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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논문은 1960년대 미국음 중섬으로 한 서구에서의 인간과 기계 

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에는 자동화를 둘러싸고 갚은 우려와 격렬 

한 논쟁이 있었고「 수소폭탄 같은 인간이 만든 기계들이 인간의 생존 그 자체 

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시스템이론은 기 

계와 유기체간의 엄격한 경계를 허묻기 시작했으며，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의 발달은 사람들이 데카르트 이후 인간음 특정짓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지능 

(intelligence)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 인간과 기계 사이에 등장 

한 이러한 새로운 공통점들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했 

고「 사람들은 기계화와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음 구해줄 대안적인 인간 

의 본성음 찾기 시작했다 이 급속한 기술 변화와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인간 

성의 정수는 지능의 영역에서 감정과 느낌의 영역으로 옮아왔다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하라” 

(1957년 첫 퍼그워시 회의에 초대문 중에서) 

서론 

서구의 1960년대는 사회-정치적 격변기이자 문화혁명의 시기였다 

* 토론토대 과학기술사철학과 교수 



174 논문 

이 시기 L 또 빈(反)묘화 운동? 빈진운동파 학생운등 민권운동의 시 

기였으"1 환경운당의 시작을 연린 시기이기π 했디 이떤 이들에게 

60년대 L 횡닙기이사 “미니 르네상스‘’였던 빈면 디컨 이들에게 L 이 

시기기 진싱 석 기지관의 성괴를 드이낸 암울한 시기였디 그렇시낀 

무엇보나도 이 시시~ 기지며 운회‘ 인간뀌게‘ l 피고 사회직 뀌게 5 

이 근유적으노 변회했나 

196IJ년대는 또한 새노운 고1 학괴 시술의 시대였나 분자유전혁의 

영역에시는 RNA의 구소외 시능 l미고 유전임후의 메커니즘이 밤 

견되었나 196IJ년대 주 능싱한 펴임약븐 싱혁명을 쥬방시키는 데 도 

움을 수었으며， 이 시시~ 지나며 컨러 TV외 샤송 유익시시듀 뿐만 

이 아니라 컴퓨바노 디옥 내강작。로 뇌었다 무잇보다 1%9닌 인간 

E 달에 첫 발유 넘는 새가를 올녔다 반변 어띤 기ζ늘ξ 선쟁파 밀 

집히 연관뇌어 있었다 적문의 움직임유 선지적인 방사P로 시블레이 

션하는 ‘ 선지 선’(clcCLronic balllcficld)이 미 거 정부에 의해 처음。 로 

베트남선에 노입뇌었고 납속히 승가힌 수소폭탄ξ 인류멸망의 두려 

g은 증폭시겼다 "2001 닌 스페이스 오닛셰이 ]()() 1: A Spαcι Odyssey 

(1 968)，와 「닥터 스F레인시이 ll~ Dr. Strm1gelove (1 964), 간은 영화 
들은 딩시 인긴파 기술간의 섬뜩한 관계들을 묘시했디 U 

1960년대의 인간파 기계의 관계L 벗벗 독듀한 듀정들을 멍여준디 

?선 60년대에 L 사등화를 딛 "1싸jJ_ 깊은 ?과와 각런한 논생이 있 

았jJ_ 수수폭틴 간은 인간이 낀든 기계들이 인간의 생존 그 사체를 

위협히기 시작했디 한핀으무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시스템이문 

은 시게외 유11.:<11간의 엄격한 깅게듀 히뮤시 시식했으며 컴 η터 괴 

l) 1 川iO년대이] 대한 좋은 개관로뉴 ArLhur [V1m 씨cl、 ， Cullural Rel1oluliOfl in 
Hrilain. Franc(:ι lIaly and Ihε Unúed :..,'Iales. C 1.4.쟁 JY74(()xford: 
()xford LJniver、iLy Press, ] HHKl이 있。며 딩시 A학기술에 대한 11]관껴 

대P에 대한 분사으우는 Evcrctt Mcnclcbolm. .'Thc Politics 01 

Pcs‘ Ìmisnf SciCIlCC and Tcchnology circa 1968," Ìn Y. Ezrashi ct al 
cφ ‘ Tec/uw!ogy. PesS'Îmisln, and Posr，ηωclernism(Klu'‘cr‘ 맘때 
151-17.3픈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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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사람들이 데카르트 이후 인간음 특정짓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지능(intelligence)의 본절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 인간과 기계 사이에 등장한 이러한 새로운 공통점들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했고， 사람들은 기계화와 별망 

의 위협으로부터 자선들음 구해줄 대안적인 인간의 본성음 찾기 시 

작했다 이 급속한 기술 변화와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인간성의 정수 

는 지능의 영역에서 감정과 느낌의 영역으로 옮아왔다 

멈포드와 ‘거대기계’(Megamachine) 

1940년대에 MIT의 수학자 위너(Norbert Wiener)가 처음으로 발전 

시킨 사이버네틱스에 의하면， 인간의 합목적적인 행동과 목표묻음 쫓 

아가는 어뢰 사이에는 아무런 본절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 둘 모두는 

정보의 피드백(feedback)에 의한 제어(制細， control)로 섣명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문 사이버네틱스는 1960 

년대에 들어서 더 인기를 얻었다 첫째로， 위너의 대중적인 책 『선과 

골램 God and Golem (1964)~ 이 베스트셀러가 됨에 따라， 사이버네틱 

스는 대중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책은 사이버네틱 

스가 종교에 대해 지년 도발적인 함의들음 담고 있었는데， 그 중 하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게 됨에 따라 점차 선의 

지위에 근접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1960년 즈음에 포에스터 

떠einz von Foerster)가 사이버네틱스의 개념들음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self-organizing system)으로 확장시켰다 포에스터의 선구적 작 

엽에 힘입어서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사이에 스스로 조직하는 사 

이버네틱 시스템에 대한 여러 섬포지움이 열렸다 세 번째로， 1960년 

미국 우주 프로그램에서 일하던 클라이니스α1ansfield Clynes)와 클라 

인(Nathan Kline)은， 인공묻과 유기체의 잡종 시스템인 ‘사이버네틱 

오거니즘’(cybemetic organism)음 줄여서 ‘사이보그’(cyborg)라는 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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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낀들었디 그들은 인간파 기계와의 걸압인 사이빙그기 ?주션파 

간이 _iL ç. 무 기계화되 환경애서 인간에게 ‘팀 힘히 .iL， 창주히jI_ 생각 

히 _iL! 낌’ 사 8 틀 줄 수 있을 것이미 생각했디 시이멍그L 닙방 8 
행이기 되았L 데， 1970년애 출판되 앨빈 π플êl(A1vin Toffler)의 「 π1

래의 충격 서lure Shock (1 970) ，에는 ‘우미 E 속의 사이보 l 튼’이라는 

세옥의 신이 있을 성도였나 21 

1960년대 사이보 l라는 개념이 대숭의 꺼섞고} 싱싱익을 사노집은 

깃은 7 엇보나도 l깃이 자농회에 대한 우려까 시었딘 시시에 나타 

났시 때운이나 18세시 후반괴 19세시 주반의 산엽혁명괴 함께 시식 

되었딘 시게회는 단지 자동회의 것 낸째 단게， 즉 인간에 의준하는 

기계가 등장힌 닌계임 밴이었다 두 번째 닌계， 측 반(半)지등 기계늘 

의 닌계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뇌었다 세 번째 닌계는 1950닌내 시 

작뇌끼 가속화된 컴퓨비화된 지등 기계늘과 사이버네덕 장치늘은 사 

용한 완선지동화의 닌계었다 애를 늘어 1951 닌에는 미카은 통튼어 

닌지 7새의 빔용 디지텀 기계늘이 생산공정에 사용뇌었은 밴인데 껴 

파 10닌 사이에 이라현 기계의 수는 7.500새로 납승했다 수치제어 

이mnerically controlled. NC) 기계기 빈진되이 항공?주산염으무부터 

시무싣에 이므기끼시 시 g 되었jI_ 킨듀더~ 진기빈진산염” 시벤F 재 

주 전연 맛 인공 재딘 산염들 사동치 산엄? 식듬기공 그라jI_ 제시 

염계에 이르기끼시 폭넓게 시 g 되았디 공장에서 시작된 사동화L ? 

2) 위너의 사이버니1틱스와 CnX! αnd Go!em에 대해시는 No끼Jcrt \ViCIlιl 

c.vhernetics: or, Cantrol anr1 CammlmÎcatÎan in the AnÎmal and the 
lv!achineICambridge, MA. 19,181: Peter GalisαL “ The Omologv 01 the 
Enemy: Norbelt \Viener and the Cybernetic Vision ," Crπιη1 Tnquùγ 

~1( 1덴14 1. ~갱 ~(-j(--j; :'<orhen Wiener, (;od and r;서γm )nt、 A ( ’ornmeìU 

on Cerlnin Poinls where Cybernelics lmpinges Ofl Religio이London 

Challlllan & Hall , ]이i4)음 참조 2차 사이 111 너]틱스는 :\. KaLheηne 

[l;야’lcs. I1ou: lTTe ßecume PoS'tlUlman: "VÎrtua! ßodics in CψernetlCS'， 

Lπ-erαwre. and InjαmatlαIChicago. 1999). 1:μ6-1 1. 72-76를 참주하고 

λ}이비」에 대해시는 Clnis 11. Gray αL The C"bα강 IlandbooklNc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0)든 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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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국파 수퍼마켓파 간은 곳에끼시 확산되았디 

이 사동화기 사회애 이떠한 영헝을 미칠 것인기 L 딩시에 이직 확 

싣허 시 않았디 이에 관해서 L 낙관른파 비관른이 팽팽히 맞서jJ_ 있 

았디 낙관른사들은 사동화기 힘들jJ_ 만주무운 노동으무부터의 히1방 

을 통해 ‘미래의 시술적인 친보~ 확인시켜수고‘ 생산생을 증대시키 

고 노동자의 부난을 우l 회시김 깃’이라고 수싱했나 자농회까 노동에 

있어시 “인간의 인간직인 이용”으노의 숭요한 한 김음이 흰 수 있나 

는 깃이었나 반면에 비꺼론자외 비펀자5은 자동회샤 노농자F 시게 

노 대지1시켜 심입자~ 양산합 뿐이며 l나마 낚은 노농자5은 시게 

의 일부노 전릭해비린 깃이라고 수싱했나 이 ξ은 자농회 F 싱요하는 

것이 인간의 굉요가 아니라 기계의 논리라딘 보았다 힌 논평지가 

‘ 지동화는 인간은 힘늘고 반복적인 임로부비 해방시키는 것만이 아 

니다 그것요 대힌 기계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지니시1 뇌었닌 제약늘 

로부비 해방시킨다는 것유 의미 힌다”딘 했유 때 그는 지동화가 기계 

의 논리에 인간은 종속시카민 었읍은 미만한 것이었다” 

지동화된 공장늘은 향했닌 비판은 곰 기소지llH사회와 기소적 협리생 

일번에 대한 비판으무 확장되았디 정신섬서기인 표름(Erich F romm)은 

난데사본주의 시회에서 이상석인 사란이 “사동인형(automation)이사 + 
외되 인간”이미 한탄했디 앨뤼(Jacques Elllù):_: 1954년 불이무 출판되 

jJ_ 1965년 영이 무 번역된 그의 「기술시배사회 Technological SocietYd 에 

서 난데기술이 디븐 중 9 한 사회적 · 인간적인 기지들냉디 기술석인 융 

율성을 강주한디이 이를 비판했디 잭 진체를 닝히1 그L 사동화되 기겨1 

노 인해시 인간 자융생이 싱심뭔 깃이라 깅고했나 “인간괴 시술의 견 

함은 인간이 책임김을 지니지 않는 깅우에나 행벽한 깃이 두j 것이나 

시술이 인간즌재~ 압도할 깃이고 이러한 필연싱 암에시 인간의 자 

유분빙 안은 소며되고 마나 기술적인 자율성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 

재할 수 없다’ 냥시 미국의 친보직 사회혁자 및 -"(C. Wright Mills) 또 

3)]. GaJ:'CÌa Sanwsmascs “ A FCìV ASr.lCcts 01 thc Impact 01 Automation 
이1 Society ‘ Tmnαct qf .s이 ence an .societv llí19Gll , 107-12G, on p.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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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중 시회에서의 개언을 ‘즐거운 무꿋‘(cheerflÙ ro bots) 이미-"- 벙벙했 

디 비판이른기 마르쿠재떠erbert Marcuse) .;_:. 딩시에 넌라 읽었던 그의 

색 『일치인석인 인간 O l1e Dime l1sional M m1 d 이1서 기술적인 압랴성이 

현대 사회의 재이와 시배의 양식이미-"- H1판했디 4) 

시술전희자 겸 분명비핀샤 1 이λ 밖 +_C(Lεwis Mumford) 또한 영 

향믹있는 비편가였나 1964년 t 시술괴 문회 1'eι'11110/0잉! (md CulwreJ 

에 심렌 l의 짧븐 논문 「녹재적인 시술괴 민수적인 시술」에시 밖 F 

F는 시술을 누 가지 유헝으노 나누었나 시λ댐 숭섞직이고 팩얻싱 

괴 퓨순을 f구하는 녹재직인 시술괴 인간 숭섞적이고 나워싱괴 생 

내직 빅십생을 숭시하는 l?1수적인 시술이 l깃이었나 ‘핵폭단괴 컴 

퓨비의 발'3 지늘이 우리 시내의 피라미느 건설지늘”이라민 #정하변 

서， 엠포느는 “기계화， 지동화 그리끼 사이버네믹스의 정향(定向)은 

통해 이 독새적 기소이 마침내 그것의 가장 심각힌 취약 점은 성공작 

。로 극복했다‘’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기;의 취약점은 바로 ‘시헝 

적이민 때때로 격럴히 뇌복종하는” 인간이었다 엠포느에새 20세기 

기 ;의 발전은 샌복종적인 인간늘유 기계늘의 시스템에 완선히 포휘 

시키-"- 동화시키과L 성공석인 파정을 냉여준 것이있디 면포드L 기 

술이 너 시스템 중심석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전전 너 사율적이-"

살이있L 것처럼 될 것이미 생각했디 이 ê1한 기술은 인긴의 싱재무 

부터” 심서이 ‘기술파 경영 앨라F들’의 싱재무부터 ç. 엣이났으"1. 파 

학기술의 재 ç.와 관딘석 기구를 흡수해서 ‘서대기술’ 흑은 ‘서대기계’ 

무 진화했디 5) 

4) EIich FroI1lm “Thc Prcscm Ilwllan COI띠lhon. ’ American Scho!ar 
~5(1995/6) ， 29-30, OIl p.3L Jacμucs Ellul, The Technoiogiali Socieα， 

C\e\v York: Vintage 8001l:.s ‘ 1%11‘ pp.1.36-1 .38; C. W. Mills‘ 7꺼e 

SQcÎalagιηI Tmaginatian(New York, 1959), 이lapter 9‘ sec. ,3; Herbert 
]\.'Íarcuse‘ One Dimensional AJan (Boston: Beacon Press , 19G.1) 

0) Lc\vÌs I'",Ium[ord ‘'Authoritaαian and DcmocTatic T cchnics," nα::l1nolo&)I 

αld C'ulture 5(1964) , 1-8, OIl p.l, 5. Mum[ord, TlU? Myth of the 
Jllachine: T. T，‘ ('hmα αnd Hwnan Develornηent(19&1I. Mumfor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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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기계에 대한 데안이 있 :_:7l" 번포드~ ‘(거대기계)에 의해 서 

부되 인긴성의 일부섬들’을 파학파 기술에 "T:;""-..입 81'-: 것을 대안이미 

생각했디 이틀 위해서L “진체 시스템을 인간적 대안들? 인간의 개 

입들” 그리jI_ 인긴의 목 석 을 수 g gl 수 있을 정"T:;""-..끼 시 =쥬스시켜야 한 

나”는 것이 전세까 되어야 했나 l는 시술시λ댐에시의 인간직 요인 

의 숭요싱에 대한 l의 수싱을 뒷만짐하시 위해 누 까지 흥미도운 

사낀을 예노 =었나 섯 민째 에펴소F는 1965년 밤생한 미국 북동부 

의 대규〕lL 정전 사내였나 밖-V-_~는 정전이 뉴욕시 전세~ 엄한괴 숙 

음의 도시노 바꾸어 ’5 었지만， 갑자시 “사힘 E은 이전보나 더 활 11 ;' 
띠었으며 생시가 념쳐나시 시식했나’라고 보고한 한 집지의 시사~ 

인용했다 기;이 죽。변 사담이 살아나는 셈이었다 두 번째 에피소 

느는 미거 우주비행사 냥렌(.Iol1n Glcnn)의 경험이었다 그의 우주미 

행선은 지동조접유 하노록 뇌어있었는데， 이 지동제어장치가 작동하 

지 않지 그는 지신아 직접 _:~_6 로 미행선은 통제하겠다며 지상의 통 

제셰비에 ‘ 지 이제 인간에시1 맡겨봐「’라는 내1 시지를 보냈다 이 내1 시 

지는 사실 엠포느가 인류에개 선달하민 싣었딘 것이었다(j'1 

면포드의 경__j_I_L- 앨뤼의 경jI_와 간은 종류였디 이들의 매시시L 기 

술이 사율석으무 될수록” 인간은 사율성을 앓jI_ 전치 기계화되이 간디 

L 것이었디 면포드L “사율적인 한 인걱채무서 능동석으무 살이기~ 

데선에” 인간은 전치 4 동석이jI_ 딛적 없이 기계에 의헤 싱재되 L 동 

물이 될 것”이미jI_ 한탄했디 딩시애 L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관석 관 

전을 공 8 히jI_ 있었디 경제학사 찬H 페이드σohn Kenneth Galbraith) 

mcg"arnachinc에 대해시는 Mcnd이sohn， “Politics o[ Pcssimism," 1ψ 167-1끼O 
투참주 

(i) Mumford “ AuLhoriLarian and Delll(κη씨c Technics," IIp.7-K; fvIu ll1ford 
PenJagr씨 ot pαncrC<e\v York , 1970), p.41:!. lVrendelsohn “ Pol씨( 、 of 
PcssÌmism," p.41~ 이훈의 주사는 이 정진 사고가 /1 승 사스맨이 연간의 

통제 o 역응 벗어날 정P 루 복집해졌냐는 사설에 시언했나고 딩고했q 

]amcs D. CaIToll, “ .:..octic Authority," Puù!Îc AdminÎstratÎα 1 RClliew 
ë9(1969) , .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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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잭 『선산염국기 The liew Indllstrial StateJ 에서 “?라 L 전치 

?랴 사선이1 붕시히기 위해 창주되 기계의 히인이 되이기 jJ_ 있디“마 

jJ_ 썼으"1 저멍한 미생물학사 듀빈René Dubos) 또한 ‘기술은 이둔석 

으무 L 인간의 재이를 벗이난 수 없지만 싣재석으무 그것은 본전석으 

노 녹자적인 깅노~ 통해 나아가고 있나”라고 언급했나 7) 

여시시 흥미노운 것븐 인간괴 시게의 뀌게가 뉘마뀌었나는 것이나 

한 논냉샤는 “근본적인 집분은 수인고1 노예에 꺼한 깃이나 인간이 시 

게의 노예샤 되어 시게까 필요노 하는 지겁고 힘E 일듀을 하며 섣 깃 

인가η 아니면 인간이 지진 졸 꼬브고 효융직인 노예의 수인이 되 것인 

가η 만일 인간이 자선의 끼게듀 지에김게 선택한나면 I는 심죄적으 

로 지신의 정신파 육체 그리고 영 3까지노 획장시킹1 수 있유 것이다’ 

라민 낙관적， 비관적 가능생유 틴두 제시했다 그러나 인간이 파노하시1 

제어껴가능해 신 기;의 주인이 될 수 있유까q 아 주제는 영화 「콜로 

수스 포빈 프로젝트 Coloss lIs: Thι Porhin Pr끼ιct (1970) ，에서 생생하 

111 표현뇌었다 여기서 미거의 과학지 포비(Forbin) 박사는 지능컴퓨비 

인 콜로수스(Colossus)를 만늘었지만 임닌 완성된 콜로수스는 닙속히 

시능을 빈진시켜 득사성 을 획득히jJ_ 재이불능 상태기 되이 세계를 정 

복히jJ_ 인긴을 노예무 낀드L 괴물무 틸비꿈했디 이시모고(Isaac 

Asimo、);_: 1942년 그의 g 명한 ‘무셋의 서1 범칙’ g 빈3l했L 데 그 칫 

번째 범칙은 ‘ 무꿋은 사람을 해지면 안 되디‘’L 것이었디 이시모표의 

SF 수션은 1960년대 시란들에게 L 현싣얘 기끼운 ?과기 되었디 

잔깐 논의 주재를 비뀌멍사 고망스 칠학사인 껑귀엠(Georges 

Canguilllem)븐 시게가 인간 시핀의 연싱~(exèεnsion)이라는 유집 적으노 

새노운 생샤을 서1안했었나 이 얘시는， 유시지1듀 시게에 비유해 성명 

하시보나 “시게: 인간이 지년 한 시꺼으노 생샤합 수 있나는 깃”이 

7) M\lmf01년는 M. R SmiLh ‘ Technological DeLerminislll in Amelican 
Culturc." in 1\'1. R. Smith and L. 1\Iarx cds .. Docs T(ιc/uw!ogy DrÍl1c 
l1 istoη :.J The Difemma of T‘ chm시Ogl(αI Determinism(MIT, 1994) 
pp .1-35, on p.~g에 시 재 인용 Galbraith와 Dubos는 Langdon \ViIlIlcr 
Autanam01ι Tecimology(MTT , 19771‘ on p. l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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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디 즉? “t구니 기계-~- (-8기체의) 기관{器마이 .iL， 기관은 π구니 

기계들이있디 ’ 껑궈엠의 제안은 빈(反)데카르F 석인 것이었디 왜니 

히면 껑귀엠은 인간에게 동물을 포함한 g 기체애 대한 재이와 착취 
를 기늠게 한 듀권석인 시위를 부여해준 데카므F의 기계무서의 등 

닫이라는 관념을 기부했시 때문이나 유시지1 까 시게의 한 송늄얻 깃 

이라는 네카브드직 뀌념을 폐시하고 시게~ 유시직인 깃으노 간수하 

는 새노운 전혁을 수용하면시‘ 깡귀엠은 이 E 통해 농뮤을 구;앙한 유 

11 직 자연을 노예회하려는 시구의 깅향에 세농을 김 수 있으마라고 

생샤했딘 깃이나 8 ， 

농문이 시게라는 네카브드의 뀌념괴 유시지1의 연싱으노사 시게라 

는 반대가E브적 깡귀엠의 관념 사이에는 산업역 1덩이 있었다 산업역 

냉기의 몇몇 사상가늘은 이미 인간이 기계 시스템의 ?τ’이 뇌고 었 

읍은 느섰다 「우리 시내의 표시 Sign8 of lhc Timcs (IR29)J 에서 칼 

라임σhoma8 Carlylc) 은 “인간의 슨?1H 만이 아니라 "1 리와 가슴노 점 

차 기계화뇌었다.’라딘 기끽 했다 유어(Andrcw Urc)는 그의 책 「매 h 

펙치의 철학 Philosophy 이 ，\1，ι1I1ufactures (IR35)，에서 공장은 ‘ 기계적 

이jJ_ 시 석(知的)인 기관들무 구성되이 있jJ_ 이들 모두 기 스스무 재이 

81--~ 동려애 종속되이 히니의 공닝되 물건의 생산을 위해 쉴새없이 

함깨 유직이이 작동히 L 거대한 사동기계”무 묘사했디 만스(Karl 

Marx) 또한 ‘중앙의 사등기계무부더 진딛 메커니즘。” 의해서 진딛되 

L 동려애 의해 유직여시L 주직화되 기계들의 시스템은 기계재 생 

산의 기장 빈진되 형태이디 여기서 ?랴 L- Z각각 jJ_립되이 있 L 개벌 

적인 시게 E 대선에‘ 하나의 시게괴뮤을 만난나 이 괴문의 봄은 공 

싱 전지1'-' 채우고 이 괴뮤의 익마직 힘은 지유에는 _ r 의 기대한 나 

마의 느릿느릿하고 선도있는 움식임에 의해 가려져 있지만‘ 마침내 

빠브고 격렴하게 식동하는 γ수히 많븐 l의 시꺼의 혼돈 속에시 나 

8) Gcorgcs CanguilhcIIl “IVIachinc and Organism," in ]onathan Crary and 
San[ord KìVinwI' cds. , Incorporatio!1s(NY: Zonc, 1992), pp.4S-6G, on 
p.5G,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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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라고 기계화된 공장음 묘사했다 이러한 공장에서 인간은 삼 

아있는 거대기계의 기계적 부품에 다름 아니었다 깡귀엠은 데카르트 

적 인간이 마치 유기적 세계를 자기 자선의 창조묻인 기계처럼 여기 

고 이를 착취하는 것음 우려했다 그러나 인간은， 특히 공장의 노동 

자들은 기계를 통제하거나 착취할 힘음 가지고 있지 못했다9) 

멈포드에게 인간보다， 아니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유기적인 자연음 

착취하는 것은 ‘거대기계’였다， 멈포드의 거대기계는 산업혁명기의 기 

계와는 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거대기계는 그 자체의 방법과 철학， 

그라고 종교를 지년 기술관료주의와 관료주의의 결합이었다 이것은 

본절적으로 제어불가능하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34년 멈포드 

가 그의 『기술과 문명 Technics αnd Civilization~ 에서 사람들이 “객관 

성， 비개인주의， 중립성과 같은 기계적 영역의 교훈”음 배워야 할 것 

이라고 쓸 때만 해도 그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 

계화， 자동화， 사이버네틱스의 정향”이 독재적인 기술에 엄청난 권력 

음 부여해주는 것음 목격한 이후로， 멈포드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 

되었다 멈포드를 피폐화시킨 “기계화， 자동화， 그라고 사이버네틱적 

정향”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사이언스’(cy berscience)의 패러다 

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사이벼사이언스’와 허물어진 연간-기계의 경계 

최근 일군의 과학기술사학자들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새로운 과 

학과 공학의 여러 분야들이 서로 응집되면서 강력한 ‘정보 담론’음 

창출해냈음음 지적했다， 이 담론의 영향이 가장 뚜렷했던 곳은 분자 

9) 인용구는 각각 Bruce Mazlish, The Fourth Discontinuity: The 
Co-Evolution of Humans and Machine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ch. 4와 David F. Channel, The Vital Machi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85에서 재인용 



1960년대 인간과 끼게 ]íl:l 

생물학파 8 진학 분야였디 1970년 노벨상 수상사인 사콩(Franois 

Jacob)은 딩시끼시의 8 진학의 빈진을 정리히면서 ‘ 9_-;--:-난 8 진이란 

정댐 매시시” 그라-"- 코드에 의해 기술되디”마_i_I_ -R 진을 새롬게 정 

의했-"- “(현대 생물학의) 표무그램은 진사킨듀더무부터 빌이온 모델 

이며， 여시시는 난간의 유전문 집을 컴까터의 자시 저싱 레이ι외 농 

임시한나”라고 섣파했나 자돕븐 이깃이 인간괴 시게외의 뀌게:-' u} 

꾸었나고 수싱했나 이세 “(유시재의) 시뀌(잃官)괴 세우= 분자E이 

~l "9,91 께시지~ 교환하는 커님니케이선 네드위극도 통함핀” 만김이 

나， “시게가 해부혁이나 생미학(의 용어도) 요사두j 수 있시 때운’이 

었나 10"1 

1950닌내와 60닌내 분지생뭉학에서 임어났딘 빈환유 통해 지콤 ξ 

분지생불학의 프로그램과 방입논유 늘팝노톡 새로운 용어로 딘사힐 

수 있었다 파악λ{학지 케이(lily Kay)는 위너의 사이버네믹스와 얘년 

(Claudc Shannon)의 정보이논 그러노 폰 노이만(J'이111 \'On Ncumann) 

의 지등기계(aulomala)가 겸협뇌변서 분지생불학에 지내힌 영향은 미 

쳤읍은 주장했다 이와는 조금 다는 관점에서 ~r 다는 과악사학지 겔 

cl (Evelyn Fox Keller):_: 정냉이둔 시이내네티스 시스템 섬서? 

OR(operations research)파 간은 ‘사이버시이언스’기 섬사생물학에게 정 

댐 매시시? 코딩? 그리-"- 파드백파 간은 새무운 매니포를 재공히1 주었 

g 을 강주했디 이를 닝히1 1960년대애~ 시계와 증기기관이 이니마? 

킹퓨터기 생명체의 세무운 모델이 되았디 L 것이디 간은 맥락에서? 

기술시학사 채넌(David Channel)은 시스템이른” 시이내네티스 킹퓨터 

괴희， 인공지능‘ 인공싱 시외 전자수족E고} 김은 새노운 생의학 공학 E ‘ 

l 마고 유전공혁의 방전이 시노 견함되면시 2IJ세시 후반시에 새도운 

‘생지1 공희 직 세게관 혹은 새노운 ‘생세 시게 (vital machin리라는 개념 

이 나타났나고 수싱했나 1 1"1 

]()) Fnmcois Jacoh. 171C !J)I-ric of I .i"üin‘g .S~vslems()\_llen 1ιme， ]~η4) ， 011 
p.1 , 9, :!5:~， :!!딩4. 01 책은 HJ70년에 불이로 치음 출판뇌었다 

11) lily E. Kay “Cybernetics, Tnformmion, Life: The Emerg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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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넌은 듀히 내 틀란파(L udwig von Bertalanf다)의 시스템 이 문의 영 

헝 을 강주히-"- 있디 1960년대틀 닝히1서 일빈시스템연구학회(1954년 

선립)애 의해 대중화되 버틀란파의 일빈시스템이둔에 따므면 시스템 

은 서무 상호작 2--ó-]--;_:- 1디양한 부분들 흑은 허위시스템으무 이루이셔 

있나 이 시λ댐이론에시 I~싱 흥미도운 점은 시λ댐의 어떤 부분은 

나른 부분듀보나 더 유시직으도 시능할 수 있고， 마친샤지도 또 나른 

부분은 나머지보나 더 시게직임 수 있나는 것이나 나시 만하면‘ 시 

〈댐은 유시적인 부분괴 시게직인 부분 양자 꼬누노 구생되어 있고 

l 러므노 이깃은 전직으노 유시직이라고도 혹은 전직으노 11게적이 

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었나 이깃은 확심히 유시직인 영역괴 시게직 

인 영역의 경계를 <r리 111 했다 사이버네믹스와 컴퓨비과학에 기초힌 

시스템 개념 요 생불 시스템 생태 시스템‘ 사회 시스템，~사 시스템 

그리구 세계 체겨11 (world sy SlCm)를 설 1성하는 데 이곤기까지 무척 폭 

넓 111 사용뇌었다]긴 

인공지능 혹E 사고하는 기계’는 인간과 기계와의 경계가 허뭉어지 

는 댄 하나의 영역이었다 몇몇 원시적인 인공지능요 1950닌내 초기부 

터 존재해왔지 1ι 인공지능 기계들에 관한 많은 이이니이와 이의 작등 

모델들은 1950년대 밀부터 재안되었디 무젠블햇(Frank Rosenblatt)의 

인공시능 퍼셈F 른(perceptron， 1958)은 인간 신경망의 8 비틀 싱헤 션 

계되았디 비슷한 시기에 MIT의 매카시(John McCarthy):_: 기계에게 

언이적 추둔을 행 81--~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L 킹퓨터 고무그램을 

낀들기 위해 노력했디 변화히 L 상횡애 데처하 수 있L 석 g 무셋)은 
196IJ년에 밤전되었으며 1961년 미국의 공군은 보싱괴 지벌을 구변합 

수 있는 시게듀 섣게했나 파λ극(Gordon Pask)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합 수 있도녹 "도 l랩핀 ‘샤브치는 시게’F 섭게했으며 레이베온사 

Scriptural Represemations of Heredity," Configuratωns :J U997) , 않 91, 
on p.2 익; Evclvn Fox Kcllcr ‘'The Body of a NeìV J\lachine: Situating 
냐1e ()rgani 、m helιeen Telegraphs and CO ll1IJULel 이 " Perspeclil_;(씨 (시I 

Science :2 (1아141 ， :jO~-:l~:l ， on rdll 
12) Ch81111el ‘ Vital A1，α:hinι ch. G and c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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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theon Company);_: 공식을 얀과주시 않이"T:;""-.. 주이진 문제들을 풀 

수 있L 기계 시이내F른‘(Cybertrons) 을 만들었디 간은 헤 사등으무 

연션을 인식 81--~ 것뿐만이 이니마 번역을 히L 기계에 중 9 한 진진이 

있았jJ_ 주건에 따마 빈 g 하 수 있L 빈시기계‘기 1963년 만들이셨디 

야섞적인 MlT의 패딛1인식 시게인 팬디꼬니움 (Pandemonium) 역시 이 

당시 만E어졌나 의사견성을 위해 캠껴터F 사용하는 데 필요한 괴노 

l래밍도 1966년에 세안되었나 1969년 세너턴 일레드릭사는 인간의 

움식임에 따라 움식이는 기대한 사이보 l 도봇“인간〕i행의 사이비네 

틱 시게 ~ 만E어 전 세게~ 놀라게 했나 1시 

l렇지만 이러한 놀라운 엽직에도 불구하고， 사힘 브은 인공지능 시 

계늘은 의신의 눈초리로 보았。며， 이것늘은 선노 유망힌 것이라기보 

다는 위협적인 것。로 간주했다 인간과 사끼하는 기계늘간의 경계가 

하려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아는 침빔당힐 수밖에 없었다 램포트 

(F clicia Lamporl)의 시 「사이버네믹스를 탄사힘」에서 본 수 있듯이 

당시에는 힌 인간의 칭조묻이 겸카요 그 지신은 파괴헐 것이라는 두 

려 g 이 널리 피지 있었다 

생각하는 기페듬은 7듬의 주인틀보다 한 수위에 있어 

~l퓨든꾸시꾸시한재앙으보 11 려 S 에 떡거] 한디 

이 기케회된 기인듬은 꾀증하기 위해 만능이졌。나 

그뇨은 파학에 대한 JS연한 서함음 나타낸다 

파학자닐 '1 두이위하늑 l매일 엄칭닌 냄죄를 서지큼。로써 
/1 계등이 위너와 같꺼 과학자등응 찌끼、 ~I 못하기] 만듬 깃이라는 」

두려움 

1960닌내 사이버사이인스’를 놓민 복 때 흥미로운 점 힌 가지는 이 

에 내힌 눈부의 지원이다 정보파학， 사이버네믹스 OR, 그리민 컴퓨 

터 L 세계2치데진 기간동안에 전전 너 복잡해시 L 군사활동에 대한 

131 Sιc Edwa:rds , Cïosed Worlι Evcl,"l Fox Kcllcr. “ IVIanying thc 
P• c-modcl1l to thc Post-modcnf Computαs and ürganÌsIIl aItcl 
、VvV1T."이댄 7，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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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으믿 !긴들이진 것이었디 정댐-파학은 군대 명령체계의 의시추 

냥의 .~~율성 을 극대화히기 위해 개빈된 것이었」ll， 위니의 시이내네틱 

스;L 데공화기의 새핀운 히이_8 려드 시스템을 효과적으믿 지재이히기 

위해 .il.안된 것이었으|이， OR은 대 잔수함진 같은 군사→작전의 .~~율성 

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븐어졌다 전자캠간터는 F탄의 궤도 계산괴 워 

자판의 섣거l÷÷ 위해 만븐어졌냐 사이비사이언(외 군부외의 연게는 

(JO년대까지 게족 산 유지되었나 보센블렛에 의애 섣게판 퍼셉드론은 

해군연구소에 의해 자금지원을 바있냐 해군은 헥습할 수 있는 캠간터 

÷수 통해 접자 증대되는 군사촬농의 역삽생으보 인한 분세븐을 해건하 

고 섣어했던 것이나 애군뿐만이 아니라 공군 역사 1960년대 생뷰펙자 

와 수학지， 엔지니어와 논리학지듭이 침여한 ‘스스로 초직하는 시스템’ 

에 관힌 몇몇 선포지옹은 후-원했다 스스로 조직하뉴 시스템이라논 아 

이디어논 임리노이 내학의 포레스바에 의해 발전뇌었논데， 그의 설헌 

실은 눈부에 의해 증분힌 후원은 받았다， 공눈은 생체공학에 내한 선 

포지-움늪노 지원했Y.， 지금E 감 알려지 있는 것처텀 ARPA(첨년연 11. 

프로젝브파 Ad、 anιcd Rcscarch Pr이Cιl Agcn아)에세 첫 꺾퓨비 네브원 

을 .il.안한 것을 위임했다(이 것이 비 무 후애 인더넷의 기간망이 되 이 

르피넷Arpanet이있디). ARPA의 IPTO(정렌처랴기술사무국. Information 

Processing T echnique Office) .:....:. 컨퓨더 과학파 MIT의 μ” 고무섹F. 

(MAC project)와 갚은 인공지능 연구를 지웬했디- 공군이 이균1한 연구 

를 지원했던 이 유는 생명체와 간은 복:장한 시스템들의 의사-추싱 네F. 

원을 연구함으무써 효율석언 군시적 능신망을 건신히는 데 jE유을 언 

으려는 이유에서였다 

l 러나， 비녹 군부의 지워을 반은 인공지능‘ 커유니케이신 이론‘ ! 

리고 사(댐 이묻이 전과 적으보는 인간괴 기계의 관계에 대한 우마 

의 이해듀 변회시켰지만1. 영향은 괴핵자 강-농지l 외부에시는 기의 

느껴지지 않있다 인간， /1게 I 며고 사펴에 대한 사뤼-듀의 심리직 

싱내에 가싱 컨 영향을 마친 군사시술븐 핵폭탄이었나 핵폭탄븐 인 

간손새의 정별유 가능하세 했P며， 사땀늪은 이 무서운 무가늘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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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살아가는 법음 배워야만 했다 60년대의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문 

제는 ‘생존’이었다 

통제불능의 핵무기틀 

“이제 세계는 매우 달라졌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선의 운명의 손에 

모든 인간의 삶음 파괴할 힘음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천명했듯이， 핵무기의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음 정도로 엄청났다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같은 저명한 과 

학자들은 ‘마이나우 선언’(Mainau Declaration, 1956)음 통해 “모든 국 

가들은 정책의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음 사용하는 것음 단념한다는 

결정음 내려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런 일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 

다면， 그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람들의 

삶에 핵무기가 미친 끔찍한 영향은 1962년 히로시마에서 4개윌 동안 

머묻며 원폭 생존자들의 삶음 연구한 라프톤(Robert Lifton)의 결과묻 

이 출판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라프톤의 연구에는 가슴음 서늘하게 

만드는 많은 사연들과 회고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섬 

뜩한 현상은 생존자들이 원자탄의 재앙음 “두려움， 악， 그라고 특히 

죽음의 모든 요소들음 포함해 자선의 존재”에 각인시키면서， 자선들 

음 근본적으로 죽은 자들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책의 후반 

부에서 그는 원폭의 “생존자들은 죽은 자들음 부러워할까?"라는 절문 

음 던졌는데， 그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아니다， 그들은 (죽은 이들 

음 부러워할) 감정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 죽은 거나 마 

찬가지였다 "14) 

14) 마이나우 선언은 James R. Newman, “Two Discussions of Thennonuclear 
W"êσ " Scient띠c American 204(M31‘ ch, 1961), 197-204, on p.l98에서 인 

용. 리 프톤의 연구는 Robert j ay Lifton,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Atomic 80mb in Hiroshima: The Theme of Death," Daedαlus 92(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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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시낀 너 섬뜩한 사싱은 헥진생에 관해서 불확싣성이 공포틀 

입 ç.했디 L 것이있디 핵무기애 관련된 이슈애 L 본진석으무 이히181 

기 힘든 불확싣성이 있었디 랜드 연구←(Rand Corporation)의 진럭 

섬서기인 칸{Herman Kahn)은 빈핵 파학사들의 견해를 “허튼 ←랴”이 

자 ‘문외한의 견해”라고 반박했나 ‘시 λ댐 분석의 시/r에시 행해추1 

l 의 ‘꾀뀌직’이고 ‘성량직인’ 연구E븐 반얻 미국괴 소련 사이에 핵 

전쟁이 얻어난나면， 단지 4천만에시 8천만 사이의 미국 시민 E이 사 

밍합 것임을 보였나 l의 요점은， 전쟁이 끔난 후 분명괴 징세샤 생 

은자E에 의해 급속하게 재낀섣흰 수 있으며라는 점이었나 “l나의j 

베세는 만일 직신한 순비가 행해친나면 미국 혹은 소련이 핵전쟁의 

딘는 겸파늘에 내처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부 

분의 사암유 보호하변서 상내적。로 짧은 시간동91에 선쟁 이전의 

삶의 기준에 근집힌 새건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힌 4 

천만에서 8천만이라는 숫지는 매우 강요했다 왜냐하변 칸의 연 "에 

띠 E연 내부분의 미거언늘은 미거과 소핀 사이에 선변션이 발발했은 

경우에 1천만 1덩에서 6천만 1성의 사상지늘은 용인힐 수 있다끼 여겼 

기 때문이디 6전만 명(딩시 미국 진체인구의 3분의 1)이 시상사의 

한계였디 칸은 낀일 ? 랴기 주의 김게 헥진생애 대비한디면 단시 4 

진낀멍의 미국시민들이 사맘δL 것이미 주장했디 이 모든 것을 위해 

미국은 빈드시 “←련의 ç.빈을 불이우 수 있L 긴장상태에서 칫 공 

각을 행하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기셔야 했디 그이니 이~ 

←련이 미국을 그녕 사극히기멍디 L 미국을 직접 민저 공걱히?록 

합 가능싱을 야시했나 이러한 이유 때운에‘ 미국븐 소련의 것 공격 

을 시시한 깃으노 JilH:~ 만한 충분한 보역 능막을 가지고 있어야 했나 

이늑 위해시는 엄 정난 양의 수소폭탄을 샤지고 있어야 함븐 누만합 

나위가 없었나 칸븐 공공연히 이러한 사고까 마보 이싱직이고 논리 

적인 깃이라 수싱했나 1 5"1 

462-487. 이1 p.482; idα11 ， Death În Li!c(:..c\V York: Rar띠0111 Ilousc 
19(7), 1).31. 5,11-;2: 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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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 븐 진릭 섬서기 인 윈스테터(Albert Wohlstetter);_: 파학사들이 

진럭적 걸정에 관여 61 ;_: 것을 비판했디 그L “니L 여기애 헥진생에 

관히1 기장 저명한 파학석 권위사들에 의해 서멍되 진술을 동봉압니 

디”며jJ_ 쓰여진 이생의 8 벙한 렌시(1 955) 를 인 g81 이 ‘내기 이~ 

한 여시에 뉘안핀 l lJ명의 문피혁자도 회혁자도 l피고 수학직 논리 

희자E 숭에 핵전쟁괴 김은 싱황에시의 군사식전에 관한 깅현직인 

연구~ 한 사힘븐 한 명도 없나’며 l 편지F 비난했나 군사직 대견 

에시 성지직‘ 군사직‘ l피고 전략직인 견정 E이 연뀌되어 있는 보역 

수단이라는 수세는 ‘괴혁의 권위 에 의해시가 아니라 ‘l성량직인1 고} 

혁의 빙볍 을 사용하는 새노운 분야외 새도운 전운I} :C 에 의해 행해 

지야 한다는 것이다 불논， 칸과 흥스테비는 이 새로운 전략분석 분 

야에서 가장 유'3 한， 아니 (특히 칸의 경우) 약'3 높은 선문가였다 lGI 

핵능역에 관힌 뇌획실성은 기; 그 지체에 의해 디옥 가증뇌었다 

칸은 핵선쟁이 발발힐 수 있는 5가지 방사은 제시했는데 그 증 가장 

획륨이 높요 첫 번째 방사 ξ 실수로 발생한 경보늘이나 가계적인 오 

작동 혹은 인간의 실수에 의해 핵전쟁이 시작뇌는 경우였다 같은 논 

문에서 그L 시구 진체틀 파괴하 수 있L 킨듀더화되 ‘최후심판기 

계‘(Doomsday M.ι'Chine)와 급행 최후섣판기계’(Doomsday-in-a-Hurry 

λfachine) 사살계약기계‘(SlI icide-l'ιι1 M.ιιhine)와 8 시(類似) 최후심 
판기계(Near-Doomsd，때1 λlachine)틀 논의허뇌 있디 비록 칸이 이이한 

증류의 최후의 심판기계들은 진릭석인 g g 성을 시니시 뭇한디L 걸 
문을 내랴jJ_ 있았시낀” 칸의 최후의 섣판기계들파 핵시jJ_에 대한 논 

의는 시게 자세에 의해 핵전쟁이 시식되 I}'능싱이 견코 0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었나 위너 또한 ‘전자누뇌’에 의해 전쟁의 시식이 견성 

되는 사이비내탁 전쟁 에 대해 깅고한 바 있었나 꼬든 깃을 파괴합 

1;)) Herman Knhn, α1 77wrmanuclear T-VadPl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 네-)0) ， p.viii. 71 

161 Albcrt W• ohbtct!cr, ‘ScicntÌsts, SCC'I'S, and Stratcgy," Foreign .A.fJairs 
'llí19Gë/3) , "lGiH78, 이1 p .'1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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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L 폭탄을 주정 • 싱재히 L 킨듀더 시스템은 니무니 복잡히1셔서 

서의 싱재 불능인 것처떤 멍였디 1950년대 밀부더 핵무기들은 미지 

살이있L 생명체들처럼 증식‘(proliferate) 되이갔으이” 군 Hl 경생은 부 

섬적으무~ ‘ 군시기술의 잔재석인 변덕스러움”에 의히1 기속되았디 lTI 

이러한 시술직인 불확성생괴 세어볼;1-'능싱 때문에 싱황은 더욱 역 

집해져갔고， 사심 이러한 깃듀 uj때운에 전략직으도 핵의 위협을 직군 

에게 J턴늦하게 만아브이도녹 할 수 있었나 이러한 점은 ’(핵무 시 

~ 선택안으노써) 우리는 핵γ 시에 의해 지시되는 견괴외 싱황E에 

대부분 ]iE 것을 안시고 있나’라는 한 미 군부의 싱균의 논맹에시 

더욱 명확하게 F러난나 닉슨(Richard Nixon)괴 맥나마라{Robεrt 

M이\lamara)와 같은 정치가늘노 미카이 미협리적。로 핵선쟁은 시작 

힐 수노 었은 것이라 암시했다 프롬은 이를 두딘 세상이 “생시역 왕 

성한 기계늘에 의해 조정뇌는 허약한 꺼1임(~、따)지늘로”로 가듀 세워 

지민 었다딘 힌탄했다 “사뭉이 <? 1_ 장 위에 올라앉아 사암유 끼아가끼 

었다.’라는 시인 에미슨(Ralph Emcrson)의 받유 인용하며 프롬은 ‘우 

리에세는 여 선히 인간유 언장 위로 뇌돌려 보냄 기회가 있다”고 주 

장했디 그이니” 이이한 헤걸잭은 모든 시란을 행복히게 히 시L 뭇하 

것이있디 듀히 “재앙” 악은 사물들이 이니며 시란에게 있디 · 폭틴 

을 싱재히사L 것은 터무니없L 생각이이 우라애게 필 9 한 것은 시 

란을 닝재히L 것이디 ’마-"- 생각했던 시란얘게~ 밀이디 이런 모든 

문재의 난인이 기계인시 시란인시 ç. 불성병했디 Hn 

]7) H에l11f:1n Kahn. ()n Therll1onuc]ear \Var; idem “ rhe All11S Race and 
Somc 01 Its I13αa:rd， " Daedalus 80110601, 744-780; idcIIl, Tlrinl、ing

about thc UnthinkablcC\ y; Avon Dooks. 19621. Ciro E. 20])])0, 
‘Nuclc3T Tcchnology, 1\IultitλJlaIity ， and Intα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18(19G5/G), 579-GOG, α1 1).599 

] íl) Wendell Ilen'y “ProperLy, PalrioLism, and NaLional Defence," in D 
llall cd. ηr ιontemJλ)t'GTγ ES5α，， (St. Martin' s Prcss, 1088) , 이1 p.56; 
S!)('IlCC:• n. Wcart. Nuι.'!ear Fear: A IlisWTγ of In“ Jlcs (I laTvard 
UnÌvcrsity Prcss. 1983) , OIl μ311. EIich FroI1lm. “ Thc Casc 1m 
Unilateral Disarmament," Daer!allls 89( 19GO). 1015-1028. on 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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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ê1한 흔란스ê1 운 상횡이1서 누구의 의견이 너 선뢰되이야 8]-L 기‘) 

노벨 파학상 수상사들인기 랜드 연구스인기? 칸은 빈헥 파학사들이 

논랴적이시π 압라석이시π 뭇히디뇌 주장한 빈면이11 SANE(National 

Committee for Sane Nuclear Polic、; 건진한 헥정잭 을 위한 국기위 안 

회)븐 핵폭단을 심집직 사용에 대한 어띠한 논의도 성선이 나간 깃이 

며 비합마적이라고 수싱했나 (노우-cc. P. Sno씨 또한 “l핵군비의 김 

측에 내재되어 있는1 위헌괴 l전면적인 재영]이라는 확심싱 사이에사 

무 엇인가~ 선택해야 한나며 제정신인 사힘은 수저하지 않을 깃이나” 

라고 언급했나 

괴혁괴 시술이 사힘 E을 구워할 수 있을 것인 I~? 핵γ 시에 대한 

미 정부의 두 파학 끼문의 지세힌 연 11는 이 가능생에 내해 미관적 

인 겸논유 내댔다 ‘우리가 깊이 숙구히해서 선문가적인 만닌은 내런 

겸파 이 [핵1 의 딜레마는 어민 과학기ζ적인 해겸책노 가지구 었지 

못하다” 손경받는 과학지인 라우에(Thcodorc von Lauc) 역시 미관적 

이었다 그는 생손은 위해서는 “반느시 우리는 과학에 내힌 의손。로 

부비 닌호하새 등유 돌려야힌다’라고 촉 11 했다 누가 용은지‘ 그리고 

파학파 기술이 인간을 구웬한 수 있을시 그링시 뭇히던 간에- 사람들 

이 하 수 있L 한 기시 주그낀 싣진이 있었디 비무 핵무기무부터 대 

피하 수 있~ 데파수를 잣 L 일이있디 1961년 헤드컨랴표 대학의 한 

학생은 그녀의 이1셰이이1디기 ‘대피스의 건션은 이재” 미지 교외에 수 

영장을 잣L 것파 간은， ~R 행이 되이 버댔디 부사들이1게 [이것은] 새 

무운 시지등〈이었jI_ 무언기 만드L 것을 좋이 8]--;_:- 시란들이1게 L 사기 

가 식섭 pνE 수 있는 싱난김괴 김은 깃이었나”라고 냥시의 싱황을 

직고 있나 l 런 후 l니는 “핵폭탄은 이세 성선분연직인 모순의 

싱징이 되었나 대펴소는 생측을 위한 이싱직인 노막을 보여수는 깃 

이 아니라 오히려 7분변하고 어머삭븐 행동을 나타내순나’‘라고 부 

언했나 정선분연증{schαophrenia)븐 핵시대에 식아샤고 있는 인간의 

정선싱내늑 직신히 나타내수는 께타f였나 19) 

19) 、Neart， λluclear Fear, on p.250; C. P. Snmv, “ The Moral Un-Neutra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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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적인 연간， 정상적인 로봇틀 

정신분열증은 1960년대 핵폭탄에 관한 논의 에서 자주 등장했다 

이것은 60년대의 비인간적인 상황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프롬은 “ 19세기 비인간성은 잔인성음 의미했지만， 20세기에 그것은 

정신분열증적인 자가-소외를 의미한다”라고 서술했다， 위너의 사이버 

네틱스로부터 많은 영향음 받았던 베이슨(Gregoη Bateson)이 1956년 

제안한 정신분열증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이론음 상기해 보라， 이에 

따르면 만일 누군가가 어뀔 때 ‘이중의 속박’， 즉 그가 어떤 행동음 

하든지 간에 그가 이킬 수 없는 상황음 견뎌야 할 것음 강요받는다 

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적이 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이중속박 상황 

은 ‘모순적인 어머니’와 ‘강한 아버지의 부재’로 특정지워지는 가정에 

서 발생한다 핵위협음 놓고 서로 상반되며 충돌하는 권위들은 “이 

세계를 정신분열로 몰아가 정신분열의 상태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전 세계는 파괴가 지배적이고， 현실과 괴이한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 

곳이 되었다 20) 

우리는 이를 오스트리아 철학자 안데르스(Günter Anders)의 간결한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책 『불타는 의식Burning Consciousjj 

(1962)에서 안데르스는 핵무기로 인한 대량학삼이라는 현실과 이미지 

가 사람들이 “고립되고 부조화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오늘 

of Science," Science 133(1961), on p.259; Jerome B. Wiesner and 
Herbert F. York, “Nation떠 Security and the Nuclear-Test Ban," 

Scient띠c American 211(October 1964), 27-35, on p.35 대피소에 대한 언 
급은 Renata Adler, “We Shall All Char Together...," New Politics 
1(1961-2), 53-56, on p.55, 54 

20) Fromm, “The Present Human Condition," p.33; Gregory Bateson, Don 
D. Jackson, Jay Haley, and John Weakland,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uioral Science 1(1956), 2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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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 각한 정선섬일증’을 불，， 1 일으켰디__j_I_ 썼디 안데르스기 정신분 

일증이미-~- g 이를 시 g 한 것은 단순히 은 8 이상을 의미했디 이 잭 

은 안데므스와 딩시 ‘핵폭틴이 그것의 ← 8 사애게 기셔 9 L 디스 늦 

은 부작 g ”으무 괴무워히jI_ 있었던 ‘허무시미의 영웅‘ ó1틸랴 (Claude 

Eatherly) 소렁괴의 면지E을 모은 깃이었나 이년마는 1950년대에 누 

벤에 김쳐 자식을 시도했고 사시혁의노 구속되어 몇 자례 법성괴 성 

~l병원을 E릭냥럭한 뉘에‘ 정선분연증 진단을 만았나 _ r 러나 러센 

(Bεrtrand Russεll)은 이 ‘성-<，1 직란괴 광시’ 샤 이년미 소렁 속에 ;.:-재 

하는 것이 아니라 미쳐비렌 사회에 즌재하는 깃이라는 점을 강소했 

나 안네브λ는 이년미에게 보내는 것 편지에시 이러한 인늄의 싱황 

은 ‘손새의 기계화”라-규 정의했다 특히 ‘눈사기계’의 톱니와 같은 손 

새었다가 히로시마의 새앙 이후에 인간이 뇌딘 싣어했딘 이털리에 111 

정신분염승이야딸로 그가 지신의 인간생은 뇌살팀 수 있는 유임힌 

방1입이었다 이딘 의미에서 정신분열증은 이 미꺼 세상에서 제정신。 

로 살아가는 현 방사이었다이) 

인대근스에 111 보낸 힌 편지에서 이털라는 핵과학지늘에 내힌 희망 

을 디 g 파 간이 3l현했디 

냐는 낭선에서1 까 ιg 히고 싶슈니디 우리가 지 혜괴희지플이 7 

닐의 작엽음 늦 }ll. 정치 그ι] 이 곤사 조꺼닐용 마11]시킬 것이이 믿 

음 수 있음끼요? 그듬이 민; 연구"1 와 실힘실， 그다]，，_ 정부의 지원듬 

음 위핍에 삐뜨다]，，_ 단견하여 그듬 두뇌의 산문에 대한 산뢰있뉴 보 

"9_)덩 \i.7- 힐 수 있응까 8 '7 만엘 」등이 이러한 일응 힐 수 있나면， 

우려는 인진힐 수 있응 깃엮니냐 ::2) 

그라나 만임 “시 핵과학지늘” 역시 “정신분염적”이라변 어떻시1 될 

것인가9 정신분염승은 1960닌내 파학파 파학기;지늘에 내한 내증의 

~]) Claude EaLherly and (;un내er Anò에 이 Hurning C’(시7..SCU씨ce( Ne\,v York 
MOnLhly Re、 ie\v Prf‘ ]~)(-j:2)， on 1l .1 :2, L :i 래셀의 서문은 1l.1X 

22) Eatherly and Anders , Buming Conscience, 이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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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시틀 듀정짓L 은 8 무? 시 g 되었디 예틀 들이 듀냉(René 

Dubos):_: 1960년 그의 사튼 강최애서 파학사들의 파학의 g g 성애 
대한 주장파 파학사들을 “완진히 Hl 인간화되jI_ 기계화되’ 시란들무 

그랴이 파학을 비판úl:_: 빈(反)파학 활동기들의 주장파의 불얻지 때 

문에 “많은 헨대의 괴혁자튼이 성선분연적인 내도노 고생하고 있나” 

라고 싱소했나 이런 의미에서， 괴혁자5 역시 식은 시게싱치’에 붕 

괴했나낀1 

뉴보의 언급븐 흥미노운네， 왜냐하면 l 까 정↑1분연직인 내도~ 

“비인간회”되고 “시게회’ 3년 깃괴 연견시켰시 때운이나 이러한 연견 

은 단순한 은유F 념어시는 것이었나 성선분연증에시의 “영향/시 1 
겨11"η1’ 

적?인l 논문( 1933) 이래로， 몇몇 정신분영승 환지가 마치 지신이 기계 

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은 받는다딘 느낄 ?1H 만 아니라 (그래서 영향 

‘기계’라는 이름이 뷰었다) 디 나아가 환경에 지신의 신체에 임부분 

이 투영뇌어 지아의 경계’ 혹요 인간 지신파 기계적인 환경 사이의 

경계를 않111 된다는 점은 잠 알려지 있었다 

1959년 3윈 「시이언디픽 이매라칸4은 주이(Joey)마 L 기계 • 
년‘(Mechanica1 Boy)애 관한 매 ? 」 L마 운 ←식 을 냉 jI_했디 그L 사선 

을 기겨1 흑은 무젓이미jI_ 생각 81--~ 매우 심각한 정신문일증세무 jI_ 

닝받jI_ 있었디 주이 L 사선이 기계인 것처떤 행동했으1ι 사신의 상 

상 속에 있~ 이떤 존재무부터 사선이 안각주정을 딩히jI_ 있L 것처 

럼 행동했디 그를 듬이싸-__j_I_ 있L 상상의 기계들은 감정파 의시력을 

가친 깃E이었나 _ r는 자선을 여러 ;;브외 모터듀도 연견시키곤 했 

으며， 때때노 _ r 깃 E을 분노F 퓨L헨하며 파괴했나까 즉시 자선의 봄 

에 좀 더 컨 h 브듀괴 시게E을 싱직하곤 했나 소이~ 지묘한 매늘 

하임(Bruno Bεtte1heim) 박사는 l의 부꼬듀이 .'_:_; 사덩 혹븐 부 F 

23) RCIlC Dubos , “Scicmist and Public." Sci enιe 138(1061), 1207-1211, αl 
]).1200, 1210. Ilobcrt Dιguslmv， “Thc Organization ScicntisÇ Trαrr!S 
α、tions ，3 (19Eβη) ，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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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기계석으무’ 대히면서 그를 기계의 일종으무 변환시켰디 

L 전을 빈견했디 주이L 이 기상의 기계들이 그의 정선파 육체틀 

시배히기틀 안했L데 이~ 그애게 인긴이 되디 L 것이 니무니r;-:: _ _l뇌 

닝스이운 일이기 때문이있디 베틀히임은 그의 내부에 있L 인긴적인 

믿음괴 김성E의 느낌을 회역시키도녹 노믹했나 소이샤 점자 병세에 

자도~ 보임에 따i'}， I 는 점친적으노 l의 수변에 있는 시게직인 환 

깅 E에 대한 통세F 회벽해나갔나 l러자 l는 사힘 E고} 김성직으노 

교뉴합 수 있게 되었나 매늘하임은 “노봇은 세정선으노 섣아감 수 

도 I 렇게 낚아있을 수도 없나 _ r 듀은 ‘걸렘’(golε111)이 되어 .'_-c:;=-의 

세게외 자---;+~을 파괴할 깃이나”라고 생샤했는네‘ 이러한 임이 소이 

에 111 임어나기 선에， 인간생이 회복뇌어 그를 11 힐 수 있었다 :!4) 

그라나 가계늘은 이 비슷힌 사건에 다시 등장했다 5닌 후인 1%5 

닌 「뉴욕 타임 ~J는 컴퓨비 타지 기를 통해 임반 정신과의사가 치료 

하지노 못하딘 그 원인노 읽히지 못힌 지폐증은 생공적P로 치료했 

다는 기사를 보노했다 이 컴퓨비 타지기는 인간과 미슷한 기계였다 

이것은 딸하딘 듣딘 반융하딘 그림은 그립 즉 알았다 그렇지만 이 

것은 걸코 흔을 내서니 벌을 주시 L 않았디 이 기계를 시 g 히1 사펴1 

증을 시년 이린이이들을 지딘한 의시 L 이 이이들 중의 많은 수기 

기계적인 대상에 비정상석인 몰입을 시니jI_ 있응을 빈견히jI_ 기계의 

시 g 을 jI_과했던 것이디 이무튼 사람들파 이야기히기를 서부히던 • 
년들 중 넷넷은 이 기계와 대화히기 시작했디 일년의 지딘기긴 후 

에” 그들은 인긴의 대화에 빈응히기 시작했.iL， 이들 중의 상딩수~ 

희교노 i' 아감 수 있었나 인간이 만든 핵폭단괴 김븐 시게까 인간을 

(븐유직으도) 성선분연직인 성선싱내노 몰고 갔나면 반면 컴간터회 

핀 타자시라는 의사소통시게는 l깃을 지유해 수었나 비1 이드슨이 믿 

었딘 깃지럼， 이것이 ;]-'능했던 이유는 인간의 누뇌까 유집직으노 의 

사소통괴 사유의 시게이시 때문이었을까.')25) 

24) Dnmo Dcttdhcim “Jocy: A Mcchanical Doy,’ S'c--Îentlfic .A.merÎ(αl 

íMarc h, 1959), 117-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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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능에서 느낌과 감정으로 

1960년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들음 인식 

하고 그것음 표현했다 자동화， 시스템 이론， 사이버네틱스， 유전학， 

정보이론， 인공지능， 컴퓨터， 그라고 핵무기들은 이러한 새 비전에 각 

기 영향음 미쳤다 이 비전들은 낙관론에서부터 종말론적 비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음 지니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었으며， 어떤 것들은 은유적이고， 가상적이고， 공상적이 

었다， 그러나 이 아래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절문들은 항상 동일했다， 

즉，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계화된 시대에서 우리 자선의 본절적인 

인간성음 계속 지닐 수 있음까? 무엇이 우리를 기계 이상의 존재로 

만드는가? 이 논문의 시작 부분에 인용된 것처럼， 첫 퍼그워시 회의 

는 그 참석자들에게 “모든 것음 잊고 당선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음 

기억하라 만일 당선이 그럴 수 있다면， 새로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열려있다 만일 당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선 앞에는 전 인류의 

별종만이 남아있음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본 

절적인 인간성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후로， 서구인들은 ‘영혼’ 혹은 ‘자아’라는 것 

이 인간과 비인간음 구별해 줄 수 있다고 믿어왔다 영혼의 능력에 

대한 현시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 ， 즉 사유하고 지적(知的)인 생 

각음 할 수 있는 능력에 가장 확연하게 표현되어 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동묻들은 느낄 수는 있지만 사유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동묻들이 기계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기계들 시계， 보캉송(Vaucanson)이 만든 소화하는 오리， 스스로 작 

25) Ronald Sullivan, “Computerized Typewriter Leads Schizoid Children 
Toward Normal Life by Helping Them to Read," New York Times 
(12 March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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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C 베틀‘ 증기기관? 그려_jI_ 진신기 역시 사" 임-한 수 없는 것이 

있디 그마니 이마한 구분이 자동화- 시이내네틱스‘ 인공지능 컨퓨려 

와 스스구 증식하는 사:당기계의 시데이I] r;-:， 여진히 임， ~~한 것인기? 

1960년대에는 이마한 기계들이 지능을 부여추았을 뿐만이 아니괴， 생 

분헥자듀은 빅터l 며아외 김은 세￥-븐도 ‘마치 어떤 좋뉴의 지능’을 지 

년 깃지힘 행농한다는 것을 새둡게 받꺼했다 

“인간은 어띠한 좋뉴의 시게인샤j7 ，~ 한 생의학자는 인간이 단지 자 

선의 DNA 안에 일정정도의 무죄시도듀 지년 가게얻 뿐이라고 주싱 

했다 나른 전문가븐 또한 인간괴 시게 사이에는 보짐적인 자이가 없 

다고 대닦했다 ;i-랭 머선(Turing machine)과 자농가거] (automata)에 대 

한 내 ;승적인 해설에서 케마니(John KC111Cn)')논 “인간과 I선지컴퓨바 

와 같은1 기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논 겸논유 내럼 만힌 증 

거논 없다 왜냐하변 틴는 인간의 흰등에 대해 우리는 그에 상웅하는 

지계적인 내체뭉늘은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논 겸논은 내폈 

다‘ 신화적인 은유블 사용하며 매즙리쉬(Brucc Mazlísh)논 인간과 가 

계와의 차이가 거의 사라지 버폈읍유 강조했다 그논 이 주장은 ·네 

번째 불연속’에 관한 둬 둔으면 정식화시켰디- 미l즐려쉬는 인간의 역 

시~를 당틀이 ‘인간의 순진한 사기jE취를 파괴한‘ 세 명의 위대한 사 

상기들이 존재한디_jI_ ，~τ장했디 지구와 ?-추와의 불연속성을 재서한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 인긴파 동물간의 불연속성을 재셔한 디윈 

(Darwin) ‘ 의식파 무의식간의 불연속성을 제 서한 고믿，0] !"õ (Freud)기 

그들이있디 그마니 ‘ ?-랴시대에는 여전히 네 번째 그려_jI_ 중대한 불 

연속， 혹븐 불띤지사 한재하고 있는데， l것이 u}보 인간과 시게외의 

불연족이다.’ 매쥬며쉬는 만얻 우띠가 “인간과 시계가 연속직‘’이라는 

접을 깨던는다면 이려한 불연속이 세기된 수 있을 것이라 강소했나 

히비드 사이문(Herbert Simon)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메커니즘븐을 만븐시 시식하빈시. 인간은 더 이싱 [의 화깅을 정교 

하게 지적(知的)으보 조식할 수 있는 유얻한 좋이 아니다"라고 지적 

했다‘ “가계가 자신늘의 설계지늘의 몇몇 한계늘유 초원힐 수 있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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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윈했디 그리jI_ 이이한 초윌의 파정을 싱해서 그들은 "11? ß 율석 

인 존재기 될 수"T:;""-.. 위힘한 존재기 될 수ç. 있디”마jI_ 주장했던 위니 

역시 그이했디 저장 표무그램을 시년 킨듀더와 칫 사동기계를 선계 

했던 노이'，'i (John von Neumann)은 기술을 이기뇌 살이닝을 수 있으 

려면， 우마는 반F시 인내， 유연생 J미고 지능이라는 세 가지 본죄 

적인 인간의 특생을 이해해야 한나고 밝혔나 이세 지능 _ r 자지1만으 

노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몇몇 시게E븐 사고할 수 있시 때 

문이었나 2ó"1 

l 러나 캠껴터의 지능괴 인간의 지능이 똑김온 것인까1 한 인공지 

능 이론가는 이 E이 농임한 깃이라는 수싱에 반대했나 

만엘 /1계가 정막 인간서빈 사고한나면 인간응 두려워하는 깃 이 

싱으루 」듬응 두려워 힐 이유는 없응 깃이나 」러나 컴퓨터의 시 τ 

은 섣보 i 닝I~I낀적 이다 7것은 성장하지 않으머 1 감징적 ~l 기빈도 기 

지고 있지 않고， 피상적 ~l 등기든 기지고 댐 S한다 이미한 검시듬은 

성공적 ~l ι게히)검으1 기r이 난순한 기숭적인 응용괴 까은 영역에서 

뉴 시의 문지]가 되지 않는다 그냉지만 만일 컴퓨미가 사회거인 킬정 

음 내이뉴 데 사 g 된다1，1. 이 걷점듬은 →히 중요하게 • ，~며뇌이야 한 
다 왜냐하.;:! 이러한 영역에서 거합성의 기준은 연간의 사 -l/_ 그 자체 

까 매우 중층직이고 복휘직연 동시를 시니고 있는 만큐이나 미묘하시 
때문이Q， :?7) 

측 인간의 지능은 간정적인 기반은 가지민 었고 심오현 동기부여 

~(-j) John G Kemeny , “ IVIan Vie\ved a 、 a lVfachine," Sci끼wjïc American 
19~ (1955) ， 08-67. on μ67; Drucc Mazlish, “ Thc Fouπh Discontinuity," 
Techno!ogy ancl C,'u!wre 8(1967) , 1-15, on p.3; Ilcrbc:π Simon, quotcd 
[roIll John Dicbold “ Automation: PC:πciving thc I'"，Ia입nitudc o[ thc 
Pr이)lem ‘ ζvhernetim 8(19Gõ), 150-156, p.15~; Norbert \Vieneμ “Some 
]\.'Íor<11 and Technical Consequences of Amommion," Sdence 1.31(19GO) 
1355-1.353; J ohn von ::\ eumm1l1 “Can 、Ve Survηve Technology?" 
Forlune (june 1 ~Fi:..)， 10(-)-} 잉 

'27) UlTic :..cissc'I “ Thc ImitatioIl o[ I'",Ian by I'vIachinc." S'c--Îence 139(1963), 

19 익 97, 011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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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능히디 L 것이디 감정 흑은 1 낌들은 인간의 시능의 기초기 되 

았으이” 따마서 인간 존재를 듀정짓L 것이 되었디 ‘시란파 이름디 

유에 대한 우 리의 경힘”은 단순한 감정낀이 이니며 “형이상학적인 

닝찬의 순간들”이 되었뇌 화이F해드(Alfred Whitehead) 의 ‘ 1 낌의 칠 

혁 이 나시 부활했나 1960년대， 섞미혁자5은 김성의 지위~ 수관적 

이고 혼란〈러운 마음의 싱내에시 특성 싱황에 대한 인식직 해식으 

노 변회시켰나 이깃븐 또한 대숭적인 수세이시도 했나 후에 「블레 

이F러너BIαie RlIl1ner J 노 영회회띤 펀핍 닉 (Philip Dick)의 소섣 「안 

t二보이 t二는 전/1 양을 꿈무는;}Do Androids Dream of Hleclric 5ïleep 

(1965), 또한 “‘인간의 ~짖직인 특생이 함피싱으도부터 느꺾 
(fcclings)Ö 로 빈화해 가는 틴습”은 보여주었다 :!8) 

기계소닌 조이의 에는 극적이기까지 했다 몇 닌의 치료기간은 거 

꺼 조이는 병원에서 되원힌 후 머1 믿리얼 데이(Mcmorial Day) 피레이 

느에 침가했는데， 그 때 그는 다읍파 같이 시、여신 피켓은 늘민 있었 

다 “느낌은 이 세상 어띤 것보다노 디 소증하다”연) 영리힌 기계와 

핵무기로 인힌 인류정멸의 시내에 감정과 느낌은 인간성의 본질은 

형성히게 되았던 것이디 ” 

갱1 floyd W. Matsoll‘ The ßroken Irnage: ~\lan. Science and Society 
C\C\V York: Gcorg'c Drazillcr, 1964), pp.~56-~57 

~m HeLLelhei ll1, ‘ Joey ,’‘ 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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