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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술–인간’의 앙상블:
시몽동, 헤일스, 백남준을 
통해 본 포스트휴머니즘 

김재희

관객들은 빨대를 통해 자신의 숨의 온도를 식물에게 전달하고, 화상카메라가 
그 온도를 감지하여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게 하였다. 식물의 반응은 
즉각적이어서 사람의 날숨의 온도로 식물의 온도는 몇 초 후 변하게 된다. 
이 변화를 화상카메라가 감지하고 온도의 높낮이를 색 데이터로 변환해 
모니터에 보여준다. 모니터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또 한 번 데이터로 전환되어 
물 순환 기계를 작동시키는 신호를 보내, 대형유리관에서 엽록체 추출 
혼합물을 순환하게 한다. 이처럼 관객의 행위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정보로 전환되어 시각적으로 보이게 한 작업이다.      
 가상생명이미지를 회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창발의 원리를 이용해 새로운 방식의 이미지 
창작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현 또는 환상을 만드는 회화의 전통 
방식을 벗어나, 이미지를 창발하게 하고 생명정보를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제작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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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서울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화여대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대프랑스철학, 포스트휴머니즘, 
기술정치철학 등을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2017),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2010), 『물질과 기억: 반복과 차이의 

사이버네틱스와 포스트휴머니즘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는 1948년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의 
『사이버네틱스 또는 동물과 기계에서의 제어와 소통(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이 
출판되면서 등장했다. 여기에는, 생명체인 동물과 비유기적인 기계를 ‘정보의 
소통과 조절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물론, 동물이나 인간의 몸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은 17세기 근대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나 
1939년 『미래의 의사』에서 인간의 몸을 공장으로 그린 프리츠 칸(Fritz 
Kahn)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상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이버네틱스는 생명체와 기계의 동일성 자체보다는, 그것이 기계든 
생명체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용해서 자기 시스템을 조절하는 
피드백 작동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어 ‘퀴베르네테스(Κυβερνήτης)’1에서 유래한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는 ‘인공두뇌학’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리계, 생명계, 
사회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피드백 소통과 제어 작동’을 연구하는 
융ㆍ복합적 분야를 통칭한다. 사이버네틱스는 현재 기술공학, 수학, 생물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언론ㆍ매체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 사이버네틱스는 특히 인간과 기계를 동일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를 
도래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과 기계의 절대적 경계를 
해체시키고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 양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포스트휴먼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이즘’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휴먼, 
휴머니티,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극복이나 변형을 함축하며, 과학기술 
역량의 발달과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두 상이한 원천에 근거하여 
‘포스트‐휴먼(인간을 넘어서, 인간 그 이후)’을 모색하고 있는 사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역량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심신 역량이 유전적ㆍ약물적ㆍ기계적 방법을 통해 향상된 

kybernetes. 배의 조타수, 키잡이, 조절기를 
의미한다. 

1

김재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운동』(2008)이 있고, 『현대 기술ㆍ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현대 프랑스 철학사』, 
『포스트휴먼의 무대』 등을 공저했다. 주요 
번역서로 시몽동의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데리다와 스티글레르의 
『에코그라피: 텔레비전에 관하여』(공역), 
베르그손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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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트랜스휴먼, 사이보그), 또는 인간과 흡사한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안드로이드)이 포스트휴먼화하는 
존재들이다. 인문학적 반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의 논의를 계승하여, ‘인간’과 
그 바깥의 ‘타자(다른 생명체, 기계, 자연 환경, 우주 전체)’ 사이의 위계적 
경계 해체, 상호 작용, 공존과 공생에 근거한 ‘인간 – 비인간 네트워크’가 
포스트휴먼의 형상으로 고려된다. 현단계 포스트휴머니즘은 이 두 방향이 
교차하고 수렴하는 가운데 다각적으로 연구되며 확산 중에 있다. 
 1999년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How We 
Became Posthuman)』를 통해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를 본격화한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 인터넷도 출현하지 않았던 1958년의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로 90년대 이후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 그리고 1960년대 미디어아트와 기술미학의 
새로운 장을 개방한 백남준. 문제 의식과 등장 배경의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과학, 기술, 철학, 예술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사유의 범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이버네틱스와 정보기술의 
역량에 주목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사이버네틱스가 인간과 기계를 동일한 작동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면, 이들은 사이버네틱스를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 협력적 
공생 가능성을 모색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 알고리즘이 포스트휴먼화 
과정을 지배해나가는 오늘날, 인간중심주의도 기계중심주의도 아닌 
포스트휴머니즘의 균형잡힌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이들의 통찰은 중요하다.   

사이보그를 넘어서 포스트휴먼 사유하기
‘모라벡의 역설’2로도 유명한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은 
1990년 『마음의 아이들: 로봇과 인간지능의 미래(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에서 ‘마인드 업로드(mind 
upload)’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생체공학이나 컴퓨터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쉬운 일, 즉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일, 즉 
계산이나 연산은 인간에게 어렵다는 것. 

2

발달하면 뇌와 컴퓨터를 직접 접속시켜서 기억을 컴퓨터에 전송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기억을 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헬리콥터 운전기술을 바로 다운받아서 활용하거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처럼 뇌를 인터넷에 직접 연결해서 소통하거나 
정보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이 
컴퓨터의 작동 방식과 동일하다는 사이버네틱스적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 〈트랜센더스〉에서처럼 생물학적 신체를 버리고 컴퓨터 
속에 저장된 인간 지능은 인터넷과 접속해서 초지능이 될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헤일스는 이와 같은 모라벡 류의 사이버네틱스적 포스트휴먼 
개념을 비판한다. 그녀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코기토 주체, 이 주체와 
연관된 자율성, 자유의지 등을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특히 사이버네틱스의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탈물질화된 
정보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물질적 신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신체성을 
말소시키는 모라벡 식의 포스트휴머니즘은 해체되어야할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고 비판한다. 물질적 신체성을 
고려하면, 인간 지성의 컴퓨터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지의 신체화된 
성질(the embodied nature of human cognition), 비물질적인 정보로 
환원될 수 없는 이 신체화(embodiment)의 조건이 인간의 컴퓨터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인간의 사고와 마음은 
아무 컴퓨터에나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운동적인 몸’으로도 생각한다. 인간은 논리적 판단과 정서적 
판단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감정과 정서는 신체성과 
연결되어 있고, 단순히 뇌의 뉴런의 작용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몸 전체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파악해서 코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체성과 연결된 인간의 사유는 논리적 계산으로 모조리 
환원불가능하다. 언어화 – 기호화 – 코드화할 수 없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지가 인간의 사고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산불가능한 이 몸짓 
언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며, 몸짓 언어는 개별 생체의 역사, 경험의 
총체, 문화와 사회의 영향 모두를 반영한다. 
 헤일스의 진화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지능을 가진 기계의 
신체화는 인간의 신체화와 다르다. 인간의 신체는 컴퓨터에는 없는 진화의 
역사에 의해 그 한계와 가능성이 형성된 물리적 구조이며, 의식은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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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트랜스휴먼, 사이보그), 또는 인간과 흡사한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안드로이드)이 포스트휴먼화하는 
존재들이다. 인문학적 반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의 논의를 계승하여, ‘인간’과 
그 바깥의 ‘타자(다른 생명체, 기계, 자연 환경, 우주 전체)’ 사이의 위계적 
경계 해체, 상호 작용, 공존과 공생에 근거한 ‘인간 – 비인간 네트워크’가 
포스트휴먼의 형상으로 고려된다. 현단계 포스트휴머니즘은 이 두 방향이 
교차하고 수렴하는 가운데 다각적으로 연구되며 확산 중에 있다. 
 1999년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How We 
Became Posthuman)』를 통해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를 본격화한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 인터넷도 출현하지 않았던 1958년의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로 90년대 이후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 그리고 1960년대 미디어아트와 기술미학의 
새로운 장을 개방한 백남준. 문제 의식과 등장 배경의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과학, 기술, 철학, 예술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사유의 범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이버네틱스와 정보기술의 
역량에 주목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사이버네틱스가 인간과 기계를 동일한 작동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면, 이들은 사이버네틱스를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 협력적 
공생 가능성을 모색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 알고리즘이 포스트휴먼화 
과정을 지배해나가는 오늘날, 인간중심주의도 기계중심주의도 아닌 
포스트휴머니즘의 균형잡힌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이들의 통찰은 중요하다.   

사이보그를 넘어서 포스트휴먼 사유하기
‘모라벡의 역설’2로도 유명한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은 
1990년 『마음의 아이들: 로봇과 인간지능의 미래(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에서 ‘마인드 업로드(mind 
upload)’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생체공학이나 컴퓨터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쉬운 일, 즉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일, 즉 
계산이나 연산은 인간에게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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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면 뇌와 컴퓨터를 직접 접속시켜서 기억을 컴퓨터에 전송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기억을 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헬리콥터 운전기술을 바로 다운받아서 활용하거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처럼 뇌를 인터넷에 직접 연결해서 소통하거나 
정보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이 
컴퓨터의 작동 방식과 동일하다는 사이버네틱스적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 〈트랜센더스〉에서처럼 생물학적 신체를 버리고 컴퓨터 
속에 저장된 인간 지능은 인터넷과 접속해서 초지능이 될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헤일스는 이와 같은 모라벡 류의 사이버네틱스적 포스트휴먼 
개념을 비판한다. 그녀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코기토 주체, 이 주체와 
연관된 자율성, 자유의지 등을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특히 사이버네틱스의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탈물질화된 
정보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물질적 신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신체성을 
말소시키는 모라벡 식의 포스트휴머니즘은 해체되어야할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고 비판한다. 물질적 신체성을 
고려하면, 인간 지성의 컴퓨터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지의 신체화된 
성질(the embodied nature of human cognition), 비물질적인 정보로 
환원될 수 없는 이 신체화(embodiment)의 조건이 인간의 컴퓨터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인간의 사고와 마음은 
아무 컴퓨터에나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운동적인 몸’으로도 생각한다. 인간은 논리적 판단과 정서적 
판단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감정과 정서는 신체성과 
연결되어 있고, 단순히 뇌의 뉴런의 작용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몸 전체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파악해서 코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체성과 연결된 인간의 사유는 논리적 계산으로 모조리 
환원불가능하다. 언어화 – 기호화 – 코드화할 수 없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지가 인간의 사고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산불가능한 이 몸짓 
언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며, 몸짓 언어는 개별 생체의 역사, 경험의 
총체, 문화와 사회의 영향 모두를 반영한다. 
 헤일스의 진화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지능을 가진 기계의 
신체화는 인간의 신체화와 다르다. 인간의 신체는 컴퓨터에는 없는 진화의 
역사에 의해 그 한계와 가능성이 형성된 물리적 구조이며, 의식은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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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이런 신체화에 의존하여 창발한 속성이지 감각운동 
경험과 독립적인 논리작용이 아니다. 사이보그 모델은 인간 주체성을 의식과 
동일시하고, 또 의식을 논리작용으로서의 인지와 동일시하면서, 결국 인간을 
컴퓨터와 동일시하지만, 정보 패턴으로 추상화될 수 없는 신체화의 구체적 
차이성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지능을 가진 기계와 매끄럽게 접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3 모라벡은 단백질에 기반을 둔 생명 형태가 실리콘에 기반을 둔 
생명으로 교체될 것이며 인간은 곧 낡은 것이 되리라고 주장하지만,4 헤일스는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이 곧 인간 종의 소멸이자 인간의 컴퓨터화는 
아니라고, 포스트휴먼 주체가 반드시 사이보그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포스트휴먼은 특정한 인간 개념의 종말, 개별 작인과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개념화할 부와 권력, 여유를 가진 
극히 소수의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의 종말을 의미한다. 치명적인 
것은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포스트휴먼을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관점에 
접합하는 것이다. ‘당신’이 컴퓨터에 자신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선택해서 
기술적 지배를 통해 불멸이라는 궁극적인 특권을 얻는다고 모라벡이 상상할 
때 그는 자율적인 자유주의 주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특권을 
포스트휴먼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휴먼은 자유주의 
휴머니즘으로 회복될 필요도 없고, 반(反)인간으로 구성될 필요도 없다.5

 사이보그 포스트휴먼을 탈신체화된 자율적 의식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주체라고 비판한 헤일스는, 생체와 지능형 기계의 접속으로 
확장된 신체화에 기반한 ‘분산 인지 시스템(distributed cognition 
system)’을 포스트휴먼 주체의 모델로 제시한다. 복합적인 컴퓨터 
기반시설에 근거하고 있는 인지의 기술적 분산은, 굳이 생물학적 신체의 
기계화가 아니더라도, 인간을 충분히 포스트휴먼화한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컴퓨터 기계와 연합하여 확장된 신체적 조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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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글을 쓰던 주체와 E‐BOOK을 읽고 컴퓨터로 검색하며 핸드폰에 글을 
쓰는 주체의 감각적 인지적 작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열린책들, 2013), p. 499.

Moravec, Hans,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1‐5.
헤일스, 2013, pp. 502‐503.

3 4

5

 디지털 기술 환경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점점 더 
불분명하게 하고 인간 –  비인간 연합체로서의 확장된 신체화(extended 
embodiment)를 산출하고 있다. 인간 행동은 의식적 인지보다 훨씬 많은 
비의식적 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의식적 인지에 기술적 환경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간 진화와 기술 발전 사이에 새로운 피드백 회로와 
확장 형식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지속적인 사용이 
심화주의력(deep attention)을 약화시키고 초과주의력(hyper attention)을 
강화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텍스트를 읽을 때, 한번에 하나씩 깊이 
주의하며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티 테스킹하면서 전체적으로 훑어가며 
읽는 방식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가진 생물학적, 기술적, 사회–
문화적 영향은, 기술 장치와 인간 사이의 사회적, 신경학적 공진화와 상호 
증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헤일스는 이를 2012년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는가(How We Think)』에서 ‘기술생성(technogenesis)’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 협력적 앙상블
문화와 기술을 대립시키며 기술을 비판하던 5–60년대에 이미, 시몽동은 
기술적 대상들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단순 도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존재방식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인간과 기술적 대상의 상호 협력적 
공진화를 주장했다. 그 역시 헤일스와 마찬가지로 사이버네틱스와 
정보기술에 주목하였다. 헤일스가 사이버네틱스의 탈물질성(탈물질화된 정보 
개념)을 비판하며 물질적 신체화를 강조했다면, 시몽동은 사이버네틱스가 
자동제어(자동성)의 측면에서 생명체와 기계를 동일시한 점을 비판하며 
비결정적이고 준안정적인 열린 시스템의 측면에서 생명체와 기계를 질적 
차이에 기반한 상호 협력 관계 속에 놓고자했다.
 시몽동은 이미 구성된 개체보다 그 개체의 발생 과정에 주목했으며, 
구조나 형상보다 관계의 실재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생명체나 기계와 
같은 모든 개체들은 질료형상적으로 구성되는 실체가 아니라 자기에게 
고유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인 개체화(individuation)를 통해 
발생하는 준안정적인 것이다. 개체화는 전(前)개체적(preindividual) 실재가 
상전이(相轉移)하면서 개체를 발생시키는 작용이다. 개체화하기 이전에 
퍼텐셜리티로 충만했던 자연은 개체화하면서 ‘개체 – 연합 환경’의 앙상블로 
상태 변화한다. 과포화용액이 결정체를 산출하는 결정화 작용을 예로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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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이런 신체화에 의존하여 창발한 속성이지 감각운동 
경험과 독립적인 논리작용이 아니다. 사이보그 모델은 인간 주체성을 의식과 
동일시하고, 또 의식을 논리작용으로서의 인지와 동일시하면서, 결국 인간을 
컴퓨터와 동일시하지만, 정보 패턴으로 추상화될 수 없는 신체화의 구체적 
차이성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지능을 가진 기계와 매끄럽게 접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3 모라벡은 단백질에 기반을 둔 생명 형태가 실리콘에 기반을 둔 
생명으로 교체될 것이며 인간은 곧 낡은 것이 되리라고 주장하지만,4 헤일스는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이 곧 인간 종의 소멸이자 인간의 컴퓨터화는 
아니라고, 포스트휴먼 주체가 반드시 사이보그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포스트휴먼은 특정한 인간 개념의 종말, 개별 작인과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개념화할 부와 권력, 여유를 가진 
극히 소수의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의 종말을 의미한다. 치명적인 
것은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포스트휴먼을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관점에 
접합하는 것이다. ‘당신’이 컴퓨터에 자신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선택해서 
기술적 지배를 통해 불멸이라는 궁극적인 특권을 얻는다고 모라벡이 상상할 
때 그는 자율적인 자유주의 주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특권을 
포스트휴먼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휴먼은 자유주의 
휴머니즘으로 회복될 필요도 없고, 반(反)인간으로 구성될 필요도 없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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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화용액(전개체적 실재 – 환경)이 아직 개체화되지 않은 퍼텐셜 에너지의 
저장고라면, 여기 잠겨있는 결정체(개체)는 새로운 결정화(개체화)를 촉발하는 
씨앗으로 작동하며 자신에게 연합되어 있는 환경의 잠재력(퍼텐셜리티)을 
운반한다. 사이버네틱스가 개체화된 시스템의 항상성, 폐쇄성, 자율성의 
측면에 주목한 것과 달리, 시몽동의 개체화론은 개체의 특성을 폐쇄적인 자기 
조직화가 아니라 내적 외적 환경과의 소통 역량에서 찾는다. 모든 개체는 
자신에게 연합된 환경과 동시 발생하며, 개체의 형상과 구조는 불일치하고 
소통하지 못하던 것들을 소통시키고 관계 짓는 것으로서 만들어진다. 
가령, 거시계의 태양에너지와 미시계의 화학적 요소들을 서로 소통시키고 
관계 짓는 방식으로 형상화한 것이 식물의 싹이다. 이 개체는 태양빛과 
화학적 요소들이라는 이질적인 것들로 구성된 환경적 조건과 분리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계도 저 혼자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기술적이고 자연적인 환경과 
연합되어 있다. 
 시몽동에 따르면, 모든 개체는 일종의 변환기(transducer)다. 
변환기는 열, 소리, 진동 등의 입력 신호나 에너지를 감지해서 다른 형태의 
신호나 에너지로 변형시켜 출력하는 기계다. 전류를 증폭시키거나 제어하는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말하자면, 변환기는 퍼텐셜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서로 이질적이고 차원이 다른 
입력물과 출력물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고 관계 짓는다. 생명체와 기계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비결정적이고 준안정적인 열린계이자 ‘변환기’로서 
공통된 개체성을 지닌다. 그러나 기계는 결정된 구조 안에서 구성요소들이 
상호인과작용하는 체계일 뿐, 그 구조 자체를 변경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시키는 자발적 역량은 결여되어 있어서 생명체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기계들은 인과도식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작동을 하므로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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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역량”6을 지니고 있다.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옮김(그린비, 2011),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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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몽동에 따르면, 인간이 물리생물학적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생명체로서의 인간 개체 안에 내재하는 ‘전(前)개체적 퍼텐셜’의 
존재와 이를 소통시키는 ‘기술적 대상들의 변환(transduction) 역량’에서 
찾을 수 있다. 사이보그 모델에서는 기계적 요소들이 인간 생명체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대체하면서 특정 요소들을 강화한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아카넷, 2017), pp. 1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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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화용액(전개체적 실재 – 환경)이 아직 개체화되지 않은 퍼텐셜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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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트랜스휴먼)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시몽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위상의 상호협력적 앙상블로서 ‘퍼텐셜 
에너지와 실현 변환기’의 관계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술시대에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노동하는 휴먼’이 아니라, 기술적 
앙상블과 상호 협력하면서 세계(자연 및 인간 사회)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기술적 활동의 포스트휴먼’이 가능하다. 인간의 심신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이보그 모델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복과 인간의 자유를 위한 
기계들의 수단화를 함축한다면, 시몽동의 인간 – 기계 앙상블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지배와 종속’이 아닌 공존과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과 관계 
조절’의 기술적 지혜를 확산시킨다. 

백남준의 사이버네틱 기술미학8

백남준은 시몽동적 시각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한 변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질적이고 불일치하며 소통 불가능했던 것들을 다른 차원에서 연결하고 관계 
짓는 독창적인 구조의 발명가이자 기술자이며, 전위의 예술가이자 철학자다. 
그의 작품들은 서로 다른 실재에 속하는 ‘기계적인 것’, ‘생명적인 것’, ‘신성한 것’ 
사이에서 절묘한 내적 긴장과 공명의 관계를 찾아내어 하나의 미적 앙상블을 
형상화하는데 탁월하다. 〈로봇 K‐456〉과 함께 1964년 백남준과 샬럿 
무어먼이 ‘액션 뮤직’을 연주한 장면은 예술과 기술, 인간과 기계, 가시적인 
행동과 비가시적인 선율 등이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미적 감동을 보여준다. 
 백남준 역시, 시몽동과 마찬가지로, 열역학적 에너지 시대에서 
전기전자 기술 시대로의 이행 시기에 활동했다. 그는 대립하는 두 힘 사이를 
매개하고 조절하는 진공관의 등장에 주목했고, 사이버네틱스 안에서 ‘관계와 
변환’의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우리는 열린 회로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사이버네틱스를 ‘순수 관계의 학문’으로 이해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신호를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고 평가했다. 
이는 의미 자체가 비결정적이며 관계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비실체적인 사유를 함축한다. 관계의 결과물인 실체보다 실체를 생성하는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주어진 것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조절되고 변조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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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남준의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관심은 특히 ‘기술의 인간화’ 전략과 
관련된다. 백남준은 “예술과 기술의 진짜 문제는 새로운 과학 장남감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화하는 방도를 찾는 데 있다”고 말한다. 
로봇시리즈들이나 퍼포먼스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인간과 기계를 
혼종적으로 뒤섞기보다는,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의 긴장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자를 열린 관계 속에서 하나의 미학적 앙상블로 
변환시켜 낸다. 그의 기술미학적인 작품들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기술의 
독성을, 다시 그 기술 안에서 인간적인 것을 발견하는 예술적 실천을 통해, 
약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다. 이것은 기술중심주의도 인간중심주의도 아니며, 
인간과 기술 사이에서 관계의 조절과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다.  
 1964년 백남준과 일본의 엔지니어 아베 슈야(Shuya Abe)가 
함께 만든 로봇 K‐456. 이 ‘로봇’은 탄생한 지 19년 만인 1982년 《백남준 
회고전》이 열린 미국 휘트니 미술관 앞 메디슨가(街)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형식으로 해체된다. 백남준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물론 있지만, 이 
K‐456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인간 – 기계 앙상블’의 포스트휴먼적 형태다. 
K‐456은 완성된 현실태로서 자동화된 닫힌 기계가 아니다. 계속해서 
조절되고 재발명되면서 작동하는 하나의 기술적 앙상블이다. 이 로봇은 
백남준이 말했듯이 인간처럼 “말하고, 걷고, 소변도 보는” 그런 자동기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 아니다. 이 로봇은 독립적인 자율적 실체가 
아니라 리모컨을 들고 다니며 조절하고 수리하는 인간 백남준과 더불어서만 
작동할 수 있는 존재다. “몇 걸음 옮길 때마다 고장 나기 때문에 수시로 
4–5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어 고쳐야만 한다”는 점에서, K‐456은 오히려 
불완전한 로봇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적 개체였다.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장치된 〈총체 피아노〉 역시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전시 중 피아노를 
치는 방문객들과, 또 이들에 의해 망가진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치고 대체하는 
인간 백남준과 더불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백남준의 기술미학적인 
개체들은 오로지 인간적인 것의 구현도 아니고 오로지 기술적인 것의 구현도 
아니다. 그것들은 외부와의 열린 관계 속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고 재조정되고 
발명되는 과정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 기계 앙상블’들이다.  
 백남준의 예술은 나아가 서로 대립하는 기술과 종교를 하나로 
묶어내기도 한다. 그는 진공관의 혁명을 강함과 약함의 이원적 대립을 
넘어서는 ‘불교적 제3의 길’로 읽어낸다. 〈TV부처〉 시리즈, 〈전자 달〉, 〈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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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트랜스휴먼)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시몽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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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과 상호 협력하면서 세계(자연 및 인간 사회)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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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의 사이버네틱 기술미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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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것들은 외부와의 열린 관계 속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고 재조정되고 
발명되는 과정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 기계 앙상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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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는 굿 퍼포먼스 〈보이스와 샤먼〉 등의 작품들은 
기술과 종교를 넘어서, 기술과 종교로 분리되기 이전에 인간과 세계가 
마술적으로 합체되어 있었던 원초적인 관계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기술과 
종교의 앙상블’을 실현한다. 백남준의 ‘기술 – 종교 앙상블’들은, 서로 대립하던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또는 달리 말해, ‘기술적인 것’과 ‘신성한 것’, 
이 양자에 동시에 삽입되어 있으면서, 인간과 자연, 기술과 종교가 분리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우주를 복원시킨다. 그의 작품들이, 제도화된 장르인 어떤 
예술 영역 안에서의 심미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존재론적 인상에 가 닿는 미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예술」에서 백남준은 “기술을 더 적절하게 증오하기 
위하여 기술을 사용한다”고 선언하며, “이미 내재하는 독을 이용해야만 
새로운 독을 막을 수 있다”거나 “사이버화한 삶 때문에 나타나는 좌절과 
고통은 사이버화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9 여기서 기술은 일종의 ‘독’이면서 동시에 ‘약’으로 작동하는 
‘파르마콘’과 같다. 이는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동시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것이 스스로 해체되도록 만드는 
데리다의 전략을 닮았다. 기술에 대한 과잉 혐오와 기술에 대한 과잉 신뢰를 
가로지르면서, 백남준은 기술을 ‘변환(transduction)’ 매체로 사용한다. 
가령, TV가 〈TV 정원〉이나 〈TV 물고기〉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TV를 보면서 인간은 자연과의 접촉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TV 정원〉을 
보면서 인간은 잃어버렸던 자연을 다시 상기한다. TV는 인간을 그 자신의 
근원적 바탕이었던 자연과 단절시키고 소외시키지만, 〈TV 정원〉은 근원적인 
자연과의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시킨다. TV는 〈TV 정원〉이 되면서, 즉 모니터, 
비디오, 풀, 넝쿨 등 기술적이고 자연적인 이질적 요소들이 변환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하나의 앙상블로 구성되면서, 세속적 차원에서 예술적 차원으로 
그 실재성이 상향 조정된다. 살아있는 자연물들, 기술적 장치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발명하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 이 세 
항들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연 – 기술 – 인간의 앙상블”이 탄생한다. 
백남준의 작품들은 ‘인간 – 기계’의 기술적 앙상블이자 ‘기술 – 종교’의 미학적 
앙상블이며,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 바탕에서 길어낸 기술적이고 미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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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들이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관계 양식을 창조하는 
새로운 매개자들(new media)이다. 자연과 인간이 기술을 매개로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백남준의 예술 세계는 포스트휴머니티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 모델로서 가치를 지닌다.  

자연 – 인간 – 기술의 앙상블에 기초한 포스트휴먼 사회를 향하여
사이버네틱스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드디어 ‘인류세 
(Anthropocene)’10를 능가하는 ‘알고리즘세(Algoricene)’가 등장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컴퓨터 코딩화하는 것, 즉 질적이고 
비결정적이고 계산불가능한 것들도 모두 계산가능한 것으로 환원시켜서 
컴퓨터 처리 가능한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화한다는 것은, 또한 기계의 언어와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배제하겠다는 생각을 
함축한다. 컴퓨터의 작동방식에 모든 것을 맞춰나가는 ‘컴퓨터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만큼이나 편향된 것이다. 기계화할 수 없는 것, 계산불가능한 것, 
알고리즘 그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의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헤일스와 시몽동, 그리고 백남준이 보여준 것처럼,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만이 아니라 컴퓨터중심주의도 경계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협력적 공생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 자연, 기술이 균형잡힌 
관계를 맺으며 포스트휴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조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 필요하다. 발명적이고 
예술적인 기술의 변환 역량이 더 이상 순수하게 작동하지 않고 자본주의 
정언명령에 복무하는 산업화된 기술 환경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기술적 장치들을 사용할 때, 단지 편리함에만 매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사유가 그 기술 상품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고 
조정되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 발달에 의해서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여전히 휴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미 포스트휴먼이기도 한,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존재론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기술 – 자본 환경에 대해 비판적 리터러시를 갖추고, 끊임없이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구성하면서 만들어 나아가야하는 것이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준 시기로서, 주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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