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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od is coming into vogue as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continues to swell.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has been one of the goal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through significant cultural policies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ere based on the discourses of soft power that attempt to transform
everyday food culture into a cultural industry. Both the Korean Food Culture Center and Korean
food-related media content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Korean food globalization
discourse.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s enabled the government-led Korean food globalization
project to be maintained and reinforced despite numerous controversies and criticism. Foucault’s
governmentality addresses not only the political structure or analysis of state management but also an
overall way of guiding individual or group behaviors. For neoliberal governmentality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ho internalize self-government is essential. By
using various case analys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food globalization project, which
pursues economic success and efficiency, is placed in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government
at a distance by reinforcing autonomous individuals. First of all,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structure of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oliberal system as it
reconstructed around the economic government. With the deepening policy of glob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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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od, the past decades were able to witness the expanding and tightening of a neoliberal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knowledge of Korean cuisine is constructed and
disseminated through an institution such as the Korean Food Culture Center. Social and spatial
analysis of a museum provides insight into how knowledge construction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mindset of the neoliberal citizen. Lastly, the study also discusses how neoliberal governmentality is
reproduced by the media. In the age of globalizing Korean food, neoliberal subject practices ‘conduct
of conduct’ or counter-conduct in terms of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power relationships among the nation, market, and individual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he detailed inquiry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food globalization policy,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Food Culture
Center, and Korean food-related media discourse determines how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neoliberal governmentality.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s transformed the family,
community, and food culture, which were considered external factors of the economy, into the realm
of the economy. As a result, the policy reorganized individuals and groups into entrepreneurial
subjects who are responsible, acting, and governing themselv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encourage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cultural policy and
governmentality.

Keywords: Neoliberalism, Foucault’s Governmentality,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Cultural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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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정치․경제․문화 모두에서 여러 화제를 낳았
는데, 그 중 하나는 생뚱맞게도 평양냉면이었다. 북측은 1․2차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에 평양
냉면을 공수해와 회담 분위기를 주도했고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의 오찬 장소 중 하나는 평
양냉면 전문점 옥류관이었다. 2차 정상회담 당시 사전행사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
단 평양공연’에서도 남한 측 연예인의 옥류관 방문은 큰 화제였으며 ‘원조’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
는 기회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외신은 이때의 남북 정상 만남을 ‘국수 외교(noodle
diplomacy)’라 불렀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한식의 의미가 온전히 담기진 못했지만 남북을 잇는
상징성은 갖추었다. ‘원조’ 평양냉면의 인기는 남한에 옥류관 분점 1호를 유치하려는 고양, 파주,
동두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재 진행형이다(여원현, 2019, 1, 1). 비록 2020년 초엽, 남북관계
는 경색되었지만 당시 북한의 음식을 매개로 한 대남 외교는 세련되고, 치밀하며, 정교했던 것 같다.
199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 국제 외교 책임자 조세프 나이는 국제정치에서 군사․경제
권력 중심의 ‘하드 파워’가 문화, 가치, 정책 등에 기댄 ‘소프트 파워’로 대체되며 세계를 재편 중
이라고 주장했다. ‘소프트 파워’는 “타인의 선호(選好) 대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바탕을 둔
다.”(Nye, 2004/2004, 30쪽) ‘하드 파워’가 권력 행사자의 강제력에 방점을 찍는다면 ‘소프트
파워’는 권력이 겨냥하는 이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 핵무장을 통한 ‘하드 파워’ 일변도의 북한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냉면을 곁들였다. 북한의 ‘소프트 파워’ 행사
는 우리가 평양냉면을 선호(先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마다 여름이면 남한의 유명 평양냉면
음식점은 인산인해로 붐볐고 평양냉면을 올바르게 먹는 법이랄지, 각종 평양냉면 품평이 줄을 이
었다. 서로가 ‘원조’를 주장하던 와중에 ‘진짜’가 나타났으니 세간의 이목이 평양냉면에 집중된 것
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얼핏 평양냉면이 남북대화의 의의를 압도해 본말을 전도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음식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음식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에 대한 유형을 표
현하는 핵심 코드라 주장했고(Levi-Strauss, 2013), 부르디외는 어떤 음식을 소비하고 먹느냐
는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Bourdieu, 1984). 바르뜨 역
시 와인, 스테이크,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현대의 부조리한 신화를 분석했다
(Barthes, 1957/1997; 1970/2008). 윌리엄스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문화를 구성하는 기초 요
소라고 보았는데(Williams, 1958), 이에 따르면 음식은 일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문화의
장이며 동시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담긴 매개체이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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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압바두라이가 주장하듯, 음식은 고도로 압축된 사회적 사실이며
강한 감정이 동원되는 집단적 재현이다(Appadurai, 1981).
더불어, 음식을 둘러싼 문화정치는 국면적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음식의 문화정치를 살핀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식세
계화사업과 한식진흥원(구 한식재단)이 운영하는 한식문화관이 주요하게 살필 연구 대상이다.
두 전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금, 정부 주도 한식세계화사업 또한 숱한 비리 의혹에 휩싸였으
며 이제는 과거지사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진이 관심을 갖는 문화정치는 단지 지난 정부의
적폐가 아니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한식세계화사업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씨앗이 뿌려졌고 한
식재단은 현재 한식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한식세계화사업을 승계했다. 2019년 통과되어
2020년부터 시행될 한식진흥법 덕에 한식세계화사업은 정책 추진력을 회복 중이다. 한편, 해외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한식 상품화도 한창이다. 요컨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식은 지난
20년 간 한국의 신자유주의화와 함께 ‘소프트 파워’ 확장을 위한 일관된 정책 대상이었다. 한식
관련 국가 정책에서 음식 기업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한식 담론은 미디어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
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까지 파고들었다. 국가, 시장, 일상이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는 문화
정치가 한식을 매개로 시나브로 사회에 확산되고 개인에 내재화되었다.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ity) 개념은 이처럼 전 사회로 전개되는 복잡다단한 문화정
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푸코는 통치를 제도 정치나 국가 경영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양식을 인도하는 전반적 방식으로 포괄하여 정의했다. 푸코에게 통치는 개
인, 사회, 국가의 가능한 행동 영역의 평균율을 상동적으로 맞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통치
성 이론은 국가정책 집행과 관련된 거시 권력, 개인의 행동양식을 방향짓는 미시 권력을 동시에
포착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아래에 이어질 2장에서 통치성 개념의 정교화를 꾀할
것이다. 이후 3장은 통치성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한식세계화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는데 할애한다. 3장 1절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한식세계화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이식과 내면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개괄한다. 이후 2절은 박근
혜 정부에서 설치된 한식문화관을 사례로 삼아 한식 정의(定義)의 정부 공인 과정과 시민사회 확
산 전략을 분석한다. 마지막 3절은 정부의 한식 정의와 충돌하거나 빗겨가며 ‘비판적’ 한식 정의
를 실천하는 개인의 대항 행동양식을 다양한 미디어 재현을 통해 살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한식세계화담론의 이면에 놓인 권력, 욕망, 태도, 지식의 경제적 합리화 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정책 집행과 주체의 재편 속에 자리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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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코의 통치성 이론
비판 이론의 전통에 비춰본다면 소프트 파워론은 비폭력적 동의 과정을 중시한 그람시
(Gramsci, 1992)와 국가 기능의 전 사회적 확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알튀세르(Althusser,
2014)의 주장과 유사하다. 다만 행정관료 스스로가 일국의 경계를 벗어나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
가 주도 헤게모니 유지 전략을 수립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구, 대중문화, 시민
영역, 기업 등의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서 교차 비교하고 실증적으로 예시한 부분이 특징적이었다. 그런데 소프트 파
워론을 헤게모니론이나 이데올로기론의 아류로 두기에는 국제질서 속에서 비국가적 행위자의 다
양한 실천이 개별 국가의 이익으로 수렴되는 메커니즘을 사장하는 한계가 있다. 알튀세르라면 이
를 국가 이데올로기가 사적 개인에게 주입된 효과라고 말하겠지만, 국제적 맥락이라면 다른 접근
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전 지구적으로 숙지하는 합
리성이 존재하고 국가 역시도 이러한 합리성을 신장하고 변주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제적
표준이 상정되어 각각의 국가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해서 이를 개별 국력으로 환산한다면 어떨
까? 조셉 나이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만큼 정부 귀속성이 강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Nye, 2004),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 지구적 이념체제가 개인과 국가를 관통하며 세계
표준으로 상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반면에 푸코의 통치성은 통치(govern)와
사고 양식(mentality)을 결합한 용어에서 직감할 수 있듯, 개인의 자기 관리 통치 기술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사회 통치가 개인의 통치 기술로 전환되어 권력 관계가 재생산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은 특정 중심이나 구체적 실체가 없으며,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찾기보다는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경제·문화·공간·정치 등의 입체적
배치와 그 복잡다단한 관계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주형일, 2019). 그의 개념을 적절히 활
용할 수 있다면 유동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관계 속에 행사되는 권력의 입체성과 생산성을 파악하
는 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치성의 주요한 특성을 통치성의 계보학에서
출발하여 행동 양식의 통솔, 정치적 합리성과 지식/권력,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정리하였다.

1) 통치성의 계보학
푸코에 따르면, 생명 권력(bio-power)은 인간 종의 생물학적 특성을 정치적 전략의 대상으로
변모시키는 일련의 테크놀로지를 의미한다(Foucault, 2007). 생명 권력이 등장하기 이전에 서
구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규율 권력(disciplinary-power)은 감옥, 학교, 병원, 군대 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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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개인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이다(Foucault, 1977). 생명 권력의 본격
적인 작동 이전에 인간의 육체는 형벌의 대상이 될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 권력의 관심사가 아
니었다. 주권적 권력과 대조되는 규율 권력은 사법적 체계의 법률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
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확장하였다.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와
처벌 조항은 형법으로 집행되는 명백한 주권 권력의 영역이다. 규율 권력은 살인이나 절도를 금
지하는 사법적 체계뿐만 아니라 그 법을 둘러싼 일련의 감시와 통제가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규율 권력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일련의 감시·확인·통제할 수 있
는 시스템까지 망라하는 체계적 권력이다.
푸코는 생명 권력을 앞선 두 권력 유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이론화한다. 다시 말해 형법의 적용, 재발
방지 조치, 처벌 방편 조직화 등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평균 범죄율에 근거해서 통치하
는 방식이 바로 생명 권력이다. 특정 시기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예
측할 것인가? 경제 위기, 기아, 전쟁, 처벌 등이 이러한 범죄율을 변화시킬 수 있나? 범죄자를
체포했을 때, 그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범죄를 어느 정도 용인하
는 것과 엄중 처벌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푸코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며 완벽
한 통제와 감시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적의 평균 범죄율을 유지하는 권력
에 관심을 보였다(Foucault, 2007). 그는 평균 범죄율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안전 기구(apparatus of security)라고 명명했다. 안전 기구는 허용과 금지라는 이항
대립을 벗어나 이 둘 사이의 최적의 평균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렇다고 법체계를 완전
히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은 아니다. 안전 기구가 규율 권력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규율 권력과 안전 기구가 서로 협력해서 사회의 변화를 주조한다. 규율 권력이 육체의 행동을 훈
련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생명 권력은 출생, 죽음, 재생산과 질병을 관리하는 데 더욱 치중한다.
안전 기술의 출현은 사회를 통제하거나, 인간 종의 생물학적 운명을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는 메
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규율 권력은 개인의 육체에 한정된 실천에 주목하지만, 안전 기
구는 개인의 집합이면서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인구에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생명을 가진 존
재로서 욕망과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통계적 인구로 정의된다. 인구의 출생, 죽
음, 재생산, 질병을 통제하는 지식 체계로서의 경제는 생명 권력과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며 공
존한다. 통계 자료는 생명 권력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통치하는 기본 요소가 되었다. “통치성
은 최적화되어야 할 개인의 집합체인 인구를 안전 기구들 안에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추구
한다.”(Dean, 201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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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은 통치의 대상으로 인구를 설정하며, 이를 분석·계산·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정치
경제학을 주요한 지식의 형태로 삼았다(Foucault, 2007). 정치경제학은 후에 경제학으로 계승
되면서 개인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통치를 이해하는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주권
권력은 한정된 영토 내에 속한 주체에 세금이나 형벌을 부과하면서 권위를 행사하고 규율 권력은
학교, 군대, 공장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면서 발휘된다.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주축이
되어 서구 사회의 변화를 이끌면서 인간의 노동력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었다. 새로운
통치성은 인구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있는 개인들의 역량과 힘을 자원으로 키우고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써, 기존의 권력들과 차별화되는 경제적 통치를 내세운다. 푸코는 근대 국가 인구의 안
정적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안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변한
다. 전통적 의미에서 안전 기구는 군대, 경찰, 안보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푸코는 이를 인
구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모든 실천과 제도로 확장하였다. 그중에는 건강, 복지, 교육 체계
도 포함된다. 인구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설득당하면서 안전 기구 속에 자연스럽게 안착한다.
막강한 국왕의 권위로 신민의 목숨을 결정하던 주권 권력은 죽음에 집중했지만, 생명 권력은 인
구의 생존과 번영을 목표로 생명을 관리하고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Foucault,
1978). 통치는 죽음의 권력에서 생명의 권력으로 서서히 옮겨갔다.

2) 행동양식의 통솔
푸코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에 이르는 통치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면서 통치
성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감시와 처벌>(1977) 이후에 푸코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이고 다른 하나가 주체이다. 렘케는 국가와 주체라는 푸코의 두 연구 주제
사이에 놓여있는 심연을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통치성 개념에서 찾았다(Lemke, 2002). 그
는 통치성이 권력의 형성과 주체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결합하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판
단했으며, 권력이 주체에 작용하는 사회적 작용과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통치성 개념
을 고안하고 확장하였다. 고든 역시 통치성 논의가 권력 역학의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까지
고려한 역동적 결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Gordon, 1987). 지역적․개인적 이성화와 전체 사회
나 인구 차원의 권력 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실천과 자유의
행위도 서로 연속성을 지닌다. 미시 정치와 거시 정치의 결합을 추구했던 푸코의 이론적 궤적은
통치성을 통해 보다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었다. 통치가 국가의 경영이나 정치적 의미를 획득한
시기는 16세기 무렵이었다. 그 시기 통치의 의미는 정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이, 환자, 교
회 신도 등을 지속해서 인도하고 돌보고 살핀다는 뜻으로 폭넓게 쓰였다(Foucault, 2007).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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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는 통치의 의미론적 영역을 탐구하면서 통치성을 이론적으로 적용할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푸
코가 통치를 보다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했을 그것은 “품행 혹은 행동양식의 통솔(conduct
of conduct)”(p. 192)을 의미한다(Foucault, 2007).1) 이는 ‘자기의 통치’와 ‘타인의 통치’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관리까지 통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푸코의 주장이 남다
른 이유는 통치가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자아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순환론적 구조이기 때
문이다.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통치가 국가라는 거시적 통치까지 얽히
게 된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이고 행동하면서 이루는 사회관계 속에서 바로 권력이 작용한다고
푸코는 강조한다.
푸코에 의하면, 통치란 국가, 영토, 정치적 구조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행동들의 장 혹은 개인들이 가
진 자유의 장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다(Lorenzini, 2016). 행동양식의 통솔은 다양하게 계산된
방법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형성하고 변형하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Dean, 2010; Li,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행동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관찰되고,
규제되고, 구성된다. 감옥, 병동,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위치한 집단을 세세하게 감시하는
방법을 추구한 규율 권력과 다르게, 통치성은 전체 인구의 건강, 장수, 부를 증대하는 복지의 방
법에 관심을 가졌다(Foucault, 1991). 물론 전체 인구의 사소한 일상까지 직접 감시하고 통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열망,
신념, 습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간접적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결정하는 가
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통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행복추구 욕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Scott, 1995). 특정한 행동양식을 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행동 양식의 통솔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개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나 집단 내에서 마련된 행동강령이나 윤리규범을 통해서
자기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 때 특정한 행동 양식을 형성
하려는 시도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직결된다. 딘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규제를 하면서 행동한다면, 이러한 자기 통치는 지극히 윤리적 행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Dean, 2010). 이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 적절하고, 선하고, 좋은 행동

1) 본 연구자들은 푸코의 ‘conduct of conduct’를 번역서의 ‘품행의 인도’가 아닌 ‘행동양식의 통솔’로 번역하였다. 이는
자칫 ‘품행’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뉘앙스를 피하고, 동시에 ‘conduct’를 집단적이고 반(半)
구조화된 것으로서 개념화하기 위함이며, ‘통솔’을 통해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행동양식’의 유기적 배치를 더 선명히 부각
시키려는 의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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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지식 구성이 상정된다. 도덕적․윤리적 지식의 적용 대상에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구분이 따로 없고, 각자에게 걸맞은 ‘자기 통치’가 필요하다. 행동양식의 통솔은 자신
의 행위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올바른 행위인지 끊임없이 문제 삼고 교정하며 실천하는 과정이
다. 통치는 인구나 국가 같은 추상적 실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를 통치할 것을 포괄한
다. 통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나 집단이 어떻게 욕망이나 열망, 필요, 선택 등을 형성
하고 변형하는지와 이들의 구체적 관계를 밝혀야 한다. 푸코는 행동의 형성과 변형을 개인 윤리
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고, 권력과 정치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행동을 관리하는 실천과 이들의 관계를 통해 권력이 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자칫 주체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푸코는 대항 행동양식
(counter-conduct) 속에서 수동적 주체의 관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푸코가
권력에 대한 논의를 자세하게 논의한 것에 비해 저항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적고 빈약한 것
은 사실이다. 하지만 푸코가 저항이나 자유를 중요하지 않게 다루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자유
가 전제되지 않은 권력 관계는 없으며, 주체가 행동할 가능성의 영역을 권력이 전적으로 통제하
거나 결정할 수 없다(Foucault, 1982). 대항 행동양식은 다른 절차나 방법을 가지고, 다른 목
표를 추구하는, 다른 인도자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통솔 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Foucault, 2007). 대항 행동양식은 체제를 전복하거나 전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는 자신의 실천과 관계의 구체성을 바꾸려는 다른 전략과 전술이다.
푸코의 <비판이란 무엇인가> 강연은 대항 행동양식을 곧바로 ‘비판’과 연결하는 이론적 도
약이었다. 푸코는 “비판의 가장 일차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통치 기술에 맞서는 반
대자, 아니 그보다는 상대방인 동시에 적대자인 어떤 것으로서, 통치 기술을 불신하고 제한하며,
그것의 정당한 한도를 모색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혹은 어쨌든
그 통치 기술을 변화시키려는 방식으로서, 본질적으로 유보의 자격으로서, 그에 더하여,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통치 기술이 발전하는 선으로서, 그 당시 유럽에서 탄생한 듯한 일종의 일반 문
화적 형식, 도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태도, 사고방식과 같은 어떤 것”을 “‘통치받지 않기 위한 기
술’,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통치받지 않으려는 기술’”이 비판이라는
것이다(Foucault, 2015/2016, 56쪽). 이를 통해 ‘비판’은 실체를 규명하거나 진위를 가르는 내
용 문제가 아니라 통치화에 반하는 의지와 태도 문제로 전환될 수 있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또 도달할 수도 없는 어떤 미래 혹은 어떤 진실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며, 자신이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법을 제정할 능력은 없는 영역을 향한 시선”(52쪽)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Foucault, 2015/2016). 그러므로 통치술에 대한 행동양식 상의 반란 혹은 ‘비판’은 “주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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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권력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다르고, 착취를 확보하고 보장하는 권력에 맞서는 경제적 반
란과 구별”(272쪽)되며(Foucault, 2004/2011), 하나로 수렴되는 보편성을 갖기보다는 다양하
고, 국지적이며, 특수한 일련의 회피 기술과 우회 전략의 가변성으로 탈바꿈된다. 푸코의 대항
행동양식이나 비판은 행동양식의 통솔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며 포섭과
회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확장해 본다면 통치와 자유의 관계 역시도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순차적이며 순환적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치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의 구성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다. 통치성은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피통치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행동양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피통치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
의 가능성은 개방된다. 다르게 통치받기를 원하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완전히 막혀 있
는 것은 아니다. 통치와 지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시각이 급진적이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통솔의 영역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항행동양식
은 권력 관계의 변형이나 제도적 재조직을 추론해낼 수 있으며 변화의 연쇄 작용을 사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이는 반드시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성찰까지 포함하는 실천이
다. 행동양식의 통솔은 전체 인구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기를
희망하지만, 대항행동양식은 이러한 실천의 의도성과 함축성을 회의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대
항행동양식인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어떤 주체화 과정과 전략들이 전개되고 배치되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정치적 합리성과 지식/권력
푸코는 통치를 넓게는 정치 이성(political reason)이나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으로 정의하면서 개별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사고형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보편적, 절대적 이성
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이성을 지칭한다. 시기에 따른 다수 이성의 존재와 역사적 특수성을 인
정하는 것이다. 딘은 정치적 합리성을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특정한 해결책, 사고방식이나 이
성적 추론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공식적 지식체계나 전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Dean,
2010). 정치적 합리성은 통치의 목적이나 기술을 형성하려고 특수하게 조직된 체계적 지식의 한
형식이다. 푸코의 통치성이 통치와 사고방식을 포괄한 용어이듯, 지식과 통치는 상호 보완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특정한 시대의 응축된 지식체계가 통치를 위한 정치적 합리성의 기반을 마련
한다면 결국 정치적 합리성은 역사적 산물이 된다. 정치적 합리성에 역사성을 부여한다면, 정치
적 합리성은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여 ‘국가이성’,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구현되었다.
푸코는 정치적 합리성에 통치 이념을 마련해준 지식체계와 권력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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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정치적 계산이나 지식은 특정한 개인적 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
니었다. 푸코는 다양한 통치형식과 의미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관심을 가졌다. 고든이 주장하듯
이, 합리성은 통치적 관계를 관통하는 집단적 사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다(Gordon, 1991). 집단적 사고체계는 언어나 다른 기술적(descriptive) 도구에 새겨져 있어
서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정상에서 벗어나는 행위나 행동을 비이성으로 범주화하고
지식체계를 구성하려는 역사적 노력으로 정치적 합리성은 강화된다. 딘은 심리학, 의학, 범죄학,
경제학 등의 학문분야가 현대사회의 집단적 지식 체계로 그 입지를 구축하고 이성과 비이성의 경
계를 가르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푸코의 주장을 강조했다(Dean, 2010). 그 가운데 경제
학은 국가 경영을 위한 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통치에 결합된다. 아주 세세한 행동까지 통제하는
지식체계는 전체 인구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레비나우는 개인들에 대한 방대
한 기록과 통계가 모일수록 정상이나 평균에 관한 형상은 더욱더 뚜렷해지기 마련이라고 역설했
다(Rabinow, 1984). 현대 국가에서 인구에 대한 통계수치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
을 설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과정이 되었고 섣불리 이런 지식체계의 형성 자체를 문
제 삼지 않게 되었다. 집단적 지식을 구성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권력이 작용한다. 통치성을 분석
하려면 행동양식을 지도하고 교정하는 구체적 지침과 그에 내재한 사고체계에 접근해야 한다. 정
치적 합리성, 즉 지식/권력은 개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능성의 조건을 형
성한다(Collier, 2009). 푸코의 설명 속에서 정치적 합리성은 또한 지식, 사고체계, 사고방식
등으로 자주 기술되는데, 통치의 대상을 구성하고 통치 전략이나 통치 기술을 어떻게 정당화하는
가에 대한 성찰이 통치성 연구에 방향과 주요 좌표를 제시한다(Barry, Osborne, & Rose,
1996).
푸코는 정치적 합리성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했다기보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거하여 합리화되
는 과정을 분석했다. 푸코는 기독교적 서구 사회를 주조했고 근대 국가에서도 승계된 사목 권력
(pastoral power)을 통해서 통치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했다. “사목 권력은 종교적 희생과 구원
을 목표로 공동체와 개개인의 삶의 전반을 살피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Foucault, 2007, p.
154). 사목 권력은 개인의 일상과 행동양식을 일생에 걸쳐 개입하고 지도하는 권력의 한 형상이
다. 푸코는 사목 권력이 훗날 국가의 정치적 통치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았
다. 16세기 무렵 근대적 국가가 출현하면서 국가이성(reason of state)이 사목 권력의 대안으
로 자리 잡았다. 종교적 구원은 속세적 의미의 건강, 복지, 안전, 보호 등으로 치환되면서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 인구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국가 주도하에 과학과 지식을 동원한 새로운 정치적
제도와 질서의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과정에서 국가이성이 그 원칙으로 등장했다. 행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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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혹은 국책, 내치 등으로 표현되는 테크놀로지와 전략이 고안되어서 개인과 인구를 인도하고
관리하는 국가로 팽창한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 국가이성만으로 사회 문제를 감당할 수 없
게 되자 새로운 해결책으로 자유주의/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등장한다.

4) 신/자유주의 통치성
식민지 팽창, 산업혁명 등으로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면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국가 이
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행정 관리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자, 경제 이성을 중
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가 힘을 얻었다. 국가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들에 대해 경제 이성이 대안으로 등장해서 통치에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제공한 것이다. 자유주
의는 자유를 통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과도한 통치 방식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자유주의는 혁신적이며 더욱 강력한 통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Rose & Miller,
1992). 자유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통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해롭다는 인식
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얼핏 역설적으로 보이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통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푸
코의 주장에 따르자면, 인구는 각기 다른 이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이면서도 이들을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요인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이다(Foucault, 2007). 모든 개인의 행
위는 철저하게 욕망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통제나 규제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통한 통치가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이다. 욕망의 통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이질적인 인구를 통치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비롯한 욕망
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이나 시민 사회의 영역을 국
가의 직접적 통치로부터 보호할 다양한 통치 기술과 지식도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통치성은
개인 행위자의 자유를 보장해서 통치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힌데스는
자유주의가 통치의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을 국가에서 비국가 기구로
전환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다(Hindess, 2005). 자유주의는 개인의 절대적 자
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기보다는 자유를 보장해줌으로써 자유를 관리하는 통치 양식으로 변
화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구분했던 시민사회와 국가의 경계를 해체하고 경
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푸코는 이해관계나 필요에 따라
서 행동하고 자신의 노동 산물을 교환하는 자유주의의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과는 다
른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주목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인간은 더는 교환의 파트너가 아니라
스스로 생산의 주체가 되는 기업가이다(Foucault, 2008). 푸코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게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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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를 인용하며 소비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적 인간을 자신의 만족을 생산하는 주체로 정의
했다(Hamann, 2009). 소비 자체를 기업가적 활동으로 보았고, 인적 자본 관리를 바탕으로 만
족을 생산하는 개인을 기업가적 주체로 평가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는 경제와 관련이 없다
고 여겨지던 부분까지 경제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개인, 가족, 지역 공동체, 정부 기관도 모
두 기업으로 간주한다. 모든 사회 활동은 기업가적 정신에 따른 경쟁의 확장과 다르지 않다.
푸코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이론적 기초를 독일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와 미국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에서 찾았다. 두 버전의 공통되는 시각은 정부 개입이 극대화되는 방식
에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독일 질서자유주의가 나치즘의 과도한 국가 개입에 비판했던 것처럼 미
국 신자유주의는 뉴딜정책과 같은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질서자유
주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를 기업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신을 역설했다(Gordon, 1991). 국가는 야경국가로만 남아 개인이나 집단이
기업체 형태로 변모해서 시장 경쟁에 나서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불안을 막는 제
도적 장치로 최소화된다. 미국 신자유주의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경제적 기업
형태로 전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미국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합리성을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가족, 출산율, 형벌 정책 같은 비경제적 영역까지도 확장할 것을 추구한다
(Foucault, 2008). 그에 따르면 사회와 경제 사이의 구별도 사라지고,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위나 행동은 경제적 활동으로 인식된다. 종합하면,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개인, 단체, 전
체 인구의 행동들을 제한하거나 조건 짓는 시장 중심의 작동 원리를 사회 곳곳에 배치하여 경쟁
원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푸코는 시장의 경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으
로 구성된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쟁은 욕망, 본능, 행위 등의 자연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가 아니라 내부 논리와 구조를 갖춘 불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공식적 게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지만 신자유주의 통치적 개입은 다른 어떤 체제
보다 강하고, 빈번하며, 적극적이고, 연속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자율적 경
쟁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통치가 바로 간접적인 원격 통치에 의존하기 때문이
다. 국가가 직접 통치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율적 개인이 시장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해서 스스로
관리하면서 통치하는 원격 통치가 신자유주의 통치의 작동 원리가 된다. 이로써 신자유주의 합리
성을 바탕으로 통치에 적합한 지식과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복지, 실업, 건강 같은 사회적 문제는 정치적 영역에 한정된 주제였으나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
는 개인적, 일상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하만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 자기 관리의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비공식적 제도를 통한 간접 통치가 부각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Haman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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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는 신자유주의 통치가 갖는 혁신성에도 주목하였다. 콜리어에 따르면,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
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한 가능성의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며, 문제가 되는 현실을 비판, 성찰하
고 현존하는 사고양식과 통치적 실천을 재매개하는 방식이다(Collier, 2009). 사회는 신자유주
의 통치에 적합한 주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고안하고, 개인들은 하나의 기업이
되어서 효율적인 경쟁의 주체로 신자유주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3. 한식 통치성의 문화정치
일군의 미국의 젊은 문화연구자들은 1990년대 후반 문화연구와 푸코 독서 모임을 조직하고 적극
적으로 후기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사유했으며 그 결과물을 단행본 푸코, 문화연구, 통치성으
로 출판했다. 문화연구의 푸코에 대한 관심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푸코의 초기 개념들 –담
론, 미시정치, 규율권력 등- 또한 일찍부터 주목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새로이 통치
성에 주목한 것은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인
식 때문이다. 문화연구와 푸코 독서 모임에 선배 연구자 자격으로 초대된 밀러와 그로스버그는
통치성을 주목하는 국면적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꼽았다.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상
대적으로 친절하고 대중적이었으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간영역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듯이 보였다. 국가 정책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대상으로 부상했다
(Grossberg & Miller, 2003).2) 이러한 변화 속에서 푸코의 통치성은 억압하고 지시하는 국

2) 그로스버그와 밀러가 국가 연성화에 자리한 “이데올로기의 중심성”(p. 41)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Grossberg &
Miller, 2003). 예컨대, 대처와 레이건 정부의 폭력적 노조 탄압과 좌파 배제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작지만 또한 강한 정
부임을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다(강상구, 2000). 민간의 정책 참여 또한 이데올로기적인데, 하비의 지적처럼, “[비민주적
이고 불투명한 기구들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가가 개입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가정되는 세계에서 엘리트
와 ‘전문가들’에 의한 집약적인 국가 개입과 정부라는 역설을 낳는다.”(Harvey, 2005/2007, 93-94쪽, 대괄호는 인용
자). 민관협력에서 민(民)은 일찍이 밀스(Mills, 1956/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재계,
군부, 정치계의 소수 ‘파워 엘리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파워 엘리트가 진단했던 대중사회 출현과 그로 인한 사회
의 문화적․지적 수준 하락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좋은 기업가적 시민’, ‘좋은 정치적 시민’, ‘좋은 문화적 시민’을
지향하고 생산한다. 홀(Hall, 1988/2007)은 대처리즘을 시민을 겨냥한 이데올로기 진지전에서 거둔 우파의 승리로 파
악하는데, 그 기본 전제는 일반 시민이 좌우 대립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이고 지
적이라는 것이다. 비록 ‘파워 엘리트’가 독점한 불투명한 정책 입안과 실행일지라도, 정책은 사후적으로 불투명성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정당화 과정과 시민 설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홀의 대처리즘 분석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한계를 지닌다. 그의 “언어 논리에 가까운”(Hall, 512쪽) 이데올로기 비판은 언어와 현실의 효과적 접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의 승패를 가르고 있다(Bennet, 2003). 본 연구진은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이데올로기 진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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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국가 권력이 아닌, 자율권을 누리며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민간 권력을 포착하는 장
점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문화정책3)연구에 집중한 베넷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제도적이고,
더 광범위하게는 정책적이고 관리적인 조건들과 과정들이 문화의 다른 형태와 장들의 구성 요소
로 간주되어야 한다”(359-360쪽)고 주장한다(Bennet, 1992/2000). 문화는 의미 생산 수준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진리와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담론적 실천으로 사회에 기입되며, 신자유
주의 통치성은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담론들로 매개된 문화적 관계로 정책의
정당성을 구성한다(Bennet, 2003).
푸코는 역사가답게 13~15세기 사용된 불어 ‘통치하다’의 다양한 뜻을 상기시키며 통치성
의 계보를 추적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흥미롭게도 “유지시키다, 영양을 공급하다, 식량을 제공하
다”(175-176쪽)이다(Foucault, 2004/2011). 북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이밥에 고깃국’이나
남한 박정희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정부미’ 개발을 떠올려 보면, 비단 중세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치와 음식은 높은 상관관계를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음식은
원 없이 배불리 먹어보고 싶은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소위 각종 ‘먹방’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

서의 우파의 승리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실체화하는 실존하는 국가 제도와 그 권한의 공식적․비공식적
활용,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지식의 사회적 생산과 유통, 이를 내면화하여 스스로와 타인을 판별하는 일반 시민의 행동
양식의 통솔, 즉 통치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좋은 기업가적 시민’, ‘좋은 정치적 시민’, ‘좋은 문화적
시민’의 수식어 ‘좋은(good)’의 의미 또한 분명해진다. ‘좋은’은 높은 문화적․지적 수준을 의미하는 절대적 가치판단이
아니라 주체가 신자유주의에 얼마나 적합하게 조절되고 변용되며 관리되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에서의 ‘좋은’이다. 신자
유주의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좋은’은 근래 유행했던 수식어 ‘착한’과도 일맥상통한다(김주환, 2017). 통치성은
“개인들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개인이 실제로 행동하게 하거나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일정한
태도를 취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행사된다.”(심세광, 2015, 18쪽). 푸코는 통치성이 위치하는 생명 권력을 “살게 하고 죽
게 내버려두기”(296쪽)라고 직관적으로 요약한 바 있다(Foucault, 1997/2015).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따라 ‘좋은/착한
기업가적 시민’, ‘좋은/착한 정치적 시민’, ‘좋은/착한 문화적 시민’이 될 경우 주체는 체제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드물
게는 남다른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통치성에 반할 경우 개인은 도태되고, 방치되며, 죽어간다. 대처와
레이건 정부의 폭력적인 노조 파괴와 좌파 배제가 그와 같았다.
3) 푸코는 국가와 개인의 관리가 겹쳐지는 통치성이 등장한 배경으로 17세기에 등장한 ‘내치’(police, 內治)’를 제시한
다. “내치는 생활하기, 생활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기, 공존하기가 국력의 구축과 증강에 실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개입과 수단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내치와 함께 합리적이고 계측된 개입 권력을 개인들에게 행사하는 국가로부
터 출발해 증강일로에 있거나 증강시켜야 하는 힘의 총체로서의 국가로 되돌아가는 순환이 생겨난다.”(Foucault,
2004/2011, 446쪽). 폴리스, 즉 내치는 여러 사회 영역을 통괄하는 “전반적 행정(total administration)”(p. 8)으로
(Bratich, Packer, & McCarthy, 2003), “개인의 행동 일반에 대한 규제, 즉 특별한 개입 없이도 매사에 자동적으로
유지될 만큼 잘 통제되는 규제 체계”(66쪽)까지 지시한다(Foucault, 1982/2014). 그러므로 베넷이 푸코의 영향하에서
주장한 문화‘정책’연구의 ‘policy’는 좁은 의미의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내치의 영역을 포괄하며, 개인이 수행하는 자기
관리와 조절 전략으로서 “역사적으로 생산된 사회 조절의 표층”(364쪽)으로까지 확장 가능하다(Bennet, 1992/2000).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용례를 따라 ‘policy’를 정책으로 번역하지만, 그 의미는 전략적 목표 지점을 갖는 국가 통치‘정책’
뿐만 아니라 그와 경쟁하거나 수렴하고 공모하는 개인의 통치 지침인 ‘방책’까지 포괄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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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잡아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터넷과 SNS에도 미식체험과 음식정보 공유가 차고 넘친다. 더욱이
음식은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 상하이, 도쿄, 서울, 뉴욕, 파리 등등의 세계적 대도시의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식 소프트 파워(culinary soft power)’이다(Farrer, 2010). 문
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간한 2017 한류 백서에 따르면 한식은
201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연상 이미지로 첫 손에 꼽히고, 음식은 가장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
이며, ‘음식 한류’는 패션, 뷰티, 관광과 함께 한류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4대 소비재․서비스 산
업의 하나이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국가는 정책적으로 음식을 한국의 대표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표명하며 이는 현재 우리가 섭식, 산업, 쾌락, 정책이
교차하는 새로운 음식 통치성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
며 가시화된 지난 10여년의 정부 주도 한식세계화사업 역시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음식
을 매개로 진행된 익명의 통치성 작동과 그 사회적 확장 및 개인 내면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베넷이 문화연구가 정책을 깊이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시로 든 것은 흥미롭게도 공공
박물관이었다. 베넷에게 공공박물관은 물리적으로 현존하며 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관람객에
게 박물관의 통일적 시선을 내면화시키는 개별 주체 생산의 계기, 박물관이 제공하는 지식을 통
해 생산되는 실정적(positive) 권력의 처소, 그를 통해 박물관에 오는 이와 오지 않는 이를 가르
는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중층결정되며 국가의 정책과 개인의 방책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러므
로 공공박물관은 “예술적, 지적인 실천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구체적인 정신적, 행동적 특성을 증
진시키는 데 –실정적/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유용한 도구들로 간주되고, 시민형성의
프로그램의 부분들로 간주”(365쪽)된다(Bennet, 1992/2000). 본 논문이 주목하는 한식세계화
사업 중 한식문화관이 지향한 기능과 역할 또한 이와 유사할 것이다. 물론 정책은 권력의 일방통
행로가 아니기에 그에 저항하거나 불일치하는 개인들의 역(逆) 정책과 대항행동양식 또한 살펴
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따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본 장의 구성을 2장에서 개념화한 통치성 이론과 결부하여 다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역사적 전개를 문화의 산업화로 살펴본다. 보수 정권의 국가주의나 애
국주의 정책으로 한식세계화사업을 이해하는 통념에 맞서 실은 서울 올림픽 전후부터 가시화되
었고 외환위기로 불가역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재편하며 한식세계화 사업의 이면에 자리했음을 기술한
다. 2)는 정치적 합리성과 지식/권력의 관계를 한식문화관을 통해 살펴보는 절이다. 문화정책의
주요한 장소로 박물관을 언급한 베넷의 통찰은 본 절을 서술하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3)은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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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양식의 통솔을 시민들의 다양한 한식 실천과 미디어 재현 속에서 포착하는 절이다. 정부가
공인한 한식에 대한 우회와 회피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치성으로 수렴되거나 어긋날
잠재성을 갖는 국지적 실천들이 통치화에 반하는 의지와 태도로 다루어질 것이다.

1) 한식세계화사업의 형성과 음식문화 통치의 개막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그해 10월 13일에서 19일까지, 양재동 aT 센터와 인근 시민의
숲,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선 “맛있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건강한 식품, 아름다운 음식’
을 주제로 제 1회 코리아푸드엑스포가 열렸다.4)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코리아푸드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였다. 한국의 3대 연예 기획사 JYP 대표 박진영이 작사․작곡하고 원더걸
스가 부른 ‘Come Enjoy’가 전야제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지상파 생방송 아침 정보 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내내 박람회 소식을 바쁘게 전했으며, 홈쇼핑 채널은 코리아푸드엑스포와 결합한 음식
상품을 선보여 우리 음식 판촉에 열심이었다. 특히 한식세계화선포식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
다. 국무총리, 주한 외교 사절, 주요 농어업 단체 대표자, 2008년 SBS 드라마 <식객>의 출연진
등 약 120여 명을 초대한 자리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관 역량을 집중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을 선언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축사
를 통해 “한식은 우리의 대표적 국가 이미지 상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한식세계화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채훈, 2008, 10, 16). 농림수산
식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70여개 [공공] 기관․협회를 비롯, 340여 개의 [민간] 식품업체
가 참여하였고, [일반 시민] 27만2천여 명(일평균 3만9천 명)이 행사장을 참관”(농림수산식품
부, 2008, 10, 14)하였으며, 음식 관련 블로그로 유명한 이들 또한 행사 프로그램을 맡아 “온라
인 세상의 음식 전도사로 활동하던 이들이 13일에는 KFE 2008의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2008, 10, 20, 대괄호는 인용자 삽입).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연인원 수십만 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 직면해 5월과 6월 두 차례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거센 정치적 격
랑에 휘말렸다. 이명박 정부 1기 내각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취임 후 5개월 뒤인 8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쫓겨나다시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10월의 코
리아푸드엑스포 풍경은 여름의 촛불 시위와 정반대다. 음식은 축제의 매개체였고 한식은 전면에

4) 코라아푸드엑스포는 박근혜 정부에선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로 이름을 바꾸어 2009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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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정운천 장관의 후임 장태평 장관은 한식세계화를 선포하는 자리의 주역이었다. 이와
같은 극적 반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
했을 가능성을 떠올려보지만 시위의 열기가 식자 불법집회를 이유로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
을 사법 처리한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 설명은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격언이다. 요시미 슌야는 엑스포, 즉 박람회의 역사를 살피며 최초의 만국박람회
인 1856년 런던 박람회가 파리의 2월 혁명, 베를린과 빈의 3월 혁명, 영국 전역의 차티스트 운
동으로부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열린 점에 주목한다. “박람회는 혁명하는 군중을 소
비하는 군중으로 대중으로 변모시킨다.”(吉見後哉, 1992/2004, 71-72쪽). 박람회의 상품 스펙
터클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며 소비 사회의 맹아가 되었다. 촛불 시위가 주춤한 뒤 열린 코리아
푸드엑스포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음식으로 곤욕을 치룬 정권이 음식으로 반전을 꾀하는 정치
술수다. 그러나 2008년을 1856년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본격적 소비 사회
진입은 1990년대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시민이 갑자기 코리아푸드엑스포를 통
해 새로운 소비자로 재탄생했을 리 만무하다. 이로부터 세 번째 설명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실
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이들과 코라이푸드엑스포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소비자(개인 기업가)로서는 동질적이었다는 것이다. 2008년의 촛불은 내 밥상에 오를 음식을 시
민 스스로 합리적이고 자유로이 선택하고 통솔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에 대한 분노로 촉발
되었다. 그렇다면 코리아푸드엑스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모순되지 않는다. 코리아푸드
엑스포 현장과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전시될 식품업체의 우리 음식은 소비자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
라 소비자가 선택하고 관리 가능한 상품이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한식세계화 또한 우리 음식이
해외로 수출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것이다. 소비합리성, 이윤축적, 경제성장
에 대한 시민 동의는 대기업 임원 출신 이력을 내새워 스스로를 경제 대통령으로 자임했던 이명
박을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에서 먼저 확인된다.5)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 것은 식품을 매개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구현이었다. 비록 초대 장관은 수개월 만에 낙마했을지언정,
경제적 이윤 추구와 시장주의를 중심에 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통치”(Foucault, 1991/2004,
141쪽)는 훼손되지 않았을 뿐더러 시민과 공유되었다.

5)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기록은 깨지지만, 당시 선거가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후 이루어
진 대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압도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
은 대통령으로 꼽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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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식상품화 및 한식세계화는 이명박 정부만의 독창적이고 기민한 정책 대응이자 기
획은 아니었다. 음식을 상품으로 간주해 한식을 산업적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통치 합리성 기초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다져졌다. 코리아푸드엑스포 주무대 양재동 aT 센터가 단적인 예다.
aT 센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속의 전시컨벤션센터이며 언뜻 영어로 표기되어 세계적
느낌을 주는 aT는 농수산물무역(Korea Agro-Fisheries Trade)의 약자이다. 1995년 농수산
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추진사업단이 발족되어 밑그림을 그렸고, 1998년 첫 삽을 뜬 뒤 2002년
개관하였다. 당시 농림수산부는 1995년 건립추진사업단 구성을 알린 직후 “대외시장 개방 등 국
제무역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부지 4,700여 평에 농수산무
역진흥센터를 오는 97년에 착공, 2000년에 완공한다”고 밝혔는데(한겨레, 1995, 11, 22), 이렇
게 농림수산부가 대외시장과 국제 무역을 염두에 둔 이유는 1995년이 한국이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이기 때문이다. WTO 체제 편입은 소위 ‘공정한’ 경쟁
을 위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금지를 전제했기에, 2008년 촛불시
위와 유사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쌀 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뒤집은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겨우 사태를 봉합하였다. 재래식 화훼공판장 자리
에 최첨단 농수산무역진흥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한 것은 가시적으로는 정부 보조금 폐지로 위
기에 처한 국내 농수산 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반대급부이자 암묵적으로는 보호무역에서 자
유무역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된 국내 식품 및 음식 산업 패러다임 및 체질 전환을 위한 물
리적 거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지역 도착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계산
해 1970년대 후반 서울이남 농수산 식재료의 직하․ 도매․유통의 관문으로 대대적으로 개발된
양재(중앙일보, 1977, 11, 28)는 1990년대를 거치며 음식이 국제 무역 상품이자 진흥 대상이
되며 문화적 소통의 창구로 변화하는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중심으로 재개발되었다. 2002년 aT
센터 개관 직후 기획된 연속 전시회가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우수농산물산
지-소비자한마당축제였던 것(김규환, 2002, 11, 1)은 90년대를 거치며 달라진 국내 음식문화
및 음식산업의 풍경을 함축한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aT 센터로의 변화는 “통치가 영토가 아
니라 사물과 인간으로 구성된 복합체에 관여함”(140쪽)이라 푸코가 말한 것에 조응한다
(Foucault, 1991/2004). 이를 통해 우리 음식은 세계의 여러 음식 가운데 하나로 비교 및 선
택 가능하며, 브랜드로 묶일 정도로 고도로 상품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은 우수 상품을 가
려내는 합리적 시장 거래일 뿐만 아니라 먹고 즐기는 과정을 함께 하는 축제의 자리로 미학화 된
다. 그러므로 2008년 코리아푸드페스티벌 및 한식세계화선포식은 기본적으로는 90년대와 2000
년대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습속화, 내면화, 제도화된 한국 음식문화 및 음식산업의 재확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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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아니었다. 다만 2008년과 10년 전의 차이는 블로그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시
민의 숲과 서울 광장처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거니는 생활공간과 결합해, 보다 광범위하고, 정
교하며, 간접화된 방식으로 음식 통치를 시민의 삶 속으로 재배치시켰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변화가 결정적으로 구조화된 분기점이었다. WTO 가입의 충격
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정부에 의해 그나마 속도 조절될 수 있었던 데 반해, 1997년 초유의
국가부도 공포는 일순간에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아래로 굴복시켰다. 구제 금융 지원
대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강도 높은 노동시장유연화, 공공기관민영화, 정부재
정건전화, 자본시장개방, 기업구조조정을 요구했으며(강상구, 2000; 김주환, 2017)6)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이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2001년 IMF 차입금을 예정보다 3
년 일찍 상환할 정도로 김대중 정부는 사회에 적극 개입하여 신자유주의 통치를 사회 곳곳으로 확
장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경제, 경제발전, 경제성장은 사실 어떤 주권, 어떤 정치적 주권을, 바
로 그 경제를 기능하게 만드는 제도 및 제도적 작용을 통해 생산한다.”(Foucault, 2004/2012,
129쪽). 다시 말해 주권이 형식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개별 국민 각자의 정치적 주권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통해 경제적 개인, 하나의 “기업”(Foucault, 2004/2012,
225쪽), 경쟁력을 키워 스스로를 통솔하는 관료(Graebor, 2015/2016), 자기경영적 주체(佐藤
嘉幸, 2009/2014) 및 자기 계발하는 주체(서동진, 2009)로서 각자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김
대중 정부 출범 직후 벌였던 정부 주도의 신지식인운동은 외화위기 이후 비경제적 주체가 어떻게
경제적 주체로 변모하는지를 방증한다. 신지식인 1호 심형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보실이 제작
한 TV 광고 캠페인에서 “신지식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제 2 건국을 이룩합시다!”(대괄호는
인용자)란 표어 아래 SF 불모지 한국에서 영화 <용가리>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사전 판매 수익
을 거둔 신지식인으로 소개된다.7)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안하니까 못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심형래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를 낳는 문화산업으로 이동해야 함을, 경제적 이

6) ‘유연화’, ‘민영화’, ‘건전화’, ‘개방’, ‘조정’ 모두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노동 친
화적 관점에 입각해 노동시장‘분해’, 공공기관‘사유화’, 정부재정‘동결’, 자본시장‘침탈’, 기업구조‘해체’도 충분히 사용 가능
하다. 전자가 자유와 경쟁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불평등과 강제를 보여준다. 통치성은 일련의 전략적인 담론 재배치와 이
에 바탕한 지식 생산, 제도 관철, 습속 내면화를 요구한다. 상기한 자본 친화적 어휘는 가족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국가
정책, 기업 경영, 언론 보도, 심지어 노동 투쟁(예컨대 ‘구조조정반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실체화되며 접합되는 가
운데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자연스러운’ 담론이 되었다. 레이코프는 “일단 나의 프레임이 담론으로 수용되
면,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그냥 상식이 된다”(280쪽)고 하였는데(Lakoff, 2014/2015), 이러한 자본 친화적 언표는 일
상에 스며들어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앎의 가능성”(37쪽)을 제공한다(서동진, 2009).
7) “제2의 건국(신지식인)-‘심형래’ ”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0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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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추구가 지식인으로서의 교양과 양립 가능함을, 창의적 이윤 추구 행위가 곧 (신)지식임을, 도
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가적 기업 정신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이념형임을 은연중 설파한다.
형식적으로는 정부기관이 주도한 광고 캠페인이지만, 대부분의 경력을 개그맨으로 쌓아온 심형
래의 친숙한 이미지는 정부의 자리를 지우고 사적인 말 걸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신
자유주의적 주체성을 재현하고, 대표하며, 개별화한다. 이를 통해 문화 영역은 세계를 무대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이자 대상으로 객관화된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문화의 경제적 잠재력은 주목받았다.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소비
주의로 재편되는 것과 맞물려 1994년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국(문화산업기획과, 영화진흥과,
영상음반과, 출판진흥과)을 신설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을 육성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한 직제개편이었다.”(김정수, 2018, 65쪽). 이후 김대중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문화산업진흥책을 추구한다. “문화산업을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1998
년 168억 원이었던 문화산업국 예산이 이듬해에는 1,000억 원으로 여섯 배 넘게 증액되었다.”
(김정수, 66쪽). 같은 맥락에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비전21｣이란 표제 아래 1단계 기반구축,
2단계 국제 경쟁력 강화, 3단계 기간산업화 진입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5개년 개획을 발
표한다(문효진, 2018). 2003년 취임한 참여정부에서도 문화 영역을 시장주의로 재영토화하는
전략은 확장․승계되며 본격적으로 세계를 겨냥한다. 그 해 12월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문화관광부는 2005년 ｢문화강국 C-KOREA
2010: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990년대 후반부
터 중국과 일본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한류가 본격적으로 정책 영역에 포함되는 시점이 이 때이
다. 참여정부는 문화관광부 산하 한류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렸고 2005년 2월 국무회의에서는 문
화관광부가 ‘한류의 지속․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한류를 활용한 한국 식문화 시장 개
척이 눈에 띈다. 한식은 ｢문화강국 C-KOREA 2010｣에서도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국악)과 함께 ‘한(韓) 브랜드’의 핵심이자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꼽혔다. 상징적 장면
은 2006년 3월 TV로 생중계된 대통령 취임 4주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형래와 유사하게 “[한국 영화계가] 자신이 없는가?”(대괄호는 인용
자)라고 되물으며 영화계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산업 전체의 자유무역 필요성과 세계 경쟁
력 강화를 주문하는 대목이다.8) 이와 같은 자유무역, 개인 역량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이윤추구

8) 해당 부분의 8분 편집 분은 https://www.youtube.com/watch?v=8gYH5BDpxGM&feature=youtu.be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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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합리성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까지 계승되고, 반복되며, 강화된다.
1990년 이후 문화가 전면적으로 경제화되고 경쟁적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한식세계화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식세계화는 문화경제를 떠받치는 하위 영역으로 작동하며 문화경제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담론 실천이었다.
2008년 코리아푸드엑스포에서 선포한 한식세계화사업은 2015년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내건 2015 밀라노 만국박람회에서
정점에 이른다. 음식이 주제가 된 만큼 6개월 간 운영된 밀라노 박람회 한국관의 주제 역시 “한
식, 미래를 향한 제안: 음식이 곧 생명이다”였다. 언론은 약 230만 명이 한국관에 다녀갔고 한국
관 입장 평균 대기시간이 두 시간에 이를 정도로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한국
의 예능 프로그램도 밀라노 한국관을 다녀왔다. 행사 종료 후 조덕현 한국관 관장은 언론 인터뷰
를 통해 “설문조사와 과학적 분석의 결과 [밀라노 엑스포를 통해] 4,000억 원의 수출 효과를 누
렸으며 약 15만 명이 앞으로 10년 간 한국을 추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
과는 970억 원에 이르며 총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이다.”(YTN, 2015, 11,
15)라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이처럼 한식이 세계화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거두기 위해
서는 다른 세계 음식과 차별되는 한식만의 독특성과 긍정성, 한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한
식의 효용에 대한 지식의 유기적 구성이 뒷받침되었어야만 했다. 동시에 한식 지식을 활용하고,
이해하며, 자부하는 시민성이 필요했다. 우리는 이를 서울 청계천에 인접한 한식문화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식 지식과 시민성 주조의 공간으로서의 한식문화관
한식은 90년대부터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를 통해, 국외적으로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되
며 재평가되었다. 1981년 관제 축제 <국풍 81>이 향토음식에 주목했지만(김수철, 2015), 정체
성은 내재적이라기보다는 타자와의 차이로부터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Hall,
1992/2001), 한식과 세계 음식 사이의 구분은 김영삼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를 거치며 선명해졌다. 신토불이(身土不二)가 국내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한 대항 담론으로 구성되며 한식은 우리 땅에서 수확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이자 한국인의 건강
에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상식화되었다. 신토불이는 WTO 체제에서 불가능한 정부의 국내 농수
산업 보호책임을 민간 소비 주체에게 아웃소싱하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교외와 이를 소비하는
도시를 일체화하여 불균등 배분되는 세계화의 과실을 상상적으로 해소하는 이데올로기적 해법이
기도 했다. 그러나 신토불이는 단기적으로는 반세계화 이데올로기로 가능했을지 몰라도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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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강화되는 세계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었다. WTO 체제 편입과 함께 이루어진
90년대 소비주의 확산과 외식산업 다양화, 국내 농수산물의 낮은 가격 경쟁력은 신토불이 담론의
물적 기반을 잠식했다. 더욱이 신토불이 담론은 한국의 음식 수출이나 자유무역에 장애물로 작용
했다. 우리 몸에 우리 음식이 맞춤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하려는 저들의 몸엔 그들의 음
식이 최적이겠다. 예컨대, 93년 말 최초로 한국에 선보여 이후 붐을 일으킨 창고형 할인마트 이
마트는 재래시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도로 집적된 음식소비문화를 한국에 확산시켰고 97년
에는 중국으로까지 진출하였다(김선호, 2009, 11, 20). 한식 민족주의와 한식 세계화가 양립하
려면 신토불이와는 다른 방식의 한식 재정의가 요청될 수밖에 없었다.
타자를 마주하며 내부를 자각한 또 다른 계기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빼 놓을 수 없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출판하고 전 세계 공공
기관에 무료 배포한 한국문화예술 계간지 <코리아나> 1987년 창간호는 권두언에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 부족을 개선하고 세계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잡지를 발간했다고 밝힌다. 해외에
“한국 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리(cuisine)를 이용하려는 발상”(p. 367)이 <코리아나>
속에 구체화 된다(Cwiertka, 2013). 음식이 민족이나 인종을 상징한다면, 한식은 가장 손쉽게
한국을 표상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자긍심을 위해서든, 혹은 음식 무역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든, 한식세계화의 추동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실행으로
부터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부상했다. 1990년대 일본의 김치 붐이 그와 같았다
(Cwiertka, 2013). 재일교포 중심으로 소비되던 한국식 불고기 야키니쿠가 1980년대부터 일
본에서 보양식으로 유행하며 함께 곁들여 먹던 김치의 인기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시까지
만 해도 한국이 김장을 담가 김치를 자급했던 것과 달리 일본은 표준화 공정을 거쳐 산업화된 대
량생산체제를 구축했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공식 식품 선정을 앞두고선 한국과 일본이 김치
와 ‘기무치’로 나뉘어 서로가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9) 더불어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부상한 한류는 한식에 대한 관심을 국제화했다. 궁중요리를

9) 소수 이민자의 민족음식에서 출발하지만 외부로부터 발견되어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는 민족음식의 비슷한 사례를 스
시의 세계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 서부로부터 시작된 스시의 세계적 인기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외국요
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건강에 대한 관심, 자연식의 심미주의화, 다이어트를 통해 인체가 완벽해진다는 믿음”(130쪽)
속에 일본의 경제력과 대외 이미지 향상이 접합되어 나타난 ‘우발적’ 결과이다(Issenberg, 2007/2008). “민속 음식[민
족 음식](뮌헨의 도너 케밥, 파리의 쿠스쿠스와 스프링 롤, 샌프란시스코의 타코)이 이민의 패턴을 반영하는 경향은 있
지만, 인기를 얻고 주류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며 명성을 쌓은 요리들은 역사적으로 이민자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발전하
지는 않았다.”(Issenberg, 125쪽, 대괄호는 인용자). 미국화된 스시 ‘캘리포니아 롤’이나 멕시코 음식을 프렌차이즈화한
‘타코-벨’에서 확인되듯, 민족 음식의 세계화는 제1세계의 문화적․경제적 번역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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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재로 차용한 2003년 사극 드라마 <대장금>의 국내외적 인기는 한식과 한류를 상징적으로
결합하였다.10)11)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도 한류에 편승하여 김장 행사, 불고기 시식 등 한식을
통해 한국문화를 적극 알렸다. 도쿄, 뉴욕, LA, 파리 등 불과 4개에 불과했던 한국문화원은 냉
전체제 종식 이후 90년대에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괄해 8개로 확대되고, 2000년대에는 아시아
다수와 남미, 유럽에까지 진출하며 현재 27개국 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신설된 한국문화원은 한
식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다.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 사이, 한식
위상은 한국의 국제 경제력 상승 및 대외 이미지 개선과 함께 극적으로 반전하였다. 참여정부 후
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식세계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한 브랜드’ 사업 중 한류 붐을 통해 가장 가시적으로 도드라졌으
며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한식만을 특화하여 한식세계화사업
으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한식세계화사업의 장기 지속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권
력의 행사는 지식 생산을 수반한다. 푸코는 성의 역사를 다루며 “문제는 억압이나 법의 관점에서
가 아니라 권력과의 관계에서 성에 관한 몇몇 유형의 앎이 형성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106
쪽)라고 주장하였는데(Foucault, 1976/1997), 이는 한식세계화정책에도 적용된다. 1990년대
한식 담론이, 신토불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로 내부적으로 구성되었다면,
참여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00년대의 한식 담론은 우리 땅과 몸이라는 협
소한 본질을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양을 띄며 면밀한 시장 조사로 보강되었고, 이
는 우연히 부상한 한식 붐을 필연으로 지속시키려는 한식 지식 생산을 추동했다. 한식세계화정책
은 정책 입안자의 책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한식당, 미식가의 한식 품평, 관광 같은 일상
속에서도 공적 지식을 매개로 통합되고, 분절되며, 재목적화되었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한식표준화, 단순화, 메뉴개발 등 연구와 교육 인력을 양
성하고 한식당 인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세계화 추진체계였다. 배은석(2010)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한식세계화 로드맵의 첫 단계는 한식 인지도 제고였다. 이를 통해 한식 브랜드 정체성을

10) 참여정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2003-2004년 재임)은 급작스레 부상한 동아시아 한류를 마주하며 정부의
한류 지원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난감했다고 회고한다(이창동, 2018).
11) 사극의 중심 소재로 음식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희와 상품의 대상으로 음식을 바라볼 수 있었던 90년대적
계기가 놓여있다. 텔레비전 음식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핀 김아영(2013)에 따르면, <오늘의 요리>나 <가정요리>와 같이
1970년대부터 전업 주부를 위한 레시피 교육 방송으로서의 음식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반 자취를 감추고 이후 인기 예
능프로그램 SBS의 <이홍열 쇼> ‘참참참’ 코너나 MBC의 <최화정의 맛있는 이야기>와 같이 음식을 매개로 토크와 미식
이 곁들여지는 음식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 변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의 소비문화 확산과 방송의 신자유주의적 상업
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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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한식개발과 홍보에 나서며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관점으로 한식을 범주화한
다. 한식세계화사업은 기업을 창립해서 상품을 개발하며 홍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
을 내포한다.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한식 현지화를 내세우는데, 이는 궁극적으
로 한식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한
식세계화사업에서 상당한 공을 들이는 분야는 한식 인력을 교육하는 일이다. 한식 전문 인력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거나 외국 요리학교에 한식 과정을 개설하는 등 한식 인력을 만드는 일에 주
력한다. 자발적으로 시장경쟁에 나서는 주체 형성과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에 따르는 귀결이다.
2010년 정운천 전 장관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
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한 한식재단(현 한식진흥원)은 그해 5월 한식세계화추진기관으로 선
정되며 한식조리 전문 인력 양성, 민관을 잇는 한식정책협의회 발족, 다양한 해외 한식 홍보 사
업 수행 등을 연이어 떠맡으며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책 실행의 중추 기관으로 급부상하였다. 특
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에 개관한 K-스타일 허브 한식문화관(이하 한식문화관)은 상
시적이고, 물리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에 한식세계화를 확산시키려 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임 시 대표 치적으로 꼽히는 복원된 청계천
인접 서울문화창조벤처단지(현 CKL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한식문화관은 2000년대 이후 한
식을 세계화하려는 국가의 정책 의지와 한식에 대한 공식적 지식의 구성 및 이를 정부가 도심과
시민의 일상 속으로 어떻게 확산시키려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주요한 장소이
다. 푸코가 한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듯, “공간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특권
적 장소이다”(Foucault, 1982: Defert, 2009/2014, 120쪽에서 재인용).
한식문화관의 입지부터 예사롭지 않다. 롯데가 인사동, 광화문, 남대문 시장 등 서울의 주
요 관광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로 촉
발될 관광 특수를 겨냥해 본래는 호텔 목적으로 지은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을 한국관
광공사가 이후 제 2 롯데월드가 들어설 서울시 소유의 잠실부지와 맞교환 형식으로 취득하여 한
국관광공사 사옥으로 활용한 것(중앙일보, 2009, 2, 15)이 한식문화관이 입주한 서울문화창조
벤처단지이다. 서울문화창조벤처단지는 2014년 12월 한국관광공사가 강원 원주 혁신도시로 이
전한 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12월 개소한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국책으로 내걸은
박근혜 대통령도 개소식에 참석하여 힘을 실었다(MBC, 2016, 4, 11). 한식문화관은 한식세계
화에 사업에 기울인 박근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 구현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건물이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이 당 기관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지 않은 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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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였다는 점이다(김유경, 2014, 12, 8). 인근 청계천 재개발과 도심지에 위치한 입지조건으로
관광공사 이전 비용을 훨씬 상회할 정도의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건물을 한류관광
센터로 활용하겠다며 매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문화창조벤처단지 3층에서 5층에 걸쳐 창조
경제와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한식문화관이 들어설 수 있었다. 관광 상품화를 둘러싼 정경
유착, 위정자의 자기 과시, 정책 부서의 기득권 사수 의지가 한식문화관의 입지 선정에 켜켜이
쌓였다.
한식문화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2층 관광안내센터를
거쳐야 한다. 관광안내센터에는 국내 여행지 팸플릿을 비치해놓았을 뿐만 아닐라 관광객들이 편
히 쉴 수 있는 다수의 큼직한 소파와 휴대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 무슬림 기도실, 카페를
갖추었다. 드라마와 K-Pop 등을 시청․감상․체험하는 멀티미디어 전시물과 함께 눈에 띄는 것
은 의료 관광 상담 안내소이다. 한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형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홍보중이
다. 밝은 조명과 백색 인테리어는 흡사 고급 병원의 환자 대기실을 연상케 한다. 에스컬레이터는
3층의 한식전시관, 4층의 한식체험관, 5층의 한식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관으로 이어진
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서울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최광민, 2015,
12, 29)은 4월의 한식문화관 개관식에도 참석해 1층에서 5층까지 차례로 이동하며 한식문화관
곳곳을 둘러보고, 한식을 조리하고 시식했다. 명예 한국관광 홍보대사 연예인 송중기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한식재단이사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관광공사사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
행하였다.
한식전시관, 한식체험관, 아트마켓관의 수직적 층별 구성은 한식문화관 개관 직전 해에 이
탈리아에 설치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테마와 콘셉트에서 상당부분을 차용하였다. 한국관 또
한 전시관, 레스토랑, 문화상품관의 수평적 동선을 구축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5, 27).
연면적 3,880m²의 3층 건물 규모 한국관 전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전시물
의 조정은 불가피했으나 “영양의 균형, 조화”, “생명의 과학, 발효”, “땅의 지혜, 저장”을 테마로
삼은 한식 정의와 옹기를 사용한 미디어 아트는 변함없었다. 한옥을 형상화한 한식전시관은 이를
세 부분으로 구획하였다. 2층 관광안내센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한식전시관에 입장
했을 때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 것은 약 30여 미터에 거쳐 균일하게 일렬로 창호지 문들을
배열한 회랑으로, 흡사 궁궐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24절기와 세시풍속> 구역이다. 각 문은
24절기를 상징하며 관람객의 이동은 계절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었다. 문과 문 사이에는
칠석, 삼복, 중양절 등을 대표하는 삼계탕, 족편, 전유어, 도소주 등의 한식이 음식 사진과 함께
전시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한식과 자연의 시간이 공존하는 의미를 담았다. 입춘(立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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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해 대한(大寒)으로 첫 번째 구역이 끝나면 관람객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들어올 때와 반
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며 <한식의 지혜> 구역으로 들어선다. 메밀, 귀리, 수수, 옥수수 등 다양
한 한식 식재료와 음식 모형이 전시되며 한식의 우수성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그에 따른다면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한식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
고 삼면이 바다이며 4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특징을 반영해, “자연력을 품은 재료는 조리법이라는
문화를 거쳐 한식이 되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자연과 연결”해 “한식은 자연과 멀어진 현대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한상에 푸짐하게 음식을 올리는 한식은 “양식화된 질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화로움을 추구”하며, “맛과 영양이 조화로운 한 상을 차려서 먹는 이의 이로움을 고려”
할 뿐만 아니라, “각 찬은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염두하고 배치하여 아름다운 맛을 추구한다.” 한
국을 대표한다는 비빔밥은 “섞음으로 조화로운 융합의 가치”를 담지하며 그 결과 한식의 미래적
가치인 융합과 상생을 도출한다. “한식은 다양한 재료들이 뒤섞여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조화의
음식’이자 발효 음식과 절기 음식이 한 데 어우러져 영양적 균형을 이뤄내는 ‘균형의 음식’”이기
에, “한식에 담긴 이러한 지혜는 현대 사회가 고민하는 건강한 음식, 자연친화적 먹거리에 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식의 지혜> 구역을 다 둘러보면 전시실 왼쪽 벽면 전체를 기다란 기
와 담장으로 꾸며놓고 그 위 여백 공간을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동양적인 수묵화 풍경으로 투사해
한식문화관에서 가장 화려한 세 번째 구역 <차경, 옹기가 있는 풍경>으로 시선이 향한다. 해당
구역의 안내판에는 “우리 조상들은 집 안에서 창과 문을 여닫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즐겼
다”고 적어 놓았다. 그래서 “방 안에 앉아 뒤뜰을 바라보면 장독과 댓돌은 낙엽과 단풍, 눈과 산
록을 벗 삼아 사시사철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관람객은 흡사 아흔 아홉 칸 종갓집 사랑방에
서 장독대와 차경을 건너보듯, 성인 허리 높이 벽 너머에 3열 횡대로 배치되어 있는 수십 개의
옹기를 관람한다. 옹기 뚜껑 위에는 아마도 그 안에 있음직한 젓갈, 고추장, 간장, 장아찌, 김치
등의 발효음식 이미지나 낙엽과 눈이 떨어지는 자연의 이미지를 얹었다. 밀라노 한국관에서도 전
시실 좌우 전체에 365개의 옹기를 배치하고 각각의 옹기 뚜껑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음식의 저
장, 자연의 순환, 발효의 과학을 미디어 아트로 시각화하였다. 관람객과 장독대를 가르는 벽은
정보 안내판의 역할을 맡았다. 각종 발효 음식의 이미지와 함께 해당 음식의 간략한 정보를 제시
하였다.
한식이 보여준 섞임의 가치는 2층의 현대적 인테리어로 치장한 관광안내소와 3층의 전통
목재 인테리어로 꾸민 한식 전시관 사이의 괴리를 봉합하며, 3층 한식 전시관의 이질성은 4층과
5층을 거치며 희석된다. 4층 한식체험관은 절반은 한식당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한식 배
움터로 꾸몄다. 한식 체험관에서는 3층에서 보았던 한식의 일부를 맛볼 수 있고 일정 인원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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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면 예약을 통해 한식배움터에서 한식 요리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막걸리를 빚거나 김치를 담
글 수도 있다. 한식재단이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한식당 창업을 컨설팅하고 해외 한식
당을 정부 인증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식문화관 내 한식당에 정부 공인 한식 플래그
십 레스토랑의 위상을 부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편 5층의 아트마켓관은 밝은 형광등
빛과 투명 유리 진열대를 배치하여 백화점의 상품 디스플레이를 벤치마킹하였다.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에서처럼 소반, 다기(茶器) 등의 전통공예문화상품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한식 상품을 구비해 건강식품, 전통주, 다과, 인스턴트․가공 한식 상품, 한식 관련 영문도서 등
이 구입 가능하다. 한식문화관을 마감하는 아트마켓관은 상품 판촉을 본질로 삼는 엑스포 한국관
의 전시를 한식문화관의 기본 테마로 삼은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한식문화관의 1층에서 5층
으로의 공간 이동은 도회적 한류에서 출발해, 과거의 전통을 경유하여, 다시 현대로 복귀하는 시
간 여행이며, 동시에 음식 소프트 파워를 통해 한국인에게는 민족적 자긍심을, 외국인에게는 이
국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다시 전지구적 소비문화로 통합해내는 권력 회로이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80년대에 급증했던 멕시코의 여러 지역 박물관(community
museum)을 분석하며 코피가 지적하였듯, 박물관은 자유로이 방문한 개인에게 치밀하게 조직화
되고 정당화된 전시 전략을 노출해 박물관이 의도하는 사회․문화적 시민성(citizenship)을 교
육하는 문화정치의 주요한 장소이다(Coffey, 2003). 코피는 멕시코의 다인종․다문화 전통을
전면에 부각한 지역 박물관들에서 “단일한 국민-민중(a national-popular)으로부터 다문화주
의로의 하위 국가적 정체성 이동”(p. 208)을 읽어내며(Coffey, 2013), 이를 동시대 멕시코의
급속한 신자유주의화와 연결시킨다. 지역박물관을 태동시킨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부상, 지역박
물관이 지향하는 스스로 통치하는 자율적 주체의 형성은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의 필요조건인
국민국가 침식에 일조했다. 한식 문화관의 전시 전략 역시 신자유주의적 시민성 주조를 겨냥한
다. 한식문화관은 고정된 신토불이의 시공간 경계 밖으로 한식을 끌어내 건강과 자연의 조화를
꾀하는 인류의 음식으로 한식을 지식화한 뒤,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구매 가능한 매력적인 음식
상품으로 한식을 공인하였다. 한식은 대도시 서울의 중심에 IT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로 시
뮬레이션되며 의료 산업․한류 콘텐츠와 공존한다. 하지만 겨냥과 적중은 다른 문제이다. 농림축
산식품부가 한식문화관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온라인 정책 포럼을 추진하거나(농
림축산식품부, 2016, 8, 2), 한식문화관을 ‘이 달의 음식 테마 관광’으로 선정해 서울의 주요 관
광지 중 하나로 외국인에게 적극 한식문화관을 알렸음(농림축산식품부, 2016, 8, 24)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를 위해 한식문화관 개관 이후 수년간, 십여 차례 한식박물관을 찾을 때마다 한식문
화관은 한산했으며, 점심시간 인근 직장인들의 방문으로 4층 한식당만 잠시나마 붐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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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식재단이 펼친 수많은 한식 해외 홍보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많은 한류
스타의 한식 자랑, 유명 요리사의 한식 강습, 각종 한식 레시피를 구비해 만만찮은 예산이 투입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한식진흥원 공식 유튜브 계정(The Taste of Korea)의 구독자는 현재
4,000여명에 불과하며 최근 한두 달 내 업로드된 동영상의 조회 수는 단지 수 십 건에 그치기 일
쑤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한식재단이 한식진흥원으로, 한식문화관이 입주한 문화창
조벤처단지가 CKL 기업지원센터로 바뀌는 가운데, 한식진흥원 예산은 이전 정부에 비해 30%
가까이 삭감되었다.12)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식문화관을 추동한 음식 통치성이 좌절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비록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한식문화관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자체의 잠재적 영향력이나 미래적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식문화관은 사람들의 의
식에 내재한 전통의 가치가 가지는 반복가능성에 의존한다. 상상되었음직한 전통적 한식의 의미
를 수집․전시하고 한식 지식을 강화하는 공간으로의 한식문화관은 그 곳에 공식적으로 자리한
다는 것만으로도 물리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더불어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식진흥
법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 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
시에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등으로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광조, 2019, 8, 30). 한식세계화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정책적․행정적 노력은 시
민 동원 부진과 정권 교체로 주춤했지만 보다 섬세하게 조정되며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부터 필
연적으로 마주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한식문화관은 왜 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는가? 한식 문화관의 한식 정의는
얼마만큼 설득적이었나? 시민이 생각하고 체험하는 일상의 한식이란 무엇인가? 시민의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 정책은 반쪽 통치에 머무른다. 푸코는 저항을 권력의 종속변수나 외재변수로 상정
하지 않았다. “권력 관계는 다양한 저항점들과의 관련 아래서만 존재한다. 그것들은 권력 관계에
서 반대자, 표적, 버팀목, 공략해야할 모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저항점들은 권력망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Foucault, 1976/1997, 109쪽). 한식문화관의 지지부진은 시민을 규
제․장려․주조하는 시민의 행동양식은 무엇이었으며 이들의 배치가 어떻게 국가의 음식 통치성
이 다른 방향으로 굴절하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성을 제기한다.

12)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한식진흥원의 정부지원 수입은 2015년
13,035백만 원, 2016년 12,858백만 원, 2017년 13,216백만 원, 2018년 12,455백만 원, 2019년 10,058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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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유주의 한식 통치와 일상적 민족주의
우선 그려볼 수 있는 권력관계의 전선(戰線)은 한식이란 무엇인가란 정의를 둘러싸고 펼쳐진다.
김수정과 야마나카 치에의 논의는 세계 보편 소비를 겨냥한 한식문화관의 한식 정의가 한국적 맥
락에서 자의적으로 구성된 산물임을 알려주는 우회로이다. 이들은 동명의 일본 인기 만화를 원작
으로 삼아 한일 양국에서 드라마화된 <심야식당>을 통해 음식 표상 비교 문화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흥미로운 것은 각 판본에서 음식에 대한 양국의 문화적 코드, 욕망, 윤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 <심야식당>의 경우 음식의 ‘의미차원’이 강조되는 데 반해 한국판 <심야식당>에서
음식의 표상은 음식의 ‘영양학적 특성’이 두드러진다.”(김수정․야마나카 치에, 2018, 198쪽).
일본판 <심야식당>이 허름한 가게를 찾아온 인물의 삶과 주변인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드
라마의 서사 속에 음식을 녹여냈다면, 한국판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강식․보양식을 대접
해 손님의 기력을 회복시켜 인물을 서사 바깥 고단한 현실로 퇴장시키는 방식으로 음식을 활용한
다. 그 결과 한국판 <심야식당>은 “일상의 서민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소박한 음식을 넘어
서기 일쑤며... 영양에 좋은 음식이라는 기준 아래 비싼 고급 요리도 자주 등장한다.”(김수정․야
마나카 치에, 198쪽). 음식을 지난한 현실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드라마의 상상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의 여러 음식 관련 방송 프로그램 또한 한의학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대
특별한 음식의 특별한 효용을 전파하는 데 열심이었고,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다음
날 관련 식재료나 음식이 시장에서 동이 나는 경우도 많았다. ‘약식동원(藥食同源)’으로 상식화된
한국인의 음식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겨냥한 한식문화관의 한식 정의나 한식 전시에도 깔려
있다. ‘자연’, ‘치유’, ‘회복’, ‘건강’, ‘균형’ 등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기대어 “건강과 자연
의 조화를 꾀하는 인류의 음식”이자 “자연의 과학”으로 지식화된 한식은 음식을 대하는 한국인의
주관적이고 특수하며 임의적인 담론 구성물에 가깝다. 몸에 좋다면 입에 쓴 음식도 기꺼이 먹을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에게 한식은 이국적 체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일상적으로 즐겨 찾기엔 무리
일 수 있겠다. 한식문화관의 한식 정의에는 음식 향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식도락이
빠졌으며 주된 방문객으로 상정된 외국인의 음식관에도 무심하다.
사실 한식문화관을 방문한 한국인에게조차 전통적 한식의 정의는 그리 익숙하지 않았다.
족편, 전유어, 도소주, 국화전 등의 한식은 상강, 망종, 소만, 곡우 등의 24절기와 유두, 백중,
중구, 상달의 세시풍속처럼 낯설고 생소하다. 농업을 위해 분절한 자연․시간․풍습이 오늘날에
도 삶의 유용성과 구속력을 가질 리 없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사시사철을 성실하게 챙
겨가며 제철 식자재로 특별한 건강식과 보양식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지배
계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식문화관이 채집하고 발굴한 여러 식자재와 멋들어진 한상차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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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부리는 자의 음식이며, 한국인의 밥상이라기보다는, 양반의 밥상이다. 회랑을 두고 아흔
아홉 칸 종갓집 외양을 본 따 차경을 품으며 그 아래 수십 개의 옹기를 배치한 웅장한 한식전시
관의 내부 구성 및 세련되게 현대화된 한식체험관은 지배계급에 맞춤한 한식 재정의가 도달한 논
리적 귀결이며, 한식의 지배계급 귀속성은 오늘의 소비문화와 이질감 없이 맞물렸다. 과거 식도
락의 한계가 신분이었다면, 오늘날 식도락의 한계는 경제력이다. 한식 고급화는 한식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한식으로부터 최대의 이윤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소비력과 구매력을 갖추었다면 흡
사 과거의 양반 지배 계급처럼, 제철 한식을 경험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한식은 “영
양의 균형, 조화”를 담고 “생명의 과학, 발효”를 통해 “땅의 지혜, 저장”을 이용해 역사적으로 진
화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오늘의 소비문화의 한 가운데에 한식을 상품화하려는 특정
한 의지에 의해 지배계급의 음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한식문화관은 한식의 경험과 한식
에 대한 태도 및 한식을 소비하는 바람직한 ‘원형’을 고안할 수 있었다. 역설적인 것은 한식이 엄
선되고 특별해질수록 정작 한식 자체가 한국인의 일상에서 멀어진다는 점이다. 리디치(Lidichi,
1997)는 영국 박물관(The British Museum)의 1993년 전시, <낙원: 뉴기니 고원의 변화와
지속>을 푸코의 권력론으로 비평하며 서구 박물관의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지식을 통제하
기 위한 방안으로 비서구 사회, 학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적 접근(public access)을 제안
하는데, 그에 비추어본다면 한식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민의 공적 접근은 한
식당과 아트마켓관에서 이루어지는 한식 상품 구매일 뿐이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한국인 방문객
모두에게 한식문화관에서 만나는 한식 정의는 낯설고 이국적이다. 특히 여전히 일상 속에서 한식
을 밥상 위에 올리는 평범한 한국인에게 ‘관제’ 한식은 더욱 낯설다.
물론 동지 팥죽이나 삼복 삼계탕처럼 24절기와 세시풍속의 몇몇은 여전히 한국인의 일상에
자리한다. 한식문화관 역시 고추장, 김치, 젓갈, 떡국 등의 소박한 한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
다. 다만, 소비력의 위계를 따르는 담론의 위계는 고급화된 한식을 더 특별하게 부각한다. 이로부
터 누락되는 것은 누가 한식을 만드는가에 대한 생산의 맥락이다. 푸코(Foucault, 2004/2011)가
여성의 지위 변화를 행동양식의 반란․저항의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았던 점은 오늘날 일상
속에서 한식이 많은 한국 여성들에 의해 거부되거나 기피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한식의 지
배계급귀속성과 정전화(正傳化)는 일상의 미시정치에서 우위에 선 남성 권력과 가부장 권력에
친화적이었다. 2017년 <오늘의 우리 만화>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한국만화가협회
장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완결되어 책으로도 출판된 <며느라기>(수신지, 2018)는 신혼생활을
갓 시작한 20대 여성의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의 일상을 서술하는 가운데 한국 여성이 어떻게
결혼 제도에 편입되며 가부장제의 은근하고도 구조적인 무형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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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하게 포착해 많은 이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한식은 <며느라기>에서 가부장적 권력
이 현실에서 돌출되고, 확인되며, 관철되거나, 회피되고, 충돌하는 주요한 장치였다. 일상의 식
사 준비, 설거지, 과일 내오기 등에서, 유난히 손이 많이 가며 노동집약적인 한식은 여성을 부엌
의 일하는 이로 부리고 남성을 식탁의 먹는 이로 모시는 관습․규약․절차․처신의 매개체였다.
이 와중에 임시방편으로 시장에서 잡채나 전을 미리 사오거나, 명절날 회사 일을 핑계로 참석을
피하고, 아니면 충실히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규범을 연기한 뒤 남편과 독대하며 서운함과 억울함
을 토로하거나, 아예 명절을 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저항의 방책들이 <며느라기> 안에서 한식을
무대로 펼쳐진다. 비단 한식만이 유난히 한국 여성에게 억압적이거나 반감을 샀던 것은 아니다.
파러(Farrer, 2010)는 베이징과 도쿄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읽었다. 아시아의 대도시 젊은 여성
들이 외국 음식에 개방적이거나 세련된 카페와 외국 식당을 자주 찾는 이유는 이곳이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결합된 전통적인 식문화로부터의 탈출 공간”(pp. 11-12)이기 때문이었다(Farrer,
2010). 더 나아가 서구 음식 소비의 여성화와 젠더화된 형태의 음식 옥시덴탈리즘, 즉 서구 음
식 문화에 대한 여성적 낭만화는 독립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성의 상상화된 동경을 표현하는
가운데 자국의 전통적 가부장제를 우회하는 전략적 실천이기도 하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연
공서열과 남녀유별의 유교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여성들에게 전통 음식은 어떤 식
으로든 과거의 가부장제가 갖는 억압과 규율을 상기시킨다.
역설적인 것은 한식이 생산의 맥락을 지우고 고도로 상업화될수록 한식에 내재한 성별 노
동 불평등 구조 또한 희미해진다는 점이다. 그 혹은 그녀가 구매력만 갖추었다면 소비자는 성별
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실제로 2010년대 몇몇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런칭한 ‘자연별곡’, ‘올반’,
‘계절밥상’ 등의 한식 프랜차이즈 가족 레스토랑들은 다양한 한식 뷔페를 제공해 가족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나 각종 연회 장소를 대신하며 수년간 큰 사랑을 받았다. 프렌차이즈 한식당들은
한식의 서비스 상품화를 통해 가족 의례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혹은 여성 스
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부장제의 윤리적 비난을 누그러뜨리면서도 한식을 가부장적 가족
질서 안으로 다시 끌고 오는 절충 지점이었다. 물론 이로서 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한식의 여성
노동 집약적 특성이 온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외식산업 전반의 침
체 탓에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한식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의 남달랐던 인기도 이
내 시들었지만, 최소한 소비주의가 여성 또한 가부장제와 타협하며 한식의 소비 주체로서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한 자리를 부여했다는 것은 신자유적 통치성이 갖는 억압적 측면과 생산
적 측면의 양가성을 보여준다. 한편 1인 가구의 급증과 가족제도의 해체,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불
황은 음식 선택의 제1 기준을 가격 대비 효용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시장 또한 발 빠르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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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며 특별한 날의 고급 한식이 아니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스템 속에서 편의점 도시락,
간편 조리 음식, 장기 보관 가능한 밑반찬과 같은 저렴하고 일상적인 음식으로서의 한식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통해 평범한 이들에게 한식은 “영양의 균형, 조화”, “생명의 과학, 발
효”, “땅의 지혜, 저장”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간편 구매 가능한 한국인의 일상 음식으로 달리 정
의되기 시작한다. 한식의 강한 맛과 풍미는 인스턴트 음식이 제공하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미각
체험과 잘 어울렸다. 과거 신토불이가 식자재의 한국산을 강조했다면 2000년대의 새로운 한식은
소비의 한국화에 방점이 찍혔다. 라면, 치킨, 떡볶이, 치즈 닭갈비, 컵밥, 과자, 각종 배달 음식
은 한국에서 특히 더 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식이었다. 소비의 차별적 특수성이 생산의 지리
적 차별성을 대체하며 한국에서만 서비스받을 수 있거나 한국에서 유래한 퓨전 음식이 광의의 한
식 정의로 스며들어 한식(韓式) 식문화를 형성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또한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음식 체험에 이끌렸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넷플릭스의 2019년 인기 시리즈 <길 위의 셰프들>은 이름 그대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거
리의 음식을 소개하는데, 한국의 경우 종갓집과는 거리가 먼 광장시장이 주무대였다. 해설을 맡
은 한국계 푸드 저널리스트 다니엘 그레이는 한국 노점 음식의 독특성을 “한국의 상인들은 현대
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기존의 친숙한 음식에 변화를 가
미하며 새로운 한식을 개발한다”고 정리한다. 물론 또 다른 넷플릭스 인기 음식 프로그램인 2017
년 작 <셰프의 테이블> 한국 편에 등장한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편은 섭식과 영혼의 구원을 일치
시키며 한식문화관의 한식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로 한국의 대
도시를 찾을 평범한 외국인이 사찰음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 음식을 주요한 콘텐트
로 삼은 다수의 외국인 유튜버들은 한국 대도시에서 쉽게 접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
인스턴트식품, 시장체험, 유명 식당을 소개하고 품평하며 한식진흥원의 공식 유튜브 계정과는 비
교도 안 될 정도의 수십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렸다. 자극적인 한국 음식을 먹은 외국인들
의 리액션 비디오도 차고 넘친다. 이들의 미식 체험은 정보기술, K-Pop, 역동성으로 새로이 국
가 이미지가 부여된 한국의 이미지를 한식과 결부시킨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한식의 부상은 음식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대중매체는 앞 다투어 한식을 즐기는 외국인에 환호했고 일반 시민들 또
한 유행하거나 잘 팔리는 한식에 뿌듯해하였다. 뒤이어 정부나 지자체 또한 각종 ‘관제’ 한식 행
사에 인기 유튜버나 블로거를 섭외했고 여러 음식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작협찬을 하거나
광고를 실어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때의 음식 민족주의가 90년대의 신토불이처럼 배타적인 공
격성을 띄거나 농협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빌리그(Billig, 1995)는 국가/민족 정체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뜨거운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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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Hot Nationalism)와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를 나누고, 국민 국가에서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삶의 방식이 국가/민족 정체성 형성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
장했다. 그에 따른다면 2010년대의 한식 풍경은 세계화와 민족주의가 상충하며 제로섬 게임을
펼치기보다는 이들이 서로 공모하고 협력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판을 키우는 모습에 가깝다. 일상
적 민족주의는 국가 간 단절이나 고립을 조장하는 폐쇄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해외여행 중 우
연히 마주한 김치나 라면 등의 한국 음식, 외국인이 즐겨 먹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 혹은 한식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평범한 순간이 누적되며 일상적 민족주의는 개인 주체에게 내면화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일상적 민족주의는 주체 속에서 침잠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불려 나온다. 한식을 박물
관에 전시하고, 한식 홍보 영상을 텔레비전이나 소셜 미디어로 보여주는 노력은 민족적 정체성을
국민적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국민 주체는 국가적 의식과 무의식을 반복해서 오가면서 일
상적인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한식을 먹고 즐기는 행위가 모여서 한국인의 정
체성을 확인하며, 일상적 민족주의와 부드러운 국가주의를 실천한다. 보기 좋고 자랑스러우며 즐
거운 한식은 주체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국력을 체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상적 민족주의와 소비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사회 곳곳으로 스며드는 주요한 고
리이다. 소비의 자유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껴안은 일상의 민족주의는 국익의 극대화와 접합되거
나 공모하는 담론적 자원이다. 한식문화관의 한식 정의가 시민들의 한식 인식과 충돌하고 어긋나
면서도 여전히 고집되는 이유,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꾀하는 이유, 각종 한식(韓食/
韓式) 문화에 대한 평범한 이들의 자부심이 넘쳐나는 이유는 국익과 사익이 경제적 이윤으로 수
렴 가능하며 이들의 격차 자체가 더 큰 경제적 이윤 획득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혁신을 자극하
기 때문이다. 통치성은 오로지 위에서 아래를 억압하지도, 역으로 아래로부터 위를 강제하지만도
않는다. 그런데도 통치성은 상대적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현시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은 주체-시민사회-정부 사이의 느슨한 간격 속에서, 모순되면서도 끈질기게, 전방위적으로 유연
하게 작동한다. 일반 시민의 식탁과 길거리 퓨전 한식, 대중매체의 재현과 유튜브 채널, 양재 aT
센터와 청계천의 한식문화관, 그리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의 한식세계화정책 집행 속에서 한
식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반영하며 일상을 재편 중이다.

4. 나가며
문재인 정부 이후 한식재단은 마치 지난 정부와의 연속성을 끊어내려는 것처럼 한식진흥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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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었다. 정부의 한식문화관에 대한 관심도 옅어진 것도 같다. 예산만이 아니라 기존 건
물의 외양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설 무대 공연과 한식문화관을 알리는 입간판이 서있던 현관 앞
목재 데크는 철거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건물 외벽에 한식문화관 프로
그램을 알리던 대형 현수막도 사라져 그 곳에 한식문화관이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이나 일부러
방문하는 이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한식문화관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5층의 아트마켓관이 문
화체험전시관으로 바뀌며 빼곡히 차 있던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한식 관련 상품은 모두 빠졌
다. 대신 한복 체험이나 다양한 한국 관련 여러 전통문화 전시가 유동적으로 기획 중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 한식세계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잃은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한식세계화에 내재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실패했거나 약화되었다
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나 국가 정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한식 관련 미디어 담론은 늘어
났고, 한식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다룬 통계나 분석도 지속적으로 축적 중이다. 푸코의 통치성
은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개인에 의존하는 간접 통치의 기술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국가개입이 도
드라지지 않는 시민사회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더욱 중요하다. 개인과 욕망의
자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자유주의 통치성 체제에서, 한식 경제의 성장과 한식 담론의 확산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자연화를 반영한다. 자유 무역과 경쟁을 강조하는 한식세계화정책은 신자
유주의 통치성과 일정하게 조응하며, 일상적 민족주의는 국가와 개인의 간격을 벌려 더욱 더 통
치의 원격성을 심화시킨다. 한식세계화정책은 국가의 직접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 민간 산업과 협
력하고, 미디어 담론을 통해서 국민적 후원을 얻어 신자유주의적 주체 구성에 기여한다. 이는 신
자유주의 통치성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 순환이다.
본 논문은 한식세계화정책, 한식문화관, 미디어의 한식 담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
주의적 통치성이 어떻게 주체에 스며들며, 역으로 주체가 내면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어떻
게 사회와 국가정책으로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술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식세계
화정책의 형성과 추진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서 박람회, 문화정책, 박물관, 물리적 장소, 기업
마케팅, 미디어 재현 등등에 주목하였다. 푸코의 논의가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미시 권력의 다양
한 전략과 전술의 배치에 주목했기에 이와 같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은 필연적이었다. 그러
나 반대급부로 넓이에 비해 깊이가 얕아졌다거나 사례의 자의적 동원이라는 비판에 취약해진 측
면 또한 크다. 특히 아쉬운 점은 국민 주체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실감하고 체감하는지
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약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려면 한식세계화담론에 대한 수
용자 인식과 실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의 미진함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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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충실히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기약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나름의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것은 정책 연구의 확장 가능성
이다. 대체로 정책 연구는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 행정을 한정된 자원의 재분배나 재정투입 대비
산출 효과 논의로 좁혀 논의하였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이와 같은 경직된 정책 연구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흥미롭게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짧은 교체기에 일군의 문화
연구자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하여 문화정책을 설계하고 입안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선례가 있
다. 그러나 이후 참여 정부가 급격히 우경화되고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이 전면에 나서며 문화연
구의 현실 정책 개입은 채 꽃을 피우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일찍 시들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가는 시민사회와 대립하고 적대적인 것으로 위치되며 국가를 통
한 개입, 국가의 활용 문제는 상당기간 잊힌 화두가 되었다. 이로써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에서 국
가는 과도하게 단순화되고 그 대상인 시민사회는 지나치게 협소화되었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이러한 이항 대립적 교착을 횡단하며 사태의 복잡성을 지시한다. 문화연구의 연구 분야 확장과
문화연구에 정책을 삽입하기 위한 시도가 본 연구진의 한식 통치성 연구를 통해 자극받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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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통치성으로 살핀 한식세계화 담론
문화정책, 한식문화관, 미디어 재현을 중심으로
류동협
(독립연구자)
홍성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한류의 선풍적 인기와 더불어 한식 또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로부터 자극받아 가시화된 한식세계
화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여 년 간 국가의 주요한 문화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
속적으로 추진된 담론체계이다. 본 연구는 한식세계화정책의 이면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자리한다고 주
장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비단 국가의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자기 통치를 내면화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다. 이 논문은 경제적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는 한식세계화정책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통치성
과 맞물리며 자율적 개인을 통한 국가의 원격 통치를 수행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
해 한식 담론의 역사적 변천, 한식을 정의하고 공인하는 한식문화관의 전시전략, 한식 관련 미디어 재현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통치성 체제로 변화되고 굴절되며 유동하는 모습을 한식세계화를 매개
로 가시화한다. 한식세계화정책 속에서 확인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경제 외적 요인으로 여겨지던 가
족, 공동체, 음식문화까지 경제의 영역으로 재편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과 집단을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
며 통치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정비하였다.

핵심어: 신자유주의, 푸코의 통치성, 한식세계화사업, 문화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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