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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ossible for us to take hold of the technology era of the future as a 
substantial something in our reality rather than just running after an 
illusion. Our Center would continue to explore and investigate diverse 
topics that can help us prepare for the future so as for us to become 
a pioneering global academic institution that paves the way into the 
future in the 21st century.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presenters at the Symposium of Gift of Nam June Paik 9 – 
Coevolution: Cybernetics to Posthuman, Youngjune Lee, Kyuheun Ko, 
Jinkyung Lee, Kwanghyun Shim, Seongeun Kim, Taeyeun Kim, Jaehee 
Kim, Špela Petri   and N. Katherine Hayles, as well as to Sooyoung Lee 
the Curator who organized this Symposium. 

 Jinsuk Suh
 Director, Nam June Paik Art Center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백남준의 글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논지가 옮겨가고 확장되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도약해 버리는 글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관계 짓기’의 법칙이 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이 
주제에 집중하여 곁가지를 쳐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관계를 생산해 
내는 방식이다. 백남준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백남준은 그런 방식으로 사이버네틱스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다. “미학과 
사이버네틱스”라는 제목이 붙은 백남준 글은 서론과 본론을 대신하는 
열다섯 가지 관계의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미학과 사이버네틱스라는 두 가지 주제 아래, ‘무엇’과 ‘무엇’으로 몇 가지 
큰 범주가 서로 겹쳐지도록 제시하는 형식을 띤다. 백남준의 ‘관계 짓기’의 
글쓰기의 방식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글을 읽는 사람들이 채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백남준은 이 글의 서론을 통해 그 관계 짓기 방식을 보여 준다. 

 서론 – 노버트 위너와 마셜 매클루언: 커뮤니케이션 혁명
“미학과 사이버네틱스”는 1967년에 현대미술기관 회보에 처음 수록 되었던 
글로서, 언뜻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이버네틱스와 미디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나가는지 보여준다.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명명한 노버트 위너와 『미디어의 이해』를 쓴 마셜 매클루언, 
백남준은 이 두 사람에게서 4가지 평행선을 찾아낸다.
 첫째, 복합매체(Intermedia)에 대한 개념이다. 위너는 어느 한정된 
분야의 전문가들은 존재하지만 라이프니츠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수학자나 
생물학자로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학제 간의 소통과 
융합으로 이해되는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실 
인터미디어라는 개념은 백남준과 딕 히긴스를 비롯한 플럭서스 작가들이 
매체의 통합적인 사용과 변증법적인 발달을 논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백남준은 특별히 사이버네틱스의 발달에 있어서 전자시대에서 
전기시대로의 이행이 이뤄지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즉 강전기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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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엔지니어링이 이뤄지던 전자시대에서 진공관의 발달로 인하여 약전기 
기술로 전기를 조절하는 전기시대가 열렸고, 이로 인해 혼합매체(mixed 
media)가 지구촌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는 논지다. 매클루언 역시 
자동화(cybernation)를 설명하면서 기계적 시스템과 전기 시대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는 손과 망치, 증기와 피스톤처럼 동력과 작용이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던 시대를 지나 전기시대에 이르러서 ‘기묘한 융통성’을 지닌 전기는 
빛과 에너지와 정보를 오가며 소통을 만들어낸다고 이해했다. 매클루언은 
“빛은 에너지이면서 정보이듯이, 전기에 의한 자동화는 분리불가능한 
과정 속에서 생산, 소비, 학습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관찰했다.1 이렇듯 
백남준이 보기에 의사소통과 조절이 가능한 전기 시대가 열렸으며, 이를 바로 
매클루언의 지구촌에서의 ‘혼합 미디어’로 연결시켰다.
 두 번째 평행선은 매클루언의 유명한 문장 “미디어는 메시지다”에서 
말하는 메세지와 사이버네틱스에서 다루는 정보이론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백남준은 위너가 말하는 메시지와 정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노버트 위너는 “메시지를 지닌 정보는 메시지가 없는 정보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실, 본질적으로 엔트로피의 
부정이며, 확률의 부정 지수인 메시지에 담긴 정보를 해독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메시지의 개연성이 높을수록 그 안에 
포함된 정보량은 적다. 예를 들어, 상투적인 표현은 위대한 시보다 
덜 정확하다.” 이어 위너는 흥미 있는 가설을 계속 얘기한다. 즉, 
백색소음이나 무작위적 구조는 최대한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2

 매클루언은 매체의 중요성에 주목했고, 매체의 변화가 곧 메시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백남준이 이들의 관계에 
케이지와 자신을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백남준은 존 케이지라면 ‘곡을 
연주하게 하는 악보’와 ‘곡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악보’는 같은 역할을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김상호 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1) 582쪽.
백남준,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혹은 “나를 
우주를 받아들인다.,” 1972, 에디트 데커, 

1

2

이르멜린 리비어 편, 『백남준: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임왕준, 김문영 역, 
(백남준아트센터, 2010), 234–235쪽.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지에게는 음표로 가득 찬 악보나 
〈4분 33초〉와 같은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악보 그저 침묵(Tacit)이라고 
적힌 악보도 똑같이 연주가 가능하다. 〈4분 33초〉 역시 소음을 혹은 비었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음악으로 듣게 해주는 아름다운 곡이다. 그리고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 역시 몇 편은 ‘연주 가능한 음악’이지만 대부분은 ‘연주가 
불가능한 음악’임을 고백한다. 대표적인 백남준의 교향곡 악보들은 매우 
개념적이어서 백남준 없이는 다시 연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매클루언  – 
위너 – 케이지 – 백남준까지의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백남준은 두 인물 간의 세 번째 평행선으로 “전자와 생리학의 
시뮬레이션 혹은 비교”를 제안한다. 위너가 주창한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의 
주제는 ‘동물과 기계의 통제와 소통’이었다. 사이버네틱스는 동물 신경의 
피드백을 연구하여 이를 기계, 그 가운데서도 대공포 발사 조절 시스템에 
적용시키고 끊임없이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마침내 대공포를 완성한 데서 
시작했다. 위너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기계의 유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내고 소통을 위한 다리를 놓고자 했다. 인간을 통해 기계를 
이해하고 디자인했으며, 기계의 작동과 피드백 방식을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백남준이 지적하듯이 디지털의 
이진법 역시 인간의 뉴런 신경 세포의 연접부처럼 on – o	 중 하나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백남준은 매클루언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발견하고 “전 인류를 마치 우리의 피부처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중앙 
신경계의 작용과 일치하는 하나의 축소 모델을 자기 밖으로 투사하거나 
설정했다.”는 매클루언의 글을 인용했다.3 쉽게 번역하자면 매체가 인간의 
확장이듯이, 전자 시대에는 우리가 전 인류와의 소통을 우리의 피부처럼 
가깝게 손쉽게 이룬다는 뜻이고 이는 인터넷과 같이 수많은 노드로 촘촘히 
구성된 소통의 매트릭스를 상상하게 한다. 나아가 매클루언은 전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들이 측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를 인간의 중앙 신경 시스템의 확장이라는 비유로 설명했다.4 

Man extended, or set outside himself, a 
live model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itself… We wear all mankind as our skin.

3 Marshall McLuhan, ed., Terrence Gordon, 
Understanding Media, (California: Ginko 
Press, 2003),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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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작품 역시 몇 편은 ‘연주 가능한 음악’이지만 대부분은 ‘연주가 
불가능한 음악’임을 고백한다. 대표적인 백남준의 교향곡 악보들은 매우 
개념적이어서 백남준 없이는 다시 연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매클루언  – 
위너 – 케이지 – 백남준까지의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백남준은 두 인물 간의 세 번째 평행선으로 “전자와 생리학의 
시뮬레이션 혹은 비교”를 제안한다. 위너가 주창한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의 
주제는 ‘동물과 기계의 통제와 소통’이었다. 사이버네틱스는 동물 신경의 
피드백을 연구하여 이를 기계, 그 가운데서도 대공포 발사 조절 시스템에 
적용시키고 끊임없이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마침내 대공포를 완성한 데서 
시작했다. 위너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기계의 유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내고 소통을 위한 다리를 놓고자 했다. 인간을 통해 기계를 
이해하고 디자인했으며, 기계의 작동과 피드백 방식을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백남준이 지적하듯이 디지털의 
이진법 역시 인간의 뉴런 신경 세포의 연접부처럼 on – o	 중 하나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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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extended, or set outside himself, a 
live model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itself… We wear all mankind as our skin.

3 Marshall McLuhan, ed., Terrence Gordon, 
Understanding Media, (California: Ginko 
Press, 2003),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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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백남준은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불확실성, 비결정성은 케이지로부터 백남준이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자 백남준의 예술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백남준은 이 불확실성을 
사이버네틱스에서 다루는 엔트로피와 연결시키고 다시 매클루언의 차가운 
미디어와 연결시킨다. 위너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제 1 열역학 법칙에서 
네거티브 엔트로피가 일시적으로라도 증가하려면 소통과 통제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초기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또 다른 중심인 
클로드 섀넌에게 정보는 정보의 소스에 의해 메세지를 선택하는데 관련된 
불확실성의 양으로 정의되는 것이며, 정보의 양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선택이 무작위인 경우(즉, 임의의 메시지를 선택할 확률이 같은 
경우) 최대 정보량이 생성된다. 
 이는 매클루언이 매체를 차가운 매체와 뜨거운 매체로 구분하면서 
매체마다 가진 특성이 수신자의 참여도를 결정하는 것에 주목하여 구분한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전화나 만화영화 같은 매체는 수신자가 정보의 근소한 
양만 받아들임으로 그 나머지를 자신이 보충해야 한다. 즉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체에는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는 케이지의 침묵으로 
가득찬 음악과 백남준이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텔레비전을 가득 채우는 백색 
화면 혹 백색 소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백남준은 이 네 가지 평행선 즉 공통점을 제시한 후에 두 사람의 
연구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를 제시한다. 위너는 이 네 가지 사이버네틱스의 
특징(복합매체, 매체와 관련된 연구, 전자와 인간 신경계의 시뮬레이션, 
불확실성)을 통해서 전자공학의 내부적 환경에 필요한 미시형태로서 이런 
특성을 이용한 반면, 매클루언은 전자시대에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인 외부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거시형태로 이러한 특징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같은 재료를 가지고 위너는 전자공학 연구의 내부적 환경을 만들었고, 
매클루언은 전자시대에 매체로 부터 영향을 받는 외부적 환경을 그려냈다. 
이 외에도 낙천적인 매클루언과 비관적인 위너의 기질적 차이에서 비롯한 두 
사람의 극단적으로 다른 세계관도 언급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백남준은 이 둘의 결정적인 공통점을 하나 더 
발견한다. 그것은 복합매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과 매클루언의 글쓰기의 방식이 방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양식의 
통합’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위너는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연구를 역사와 철학의 긴 궤적안에서 자리 잡고자 노력했으며 결국에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매력적인 신조어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었다. 매클루언은 영문학 교수 다운 그의 필력과 고전문학에서 부터 
각종 현대적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용을 통해서 탐사와 시추와 같은 
글쓰기와 읽기의 통합을 이뤄냈다. 백남준은 여기서 아마도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양식들의 통합 혹은 관계짓기의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론을 마무리하고, 의미심장한 열다섯 개의 관계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미학과 사이버네틱스의 관계 목록

 
 서론(노버트 위너와 마셜 매클루언)

1. 케이지와 고전주의자들

· 케이지와 헤겔. 케이지와 몽테뉴. 케이지와 하이젠베르크. 
· 케이지와 슈티르너. 케이지와 한국의 도자기.

2. 선불교와 전자

3. 권태의 미학

a) 동양전통. 인디언 우주론 – 중국의 수동적 철학 – 
송대 회화의 공간. 일본과 한국의 정체된 궁중음악

(가가쿠278 – 시조時調) – 지루한 예술에서 제식 예술 
(노가쿠能樂)과 제식 자체로의 진전, 그리고 일상의 양식 있는 
예의범절로 전파(오가사와 – 리우 –고스키).
b) 유럽 전통(권태). 보들레르 – 체호프 – 프루스트 – 바그너 – 
사티 – 이브 클라인

c) 미국 전통. 거트루드 스타인 – 헤밍웨이 – 케이지 – 라 몬테 영 – 
딕 히긴스 – 플럭서스 – 잭슨 맥로 – 밥 모리스 – 에멋 윌리엄스 – 워홀 
원시적 구조(야구, 생명보험, 주식, 마약 포함)

매클루언은 우리가 중앙 신경 시스템을 전자기 
기술로 확장 혹 옮겨버렸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우리의 의식을 컴퓨터 세계로 옮길 수 
있으리라 내다 보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락적 

4 세계의 나르시즘적 환영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현명한 의식을 프로그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bid,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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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범절로 전파(오가사와 – 리우 –고스키).
b) 유럽 전통(권태). 보들레르 – 체호프 – 프루스트 – 바그너 – 
사티 – 이브 클라인

c) 미국 전통. 거트루드 스타인 – 헤밍웨이 – 케이지 – 라 몬테 영 – 
딕 히긴스 – 플럭서스 – 잭슨 맥로 – 밥 모리스 – 에멋 윌리엄스 – 워홀 
원시적 구조(야구, 생명보험, 주식, 마약 포함)

매클루언은 우리가 중앙 신경 시스템을 전자기 
기술로 확장 혹 옮겨버렸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우리의 의식을 컴퓨터 세계로 옮길 수 
있으리라 내다 보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락적 

4 세계의 나르시즘적 환영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현명한 의식을 프로그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bid,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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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니아트와 일본

· 조지 브레히트와 바쇼

· 레이 존슨과 잇사

· 하이쿠 연극으로서의 이벤트(조지 마키우나스)

5. 예술과 기술전자음악에서 전자회화까지(차이점과 유사성)
· 쇠라(Seurat) 와 컬러TV
· 예술적 표현수단으로서의 의료전자공학 기술의 가능성(루시에

 [Lucier] – 테니[Tenny] – 타이텔바움[Teitelbaum] – 리나우

 [Lienau] – 백남준)
· 비디오테이프 녹화기의 가능성

· 9 – 이브닝 페스티벌에 사용된 다양한 기술

· 나의 전자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기술

6. 컴퓨터와 시청각예술

· 막스 매튜스 – 짐 테니(Jim Tenney) – 피터 덴스(Peter Denes) – 
 마이클 놀(Michael Noll, 벨 연구소) – L.J. 힐러(Hiller,   
 일리노이) – 칼 괴츠 – 막스 벤제(Max Bense) – 크세나키스 
 (Xenakis, 유럽)
· 나의 고유한 생각과 경험들

7. 시간의 개념

· 인도 – 그리스 – 성경 – 뉴턴 – 베르그송 – 깁스 – 후설 – 
· 하이데거 – 사르트르 – 케이지 – 위너 – 슈톡하우젠(시간 시리즈)

8. 자연의 개념

· 장 자크 루소 – 테오도르 루소 – 앙리 루소 – 몽테뉴 – 
힌데미트 – 스즈키

9. 고대 중국 역사가들(사마천司馬遷)과 가장 최근의 미국 역사가 
(아서 슐레징거 2세)의 유교 사상

10. 해시시는 인스턴트 선불교일까?

11. 노자의 공산주의적 해석(북한의 참고서적에서)

12. 〈피네간의 경야〉 활판 인쇄와 중국 한자

13. 펠드먼의 표기법과 중세 한국의 표기법

14. 상징주의 연극

· 소포클레스 – 앨런 카프로 – 노가쿠 – 한국의 굿

15. 문인화(文人画)와 다다의 비전문성.

여기에 백남준 식으로 몇 가지 관계 목록을 추가해 보기로 한다.

16. 정신병과 급발진

· 인간 – 기계 – 제어 – 시스템 개입

17. 사이버네틱스와 인적성분 처리

· 2차 대전– 인간과 전쟁기계– 컴퓨터

· 결합과 시뮬레이션 – 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

18.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보그

· 기계주의 – 플라톤 – 데카르트 – 엥겔스 – 사이버네틱스

19. 인공지능과 사회적 연대

· 죄우뇌 균형적 사고 – 인지과학 – 뇌과학 – 사회주의

· 인공지능시대의 자본주의 – 사회적 연대 전략

20. 사이버네틱스와 서정

·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백남준 – 인류학과 미술

· 시스템 – 커뮤니케이션 – 백남준의 사이버네틱스 – 확장된 마음

21.  스펠라 페트릭의 작품과 테크노사이언스

· 하이브리드 아트 – 바이오 아트 – 인류세

22. 김태연의 작품과 가상생명

23. ‘자연 – 기술 – 인간’의 앙상블 
· 사이보그를 넘어선 포스트휴머니즘이란?
· 인간 – 기계의 상호 협력적 앙상블과 백남준의 작품        

24. 백남준의 작품과 포스튜휴머니즘

· 안 – 밖 – 안 – 밖의 회귀적 역동성

· 재귀적 역학과 〈TV 자석〉, 〈전자 초고속도로〉 그리고 〈로봇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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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목록들은 사이버네틱스에서 시작하여 포스트휴먼이라는 
최근의 논쟁적인 주제로 향해가는 단계를 보여준다. 본론을 대신하는 다양한 
목록들은 독자들에게 지식 대신 가장 생산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긴 목록의 끝에 작은 결론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결론의 
제목은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이다.

 결론 –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공동진화 혹 공진화라는 개념은 찰스 다윈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원래 
진화 생물학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공진화란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이고, 포식자와 먹이 생물의 관계와 
같이 일대일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진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공동진화라는 개념이 인공생명 분야에서 적용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관계에 대한 커다란 은유이자 기술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에 시작한 사이버네틱스가 크게 3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 포스트휴먼에 이르는 과정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공동진화’라는 큰 개념으로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사이버네틱스나 포스트휴먼은 생명과 기술의 공동진화의 여러 
단계들 중 일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진화의 서론에서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결론에서는 포스트휴먼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조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백남준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비전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백남준이 1967년에 벨 랩의 엔지니어이자 E.A.T.를 세운 빌리 
클뤼버에게 다음과 같은 미래에 대한 공상 과학 같은 메모를 남겼다.

지식인들이 모두 레이저로폰을 갖게 되고 세계 어디서나 무선으로 
동시에 여러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스캐너 기술과 
매트릭스 회로…등 덕분에 더 많은 정보를 하나의 회로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회로는 오디오, 비디오 시그널과 몸의 맥박, 체온, 
습도, 혈압까지 결합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바람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고무로 되어 있고, 음극관을 삽입한 로봇에 접속된다면, 그리고 
귀여운 ‘여자 로봇’이라면… 텔레 섹스 하세요!5

“빌리 클뤼버를 위한 다소 유토피아적인 판타지와 몇가지 아이디어”라는 

백남준, 1965, “빌리 클뤼버를 위한 다소 
유토피아적 판타지와 아이디어,” 1965, op.cit., 
291쪽

5

제목의 글에서 백남준은 레이저 기술이 가져올 획기적인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매우 획기적인 로봇에 대한 상상을 펼쳤다. 이를 
쓴 지 무려 25년이 지난 후(1992년) 백남준은 이 글에 추신을 덧붙여 당시 
자신이 무선전화와 가상세계를 예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에 
놀라우면서도 흐뭇했다고 밝혔다. 백남준이 추신을 덧붙인 후 다시 25년이 
지난 2017년, 이 글을 다시 보고 있는 나는 백남준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을 예견하고 마치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실제로 섹스봇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치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의 
감정과 소통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백남준은 일본에서 최신의 
엔지니어링 기술로 구현해 온 〈로봇 K‐456〉과 함께 거리 공연을 구상하고 
있었다. 백남준이 큼직한 무선 조정기를 들고 조정하면 매우 위태한 모습으로 
거리를 걸어가던 〈로봇 K‐456〉에게 주어진 미션은 현대미술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기술의 놀라움은 물론이고 음악적 
감동까지 선사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백남준은 다양한 정보의 
시그널들이 하나의 회로 즉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생물학적 생명과 결합된 
로봇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로봇은 정보와 물질적 생명이 
구별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웨어러블 신체계측기를 상용하는 
오늘날의 우리, 포스트휴먼의 모습이기도 하다.
 포스트휴먼에 대해 논하는 것은 1990년에 발표된 캐서린 헤일스의 
저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헤일스가 그려내는 진정한 포스트휴먼적 주체는 혼합물,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이다. 이 책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기계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물질적이고 비생물적인 구조가 변경된 사이보그와 
같은 인간형이 아니라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휴먼은 인간중심적인 역사적, 지적, 자본주의적, 정치적, 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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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목록들은 사이버네틱스에서 시작하여 포스트휴먼이라는 
최근의 논쟁적인 주제로 향해가는 단계를 보여준다. 본론을 대신하는 다양한 
목록들은 독자들에게 지식 대신 가장 생산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긴 목록의 끝에 작은 결론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결론의 
제목은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이다.

 결론 –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공동진화 혹 공진화라는 개념은 찰스 다윈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원래 
진화 생물학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공진화란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이고, 포식자와 먹이 생물의 관계와 
같이 일대일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진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공동진화라는 개념이 인공생명 분야에서 적용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관계에 대한 커다란 은유이자 기술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에 시작한 사이버네틱스가 크게 3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 포스트휴먼에 이르는 과정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공동진화’라는 큰 개념으로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사이버네틱스나 포스트휴먼은 생명과 기술의 공동진화의 여러 
단계들 중 일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진화의 서론에서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결론에서는 포스트휴먼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조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백남준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비전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백남준이 1967년에 벨 랩의 엔지니어이자 E.A.T.를 세운 빌리 
클뤼버에게 다음과 같은 미래에 대한 공상 과학 같은 메모를 남겼다.

지식인들이 모두 레이저로폰을 갖게 되고 세계 어디서나 무선으로 
동시에 여러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스캐너 기술과 
매트릭스 회로…등 덕분에 더 많은 정보를 하나의 회로로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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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여자 로봇’이라면… 텔레 섹스 하세요!5

“빌리 클뤼버를 위한 다소 유토피아적인 판타지와 몇가지 아이디어”라는 

백남준, 1965, “빌리 클뤼버를 위한 다소 
유토피아적 판타지와 아이디어,” 1965, op.cit.,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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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글에서 백남준은 레이저 기술이 가져올 획기적인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매우 획기적인 로봇에 대한 상상을 펼쳤다. 이를 
쓴 지 무려 25년이 지난 후(1992년) 백남준은 이 글에 추신을 덧붙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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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우면서도 흐뭇했다고 밝혔다. 백남준이 추신을 덧붙인 후 다시 25년이 
지난 2017년, 이 글을 다시 보고 있는 나는 백남준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을 예견하고 마치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실제로 섹스봇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치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의 
감정과 소통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백남준은 일본에서 최신의 
엔지니어링 기술로 구현해 온 〈로봇 K‐456〉과 함께 거리 공연을 구상하고 
있었다. 백남준이 큼직한 무선 조정기를 들고 조정하면 매우 위태한 모습으로 
거리를 걸어가던 〈로봇 K‐456〉에게 주어진 미션은 현대미술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기술의 놀라움은 물론이고 음악적 
감동까지 선사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백남준은 다양한 정보의 
시그널들이 하나의 회로 즉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생물학적 생명과 결합된 
로봇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로봇은 정보와 물질적 생명이 
구별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웨어러블 신체계측기를 상용하는 
오늘날의 우리, 포스트휴먼의 모습이기도 하다.
 포스트휴먼에 대해 논하는 것은 1990년에 발표된 캐서린 헤일스의 
저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헤일스가 그려내는 진정한 포스트휴먼적 주체는 혼합물,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이다. 이 책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기계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물질적이고 비생물적인 구조가 변경된 사이보그와 
같은 인간형이 아니라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휴먼은 인간중심적인 역사적, 지적, 자본주의적, 정치적, 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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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를 가진 주체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로지 브라이도티처럼 자유주의적인 ‘인간중심주의’로 
부터 벗어나 다양한 비인간적 행위자들과의 광범위한 화해와 연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서, 기술을 
극단으로 이용하여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특이점이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 트랜스휴머니즘 역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불린다. 이렇듯 
포스트휴먼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백남준이 제시했던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와 유사한 관점을 취하는 육 휘의 
‘파르마콘으로서의 포스트휴먼’6이라는 논지를 통해서 포스트휴먼적 
상황에 대해 통찰력 있는 관점과 백남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파르마콘으로서 포스트휴먼을 해석하는 것은 포스트휴먼을 독이 되는 
상황으로 보는 동시에, 이를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파르마콘의 개념을 통해서 기술의 이중적 
성격을 정교화하려는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전략을 닮은것이기도 하다. 권터 
안더스의 진단에 따르면 인간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을 겪으면서, 자신이 만든 
기계들 앞에서 자신들이 더 열등하다는 수치심(프로메테우스적 수치심)을 
느낀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는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간은 더이상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외되어 그 과정을 모니터링할 
뿐이다. 육 휘는 안더스가 진단한 현상이 바로 ‘포스트휴먼’이며 그 핵심은 
단지 윤리적, 존재론적 전회가 아니라 보다 심화된 분석을 요구하는 물질적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육휘가 평가하는 안더스의 장점은 단순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적이고 실존적 위기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육휘는 안더스와 시몽동의 논점을 가져옴으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 사이에 인간과 기술적 대상 간의 정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 아래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자 ‘치료약’으로 제시된다. 이렇듯 
포스트휴먼을 파르마콘으로 보는 관점은 백남준의 “사이버네틱 예술”의 한 
구절로 연결된다.

Nam June Paik, “We are in Open Circuits,” 
1965, in Dick Higgins, ed., Manifestos (A 
Great Bear Pamphlet Series), (New York: 
Something Else Press, 1966)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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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재하는 독을 이용해야만 새로운 독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 
파스퇴르와 로베스피에르의 말이 옳다면, 사이버화한 삶 때문에 
나타나는 좌절과 고통은 사이버화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7

 파스퇴르는 균을 여러 번 배양하여 결국 약한 독으로 백신을 
만들었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에서 왕권을 몰아내고 자신 역시 
혁명에 희생된 아이러니한 인물이다. 결국 백남준이 여기서 말하는 것 역시 
파르마콘으로서 작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백남준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기술이 가져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다. 이미 내재하는 
독이 새로운 약이 되듯이, 자동화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좌절과 고통 즉 
포스트휴먼적 상황은 이미 사이버화된 충격과 카타르시스 즉 백남준의 전자 
예술로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백남준은 기술의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백남준은 ‘나는 TV로 작업하면 
할수록 신석기 시대가 떠오른다’와 같이 오래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로 
구별하기도 했고, ‘나는 기술을 더욱 증오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다’, ‘우리는 
기술을 증오할만큼 고도의 기술을 원한다’는 말로 기술에 대한 상충되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남준이 기술을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취급해버리거나, 블랙박스 안에 가둬버리거나 혹은 인간을 
기술에 노예가 되는 존재로 구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에게 인간과 기술의 
관계항은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예술과 기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 표현방식인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 역시 전자분야와 기술을… 인간화한 충격적인 사례이다. 
TV를 인간의 가장 친밀한 사물 가운데 하나인 브라로 사용하면서 
…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Yuk Hui, ‘On Posthuman as Pharmakon – 
A Dialogue with Günther Anders and 
Gilbert Simondon.’ 2017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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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를 가진 주체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로지 브라이도티처럼 자유주의적인 ‘인간중심주의’로 
부터 벗어나 다양한 비인간적 행위자들과의 광범위한 화해와 연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서, 기술을 
극단으로 이용하여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특이점이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 트랜스휴머니즘 역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불린다. 이렇듯 
포스트휴먼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백남준이 제시했던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와 유사한 관점을 취하는 육 휘의 
‘파르마콘으로서의 포스트휴먼’6이라는 논지를 통해서 포스트휴먼적 
상황에 대해 통찰력 있는 관점과 백남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파르마콘으로서 포스트휴먼을 해석하는 것은 포스트휴먼을 독이 되는 
상황으로 보는 동시에, 이를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파르마콘의 개념을 통해서 기술의 이중적 
성격을 정교화하려는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전략을 닮은것이기도 하다. 권터 
안더스의 진단에 따르면 인간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을 겪으면서, 자신이 만든 
기계들 앞에서 자신들이 더 열등하다는 수치심(프로메테우스적 수치심)을 
느낀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는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간은 더이상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외되어 그 과정을 모니터링할 
뿐이다. 육 휘는 안더스가 진단한 현상이 바로 ‘포스트휴먼’이며 그 핵심은 
단지 윤리적, 존재론적 전회가 아니라 보다 심화된 분석을 요구하는 물질적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육휘가 평가하는 안더스의 장점은 단순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적이고 실존적 위기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육휘는 안더스와 시몽동의 논점을 가져옴으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 사이에 인간과 기술적 대상 간의 정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 아래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자 ‘치료약’으로 제시된다. 이렇듯 
포스트휴먼을 파르마콘으로 보는 관점은 백남준의 “사이버네틱 예술”의 한 
구절로 연결된다.

Nam June Paik, “We are in Open Circuits,” 
1965, in Dick Higgins, ed., Manifestos (A 
Great Bear Pamphlet Series), (New York: 
Something Else Press, 1966)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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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재하는 독을 이용해야만 새로운 독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 
파스퇴르와 로베스피에르의 말이 옳다면, 사이버화한 삶 때문에 
나타나는 좌절과 고통은 사이버화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7

 파스퇴르는 균을 여러 번 배양하여 결국 약한 독으로 백신을 
만들었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에서 왕권을 몰아내고 자신 역시 
혁명에 희생된 아이러니한 인물이다. 결국 백남준이 여기서 말하는 것 역시 
파르마콘으로서 작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백남준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기술이 가져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다. 이미 내재하는 
독이 새로운 약이 되듯이, 자동화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좌절과 고통 즉 
포스트휴먼적 상황은 이미 사이버화된 충격과 카타르시스 즉 백남준의 전자 
예술로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백남준은 기술의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백남준은 ‘나는 TV로 작업하면 
할수록 신석기 시대가 떠오른다’와 같이 오래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로 
구별하기도 했고, ‘나는 기술을 더욱 증오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다’, ‘우리는 
기술을 증오할만큼 고도의 기술을 원한다’는 말로 기술에 대한 상충되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남준이 기술을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취급해버리거나, 블랙박스 안에 가둬버리거나 혹은 인간을 
기술에 노예가 되는 존재로 구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에게 인간과 기술의 
관계항은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예술과 기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 표현방식인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 역시 전자분야와 기술을… 인간화한 충격적인 사례이다. 
TV를 인간의 가장 친밀한 사물 가운데 하나인 브라로 사용하면서 
…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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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여기서 상상력은 관객이 고백할 
수 없는 성질의 상상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술을 새롭고, 상상적이며, 인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상상력을 의미한다.8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는 백남준이 샬롯 무어만을 위해 만든 
작품으로, 무어만은 보통 첼로나 〈TV 첼로〉를 연주할 때 작은 두 대의 
텔레비전을 가슴에 부착하고 공연했다. 관객들은 작은 텔레비전으로 가린 
무어만의 가슴을 훔쳐보았을 것이다. 관객들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고, 
백남준의 비디오가 보이기도 했던 그 작은 텔레비전은 관객들이 기계라고 
거부감을 가지거나 혹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작고 사랑스러운 기계였다. 
백남준이 추구하는 기술에 대한 입장은 기술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백남준은 기술을 인간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것, 새롭고, 
상상적이며, 인간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여 인간을 소외시키는 기술을 어떻게든 붙잡아 인간의 가장 친밀한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기술 대상의 존재론적인 변환을 꿈꿨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한 유희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관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상상력 그 자체였다. 포스트휴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인간과 기술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COEVOLUTION: CYBERNETICS TO POSTHUMAN
 Sooyoung Lee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With regard to Nam June Paik's writing style, the points tend to 
deviate from the main idea,  be extended, and  come to un unexpected 
conclusion, rather than a logical analysis based on a single subject. But 
there exits a kind of ‘relationship building’ strategy in his writings. 
It is a way of producing more relationships instead of branching out 
based on the main subject. Therefore, his articles provide the readers 
with deep thoughts and insights by means of new relations that they 
have not thought of. Nam June Paik aimed to write about cybernetics 
in this way. The article titled “Aesthetics and Cybernetics” consists of 
an introduction and a list of 15 relationships in place of the the body. 
It suggests a few topics that are related in a broad category under the 
two themes of aesthetics and cybernetics that don't seem to have 
something in common. Paik's style of writing in terms of ‘building 
a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ose who read �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and ‘that.’ Paik shows the way of building a 
relationship in the introduction.

 Introduction — Norbert Wiener and Marshall McLuhan: 
 Communication Revolution
This article, “Aesthetics and Cybernetics” �rst published in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Bulletin in 1967, illustrates how 
relationships are formed between cybernetics and media theory, 
seemingly two di�erent and irrelevant subjects. Nam June Paik 
discovers 4 parallels from Norbert Wiener, the originator of 
cybernetics, and Marshall McLuhan who wrote Understanding Media.
 The �rst parallel is the notion of intermedia. Wiener claimed 
that there was no one like Leibniz who could call themselves as a 
mathematician or a biologist without restriction, although there were 
many experts of a speci�c �eld. For this reason, 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ybernetics based on th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In fact, the concept of intermedia is also related with 
the discussion of dialectic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integral use 
of the media by Fluxus artists including Paik and Dick Higgins. But 
Paik especially focuses on the transition from the electric age to the 

Nam June Paik, “Participation TV, TV Bra 
for Living Sculpture,” 1969, in Judson 
Rosebush, ed., Nam June Paik: Videa ‘n’ 
Videology 1959 – 1973, Syracuse: Everson 
Museum of Art, 1974, unp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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