된 행위 

수행자로 부각시켰다. 국내에서의 사법적 권위의 독점과 대외적으로는 

평등하고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베스트팔렌 주권(Westphalian 

sovereignty)이 탄생한 것이다.4)

하지만 주권의 탄생과 근대 국가의 형성을 이렇게 규범적으로 연결시키는 

입장은 좀 더 세밀한 역사적인 분석에서 유지하기 어렵다. 먼저 베스트팔렌 

조약은 주권적 지위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월레스틴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권은 언제나 “상호 인정(reciprocal regonition)”

을 필요로 하는 가설적 지위에 머물기 때문이다.5) 이 주권의 가설적 

3) Jean Bodin,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Paris: Jaques du Puy, 
1576);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651/2012).

4) Henry Kissinger, World Order: Reflections on the Character of Nations 
and the Course of History (London: Allen Lane, 2014).

5) Andreas Osiander,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West-
phalian My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001), pp. 251–287; Im-
manuel Wallerstein, World 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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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알려진 주권으로 구성된 

국가가 역사적 실체라기보다는 이념형(ideal type)에 가깝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우드와 브레너의 고전적 논의 역시 주권을 둘러싼 다수의 

근대 국가 형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6) 즉 

중앙집권화 된 단독적인 주권에 기반 한 프랑스 모델과 시민사회와 같은 

매개 권력을 강조하는 영국 모델은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근대 국가형성 

과정이 구심적이었는가 원심적이었는가의 문제는 나름의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7) 또한 푸펜도르프의 최고 권위(summum 

imperium)에 대한 논의가 지적하듯 중앙집권화 된 권위의 필요성 

역시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신성로마제국이 

“괴물”이라는 그의 표현은 단순한 신성로마제국의 비정상성에 대한 

한탄이라기보다는 독일적 특수성에 대한 기술로 이해되어야 한다.8) 

이러한 다양성은 단독적인 주권과 그로부터 성립된 근대 국가 형성을 

역사적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주권과 근대 국가 형성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주권론에 관한 또 다른 고전적 저작인 보댕의 『국가에 관한 

여섯 가지 책(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은 대안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보댕은 국가(république)를 “다수의 가족과 그들의 공유물로 

이루어진 주권에 의한 정당한 통치”로 규정한다.9) 즉 보댕에게 국가는 

통치(gouvernement)와 등치되며 주권은 이에 적용되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사법적·입법적 권위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그들의 

공유물” 즉 사유재산이 통치의 대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홉스에게서 부재하는 사유 재산의 절대적 권리화는 

6) Ellen Wood, Liberty & Property: A Social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from Renaissance to Enlightenment (London: Verso, 2012); 
Robert Brenner,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Past and Present, 70(1976).

7) Thomas Ertman, Birth of Leviathan: Building States and Regimes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8) Samuel von Puffendorf, The Present State of Germany (Indianapolis: 
Liberty Fund, 1696/2012).

9) Ibid., p.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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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댕에게 핵심적인 문제였다. 사유 재산은 국가의 구성 주체인 “다수의 

가족”의 온전함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 

재산의 권리화는 “신법과 자연법”이라는 보댕의 주권의 제한 요소의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즉 주권 자체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이며 

독자적(sui generis)일 수 있지만 사유 재산권은 주권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연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중세 생산양식은 “분할된(parcelized) 주권과 양적인(scalar) 재산이 

수직적으로 배열된 체제”이며 “언제나 주권과 재산의 혼합물이며 전자의 

분할된 성격이 후자의 사적인 성격에 대응하는” 체제였다.10) 이는 절대 

왕권과 그 사법적 근거로서의 주권의 등장이 이런 수직적 배열 체제의 

분화를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철폐와 사법적 권위의 강화를 교환을 

통해 가능케 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주권은 사유 재산의 절대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사법적 분리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푸코는 보댕에 내재한 주권과 사유 재산의 일종의 교환(barter)을 

문제화함으로써 자신의 국가 형성의 이론과 역사를 전개한다. 그에게 

국가 이성과 주권의 등장은 사법적 권력의 독점을 통한 사법국가(judicial 

state)의 등장을 의미했다. 하지만 주권의 성립과정에서 사유 재산의 

영역, 즉 “경제”를 절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한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심대한 제한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근대 국가의 발전을 다음단계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영역에 대한 참여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경제적 영역이 

포섭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첫째, 근대 국가 발전과정에서 

오이코노미아(œconomia)의 전통적 담지자인 “가족 모델”은 해체되고 

다시 전유되었다. 즉 경제의 영역을 가족이라는 단위에 제한시키는 

전통적인 입장은 주권의 입지점인 사유 재산의 절대성이라는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단위, 즉 인구 

현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진 것이다. 둘째, 경제는 형식적이고 사법적인 

10) Perry Anderson,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Verso, 
1974), p.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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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를 통해 통치의 영역에 포섭되었다.11) 비슷한 맥락에서 푸코는 

“사태가 일어나게 내버려 두라(laisser les choses aller)”라는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적 전제가  사물들의 정규성에 대한 정교한 관찰과 전략적 

배치를 그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합리성 안에서 가능했음을 밝힌다.12)

푸코는 보댕이 심혈을 기울인 주권과 사유 재산의 사법적 층위에서의 

분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복되었는가를 추적한다. 경제에 대한 

주권적 개입이 불가능했지만 “가족 모델”의 해체와 전유를 통한 새로운 

합리성의 등장은 경제를 다른 방식으로 재구획하였다. 이 새로운 합리성, 

혹은 통치성(governmentality)은 인구에 대한 관점을 핵심으로 하며 

“인구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통치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삼아 “가족”을 

경제의 영역에서 배제하였다.13) 인구는 그 정규성을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자연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인구라는 관점의 도입은 

보댕이 확립한 “가족과 그 공유물”에 대한 사법적 제한을 우회하여 

경제적 영역에 대한 권력의 투입을 가능케 한 것이다. 푸코에게 인구라는 

관점의 등장은 주권과는 변별되는 생명권력과 통치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권력의 양상(modalities)을 이끌어 내었다. 전자가 개인의 신체가 

훈육되고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권력의 작용을 적시하고 있다면 후자는 

푸코의 유명한 동어 반복적 표현인 “행위의 유도(conduct of conduct)”

처럼 개인의 행위가 유도될 수 있는 행위합리성으로서의 권력의 작용을 

의미한다.14) 

따라서 푸코는 주권과 생명 정치, 통치성을 그 구성 요소로 하는 배열 

11)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in Colin Gordon ed., Foucault Ef-
fects: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상이한 맥락에서 폴라니는 “자유로운 시장”이 실제 국가에 의
해 조직된 일국가 시장(national market)임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이
중운동(double movement)을 근대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서울: 길, 
2009).

12) 미셀 푸코,『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서울: 난
장, 2011), 77쪽.

13) Foucault, “Governmentality”, p. 140.

14) 물론 프랑스어 표현인 “conduire du conduits”에서는 이 동어반복의 묘미가 
약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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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장치(dispositif)를 통해 근대 국가에 근접한 제도적 효과를 기술해 

낸다.15) 즉 주권이 사법적·정치적·군사적인 권력 행사를 대표하고 생명 

권력이 미시적인 신체에 적용되며 개인의 행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통치성이 작동하는 일종의 권력의 삼각형은 근대 국가의 

기능과 등치될 수 있다. 근대 국가 형성에 대한 다른 논의들과는 달리 

주권은 근대 국가의 탄생을 암시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권력의 투입 양식이 변화하는 긴 구조적 변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의 장점은 분명 사법·입법 권력으로서의 주권과 다른, 좀 더 미묘한 

권력 행사의 양식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 뿐 아니라 주권 

자체를 사법적이고 실체적인 전제로 보기보다 일종의 “효과(effect)”로 

재개념화한다는 데 있다. 즉 주권은 어느 역사적 시점에 탄생한 실체적인 

권한이라기보다 근대 국가 형성의 역사적 과정에서 성립한 권력 효과이며 

다른 권력 양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푸코의 이런 논의는 주권 자체의 연구에 두 가지 거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푸코의 근대 국가 형성 이론은 권력이 주체로 기능하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스스로를 재조직하여 근대 국가를 

형성시켰다는 일종의 구조-기능주의적 서사로 오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푸코의 해석은 근대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일국사의 틀 안에서, 철저히 로컬한 방식으로 해체하여 종래의 

주권 연구에서 핵심적이었던 국제정치의 영역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푸코의 주권에 대한 재구성을 이 

글의 논의의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그의 접근이 역사화 된 맥락에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이론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는 

어떤 특정한 방식의 권력 배치, 즉 특정한 국가 형태를 선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특정한 배치가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조화롭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해석은 근대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전제와는 다른 방식의 권력 배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주권의 등급화”라는 이 글의 주제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다. “주권의 등급화” 현상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15) 미셸 푸코,『안전, 영토, 인구』,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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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양식의 새로운 배치에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근대 국민국가가 사법적 주권과 그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정당성을 외피로, 훈육기제(disciplinary mechanism)와 통치성을 

일종의 운영기제(modus operandi)로 삼는 권력의 근대적인 배치의 한 

양태로 환원된다면 주권의 상상적 단독성이나 선재적 우월성은 특정한 

배치의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의 등급화”

는 근대 국민국가로 통칭되는 근대적 권력 배치가 구조적 변화하는 한 

징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많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의 역사적 정점이며 

완성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인적·재정적 측면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대규모 동원은 이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국가의 권위에 대한 독점을 

확립시켰다.16) 더구나 전후 국가 행위 수행의 범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 되었다.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지의 확대와 경제 개발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적 영역 내의 국가의 역할이 극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독점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 자체와 그 주권은 전후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화되었다. 고전적인 베스트팔렌 주권의 기본적인 전제인 

평등한 주권 간의 권력 균형(balance of power)은 국제정치의 기본적 

전제로서의 효력을 다했으며 드러나지 않지만 명확한 주권의 위계화에 

의해 대치되었다.17) 이러한 전후 국가의 이중적 위치는 전후 주권의 

양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베스트팔렌 주권이 상정했던 연속적(contiguous)이고 독립적인 영토성

(territoriality)과 단독적인 국내적 권위는 냉전 시기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크래스너의 1945년 이후 주권의 전개에 관한 

16) Charles Taylor, Modern Social Imaginar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17) David Lakem,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
national Studies Review, 5(2003), pp. 3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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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리뷰는 베스트팔렌 주권의 원칙이 실제 국제정치 행위에서 

점점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그 자리에 조금 더 제한적인 국제법적 주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18) 아마도 이런 변화의 근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첫째,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뿐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조약을 포함하는 지역 방위 조약이 

국제 정치의 중요한 규범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지역 방위 체제는 

베스트팔렌 주권의 핵심적인 전제였던 영토에 대한 배제적인 권위를 

해체하여 주권의 위치와 유효성을 위협했다. 더구나 냉전으로 인한 해외 

주둔 군사기지의 확대와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한 미사일 기술과 항공 

능력, 핵잠수함 등의 발전은 전통적인 국경 방어에 기반한 영토성을 

해체하였다. 둘째, 탈식민적 상황에서 벌어진 전후 경제 복구와 생산성의 

증대는 국제 무역의 절대적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주권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하였다. 국제적 분업에 근거한 복잡하고 유연한 

생산양식(flexible mode of production)의 등장 역시 주권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19) 전 지구적 생산과 유통, 소비의 

상호 교호작용은 전 지구적 시장을 형성하고 그 복잡성을 다루기에 어느 

한 국가의 입법적·사법적 권한은 지나치게 미약했다. 그 결과로 전통적 

주권이 상정한 국가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위는 내부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소련이 다른 국가에 시행한 정책적 

개입과 제도적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제원조와 소련의 경제적·

군사적 현물지원은 많은 국가의 핵심적인 개발 동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유학생과 연구 지원기관을 통한 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는 

새로이 등장한 국민국가의 지도층을 형성시켰다. 

세 층위에서 나타난 전후 세계 질서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주권의 다양한 요소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주권은 형식적 분석에서 국내적(domestic), 상호의존적

18) Stephen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
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5-10.

19)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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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t), 국제적(international) 층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20) 

즉 영토에 대한 배제적 권위, 국경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다른 주권국의 

인정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형식적 요소들이 주권의 내용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더 근원적인 층위에서 살펴본다면 19세기 까지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내의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을 근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삼아 가능했다. 이 폭력의 독점을 위한 다양한 기제—납세, 징병, 영토의 

효율적 관리 등—가 기술적인 의미에서 완성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오히려 

주권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일견 아이러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였다. 19세기까지 주권의 세 가지 형식적 요소를 포괄하는 

베스트팔렌 주권은 근본적으로 유럽중심주의적인 세계 이해를 통해서 

가능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다수의 식민지를 새로운 국민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질서의 중심축 역시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이행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베스트팔렌 주권의 유지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사상사적인 입장에서 주권의 변화된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수용한 예는 정치학 내부에서 소위 국제 관계 이론(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 1954년 5월 7일과 8일 워싱턴디씨의 

스타틀러 호텔(Statler Hotel)의 소규모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국가와 

주권적 효과를 정치학자들이 냉전 초기 어떻게 접근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론에 대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Theory)로 더 알려진 이 

컨퍼런스는 케네스 톰슨(Kenneth Thompson)과 딘 러스크(Dean Rusk)

가 주도하고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조지 케넌(Georges Kennan),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 

로버트 보위(Robert Bowie), 아놀드 울퍼스(Arnold Wolfers), 폴 니즈

(Paul Nize) 윌리엄 폭스(William Fox), 제임스 레스턴(James Reston), 

돈 프라이스(Don Price) 등의 당대 일류 정치학자와 국가안보전문가

(national security experts) 집단이 참여하였다.  국제 정치를 다루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 컨퍼런스는 국제 

관계라는 학제적 매커니즘(disciplinary mechanism)과 그에 적용될 

20) Krasner, ed., Problematic Sovereignty: Contested Rul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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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론적 입장으로서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를 

확립하였다. 물론 이 회의를 통해 정치적 현실주의가 탄생했다고까지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카(E. H. Carr)는 현실주의의 

고전적 저작인 이십 년의 위기The Twenty Years’ Crisis를 이미 

출간한 바 있고 울퍼스와 폭스의 예일 국제학 연구소(Yal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는 이미 1930년대부터 현실주의에 기반한 국제학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21) 하지만 이 컨퍼런스는 분명 봉쇄정책과 

지정학적 전략, 국제적 무정부 상태 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냉전 시기 등장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치학적 사유 안으로 끌어 

들이고자 했다. 특히 컨퍼런스에서 벌어진 정치적 현실주의와 규범주의, 

행동주의 간의 논쟁과 그 논쟁에서의 정치적 현실주의의 승리—완전한 

것은 아니지만—는 이후 국제 관계 이론과 실천의 고전적 전거로 

작동하였다.  

이 중에서도 모센소의 영향력은 특별한 언급을 필요로 한다. 이미 

1948년 정치적 현실주의의 주요 원칙을 담은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를 발간한 그의 지적 영향력은 특별히 강력한 것이었다. 

국제법에서 출발한 모겐소의 국제 정치 이론은 국제 정치를 규범적이거나 

도덕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기보다 권력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이익을 

정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전제로 삼았다. 주권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지점은 모겐소의 전반적인 입장이 켈젠(Hans Kelsen)의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의 영향력 아래, 슈미트(Carl Schmitt)에 

반하는 입장에서 성립했다는 점이다.22) 켈젠에게 보댕과 홉스 이래로 

입법의 권리로 여겨져 온, 또 그와 동시대인인 슈미트가 다시 한 번 

결단주의를 통해 정립한 강력하고 영속적인 주권은 대단히 위험하며 

동어반복적인 개념이었다. 뒤귀(Léon Duguit)와 오리우(Maurice 

21) Nicolas Guillhot, ed., The Inven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the 1954 Conference on The-
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passim.

22) 모겐소는 켈젠과는 사승관계로 얽혀 있었으며 평생 켈젠의 입장을 지지했
다. 슈미트는 모겐소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신랄한 서평을 남겼고 모겐
소 역시 슈미트를 대단히 낮게 평가했다. Hans Kelsen, Das Problem der 
Souveränität und die Theorie des Völkerrechts. Beitrag zu einer reinen 
Rechtslehre (Reinheim: Scientia Aalen,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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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iou) 등의 연합주의(associationism) 전통 안에서 그는 규범의 

구성은 그보다 상위의 규범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법 안에서 사법적 

정당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켈젠의 입장을 국제법으로 확대한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훨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 무정부상태는 법실증주의의 근원적 전제인 상위 규범의 부재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모겐소의 “주권의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정치적 상황에 연동됨으로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선언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하는 

시도였다.23) 

하지만 모겐소의 주권 개념의 재정립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는 

주권 자체의 무제한성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의 담지체를 정부로 보는 

입장을 확립하면서도 국제 정치적 장 안에서의 주권은 관리와 억제의 

대상이었다. 즉 그는 켈젠의 입장에서 국제 정치 안에서의 법에 의한 

통치를 열망하면서도 슈미트적인 주권이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치적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켈젠과 슈미트를 

절충한 입장은 국민 국가 내부의 주권적 통치와 그 주권 간의 사법적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권 간의 현실적 투쟁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위계화를 인정하는 모순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시노다가 

지적하듯 이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기초가 되는 “현실” 인식의 피할 수 

없는 복수성(multiplicity) 때문으로 보인다. 즉 “현실”은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또 사회와 경제 등의 각 층위에서 각각 다른 양태로 구현될 

수밖에 없고 주권의 효과와 지위 역시 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4) 

단일한 국민국가 혹은 그 국제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현실이 확대될수록 

주권의 위치는 더욱더 문제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점진적이며 경제적인 전지구화는 국민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물론 에반스의 강력한 반론처럼 경제적 

23)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p. 343.

24) Hideaki Shinoda, “Conflicting Notions of National and Constitutional 
Sovereignty in the Discourses of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
lations: a Genealogical Perspective”, LSE Dissertation (1997),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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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화가 국민국가의 종말을, 따라서 주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5)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 특히 저개발국가는 경제적 전지구화가 

가져온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강력한 국내 주권을 활용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발국가 혹은 발전국가 모델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전지구화와 주권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헬드

(Held)의 “법적(de jure) 주권”과 “실질적(de facto) 주권”의 구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26) 하지만 후자의 주권이 강력하게 기능한다고 하여 

주권의 위상에 변화가 없었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옹(Ong)이 지적하듯 

후자의 주권이 기능한 영역은 전통적인 주권의 영역, 즉 입법과 사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권력 양식의 영역, 즉 인구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능했기 때문이다.27) 조금 더 생산적인 해석은 발전국가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주권적 권위에서 경제 개발 자체로 이행한다는 카스텔의 

지적이다.28) 즉 이전까지의 근대 국가가 정치적 정당성을 주권의 선언과 

효력에서 찾았다면 경제 개발이 절대적인 화두가 된 20세기 후반부에는 

주권적 정당성 보다는 경제 성장이 정치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발전국가의 시대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신자유주의와 

탈-발전주의(post-developmentalism)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권적 

기능의 약화는 더욱 도드라진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견인한 것은 더 이상 

국민국가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유동이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실천이 온전히 국가를 뛰어넘어(bypass) 실현된 것은 

아니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사법적 주권을 이용한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29) 덜릭과 글릭-쉴러는 지역적이고 국소적인 실천이 전 

25) Peter Evans, “The Eclipse of the state? Reflections on Statelessness in 
an Era of Globalization”, World Politics, 50(1997), pp. 67-87. 

26) David Held, “Democracy: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in David Held ed. Prospects for Democracy: North, South, East, We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 32.

27) Ong, “Graduated Sovereignty”, p. 56.

28) Manuel Castells, End of the Millenium (Oxford: Blackwell, 1998), pp. 
270-271.

29) Eric Ip,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Law of the Sovereign 
State”, I·CON, 8(2010), pp. 63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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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인 생산과 소비의 대척점에 존재한다기 보다는 이미 전 지구적 

자본주의 장(場)안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30) 이런 지적은 

국가가 바로 지역적이고 국소적인 실천과 전 지구적 맥락을 연결하는 

제도적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이후 사법적 주권이 국내적인 최고·최종 권위에서 

일종의 매개(mediating) 권력화하는 현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층위에서 벌어진 인적·공간적 분화는 사법적 통치 자체를 

분화시켰다. 즉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인구의 일부나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특정한 공간에는 동일한 사법적 주권이 변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나타난다. 주지하듯 누가 “국경을 넘어 영토에 

진입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주권의 전통적인 영역이었다.31) 하지만 

이주 노동자 혹은 난민 발생은 영토적 주권의 행사 “이론의 설명력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국가 체제나 경제구조 사이의 불일치”를 

극명하게 드러낸다.32) 더구나 합법적이던 불법적이던 국경 안으로 진입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에게는 “위계화되고 분화된 시민권(hierarchical 

citizenship)” 혹은 “탄력적 시민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33) 영토적 

주권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도 사센이 전 

지구적 도시(global cities)로 명명한 세계 금융체제의 핵심적 도시 역시 

영토적 주권 행사에서 실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34) 물론 이런 인구 

이동과 트랜스내셔널 공간의 증가가 국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30) Arif Dirlik, “Global in the Local”, in Rob Williams & Wimal Dissanayake 
eds. Global/Local: Cultural production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Susan Glick-Schiller, “Trans-
national social fields and imperialism: Bringing a theory of power to 
Transnational Studies”, Anthropological Theory, 5(2005), pp. 439-461.

31) Gerassimos Fourlanos, Sovereignty and Ingress of Alie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86), p. 50.  

32) David Held,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 229. 

33) Stephen Castles, “Hierarchical Citizenship in a World of Unequal Na-
tion-State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2005), pp. 689-692; 
Ong, Flexible Citizenship.

34)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Secon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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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견해 역시 어느정도 타당하다.35) 하지만 이는 국가 권력, 특히 

인구에 대한 관리와 통치를 손쉽게 주권과 등치시키는 범주 오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소한 국내 통치에 대한 사법적 권위의 독점으로 

주권을 정의한다면 경제적 세계화는 주권의 전통적인 대상과 행사 양식을 

다양화·복잡화·위계화 시켜 주권을 매개 권력으로 한정지었다.        

군사와 안보·안전의 층위에서도 주권의 매개 권력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냉전 초기 집단적 안보 조약의 활성화는 나아가 “국방의 비국유화

(denationalization of defense)” 현상을 촉발했다.36) “비국유화” 현상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민영화(privatization)의 두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방의 전통적인 

목적인 국경의 수호가 의미 없는 것이 된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국방의 

대상과 방법론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집단적 안보 조약에서의 

작전권과 핵우산, 군사기지의 설치 등은 전통적인 주권 행사에 핵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영토 내 폭력의 독점을 해체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민영 기관—폐쇄적 공동체(gated communities)

와 경호업, 전쟁 중 용병의 사용 등—이 등장한 것 역시 관찰하기 어렵지 

않다. 브라운에 따르면 이 두 변화는 모두 “신자유주의적 합리성(neo-

liberal rationality)에 의해 국민국가가 약화되는” 양상의 일부이며 

“국가와 주권의 분리”가 가속되는 현실의 징후이다.37)

마지막으로 환경 정치(environmental politics)와 같은 이전 국민국가가 

다룰 수 없었던 주제의 등장이 전통적 주권에 미친 영향이다. 환경 

정치는 “국제 조약과 판례, 의정서와 선언을 포함하는 연성 규약(solft 

regulations)”로 이루어진 느슨한 체제이며 그 안에서 자연 자원에 

35) Valsamis Mitsilegas, “Immigration Control in an Era of Globalization: 
Deflecting Foreigners, Weakening Citizens, and Strengthening the 
Stat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9(2012), pp. 3-60.

36) Ianne Haaland Matlary, Øyvind Østerud, eds., Denationalization of De-
fence: Convergence and Diversity (Aldershot: Ashgate, 2007).

37) Wendy Brown, Walled States, Waning Sovereignty (New York: Zone 
Books, 2010),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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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속적인 주권을 인정해왔다.38) 한편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은 

극단적이고 주권적인 “결단”, 즉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9) 분명한 것은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 

복잡성(global complexity)”의 가장 중요한 예이며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적 삶을 결정짓는 틀로서의 국민국가를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40) 이런 맥락에서 환경 문제는 필연적으로 주권을 

재개념화할 것을 요구한다. 일례로 에커슬리는 “초록 국가(green state)”

는 “전 지구적이고 포괄적이며, 잠재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해답”이 아니라 

“파편적이고 실험적인 … 민주주의 자체의 초국화(transnationalize)”를 

통해, 즉 주권 자체의 영속성과 배제성, 단독성을 해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4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 냉전을 거치면서 전지구화가 가속화되는 

냉전 이후 시기까지 주권은 복잡한 변천을 겪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해 많은 신생 독립국을 양산하였고 다수의 주권이 경합하는, 

19세기 베스트팔렌 주권의 틀로는 다룰 수 없는 복잡한 주권의 경합의 

체제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주권이 단일하고 평등하다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는, 복잡한 위계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더구나 

전지구화의 양상 속에서 주권은 국제 정치의 구성요소이며 국내적으로는 

최고의 배제적 권력에서 다양한 문제에 반응하는 매개 권력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이런 주권의 약화가 국가 자체의 효과나 

영향력의 일방적인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 변화의 복잡한 

양상은 오히려 주권과 다른 권력 양식의 접합과 배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8) Nico Schrijver,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Balancing Rights 
and Du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227. 

39) James Lovelock, The Revenge of Gaia (London: Allen Lane, 2006), p. 
153. 

40) John Urry,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2004), p. 5; Mike 
Featherstone, Scott Lash & Roland Robertson,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1995), p. 2.

41) Robyn Eckersley, The Green State: Rethinking Democracy and Sover-
eignty (Cambridge: The MIT Press, 2004),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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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렇다면 국가 이후(post-state)의 상상 속에서 주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듯 20세기 후반부 명백해진 

형식적인 주권의 약화가 국가 자체의 약화 혹은 주권적 효과의 약화를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주권과 주권을 담보한 

국민국가의 상상은 오랜 시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상상력과 권위의 

근원이었고 현재의 제도적인 현실이며 많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국가를 가능케 한 권력 양식 

간의 특정한 배치가 새로운 문제들에 맞추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주권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는 특별히 

시사적이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그의 많은 신조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쟁이 존재하는 개념이다. 철학적으로는 “행위의 유도”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실천적 맥락에서 “인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형태로 삼으며 안전 보장의 기제를 그 기술적 

방편으로 삼는 대단히 구체적이지만 복잡한 형태의 권력이 행사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절차, 분석, 반성, 계산, 전술의 조화”를 의미한다.42) 

즉 통치성은 주권과의 복잡한—때로는 대척적이기까지 한—관계를 가진 

독립적인 권력 양태로 이해된다. 푸코 자신이 통치성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성은 많은 파생연구를 낳았다.43) 

배리와 로즈, 밀러등 에 의해 촉발된 통치성 연구는 실증적 사회과학과 

포스트 구조주의의 한계를 돌파하고 권력행사 양식을 다양화하는 

순기능과 함께 지나치게 정치의 영역과 통치의 영역을 동일시 한다는 

42) Foucault, “Governmentality”, p. 102.

43) 푸코는 통치성에 대한 연구를 『성의 역사』 후속 권에서 진행한다고 예고하
였으나 실제 후속 권은 그리스 철학의 자아 개념에 대한 연구로 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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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44) 즉 통치성 자체의 행사가 광의의 지식 정치와 

결부되어 모호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한다기보다 대부분의 권력 작용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치성의 개념은 주권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통치성은 기존의 권력 논의가 갖는, 

또한 주권이 사법적 영역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국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첼과 래비나우, 

칼파감 등에서 등장하는 식민지 통치성(colonial governmentality)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45) 이들의 논의가 식민지 지배가 폭력과 경제적 

지배, 문화적 헤게모니 만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지식과 

전문성의 구성을 통해 가능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포스트-발전(post-

development)” 논의 역시 개발주의의 논리가 서구적 근대성의 선재적·

문화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지식의 생산과 전파에 있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식민지 통치성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46) 즉 통치성 논의는 

권력 형성의 역사에 대한 탐구를 형식적·제도적 층위에서 지식-실천

(knowledge-practice)의 층위로 이행시킴으로써 주권이 가진 선재적 

중요성을 해체한 것이다.

그렇다면 냉전의 종말과 전지구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대두 

44) 통치성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 참조. Andrew Barry, Thomas Os-
borne, Nikolas Rose,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
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hicago: Chicago Univer-
sity Press, 1996); Nicolas Rose & Peter Miller,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3(1992), pp. 173-205. 통치성 연구의 한계에 대한 지적으로는 다음 참조. 
Barry Hindess, “Politics and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26(1997), pp. 257–272; D. Kerr, “Beheading the king and enthroning 
the market”, Science and Society, 63(1999), pp. 173–203.

45) Timothy Mitchell, Colonising Egypt (New York: Cambridge Universi-
ty Press, 1988); Paul Rabinow, French Modern: norms and forms of 
the social environment (Cambridge: MIT Press, 1989); U. Kalpagam, 
“Colonial governmentality and the ‘economy’”, Economy and Society, 
29(2000), pp. 418–438.

46) Cf. Arturo Escobar,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
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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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현실에서 통치성, 나아가 주권과 통치성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 딜런은 “주권-통치성의 매트릭스”에 일어난 변화를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강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권위가 “위로는 초국가적 권위(supranational authorities)와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아래로는 지역 단위로” 이양되어 공동화하는 

현상으로 묘사한다.47) 이는 종래 영토를 지배하던 “사법적-정치적 권력”

이 재개념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핵심적인 

[통치] 기능이 수행되는 방식의 전면적인 재조직”을 의미한다.48) 

과격하게 단순화하여 표현하자면 근대 국민국가가 실천적 권력으로서의 

주권이 보장하는 사법적 틀 안에서 통치성과 생명정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해 왔다면 새로운 정치경제적 현실은 주권의 사법적 범위를 해체하고 

통치성이 주권적 효과를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물론 통치성은 그 개념상 제도적 구현을 추적하는 작업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통치성의 확대 혹은 주권적 효과의 대체는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립쉬츠는 전 지구적 시민사회의 등장과 이로 인해 촉발된 

특정한 상품의 보이콧 운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생산과 소비의 전 

지구적 기준의 확립 등을 통해 일종의 전 지구적 규제 체제가 등장했다고 

관찰하며 이를 전 지구적 규모의 통치성의 구현으로 간주한다. “시장 

기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규제 체제는 대표성으로 대표할수 있는 

근대적 정치의 층위를 제거한 전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를 

징후적으로 읽어낸다.49) 이러한 시장 기반 규제 체제는 통치성에 내재된 

지식-권력의 넥서스(nexus), 즉 전문성(expertise)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 등장했다.50) 물론 전문성의 정치(expert politics) 자체는 충분히 

47) Michael Dillon, “Sovereignty and Governmentality: From the Problem-
tatics of the ‘new world order’ to the ethical problematic of the world 
order”, Alternatives, 20(1995), p. 347.

48) Bob Jessop, “Review”,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4(1993), pp. 157-8.

49) Ronnie Lipschultze with James Rowe, Globalization, Governmentality 
and Global Politics: Regulations for the rest of us? (London: Taylor & 
Francis, 2005), p. 6, 13.

50) Nicolas Rose, “Government, Authorty and Expertise in Advanced Lib-
eralism”, Economy & Society, 22(1993), pp. 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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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정치적 구성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전문성의 정치가 복지 전문가와 사회 조사 

전문가, 사회과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전 지구적 규모의 시장화

(marketization)는 “금융과 행정, 기술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1) 

이러한 변화는 통치성과 주권 혹은 그 효과의 결합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시장의 등장과 확대는 

첫 장에서 서술한 통치성의 영역으로서의 경제적 범주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는 주권의 역사적 성립 과정에서 

일어난 경제적 범주와 정치적 범주 사이의 분할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뒤흔든다. 경제적 조직이 사회적 혹은 통치의 차원을 내포하고 국가를 

포함한 사회/통치 조직이 경제적 차원을 담보한다는 라너의 지적은 “전 

지구적 통치성(global governmentality)”이 주도하는 범주적 재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52) 즉 주권과 주권적 주체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던 국제관계가 전 지구적 시장의 확대와 그에 맞추어진 행위 수행 

양식의 변화에 의해 근원적으로 해체되고 경제적 범주의 선재적 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합리성이 행위의 규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반적인 형식론적 분석 수준에서 우리는 주권과 통치성이 일종의 

위계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권은 국가의 

사법적 틀이며 실질적인 권위로 기능하며 주권 자체를 구성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생겨난 독립적 경제적 영역의 관리를 위해 통치성이 작동한다. 

하지만 냉전과 냉전의 종언, 전지구화 등을 거치면서 주권의 퇴조와 

시장의 확대가 일어나면서 이 위계적인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권력 양식 배열의 특정한 한 형태가 국민국가라는 특정한 배치였다면 

이제 그 배열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비르가 지적하듯 이는 푸코 이후 많은 측면에서 구조적이며 

정적인 분석으로 남아 있는 통치성에 관한 이론을 재역사화할 필요와 

51) Wendy Larner, “Globalization, Governmentality, and Expertise: Creat-
ing call centre labor forc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2002), p. 653. 

52) Ibid., p.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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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연결된다.53) 물론 이 재배치가 어떤 형태를 띨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 주권과 주권적 효과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역시 불명확하다. 다만 이 재배치가 국가와 주권 간의 존재론적 

결속을 해체하고 일종의 트랜스내셔널한 주권 혹은 그에 준하는 효과로 

치환될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따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최소한 현상적인 층위에서 형식적 주권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명 근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발명”된 국가의 

완성형으로서의 국민국가와 이를 지탱하는 주권의 개념은 그 자체로 

완결적일 수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느슨하지만 분명한 쇠락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감벤이 지적한 주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감벤은 주권이 “벌거벗은 

생명(zoe)”와 “시민적 삶(bios)”을 결정짓는 권한이라고 보면서 주권은 

구체적인 정치적인 행위의 권한이라기보다 정치 자체의 위치를 결정짓는 

존재론적인 권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54) 이런 아감벤의 상상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형식적·사법적 권위로서의 주권의 약화와는 별개로 

“주권적 효과(sovereign effect)”의 온전함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감벤의 상상은 주권적 효과의 표현이 국민국가와 깊숙하게 결속된 

사법적 주권에서 다른 권력 양식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닐지는 불분명하지만 주권의 형식적 

퇴조, 혹은 주권과 국가의 분리가 가져올 한 가지의 부작용은 확실하다. 

주권이 개념화해 낸 사법-정치의 영역이 사회적 삶의 부차적인 영역으로 

퇴조하는 것은 이전까지 정치 자체에 부여된 기대와 희망의 퇴조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하버마스는 유럽 통합 안에 정치와 정책 사이의 불완전한 결합이 

존재해 왔다고 진단한 바 있다. 즉 정치적 동기를 가진 유럽 민주주의자

53) Mark Bevir, “Rethinking Governmentality: Towards genealogies of 
governa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3(2010), p. 431.

54) Giorgio Agamben, State of Excep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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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democrats)와 정책적이고 시장주의자인 테크노크라트 사이의 

연합이 현재까지의 유럽 통합을 견인했지만 이는 정치적 목표와 정책적 

목표 사이의 괴리를 생산해 왔다는 점이다.55) 극단적 민족/국가주의와 

완전한 초국적 유럽 통일주의를 양 극단에 둔 이 불완전한 동거 상태는—

대부분의 지역과 국가에서 정도와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발견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이 지적은 전 지구적 통치성의 견인체로서의 특정한 

전문성과 정치 자체의 갈등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책이 출간되고 일 년이 못되어 벌어진 브렉시트(Brexit) 

사태와 그 이후의 전개는 그런 맥락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새로운 

합리성의 표현으로서의 전문성의 정치, 거칠게 요약해 신자유주의의 

부상이 갖는 위협만큼 그 반작용으로서의 정치의 복원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주권으로의 환원으로 귀결되는 위험 역시 명백하기 때문이다.56)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상상력이 주권에 의해 유지되는 국민국가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주권이 상징하던 정치의 가능성을 복원하는 작업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형식적 주권에 얽매이지 않는 시민권의 

상상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역사적 한계 바깥에서 정치를 

사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57) 다만 시민권/인권 담론 역시 17세기 

이래 형성된 사법적 주권에 그 정당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과연 이 

담론이 이 글이 추적해온 권력의 재배치에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주권의 형식적 죽음이 그 효과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거꾸로 그 효과의 온존이 저항의 기획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주권이 표상하고 매개하는 사회적 삶 

자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kyunghwan@sungshin.ac.kr

55) Jürgen Habermas, The Lure of Technocracy (London: Polity, 2015), p. 5.

56) Michael Keating, Plurinational Democracy: Stateless nations in a post-
sovereignty e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57) Étienne Balibar, James Swenson, We, the People of Europe?: Reflec-
tions on transnational citizenship, trans (Princeton: Princeton Univer-
sity Press, 2004); Omar Dahbour, Self-Determination without Nation-
alism: A theory of post-national sovereign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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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권의 등급화과 전지구적 통치성:

트랜스내셔널한 주권의 (비)생산

오 경 환

본 논문은 주권의 정치사상사적 전개와 냉전 이후의 시대 주권의 등급화

(graduation) 현상의 추이를 추적한다. 근대 국가성(statehood)을 

개념화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주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주권의 

효과를 어떤 권력양식이 대체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주권이 어떻게 정치 사상사적 층위와 역사적 층위에서 

성립했는지를 먼저 살피고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통해 국민국가와 

주권이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밝히며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세계화, 

환경 정치의 등장 등의 문제가 주권과 그 효과를 어떻게 재개념화해 

왔는지 서술한다. 특히 본 논문은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주권의 

위상과 역할, 효과의 변화가 국민국가로 대표되는 특정한 방식의 권력의 

배치가 변화하는, 트랜스내셜한 전회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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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aduated Sovereignty and Global Governmentality: 

The (Un-)Making of Sovereignty in the Transnational 

Spaces

Oh kyunghwan

This article traces conceptual history of sovereignty and history 

of its graduation in the post-Cold War world. For sovereignty, 

while central to the conceptualization of modern statehood, has 

gone through multiple instances of mutations and transformations 

in complex interactions with other modalities of power. It is then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processes of the construction of 

sovereignty both in intellectual and material dimensions; into how 

sovereignty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nation states underwent 

changes in two World Wars and the Cold War; and into how new 

problematiques like collective security, economic globalization and 

environmental politics have transformed the effects of sovereignty. 

The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Foucault’s neologism, 

governmentality, because the changes in the locus, function, and 

effects of sovereignty may reflect the change in the particular 

arrangement of modalities of power that had been represented by 

the nation-states, amounting to a transnational turn of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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