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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이라는 운동의 출현과 전개에 관해 기술한다. 
2008년에 처음 존재가 알려진 “어나니머스”는 해커집단의 일종이라는 이미지와 함
께 대중에 소개됐고, 외부에서 그 대상재현의 방향성이 일찌감치 결정된 측면도 있
다. 그러나 “어나니머스”는 그런 의미의 해커집단이었던 적이 없다. ‘사이언톨로지’
라는 종교단체를 공격했던 2008년 당시부터 이들은 해커집단보다는 이미 정치적 집
합체라는 선언과 함께 등장했다. 생각보다 양자 사이의 차이는 클 수 있다. 해커집
단이 모두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양자의 결합형
태를 보통 ‘핵티비즘’이라는 정치적 행동주의의 한 흐름 속에서 찾게 되지만, “어나
니머스”는 그런 핵티비즘 조직과도 같지 않다. 핵티비즘이 특정 이데올로기(사회주
의나 무정부주의 등)를 내용으로 하면서 해킹을 그 실현의 방편으로 삼는다면, 해킹
을 방법론으로 하더라도 “어나니머스”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대상을 자신의 내용으
로 삼지 않는 까닭이다. 이 차이 역시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어나니머스”가 자기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말 그대로 “익명” 
(anonymous)이다. 즉, 이들이 해킹의 방법을 통해 현실화하려는 무언가는 “익명”
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익명”의 범주가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그것을 주장하는 현실적 “어나니머스”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과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되면서도 어떤 형태로 짝지어진 경로상에 있다. 지금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해당 “익명” 범주가 기존 이데올로기적 대상과는 다른 형태로, 일정하게 다른 방향
을 향해 있으며, 다시 “어나니머스”라는 현실적 국면들이 전개되는 형태에 변형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가 작동하는 한, “어나니머스”는 해커집단뿐
만 아니라 핵티비즘 조직과도 차이를 이루는 형태와 내용으로 있다. 이때 그 “익명” 
범주는 현행 법체계상 ‘사이버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를 지시하지도, 특정 이데올로
기로 환원되는 조직화를 가리키지도 않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어나니머스”는 “익
명”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익명적 변형의 형태들을 만들어 간다. 

“어나니머스”가 만드는 익명적 상황에 관해, 양자의 관계맺음을 표현하는 것이 익
명이라는 운동(the "Anonymous" movement)이다. 운동으로서의 익명에 관한 생각
은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에 발표된 “어나니머스”의 선언들에서 본격적으로 모
습이 드러난다.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이미지들을 차례로 부정하면서, 기존 틀로 재
현할 수 없는 새로운 형상으로 자신들의 출현을 자리 매기려 한다. 2008년과 2011
년 사이에는 ‘오퍼레이션 페이백(Payback)’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금융업체를 향한 
이 공격들은 사이언톨로지 교회에 대한 이전 공격과 특별한 대상적 유사성을 보이
지 않는다. 사실 2008년 사건과 2010년 사건 사이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동일성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말하자면 ‘같지만 다른’ 어나니머스(들)이 있었다. 개별의 참여
와 행위의 맥락 및 동기들은 불연속적이지만, 일관적인 것은 “익명”을 산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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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의도와 절차다. 즉, 익명 운동은 익명적 상황이 있게 하려는 운동이다. 이들
이 말하는 익명적 상황은 명명·재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익명이 세대나 인종, 계층 등 객관적 지표들과
의 관계로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는 그렇게 있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운동으로서
의 익명(어나니머스)은 자신이 마련한 범주적 자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작동에서 그런 익명의 산출절차로 있으려 한다. 다시 말해, ‘익명적 참여’가 가능하
며 이미 자신이 그 현실적 국면들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들이 “오
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개별적 다수성의 양태는 서로를 ‘구성원’으로서 모르는 익
명의 참여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사건적 장소에 접속하는, 그렇지만 우연히 집합적
으로 연동되는 국지적 상황들의 연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개별의 다수들은 특정
한 기획 하에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기보다, 어떤 상황들로의 자발적 참여가 동시적
으로 존재해 있는 형태다. “오퍼레이션”은 소집단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참여의 장
소들을 연속해서 산출해 내는 작동에 가깝다. 2010년의 오퍼레이션은 반저작권법 
관련 상황을 통해 2008년과 다른 개별의 참여들을 소환했다. 

지금의 다수성은 익명성이 마련하는 조건이 된다. 오퍼레이션은 시기별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여럿이, 동시에 전개되며 각자 국지적 익명 상황인 채로 
익명의 내부 참여자를 접속시킨다. 특정 시점 오퍼레이션 참여자들이 몇 명인지 세
는 걸로 어나니머스의 수를 셀 수 없는 까닭도 그 셈의 단위로서 개체가 특정되거
나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개별 상황들로 분산돼 부분적으로 연결되
며, 오퍼레이션 형태가 참여를 익명화한다. 그리고 이런 익명화의 실질적 형태들이 
어나니머스의 내용을 이룬다. 이들이 말하는 “익명”이란 결국 기존 셈법에서 어떠한 
형태로 빠져나가는 식별불가능성의 현시다. 그런 익명적 양태로서 무언가를 하려하
기 이전에, 그 익명성의 실천으로써 참여의 다수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어떤 면에
서 행위의 ‘내용 없음’ 또는 ‘이유 없음’으로도 보일지 모를 이 공백의 자리를 오히
려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나니머스의 ‘동기’가 된다. 어나니머스는 자신이 의
도적으로 산출하는 공백을 대상들로 채우지 않고 비워놓는다. 

어나니머스가 생각하는 “익명”은 그런 유적(generic) 집합의 상황이다. ‘아무 것
도 없음’과 ‘없음의 있음’ 간 차이는 작지 않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 상황의 당사자
가 아니더라도 상황의 참여자가 되는 변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익명은 
무명이 아니라 명명을 무화하는 작동으로 기존 체계에 저항한다. 2011년의 ‘오퍼레
이션 안티섹(AntiSec)’은 어나니머스가 “반체제단체”라는 국가의 명명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대항하는 운동이었고, 2012년의 ‘오퍼레이션 블랙아웃(Blackout)’은 의회
의 재현이 당사자를 대표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이었다. 익명의 관점에서 
이런 명명과 재현은 상황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당사자를 식별·분류해 축소된 상태로 
있게 하는 작동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나니머스는 익명적 참여의 현실화를 통해
서, 당사자로 있는 상황만이 자신의 유일한 세계가 되지 않도록 상황의 가능성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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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의미의 익명은 기존 범주들 중의 어느 하나와도 일치
하지 않지만 또한 다소간 공통적인, 유적 범주로 존재한다. 

익명 운동은 정부나 의회를 없애자는 운동이 아니라, 보충적인 개입의 가능성들을 
만들자는 운동이다. 익명적 참여는 운동의 방법이자 내용이기도 한 해킹과 공유의 
구체적 절차를 통해 내재적으로 펼쳐진다. 해킹은 단순히 파괴하는 목적이라기보다, 
그것이 시스템의 명명체계를 무력화하는 ‘익명화’의 작동이기에 선택된다. 시스템 
내부에 익명의 상황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익명적 해킹은 반재현적이고 반체계적이
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현과 체계의 언어를 역이용해 안에서 도치시킨다. ‘취약성’ 
공격이 직접적으로 그러하고, 디도스 공격이 ‘정상’과 ‘비정상’의 접속을 식별불가능
하게 만들면서, ‘허용되지 않았을’ 상황의 체계 내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공유 역
시 비-거래적 무상증여를 토렌트나 토르라는 ‘익명적 교환’의 형식을 통해 전개하면
서, 승인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익명의 비-거래자들이 거래체계 안에 ‘확장된’ 교환
가능성 지대를 구축한다. 익명 운동은 익명-공유-해커의 접속장소를 다수로 산출하
면서, 반(反/半)체계적으로 확장하고 상황에 익명으로 개입한다. 

주요어: 어나니머스, 익명 운동, 해커, 공유, 개입, 장소, 익명적 교환, 익명적 참여, 
익명 정치, 사이버스페이스 

학  번: 201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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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설정 

2011년 11월 18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총파업이 선언됐다. 
이 소식은 IRC 채널과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그리고 현실 공간의 

국지적 장소들 속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비를 예고하듯, 
비장한 느낌마저 주는 선언문은 어디선가 나타나 갑자기 기존 상황을 바꿔놓았고, 
그러나 아직 비는 오지 않는 예비 상황들을 산출하고 있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이들도, 무심한 듯 굴던 사람들까지도, 결과를 반신반의한 채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집합적 형상에 관해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상황을 주시하게 됐다. 누군가에겐 
얼마간의 위협으로,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으로 다가왔을 이 ‘파업’의 실체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정서들로 먼저 작동했다. 마치 폭우를 기다리는 사람
들처럼, 막연한 불안이든 조심스런 기대였든 간에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그로부터 
초래될 결과들에 대한 예측과는 별개로 기다렸다. 익명의 사람들은 이제껏 자신의 
분노를 말로써 표현해왔지만 지금의 ‘선언’은 이들이 행동하기로 결정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선언’은 미국의 입법 상황을 문제 삼고 있었다. 미국 의회는 인터넷상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입법을 추진 중이었고, 미국의 재산을 외국의 
약탈에서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중시하는 재산 및 권리에 
타격을 입히려는 다른 한편의 의지가 예상치 못한 단호함으로 드러났으며, 그것은 
단순히 파업이나 시위를 조직하는 문제 이상이었다. 익명의 사람들은 거래 당사자의 
권리 외에 비당사자의 권리가 또한 존재함을, 즉 ‘소유’보다 ‘공유’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전자가 후자를 억압하는 것을 ‘검열’로 규정한다. “미국은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다.” 이것이 현 상황에 대한 이들의 진단이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의 개별적 
저항의 수준을 넘어, 미국 내 대다수 사이트가 가상파업(virtual strike)에 동참할 
것이다. 정부와 의회, 권력기관을 향한 디도스(DDoS) 공격이나 서버 해킹 방식보다, 
이번엔 민간 사이트들의 대규모 자기 폐쇄를 통해서 인터넷이 커다란 암흑 가운데 
놓일 것이다. 한마디로 자발적 “블랙아웃”(blackout)이 예고됐다. 

이 선언문을 누가 작성하고 발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첨부된 유일한 식별의 
표식은 “익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고, 작성자나 발표자가 개인이 아닌 다수임을 
암시하는 해당 기표는 사실상의 비식별자(Anonymous)를 지시할 뿐이다. “익명의 
사람들”은 상황의 인지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것도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 
인터넷 기업이나 언론 같은 한정된 대상보다는 “부모, 이웃, 직장동료, 교사” 등등 
가능한 모든 범주의 사람을 향해 말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익명의 사람들이 익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거대 플랫폼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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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블로그부터 크고 작은 회합의 장소들까지 각자 속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상황에 변형을 가할 것을 주문한다. 만약 이런 개별의 다수가 ‘블랙아웃’을 집합적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들 자신이 “익명의 사람들”이라는 범주로 
새롭게 참여해 선언의 내용과 주체를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이때 “익명들”은 선언의 
숨은 주체이자 동시에 선언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기도 하다. 

이 집합적 “익명들”이 실제로 하려는 일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지면, 인터넷이란 공간도 없는 셈이다. ‘블랙아웃’은 기존 공간 안에 
그런 공백을 가시화하고 확장하는 운동이다. 재난이 아닌 의도적 빈틈으로서, 예외
상태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내적 간극을 도입함으로써 말이다. 상황 내적 공백은 
정상적 범주 바깥의 소요로 머물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언제든 어디서나 정상성이 
도치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블랙아웃’은 저항을 위해 체계 외적 장소를 
구성하기보다 체계 내 기존 공간들을 식별 불가능한 장소로 변형함으로써 저항한다. 
구글이나 야후, 위키피디아가 일시에 작동을 멈추면, 단지 사람들이 접속할 대상이 
없게 된다는 차원을 넘어 대상을 식별·분류하는 체계의 역량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말 그대로 ‘익명화’되고, 그것이 접속의 매개가 됐던 다른 장소들까지도 
인식 가능한 대상 범주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무언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검색 가능성이 마련돼야 한다. 즉, ‘무엇을’ 인식할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하면 애초에 그것에 관한 지식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익명(匿名)은 무명(無名)이 아니지만, 유명(有名)을 무명으로 변형하는 작동이다. 
명명함으로써 앎의 대상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 있다고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해 - 
명명가능성을 무화시켜 그것이 ‘있는지 모르게’ 한다. 익명적인 것은 앎의 체계로 
식별되지 않고 또한 그렇게 명명의 대상으로부터 숨기는 것이 익명화의 작동이기에, 
‘알고 있던’ 대상이 익명화되면 그를 통해 ‘알 수 있던’ 다른 이름들에 관한 지식의 
구성가능성 역시 부분적으로 소거된다. ‘블랙아웃’은 단순히 현실적 파업의 가상적 
재현이라기보다 바로 그런 인식의 공백을 체계 안에서 산출하려는, 정확히는 명명 
불가능한 것이 이미 상황에 내재해 있음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일에 가깝다. 지금의 
가상파업이 다수 참여로 현실화될 때, 인터넷이라는 접속 공간과 검색 체계는 식별 
불가능한 익명의 장소로 변형될 것이다. 말 그대로 “암흑”이 무명의 혼돈처럼 도래
한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유형의 재산상 손실만이 아닐 것이다. 11월의 
선언은 “익명”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장소를 통해 출현했음을, 그것을 “예상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의 출현에 관한 기술이다. 단지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느 현실적 집단이나 조직을 식별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아니다. 
지금의 기술이 “익명”의 출현소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까닭도 연구가 답하려는 문제
의 성격을 분명히 설정하기 위함이다.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다음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선 11월의 선언이 현실화하려던 “익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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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의 현실적 대상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강조돼야 할 것 같다. 또한 
해당 선언을 발표한 “어나니머스”(Anonymous)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의 
집합은 선언에 등장하는 “익명”(Anonymous)과 온전히 동일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지도 않다. 즉, “익명”이라는 하나의 기표는 상황에 따라 같지만 다른 내용들에 
연결돼 있다. 여기서 “익명”을 “익명”에서 구분할 필요성이 인지된다. ‘존재할 것임’
으로 선언된 익명은 아직 대상 없는 공백의 기표처럼 있고, 국지적으로 존재해 있는 
익명의 집합들과 부분적으로 내용을 공유할지라도 포개지지 않는다. “어나니머스”가 
말하는 “익명”이 하나의 선언적 범주라면, “어나니머스”는 그와 연결된 현실적 배치
(configuration)다. 

선언적 범주와 현실적 배치를 구분하기로 하자. 양자를 “익명”과 “어나니머스”로 
분리해 적는 것은 기술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 그렇지 않으면 “익명”과 “익명” 
사이에 또 다른 구분의 표식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 한편으로 “어나니머스”라는 
현실적 배치가 공백의 기표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설정하면서 만들어내려 
하는 간극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나니머스”라는 기표로 특정 해커
집단이나 그와 유사한 대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데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습관은 미디어의 보도방식 탓이거나 얼마간 “어나니머스” 스스로 야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나니머스”, 결국 “익명”이 하나의 집단 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고정될 때, 그것이 애초에 ‘가리키려’ 했던 가능성 범주는 숨겨질 것이다. 
“어나니머스”라는 현상의 기술이 대중적 인식을 계승하고 보강해야 할 특별한 이유
가 없다면, 지금의 분리 가정은 오히려 “어나니머스가 말하는 어나니머스”에 관해 
말해주는 부분이 있다. “어나니머스”는 자신이 어떤 해커집단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식으로, 얼핏 자기부정과도 같이 들리는 진술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어나니머스”에 관해 현존하는 
대상 이미지는 “어나니머스”라는 현실적 배치와 엄밀한 의미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해킹이나 사이버 범죄 등과 연루돼 인식상에 구성된 동일집단의 이미지
는 “어나니머스”라는 무언가의 실제 작동에 비춰 얼마나 사실에 근접한 것인지가 
검증돼야 한다. 만약 자신에 관해 구성된 기존 인식을 거부하는 어떤 “어나니머스”
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더욱이 동일집단이나 조직이 아닌 무언가로 있다면, 그런 
비조직적 작동이 구체적으로 기술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저러한 사실관계의 
민족지적 조사와 확인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어나니머스”라는 현실적 배치는 
“익명”이라는 자신의 선언적 범주와도 세밀히 분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자가 
후자의 현실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후자의 “익명”이 상황 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할지라도, 전자의 “어나니머스”는 변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변형을 산출하는 절차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어나니머스”는 
자신에 대해 외부에서 구성된 기존 지식들과, 한편으로 내부에서 설정한 자기 범주 
사이에 현실적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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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라는 현실적인 무언가가 자신의 대상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거부하는 
것도 “익명”이라는 그 내적 범주의 존재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generic) 
의미의 “익명”이 아닐지라도 그런 익명화의 절차로 작동하는 한 - “어나니머스”가 
“익명”이라는 범주를 지시하려 하는 한 - 어느 고정된 대상에 부여된 이름으로서의 
“익명”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분리로 인지되는 어나니머스가 전혀 자의적 
구성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논문에서 기술하려는 바로 그 어나니머스는 
이미 특정 집단이나 조직화 형태로 식별 가능한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비특정적 추상도 아닌, ‘구체적 비식별자’처럼 작동하는 무언가다. 그런 중간적 형상
이 현실적 상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연구의 가정이자, 기술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어나니머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세 공간들의 중첩 가운데, “어나니머스가 말하는 
어나니머스”의 위상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구성된 이미지에 대해 그와 같지 않은 
것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즉 “어나니머스”에 관한 지식체계의 항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익명적 형상들로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 한편, 그것이 지시하게 되는 “익명”은 
또한 현실적인 “어나니머스”와의 간극으로서 확인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어나니머스”라는 무언가는 어나니머스가 되려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나니머스”에 관해 말하기 전에, 우선 그것을 “익명”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연구가 운동으로서의 익명(“Anonymous” movement)이라는 형상에 
주목하는 이유도 무엇보다 양자의 그 ‘같지만 다른’ 관계들을 기술하기 위함이다. 
“어나니머스”가 지시하려는 “익명”과의 관계에서, 만약 분리 가정이 없다면 전자를 
어떤 이름으로 인식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비-익명이라고 진술하거나 또는 전자의 
이런저런 대상화를 통해 익명을 정의하는 경우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어나니머스는 집단이 아니라, 운동이다”라고 말할 때, 실제 그것은 “어나니머스”가 
집단에 붙여진 이름이라기보다 (집단이더라도) 차라리 미래에 존재할 집단의 내용이 
됨을 지시한다. 여기서 ‘도래할 집단’이란 단순히 현재 시점의 해커집단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시민단체나 정당조직 같은 형태와도 다르다. 아직은 그 적절한 이름을 
모르는,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그 존재 가능한 ‘내용’이 곧 (비-이름으로서의) 어나니머스, “익명”인 것이다. 

익명-운동은 그런 익명-되기의 과정이다. 현실화되는 국면들로서 “어나니머스”는 
되기의 운동을 통해 대상 이미지로서의 “어나니머스”로부터도 차이화를 전개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 배치로서) 어나니머스는 “익명”과 (대상 이미지로서) 어나니머스 
사이에 있다. 전자의 어나니머스는 “익명”이 되기 위해서라도 후자의 “어나니머스”
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어나니머스”는 하나이면서 셋으로 나뉜다. 
같지만 다른 세 “어나니머스”의 얽힘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형상이 익명-운동이라는 
장(場)이며, 각각의 “어나니머스”가 아니라 익명-운동의 출현과 전개를 통해 이를 
기술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나니머스”는 익명-되기 자체를 운동으로 
전개한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익명의 상태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는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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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어나니머스는 무엇보다 익명-되기를 자신의 의미차원으로 가지며 그것은 
체계에서 빠져나가는 식별불가능성의 산출과 관련된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익명의 
전장(戰場)으로 선택된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이므로, 따라서 해당 공간성과 익명성 
사이의 관계 역시 탐구될 필요가 있다. 왜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익명”이 출현했고 
또 출현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거기서 무엇을 하기에 지속적인 익명화를 가능하게 
만드는지 등의 물음이 - 왜 하필 ‘사이버스페이스’이고, ‘인터넷’이 아닌지의 문제와 
결부된 채로 - 던져질 것이다. 익명-운동이 사이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익명적 장소로 - “익명”이 존재하기로 선택한 
장소로서 - 드러낸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이 장소적 조건은 어나니머스를 
그 밖의 익명-행위들과도 구분되는 고유의 익명-운동으로 있게 한다. 

사이버스페이스가 익명적 장소라는 것은 현실의 이름들로 노출되거나 식별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숨겨진 참가자들(unknown players)의 전장이라는 인식과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까닭에 반-익명적 배치와의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름들의 상황과 그것을 근거지우는 명명의 장소가 또한 있다. 
만약 사이버스페이스가 익명적 장소라면, 그런 명명과 식별의 작동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음을 지시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가 인터넷이라 부르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는 물리적 연결망을 변환 프로토콜에 따라 동일 IP 주소공간으로 ‘명명하고 
식별한’ 결과다. 1969년 미국의 아르파넷(ARPAnet)은 기존의 이질적 네트워크(유선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 라디오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 등) 간 신호를 변환하는 
규약을 필요로 했고, 1970년 최초의 프로토콜(NCP)이 도입된 이후 지금의 전송제어 
프로토콜(TCP/IP)로 확립됐다. 이로써 개별 컴퓨터는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받은 채 
서로 호환이 가능해졌는데, 식별주소에 따라 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정보체계가 
생성됐다. 현재 전 세계 146개국 5천여 컴퓨터 네트워크와 9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돼 있다. 인터넷을 이름(IP)의 체계로 도출된 명명적 상황으로 볼 때, 
사이버스페이스가 지시하는 것은 그것과 정확히 같지 않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인터넷에 일정하게 겹쳐있다 할지라도 그런 물리적 연결망과 
주소체계로 동일시될 수 없는 부분을 함께 가리킨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네트워크
를 통한 접근이 주소들의 체계로 인식하지 못하는 비식별지대나 그것으로 변환되지 
않는 작동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를 감지하게 된다. 흔히 
‘인터넷 커뮤니티’로 칭해지는 양상을 포함해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익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익명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장소적 
범주로 접근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익명적 장소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 인터넷과 
겹쳐있을 때, 그것을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주로 생각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인터넷과 ‘같지만 다른’ 부분을 인지하는 통로가 된다. 그것을 자신의 
출현장소로 하는 익명-운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적 장소(화)와 작동상 내적으로 
연동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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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나름의 명명체계로부터 식별된 공간이라면, 또는 명명과 식별의 형태로 
인식된 사이버스페이스가 인터넷이라면, 이런 중첩의 배치와 구별되는 제3의 장소가 
또한 존재한다. 지금의 논의에서 ‘국가’는 명명의 외재적 장소다. 국가의 개입지점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식별된 개인과 집단의 문제 틀로 변환하는 일반적 방식에 있으며, 
따라서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의 분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의 분리 가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관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익명의 장소가 아니라 명명될 수 있는 
대상들이 되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범주 대신 기존의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무언가로 있으며, 당장은 식별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식별 가능한 범위 
안에 포함될 것이라 간주된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인터넷으로 치환해 그것의 아이피 
주소를 추적하고, 다시 ‘이름’의 국가적 재현체계(주민번호 등)로 변환해 ‘개인’들을 
파악하는 식으로 말이다. 국가라는 장소 안에 익명적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익명을 ‘가장한’ 장소가 된다. 

여기서 국가의 가정이 필요한 까닭은 익명적 상황의 기술이 그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있다. 즉, 국가론 일반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엄격히 ‘익명론’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가정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익명의 전장에서 “어나니머스”가 국가를 
자신의 주요 적으로 삼는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다. 왜 익명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출현했는가와 더불어 이들이 왜 국가를 공격대상으로 설정했는지의 물음이 공통의 
기반 위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논의에서 국가는 자신의 체계 안에 익명적 
장소에 관한 지식을 구성하지 않는 재현 상태를 지시한다. 식별불가능성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현체계는 “반-익명적”이다. 같은 의미로 국가가 
명명의 외재적 장소인 한, 만약 사이버스페이스가 익명적 장소라면 “사이버스페이스
는 반-국가적이다.” 2011년 ‘블랙아웃’의 선언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국가의 외부적 
개입에 대항하는 “익명”이 해킹 공격과 더불어 가상파업이라는 대중적 운동 형태로 
확장·전개되는, 그 자체로 다수적이고 분산적인 형상에 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2. 익명과 해킹 

논문의 문제의식은 다음의 세 차원에서 동시적이다. 익명, 국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는 아직 모호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익명적 장소로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해킹’은 그런 입증의 직접 
절차 가운데 하나로 개입한다. 해킹이 그런 양태로 있다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현실적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즉, 국가에 대해 사이버스페이스를 익명적 장소로 드러내려는 “어나니머스”는 
해킹을 통해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킹은 다른 무엇보다도 
익명적 장소화의 실천으로 우선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해킹에 관해 
기존 연구가 상정하는 두 가지 일반적 관점과 다른 시각을 허용한다. 해킹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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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나 테러리즘 등의 관점(Denning 2007; Dupont 2012; McLaurin 2012; 
Rantapelkonen & Salminen 2013; Sheldon 2012; Wilson 2003; Wilson & 
Rollins 2007)에서 기술되지 않고, 한편으로 ‘해커 윤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
과의 관계에서 해커집단에 관한 하위문화적 관심으로(Coleman 2004, 2009, 2012; 
Coleman & Golub 2008; Jordan 2008; Levy 2010; McQuade & Loper 2002; 
Söderberg 2008)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의 경우 해킹은 ‘익명적’ 사이버스페이스를 
‘명명적’ 국가와의 관계에서 인지하려는 분리 가정의 참조점이 된다. 

해킹과 시스템 

해킹이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킹의 대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은 위계적 관계의 구조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해킹은 시스템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가시화되고, 한편으로 시스템의 역량 역시 그에 대한 
개입으로서 해킹을 통해 온전히 가시화된다. 해킹과 시스템은 서로를 규정하는 기반 
속에 연계돼 있다. ‘해커’(아직 구체적 용어로 기술되지 않은 주체)는 시스템 내부에 
접속해 시스템 설계자나 관리자가 의도 및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재)구성하고 (재)프로그래밍한다. 따라서 해커들은 어떤 면에서 시스템에 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해커는 서로 연결된 각각의 네트워크들을 가로지르는데, 
해킹을 통해 네트워크들에 ‘침투’ 또는 ‘개입’할 때 그것은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온전히 획득하기 위함이다. 해커는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가능성을 주장하며, 
시스템 또는 그 일부인 프로그램과 디바이스를 구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 
수정할 것이다. 

해킹이 일차적으로 시스템과의 관계로, 또는 상정된 구조적 관계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면에서 비-관계로서의 관계로 드러날 때, 이를 같은 의미에서 “익명”이 
국가와 가지는 독특한 관계성 양상(또는 그 비-관계적 형상)으로 병렬시킬 수 있다. 
국가가 명명의 외재적 장소라면, 그런 명명들로 구성된 재현 가능한 체계가 있다. 
이런 체계 또는 시스템은 그것이 재현하는 상황과 이질적 차이의 크기로 나타난다. 
국가를 다양한 통치성(governmentality)을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유동적 효과들로 
인지하든(Foucault 1991), 상황에 대한 재현-상태(‘state’)의 이질적 메타작용으로 
이해하든(Badiou 2005), 사실상 국가의 ‘권력’은 통치하는 상황에 대한 초과분에서 
나온다. 이때의 ‘권력’은 곧 상황 내 항들 간 동질적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체계의 
역량으로 표시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국가적 또는 반-권력적 “익명”이 존재한다면, 
주어진 명명체계 안에서 명명되지 ‘않았을’ 값들을 지시하는 익명의 작동은 주어진 
시스템 내부에서 재현되지 ‘않았을’ 상황들을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 내는 
해킹의 작동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그 관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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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도시가 있고, 각종 교통신호와 배선망을 따라 퍼
지는 전기신호의 흐름이 있으며, 지하철·버스 등 교통차량의 운동이 있다. CCTV와 
그 네트워크, 휴대폰과 무선 모바일 기기, 기지국 또는 그것들 사이의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이 포착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별의 글쓰기가 실행되는 순간 행위자들의 도시 내 위치를 가시화하고, 
그것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그 밖의 행위자 존재 또한 드러낸다. 이제 ‘도시’는 
기존의 물리적 배치 및 감각-경험으로 구성되는 한편으로, 또 하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과 중첩되는 동시에 분리되는 형상으로 드러난다. 어떤 면에서 교통차량과 전기
신호 흐름 등등이 도로와 도시 형태를 가시화하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니다. 매순간 
사람들의 글쓰기가 실행될 때 그것이 가시화하는 장소들이 도시의 시공간을 이루는 
것이지, 지금의 중첩-분리되는 상황들에서는 어떤 선행하는 존재가 글쓰기 신호의 
존재자들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서울’이라는 도시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형상에 기반해 교통·통신 
흐름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지하철과 버스의 이동 경로 및 시간은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조정된다. 교통시스템은 신호등 변화주기를 통해 차량흐름을 제어하고 
CCTV 네트워크는 도로상황뿐 아니라 예비적 범죄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통제한다. 
전력수요량은 공급량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비율로 유지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건물들에 흘러들어가는 전력량이 시스템적으로 제어된다.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도시 형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매순간 이동하거나 정지
하는 차량들의 흐름, 모바일 기기 통신 신호의 연결과 끊김의 지속되는 흐름,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글쓰기의 연속·중지, 웹 페이지들에 대한 개별 접속 로그의 
시퀀스들이다. 웹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봇(bot)이나 프로그램 기계, 프록시 서버의 
우회 요청 신호와 그것을 통한 다중계정 접속일 수도 있다. 이 모두는 일종의 “공간 
실천”(Lefebvre 2011)으로서 도시 형상들을 가시화한다. 흐름이 길을 만들고, 위치 
기반 장치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반드시 ‘공간 재현’의 도로 배치와 일치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가로지르고, 우회하고, 뛰어넘고, 역행하고, 멈춰 선다. 해당 
이동경로는 매번 개별적으로 현실화되고 그것은 재현된 ‘지도’와 일정하게 구분되는 
‘장소들’을 만들어낸다. 

서울이라는 시스템과 분리된 ‘서울들’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기보다 재현과 실천
의 문제가 된다. 시스템은 상황을 재현-통제하고 실천은 일정하게 기존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모든 정보가 컴퓨터화될 때 도시 시스템은 일상수준에 더 깊게 개입
하는 한편으로, 이제 시스템은 더 빈번히 ‘사건’에 개입을 받는다. 모든 차량흐름이 
시스템적으로 인지·제어될수록 차량의 지속적 멈춤, 끊임없는 흐름의 우발적 단절은 
- 딴 짓하는 운전자, 커피를 쏟은 운전자, 초보 운전자의 과도한 서행 등에 따른 정
체를 포함해 - 교통시스템에 부하를 건다. 그러한 단절은 기존에 시스템화되지 않은 
일상 영역들에서 줄곧 있어 왔지만, 최후의 지점들까지 시스템이 개입하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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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재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시스템에 우발적 
사건은 점차 일상적이 된다. 전력량은 때로 계절과 상관없이 예측수요를 초과하고, 
CCTV 네트워크가 포괄하지 않는 비우범지대에서 범죄가 증가하며, 모바일 통신량
은 ‘평범한’ 날들에 폭증하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새로 유행하는 “OO데이”였다는 
식이다. 웹 페이지들의 서버는 갑작스레 발생한 특정 이슈와 관련해 트래픽 부하로 
다운된다. 

이런 일상적 ‘실천’들은 시스템에 틈을 내고 시스템은 이에 대응해 그것까지 포섭
하려 든다. 어떤 면에서 재난 같은 우발적 사건은 더는 단절이 아니라 시스템에게는 
확장된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도시 시스템 안에서 일시적 기능 
정지를 야기하는 ‘재난’은 이제 예외상태라거나 단순히 부작용과 역기능의 차원이 
아니다. 의료기기, 전력망, 항공·철도·지하철 같은 교통망과 방송통신정보망 등 컴퓨
터화된 기반구조 시스템이 일반화될 때, 나아가 그 기반 시스템이 개인용 컴퓨터와 
사실상 동일한 운영체계 및 응용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구조로 연결될 때, 일상적 
컴퓨터화와 그에 따른 데이터 외부화의 의미를 진지하게 물어야 했을 것이다. 사회
기반구조는 컴퓨터 하드웨어 고장이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 도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은 점차 시스템 서버의 물리적 하드웨어와 프로
그램 버그를 관리하는 일처럼 되고 있다. 

해킹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면서 기반 시스템에 접근하는 
일이다. 시스템화가 일반적이 되면서, 그에 따라 해킹은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 수준
에까지 개입한다. 한국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몇 년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했다.1) 일련의 사건이 지시하는 일상성의 차원은 다중적이다. 
일차로 금융전산망 마비를 통해 사람들이 시스템에 이미 일상적으로 의존해있다는 
사실을 재인식시키는 사건이었고, 생각보다 시스템이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한편으로 시스템은 일상적 금융활동에서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형태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는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시스템에 침투한 악성코드라기보다 개인정보의 지나친 시스템화(컴퓨터화와 외부화)
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금융정보 보안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액티브X’는 그 자체
가 곧 또 하나의 ‘악성코드’처럼 인지됐다. 

이런 사건들은 차례로 ‘국민’의 신상확인 정보를 재현하는 국가장치로서 주민번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상기시켰다. 과거 PC통신 시절부터 존재한 ‘주민번호 임의생성’ 
프로그램은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원 및 영상을 다운받거나 또는 성인인증을 
받는 등의 일상적인 개별 활동에서 이미 ‘국민’으로서의 일차 신원확인 문제와 연동

1) 옥션 1천 8백만 개인정보 유출(2008),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고객정보 유출(2010), 현대
캐피탈 1백 75만 고객정보 유출(2011),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2011), 네이트-싸이월드 3
천 5백만 개인정보 유출(2011), 한국엡손 35만 고객정보 유출(2011),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 해킹(2011), 그리고 넥슨코리아 1천 3백만 개인정보 유출(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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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버리는 국가적 상태를 지시하는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시스템이 지닌 상상 이상
의 허술함과 취약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당시 인터넷에는 임의로 생성된 
허수의 ‘국민’ 아이디(ID)들이 존재했다. 이런 양상은 기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 확실히 그것에 틈을 내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만하지만, 애초에 그러한 생성 
프로그램이 폭넓게 사용된 이유 가운데는 특정 사이트 접속이라는 일상적 활동이 
시스템이 매번 요구하는 신원확인 절차와 정보수집 프로세스에 의해 기록이 남고, 
감시되거나 통제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컨대 성인사이트 
접속 등 시스템이 ‘불법’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만한 일상 활동에서 허수의 ‘정체성’
(아이디)을 생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철저히 시스템의 규칙 속에서 그것을 우회하는 방식은 엄연히 시스템의 규정을 
따른다. 이는 시스템을 벗어나는 일이기보다 일시적으로 기만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여전히 상황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것으로 다 
괜찮은 것이다. 재현과 실재의 괴리는 시스템의 자기 확신 속에 커진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2003년 미국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뉴욕과 뉴저지 등 
8개 주와 온타리오·퀘벡 등 캐나다 일부 지역에 6천180만㎾의 전력공급이 중단됐을 
때, 사건의 발단은 오하이오 인근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발전기와 송전선로 고장이
었다.2) 초고압 송전선로가 나무에 접촉하며 누전이 생겼고, 결국 해당 지역 전기가 
부족해졌다. 초기엔 일부 설비만 고장 나며 작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곳 전력망을 빨리 차단하지 못하면서 상호 연결된 전력망 특성상 정전이 급속히 
확산돼, 결국 뉴욕 등 동부 지역 전체를 멈추게 한 대규모 정전사고로 커졌다. 

여기서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국지적으로 발생한 외부의 우연한 사건(송전선로와 
나무의 접촉)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있었다. 정전 당일인 8월 14일 오후 3시경 클리
블랜드 남쪽 고압선에서 이상이 발생해 30분 뒤 근처 송전선 과열을 일으켰을 때, 
오하이오 발전소를 관리하는 통제실의 정전확산차단시스템 내 존재하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담당자들은 송전선 이상에 따른 전력 
재전송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곧이어 4시 11분경에 뉴욕, 디트로이트, 
토론토 등으로 정전사태가 확산됐다. 최초 국지적 사건 발생시점부터 광역 확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스템은 상황을 비교적 정상적이거나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했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사고로 끝날 수 있던 문제는 당시 한국 최대 전력수요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폭돼 5천 500만 명이 직접 불편을 겪었다. 정전이 지속된 
3일간 대중교통 및 항공기 운항 중단, 교통·통신망 장애, 휘발유 가격 폭등과 화재 
및 절도, 상업 활동 정지 등 경제적으로 6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3) 

2) CNN, “Major power outage hits New York, other large cities,” 2003-8-14, 
(http://edition.cnn.com/2003/US/08/14/power.outage/) 

3) Scientific American, “The 2003 Northeast Blackout-Five Years Later,” 2008- 
8-13,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2003-blackout-five-years-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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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8년 후, 인터넷 보안전문가이자 안티바이러스 개발사 CEO인 예브게니 
카스퍼스키(Evgeny Kaspersky)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 미국 동북부 
지역의 블랙아웃은 시스템에 침투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초래한 결과라 주장한다.4) 
물론 사건 이후 발표된 공식 조사보고서(NERC 2004)에서 해킹 흔적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고, 어떤 면에서 그런 가능성은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 명시된 세 가지 
국지적 사건들은 우연히 ‘웃자란 나무가 있었고’, ‘송전선로가 접촉하면서 누전이 발
생했으며’, ‘통제소의 경보시스템이 제때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개별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버그가 언급돼 있는데 일부 사람들에겐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설명되지 않은 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카스퍼스키가 외부 악성코드 침입사실을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에 앞서 2008년에 이미 이 사건에 중국 쪽 해커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일부 보안전문가와 정부 관료들로부터 흘러나왔다.5) 

2003년의 블랙아웃 사태에 중국 해커들, 나아가 인민해방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9.11 테러 이후 모든 국가 재난에 테러 가능성을 먼저 대입시키는 
정부의 태도가 일부 과민반응으로 표출되는 지점(또는 의도적으로 ‘사이버테러’를 
국가안보국의 감시체제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부각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겠지만, 
명백히 존재했던 전력 시스템상의 버그를 단순히 프로그래밍 오류로 규정할 근거도 
없다. 카스퍼스키가 주장한 것처럼,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악성코드가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침투했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컴퓨터 보안전문가이자 암호학자인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는 2003년 11월에 발표된 미국·캐나다 합동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U.S.-Canada Power System Outage Task Force 2003)를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서 발생한 국지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전체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고 말한다.6)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03년 8월 11일경부터 윈도우 OS 기반 
컴퓨터에 무작위 웜 공격이 가해졌는데, 당시 백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블래스터 
웜’(Blaster Worm)에 감염됐다. 블래스터 웜은 일반 바이러스와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이동하고 자기복제를 거쳐 확산됐다. 인터넷 접속만으로 감염을 일으키
며 TCP 135 포트 트래픽을 증가시켜 재부팅 및 오류 메시지를 유발하고, 공격자가 
감염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형태의 웜이 세상에 처음 발견된 게 2003년 8월 11일이었다는 사실은 주목
할 만하다(한국의 경우 8월 12일 최초 감염이 보고됐다). 발전기와 송전기를 직접 

4) Der Spiegel, “‘I Fear the Net Will Soon Become a War Zone’,” 2011-6-24,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anti-virus-pioneer-evgeny-kaspersky-
i-fear-the-net-will-soon-become-a-war-zone-a-770191-2.html) 

5) National Journal, “China’s Cyber-Militia,” 2008-5-31, (http://www.nationaljournal. 
com/magazine/china-s-cyber-militia-20080531) 이런 시각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다
음 기사도 참고. WIRED, “Did Hackers Cause the 2003 Northeast Blackout? Umm, 
No,” 2008-5-29, (http://www.wired.com/threatlevel/2008/05/did-hackers-cau/) 

6) “Blaster and the Great Blackout,” 2003-12-16, (https://www.schneier.com/essay- 
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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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중앙 컴퓨터들은 외부 인터넷 접속으로부터 차단돼 있었고 당시 블래스터 
웜에도 감염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바이러스와 악성코드를 사건
의 직접원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하이오 통제소에서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이차적으로 연결된 국지적 차단 경보 시스템 가운데 일부는 - 모두 개인 컴퓨터와 
동일한 윈도우 시스템 기반이다 - 인터넷 접속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잇따라 
백업 컴퓨터와 원격조정 콘솔이 다운됐다. 산발적이고 연속된 컴퓨터 다운에 대해 
해당 지역 시스템 관리자들은 국지적 관점에서 당장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집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시스템 내부에 어떤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정전이 
확산되는 순간까지 중앙 시스템은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현실’의 기반구조가 점차 컴퓨터화되고 온라인으로 연결될수록, 그리고 그것에 
의존할수록, 시스템의 취약성도 함께 증가한다. 시스템이 우리 일상에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형상으로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면서, 시스템의 증대된 역량은 한편으로 
시스템의 증폭된 취약성을 내부에서 더욱 가시화한다. 여기서 단지 주어진 국가적 
상태(시스템의 개입적 양태)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무언가의 개입 양상에 주목해
보자. 시스템의 일상적 개입은 동시에 취약성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조건으로부터 시스템의 취약성을 내부에서 실제로 극대화하는 운동이 
감지된다. 국가 기반 시스템이 일반화된 운영체계와 사실상 동일한 작동원리로 구조
화되고 있을 때, 증대된 상호연결성(또는 상호침투성) 속에 이제 ‘익명’의 무언가가 
시스템 내부로 일련의 ‘코드’를 흘려보낸다. 국지적 부분들에서 시스템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감염’되고, 시스템과 상황 사이에 공백이 가시화된다. 시스템은 그것이 
대상화하는 상황과의 재현거리가 멀어지고, (재)구조화에 실패하기 시작한다. 상황은 
그것을 초과하는 국가-상태(‘권력’)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 익명화된다. 

익명적 해킹 

8년의 간극을 두고 발생했던 두 가지 개별 사건들에서 공통적인 기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지점일 것이다. 2003년의 ‘블랙아웃’과 2011년의 ‘블랙아웃’은 
묘하게 서로를 닮아있다. 분명 전자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재난’에 가까운 형태로, 
후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는 그렇게 인식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로부터 2003년 
사건이 우발적 사고보다는 의도적 개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로 그 시점에, 
그것도 전력망보다는 오히려 통신망이라는 다른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제안된 시점에서, 두 번째 사건이 명백히 ‘의도적으로’ 시작
됐다. ‘블랙아웃’이라는 명칭을 선택하면서 과거 사건과의 연계성을 암시한 것은 
2011년의 “익명” 자신이었다. 물론 2003년 대정전이 정말로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결과인지, 더욱이 해킹과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적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입장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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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다른’ 개입의 가능성으로 현실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식적’ 사실
관계와는 별개로, 익명의 사람들은 재난의 문제를 저항의 아이디어로 전환시켰다. 

여기서 해킹,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 침투·개입은 “익명”이라는 존재가능성과 
맞닥뜨린다. 상황이 국가-상태와 맺는 현실적 관계들에 해킹이 비-관계적 관계의 
독특한 형태로 개입한다고 할 때, 익명이 현실적 이름을 숨기면서 체계를 내적으로 
분절시키는 작동과 동질적인 범주로 접속한다. 익명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장소적 
조건을 통해 현실 상황의 명명과 식별가능성을 무화시키는 것으로 표출된다면, 해킹
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해 현실 사회의 시스템과 서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가시화된다. 양자 모두는 일차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에 기초하면서 현실 
공간에 개입하는 양상으로 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익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익명적 부분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해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양상이 전부 익명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만약 어떤 해킹이 시스템 
내부에서 익명적 부분의 산출과 관련돼 있다면, “익명적 해킹”이라는 범주로 그것에 
접근하게 된다. 이 경우 익명적 장소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익명적 해킹을 통해 
반-국가적 또는 반-체계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어나니머스라는 익명 집합의 출현은 국가와 익명의 관계에서 
해킹이 현실화하는 구체적 양상을 지시한다. 익명과 해킹의 결합태는 “어나니머스”
라는 현실적 배치가 “익명”을 지시하게 되는 절차 속에 사이버스페이스를 익명적 
장소로 산출한다. 따라서 익명적 상황에 관해 기술하는 일은 익명적 해킹의 범주로 
“어나니머스”를 기술하는 작업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나니머스의 해킹”은 
범죄나 테러 등 국가적 관점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과의 관계 속에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나니머스는 국가와의 비-관계에서 국가에 의해 타자화된 범주
(“익명”)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처럼 설정하면서 국가의 명명체계에 이중으로 
틈을 내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는 익명성의 덩어리인 동시에 바로 그 익명의 텅 빈 
기표를 통해 자신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가시화하고, ‘현실’과 분리·중첩되는 공간 
속에 익명적 해킹으로 개입해 공백을 산출하면서 체계를 내적으로 분절시킨다. 

3. “어나니머스”와 그 접근법 

1) 어나니머스라는 익명적 집합 

“어나니머스”는 2008년 미국에서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라는 종교단체의 웹 
사이트를 공격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어나니머스”는 말 그대로 익명의 사람
들의 집합이며 또한 특정의 멤버십이나 조직, 리더가 없다. 심지어 그들은 “누구도 
어나니머스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다. “어나니머스는 집단도, 조직도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도 어나니머스를 대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어나니머스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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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순간, 당신은 어나니머스”라는 것이다.7) 이런 진술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의 의미를 그 자체로 자신의 비-조직화 원리로 삼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가이 포크스(Guy Fawkes, 1570-1606)8) 가면을 쓴 채로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몇몇 경우들을 제외하고 서로 오프라인에서 조우하지 않으며, 익명성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접촉을 의식적으로 거부한다. 사실 이런 작동원리에서 상호간 익명성 
보장은 집합성이 지속되는 주요 기반이 되며, 이들은 서로의 직업이나 계급, 젠더, 
연령, 국적 등의 ‘현실 요소’에 무관심한 듯 보인다. 이런 의식적 무지는 기본적으로 
상호면대면 접촉을 상정하지 않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물적 조건으로부터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또한 그러한 조건을 통해 기존 분류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의식적 
운동이 현실화된다. 

어나니머스는 2003년 출범한 미국의 사이트 ‘4chan’(www.4chan.org)에 기원을 
두고 있다. ‘4chan’은 회원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익명의 이미지 게시판 사이트로,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주제를 공유하는 취향 공동체 성격으로 시작했다. 
사이트 이름이 표상하는 대로 일본의 익명 사이트 ‘2ch’(www.2ch.net)을 모방해서 
생겨났는데, 당시 운영자 자신이 사이트의 성격을 “미국판 2ch”으로 규정했다.9) 
1999년경 ‘2ch’과 같은 해에 만들어진 한국의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 
역시 익명의 이미지 게시판 사이트이며, 이들 셋은 각각의 문화적 맥락에서 차이를 
이루긴 하지만 사이트 구조나 규모뿐 아니라 정서(스스로를 의식적으로 ‘비주류’에 
위치시키는 태도)나 행동의 양상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보인다. 특히 ‘낚시’(trolling) 
및 ‘도배’(flooding) 등으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상 공격과 분란조장 및 그것과 결부돼 
산출되는 일련의 사회적 효과는 외부에서 이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 “어나니머스”란 명칭은 ‘4chan’ 트롤링 문화가 시작된 랜덤 게시판(/b/)에서 
모든 게시물 작성자 이름이 “익명”(anonymous)으로 표시된 것에서 유래한다. 

각각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시기에 걸쳐 나름의 정치적 각성을 경험했는데, 
‘4chan’의 경우 특유의 트롤링 문화가 2008년 사이언톨로지 교회에 대한 반감과 
연계되면서 해당 종교단체에 공격을 가하는 중 발현됐다. 이것이 이른바 “채놀로지 
프로젝트”(Project Chanology)라는 운동의 시작이며, 당시에 이는 주로 인터넷상 
정보공개와 공유의 자유라는 해커 에토스에 관련된 문제였다. 사이언톨로지 신자인 
톰 크루즈(Tom Cruise)가 교회에서 연설한 영상 일부가 유튜브에 유출됐고, 교회는 
저작권을 이유로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결국 삭제된다. ‘4chan’ 게시판들에서 
“익명”이라는 이름의 다수가 교회의 조치를 인터넷 검열로 간주했고, 2008년 1월 
21일 역시 유튜브를 통해 전쟁을 선언한다(“Message to Scientology”). 

7) “#OpGreenhorn-Preface: So you want to join Anonymous?” 어나니머스는 2010년 
말부터 이런 형태의 자기규정 문건을 작성해 포럼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해왔다. 

8) 영국의 혁명가 또는 반역자. 영국 의사당 폭파 및 국왕 암살을 시도했다. 
9) “FAQ – What is 4chan?” (http://www.4chan.org/faq#what4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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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유명해진 영상 속에는 특별한 시각 정보 없이 어느 남성의 컴퓨터 변조된 
음성이 실려 있는데, “사이언톨로지를 인터넷 세상에서 축출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분쇄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시간부로 사이언톨로지를 적으로 
간주하며, 캠페인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성난 대중의 정치체”(the 
angry masses of the body politic)가 승리할 것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익명”을 정치적 집합으로 선언한다. “너희들은 숨을 곳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일련의 문장들은 그 후 각종 
‘작전들’의 선언문에 인용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어나니머스를 하나의 집합체로 
인지하는 모토가 된다. 

우리는 익명이다(We are Anonymous). 
우리는 군단이다(We are Legion).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We do not forgive). 
우리는 잊지 않는다(We do not forget). 
우리를 맞이하라(Expect us). 
 
“어나니머스”로 수행된 최초의 전쟁은 해커그룹이 제공한 프로그램과 툴(tool)을 

사용해 교회 관련 웹페이지들에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실행하는 
한편 교회에 대한 전화 및 팩스 공격, 로비 및 가두시위 등의 형태로 2009년까지 
지속됐다. 즉, 그것은 시작부터 어떤 “정치체”로서의 주장과 함께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공간에 동시적으로 출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가이 포크스 가면을 착용하고 
거리로 나왔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익명”으로 소개했다. 가이 포크스는 1605년 
화약음모사건의 주동자로 제임스 1세를 의사당에서 폭약으로 암살하려다 실패했다. 
가이 포크스 형상은 앨런 무어(Allen Moore)와 데이비드 로이드(David Lloyd)의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 1988)에서 전체주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주인공 
이미지로 차용되며, 2006년에 동명의 영화로 제작된다. 어나니머스는 여기서 사용된 
가면의 이미지를 가져왔다. 가이 포크스는 어나니머스를 상징하는 기표가 된다. 

실제로 가면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행위자들이 개인의 신원정보를 통해 식별되는 
연계성을 의도적으로 단절한다는 점에서 ‘현실’ 행위자들로 전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가면은 정체성을 감추는 동시에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정체성을 현실 영역에서 
그대로 전유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며, 따라서 가면은 어나니머스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강조해서 드러낸다. 어나니머스의 작전들(operations)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가면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 트위터나 페이스북 프로필에 가면의 이미지를 
싣는 방식을 포함해 - 자신이 이 순간 ‘어나니머스임’을 표명한다. 

‘현실’에서건 사이버스페이스에서건 가면을 벗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지 표상이 아니라 실제적 차원에서 가면(또는 가면이 지시하는 어나니머스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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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외의 개인이나 국민으로서 모든 신원정보를 익명화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강한 정치적 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사실상 이들이 ‘진짜’ 누구인지 외부에서 
알아낼 방법은 없다. 각종 회합 장소에 우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이 이루어지고, 
IRC(Internet Relay Chat) 채널에서 대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닉네임을 유지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어나니머스는 또한 “딥 웹”(deep web)이라 불리는 
토르(Tor) 기반의 암호화된 네트워크상에 있으면서 정부나 당국이 자신들의 아이피 
주소를 추적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딥 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네트워크와 구분되며 해당 영역 페이지들은 구글링이나 일반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검색할 수도, 접속할 수도 없다. 

그러나 채놀로지 프로젝트 이후 어나니머스가 빠르게 확장된 이유 중에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굳이 네트워크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암호화된 툴과 접속 프로그램은 해당 기술을 지닌 ‘익명’들이 생산해서 
배포-증여하며, 특정 장소에서 공유되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가 단지 해커집단으로 
전부 치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실제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는 참여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배포된 공격 툴의 버튼을 클릭할 뿐이다. 따라서 
어나니머스에 관한 대상 정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핵티비즘에 관한 기존 
분석 틀(예를 들어 Stohl 2006; Talihärm 2010; Weimann 2005)로 접근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어나니머스가 하나의 경계를 지닌 ‘집단’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논의 
방향은 또 한 번 휘어진다. 어나니머스는 분명 특정한 멤버십이 없으며 애초에 스스
로를 어떤 가입의 대상이 되는 단체나 조직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또 미국의 특정 
사이트에서 시작됐더라도 최초의 오퍼레이션(“Operation Payback”) 이후 일정하게 
성격이 변하고 확장하면서 현재는 ‘4chan’과 특별한 친연성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실제 자신을 어나니머스라고 생각하면서도 ‘4chan’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도 제법 
있다. 즉, 어나니머스는 이미 특정 사이트로 환원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다수의 
분리된 장소들에 걸쳐 있다. 어나니머스가 명시적으로 내놓은 자기규정에 따라 자신
을 “어나니머스라고 생각하는” 모든 집합은 어나니머스이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는 조직이 아니다. 클럽도 아니고, 정당이나 심지어 운동도 아니다. 어
떤 헌장도, 강령도, 회비도 없다. 어나니머스는 리더가 없으며, 정신적 지도자나 
이데올로기 신봉자도 없다. 사실 어나니머스는 하나의 고정된 이데올로기조차 없
다. 누구도 어나니머스를 대변할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이 어나니머스인지 아닌지 
멋대로 단정할 수 없다. 어나니머스이길 원하면, 당신은 어나니머스다.10) 

10) #OpGreenhorn-Preface: So you want to join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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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이제 어나니머스라는 집합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는 그것을 민족지적 참여관찰의 기반이 되는 필드로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견 느슨한 형태의 분산적 네트워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공유된 가치와 
정서의 측면에서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분명 해킹하는 집단처럼 
등장하고, 일련의 정치적 행동주의를 펼치는 과정에선 정치조직(화)나 정치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은 실체 없는 허상일까? 그러나 방법론을 고민
하는 연구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어나니머스”로 지시되는 일련의 양상
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산출하고 있다. 

2010년 9월에 ‘페이백 작전’(Operation Payback, #OpPayback)이 발동돼 인도 
영화업계와 미국 영화협회(MPAA) 및 저작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9월 21일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 업무 관련 로펌들로, 10월에는 호주,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의 저작권 협회들로 공격이 확대됐다. 가이 포크스가 영국 의사당에 폭파 
시도를 했던 11월 5일을 기념해 미 국회 도서관 산하 저작권청 서버를 공격했으며 
FBI가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일련의 공격이 종결됐다. 2011년에는 “지오핫”이라는 
유명 해커를 소니(Sony)가 사법당국에 제소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소니의 전 세계 게임 서버망에 공격이 가해졌으며 당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됐다. 소니는 몇 달에 걸친 서버 복구 과정에서 뒤늦게 7천 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고 복구비용으로 약 1억 7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11)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같은 해 6월 어나니머스에 ‘소속된’ 것으로 
보도된 해커그룹 ‘룰즈섹’(LulzSec)이 FBI 관련 서버를 해킹해 수사관 180명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12) “어나니머스”는 대외적으로 진성 해커집단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후 이들의 정치적 관심은 국경에 상관없이 확대돼 서로 다른 규모
의 작전들로 실행됐다(Operation Tunisia, Operation Syria, Operation Israel, 
Operation Facebook, Operation Occupy Wallstreet 등). 2013년 4월과 6월에는 
북한 관련 작전(Operation NorthKorea)이 진행됐으며 일정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생각할 때 어나니머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나니머스는 가상적인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행위력, 그것도 생각
보다 큰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별 어색함 없이 자신을 어나니머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어나니머스”라는 무언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들로 출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집합적 성격이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놓인 것처럼도 보인다. 자신을 어나니머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문제(“어나니머스는 집단인가, 공동체인가, 정치운동

11) PC Magazine, “PlayStation Hack to Cost Sony $171M; Quake Costs Far Higher,” 
2011-5-23,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85790,00.asp) 

12) LA Times, “LulzSec claims to have hacked FBI-affiliated website,” 2011-6-3, 
(http://fw.to/GrGDs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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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다른 무엇인가”)에 관해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정체성의 모호함, 또는 유동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이라 부를 만한 것
은 기존 분류체계를 내적으로 분절하고 무화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범주를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장소로부터 온다. 우리는 학생이고, 노동자며, 점원이고, 실업
자다. 우리는 청년이거나 노인이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었거나 누더기를 입었고, 
쾌락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며, 폭주족이거나 활동가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인종, 
국가, 종족 등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많다. 우리는 당신 이웃이고, 직장 동료거나, 
미용사, 버스 기사, 네트워크 관리자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서류가방 들고 있는 
남자고 술집에서 당신이 작업을 걸려 하는 여자다. 우리는 익명이다. 우리 가운데 
다수는 거리의 시위에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길 좋아한다. 우리 중 일부는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 사진에 가면을 걸어놓기도 할 것이다.13) 

“어나니머스”라는 어떤 이름, 사실상 비-이름의 이름은 그 익명적인 것이 지시하
는 내용이 익명적인 것일 때 곧 범주의 비-범주화를 통해 효과적인 포섭의 기제로 
작동한다. 기표이자 동시에 하나의 텅 빈 기표로서 “익명”은 바로 그 모호한 속성 
때문에 또한 지속적으로 범주를 생성해 낸다. 그것은 국지적 장소들에서 일시적 조
직화 원리처럼 나타났다가 곧바로 ‘작전’의 종결과 함께 스스로의 고정된 범주들을 
다시 무화시키고, 그 다음 또 다른 작전들의 발동을 기다린다. 일련의 분리적 장소
들에서 부분적 접속들의 네트워크에 입장과 탈출을 반복하면서 그것은 때로는 ‘공동
체’로, ‘집단’처럼, ‘정치운동’이나 그 밖의 다른 무언가로 형태를 달리해 출현한다. 
그리고 일련의 효과를 산출한다. 지금의 민족지적 상황이 요청하는 일은 “익명”의 
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론의 정립일 것이다. 

I-1. “어나니머스”의 기표들. 가이 포크스 얼굴(좌)과 얼굴 없는 사람(우)의 
동시적 공존은 ‘같지만 다른’ 익명을 형상화한다. 

13) #OpGreenhorn-How do I recognize other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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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단위: 오퍼레이션 

언급한 대로 어나니머스는 멤버십을 갖춘 조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의 집
단 연구가 상정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기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 없기에 실체
가 없다는 인식 또한 지금 이 순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작동 양상을 생각
할 때 성급한 결론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다수의 인터넷 포럼과 IRC 채널, 그
리고 개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서로 접속해 있으며, 국지적 장소들에서 
어나니머스를 현실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각각의 작전들에 개별적으로 참
여하면서 집합적 행위들을 만들어낸다. 인류학적 참여-관찰의 문제에서, 그렇다면 
지금 주제와 관련해 정확히 어디에(또는 무엇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인류학 방법론이 상정하는 두 가지 상이한 듯 보이는 범주를(‘장소’와 
‘행위’) 상기시킨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연구자는 장소와 행위 범주가 완전히 분리
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인지하게 되는데, 각각의 장소들은 
서로 구별되는 상황 정의를 지니고 이런 내적 논리가 또한 구분되는 행위 양상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또는 동시에 이런 구분되는 행위 양상의 지속적 효과로 개별 장
소적 논리가 인지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장소적 행위성’이라는 
또 하나의 범주를 마주하게 되며, 그것은 장소와 행위 범주를 분리적으로 결합한다. 

장소적 행위성의 범주는 단순히 장소와 행위를 일치시켜 식별불가능하게 하거나, 
장소와 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특정 장소에서 일련의 개별 행위 양상을 하나의 집합으로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이 경우 장소적 행위성으로부터의 접근은 단지 장소와 행위를 
동시에 생각하게끔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집합적 행위의 차이를 그것이 벌어지는 
장소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즉, 연구자는 시작과 종결의 시퀀스로 
분리·반복되는 다수 이벤트를 장소가 상정하는 내적 관계성 속에서 집합적 형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내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행위자는 관념적으로 관계성에 
선행하는, 따라서 외부에서 후차적으로 사회적 관계성 안으로 편입되는 ‘개체/집단’ 
범주를 지시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관계성에서 생성·출현하는 작동으로서 ‘인격-
장소’ 범주에 연결된다. 장소가 개체의 합으로서의 집단이 아닌 만큼이나, 여기서 
인격(person)은 집단의 구성요소로서의 개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정된 분류체계에 따른 논리 계형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개별 장소들에서 
상황 내부 관계들로 작동하는 ‘장소적 행위자’에 관한 문제다. 이런 방법론은 이전 
작업(이길호 2012)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중적 익명 상황은 
그와 일정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을 필요로 한다. ‘디시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사이트 
역시 개인의 현실적 이름을 자신의 공간상에서 익명화하고 있지만 상황 내적으로는 
식별 가능한 이름(닉네임)의 차이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전 작업에서는 개인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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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내적 이름’의 식별가능성을 역으로 강조하고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일상적 ‘증여-전쟁’ 양상으로 결부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이는 상황 외적 익명성과 
내적 비-익명성을 구분되는 것으로 가시화하면서, 그런 내적 비-익명성이 위세나 
명성 등의 요소와 결합될 때 사이버스페이스를 일시적 아노미 상태라기보다 일정한 
제약과 규약의 논리로 파악하는 기초가 됐다. 

그러나 어나니머스의 경우 상황 외적 익명성이 내적 익명성과 동시적이라면, 즉 
해당 장소에서도 ‘닉네임’의 차이를 말할 수 없다면 이름들의 관계로 그 상호작용을 
기술하기는 어렵다. IRC 채널에서 그나마 구별되는 ‘대화명’조차 접속시점마다 임의
로 자동 부여되는 식이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접근법과 기술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익명성의 자기규정은 그에 속한 개별 이름들을 의식적으로 지워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재포착해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연구자는 자신을 어나니머스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익명을 마주하게 되거나 아니면 ‘현실’의 개인-이름들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질적인 듯 보이는 사회문화적 배경, 종족성, 계급, 
젠더를 지닌 사람들의 개인-이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 
현상에 비해서 너무 적은 표본만을 얻게 되거나, 무엇보다 현실의 개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스스로 현지의 익명성 규정을 어기게 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연구자가 조우할 수 있는 개인 표본이 매우 작은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은 단지 ‘대표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 네트워킹에 연구초점이 맞춰지면서 
어나니머스라는 집합 행위의 기반이 되는 장소적 범주에 관한 고려를 한정하거나 
제거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 네트워킹에 관한 연구로 접근할 경우, 현실 공간의 
개인 네트워킹과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 네트워킹 사이의 간극에서 후자를 전자에 
끼워 맞춰 마치 하나의 ‘전체’ 네트워킹이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화된 네트워크로 접근하면 국지적 장소들에서 개별적 다수를 산출하는 
장소화 논리가 간과된다. 이런 경향은 일반서와 학술서를 막론하고 몇몇 선행연구들
(Stryker 2011, Olson 2012, Coleman 2014)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어나니머스는 해커-개인에 관한 사정으로 일부 환원되는데, 몇몇 해커들과 
집단이 어나니머스를 대표하는 ‘행위자’로 상정되면서 사실상 이들의 개인적 동기나 
행위성을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선 애초에 운동으로서의 
다수 형상이 포착되지 않을뿐더러 그 구체적 전개과정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연구는 무엇보다 분석단위를 산출해 내는 일이 중요해진다. 몇몇 
개인의 식별정보를 통한 분석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인의 
합으로서 ‘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힘들다면, 개별의 행위자와 어나니머스 집합 사이 
중간적 상황에 놓이는 ‘집합적 행위군’을 실제 참여관찰의 장소로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별 집합 행위들이 발생하는 장소적 범주를 상정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다수의 집합 행위를 비교적 일관된 형상으로 포착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집합 행위를 통한 접근은 각자가 상황에 따라 소환하는 ‘참여자’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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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행위성의 범주 안에서 드러낸다. 예를 들어, 참여관찰의 장소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작전(Operation Israel), 페이백 작전(Operation Payback) 같은 일련의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은 특정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소환하는 참여자들의 존재를 
인지하는 참조점이 되는 한편, 어나니머스라는 장소에서 그 자체가 개별의 집합적 
행위자처럼 존재한다. 각각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내부구성을 보이지만 “이스라엘 
작전”으로 수행되는 사건 자체는 그 의도와 행위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개별 작전들의 집합적 작동과 그 절차를 얼마간 ‘안정된’ 형상으로 포착할 
수 있고, 개별적 다수로서 작전이 나름의 방식으로 상호 작동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이들이 “오퍼레이션”이라 지칭하는 이런 집합은 익명 네트워크의 특성상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표기하거나 식별하지 않고, 이 다수 ‘오퍼레이션’이 어나니머스
라는 집합체의 실질적인 ‘참여자’이자 요소가 되며 분석단위가 된다. 따라서 지금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이중의 익명성에 기초한다. 첫 번째로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어나니머스는 개별 행위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로 
논문은 그런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분석단위로 삼지 않고 이들이 모여 다른 성격을 
발현하는 집합적 활동군을 기본단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논문에서는 각각의 
집합적 행위자들 중 12개가량의 오퍼레이션을 기본 소재로 사용했다. 이들 인지된 
활동군은 거기에 참여하는 개별 행위자들이 일관적이지 않고 시기에 따라 참여의 
강도도 모두 다르며 무엇보다 해당 참여자의 식별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하더라도, 
내적 불안정성과 달리 어나니머스라는 장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로들의 
중첩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나름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택됐다. 

즉, 집합적 행위군의 선택 기준은 행위군의 일관성에 있으며 그에 속한 개인들의 
비일관성(개인의 식별불가능성, 참여의 중단과 변동)에 있지 않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련의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한 사건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은 지속되는 
참여 가능한 사건들의 범위와 숫자를 확정시킨다. 이 숫자는 어나니머스에 속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수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어나니머스로 수행되는 
양상들의 집합적 형상을 일부 ‘구성원’의 개별적인 상황으로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논문에서 어나니머스를 기술하는 분석단위이자 참여관찰 장소가 되는 오퍼레이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Operation Greenhorn Operation Payback Operation Israel

Operation AntiSec Operation Blackout Operation Anti-ACTA

Operation Tunisia Operation Syria Operation Last Resort

Operation NO2ISIS Operation IceISIS Operation Paris

#Operation Anonymous



- 22 -

지금의 민족지적 기술이 일차적으로 “익명”들이 생성하는 집합적 다수들에 관한 
것이라면, 분석원칙은 현실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즉 이들을 구성하는 
개인의 사회적 계층이나 인종, 국적, 세대 등의 요소가 인터넷상 정체성에 어떻게 
반영 및 재현됐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익명화된 네트워크에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그런 분류체계에서 빠져나가는 새로운 행위가 발현되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성원’의 고정된 현실 정체성에 대해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와 일대일 
대응을 수행하기보다, 그 자체로 오퍼레이션처럼 있는(“Operation Anonymous”), 
어나니머스라는 장소적 범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전개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런 
‘작전’의 실행은 일정수준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지니며, 사실상 해당 “익명”과 
동질적인 절차로 참여하거나 접근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것은 나름의 장소적 제약과 
규범을 수반하고, 그 행위-마당(field) 안에서 사람들의 집합적 행위는 내적 논리에 
따라 일정하게 ‘휘어지며’ 주어진 상황 논리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연구과정에 관해. 이중적 익명 상황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 정보가 거의 
없고 하나의 사이트로 국한되지도 않기에, 지금의 작업은 다수 장소들에서 다년간의 
현지조사를 통한 조우를 필요로 했다. 1차 사전조사는 어나니머스의 존재를 우연히 
대면한 2011년에 처음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언급한 몇몇 오퍼레이션들에 여러 
경로로 참여하면서 익명의 논리와 전개방식을 경험했다. 201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문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조사방식을 세밀한 부분에서 재조정했으며, 
2015년 12월 29일을 기점으로 현지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2015년 11월의 파리 
테러 직후 16일부터 시작됐던 ‘오퍼레이션 파리’가 종결된 시점이다. 즉, 본 논문은 
IS를 상대로 전개된 최근의 작전들(Operation IceISIS, Operation Paris)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현지조사 기간 12개의 ‘오퍼레이션’을 시작으로 거기서 파생된 작전과 연쇄적으로 
인지된 다른 사건들로 조사 내용이 확장됐고, 해당 작전에 관련된 개별 장소에서의 
집합적 활동, 즉 포럼에서의 제안 및 토론, IRC 채널에서의 대화, ‘숨겨진’ 네트워크
상에서의 선언문 작성과 영상 제작 및 공유 사이트를 통한 배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익명 계정들을 이용한 작전 홍보 같은 일련의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해킹과 디도스 공격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관련 작전들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해킹 툴이나 프로그램이 
업로드되는 웹 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위해 경유되는 접속 페이지, 또는 ‘선전포고’ 
영상물 등록 페이지와 거기에 연결된 링크 페이지의 생성된 상호 연계성이 어떻게 
공격대상 서버로의 동시적 링크 소멸로 현실화되는지 분석했다. 이런 절차들은 조사 
대상의 익명적 상황 안에서는 단순히 기록되고 발표된 자료에 관한 텍스트 분석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산물에 대한 링크-연결에 집합적 의도가 개입해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되는 두 행위-장(생산절차와 공격절차)이 중첩되는 장소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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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의 작업은 그런 장소들의 조우와, 그 장소들에서 해당 ‘작전’과의 접속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4. 논문의 구성 

지금의 연구에서 어나니머스는 익명이라는 공백의 기표 아래 지식체계의 명명에 
귀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지속적 시도로 파악된다. 그 국지화된 절차로서 생산물의 
증여와 그것에 결부된 해킹의 구체적 양상이 가시화되므로, 연구의 가장 큰 관심은 
행위양식의 기반이 되는 익명의 산출에 있다. 이때의 익명성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익명적 장소에 기초하고 거기서 익명의 현실화는 생산물의 공유에 또한 근거한다는 
것이 연구의 기본 논지다. 생산 및 증여와 그것을 자기-조건으로 생산하는 해킹 및 
디도스는 익명적 장소에서의 ‘익명적 교환’, 즉 공유절차에 연결돼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크게 증여와 해킹이라는 장소적 행위성의 두 가지 범주를 축으로 전개되며,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이 각각 생산절차와 공격절차처럼 작동하는 양상이 분석된다. 
오퍼레이션에서 두 개의 작동은 중첩돼 있으며, 이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된다기보다 
공격절차를 통해 개별 오퍼레이션을 ‘관련된’ 생산절차로 만드는, 일종의 자기생산 
작동이라는 점이 3장에서 기술된다. 익명이 만드는 공백의 실제적인 산출절차로서, 
오퍼레이션의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장과 5장은 오퍼레이션을 생산절차와 공격절차라는 구분되는 관점에서 접근한 
작업들이며, 기본적으로 양자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4장은 ‘교환’과 ‘익명’이라는 
일견 모순된 듯 보이는 배치 속에서 호혜적 교환과 구분되는 익명적 교환의 형식과 
논리를 드러내려는 시도다. 교환형식의 검토를 통해 호혜성-교환 짝으로부터 익명성
-교환 짝으로의 확장가능성을 탐색하며, 오퍼레이션들이 ‘공유’의 실천 가운데 이런 
확장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5장은 직접적으로 해킹으로서의 전개와 양상들, 
사건들을 기술한다. 여기서 오퍼레이션의 확장 절차가 국가나 기업에 대한 개별의 
안티-형상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더 뚜렷이 드러나는데, 교환의 익명적 확장
(‘공유’)이 기존 체계로부터 분리·확장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함께 포착된다. 따라서 
4장과 5장은 개별 주제의 자율성을 갖는 한편 서로 링크돼 있고, ‘공유’라는 공통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치는 오퍼레이션이 상황에 따라 공격과 생산의 
뒤바뀐 형상으로 나타나되 기능적 분화로 있지 않고 겹쳐있다는 사실관계가, 그것에 
관한 기술 형식에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4장의 가설들과 도식들은 5장의 사례들로 보충되거나 확인되고, 또 입증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 민족지적 측면에서는 반대로 후자의 사실관계에 관해 전자의 가설이 
보충적으로 첨부되는 형태다. 병렬적으로 읽힐 경우를 고려한 형태지만, 4장의 다소 
건조한 분석에 앞서 5장의 구체적 사례로부터 먼저 접근해도 무방하도록 배치됐다. 
오퍼레이션의 형상과 전개에 관한 세 장(3, 4, 5장)은 각각 서로 다른 세 부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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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으며, 동질적 배치가 반복된다. 즉 각 장 두 번째 절은 해당 장 안에서 
논의의 확장을 위한 보충적 주석처럼 있고, 인류학적 텍스트들의 독해나(3장 2절) 
기존 교환형식에 관한 해석 및 분석(4장 2절), 그리고 어떤 사건적 전환의 사례들이 
기술된다(5장 2절). 

민족지적 배치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오퍼레이션의 시기별 전개과정을 비교적 
순차적으로 따라간다. 6장은 현지조사 마지막 오퍼레이션(오퍼레이션 파리)을 통해, 
익명이라는 운동이 그간의 오퍼레이션과 일정부분 달라진 모습을 제시한다. 이들이 
말하는 ‘운동’은 기존 시민운동이나 대안적 정당정치와도 다른 형태가 됐으며, 그런 
변형의 산출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했는지 드러내려 했다. 이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익명적 장소를 하나의 정치적 장소로 있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며, 그러한 조건들은 
결론의 시점에서 어나니머스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장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익명의 장소라는 기본 가정을 부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장이다. 
어나니머스를 둘러싼 같지만 다른 모습을, 인터넷과 같지만 다른 사이버스페이스의 
중첩된 공간성과 장소성 안에서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오퍼레이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어나니머스의 장소적 형상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시한다. 
사이버스페이스와 익명이라는 주제에 관해 정립된 현지조사 방식이 드물기 때문에, 
방법론에 관한 기술이 연구 내용상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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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어나니머스와 장소적 개입 

1. ‘같지만 다른’ 익명들 

2012년 1월 18일, 11만 개 이상의 웹 사이트들이 24시간 파업에 동참했다. 
두 달 전 11월 18일 “익명 선언” 이후 레딧(Reddit)과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사이트가 파업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블랙아웃’의 
구체적 형태와 실행일이 정해졌다. 언론도 상황을 점차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한다. 

세계 최대 도메인 등록업체가 거센 저항에 직면해 SOPA 지지를 철회하다. 미국
음반협회(RIAA)는 온라인상 저작권침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주장했다.14) 

레딧이 SOPA 법안에 반대하며 1월 18일의 블랙아웃을 준비하고 있다. 
SOPA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비판자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도메인 차단과 관련한 일부 법안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합의’ 도출을 
주문했다. 위키피디아는 이번 주 수요일, SOPA/PIPA에 저항하는 24시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15) 

위키피디아, 레딧, 모질라, 구글 등 다수 사이트들이 18일 블랙아웃에 동참하다. 
같은 날 미 상원 홈페이지에 기술적 장애가 발생했다. 민주당 전 상원의원인 미국
영화협회(MPAA) 회장이 블랙아웃을 공개 비난하다.16) 

2011년 미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발의된 SOPA와 PIPA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블랙아웃’은 직접적으로, 인터넷상의 어떤 부분을 
제한하려는 이들 외부 법안에 대한 인터넷 내부 저항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곧바로 규모나 장소, 실행범주에 있어 확장을 거듭하게 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런 
확장은 언급했듯 저항의 기반에 익명 선언이 자리해 있다는 특이한 사실관계로부터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물론 언론 보도 내용만 볼 때 “익명들”의 존재와 개입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 레딧과 위키피디아라는 유명 사이트의 ‘최초’ 의사표시 행위만이 
명시적으로 기술되고 기록으로 남겨졌을 뿐이다. 

14) (https://www.theverge.com/2012/1/6/2686593) 
15) (https://www.theverge.com/2012/1/11/2698977) 

 (https://www.theverge.com/2012/1/16/2711870) 
16) (https://www.theverge.com/2012/1/18/271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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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라는 이름은 오히려 블랙아웃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 관련된 것으로 
등장한다. 18일 다음날부터 미 백악관과 법무부, 음반협회와 영화협회 등 관련기관 
웹 사이트들에 일제히 디도스 공격이 시작되는데, “어나니머스”는 그 배후에 있는 
해커조직으로 지목됐다. 

SOPA에 대한 웹상의 시위 다음날, 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는 블랙아웃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해커들은 디도스 공격방식을 이용해 법무부와 RIAA, MPAA, 
거대 음반사들을 공격했다. 여기에는 유니버설뮤직, 브로드캐스트뮤직, 워너뮤직 
그룹이 포함된다. 19일 현재 FBI 역시 다운됐다.17) 

어나니머스에 소속된 해커들은 법무부, FBI, 백악관, MPAA, RIAA, 저작권청, 
CBS 등의 웹 사이트들을 수차례 다운시켰다. 공격은 재빠르고 강력했으며 계속 
커졌다. 먼저 다운된 것은 미 법무부 사이트였다. 다음은 유니버설뮤직으로, 
SOPA 지지그룹이자 미국 최대 음반사다. 어나니머스 해커들은 몇 시간에 걸쳐 
차례로 사이트를 공격했으며, 얼마 되지 않아 RIAA, MPAA, BMI, 그리고 마침내 
FBI마저 다운됐다.18) 

1월 20일 오전 9시 30분(CST) 현재, FBI와 법무부, 저작권청 등 미국 정부기관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프랑스의 저작권법 관련기관 HADOPI 역시 다시 
정상가동 중이다. RIAA는 여전히 작동 불능이지만, MPAA는 복구됐다. 유니버설
뮤직은 아직 오프라인 상태다. BMI와 워너뮤직은 접속가능하다. 
어나니머스는 추가공격을 예고했다.19) 

이런 사건들이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operation)들로 전개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공격의 행위들로 표시되는 “어나니머스”가 행위의 
내용(해킹과 디도스)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속성집합으로 식별돼야하는 대상일지는 
의심스럽다. 블랙아웃과 이후의 해킹에서, 양자의 사건적 차이만큼이나 다른 무엇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비교적 쉽게 합의가 가능하다. 만약 “어나니머스”가 
후자와 관련된 해커집단이라면, 동시에 같은 집단이 블랙아웃 같은 포괄적 파업을 
시도하려 했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알려지고 기록된’ 바의 내용처럼, 

17) “SOPA Blackout, Anonymous-Style,” 2012-1-19, (https://gigaom.com/2012/01/ 
19/419-sopa-blackout-anonymous-style-doj-riaa-hacked-in-megaupload-protest) 

18) “Internet strikes back,” 2012-1-20, (https://www.rt.com/usa/anonymous-barrett 
brown-sopa-megaupload-241) 

19) “Over 9,000 Hackers Join Anonymous DDoS SOPA/Megaupload Protest,” 
2012-1-20, (https://gigaom.com/2012/01/20/419-over-9000-hackers-join-anonym 
ous-ddos-sopamegaupload-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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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등의 행위자와 어나니머스라는 행위자 간 분리된 행위 연대로 ‘블랙아웃 
사태’에 관한 전반적 이야기를 구성하는 편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일의 경우 처음부터 “어나니머스”가 개입해 있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익명 선언”의 주체로서 말이다. 11월 18일의 그 선언이 블랙아웃의 계기
로 작동했다면, 또한 블랙아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이라는 
어나니머스 작전으로 전개됐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것과 이후 디도스 공격 사이에 
적어도 두 개의 “어나니머스들”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해커로서의 어나니머스”라는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선언적 주체로서의 어나니머스”와 구분돼야 한다. 그렇다고 ‘어떤’ 어나니머스가 
블랙아웃의 또 다른 배후처럼 - 마치 다른 ‘어떤’ 어나니머스는 해킹 공격의 배후란 
듯이 - 기능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같은 진술은 사실상 앞선 명제(“어나니머스는 
해커조직이다”)를 뒤집어 반복할 뿐이다. 더욱이 1월 18일의 가상파업이 익명 선언
으로부터 촉발됐을지라도 위키피디아나 구글 같은 사이트들의 참여는 각자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어나니머스는 블랙아웃의 숨은 기획자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없고 엄밀히 말해서 블랙아웃은 전통적 의미의 기획자나 조직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재난이나 우발적 사고와 연결됐던 ‘블랙아웃’을 저항의 형식으로 
새롭게 변형하려는 익명의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이런 ‘다른’ 블랙아웃의 가능성에 
개별의 다수들이 동참했을 뿐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의 성공 여부는 또 다른 우연에 
기댄 채로 있겠지만, 그러한 비-조직화가 저항의 형식이자 또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이 바로 이번 파업의 익명적 성격을(또한 “어나니머스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은 익명의 존재가능성을 선언함으로써 기존 체계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킹이 표현하는 “어나니머스”와 선언이 표현하는 “어나니머스”가 차이를 
이룬다는 사실관계는, 양자를 별개 집단처럼 대상화하거나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다룬다거나, 아니면 “어나니머스”를 해킹의 행위에만 국한시켜 
파업참여의 행위와 분리시키는(선언적 주체로서의 존재사실을 폐기하는) 기술방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엄연히 존재했던 선행적 선언과 블랙아웃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나니머스”는 블랙아웃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해킹으로 작동했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어나니머스가 ‘같지만 
다른’ 어나니머스들로 있다는 - 별개의 대상도 아니지만 동일한 형상도 아니라는 - 
남은 하나의 진술이 어떻게 정당한 명제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 ‘어나니머스’ 대 ‘어나니머스’ 

11월 18일의 선언은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 부분으로서 
산출됐다. 그것과 1월 18일 블랙아웃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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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익명 선언의 존재는 ‘발견된’ 것이다. 만약 해당 시점에 
선언이 떠돌아다니던 상황으로 참여해 있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계속 숨겨진 채로 
있었을 것이고, 블랙아웃에 관한 서사는 그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구성됐을 것이다. 
이 사후 구성물은 나름의 인과적 완결성을 지니므로 그 기반 위에 부가적 양상들이 
배치된다. ‘어나니머스’라는 행위자는 해킹 양상으로서(만) 등장하고, 기존 서사구조
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밖의 다른 재현을 허용하기 어려워진다. “어나니머스”를 
둘러싼 이미지들은 이 같은 대상 재현의 결과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어나니머스”라는 무언가가 그만큼 분류하기 모호해서일 테지만, 블랙아웃
의 예처럼 얼핏 모순된 듯 보이는 사실관계가 발견되거나 확인될 때 기존 배치를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정된 구성요소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어나니머스”가 대체 무엇인지 당장의 답을 구하기보다 ‘알려진’ 대상 이미지들이 
어떤 재현구도 속에 배치돼 있는지를 살필 필요성 또한 여기에 있다. 재현의 구조가 
자신에 속할 요소를 일정하게 규정하며, ‘숨겨진’ 사실관계는 애초에 기존 재현과의 
차이로 그러한(숨겨진) 것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의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인용한 보도에서 ‘해커집단’으로 묘사된 어나니머스의 형상을 생각해 보자. 
짧은 시간동안 다수의 기관 및 단체들을 향해 수행된 연쇄공격에 “9천 명이 넘는 
해커들이 참여했다”고 기록돼 있다.20) 만약 어나니머스를 ‘해커집단’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그 정도 숫자의 멤버들을 갖춘 조직이 현존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해커들의 집단이라면 말이다. 대개의 
핵티비즘 조직은 오히려 소규모 멤버로 구성돼 있기가 더 쉽다. 따라서 이 기록이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나니머스라는 ‘해커들’ 
집단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조직화 방식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나니머스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기존 인식구도상 배치를 다른 강도로 벗어난다. 전자라면 그 ‘다른’ 
조직화 양상에서 구성요소가 되는 해커들의 개인적 성향에 관한 인식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후자는 “어나니머스”라는 구성요소에 관한 다른 규정을 요한다. 문제적 
상황을 예비할 수 있는 이러한 모호한 대상 재현이 익숙한 서사구조 가운데 슬쩍 
끼워져 있을 때, 그 숨겨진 모순의 발견은 전반적 재현구도 자체를 재고하게 만드는 
또 다른 숨겨진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언”의 존재는 그런 간극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시일 것이다. 언급한 상황이 지금의 사실관계와 연결되면서 다른 
관점의 기술을 가능하게 할수록, 기존 구도에서 모순적인 부분이 모순적이지 않은 
것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배치 공간에 접근하게 된다. 어나니머스가 ‘같지만 다른’ 
다수의 어나니머스들로 있다는 진술이 더 이상 모순이 아니게 되는 상황 같은 것 
말이다. 여기서는 이미 “어나니머스”에 관한 규정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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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관계의 발견에 있어 그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9천 명 
이상의 해커들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참이 아니라면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더 늘어
난다. 기사의 해당 기록은 작성자나 언론사의 신뢰성 여부와는 별개로 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시기 다른 언론보도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진술은 어나니머스 자신의 주장을 기자가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진술의 발화에서 거짓 또는 과장이 있었거나, 아니면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민족지적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지금의 논지에서 관심을 두는 건 후자의 가능성인데, 기자가 참조한 상황은 정확히 
다음과 같다. 오퍼레이션에 관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익명의 트위터 계정에 한 
참여자가 현재 “얼마나 많은 익명이 있는지”(How many are in Anonymous?)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9천”(Over 9000)이란 숫자가 제시됐다. 당시 이 수치
의 제시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면 - 3장에서 기술하겠지만 실제로 그렇다. - 내부 
참여자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해당 질문은 해석의 과정에서부터 외부 관점으로는 
‘자연스럽지’ 않게 인식됐을 여지가 있다. 즉, 그것은 “9천 명 이상의 해커들”(Over 
9,000 Hackers)이라는 명제로 다르게 번역됐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어구 사용의 
집착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해커집단의 하나로 분류된 상태에서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들을 해커로 
간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인식이다. “9천 명의 익명”이 표현하는 것은 익숙한 
대상 이미지로 쉽게 대체된다. 그러나 당시의 어느 참여자가 이러한 방식의 번역을 
자신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을 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또는 실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고 있던 참여자가 자신을 ‘해커’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나니머스라는 
해커조직의 ‘멤버’로서 그러했을지는 의문이 든다. 사실 “익명들”이라는 양태는 비-
식별과 비-분류의 상황이 존재 가능함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식상의 해당 공백을 기존 인식 틀에 맞게 채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생긴다. 이런 
경향은 외부 관찰자들뿐만 아니라 내부 참여자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자기-기술이 표현하는 어떤 가능성 세계가 ‘올바른’ 번역을 찾는 
과정은 우선 이들의 관점을 검토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일지 모른다. 
더욱이 현재(1월 20일) 시점에 얼마나 많은 익명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어색한 문의
가 참여자들 간에 오고가는 상황에 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루 전날(블랙아웃 다음날)인 19일, 같은 문의에 대한 답은 “5천”이었다. “5천의 
익명”과 “9천의 익명” 사이 차이는 수치 자체의 측면보다도 변동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 5천 명에서 9천 명이 아니라 5백 명에서 9백 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변화는 “어나니머스”의 형상에 관해 말해 주는 바가 있다. 이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
과 연계될 만한 발견인데, 숫자가 과장된 것이고 설령 소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라도 만약 시점에 따른 변화의 사실 자체는 있었다면, 이



- 30 -

때의 ‘변동하는 익명’은 고정된 멤버십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자발적 참여의 양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즉, 참여자의 형상과 관련해 “익
명들”로 표현되는 무언가는 해커냐 아니냐의 분류·판단 이전에 그 유동성의 적절한 
번역에 관한 결정을 요한다. 

알려진 ‘어나니머스’와 발견된 ‘어나니머스’ 사이에서 결정적 간극을 유발하는 것
은 이처럼 다수성과 유동성의 형상이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은 핵티비즘 조직의 
일종으로 규정한다면 다수성의 조직화라는 형상으로 빠져나가고, 구성원 간 집단적 
멤버십의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유동성의 참여라는 형상으로 빠져나간다. 어나니머
스는 어떤 형태로든 기존 재현과의 차이로 존재하며, 자신에 관한 대상 이미지와의 
간극 속에서 발견된다. 적어도 그렇게 ‘발견되는’ 익명적인 형상을 “어나니머스에 
관한 기술”에 개입하는 요소로서 언제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술하는 자의 
번역에 앞서 무엇보다 어나니머스 참여자의 자기-기술 절차에 개입하는 ‘번역’이다. 
자기와의 차이로서 가정된 형상, 또는 그 가상적 어나니머스의 존재는 이러저러한 
오퍼레이션들의 현실화 과정에서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느 해커조직처럼 사이트 공격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해커조직이
라는 대상화를 거부하고, 그 거부의 관념은 해킹에 선행하는 파업의 가상적 작동자
(operator)로서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과 같은 형태로 돌출된다. 마찬가지로 블랙
아웃의 현실적 조직자인 듯 보일 수 있는 수행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을 
곧바로 해킹의 작동으로 변형해 전자를 가상적이게 한다. 

왜냐하면 “어나니머스”란,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어나니머스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화법의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라도 여전히 위험성을 지닌 것이겠지만 
특수조건을 감안한 채로 한 번 더 밀고 나가면, ‘어나니머스가 아니라’ 함은 참여자
들에게서 어나니머스란 ‘어나니머스가 되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가 
되기 위해 ‘어나니머스’가 아니라는 운동의 조건상 전자와 후자가 가리키는 각각의 
형상은 물론 같지 않다. 우리는 단지 양자를 하나의 동일 기표로 다룸으로써 모순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다. 익명의 존재양태를 가능성의 언어로 표현하는 전자와 
그것의 현실화 시도를 특정 조직화에 붙여진 이름과의 동일시로 인식해 대상화하는 
후자의 구도 가운데, 참여자들이 해당 이원적 구도를 무화하려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언어의 혼돈을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어나니머스에 관한 재현은 그것을 수행
하는 외부 관찰자나 해석자들의 장(미디어, 정부, 학계)에서 별개로 유통되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재현대상이 되는 내부 참여자의 언술과 자기기술 속에서 
인식되고, 반박되고, 수정되고, 때로 같은 재현언어를 역이용해 도치된다. 

따라서 “어나니머스”가 무엇인가라는 내/외부의 동일한 물음은 질문이 제기되는 
형태에서 다른 내용을 예비하는 성격의 것이 된다. ‘어나니머스’와 ‘어나니머스’의 
차이화는 상이한 지시대상을 갖는 기표라는 구분을 넘어 어떤 중간적 비식별지대를 
산출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어나니머스가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의 전개에서 11만 



- 31 -

개가 넘는 사이트들의 참여를 조직하지 않은 것처럼, 이어지는 해킹 오퍼레이션에서 
어나니머스가 9천 명이 넘는 해커들의 조직화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시에, 다수 
사이트 참여로 현실화된 블랙아웃과 다수 해커의 참여로 현실화된 디도스 공격에서 
각 사건의 ‘참여자’를 - 유명 IT 기업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나, 사이버 범죄행위 
등의 기준에서 분류된 특정 행위자군(해커)이 아닌 - “익명”이라는 개별적 다수의 
범주로 새롭게 구체화하는 과정에 분명히 개입해 있다. 이런 변형의 절차로서 익명-
되기가 결국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어나니머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자연스럽게’ 
기존 식별의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가능성 형태와 연결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익명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적 기반으로서 식별 불가능한 중간지대
(“익명”)를 설정함으로써 어나니머스에 관한 자기기술의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방식
대로의 ‘어나니머스’이지 않게 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지금의 논지는 
어나니머스가 해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들이 
해커일 수 있지만 “익명”이란 범주로 표현되는 참여의 자기형상(해커-익명)은 이미 
해커에 관한 대상정의를 변형한 채 벗어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나니머스는 분명 
해킹하는 주체처럼 출현하지만 그때의 집합적 “익명들”은 해커들의 집단이라는 제
한된 분류 틀에서 빗겨나 있다. 즉, 어나니머스는 해커에 관한 규정을 변형하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외부 규정 역시 일정하게 변형하는 것이다. 운동은 이중적이다. 
어나니머스가 해킹의 작동이 돼 갈수록 ‘해커’라는 기존 인식대상은 식별 불가능한 
“익명”의 범주로 끌어내지고, 그 해커-익명 집합(어나니머스)에 관한 다른 형상화 
가능성에 접근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자. 

2) 익명이라는 행위 

2012년 3월 미국 뉴욕 연방대법원에 기소된 4인의 어나니머스 ‘멤버’들에 대해 
연방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21) 가운데는 어나니머스를 다음처럼 기술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것은 국가의 어나니머스에 대한 인식의 한 지점이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
진 경우다. 

적어도 2008년경부터 현 기소시점까지, “어나니머스”는 컴퓨터 해커들의 느슨한 
연합체로서 무엇보다 공통의 관심사와 강령, 식별기호를 공유해 왔다. 해당 기간 
어나니머스 특정 멤버들은 온라인상 파괴·협박·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적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것의 일환으로 미국과 세계 전역에 걸쳐 기업 및 정부기관
에 사이버 공격을 수행해 왔다. 

21) United States of America v Ryan Ackroyd et al. (Case 1:12-cr-00185-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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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그렇다. 2008년은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안티 작동으로서 어나니머스라는 
집합체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던 해다. 컴퓨터 해커 등의 느슨한 연합체라는 규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표현(“loose confederation”)은 독립적인 
집단들 간의 구속력 없는 동맹의 형태를 가리키는 데 쓰이며, 부족 간 연합체라든가 
국가 간 연합체 같이, 국가단위의 정치형태에서는 단일주체인 연방(federation)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한 기술방식은 아닌 듯 보이지만, 어쨌든 
공통의 강령과 상징을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적 단위로 식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익명이다”로 시작하는 다섯 문장과, 가이 포크스의 얼굴 및 “얼굴 
없는 사람”의 형상을 강령과 상징들로 볼 수 있다면 말이다(1장 참조). 중요한 것은 
사법당국이 어나니머스를 인식하는 기반에 이질적 (소)집단 간 연합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개입해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만약 서로 다른 해커집단들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성립된다.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5월경 사이, 이 같은 범죄행위에 관여한 어나니머스 
소속 개인들의 한 그룹은 자신을 “Internet Feds”라고 지칭하는 엘리트 컴퓨터 
해커들로 구성돼 있었다. 본 기소와 관련 수차례에 걸쳐 해당 멤버들은 미국과 전 
세계 기업 및 정부기관 웹 사이트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다. 그 중에는 다음의 기업 및 조직들도 포함돼 있다. 

일차로 언급된 공격 대상은 아일랜드 정당 피너게일(Fine Gael)과 미국에 본사를 
둔 컴퓨터 보안업체 “HBGary Inc.” 및 자회사 “HBGary Federal LLC.”, 그리고 
미국의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인 폭스 방송(“Fox”)이다. 여기서 특정 시기에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지목된 어떤 집단(“Internet Feds”)은 어나니머스라는 연합체의 소속 
그룹처럼 묘사돼 있다. 정확히 말해 앞의 대상들을 공격한 주체는 그간 “온라인상 
파괴·협박·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는 어나니머스와 ‘같지’ 않으며, 
어나니머스에 소속된 그룹으로서,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킹 공격을 수행한 것이 
된다. 지금의 공소장은 어나니머스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특정된 그룹 및 개인들에 
대한 것이다. ‘연합’이 사이버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행주체로 기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적어도 아직까지 “어나니머스” 자체에 대한 기소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다. 말하자면 기술상의 어떤 분리가 있으며, “미국과 전 세계 기업 및 정부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집단 및 개인은 어나니머스에 속한 해커그룹이거나 
해당 그룹에 속한 해커들이 된다. “어나니머스”라는 이름은 이들을 공통 속성으로 
분류하는 하나의 식별단위처럼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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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사이버 공격에는 무엇보다 다음 내용이 수반돼 있다. (1)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수천 명 개인 피해자들의 암호화/비암호화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 기밀정보를 훔친 행위, (2)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포함해, 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훔친 기밀정보를 해독한 행위, (3) 훔친 기밀정보를 특정 
웹 사이트들에 올려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한 행위, (4) 피해자 이메일과 
트위터 계정을 강탈한 행위, (5) 피해자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화면변조하고/또는 
(6) “신상털기”(doxing), 즉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이메일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 신원정보를,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 공개적으로 폭로한 행위. 

“어나니머스”로 인식돼 그에 속하는 부분으로 식별된 어느 해커집단은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들로 소추된다. 즉 해당 행위들에 대해 동일한 귀책단위로 묶일 수 있는 
것은 개인이거나 그들로 구성된 집단이고, ‘기소 가능한’ 소추 대상으로(“Internet 
Feds”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등장할 “LulzSec”이 됐든 간에) 식별된다. 이런 인식
구도는 어나니머스라는 무언가를 기소할 수는 없더라도 누군가를 ‘어나니머스 멤버’
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언급한 소집단은 어나니머스의 다수 구성원 
가운데 특정된 몇몇 개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
가 그러한 소집단들의 연합으로 규정되는 한, 그것을 매개로 분류된 개인들은 - 위 
공소장에서 “Internet Feds”라는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4인의 경우처럼 - 
어나니머스의 멤버로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2011년경에 존재했다는 이 그룹은 
어나니머스의 조직화 방식을 얼마나 대변하는 것일까? 

나로서는 이것이 실존했던 조직인지도 다소 의심스럽다. 해당 시기에 “#internet 
feds”라는 명칭의 IRC 채널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비공개 채널로 별도 초대를 
통해 입장할 수 있었고, 보통 수십 개에서 백여 개에 이르는 다수 어나니머스 IRC 
채널 가운데 하나였다. 1장에서 언급했듯 IRC란 인터넷 릴레이 챗(Internet Relay 
Chat)의 줄임말로, 역사가 오래된 실시간 채팅 프로토콜이다.22) 과거에 비해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줄긴 했지만 요즘에도 상위 100개 네트워크에 25만 명가량의 동시
접속인원이 존재하며, 천 개 이상 서버에 수십만 개의 채널이 작동중이다.23) IRC는 
온라인 단체대화 방식에서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형태를 대변한다. 페이스북이나 인
스타그램 같은 이미지 위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점차 그 자리를 대체하고 어나
니머스 참여자 역시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IRC는 어나니머스에게서 
중요한 접속의 통로가 된다. 2011년 당시에는 더욱 그랬다. 여기서 채널(channel)
이란 다수 접속자의 메시지 동시전송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동으로, 일종의 포럼이나 

22) IRC는 1988년 핀란드의 자코 외카리넨(Jarkko Oikarinen)에 의해 발명됐다. 
(http://www.irc.org/history_docs/jarkko.html) 

23) (http://irc.netsplit.de/networks/top100.php, 2018년 2월 기준) 



- 34 -

‘대화방’(chat room) 같은 개념이다(Oikarinen & Reed 1993: 11). IRC 접속자는 
특정 채널에 ‘입장해’ 다른 접속자와 대화를 시작한다. 가령 어느 시점에 백여 개 
정도의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 채널이 있을 때, 이들 각각을 어나니머스의 구성단위
가 되는 집단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논지는 이미 재판이 이뤄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세부사실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의도와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다. 채널의 명칭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피고인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당 그룹의 존재여부가 확인됐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관심사와 관련해 어나니머스의 형태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에서, 
“#internetfeds”가 아니더라도 그 밖의 다른 채널들의 존재가 - 또는 그 형태와 내
용이 - 어나니머스의 조직화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의 문제다. 
IRC 같은 대중적인 채팅 프로토콜은 어나니머스와 상관없이 폭넓게 활용돼 왔으며,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IRC 채널이 전부 어떤 집단구성의 
의도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나니머스와 연관된 수십 개 
채널이 있다고 해서 어나니머스가 그런 수십 개 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채널들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생겨났다 사라진다. IRC 프
로토콜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여타의 인스턴트 메신저 클라이언트에서 그룹채팅을 
위한 대화방의 형태와 내용을 떠올린다면 비슷하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집단이 의사소통 등의 목적에서 채널을 개설할 수 있겠지만, 개설된 채널들이 참여
자들 간 어떤 긴밀한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앞서 
한차례 제기한 문제의식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각각의 채널들이 
집단구성의 양상과 관련돼 있고 그런 집단들의 연합이 어나니머스라고 규정하려 한
다면, 어나머스의 조직화 방식에서 개별 채널들의 지속적 생성과 소멸이 지시하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을 설명 틀에서 처리해야 한다. 

본 기소 관련 수차례에 걸쳐 “Internet Feds” 멤버들은, 어나니머스의 다른 멤버
들처럼 의사소통을 위해 무엇보다 “IRC” 채널들, 즉 실시간 텍스트 기반 온라인 
포럼을 이용했다. 이런 채널 중 일부는 대중에 공개돼 있었다. 다른 일부는, 특히 
어나니머스와 “Internet Feds” 멤버들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범죄행위를 계획
하고 조직하는 데 이용한 채널은 그렇지 않았다. 대신에 그런 채널은 일반적으로 
암호화돼 입장이 제한돼 있었고, 대체로 과거 해킹범행 사실이 증명된 신뢰할 수 
있는 개인들만 초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Internet Feds” 멤버
들과 공모자들은 “#InternetFeds”, “#Hackers”, “#hq” 같은 암호화되고 초대자
만 입장 가능한 채널들에서 사이버 공격을 계획 및 조율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IRC 채널
을 폭넓게 활용한 사실은 언급한 대로다. 무엇보다 각 채널은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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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관계로 있다. 어느 시점에 수십 개의 채널들이 있을 때 대부분은 개별 오퍼
레이션들의 작동에 연결돼 있고, 참여자들은 해당 채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채널의 숫자가 반드시 오퍼레이션의 숫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관심에 
따라 참여도가 높은 오퍼레이션은 1개 이상의 채널을 갖는다. 이런 채널들은 당연히 
채널 참가자 수가 다른 것들에 비해 많다. 그러나 이것이 곧 오퍼레이션 ‘참여자’의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퍼레이션 전개방식상 IRC 채널에 참가하지 않은 채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때에 따라 참여자들 일부는 해당 채널의 존재를 모르기도 
한다. 즉, IRC 채널이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오퍼레이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거나 기획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채널들 중에는 이미 작동이 중지되거나 휴지기에 놓인 오퍼레이션과 
관계된 것도 존재하며, 물론 참가자 수 역시 적다. 이중 일부는 해당 오퍼레이션이 
재개되는 상황들이 도래하면 다시 활성화되거나, 새롭게 생성되는 채널로 대체된다. 
해당 채널의 참가자들이 모두 그 오퍼레이션의 참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오퍼레이션과 채널들의 존재가 반드시 조화체제를 이룰 형식상의 필연성은 없으며 
어떤 면에서 오퍼레이션 참여와 채널 참가는 독립적 작동이다. 그것은 해당 채널이 
특정 오퍼레이션과의 관계로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언급된 “#internetfeds” 같은 비공개 채널이 오퍼레이션을 대표·재현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비공개’라 함은 다수의 다른 어나니머스 참여자에게도 접근이 
제한돼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해당 채널을, 예컨대 어나니머스란 조직의 사령부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심지어 “#hq”란 명칭을 단 채널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채널의 명칭은 IRC 형식에서 사실상 누구나, 어떻게라도 생성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hq”가 아니라 “#GHQ”나 “#topsider” 따위라도 - 실제로 
이런 채널이 있던 것은 아니다 -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해당 채널에 10명 미만의 
참가자들만 존재할 때 이것이 어나니머스의 다수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내용에 관해 
말해주는 바는 적다. 또는 어나니머스 형태상에서 이런 예외적 소규모성이 이른바 
‘진짜’ 배후로서의 전형적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다수 참여자들로
부터 외면되는 양상을 표시하는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 문제가 된 2011년 당시, 
실제로 “#internetfeds” 같은 채널은 참여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바로 그 
폐쇄성과 뒤따른 과격성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수백 명이 모인 다른 채널들에서
는 몇몇 배타적 채널에 대한 거부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했으며 이들을 어나니머스의 
‘핵심멤버’나 ‘본부’ 따위로 당연히 인정하지도 않았다. 

“HQ” 같은 명칭의 채널이 존재했다는 사실로 어나니머스가 그런 수뇌부를 중심
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칭이 지시하는 기능분화 체계가 
전체 구성원 사이에 인식되거나 수용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우선 입증돼야 할 
것이다. “#internetfeds” 채널의 참가자가 소수의 ‘검증된’ 해커들로서 나름의 자부
심이나 다른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에 대해 은밀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을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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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나머지 다수 참여자에 공유됐던 태도들의 의미를 기각할 수는 없다. 적어도 
어나니머스의 구성원리를 말함에 있어 다수가 거부하거나 무시한 방식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internetfeds” 등의 채널에서 사이버 공격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오퍼레이션의 디도스 공격에 관한 대화는 다른 공개된
(참여자들에게 공개된) 다수 채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이들 참여자의 관점에서 
전자의 ‘해커들 집단’은 오히려 비-어나니머스적 방식으로 조직돼 있기에 거부됐다. 
이것은 어나니머스를 해커들의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internetfeds”나 “#hq” 등 명시된 채널을 기준으로 어나니머스를 번역하려 할 
경우, 우리는 마치 해커 기능과 기획 기능이 특정 부서들에 각기 독점적으로 할당돼 
있는 듯한 인상을 받기 쉽다. 이것이 기존 조직화 방식에서 더 익숙한 그림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의 내부 관점에서 번역한다면, 2011년 초반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렇듯이, “#opPayback”이나 “#opSyria” 같은 진행 중이거나 막 종료된 오퍼레이
션들의 채널이 언제나 다수로 존재하며 해커와 비-해커들 역시 이런 채널에 다수로 
분산돼 있다. “#hackers”라는 명칭의 채널조차 어나니머스의 해커들이 따로 모여 
있는 장소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해커들도 어느 채널에나 
익명으로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애초에 일부 비공개 채널이 필요했던 이유
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해킹 기법이 노출되는 걸(FBI 같은 수사
당국에) 꺼려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hq” 채널 참가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지니지 않은 것처럼, 다른 오퍼레이션 채널의 참가자들도 “#internetfeds” 
같은 비공개 채널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것뿐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더
라도 어나니머스가 ‘연합’으로 규정되는 한, 수뇌부라는 분화된 기능의 설정은 가능
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이런 비공개 채널이 다른 각 채널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기관’ 같은 성격으로 있던 것도 아니다. 

본 기소와 관련 수차례에 걸쳐, 어나니머스의 부분으로서 “Internet Feds” 멤버
들은 특히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인터넷상 공격행위를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
하려 했다. (1) 공격을 논의하고 추가 공격에 대해 위협하는 메시지를 온라인상에 
공표함, (2) 특정 로고와 강령을, 예컨대 메시지를 공표하거나 웹 사이트 화면을 
변조하는 데 사용함, (3) 공격 사실에 관해 언론 종사자들과 대화함. 본 기소와 
관련 수차례에 걸쳐, 그리고 어나니머스의 다른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Internet 
Feds” 멤버들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홍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진짜 정체를 감추려 
했으며, 예컨대 일반 대중과 소통할 때나 서로 간에도 가명을 사용했다. 

대체로 그렇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실의 정체성을 ‘감추려는’ 시도는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인 양상이다. “익명”이 지시하는 내용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나니머스에게 있어 익명이란 단순히 범죄행위로 식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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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검찰이 ‘강령’으로 표현했던 바로 그 
명제들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리고 2008년 사이언톨로지를 공격하면서 직접 
밝힌 자기규정(“정치체”)의 내용처럼, 어나니머스는 익명의 범주를 무엇보다 현실 
상황에 새롭게 개입하는 정치적 집합체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참여자들 사이의 이런 
개념화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익명이란 범주 안에서 
참여자들은 현실 이름에 대해 ‘가명’을 사용한다기보다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서로 
식별되지 않을 ‘비-이름’을 쓰려 한다. 또 하나의 ‘이름’으로서 닉네임을 고수하는 
대신, 유동적인 일시적 기표들로 다수화해 자신을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익명적’ 상황에서 참여자도 서로를 동일한 정체성으로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앞서의 조직화나 기능분화 역시 애초에 가능한 상황적 형상들이 아니다. 식별되고 
승인된 대표자 회의 같은 기관도 있을 수 없다. “#internetfeds” 채널의 경우 이 
지점에서 다소 예외적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는데, 몇몇 참가자들은 고정된 닉네임을 
유지함으로써, 내부에서 자신을 ‘감추려’ 했다기보다 오히려 식별돼 드러나게 하고 
인지도와 위세를 높이려 했다. 이들은 이후의 상황들에서 어나니머스와 다른 성격의 
집단화를 이루며 분리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이 그것을 거부하는 참여자들의 
실천을 대체해 어나니머스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참고로, 함께 
기소된 다른 그룹(“LulzSec”)에 대해 검찰은 기존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했다.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주목을 끌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면서도, “LulzSec”의 
멤버들과 그 공모자들은 - “Internet Feds”처럼 - 진짜 정체를 감추려 시도했다. 
무엇보다 가명을 써서 자신들을 지칭했고, 가짜 인격들(personas)의 사용을 장려
했으며, 프록시 서버 등을 포함해 온라인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internetfeds” 같은 채널이나 “LulzSec” 같은 그룹이 지시
하는 것은 어나니머스로부터의 비-어나니머스적 형상의 출현가능성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주제일 것이다. 특히 “LulzSec”의 경우 형태와 내용에서 전통적 
핵티비즘 조직과 더 가까운 것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어나니머스의 
내재적 형상에서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기존 조직화 방식에서는 정상적이고 익숙한 
양상으로 있게 된 경우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internetfeds”나 “LulzSec” 등의 
양상은 어나니머스의 일반적 조직화 방식으로 혼동돼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경우 
그런 비-어나니머스적 집단화가 어나니머스와 동일시되면서 관련 대상 이미지들과, 
때로 해석의 오류를 생산해낸다. 무엇보다 대중적 인식에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알려진 이미지는 주로 2011년에 폭발적으로 쏟아졌던 기사들과 소식들, 그에 관한 
의견들에 의존한 측면이 큰 까닭에, “어나니머스”라기보다 위 공소장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나니머스와 같은 종류의 대상으로 인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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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zSec” 등의 것인 부분이 많다. 대중의 관심에서는, 생소한 “LulzSec”에 관한 
지식을 새로 구성하기보다 이를 곧바로 어니니머스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학계·미디어·정부 등 지식 생산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LulzSec” 같은 존재양태를 구분되는 것으로 식별하더라도, 그것은 
어나니머스에 관한 합법적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소재가 됐다. 

3) 익명적 장소들 

내가 어나니머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년 말쯤이다.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논문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는데, 내가 연구한 필드(디시인사
이드)에서도 이들의 등장에 얽힌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긴 했다. 그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나 역시 기존 핵티비즘 조직의 일종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당시에 이미 다음번 연구주제로 해커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그룹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에 주로 기초한 것이었으며 당장의 논문을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했으므로 훗날로 밀어놓았다. 더욱이 이런 정보원(情報源)에서 
곁가지로 나온 일부 어나니머스 관련 이야기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부터 어나니머스라는 ‘풋내기’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이 핵티비즘 조직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던 것 같다. 물론 
이들이 어나니머스를 깔보는 태도 뒤에는 무엇보다 정예멤버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
의 우월성 및 효율성에 관한 일반적 믿음이 있다. 어나니머스가 그들의 ‘강령’으로 
표현되듯 말 그대로 익명의 사람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집합체라면, 핵티비즘 
조직의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실력 없는 어중이떠중이”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이다. 
해커 커뮤니티에서, 알려지고 승인된 ‘이름’이 지니는 위세와 평가는 의외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는 오히려 201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등장한 ‘룰즈섹’(LulzSec)과 
같은 그룹이 비로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나니머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 해커그룹들 사이에서 소문이 유통된 어나니머스 관련 사건들 대부분은 
‘룰즈섹’이 벌인 일이었던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구성된 이야기들에서 사건의 주체는 
어나니머스와 룰즈섹이 빈번히 혼재된 채 있으며, 사실상 양자의 구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도 않는다. 좀 더 대중적인 어나니머스 서사에서와의 차이점이라면 디도스 
공격과 서버 해킹의 구별이 강조된다는 것 정도인데, 디도스 방식은 해커들에게서 
다소 낮은 수준의 기법으로 평가 절하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도스로 드러날 때의 
어나니머스는 보통 무시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해킹으로 나타나는 
어나니머스(또는 룰즈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또 다른 경멸의 뜻을 담아 말해지곤 했다. 미디어와 대중으로부터 지나친 
관심을 받고 있을 뿐더러 스스로도 상황을 즐기는 듯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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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얼마간 시기와 질투의 감정 역시 작용하고 있음을 나중에 알았다. 어쨌든 
어나니머스가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었고, 해커 커뮤니티의 깐깐한 기준
에서 대중적 인기란 - 실력이 입증된 내부 인지도와 달리 -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언제나 경계돼야 할 욕망처럼 다루어지기 마련이었다. 

이런 종류의 편견에서 다소 거리를 둔 채 어나니머스를 보게 된 것은 2010년 말
에서 2011년 초에 걸쳐 배포되기 시작한 어나니머스의 자기규정 문건과 영상을24) 
접하고 나서다. 이때부터 해커조직에 관한 기존 관심의 일편(一片)으로서가 아니라, 
어나니머스 자체를 주제로 삼아 완전히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 “어나니머스는 집단도, 조직도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해당 문건 및 
영상은 익명의 작성자에 의해 등록·배포됐으며, 어나니머스의 개별 오퍼레이션으로 
생산된 것이었다. 물론 당시엔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어나니머스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나온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면서도 어나니머스라는 
조직의 입장을 얼마나 ‘공식적으로’ 대변하는지 같은, 으레 떠올리기 마련인 의심은 
일단 접어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문건 내용이 표현하는 ‘익명’이란 공식과 비공식의 
익숙한 구별에 의존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남자(또는 여자)는 기존에 알려진 자신들의 이미지를 나열한 후 차례로 그것을 부정
하는데, 일종의 역설화법을 통해 어나니머스가 어떤 공유된 태도들에 관한 문제임을 
말하고 있었다. 예컨대, “누구도 어나니머스를 대변할 수 없다” 같은 자기-언급적 
진술은 지금의 문건조차 어나니머스의 유일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승인된 ‘공식’의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이들 역시 익명의 참여자로서 어나니머스에 관해 부분적으로 자기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들의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공식적인 어나니머스가 따로 있다기보다 
“누구나 어나니머스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무엇보다 어나니머스가 그런 자발적 참여의 집합적 작동이라 
할 때, 이들이 주요 방법론으로 삼는 디도스 공격은 낮은 수준의 해킹 실력을 대변
한다기보다 오히려 참여의 다수화를 위한 선택으로 생각됐다. 만약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가 당장의 서버 해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참여를 통한 ‘익명의 
생산’에 있다면 말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디도스는 관련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공격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격 효율성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디도스가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체의 다수성과 분산성이고, 이는 곧 해당 집합
-주체를 몇몇의 식별된 대상들로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익명화로 이어진다. 더욱이 
원리상 디도스는 공격행위의 체계화나 조직화를 상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 어나니머스가 디도스 방식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어나니머스가 
비조직적인 형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나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24) “#OpGreenhorn: How to join Anonymous - A beginn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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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릇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하면서 ‘다른’ 어나니머스의 숨겨진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많았다. 어떤 면에서 모호함은 더 커져버렸는데, 
‘익명의 집합’으로서 어나니머스에 접근할 방법을 새롭게 발견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해커조직의 경우에서처럼 특정 인물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전에 연구했던 ‘디시인사이드’ 같이 온라인상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도 아니었다. 
그 밖의 인류학적 연구대상과 달리 ‘보거나 만날 수 있는’ 장소 자체를 식별할 수 
없었기에, 일반적인 집단조직에 관한 민족지 기술에서 주로 서두에 배치되기 마련인 
대상의 전반적 형태묘사나 위치 정보 등의 내용이 어나니머스에 관한 기술에서는 
오히려 가장 제시하기 어려운 성격의 그림이 되고 만다. 다른 민족지들에서 논의의 
시작이자 분석의 출발로 삼는 지점, 말하자면 비교적 합의가 쉽게 도출될 만한 대상 
인식이, 지금의 경우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의 분석내용으로 뒷받침돼
야지만 비로소 수긍할 수 있는 인식 지점으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어나니머스라는 
비-조직이 있다” 같은 종류의 진술은, 어나니머스에 관한 앞으로의 분석을 전개하는 
출발점이 되는 한편으로, 해당 명제 자체의 근거를 앞서서 요청한다. 

따라서 지금의 기술은 시작도 결론도 아닌, 어떤 중간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듯한 
형국이 되는데, 비-조직으로서의 어나니머스를 일정한 형태의 조직화처럼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태가 아닌 ‘장소’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장소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나니머스의 장소가 
물리적으로 고정된 형상을 이루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실의 지리 공간이 됐든 또는 
인터넷상의 특정 웹 사이트가 됐든, 일반적 의미의 식별된 장소상에서 어나니머스는 
그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개별의 다수 오퍼레이션들로 어나니머
스는 존재하기에(이 부분 역시 추후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개별성과 
다수성만큼이나 어나니머스가 존재하는 개별 장소들도 다수로 분산돼 있다. 우리는 
각각의 해당 장소들을 찾아내 접속해야지만 어나니머스를 ‘만날’ 수 있는데, 이때 
조우하는 상대도 어나니머스의 부분적 국면들일 뿐이고 ‘전체’ 어나니머스인 것은 
아니다. 즉, 어나니머스라는 전체가 발견되는 하나의 동일한 장소는 없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다. 다수 오퍼레이션들의 중첩으로 어나니머스가 있는 것처럼, 어나니머스
의 장소(들)도 다수 장소들의 중첩으로 있다. 이와 같은 장소성은 어나니머스를 말 
그대로 ‘익명화’한다. 

나는 개별의 장소들을 부분적으로 알아나갔다. 이런 익명적 장소들(어나니머스의 
장소들)은 한 가지 장르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 또한 아닌 것이, 앞서 언급한 IRC 
채널들을 포함해 여타 포럼들과, 유튜브 및 페이스트빈(pastebin) 등 게시물 공개 
채널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계정들이 모두 개별 오퍼레이션의 상황에 
따라 관련된 장소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를 ‘어나니머스적’ 
장소로 특징지을 수 있을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대중적 포맷을 사용한다고 



- 41 -

해서 해당 링크가 노출되거나 알려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단지 익명의 링크나 
계정 등이 어나니머스의 장소적 특성을 대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나니머스
가 각각의 상황들로부터 선택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며, 그렇게 출현하는 부분적 
배치가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를 일시적으로 조우하는 국지적 장소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개되는 오퍼레이션 시점에 따라 이러저러한 IRC 채널들과 포럼들, 
또는 이러저러한 유튜브 채널들과 트위터 계정들의 유동적 관계-공간이 어나니머스
의 ‘현실적’ 장소가 된다. 즉, 어나니머스는 이러한 연결-장소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어나니머스에 접속했다고 느낀 때는 IRC 채널에 입장해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눈 순간이라기보다, 정확히는 익명의 어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연히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링크를 따라 유튜브 채널에서 
오퍼레이션 영상을 본 후 관련된 IRC 채널 주소를 발견해 논의에 참가했을 때다. 
이런 접속 절차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예비 참여자가 어나니머스에 접근하는 보통의 
경로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 어느 링크-관계들의 현실화된 형태가 
익명적 장소의 존재사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지적 대상들도 그것의 
장소성을 파악하는 일은 일련의 선행적 발견과 인지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나 
어나니머스의 경우 주변 지점에 대한 앎의 취합을 통해 특정 중심 장소로 입장하는 
절차라기보다, 분산된 개별 동등 지점들의 특정 연결 국면을 해당 익명의 장소로서 
접근하는 절차가 된다. 말하자면, 트위터나 유튜브 등의 ‘주변적’ 연결망을 통해서 
어느 IRC 채널의 존재가 ‘중심적’ 장소로 파악되는 것과 다르다. 이미 기술했듯 IRC 
채널은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본부’나 공식적 대변기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트위터-유튜브-IRC 채널의 링크 경로 자체가 곧 어느 시점에 접근 가능한 
어나니머스의 장소를 이루는 것이다. 

오퍼레이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익명의 트위터 계정이나, 선언 영상을 게시해 
오퍼레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해당 오퍼레이션에 관한 대화가 오가는 
IRC 채널 등 이들 각각은 하나의 장소라기보다 장소의 요소가 된다. 이들이 특정의 
경로로 링크되는 상황이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거주자’에 가깝다. 상황의 구조는 
링크로 표현된다. 각각은 상황에 따라 기존의 링크 관계에서 또 다른 링크 관계로 
변형되고, 생성된 요소들로 새롭게 장소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나니머스에 
접근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런저런 링크 관계들의 존재와 변형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했다. 어나니머스가 ‘익명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유동적이고 분산적인 장소화 
방식 때문이다. 장소 자체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어느 고정된 지점에 안정적 접속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매번 적절한 장소의 (재)발견과 (재)접속의 개시를 요한다. 
물론 얼마간 익숙해진 경우라면 대략의 사전 조사 가능지점들을 알게 되므로 모든 
프로세스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나는 새로운 오퍼레이션이 전개될 
때마다 링크의 어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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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자료들은 어나니머스에 관련된 IRC 채널과 유튜브 채널 및 트위터 계정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든 어나니머스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간주될 수 없다. 팔로워나 구독자 숫자가 가장 많은 어나니머스 채널 및 
계정인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내가 한때 사전 조사 가능성 지점으로 삼았던 
대상들 중 일부다. 이들 자체로는 익명적 장소의 ‘형태’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 바가 
많지 않은데, 해당 지점은 언제나 링크된 관계집합 속에서 인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는 이런 지점들에서 오퍼레이션 전개와 연계된 발화와 게시를 통해 일시
적이고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며, 이들의 링크 경로만이 비교적 일관된 가능성 
형태를 유지한다. 나는 각 지점에서 이러저러한 어나니머스의 참여자 형상을 다르게 
조우하더라도, 동시에 이런 다수 변형태들을 어떤 시퀀스(sequence)로서, 해당 조합 
가운데의 동질적 요소들처럼 인지하게 된다. 사진 II-4의 포럼들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작동원리상에 있지만, 일부 경우에서 조금 다른 접근 경로를 요구한다. 일반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검색과 접근이 불가한 까닭인데, “딥 웹”(Deep Web) 또는 
“다크넷”(Dark Net)으로 불리는 별도의 네트워크상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 

딥 웹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성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잠시 
논조를 돌리더라도 이 부분의 기초적인 지식을 살피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보통 “사이버스페이스”(Gibson 1984)라는 공간적 용어를 “인터넷”이란 기술(技術)
적 대상에 대한 메타포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공간’이라 함은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라기보다 관계주의(relationism) 관점의 물리 개념에 가깝다. 사이버스페이스
란 무엇이고 인터넷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의 물음에 대해 그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일은 ‘요소들 사이 관계’라는 물적 구조로부터 그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과 상상으로 구성된 대상이라거나 사회적 네트워크
의 막연한 합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또한 어떤 종류의 은유에 기대지 않고 사이버
스페이스를 기술할 가능성은 해당 공간상에서 출현하는 양상과 상황에 대해 그것의 
‘환경’을 설정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사이버-공간성은 어나니머스라는 작동의 일차적인 환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지금의 내용은 전통적 민족지들에서 주로 2장에 배치되는 현지의 지리·기후·
생태적 조건에 관한 기술형식을 변형해 참조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은 현지 사회적 
양상과 당장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외부 공간에 대해 
해당 공간을 구별되게 하는 일차 환경으로 배치된다. 만약 우리가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의 사회문화적 재현으로만 간주한다면, 주관적 경험이 됐든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현이 됐든, 그런 재현들로부터의 빗겨남이나 변형을 내용으로 하는 “어나니머스”
(식별 불가능한 익명-되기)의 경우 그 해석에 있어 인식상의 간극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디까지나 외부와 구분되는 내재적 선행조건들을 통해 
현실화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대상의 묘사와 별개로 ‘환경적’ 조건상에서 
어나니머스의 장소들을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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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성 - ‘표면들’과 ‘심층들’ 

물리학적인 의미에서 공간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분기됨이 알려져 있는데, 
실체주의(substantivalism) 관점은 공간을 하나의 독립 실체로 간주하며 물적 대상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상정한 “절대공간”은 
물적 영역과 구별된 채 존재하고 무엇보다 운동의 문제에서 물적 대상들 간 상대적 
위치나 움직임을 초월하는 하나의 절대 참조점으로 설정돼 있다. 뉴턴의 공간론에서 
모든 절대 위치와 운동은 오직 공간 그 자체, 즉 절대공간에 대해서만 상대적이다
(Huggett 2010). 반면에 관계주의 관점은 ‘공간 자체’를 상정하길 거부한다. 공간은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물적 대상의 상대적 위치로부터 구성되는 무언가다. 라이프니
츠의 비유처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가계도로 표현될 때 가계도의 
내용이 지시하는 것 이상의 ‘가계도 자체’가 지시하는 것은 없다(ibid. 93 재인용). 
관찰 가능한 것은 물적 대상이며, 상정되는 것은 이들 간 비매개적으로 - 절대공간
의 매개 없이 - 현실화되는 개별 관계들이다. 따라서 관계론의 관점에서, 실체론의 
내용이 지시하는 종류의 텅 빈 공간이란 ‘현실적으로’ 없다(Danton 2010). 

사이버스페이스를 공간으로 인지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는 것은 후자의 관계론적 
관점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 공간의 연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웹 서버의 
방대한 페이지들로 구축된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는 깊이와 내부가 
따로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각각의 페이지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들로 링크를 
거쳐 이동하거나 직접 건너뛸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본 요소는 접속과 링크
며, 링크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의 물적 대상들은 서로 위상적 배치 관계를 이룬다. 
일상적 차원에서 그런 접속과 링크로 작동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페이지들 사이의 
관계-공간이고, 현 시점에 그것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과 구분되는데, 다음 분기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면 월드와이드웹은 텍스트 간 상호연결망
이다. 즉,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연결망과 하이퍼텍스트라는 특이한 
연결구조가 결합한 형태다. 하이퍼텍스트의 요소는 링크와 노드(node)로, 마디 또는 
결절이 끈 또는 선을 통해 연결되는 형상이다. 기본적으로 하이퍼텍스트는 링크로 
이어진 마디들의 다수집합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디들이 ‘엮이는’ 가능성 
형태다. 링크를 통해 마디 간 이동하는 방식은 다중적이며, 병렬적 두 마디 사이에 
하나의 링크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마디가 여러 링크를 통해 다수의 
마디로 발산할 수도, 여러 마디가 어느 마디로 수렴할 수도 있다. 월드와이드웹에서 
마디는 하나의 웹 페이지에 대응한다. 

하이퍼텍스트로서 개별 페이지는 그 자체로 링크 집합(요소들의 관계)이고 -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한 페이지 속에 들어있으며, 여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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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등 어떤 미디어 객체도 포함될 수 있다(Manovich 
2001) - 그런 페이지들의 관계집합으로서 월드와이드웹 역시 거대한 하이퍼텍스트
처럼 존재한다(Lévy 2002: 63). 웹의 기본요소는 문서작성 언어인 HTML, 문서연결 
시스템인 HTTP, 페이지의 주소와 위치를 지시하는 URL인데, 특히 URL은 컴퓨터 
간을 연결하는 IP의 수준을 넘어 서로 다른 컴퓨터들 내부의 문서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적’ 상황이란 개별 컴퓨터에 다수 페이지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개별 페이지는 다수 컴퓨터들에 분산된 페이지로 이루어진 구조가 
된다(링크로 구축된 하이퍼텍스트 구조). 이것은 일종의 순환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네트의 접속자는 컴퓨터 간이 아니라 ‘페이지 사이’를 이동하며, 이때 
접속자의 운동 궤적이 그려지는 공간은 월드와이드웹(WWW 공간)이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관계-공간을 그 물적 조건의 정립을 통해 기술하려는 지금의 
작업에서 월드와이드웹의 존재가 하나의 기반으로 인지될 수 있다면, 다수 페이지들 
사이의 관계들로서 WWW 공간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성을 특정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2005년의 조사에서 이미 존재하는 페이지들의 수는 120억 개를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Gulli & Signorini 2005). 이 수치는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 인덱싱돼 
표출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며, 제시된 수치의 네 배를 현존하는 페이지들의 수로 
잡는 경우도 있다.25) 이에 앞서 2001년의 어느 연구(Bergman 2001)는 전혀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데(5천 500억 개), 여기에는 검색 사이트에 잡히지 않는 “딥 웹”의 
숨겨진 페이지들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딥 웹은 흔히 “빙산”(氷山)으로 비유되며
(Shestakov 2011), 일반적으로 “심층” 웹은 “표면” 웹의 검색 가능한 페이지 수의 
400배에서 550배 규모로 추정된다. 2001년 당시에 웹의 인덱싱 페이지는 10억 개 
정도였으므로, 딥 웹의 규모는 5천 500억 개로 측정됐다. 

II-5의 개념도에 제시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글이나 야후 같은 대중적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 및 접근하는 웹 페이지는 - 빙산의 일각처럼 - 존재하는 웹 공간의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물론 노출된 페이지들만으로 인식상에 구성된 웹 크기 역시도 
충분히 큰 편이긴 하지만, 언제나 인식 밖의 ‘숨겨진’ 페이지들이 존재하며 그것도 
알려진 영역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있다. 여기엔 기존 네트워크상에 있으면서 단순히 
검색이 되지 않도록 제한해 놓은 페이지들도 속하겠지만, 애초부터 다른 네트워크 
방식으로 구축된 공간상에 있는 까닭에 검색 및 접속이 비호환적인 경우들도 상당
하다. 토르(Tor)는 그런 형태의 ‘익명적’ 네트워크이며, 우리가 보통 “다크넷”이라고 
부를 때는 토르 네트워크상의 암호화된 페이지-링크들의 상황을 지칭한다. 그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딥 웹”과 “다크넷”이 엄격히 구별돼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은 
아닌 듯하다. 어쨌든 토르 기반 공간은 기존 페이지들의 공간과 어떤 형태로 중첩돼 

25) “The size of the World Wide Web,” (http://www.worldwidewebsize.com/) 2017년 
9월 11일 기준 인덱싱된 웹 페이지의 수치는 최소 45억 개에서 최대 500억 개로, 검색에 
사용된 사이트(Bing, Google)에 따라 편차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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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을 이룬다. 토르 공간과 기존 공간은 일방향의 열린 관계다. 다시 말해, 
전자에서 후자로 접속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 이러한 작동상 반(半)폐쇄적 
관계성의 구체적 모습에 관해서는 이후 장들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은 
일단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성이라는 문제에 있어 동등한 페이지 간 관계형태들이 
“심층”과 “표면”이라는 분리적 배치를 이루는 형국에 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나니머스는 부분적으로 이 “심층” 어딘가에서 출현한다. 

II-5. “딥 웹”의 개념도26) 

사이버-공간에 기본적으로 깊이와 내부가 없을 때 이런 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실제로 II-5의 이미지가 전하는 인상처럼 두 공간이 수직적 층으로 연결돼 한 
공간 ‘아래’ 다른 공간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든가, 또는 “심층”이 “표면”의 하부
구조를 이룬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이미지는 양자의 크기 차이를,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의 영역 구분 속에서 유비적으로 표현한 결과다. 무엇보다 여기서 
“심층”은 “표면”의 연결성 가운데 생성돼 그것 한복판에 숨겨지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심층이 표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훨씬 큰 규모로 생겨나고, 더욱이 작은 
것에 큰 것이 숨겨지는 형태라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수긍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른다. 긴 논의는 추후로 미루더라도, 하나의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면 
좋겠다. 사이버-공간구조에서 “심층”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동시에 그것은 “표면” 
가운데 가상적으로 펼쳐져 있다. 어나니머스가 자신의 장소를 익명화하는 방법은 
“심층”과 “표면”을 가로지르는 동시적 분산의 상황들, 그 링크-경로들을 지속적으로 

26) (https://www.deepweb-si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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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할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익명-장소는 “심층”에만 있지도 않고, “표면”에 없지도 
않다. 어나니머스 자신의 표현처럼,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나는 어나니머스를 찾아서, 말하자면 “표면”에서 “심층”으로 이동해 갔다. 이런 
여정은 어쩌면 처음부터 강제된 것이었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어나니머스의 어떤 
부분과 조우하려면 거쳐야하는 절차였다. 이전 연구가 사이버-공간의 “표면”에 관한 
것이었다면(“디시인사이드”) 지금의 작업은 일정하게 “심층”에 관한 한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나니머스는 그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11년 
1차 사전조사를 시작할 무렵 나는 막연하지만 한편으로 나도 모르게 주입된 견고한 
대상 이미지 속에서, 어나니머스란 집합이 조직은 아닐지라도 다크넷상에 마치 유계
집합(有界集合)처럼 별개로 존재한다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것이 부분적 형상이며, 
드러난 장소들에 대해서 ‘숨겨진’ 특정 장소에 내가 찾는 집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공간과 숨겨진 공간의 연결적 장소들로서 ‘숨겨져’ 있다는 사실관계를 인지
하기까지는 수차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었다. 어나니머스 자체가 자신의 숨겨진 
장소들의 표현이라는 점을 나는 이해해야 했다. 

내가 정말 찾아야 했던 것은 어나니머스가 ‘존재하는’ 페이지들이라기보다 어나니
머스로 ‘존재하게 될’ 링크들이었다. 어나니머스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임의의 페이지들 가운데서 
어나니머스에 관련된 페이지를 발견하려 하면 - 더욱이 딥 웹의 존재까지 고려할 
때 - 조사할 지점들의 수가 너무 많아질 것이다. 참고로 2008년에 구글 웹서치 팀
은 1조 개의 고유 URL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다.27) 그러나 어나니머스에 관련된 
특정 링크들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런 수치는 단지 ‘환경’으로서 사이버-공간의 크
기에 관한 문제일 뿐 실제 조사 가능지점의 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어디에나 있는” 어나니머스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페이지들에서 이들의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몇몇의 한정된 경로들로부터 새로운 경로로 접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예컨대 12개 정도의 초기 접근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을 때, 
해당 링크를 통해 수많은 페이지 중 어나니머스의 어떤 페이지로 - 앞서 사진들로 
일부 제시한 것처럼 - 곧바로 연결됐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성이 
마련하는 조건이다. 

사이버-공간의 기본요소로서 링크는 공간성의 이해에서 전체 페이지의 ‘크기’라는 
문제를 페이지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전환시킨다. 만약 임의의 두 페이지들 
사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면, 페이지의 위상구조를 적절한 기하학적 요소의 설정
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월드와이드웹의 크기를 인지하기 위해 거리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존재한다. 바라바시 연구팀(Albert, Jeong, and Barabási 1999)은 

27) Jesse Alpert & Nissan Hajaj, “We knew the web was big,” 2008-7-28, 
(https://googleblog.blogspot.kr/2008/07/we-knew-web-was-bi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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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메인 영역(nd.edu) 약 30만 개 웹 페이지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프로그램된 
자동로봇을 통해 해당 웹 페이지와 그들 사이 150만 개가량의 링크목록을 확보하고 
페이지의 위상적 배치 속에서 ‘거리’를 파악했다. 이때 임의의 두 페이지 사이 거리
()는 양자 간 최단 경로, 즉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URL 링크의 가장 작은 수로 정의됐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도메인 영역 
평균 거리( )는 11로 나타났다. 이는 임의의 두 페이지들이 평균적으로 11번의 
클릭만큼 서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역학적 접근을 통해 샘플의 크기 변화
에 따른 노드 간 거리 변화 경향을 추적해 하나의 거리공식이 도출됐으며,28) 예측 
모델의 값은 실제 측정값을 비교적 잘 만족했다(ibid. 130). 이 모델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서 인덱싱 가능한 공개된 웹 페이지들의 수가 대략 120억 개 노드라고 할 때 
웹의 전체 ‘거리’는 21이 된다.29) 

이들의 연구에서 사실 핵심은 웹이 그 엄청난 페이지 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를 형성하고 있으며, 웹에서 페이지로 
‘들어오는 링크’와 페이지들에서 ‘나가는 링크’의 확률 분포가 ‘멱함수 법칙’(power 
law)을 따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연결선 수 분포(degree distribution)는 고전적인 
무작위 그래프 이론의 프와송 분포와 다를 뿐 아니라, 무작위 네트워크 모델에서 상
정되는 종형 곡선 분포와도 같지 않다. 무작위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분포의 정점이 
있어서 대개 노드들이 같은 수의 링크를 갖지만, 멱함수 연결선 수 분포에서는 전체
를 특징짓는 노드 같은 것은 없으며, 소수의 링크들을 갖는 다수 노드에 대해 이례
적으로 많은 링크들을 갖는 소수의 ‘허브’(hub) 같은 희귀한 사건의 공존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다수의 작은 노드를 잇는 소수 링크가 몇몇 큰 허브와 연결될 때 작은 
노드는 순식간에 다수의 다른 노드와 연결되고 노드 간 평균거리는 급격하게 줄어
들게 된다. 이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를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라고 불렀다(Albert & Barabási 1999).30)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지금의 관심은 척도 없는 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풀이보다 
그것이 표현하는 네트워크의 위상적 구조와 기하학적 요소의 설정에 있다. 링크는 
단지 특정 페이지 사이 연결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이버-공간
상에서 실제 관찰 가능한 운동 경로의 현실화인 동시에 링크는 바로 그 경로설정의 

28) 개의 웹 페이지로 이뤄진 웹에서 노드 간 평균거리   log이다. 
29) 이 거리 공식은 로그 변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수 증가 비율에 비해 노드 간 

평균 거리 증가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온다. 바라바시 연구팀의 조사 당시 웹 페이지 수는 
약 8억 개로 추산됐으므로 이들은 웹의 ‘지름’을 19로 잡았다(Albert, Jeong, and 
Barabási 1999: 130). 

30) 현실 네트워크에 관한 바라바시-앨버트(Barabási-Albert) 모델에서 척도 없는 위상구조
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선호적 연결’이라는 일반 메커니즘에 따라 연결선 수가 많은 소수
의 허브를 산출시킨다. 이는 네트워크의 척도 없는 멱함수 법칙 분포를 설명해 준다
(Albert & Barabási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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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으로부터 지금의 공간성에 거리 요소를 도입하는 기반이 된다. ‘허브’라는 사건
도 결국 링크 경로의 변형가능성에 따른 ‘거리변화’의 문제인 것이다. 어나니머스의 
‘환경’으로서 이런 공간적 특성이 외부 환경과의 일차적 분리에 그치지 않고 내부의 
구체적 장소화 과정과 상호작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 또한 링크라는 작동요소를 
통해서다. 따라서 링크는 공간성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공간성과 장소성 
사이의 현실화되는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 범주기도 하다. 우리는 어나니머스
의 ‘허브’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 허브는 장소라기보다 유력한 조사 가능성 
지점일 뿐이다 - 허브들을 통해 익명적 장소를, 그 가상적 경로 생성과 현실적 연결 
상태의 변형가능성이라는 범주로 ‘링크’하려는 것이다. 

장소의 발견에 있어 이제까지 링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적어도 어나니머스의 
장소가 물리적으로 고정된 공간이나 좌표상 특정 위치로 식별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링크로서의 장소라는 것은 이미지화나 
개념화가 쉽게 가능한 성격의 문제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링크를 통한 접근을 
생각한 이유는 특정 페이지 또는 사이트상에서 어나니머스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
이지 일부러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일부 IRC 채널이나 
포럼 등을 어나니머스의 개체적 장소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지점들에서 
어느 시점에 모여 있는 접속자들을 어나니머스 멤버로 간주하고, 이들의 신원정보를 
추적해 어나니머스의 실체를 밝혀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internet 
feds” 같은 채널이나 “룰즈섹” 등의 집단인 것을 어나니머스로서 기술하고, 심지어 
그것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런 
재현의 방식이 - 참/거짓의 판단을 떠나 - 장소성의 설정과 처음부터 긴밀히 얽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2월경 《파이낸셜타임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뉴욕에 사는 아무개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무개 등등이 어나니머스의 공동
창립자이며, 그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등에 있는 상급 멤버 
10인에서 30인 정도가 핵심 위계조직을 이루고 있다. 오퍼레이션들에 수백 명이 
참여하더라도 오직 이들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작전을 지휘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체포될 수 있다.31) 

믿기 힘든 부분이다. 

31) Financial Times, “Cyberactivists warned of arrest,” 2011-2-5, (https://www.ft. 
com/content/87dc140e-3099-11e0-9de3-00144feab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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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나니머스에 관한 장소-행위적 접근32) 

어나니머스의 무엇을, 어디서 기술할 것인가라는 당장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장소적 행위성의 범주는 무엇보다 그 접근법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어나니머스의 
‘행위’에 대한 기술은 앞서 어나니머스 ‘멤버’의 기소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행위의 
주체 또는 행위책임의 귀속자를 상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기 쉽다. 이런 ‘행위자’는 
어떤 형태의 ‘개인’이나 ‘집단’ 범주로 치환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계된 이름들
의 식별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행위자’의 기술은 행위의 이유나 그 효과와 관련해 
‘행위성’의 범주를 차례로 불러오고, 이것은 일정하게 행위자의 동일성 분류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개인들의 ‘인종’ 집단이나, ‘계층’ 집단, ‘연령’ 집단, 아니면 ‘해커’ 
집단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어나니머스의 행위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분류에서 벗어나는 것(“익명”)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다. 즉, 그와 같은 ‘행위자’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행위성’이다. 후자의 ‘행위성’이 앞서의 구조적 
행위성(agency)과 같지 않아지는 지점이 생긴다. 만약 이 간극이 인정될 수 있다면, 
어나니머스가 자신의 선언들로 표현하는 “익명”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가능성의 
차원에서라도 수용될 수 있다면, 달라지는 그 지점을 포착할 방법론적 범주가 필요
해진다. 이것은 개념이라기보다 - 개념이라 부를 만한 것은 “익명”이다 - “익명”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 범주다. 집합적 의도의 차원에서 여전히 ‘행위성’이지만, 기존
의 같은 범주가 지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다른’ 행위성이다. 

앞에서 어나니머스를 조우하는 부분적 국면들로서 ‘링크-장소’, ‘연결적 장소’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장소가 어떤 형태로든 의미부여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어나니머스의 그런 ‘행위’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환경적 조건에서 일련의 ‘연결들’로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미’는 ‘연결’에 있다. 그리고 연결은 익명화의 의도로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익명화는 단순히 드러나지 않게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숨겨질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의 문제다. 단지 이름을 무화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익명으로 존재할 장소의 발견과 발명, 즉 익명적 장소화로 있다. 왜 해킹을 하는지 
묻기 전에, 해킹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행위성, 장소적 행위성은 (이유라면) 장소 내적 이유로 있고 (효과라면) 공간 내적 
효과로 먼저 있기 때문이다. ‘오퍼레이션’을 장소적 행위성으로 보는 까닭도 그것이 
어떤 개인들의 소집단이나 조직화의 프로젝트와 달라지는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오퍼레이션이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익명적 참여’다. 
그 익명적 참여들, 개별의 다수들이 어나니머스의 실제 내용을 이루며(“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해킹을 통해 ‘익명으로’ 상황에 개입한다. 익명의 집합적 연결들로서 

32) 공간성-장소성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 절은 2013년 출간된 《불순한 테크놀로지》
(논형) 제3장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과 장소적 행위성〉, 2011년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발표된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존재, 행위, 장소〉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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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오퍼레이션의 ‘장소’는 ‘구조’와도 다르지만, 무정형이지 않은 형태로 참여를 
소환하고(따라서 장소적이다) 그렇더라도 닫힌 경계를 이루기보다 차이의 시퀀스로 
확장한다(따라서 익명적이다). 마치 ‘베이트슨의 지팡이’처럼, 개체나 그 합으로서가 
아닌, “변형 속에 차이들이 전이되는 경로(pathway)”(Bateson 1972: 318)의 형상에 
가깝다. 개입함으로써 차이들로 빠져나가는 이런 익명의 산출절차가 어나니머스의 
어떤 장소적 행위성(anonymous places as doing)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후반부에 
논의할 ‘유적(generic) 절차’의 문제와도 연계된다. 

단순히 ‘장소(place)+행위(doing)’로 표현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서 ‘장소’ 부분과 
‘행위’ 부분의 배분방식은 결정돼 있지 않고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즉, 항상 장소와 
행위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한다(행위로서 장소, 장소로서 행위). 지금의 장소적 행위
(장소화)는 장소의 ‘발명’(invention)과 그것을 통한 ‘개입’(intervention)을 동시에 
지시한다. 이 상호개입의 형태를 우선 공간성의 측면에서, 다음으로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것이다. 이것은 오퍼레이션이 발생하는 일차 환경을 오퍼레이션 내부 
환경의 조건과 연결시킨다. 이런 개입적 산출로서의 장소-실천은 ‘유동적 장소’라는 
(기술할) 범주를 통해 하나로 결합돼 있다. 

1) 링크와 개입 

‘환경’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성이 어떻게 장소성을 내적으로 불러들이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링크의 생성·소멸, 그에 
따른 페이지의 생성·소멸이라는 형태다. 글쓰기나 그림을 올리는 등은 해당 게시판-
페이지에 게시물-페이지를 링크하는 작동이다. 반대로 게시물의 삭제는 링크 소멸 
작동이 된다. 극단적으로 디도스 공격의 양상에서 특정 페이지들로 순식간에 다중 
링크 연결이 발생했다가 다시 모든 링크가 동시에 끊어지게 되는데(서버 폐쇄 등), 
이런 개입적 링크의 작동으로 인해 해당 공간상에서 생산물의 운동 역시 ‘가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즉,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별 링크단계 수를 지닌 임의의 두 
노드는 일차로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의 결합형태 가운데 특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또한 서로에 대해 링크가 끊어지거나 생성되는 지속적이고 항상적 과정 중에 
‘상대적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대운동에 따라 노드 사이의 ‘상대적 거리’ 역시 
변화한다. 

사이버스페이스 구조에서 상대적 거리의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대성이란 
공간적 간격만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보충해 동시적으로 다루는 문제다. 시간성의 
개입으로 인해 링크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거리공간을 내적으로 확장한다. 이미 월드
와이드웹에 대한 ‘거리적’ 접근과 이른바 복잡계 네트워크 전반의 통계역학적 분석
이 존재한다(Albert & Barabási 2000 참조).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이버스페이스를 
사회관계적 네트워크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일부 거리 개념의 도입에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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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의 직접 연결은 상정하지 않는 편이다. 주로 거리는 지점들 사이 클러스터링 
계수로 표현되며, 네트워크는 요소들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공간적 은유로 펼쳐놓은 
형태로 간주된다. 여기서 간과되기 쉬운 요소는 ‘시간’일 것이다. 네트워크를 시간에 
독립적인 분포로 보거나, 시간의 변수를 도입하더라도 네트워크의 확장·소멸이라는 
‘성장’의 관점에서 이차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시간의 요소는 친교관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도입되며, 메타시간과 동일하게 선택된다. 그러나 사이버
스페이스를 거리공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시간 개념은 다른 방식으로 개입한다. 

지금의 사이버-공간을 기술하는 기반은 시-공간 연속체 개념에 더 가깝게 된다. 
왜냐하면 WWW 공간상에서 페이지-노드 간 거리를 링크 경로로 측정할 때,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현실화하는 링크는 그 자체로 시간의 
현실화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 링크 단계를 건너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페이지 에서  , 를 거쳐 에 이르는 링크 경로는 에서 을 
거쳐 로 가는 경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즉, WWW 공간에서 거리 
개념은 실제 링크 이동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또한 함축한다. 이것을 하나의 시간-
공간 좌표 로 설정하면 임의의 두 노드 간 ‘거리’는 축의 공간적 간격과 축의 
시간적 간격을 함께 고려한 ‘시공간적 거리’로 표현될 것이다.33) 특정 노드 으로
부터 일정한 공간적 간격만큼 떨어진 노드 이 있을 때, 중간 지점 에서 링크 
개입이 발생해 과 직접적 링크로 이어지면 에서 로 이동하는 속도는 기존 
운동경로에 비해 빨라진다. 이는 단계별 링크 이동속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
지점 간 시간적 간격과 공간적 간격의 조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이버스
페이스에서 ‘거리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임의의 두 페이지 사이에 ‘직접적인’ 
링크가 생성될수록 두 노드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이것은 페이지 간 더 낮은 
숫자의 링크단계가 최단경로로 만들어져 시공간적 거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마찬
가지로 두 페이지 간 직접 링크가 끊어질 때 두 노드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이런 시공간적 상황에서 운동중인 특정 노드 를 기준으로 시공간 좌표를 세워
볼 수 있다. 다른 노드 ′와의 상대적 거리가 변함에 따라 임의의 노드 사이를 운
동하는 요소의 운동은 와 ′의 관점에서 각각 달리 관찰된다. 관찰계  와 
′ ′ ′ 자체도 운동중이므로(링크 개입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중이므로) 
해당 경로 내부에서 노드 사이를 운동하는 동일요소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다.34) 핵심은 상대운동에 따른 변화가 페이지 사이 위상적 공간배치를 상대적 거

33) 예를 들어 ∆ ∆ ∆  같은 꼴이 된다. 여기서 상수 의 의미는 공간틀과 
시간틀이 독립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맺음변수를 매개로 시공간틀로 융합돼 있음을 
표시하는 데 있다. 

34) 두 관찰계에서 임의의 두 지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는 같더라도(∆ ∆′ ), 각각의 
시간적 간격(∆, ∆′)과 공간적 간격(∆ , ∆′ )의 배분은 다를 수 있으며 배분방식은 
결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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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나타내며, 개별 노드는 단순히 병렬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링크에 따라 
서로 다른 시공간적 거리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링크가 시공간적 거리를 변화시킬 
때, 어느 생산물의 운동속도는 ‘가속한다.’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생산물의 운동이 사이버스페이스 자체의 운동과 영향
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주어진 공간구조에서 생산물의 ‘가속’을 링크 변형에 
따른 거리공간의 ‘휘어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산물이 특정 페이지상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예컨대 어느 사이트 게시판에 영상이 올라와 하나의 
페이지로 출현하면(게시판에 새로운 게시물-페이지가 링크된다면) 이 영상-페이지가 
호응을 얻어 무수한 외부 링크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상황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생산물-페이지의 생성은 기존 페이지의 위상 분포에 따른 링크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링크 연결이 많은 페이지일수록 새로운 게시물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경향을 지시하는데 생산물은 연결의 집중된 강도점으로 우선 흘러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임의의 장소에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될 때 그것은 주변 페이지로부터 
‘감응’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의 선들을 달게 된다. 어느 동영상이 올라온 원천 
페이지는 무수한 링크를 자신에게 끌어들였으며, 다른 생산물의 원천은 더 적은 선
들만을 이어 붙였다. 즉, 생산물-페이지의 ‘중량’은(이것은 은유적 표현이다) 다시 
새로운 링크를 끌어들이고 주위로부터 그 지점을 향해 이동하는 것이 있다. 동시에 
기존 시공간 형태는 일정하게 변화하고, 이것으로 촉발되는 전반적 링크의 재배치 
속에서 생산물은 변형된 운동경로를 재지정 받는다. 

지금의 양상을 다른 방향에서 기술할 수도 있다. 변형된 경로로서 잠재적 링크의 
시공간적 구조가 특정 지점에서 생산물의 생성가능성을 결정하고, 이것이 국지적인 
링크로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다중링크 운동을 
(1)기하학적으로 ‘평평한’ 공간에서 곡선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가속운동)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2)‘휘어진’ 공간에서 직선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등속운동)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둘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고(서로 동등하며), 이것
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링크 개입에 따른 변형이 시공간 자체를 수축-이완(‘곡률’)의 
형태로 산출한다는 관점과 이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를 ‘기하화’한다는 것, 다시 말해 거리함수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35)은 결국 관점들 사이의 선택과 그 변환가능성을 촉성한다. 이 주제는 익명적 
생산과 교환의 형식을 논하면서 일부 다시 다루겠지만(4장과 부록 2), 링크의 장(場)
과 노드 분포 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링크의 실재성을 고려하게 만든다. 
사이버스페이스가 링크-장을 표현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적 영역이라면, 그것은 단지 
사회적 네트워크의 합이라기보다 그 자체의 시공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링크 작동이 발생하는 한 그것이 마련하는 상대운동은 시공간 구조 자체의 변형으

35) 공간성을 거리함수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상대성이론의 기본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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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입한다. 하나의 페이지는 링크의 다수집합이며, 그것은 또 다시 하나의 링크로 
다른 페이지-링크에 삽입된다. 게시판-페이지에 생산물이 생성될 때 기존 연결성에 
새로운 페이지를 ‘링크’하고, 생산물-페이지는 그것에 추가로 연결된 링크들을 따라 
다른 페이지로 운동하며, 동시에 그 페이지들과의 새로운 연결성을 생성한다. 이런 
연결성은 곧 페이지들 사이의 관계라는 형태 속에서 공간을 변형 또는 생산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시공간적 구조와 기하적 형태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링크란 시공간에 대한 개입이다. 공간 안에서의 운동이 그 공간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다. 링크 연결은 시공간 구조의 물적 표현인 동시에, 그것에 중첩되는 
또 다른 시공간의 지속적 생성을 표현하는 실천이자 그 자체로 운동이다. 이 개입의 
문제에서 이제 기술할 것은 시공간적 구조로부터 접속자의 작동(링크 생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현시된 생산물은 링크를 따라 운동하더라도 그 링크 
연결을 실제 수행하는 중간자의 의지나 작동에 따라 개별 경로가 현실화된다. 또는 
특정 서버 내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가해져 링크가 폭발적으로 중첩·
증폭되고, 기어이 서버가 다운되면서 갑자기 소멸된다. 어나니머스의 일상적 생산과 
공격의 모습이기도 한 이런 개입이 다수 참여로 있으면,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형태
는 급격하게 ‘휘어진다’. 즉, 링크가 공간성과 시간성을 현실화할 때 그 개별 링크의 
생성·소멸로 개입하는 것은 ‘사람들’, 또는 그런 작동으로 상정된 어떤 범주다. 

따라서 시공간 영역과 일정하게 구분되는 ‘행위의 장’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행위-장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과 완전히 별개인 외부도 아니고, 그것을 
주어진 소여로 해서 완전히 종속되는 내부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링크-
장이라는 시공간적 변형력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성을 재산출하는 한편 엄연히 
해당 공간성 안에서 산출한다. 어디까지나 사이버스페이스 자체의 시공간적 특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것 바깥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구별되고, 동시에 시공간성의 
변형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연결망으로서의 ‘인터넷’과 구별된다. 링크를 
통해 연결선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워나가는 움직임의 궤적이 그 자체로 시공간을 
생성해 나갈 때, 개별 경로와 궤적을 산출하는 이 일련의 개입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내부에서 고유한 행위의 장을 이룬다. 르페브르(Lefebvre 2011) 식의 공간생산론은 
지금의 시공간에 더 적실해 보이는데,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시공간적 관계의 변형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공간의 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시공간상 특정 경로들의 
연결을 어떤 의미부여의 장으로 변형한다. 지금의 사실관계에서 공간(화)와 장소(화)
의 동시적 작동을 생각해야 한다. 

2) 유동적 장소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관계-공간은 그 내적 변형의 가능성과 관련해 장소의 범주를 
요청한다. 여기서 공간과 장소의 범주적 관계는 일정부분 기존의 공간론과 장소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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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통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차로 장소가 공간적 ‘위치’와 분리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지속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배일지라도 
배는 그 자체로 독립적 장소”(Langer 1953: 95)라고 이야기될 때, 그리고 브라질로 
향하는 레비스트로스가 선상에서 “배는 우리에게 교통수단이라기보다 거주의 장소, 
즉 집이었다”(Lévi-Strauss 1961: 66)라고 말할 때, 현대 지리학의 다음 같은 진술
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위치가 장소의 조건에서 공통적일지라도, 필수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Relph 2005: 78). 이때 장소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이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을 지시하고 있다. 공간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가 개입되며 인간실존에 내재적인 것으로 규정된다(Tuan 1995). 슐츠
(Norberg-Schulz 1985)의 실존주의 진술처럼 장소가 행위와 의도의 내적 중심이고 
사건의 의미를 경험하는 초점이자 행위의 결절이라면(36), 그 사건적 초점의 장소는 
주위 공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공간과 별개의 것으로 식별된다. 

한마디로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실천의 장으로서 
장소는 공간 안에서의 행위 과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공간은 장소의 구축을 
통해 (재)형성된다. “공간은 의미를 특정 장소들로부터 얻는다”(Relph 2005: 39). 
따라서 공간/장소 이분법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복수 의미영역으로 재규정된다. 
이로부터 도달하는 인식지점은 근대 지리학에서 일반화된 공간개념(지표들 간 상호
비교의 위치관계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간에 운동성을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장소에 고정성을 배분하는 또 다른 인위적 장소-공간 개념도 아니다. 공간 
인식의 측면에서 공백(void)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지닌 힘으로 인지되는데, 자신의 외부이자 내부를 이루는 사물들의 
맥락으로부터 하나의 ‘형상’(figure)으로 드러난다(Holsten 1999: 258). 추상적 물리 
공간이 사물의 연결가능성으로 드러날 때 그 “형상적 공백”은 곧 스스로의 의도를 
갖는 한정된 장소가 되며, 이런 의미에서도 공간과 장소는 서로 중첩된다. 

원래 장소론과 공간론은 서로 일정한 배타적 관계 속에서 순환해 왔다. 근대주의 
건축양식의 공간론은 원초적 탈장소화로서 기능주의적 성격(Le Corbusier 1927)과 
함께 제3세계 도시경관을 변화시켰으며, 예를 들어 브라질리아(Brasília)라는 희대의 
근대도시는 ‘거리’로 표상되던 전통적 의미의 장소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체에서 
축출했다(Holston 1999). 1960년대 이후 근대주의 공간성에 대한 반발로 장소론이 
재등장한 것은 근대 공간개념의 기능주의 환원(획일성·균질성·효율성)이 ‘장소상실’의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장소는 내적 성격을 지니며 상이한 
행위는 상이한 성격을 지닌 장소를 필요로 하고, 인간 정체성은 곧 장소의 정체성에 
연결된다(Norberg-Schulz 1996: 30). 사람은 자신의 장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재차 강조되고 - “개인은 장소와 별개가 아니다. 그가 바로 장소다”(Relph 
2005: 104 재인용) - 이런 장소화 논리로부터 장소와 행위와 존재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 (재)장소화는 탈(근대)공간화와 동시적 흐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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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탈공간화로서 장소화 작용은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곧바로 탈장소화 
경향에 다시 대면한다. 전통적 의미의 장소는 대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실존적 
공간은 그 직접적 밀착의 회복(“장소의 혼”)을 의도하지만(Noberg-Schulz 1996), 
근대 이후 상황들에서 유동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떠다니는 장소’를 또한 경험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장소 이동의 현대적 양상은 (재)장소론에서 장소성의 상실처럼 
규정됐다. 지속적으로 경험의 초점이 와해되는 가운데 장소결핍으로서의 무장소
(placeless)는 장소와의 관계를 피상적이고 우연한 행위들의 우글거림으로 보이게 
한다거나(Relph 2005), 전통적 장소 안에서 사람들은 의도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반면 “지나가는 장소”로서 비-장소(nonplace)는 - 고속도로, 공항, 쇼핑몰 등으로 
대변되는 특정 목적으로 형성된 공간처럼 - 연속해서 출현하는 개인들을 짧은 시간 
동안 우발적으로 대면시킨다는(Augé 1995)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재)장소화가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의 장소-특정적 존재양태들로 회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장소가 실존의 내재적 중심을 규정하는 의도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드물게 존재하는 주체화의 작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다수-장소를 
떠돌아다니는 과정으로서 유동적 존재양태의 기반일 가능성이 있으며(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이때 주체화가 개입하는 지점은 개별 장소에서 관계의 전환절차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소라는 고유한 범주는 고정성이 아니라 이동성
의 양상에 결합한다. 예컨대, 그 자체로 장소들 사이의 전환이자 운동하는 신체들의 
궤적인 “기능적 장소”(Meyer 2000) 같은 개념으로서 말이다. 따라서 문제는 상당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비-장소에 관한 대개의 진술은 장소를 
또 다시 고정된 명사에, 비-장소를 유동적 동사에 연결시키면서(“비-장소는 이동과
의 관계다”) 장소성과 공간성의 기존 범주적 관계를 스스로 설정한 하위범주 속에서 
반복하는 듯 보인다. 그 결과, 새로 출현한 아직 비범주화된 장소의 중요성을 인지
하더라도,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도입하면서 그것의 부정으로 나아가기 쉽다. 

역설적으로 이런 구도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대응은 ‘사회적’ 장소로서 비-장소를 
인지하는 일과 관련된다. 이것은 이른바 “전이공간”(transit space)이라는 흥미로운 
범주를 도입하는데(Raahauge 2008), 여기서 ‘전이’란 A로부터 B로 통과하는 리미
널한 상태를 지시하기보다 A와 B의 동시적 또는 이접적 배치에 가깝다. 비-장소의 
비-사회성은 사회적 장소의 ‘결핍’이라는 부정의 측면에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그 
‘우발적 만남’의 새로운 출현양태에 관한 긍정의 인식으로 전회한다. 두 개의 세계, 
유동하는 익명적 흐름으로서의 ‘대도시’와 그 흐름으로부터 순간적으로 결절돼 잠시 
멈추는 ‘지방적’ 풍경이 한 공간에서 병존하는 상황들 속에(“세상에서 가장 작은 큰 
도시!”)(ibid. 128), 전이적 공간은 장소와 비-장소의 비관계적 관계를 이루며 마치 
“진정성을 지닌 비-장소”(ibid. 129)처럼 된다. 이것은 비-장소의 장소화나 장소의 
비-장소화도 아니고, 장소들의 동시적 중첩과 다수화의 문제다. 이 경우 비-장소는 
장소들 사이 비-사회적 중간지대로 있지 않으며, 그런 의미의 비-장소는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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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비-장소와 구분되는 그 다른 ‘사회적 장소’는 비-장소를 매개로 하는 “고립적 
계약”(Augé 1995: 94) 상태와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사회계약이나 정서적 
유대의 공동체 양식을 대비적으로 지시하지도, 그와 결부된 장소-특정적 존재양태를 
또 다시 가리키지도 않는다. 

지금의 ‘전이’에서 그 장소-공간은 일종의 ‘유동적 장소’로 출현해 있다. 그것은 
A와 B의 상정된 관계로부터 그 사이 위치적 속성으로 재현된 대상이라기보다 해당 
공간상에서 내적 논리를 통해 ‘이미 실재하는’ 장소로서 발견되는 성격의 것이다. 
예를 들어, ‘길’(road)로부터 ‘거리’(street)가 분리·중첩되는 것은 정확히 이런 맥락
이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길은 양 끝 점 사이의 관계의 재현이지만, 
‘길’ 내부에서 전이적 공간을 인지할 때 발견되는 ‘거리’는 일련의 구분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흐르는 장소’로서 존재한다. 이때 ‘거리-장소’는 길-공간과도 같지 않지만 
전통적 의미의 장소와도 다른 무엇으로 있다. 세르토(Certeau 1984)는 걷기와 도시
의 관계를 파롤과 랑그의 관계로 설명한 적 있는데(97), 보행자의 일상적 움직임의 
실행을 통해 도시라는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다시 쓰이는 것처럼 이야기된다. 걷기는 
기존 체계(랑그)의 부분들을 단순히 재생산한다기보다 계속해서 비예측적인 공간화 
가능성을 펼쳐낸다. 그런 걷기-실천이 현실화하는 비예측성은 (다른) 장소화를 통한 
(다른) 공간화의 문제가 된다. 요컨대, 물리적 공간(길) 안에서 어떤 행위-장(거리)이 
도시성의 현대적 조건이 되는 것은 그것이 산출하는 새로운 장소성과 연결돼 있다. 

장소화와 공간화가 서로 다른 관계들의 계열로부터 중첩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탈공간화의 과정은 내부에서 탈장소화와 교차한다. 이때 탈공간화의 두 가지 측면을 
신중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1)(재)장소화를 통해 추상적 공간개념에서 장소-특정적 
공간개념으로 회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2)그 장소-공간은 ‘전이적’ 양식 속
에 유동적 장소로 출현한다. 후자의 탈공간화는 이미 근대공간으로부터의 탈피라기
보다, 장소를 정체성(正體性)과 연결하는 실존적 방향의 장소화가 함께 지시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停滯性), 즉 장소-특정적(고정적·안정적) 존재양태로부터의 탈주기도 
하다. 포스트모던의 탈장소화 담론 속에 장소는 ‘상실’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끊임없는 장소상실들을 지속적인 ‘다른’ 장소화의 실재로서 재발견하며 이것은 비-
장소로서의 장소의 의미 차원을 유동적 장소의 긍정적 범주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장소-공간적 의미가 가시화되는 가능성의 영역 또한 이 
지점이다. 그것은 하이퍼텍스트의 산출절차를 떠올리게 한다. 거의 무한해 보이는 
하이퍼링크의 중첩 속에서 다수 페이지는 링크 개입을 통해 일련의 고유한 장소를 
이루고, 개별 링크는 생산물이 흘러가는 경로의 부분인 동시에 그 흐름 속에 개입해 
어떤 결절과 분절의 지점을 만들어 낸다. 공간은 링크를 통해 끊임없이 재조합되고, 
단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다. 도시에서 보행자가 만들어내는 걸음들이 그
것이 연결하는 공간에 새로운 형상을 부여하고 공간 내부에 실재하는 다수-장소를 
산출해 내듯, 네트 접속자는 사이버스페이스 내부에서 지속적인 장소-공간화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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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떤 유동적 장소로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의 장소-행위적 범주가 마련하는 행위-장의 존재가능성은 개입의 운동(링크)과 
이를 통한 시공간 산출이라는 앞서의 기하적 접근으로 다시 연결될 것이다. 

3) 네트워크, 장소, 경로 

지금의 상황 인식에서, 시공간적 실천으로서 행위 장을 사이버스페이스의 시공간 
조건 가운데 어떻게 정립시킬지가 중요해진다. 그 장소는 시공간적 구조와 일정하게 
구분되면서 분리적 관계의 범주를 이룬다. 만약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그 같은 필드를 
인지할 수 있다면, 시공간 구조에 대한 개입의 양상은 어떤 장소적 행위성의 범주와 
닿아 있다. 행위의 장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필드가 민족지적 참여관찰과 기술
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간화와 장소화의 지속적인 중첩 가운데, 
지금 작업은 사이버스페이스를 그와 포개지면서 일정하게 분리되는 유동적 장소의 
실재로부터 인지하게 된다. 공간의 장소화를 주어진 상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화로 개입하는 ‘사람들’의 작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이다. 여기서 장소적 행위 
또는 개입성은 사람들이 그런 유동적 장소의 실재를 가정하고, 실제로 발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동이 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미디어 분석이나 CMC 분과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방법론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장소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기존 연구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에서 
인터넷 연구를 전담해 왔던 CMC 담론은 “컴퓨터로 매개된 의사소통”(computer- 
mediated-communication)이라는 접근을 통해 미디어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에 주목하며, 미디어가 ‘현실’의 사회적인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 그 
인터페이스의 작용에 관심을 기울인다(Jones 2003). 장소를 배제하는 관계망으로서 
공동체 개념(Cerulo 1997; Purcell 1997; Watson 1999)은 개인들 사이의 상이한 
친밀도로 이어진 선들의 네트워크로 형상화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직간접적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물리적 공존 없이도) 매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관계망(서버와 그것을 연결하는 랜선, 이질적 네트워크를 호환시키는 전송 
프로토콜)은 한편으로 ‘현실세계’의 사회적 관계성을 재현하는 장치가 된다. 온라인 
공동체는 그것 바깥에 설정된 현실세계의 생산관계나 제도적 양상을 물리적·지리적 
거리의 제약을 넘어 충실히 반영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현실세계의 양상은 
온라인 세계에 비해 더 ‘실재적인’ 것처럼 설정된다. 

따라서 미디어 분석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아예 공동체 개념을 제거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 및 변화의 양상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Taylor 
& Rozi 2010; Boyd & Ellison 2007;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CMC 연구의 관심은 단지 공동체 같은 골치 아픈 개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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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 때문만은 아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초국가적이고 
비정착적·유목적이며 수시로 접속과 통신이 가능한 미디어는 ‘현실세계’의 네트워크 
복잡성을 또한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매개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SNS는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해 사람·사물 간 네트워크 복잡계를 증진하는 미디어이자 그 재현기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얼마간의 친족관계와 
이웃관계, 친구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런 현존하는 
관계성의 표현형이자 한편으로 그 수단이 되며 네트워크 연구는 현실공간에서 개인
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한다(Scott & Carrington 
2011). 인터넷상 네트워크 연결 분포를 보고(‘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려야’ 한다), 
해석하고, 현실의 ‘진짜’ 네트워크 연결 분포를 추측하거나 인식한다. 

여기서 물론 네트워크의 복잡성이란 개인에게 이어진 선의 많음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 가상적인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네트워크의 가상성은 
하나의 전체화된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언제나 개별적으로 현실화한다. 
도시를 이질적인 개인과 집단의 혼종 네트워크라고 간주할지라도, 그런 정의가 곧 
도시를 기존 친족관계와 이웃관계 또는 친구관계들의 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는 상정된 분류체계의 범주들과 겹치면서 또한 그것을 일정하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의’ 네트워크 또는 ‘추상화된 관계망’이란 없는데, 네트워크가 
특정 상황들에서 특정 장소들로부터 현실화될 때 가시화되는 것은 다수의 분절적 
네트워크들이다. 즉, 그것은 상이한 관계들의 표현 장소를 갖는다. 

연구자는 전체화된 네트워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되는 개별의 
구체적 장소들로 ‘들어가게’ 된다.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일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누구와 누가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 중요하기보다, 그 관계들이 
기존 공간 내부에서 어떤 장소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장소가 고유한 행위성을 
이룬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공간이 다시 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존 인터넷-미디어 규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현실화되는 ‘장소’가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관계망 바깥에 있다는 점이다. 이 구도에서 ‘인터넷-공동체’는 
장소를 배제하면서 장소-특정적 ‘공동체’를 배제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장소를 외부로부터 끌어오면서 (인터넷-매개로) 현실공간의 사회성으로 
회귀한다. 이런 일종의 모순적 형상에 대해 미디어 분석은 연구대상의 관계구도를 
재배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CMC 연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인터넷-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성이자 그것이 재현하는 ‘현실’ 공간성이다. 인터넷
-미디어의 기술은 현실의 물적이고 정세적인 조건에 대한 기술로 환원된다. 여기서 
애초에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공간성과 장소성의 논의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장소적 행위성이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이버-공간 자체는 마치 유사-공간이나 비-장소처럼 인식되면서
(Bolter & Grusin 2011; Augé 1995),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현실-공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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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관한 사정들로 귀결되기 쉽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가 실재하는 장소며, 
뿐만 아니라 분절적 장소들이라면, 장소적 행위성이라는 그 분리적 개입의 작동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무엇을 기술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가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이 아니라 장소로서 사이버스페이스를 기술하기로 한다면,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현이 아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다수성을 보려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집합적 개입의 의미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연구자는 익명적이고 비개인적인 네트워크로부터 현실화되는 분절적 
장소를 ‘발견해내야’ 하는데, 무엇보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시공간상에서 현실화하는 
장소로서 말이다. 만약 그런 장소들이 어떤 ‘공동체’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장소 없는 공동체’도, 장소 바깥의 ‘현실 네트워크’도 아닐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민족지는 행위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사회적 네트워크’와 
구분되는 ‘사이버스페이스-장소’라는 현실적 배치로부터의 접근을 요청하게 된다. 

장소가 행위와 이런 배치로 연결되는 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장소가 하나의 유일한 
장소가 아닌 장소의 다수성을 지시하는 것처럼 사이버스페이스의 장소적 행위성은 
다수-행위성의 중첩으로 파악될 수 있다. 만약 네트워크 연구가 이런 다수적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 관계들의 총합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집합적 의도나 분리적 개입 문제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과 관련된다
(Finnegan 1989). 예를 들어, 피네간이 조사한 ‘밀턴킨즈’(Milton Keynes)의 음악
그룹들에서 멤버들은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음악 외에 그다지 특징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심지어 지역성(regionality)이란 문제는 집단구성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는데, 지역 이름을 단 많은 음악단체의 구성원은 실제로 다른 지역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 지역성과 집단성의 분리 관계는, 더욱이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사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관계로부터 집단구성에 있어 사회성에 선행하는 
다른 집합적 의도의 문제에 가 닿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국지적으로 링크된 
집합적 행위의 문제며, 피네간의 사례에선 음악의 생산과 수행을 가리킨다. 

피네간의 논의는 지금의 주제와 관련해 시사점이 있을 뿐더러 그 민족지적 사례 
역시 중요한 참조점이 되므로 - 또한 논의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 
이 문제에 관해 약간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피네간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국지적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이다. 책의 제목이 가리키는 대로
(“The Hidden Musicians”) 그 국지적 부분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숨겨졌다는 
것은 비가시적인 부분의 존재를 상정한다. 즉, 피네간의 기본명제는 “국지적 음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국지’(local)에 짝을 이루는 것은 ‘글로벌’일 텐데, ‘국지’는 
참여자가 속한 부분을 지시한다. 반면 ‘지역’(region)은 좀 더 객체적 의미를 이루며 
그것의 짝은 ‘국가’(state)다. 다른 ‘국지’(들)과의 관계에서 국지적인 것은 행위-장에 
속함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지적인 것에 속하는 누군가는 그 존재를 
인지하는 데 어색함이 없지만, ‘숨겨졌다면’ 논의는 좀 더 진행된다. 먼저 피네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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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대로 그것은 연구자에게서 마치 국지적인 음악 만들기가 없는 것처럼 취급
되는 형태로 숨겨졌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관점이 국지적인 것에 덧씌워졌기 
때문이다. 국가적 재현은 국지를 현시하지 못하는데, 국가는 국가의 방식으로 셈하
면서 다른 재현들의 체계를 이룬다. 제도권 음악이나 경제적 교환영역으로 간주되는 
‘프로페셔널’의 생산양식처럼 말이다.  밀턴킨즈의 국지적 음악 수행가들은 이 관점
에서 애초에 ‘음악가’로 분류되지 않았고, 따라서 일련의 지역-음악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국지적인 것은 당사자에게서도 숨겨질 수 있는데, 피네간은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ibid. 4)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존재하지만 식별 불가능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은 국지적인 
것이 자체로 다수인 상황들과도 관련 있는 것 같다. 즉, 서로 다른 국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밀턴킨즈라는 지역과도 구분되고, 개별 국지에 속한 것은 그 국지의 
존재를 인지하지만 다른 국지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속한 국지를 ‘전체
로’ 알 수 없다. 말하자면 밀턴킨즈-음악은 하나의 지역(region) 음악으로 재현되기
보다 다수의 지방(local) 음악들로 현시된다. 따라서 “다수 음악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언표를 이룬다. 여기서 다수-음악은 존재론적 위계가(‘아마추어-프로페셔널’, 
‘국가-지역’ 등의 상정된 분류) 설정되지 않으며 양식과 장르에 있어 차이를 이룰 
뿐이다. 동시에 생산절차와 수행의 측면에서 동질적 차이를 이루는데, 만약 그것이 
이질적 차이들이라면 국지적인 것은 다시 전체화된 재현들의 체계로 회귀할 것이다. 
지금의 국지적 부분들이 계급이나 계층, 세대 등의 재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존재하지만 식별 불가능한 부분을 일반화된 재현으로 덧씌울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숨겨진’ 그 국지적 존재양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경로(pathways)의 문제는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인류학 조사절차로 개입할 것이다. 

제시된 사례를 좀 더 밀고 가보자. 밀턴킨즈의 국지적 음악 수행에서 개별 연주자 
및 관객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서로 분리되고 교차하지 않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음악은 큰 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
활동을 파트타임으로 수행하거나 그룹 내에서도 개인적 참여 정도는 서로 다르며, 
언급했듯이 ‘지역 기반’ 단체들도 수시로 외부로 그 경계가 확장된다. 따라서 밀턴
킨즈에서의 음악 행위를 서로 긴밀히 연결된 ‘지역 공동체’의 형태와 연결시키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서의 관계성은 또한 개별 입자들로 흩어져 버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네트워크와 구별되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이미 존재 지위와 위치가 지정된 
특정 개인의 연결을 넘어서는 실천의 지속성에 있다. 국지적 음악집합(화)는 단순히 
사적 연결들의 집단이 아니라, 각각의 집단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지하게 하는 
지속적 실천(ibid. 305) 가운데 발생한다. 여기서 분리적 실천들로서 ‘경로’는 그것
이 산출하는 ‘집단’과 구별되며, 이런 실천양식들은 다시 집단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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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의 경우 

집합을 분리된 다수집합으로 인지하게 하는 것이 경로들이라면, 그 집합적 경로들
에서 개별 집합들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지라도 경로 자체는 일정하게 지속된다. 
동시에 일련의 의도적 실천을 수행하며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집합들의 존재로 특정 
경로는 지속적인 것이 된다. 행위자는 단지 공동체적 연대의 정서로 연결된다기보다 
이런 집합적 실천들에 의해 연결된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나 분리의 정서를 느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의 경로들을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공유하는 의도적 집합행동이 된다. 집단을 개인의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것은 지금의 행위성의 문제를 가시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의 단위는 이질적인 개인들의 합이 아니라 동질적인 개별 집합행위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개인들을 연결한 집단들의 혼종적 네트워크라기보다 
분리적 집합행위의 동질적 장소들, 그 상호 중첩되는 경로들의 다중성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어느 ‘초국가적’ 양상을 행위자-개인들로부터가 
아니라 개별 집합적 경로가 현실화되는 국지적 장소들에서 조사해야 한다. 

경로의 범주는 이런 집합적 행위를 구분되는 장소들의 범주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 앞서 ‘유동적 장소’로의 개념적 전회로부터 장소는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고 
일정한 경로의 생산으로 인지될 가능성을 얻는 동시에, 그 산출되는 경로는 유동적 
장소를 집합적 (장소화) 행위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장소가 구조가 아닌 
만큼이나 장소적 행위성은 구조적 행위성(agency)과 구분된다. 현실 공간의 구조에 
대해 사이버 공간의 구조를 분리하고 사이버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행위의 장으로 
분리하는 데 개입하는 작동이 장소(화)이며, 링크 개입과 경로 산출로서의 장소적 
행위성은 분리의 개입적 절차로 있다. 따라서 해당 경로상에 존재하는 참여자들도 
지속적인 장소화 행위를 통해 내부에서 다수 경로들을 구분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상상의 장소”(Boellstorff, Nardi, Pearce & Taylor 
2012)라거나 “컴퓨터 안에 만들어진 장소”(Castronova 2004)도 아니고, 한편으로 
“동시적이고 지속적 네트워크”(Bell 2008)로 폭넓게 정의되거나 3차원 재현공간에서 
사용자의 감각체현이라는 틀(Pearce & Artemesia 2009: 17-20; Boellstorff 2008: 
17)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들과도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식별되지 않는 그 부분들로의 접속점이 장소·경로·행위의 교차·중첩하는 평면일 수 
있다. 그런 장소-공간은 비록 익명적이고 숨겨졌을지라도, 그 안에서 출현해 있는 
익명의 양상을 개입적 장소화의 행위 과정으로, 집합적 경로의 산출절차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어나니머스”라는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어느 
존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어떤 식별 불가능한 부분을, 식별 불가능하므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의 장소들을 통해 접근하는 일이다. 



- 63 -

1장의 가정처럼 사이버스페이스를 익명적 장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익명의 
장소적 행위성(“어나니머스”)은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별의 집합적 장소(화)를 통해 
접근 가능해진다. 어나니머스의 작동과 절차를 지금처럼 일종의 경로들의 중첩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장소적 행위의 범주로 기술한다면, 오퍼레이션은 
참여자의 집합적 활동에 접속하는 국지적 장소가 된다. 그렇게 드러나는 무언가가 
집단이나 전통적 공동체의 범주로 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분절적 네트워크가 
다시 전체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것을 인지하는 일은 해당 경로상
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부 장소들에서 참여경로는 식별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인식될 것이다(따라서 ‘숨겨져’ 있다). 그 국지적 부분들은 기존 분류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내적 식별불가능성으로 있다. 참여자 자신도 식별불가능성을 
지속적 국지-부분들로의 접속절차(‘참여’)를 통해 가시화해야하는 것처럼, 연구자가 
그것을 ‘참여-관찰’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다. 

조사 시작점에서 어나니머스에 관해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 세 가지다. (1)개인 
식별정보, 즉 ‘현실’의 이름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신원정보, 아이피 주소나 접속 
장소, 사이트 이름과 주소, 인터넷상 닉네임까지도 네트워크 자체에서 암호화되거나 
비고정적으로 숨겨지며 통상의 방법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연구자 의도에 
따라 개인 식별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2)이들 장소는 익명 네트워크(“딥 웹”)상에 
있거나 발견되더라도 분산돼 있어 하나로 식별되지 않는다. (3)이런 이중화된 익명 
상황에 관해 참여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부분 암호화 및 네트워크 전문가
들이 이런 환경을 구축했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확신 하에 어나니머스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이들이 현실에서 어떤 신상정보로 식별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듯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 관해 장소적 
접근을 취한다면 어떨까? 사실 언급한 한계들은 모두 ‘현실’ 개인의 식별불가능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네트워크를 현실 네트워크로 치환할 때 
전자의 익명성이 의도하는 후자의 익명화에 대해서, 후자의 재명명화를 통해 전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그 간극을 메우려 하기 쉽다. 따라서 익명성은 이런저런 속성을 
부여받은 채로 사실상 익명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 그러나 
익명성이 현실을 ‘익명화하려는’ 의도에 관한 부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익명”은 현실을 익명화하면서 상정된 양자 간 고리를 단절시키려 
한다. 익명이 기존 관계성에 대한 분리의 과정으로 읽힌다면, 그 익명화는 분절적 
장소화이자 분리된 장소들에서 생성되는 관계성에 대한 긍정으로도 읽을 수 있다. 

개별 오퍼레이션을 이런 의미에서 ‘장소’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퍼레이션은 
어떤 형태의 ‘전체 네트워크’와 구별될 뿐 아니라 그 구성요소를 이루지도 않는다. 
‘어나니머스’로 특정 개인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지칭할 경우 그 부분-네트워크들은 
한정된 개인들의 부분적 관계합에 대응할 테지만, 여기서 오퍼레이션은 그런 개인의 
부분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범주가 다르다. 우리가 어나니머스를 어느 개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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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란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답하기 전에, 
이미 인지된 오퍼레이션을 통해 어나니머스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오퍼레이션이 
어나니머스라는 무언가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지 가능한 
개별 오퍼레이션과 식별 불가능한 “어나니머스” 사이에서 양자를 다시 부분과 전체
의 관계로 돌릴 것인가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집합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속함’(∈)과 ‘포함’(⊂)의 관계에서, 
양자가 서로를 전제하지는 않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어느 오퍼레이션이 
어나니머스에 속하더라도 오퍼레이션 자체는 어나니머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포함되더라도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집합  가 주어질 때 ∈란 집합 가 의 
원소란 뜻이다. ⊂란 가 의 부분집합, 즉 의 모든 원소가 의 원소란 뜻
이다. 이것은 오퍼레이션과 어나니머스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관점을 상정한다. 
‘어나니머스’를 다수 오퍼레이션들의 집합으로 본다면 속함의 관계로 짝지어지고, 
‘오퍼레이션을 이루는 무언가들의 집합으로 본다면 포함의 관계로 맺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나니머스’가 개인들의 집합이라면, 그리고 그 부분들이 오퍼레이션을 
이룬다면, 오퍼레이션은 ‘어나니머스’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오퍼레이션이 
어떤 부분집합이라는 점 외에 따로 알려주는 것은 없다. 상정된 정의에서(개인들의 
네트워크 집합) 오퍼레이션이 유추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은 정확하게 그 
반대다. 우리는 “어나니머스”라는 식별불가능성을 무엇으로 규정할지 알 수 없지만 
오퍼레이션들의 존재는 ‘알고’ 있다. 오퍼레이션이 실제 개인들의 집합인지, 무엇의 
집합인지는 현재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전자의 관점을 따르기로 하자. 인지된 것은 
“오퍼레이션이 있다”라는 사실뿐이다. 

만약 어나니머스가 오퍼레이션의 집합이고 양자가 속함의 관계를 이룬다면, 그런 
어나니머스를 지칭하는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는 그 자체가 오퍼레이션의 집합인 
오퍼레이션이다. 이때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와 개별 오퍼레이션(예컨대, 오퍼레이션 
시리아)는 동질적인 속함의 관계로 짝지어진다. 어나니머스 자체는 어떤 ‘전체’로 
‘부분들’ 사이에 출현하지 않는다. 즉, 접근법 차원에서 우리는 전체 어나니머스도 
아니고 개별 오퍼레이션을 이루는 부분도 아닌, 중간자적 집합들에 대면하게 된다. 
이 경우 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를 구성하지 않은 채로 그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을 동질적 행위성의 차이화로 보이게 한다. 분절적 장소화라는 
점에서 각각의 장소적 행위성은 같지만 다르다. 이질적인 것들의 종합이라기보다, 
유동적 장소들의 중첩을 통해 어나니머스 자신도 유동적 장소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화의 집합적 작동은 국지적 경로의 다수성으로 식별된다. “어나니머스”
라는 식별 불가능한 것은 그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경로의 존재로 경로상의 
‘오퍼레이션’을 확인하게 되고, ‘오퍼레이션들’로부터 해당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발견되는 익명의 존재는 상정된 개인-집단 범주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퍼레이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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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어나니머스라는 장소들 

우리는 당신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누구의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많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우리 중 하나다.

(Operation Greenhorn)36)

1.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어나니머스를 민족지적으로 기술함에 있어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장소적 
행위의 접근을 취하는 것은 개별 오퍼레이션이라는 상황적 접속의 경로를 통과하는 
일이다. 행위자 중심의 기술방식에서 보면 조금 낯선 접근일 수 있어도, 이런 장소-
행위적 기술법의 선택은 어나니머스의 형태와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 벌어질 
수도 있는 왜곡을 피하기 위함이다. 경계하는 것은 행위자를 통한 기술이 그것으로 
식별되는 개인들의 의도나 동기 등에 관한 사정으로 회귀해 어나니머스의 장소성을 
틀 지우는 사태다. 어나니머스는 그런 개인적 동기의 합이나 집단적 재현을 자신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집합적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반은 익명성의 
개입-작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오퍼레이션의 형태 자체에 있다. 

1장에 제시된 12개의 집합적 행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인식 가능한 것과 식별 불
가능한 것, 존재 가능한 것과 명명 불가능한 것의 교차하는 분리 과정 중에 인지된 
장소들이다. 즉, 개별 오퍼레이션들은 “익명”이라는 명명 불가능한 실재의 장소다. 
그러나 오퍼레이션 튀니지는 어나니머스라는 식별 불가능한 장소의 이름이 아니다. 
장소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대상적 외재성으로 우리를 또 다시 환원시킨다. 지금 
주제는 일차로 발생적인 내적 차이화의 과정에 주목하며, 문제는 주어진 ‘장소적’ 
조건과 그것에 속한 개별 요소의 다수성이다. 그런 양태적 다수성이 상황에 표출될 
때, 장소와 요소의 관계에 개입하는 일종의 우연성(이라고밖에 현재 시점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예컨대, 오퍼레이션 와 가 서로 다른 까닭은 개별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 자체의 속성 간 - 비교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는 -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각 집합에 속한 요소의 상이함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작업이 
무언가의 분류체계를 구성하거나 분류체계들로부터 무언가를 구성하는 일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자체는 외부에서 끌어 온 대상 명명의 기준이 아니라 
내재적인 차이화가 발생하는 ‘장소’로 인지돼야 한다. 

지금의 주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각각의 장소들에서 
현실화되는 ‘집합적’ 원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별 

36) #OpGreenhorn-How many Anonymous a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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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간 상호작용의 과정뿐 아니라, 동시에 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화 과정을 
같은 수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것은 분리적 대비의 운동이기도 하다. 
라는 집합에 속한 요소는 존재양태의 다수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인 영역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작전 ’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에 대하여 가 되어갈 때, 내부에 속한 요소의 
무수한 차이는 무화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수준에서 상호대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차이화 과정은 다른 한 수준에서 차이를 지속적으로 
상쇄시키는 또 다른 (차이화의) 작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더욱이 익명 상황은 개별 오퍼레이션을 이루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지금의 논지는 오퍼레이션이 식별 불가능한 개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인지 가능한 
집합적 행위의 발생 장소라는 것이다. 2장의 논지에 따라 그 분절적 장소는 동질적 
차이가 현실화하는 장소화 행위다. 즉, 오퍼레이션이라는 장소적 행위가 발생하며, 
또는 그런 유동적 장소가 존재하고, 개별의 장소적 행위들은 어나니머스라는 식별불
가능성을 - 명명하지 않은 채로 - 그 밖의 다른 것과 분리시킨다. 따라서 이때의 
어나니머스는 실제 지시되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장소적 행위들로 
인지될 것이다. 개별 장소들이 어나니머스를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장소로 
소급해서 드러낸다면, 마찬가지로 이를 장소의 이름으로 볼 수 없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는 대상적 속성들처럼 다른 이질적 장소들을 명명·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에 속한 개별 장소들의 중첩을 통해 그 자신도 동질적인 장소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논의에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개념화의 사용은 참여자들이 
해당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지금의 의미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익명”이라는 식별불가능성과 오퍼레이션의 관계에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와 
개별 오퍼레이션이 속함의 관계로 짝지어진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게 주어진 정보의 
전부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과 그것을 이루는 식별 불가능한 부분들의 관계에서 
장소적 접근을 통해 오퍼레이션에 속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 요는 양자의 경우 
모두에서 분석을 시작하는 ‘장소’는 개별 오퍼레이션이라는 사실이다. 

1) 오퍼레이션의 장소들 

일단 오퍼레이션에 속하는 장소들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한편에 놓아두고(후술할 
것이다), 개별 작전들에 주목해보자. 우리는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을 시작과 종결의 
시퀀스로 인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작전’(Operation Israel)은 2012년 
11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발동됐으며 일차 종결된 후 2013년 4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형태로 재개됐다. 2014년과 2015년 4월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각각의 ‘작전들’은 진행 방식과 전개 과정에서 미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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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모두 ‘오퍼레이션 이스라엘’로 수행됐다. 무엇보다 오퍼레이션 경로상의 
각 시기별 ‘참여자’를 동일자로 확증할 수 없다. 작전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스라엘 
관련 웹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의 특성상37) 공격주체를 
개별화하기 힘들고, 식별된 아이피 주소가(이런 방식에 일반적인 프록시 우회접속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동일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좀 더 직접적인 그림을 제시하면, 나는 2013년 4월의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했지만 2015년의 오퍼레이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013년 당시의 
작전은 “인터넷상에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Wipe Israel off the Internet) 것이 
목표였으며 이후 시기의 해당 작전들에 일정한 틀을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나의 경험이 일반화될 필요는 없겠지만,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경로에 
시기를 달리 하는 서로 다른 ‘참여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논지는 그 같은 내적 비일관성을 적극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외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오퍼레이션들에서 좀 더 ‘일반적인’ 
경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반드시 동일자가 작전을 수행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되지도 않고 그런 규범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일련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생산돼 나오는 각종 선언은 무언가의 참여를 촉구할 뿐이다. 2013년 4월 작전에서 
유튜브를 통해 발표된 ‘선전포고’ 영상 중 일부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에게 고한다. 너희들은 그간 끊임없는 인권침해를 멈추지 않았다. 
불법정착을 멈추지 않았다.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왔다. 이런 이유로 4월 7일, 전 세계 정예 사이버 부대들
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나로 결속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스라엘을 와해하고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Operation Israel, 2013-4-6) 

편집 화면과 함께 제시된 3분가량의 영상에서 남성의 변조된 음성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역사와 현지 상황을 언급한 후, 어나니머스의 개입을 선언한다. 그러나 
개입의 ‘결정’은 소급적이다. 선언의 시점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확인된 ‘참여자’는 
없다고 말해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내용은 선별된 “전 세계 사이버 부대”
가 비밀회동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그림을 떠올리게 하지만, 어나니머스의 이런 
집단으로서의 형상화는 작전의 실제 수행 과정에서 그런 특정된 ‘집단’을 마주하기 

37) 2012년 작전에서 처음 이스라엘 외무부를 비롯해 700여개 관련 사이트에 DDoS 공격이 
가해졌다. 이후 재개된 작전들에서 수백 개의 웹 사이트들이 다운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특정 툴을 통해 서로 다른 지점들로부터 개별 접속이 다중화되고, 동시에 증폭되면서 해당 
서버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형태다. 오퍼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디도스 작동에 관한 설명은 
이후 자세히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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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는 사실과 간극을 보인다. 이들이 작전 시작단계에서 IRC 채널과 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몇몇 공통의 장소를 조우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상당수의 ‘참여자’는 
그 같은 장소의 존재나 위치를 모르기도 한다(그렇다하더라도 상관없다). 만약 특정 
시점에서 대화 장소에 등장한 사람들의 모임을 어떤 ‘어나니머스 집단’으로 규정할 
경우, ‘집단’은 그 시점이 종료되는 순간 사라졌다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다음 어느 
시점에서 참여의 구성은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로 동일성이 식별되지도 않는 
까닭이다. 이것은 단순히 관찰자가 특정 모임의 참가자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와는 다르다. 설령 그런 이름들의 목록을 확보하더라도, 그리고 이를 다음 시점
의 이름 목록과 대조해 겹치는 이름을 찾고 이른바 ‘핵심 멤버’로서 추려낼 수 있다
할지라도 -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 이런 작업은 오퍼레이션의 전개 
과정에 관해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오퍼레이션에 참여하는 익명 자신이 이런 식별불가능성을 ‘인지한 채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정 시점에 어느 암호화된 네트워크상의 대화 
장소에 모인 익명들도 다른 시점에 등장하는 익명들의 동일성을 상정할 수 없는 - 
또는 상정하지 않는 - 조건으로 작전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화명’은 비고정적 영문·숫자의 랜덤 조합이거나(클라이언트상에서), 계정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IRC 특성상 의식적으로도 매번 변경될 것이다. 더욱이 준비 단계의 
참여자들은 당일 디도스 공격 과정에서 이름들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조건도 
있다. 대화명을 알아도 실제 오퍼레이션 참여자를 (내부적으로도) 알 수 없고, 양자
는 독립적 작동이다. 작전 결과에 관한 사후 평가는 “탱고다운”(Tango Down, 공격 
대상 사이트 접속 마비)된 웹 페이지의 이름과 목록, 그 숫자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퍼레이션의 수행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일성의 식별불가능성’ 속에서의 
전개과정이다. 

그렇다면 개별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지속적인 동일자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현실화되는 것일까? 위의 선언문은 ‘참여’의 결정이자 ‘참여’의 촉구다. 
사실상 선언의 내용은 공격시점(4월 7일)에서의 어떤 ‘참여자’ 존재(“전 세계 사이버 
부대들”)를 앞선 시점에서 이미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개입의 확정을 
선언하는 언표를 마주하고, 준비 단계에서의 대화 참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실제로 
해당 시점에 ‘참여자’가 되면서 미리 예고된 참여자 형상을 현실화한다. 다시 말해, 
익명의 사이버 부대들이란 작전이 수행되는 시점에서 익명의 사이버 부대들이기로 
‘결정한’ 자들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때, 작전은 앞선 시점에서 참여자조차 
예측할 수 없는 규모로 확장된다. 디도스 공격이 표현하는 분산성과 대규모성은 그 
같은 선언된 개입성의 예측 불가능한 형상화다. 소급적 개입이라는 형태의 선언은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들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인데, 그것이 전미래 시점의 식별 
불가능성을 지금 이 순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장소들은,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라는 집합적 익명의 형상이다. 



- 69 -

특정 시점에서 작전에 주도적이었던 익명들도 다음 시점에서 주도적일 익명들을 
식별할 수 없다. 사실상 누구도 누가 공격에 실제 ‘참여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인지불능은 기존 ‘참여자’에서 일부가 소거되는 규모 축소의 방식
이 아니라 다른 다수가 기존 작전에 알 수 없는 규모로 추가되는 확장의 형태들로
(“항상 더 많은”) 조건화된다. 말하자면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장소가 개별 
작전들의 중첩으로 (후-사건적으로) 가시화되듯, 개별 오퍼레이션은 해당 경로에서 
앞선 시점의 작전들의 중첩으로 특정 시점에서 가시화된다(#OpIsrael). 여기서 그 
중첩되는 ‘작전들’이란 포럼 등에서 오퍼레이션 제안 및 토론, IRC 채널에서의 관련 
대화, 선언문의 작성과 영상 제작 및 유튜브와 페이스트빈 등을 통한 배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익명 계정을 통한 작전 홍보 같은 준비와 연습의 일련의 생산과정을 
지시한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를 가시화하는 다수의 개별 작전이 있는 것처럼, 
개별의 작전을 가시화하는 다수의 해당 경로상 작전들, 생산절차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작전들의 전체합 또는 부분합이 곧 특정 시점에서 해당 작전(2013년 4월의 
Operation Israel)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새로운 
‘참여자’들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더 정확히는 앞선 시점에서 존재를 미리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퍼레이션은 일종의 내기 절차를 포함한다. 도박사가 식별 불가능한 미래 
시점에서 주사위 숫자-존재를 예측불가능성의 문제로 전환해 현재 시점에서 ‘식별’
하듯이 - 그리고 내기를 건다. - ‘익명’의 작전들은 처음부터 식별불가능성의 존재 
문제를 시간의 현실화 영역으로 던져 넣는다. 식별 불가능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서나 식별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매 순간 미래가 현실화하는, 따라서 현재들이 
존재하게 되는 개입의 양상으로 선언된다. 즉, 내기를 건다. 그러나 이런 우연성이 
나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지점은 해당 작전의 경로상에서 앞선 작전들(생산절차들)
의 지속성이다. 그 각각의 작전들 또한 식별불가능성과 내적 비일관성을 보이지만, 
그것이 예컨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한 그것은 
해당 경로에서 지속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물론 순환적이다. 해당 경로의 존재로 
지속적이게 되는 것은 또한 해당 경로를 지속적인 것으로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순환성에 개입해 어느 시점에 이를 단절하고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은 언제나 선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3년 4월 7일, 익명의 전 세계 사이버 
부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결정했다. 

한편으로 이런 생산절차-작전들의 중첩이 가시화하거나 비교적 일관된 형상으로 
만드는 특정 시점의 작전은 앞선 시점의 또 다른 해당 작전의 존재를, 그 지속성을 
상정한다. 대개 작전 선언은 해당 경로에서 종결된 이전 작전들의 결과에서 현 시점 
개입의 정당성을 찾는데, 그것이 서로 다른 시기의 불연속적 작전 단위들을 공통의 
장소로 조우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기의 우연성을 이전 사건들과의 충실한 
접속의 문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절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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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가자지구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은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았다. 서른 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해당 공격 기간에 
#OpIsrael이 발동됐다. 작전 발동 이후 수 시간 내에 수천 건의 홈페이지 변조와 
해킹, 데이터베이스 유출 및 삭제, 수십 건의 정부기관 사이트 파괴가 수행됐다. 
가자와 이스라엘 거주민의 평화가 성취됐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Operation Israel, 2013-4-6)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영상에서 인용한 것이다. 내가 알기로 2012년의 이스라엘 
작전에서 실제로 ‘탱고다운’된 이스라엘 관련 웹 사이트의 숫자는 700여건이지만, 
숫자의 정확성이나 과장 및 축소 여부는 지금 논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선언문에 제시된 숫자가 과장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당시 공격들의 
분산성과 대규모성, 인지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의도적 과장일 경우, 의도한 바가 2012년 작전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를 드높이고 
현 시점(2013년)의 해당 작전과의 계보를 구축하는 것일 때, 식별 불가능한 익명의 
참여를 현실화하는 촉성의 내기라는 점에서 지금의 논지와 닿아 있다. 축소의 경우, 
이어지는 선언문 내용에도 나와 있듯 어나니머스는 주류 언론이 이스라엘과 가자에 
관련된 상황을 “축소하고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어느 작전은 발생의 자리를 
이전 작전의 종결된 자리의 기반 위에 연계시키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2012년의 
작전 역시 나름의 생산절차와 작전들의 중첩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작전의 종결 후 
흩어진 ‘참여자’들은 2013년의 개입적 선언으로 일정부분 다시 소환되는데, 그것은 
그 소환되는 부분들의 동일성을 식별하거나 확인하지 않고도 그렇게 한다. 2012년 
작전의 언급이 동일자의 소환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퍼레이션의 전개 
과정에서 “항상 더 많은” 다수집합을 존재하게 하며, 여기서 ‘항상 더 많은’ 다수란 
양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식별불가능성이 산출해 내는 것이다. 2012년의 작전과의 
사건적 계보 속에서 2012년보다 2013년의 작전은 “항상 더 많은” 다수들을 갖는데, 
동일자의 식별로부터 빠져나가는 부분이 언제나 있게 되는 까닭이다. IRC 채널에서 
어느 익명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정확히 이런 의미로 나는 읽는다. “어나니머스는 
100명이라 해도 그보다 많고, 10만 명이라 해도 그보다 많다.” 이것은 엄밀한 수적 
기준이 적용된 진술은 아니지만, 이전 작전의 100명과 다음 작전의 100명이 동일자
로 식별되지 않을 때, 그 예측 불가능한 다수성의 개입 속에서 매 작전들은 언제나 
“더 많은” 다수를 갖게 된다. 같은 의미로 2012년 작전은 2013년 작전보다 “항상 
더 많은” 다수를 가졌다. 

그 ‘더 많은’ 다수들의 내적 비일관성이 비교적 일관적이 되고 더는 우연적이지 
않게 되는 방식 중 하나가 사건들의 자리 간 연계라면, 그런 공통의 가시화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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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에서 해당 경로들은 지속적인 것으로 산출된다. 
동시에 경로는 공통의 장소를 통해 내적 불연속을 시퀀스적 지속성으로 전환한다. 
각각의 시기별 다수적 작전들은 서로의 ‘구성원’을 모르더라도 서로가 같은 경로에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오퍼레이션 이스라엘”로 선언됐고, 선언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언의 실질적인 내용은 구체적 공격 대상과 시점, 구성원 
등이라기보다, “이것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다”라는 반복적 확인이다. 

III-1.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영상(캡처) 
“이것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오퍼레이션 전개방식에서 개별 작전은 또 다른 개별 작전들을 포함하고, 
또는 그것들의 중첩으로 가시화되며, 그 각각의 작전 역시 또 다른 작전(생산절차)
의 중첩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다수의 작전들이 있다(작전들 내부의 작전들 내부의 
작전들). 우리의 논지에 따라 그것은 또한 작전-장소들이며, 이런 장소들의 다수성, 
정확히 말해 다수들의 다수들은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환원되거나 몇몇 부분합들로 
전체를 ‘구성’한다기보다 일련의 사건들의 자리로 배치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건적 
자리에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할지(작전이 발동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소급적
이다. 그것이 사건적 자리로 - 사건의 자리였음으로 - 드러나는 것은 작전이 발동
하고 종결된 후지만, 이미 앞선 시점에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그것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아니다. 적어도 장소의 다수-중첩이라는 
형상에서 개인과 그들이 이루는 집단의 문제도 아니다. 

2) 오퍼레이션 안의 오퍼레이션 

다수의 작전들이 있다. 우리는 그 중 12개의 작전들을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속하는 것으로 식별하고 분석을 시작하는 장소로 삼았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속한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은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 또한 다수의 해당 작전들을 안
으로부터 펼치는데, 2012년 11월, 2013년 4월, 2014년 4월, 2015년 4월의 작전들
은 모두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에 속한다. 각 시기별 해당 작전들은 역시 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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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작전들을 펼치고,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2013’은 2012년 작전의 
종결 이후 시점에서 2013년 4월 6일 사이에 해당하는 특정 시기에 전개된 일련의 
준비작전을 부분으로 갖는다.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2013(#OpIsrael 2013)은 편의상 
임시 식별자로 부과된 것이며, 실제로는 각각의 작전 모두 ‘오퍼레이션 이스라엘’로 
불린다. 여기서 ‘#OpIsrael 2013’과 그 준비의 절차들 사이 관계는 무엇일까? 이 
앞선 생산절차는 위에 나열한 작전들의 목록에서 겉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숨겨진’ 
것들이다. 2013년의 이스라엘 작전은 결국 4월 7일 이스라엘 관련 사이트들에 대한 
대규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가시화된다. 그 이전까지의 생산절차들은 모두 
‘#OpIsrael 2013’에 관련된 것으로 수행되더라도 그것은 좀 더 모호하게 경로상에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생산-작전들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 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답하려는 것은 애초에 생산절차는 어떻게 해당 시기 작전에 
‘관련된 것으로’ 소환되었는지의 문제다. 

이것은 ‘#OpIsrael 2013’에 속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라는 문제와 연계된다. 
만약 생산절차가 각각의 작전들로서 ‘#OpIsrael 2013’에 또한 속하는 것이라면, 그 
작전들과 4월 7일 당일의 작전(#OpIsrael 2013)은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의 가정이 성립된다. 먼저 당일 작전이 따로 ‘#OpIsrael 2013’
이 아니라 그것을 앞선 생산절차들 중의 마지막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련의 생산절차-작전이 장소의 중첩을 통해 ‘#OpIsrael 2013’이라는 작전-장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본다면 참여자들이 4월 7일 당일의 공격작전을 
특별히 ‘#OpIsrael 2013’으로 부르는 양상과 간극을 드러낸다. 실제 준비 과정의 
생산절차는 당일의 ‘#OpIsrael 2013’ 실행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예상치 않게 생산절차 간에 이질성과 위계를 상정하게 되면서 사실과 더 멀어진다. 
만약 어떤 생산절차가 다른 생산절차들보다 우위에 있다면, 후자의 절차들은 전자의 
특별한 위상에 종속되고 사실상 그것을 위해 정교하게 계획되거나 조직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그런 조직화된 ‘사령부’나 ‘집행부’
가 별개의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가정은 작전의 
실제 전개에서 앞선 생산절차들과 당일의 공격절차 사이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사실
관계를 숨긴다. 내가 보기에 생산절차와 공격절차는 구분되는 범주로 가시화된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언급했듯이, 생산절차와 공격절차는 서로 참여의 
동일성을 확증하지 않은 채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만약 두 번째 가정으로 4월 7일 당일의 공격절차-작전이 또한 ‘#OpIsrael 2013’
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실제의 양상과 더 근접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처리하기 쉽지 않은 양태상의 문제를 불러온다. ‘#OpIsrael 2013’에는 생산절차와, 
그것에 더해 ‘#OpIsrael 2013’ 자신이 속한다고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 오퍼
레이션 중첩으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가시화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Op 
Israel 2013’에 속하는 것의 모호함이 이로써 분명해진다. 만일 두 번째 가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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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퍼레이션 전개 양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 생산절차들은 ‘#OpIsrael 2013’에 속하지만, 생산절차들이 속하는 ‘#OpIsrael 
2013’ 자신이 또한 속한다는 것은 집합론 형식을 엄밀히 적용할 때 자기귀속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나 실제의 양상을 고려하여 그것의 내용이 
지시하는 바를 읽으면 생산절차와는 일정하게 구분되는 공격절차의 특이한 성격이 
드러난다. ‘#OpIsrael 2013’은 명백히 앞선 생산절차의 장소들 위에서 발생하지만 
- 따라서 생산작전들도 ‘#OpIsrael 2013’이다 - 또한 당일의 공격작전(#OpIsrael 
2013)이 존재하지 않으면 앞선 생산절차는 #OpIsrael 2013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 
애초에 생산작전과 공격작전은 동일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생산절차의 존재만으로 정작 당일 공격절차의 존재(작전의 발생)
를 확증할 수 없다. 동시에 생산절차가 없다면 공격절차 역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생산절차의 존재는 공격작전(#OpIsrael 2013)의 존재로, #OpIsrael 2013에 관련된 
것으로(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얼핏 시간적 선후관계가 역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오퍼레이션 참여가 
소급적 개입으로 현실화되는 양상을 생각하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사실 지금의 내용은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개입적 선언으로 실행된다는 앞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OpIsrael 2013’을 작전이자 하나의 선언으로 읽으면, #OpIsrael 
2013은 당일 #OpIsrael 2013에 관련한 것으로 생산절차를 소환하고 앞선 시점에서 
존재를 선언하며(“이것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다”), 생산절차는 #OpIsrael 2013의 
장소이자 ‘재료’가 된다. 사실상 #OpIsrael 2013은 선언을 통해 ‘미리부터’ 분산된 
생산절차들을 자신의 자리로 - 작전의 장소로 - 포섭해왔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논지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장소화 개입이다. 따라서 #OpIsrael 
2013은 당일의 공격작전이자 앞선 생산절차의 장소적 집합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언의 자리가 된다. 

지금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다른 사례들을 더 생각해보자. “오퍼레이션 페이백” 
(Operation Payback, #OpPayback)은 1장에서 언급한 적 있는 채놀로지 프로젝트
(2009년에 종결) 이후, 어나니머스가 다시 상황에 대한 개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다. 알려진 바로 이때 처음 “오퍼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38) 2010년 
이 최초의 ‘작전’은 인도의 어느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영화 제작사들과 맺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에이플렉스 소프트웨어(Aiplex Software)의 CEO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39) 자신들의 일이 영상 저작물의 불법 공유링크가 

38) 당시의 명칭은 “작전: 복수는 나쁜 년이다”(Operation: Payback Is A Bitch)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변경된다. 

39) The Age, “Film industry hires cyber hitmen to take down internet pirates,” 
2010-9-8, (http://www.theage.com.au/technology/technology-news/film-industry-hir 
es-cyber-hitmen-to-take-down-internet-pirates-20100907-14yp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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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사이트, 특히 토렌트 공유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다운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30개 이상의 인도 영화 제작사, 그리고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전해진 후, 특히 유명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
인 ‘해적만’(The Pirate Bay)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실이 알려지자, ‘4chan’의 익명 
게시판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벌어지고 다수의 IRC 채널에서 대화가 열렸다. 어느 
저널리스트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Olson 2012) 익명들은 해당 IRC 
채널이 폐쇄될 것을 우려해 여러 IRC 네트워크를 이동해 다녔으며, 새로 생성되는 
채널로의 링크는 익명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되고, 폐쇄와 생성의 
반복이 지속될 때마다 매번 누군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견해 채널을 개설해 놓곤 
했다. 채널 명칭은 불필요한 주의를 끌지 않도록 별 특색 없이 부여됐지만, 에이플
렉스에 대한 보복을 논하는 채널은 대개 ‘#savethepb’란 명칭을 사용했다. 여기서 
“thepb”는 ‘해적만’의 줄임말이다. 

즉, 2010년 9월 17일 에이플렉스 사에 첫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해적만’이라는 다수 익명들이 애용하는 특정 공유 사이트를 위한 보복 공격
인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관련 사항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인지가 명확히 합의돼 
있음을 알려주는 뚜렷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에이플렉스 사 공격이 부분적으로 
‘해적만’ 사이트 다운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당시 익명들이 이 문제를 
검열의 차원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에이플렉스 사 공격이 곧바로 
미국영화협회(MPAA)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도40) 당시 사이트다운 
후 공개된 지침서 문구처럼, 일단은 MPAA를 ‘해적만’ 같은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검열’의 숨은 주체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열에 대한 반대는 사이언톨로지 
교회를 공격했던 최초의 채놀로지 프로젝트 때부터 어나니머스의 주된 관심사이자 
일관된 문제의식이었다. 올슨의 글에서도 당시 저작권 문제는 종교단체의 검열만큼 
“섹시하지” 않았다는 기술이 나온다(ibid. 102). 채놀로지 프로젝트가 종결된 이후 
정치적 관심에 좀 더 치중하는 익명들과 재미(‘트롤링’)를 추구하는 익명들 간 내부 
갈등도 없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당시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
관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나는 9월 17일 최초 공격까지 준비 절차에서 
다수의 상황 인식과 여러 합의되지 않는 공격 명분이 내세워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흥미로운 점은 다수의 개별적 행동들이 하나의 집합적 행동으로, 그리고 최초의 
‘오퍼레이션’으로 가시화된 것이 이틀 후 미디어에 전해진 선언문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작성일자는 알 수 없으나,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것은 2010년 9
월 19일이다.41) 그 시점은 에이플렉스에 대한 공격이 MPAA 공격으로 전환된 직후, 

40) “4chan DDoS Takes Down MPAA and Anti-Piracy Websites,” 2010-9-18, (https: 
//torrentfreak.com/4chan-ddos-takes-down-mpaa-and-anti-piracy-websites-100918) 
41) “RIAA Goes Offline, Joins MPAA As Latest Victim Of Successful DDoS Attacks,” 
2010-9-19, (http://techcrunch.com/2010/09/19/riaa-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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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음반협회(RIAA)에 대한 디도스가 추가로 준비되던 때다. 여기서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정식화 또는 확인되며, 우리에게 익숙한 
어나니머스의 어법이(“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후 
미디어들의 보도 형태도 동시다발적인 개별 공격행위들을 하나의 명칭 하에 일관된 
것으로 - 때로는 계획적 집단행동처럼 - 인식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미디어의 
분류방식과 별개로, 우리에게는 이 특이한 최초의 작전이 소환되고 전개되는 방식, 
개별 행위들이 집합적 형상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실 이 오퍼레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9월 17일의 에이플렉스 사 다운은 어느 익명(“single anon”)이 당초 
계획된 공격시간(미 동부시간 2010년 9월 17일 오후 9시)보다 앞서서 개별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이 ‘능력자’ 덕분에 정작 해당 시점에 다른 익명들이 공격할 대상이 
없어졌다. 어쨌든 일차 목적은 달성됐지만 곧바로 다음 목표를 MPAA로 설정하면서 
이 시점부터는 공격절차가 집합적 단위처럼 수행된다. 그러나 9월 17일 당일까지도 
이것이 앞으로의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귀속될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해적만 등 우리 사이트들의 현 사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개새끼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다. 우리는 MPAA.ORG를 타킷으로 삼는다! 아이피 주소는 “216. 
20.162.10”이다. 우리의 공격시간은 여전히 동일하다. 모든 세부사항들은 앞서와 
같지만, 우리는 이 훨씬 더 큰 타깃을 향해 조준점을 재조정한다. 우리는 인력이 
있고, 봇넷[여기서는 디도스 공격툴을 지칭]이 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짓을 똑같이 되돌려 줄 때다. 

III-2. 에이플렉스 다운 직후 어나니머스 채널들에 공유된 지침서 

9월 17일 에이플렉스 홈페이지가 다운된 직후 전달된 지침서 내용이다. 참고로 
위에 언급된 MPAA의 아이피 주소는 공격 시작 18시간 후 다른 주소로 변경됐다. 
지침서는 당시 디도스 공격툴로 활용된 LOIC(Low Orbit Ion Cannon)의 획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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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설치 및 사용법을 첨부해 놓고 있다. 여기서 ‘작전’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19일 선언에서 비로소 참여의 소급적 촉구
라는 형태로 뚜렷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의 명분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관련 사항으로 명시되면서, 현 상황에 대한 개입과 앞으로 전개될 작전의 
경로 설정자로서의 성격이 의도된다. 

우리 익명들은 지금 “복수는 나쁜 년이다”라는 작전(Operation)을 조직하고 있다. 
어나니머스는 RIAA(미국음반협회)와 MPAA(미국영화협회), 그들의 하수인 격인 
AIPLEX를 공격할 것이다. 그들이 대중적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해적만
(www.thepiratebay.org)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이들 적(敵)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이트들을 다운시킬 것이다. 
도대체 왜냐고, 여러분은 묻는가? 어나니머스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정보 
유포 권리를 무화시키는 기업계의 영리행위에 지쳤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람들의 공유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RIAA와 MPAA는 예술가와 
그들의 대의를 돕는 체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오직 돈뿐이다. 어나니머스는 이를 더는 참지 않겠다. 

(Operation: Payback is a bitch, 2010-9-19, 강조는 원문)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 시행의 제한 또는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작전들을 지시한다면, 복수(復讐) 작전은 이 시점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이후 작전은 영국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및 저작권관련 로펌들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된다. 당해 9월 21일, 영국의 로펌 
‘ACS:Law’에 디도스 공격이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수행됐으며, 해당 공격이 끝난 
후 회사 이메일 파일 백업본이 유출돼 P2P(peer-to-peer file sharing network)에 
올려졌다. ‘ACS:Law’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 파일을 공유한 사람들 다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해진 회사다. 2009년 이 로펌은 2만 
5천명을 해당 사유로 고소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는데42), 주로 당사자들에 
고소 위협 편지를 보내 합의금 지급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유출된 파일 백업본에
는 해당 편지를 받을 1만 3000명가량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9월 23일에는 런던 소재 로펌 ‘Davenport Lyons’ 사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역시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수행됐으며, 해당 회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편지공격’ 방식을 처음 업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43) 9월 27일 호주의 저작권 

42) T3, “Law firm hands out thousands of fines to suspected digital pirates,” 
2009-11-29, (http://web.archive.org/web/20110721060833/http://www.t3.com/news/ 
law-firm-hands-out-thousands-of-fines-to-suspected-digital-pirates?=42559) 
43) The Register, “Second piracy threat lawyers withstand DDoS attack,” 



- 77 -

관련 기구 AFACT(Australian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30일에는 
미국의 로펌 ‘Dunlap, Grubb & Weaver’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차례로 감행됐다. 
‘Dunlap, Grubb & Weaver’ 사는 소위 ‘미국 저작권 그룹’(US Copyright Group)
이란 사업을 통해, P2P로 영화 파일을 공유한 사람에게 ‘ACS:Law’와 같은 방식의 
편지공격을 시도한 업체다. 이밖에 10월 7일 스페인 저작권 관련 기관 사이트
(sage.es), 15일 영국 지적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일 포르투갈 
영화대여업체협회(ACAPOR), 29일 다시 RIAA 사이트(riaa.org)에 디도스 공격 및 
홈페이지 변조가 가해졌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몇몇 크고 작은 공격들을 포함해 
모두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수행된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9월 17일 초기 에이플렉스에 대한 보복 공격은 오퍼레이션 
페이백 전개 과정에서 하나의 준비 절차로 생각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사실에 대한 
왜곡일 수도 있는데, 17일 이전까지 준비 절차들은 어쨌든 에이플렉스에 대한 공격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일 급작스럽게 MPAA로 방향이 전환된 
것은 예상치 못한 예외(개별 익명의 선제공격)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공격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MPAA를 포함해 여러 
저작권 관련 사이트들이 우선 지목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추측이지만, 당시까지 
어나니머스의 개별 절차 속에서 ‘오퍼레이션 페이백’에 대한 명확한 접속의 지점이 
없었거나 적어도 명분에 관해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반강제적으로 
저작권협회들이 공격대상으로 소환됐을 때, 짧은 시간의 모색 후 곧바로 19일 선언 
형태로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발동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라는 선언은 이전까지의 모호한 개별 절차들을 단번에 ‘관련된’ 것으로 접속시킨다. 
이것은 이후 작전들의 전개 과정에서, 그 작전들이 만들어 갈 일정한 경로상에 해당 
작전들을 또한 미리 위치시키는 일이 된다. 

이 초창기 어나니머스 작전에 관한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고 일반화시키기엔 더욱 
무리가 있겠지만, 공격절차에 앞서는 생산절차의 존재가 개입적 선언의 소급효과로 
가시화되는 양상이 어쩌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다. 강조하지만, 앞선 개별 행위가 
공격 이후 해당 사건의 ‘절차’로 간주되는 것은 해당 공격과의 유사성 맥락 속에서 
관찰자가 행위들을 분류하는 것도, 일종의 상정된 사회조직 안에서 그 같은 ‘기능’ 
수행을 인식하는 문제도 아니다. 문제가 그와 같다면 쉬울 것이나, 지금의 익명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 식별 불가능한 부분들 중에서, 그런 익명의 조건을 ‘참여’하는 
모두가 인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다른 어떤 행위의 ‘관련된’ 
절차로 존재하게 되는지가 문제다. 특별히 리더의 업무분류나 기능지정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펼쳐진 행위들이 마치 서로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은 
사건적 개입을 통해 앞선 ‘절차’의 존재를 소급해서 선언하는 형태(“우리 익명들은 

2010-9-24, (http://www.theregister.co.uk/2010/09/24/piracy_threat_lawyers_withsta 
nd_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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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을 조직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논지다. 
어쨌든 지금의 사례는 ‘작전’의 최초 형상을 여러 가지로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로 취급될 만 하다. 일단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앞선 절차들을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포섭하고 나면, 이후의 시기별 해당 작전들은 분명 동질적인 다수의 
작전들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해당 작전은 그에 선행하는 일정한 절차를 
수반한다.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에 비해 시기별 간격은 매우 짧지만, 언급한 각각의 
작전들은 사실상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에 관해 기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시작과 종결의 시퀀스로 인지되며 시기별 작전은 해당 시기의 준비-생산 작전들과, 
또한 이전 시기들의 동일한 경로상 작전들의 자리 위에서, 각각의 장소들의 중첩을 
통해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장소로 가시화된다. 동시에 작전들은 선언의 형태로, 
즉 자기귀속의 형태로, 식별 불가능한 ‘참여’의 부분을 비교적 일관적 예측불가능성
으로 전환시켜 ‘항상 더 많은’ 다수를 확보한다. 

10월 29일 RIAA 재공격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9월 19일,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저작권법에 관한 작전으로 선언된 이후부터 더는 인도와 미국 영화사에 
대한 ‘복수’의 문제만은 아니었고, 이제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촉성하는 식별 불가능한 ‘참여자’의 존재는 음반 산업의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9월의 공격이 종결된 후 10월부터 다시 재개된 것은 당시 유명한 P2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LimeWire’)을 제공하던 업체가 음반 제작사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패소하면서 법원명령으로 음원 파일 검색 및 공유 기능 모두를 중단하게 된 일에서 
시작한다. RIAA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손실보전을 위해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으며,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RIAA 웹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발동됐다. 
“라임와이어가 RIAA에 의해 다운됐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당시 선언문은 “사적 
개체가 정보 자유를 통제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이 인터넷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한 뒤, 이를 멈추기 위한 작전에의 참여를 촉구한다. “여러분이 
라임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검열에 맞서고, 평균적인 시민에 
비해 더 큰 권리를 지닌 사기업에 맞서고, 저작권 업체의 과도한 힘에 맞서자.” 

III-3. 오퍼레이션 페이백(RIAA)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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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관련된 생산절차와 증여 또는 공유 범주의 현실화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복수 작전’의 특징은 디도스 및 서버 다운의 
행위가 공격 대상 사기업이나 관련 협회들의 ‘선제공격’(저작권법을 경유한 해적만 
사이트의 다운, 라임와이어의 다운)에 대한 동일 방식의 되갚음이라는 사실이 강조
된다는 점이다. 디도스 공격 방식에 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해커들, 그것도 ‘미숙한’ 
크래커들이 의사표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시 수단으로 설명되거나, 
실상 그것이 미치는 효과의 미미함과 한계를 강조하는 분석의 경향이 있지만, 그런 
일반화는 “자신들이 먼저 공격받았으며” 그것도 디도스가 의도하는 사이트 폐쇄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공격받았다’라는 인식 기반을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이트는 ‘영토’처럼 인식된다고 할 때, 이것은 점유의 가시화라는 
정치적 주제와 연결된다. 영토 점유의 관념에서 이는 또 다른 공간 재생산과 장소화 
작동의 문제로 넓혀지고, 예컨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유에 대해 사이버 공간의 
이스라엘 사이트들을 점유하는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 발동된다. 디도스 방식과 
관련한 공격절차와 해킹이라는 범주의 구체적 양상은 5장에서 기술될 것이다. 

10월 29일의 ‘복수 작전’은 몇 개월간의 휴지기 후 다시 2011년 3월의 공격으로 
넘어간다. 그간 계속돼 온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RIAA가 피해액을 75조 달러라는 
과도한 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3월 11일의 판결로 알려지면서(실제 피해보상액은 
150만 달러)44) 그것에 대한 조롱의 문구와 함께 3월 25일 RIAA에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 이로써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경로상에서 발생한 RIAA에 대한 공격은 
2010년 9월, 2010년 10월, 2011년 3월에 걸쳐 세 번의 ‘작전들’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내부 경로처럼 가시화되는 것 같다. ‘#OpPayback: RIAA’는 실제로 
모두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불리지만, 음원 공유와 저작권 문제에서 동일 대상의 
공격이라는 불연속적 지속성을 보인다. 나는 이것을 오퍼레이션 내부의 하위 속성 
분류처럼 기술하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 실제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의 시기별 
작전은 존재양태에 있어 ‘다음’ 작전과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2010년 10월의 작전은 
특별히 2011년 3월 작전의 존재를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앞선 9월 작전과의 연계 
속에 어떤 지속하는 경로의 존재가능성을 선언한다. 따라서 2011년 3월의 작전은 
그것이 RIAA에 관련된 것일 때 - 역시 앞선 작전들과의 연계와 지속가능성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선언하면서 - 해당 경로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9월과 10월 사이, 그리고 다음해 3월 사이에 복수의 작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 분명해 진다. 각각은 또한 모두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5일의 ‘복수 작전’은 가이 포크스를 기념해 미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디도스 공격을 벌였는데, 11월 5일(가이포크스데이)은 

44) PC Magazine, “P2P Music File Sharing Dropped After Limewire Shutdown, NPD 
Says,” 2011-3-23,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82494,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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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음모사건(1605년)이 발생한 날이다. 10월 29일의 작전과 바로 뒤이은 11월 5일 
작전 사이에 어떤 맥락적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퍼레이션 페이백이었
고, 둘 다 저작권법 관련단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말이다. 전자의 사건은 
직접적으로 라임와이어 폐쇄에 대한 복수였고, 후자는 가이 포크스를 위한 복수다. 
양자의 경우에서 참여자의 동일성을(신원과 동기 모두에서) 우리는 확증할 수 없다. 
무리한 가정이지만, 만일 이 작전들이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선언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별개 사건들로 보였을 것이다. 이때 상황을 기술하는 자는 나름의 
기준에서 양자를 동일 맥락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공격대상의 
유사성(저작권법 관련 기관이라는 유사성)에 따른 분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11월 
5일 작전과 2011년 3월 25일 작전 간 관계를 기술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중간의 사건을 건너뛰고 RIAA라는 동일성에 근거해 10월과 2011년 3월의 
사건을 유사한 하나의 작전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개별의 집합적 행위가 
특정 경로에 있게 되는 것은 관찰자의 속성부여에 따른 대상 분류와 별개로, 그것이 
그러한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상 재현의 실패나 한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의 논지는 ‘그러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사건적 주체의 개입적 선언에 
따른다는 것이다. 11월 5일 작전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수행됐고, 휴지기 후 
이듬해 공격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또한 재현 대상의 자기분류 방식을 연구자의 
분류보다 우선시한다는, 이른바 연구대상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민족지 기술의 
새 경향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재현 대상의 자기-언급적 인식 모델(상황의 언어) 
역시 실제의 상황과 일정한 간극을 보인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익명적 
상황에서 익명들도 스스로 상황의 언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익명 자신도 상황을 조직하거나 체계화해 인식하기 힘들다. 상황에 대한 메타진술도 
분명 있지만, 그것들이 구성하는 사후적 내러티브는 상황 안에서 ‘작전들’의 존재 
방식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개입적 선언이 이런 언어들과 다른 부분은 그것 자체
가 일단 상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라는 진술은 
자기-언급적이면서 동시에 자기-귀속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순적이고 순환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 순환에 개입함으로써 상황을 ‘만들어’ 낸다. 10월 29일과 11월 
5일 작전 모두 오퍼레이션 페이백이지만, 또한 2011년 3월의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앞선 10월 작전과의 계보 속에서, 사건의 그 공유된 자리를 통해 해당 내부 경로로 
곧바로 접속한다. 각각의 사건들, 사이의 사건들은 상황에 대한 메타적 관점에서의 
유사성 없이도, 순차적으로 시퀀스적 반복을 지속하게 된다. 동시에 그런 장소들의 
중첩을 통해,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장소-경로를 가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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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퍼레이션의 접속과 확장 

‘오퍼레이션 페이백’에서 또한 흥미로운 부분은 종결과 재개의 짧은 간격만큼이나 
그것이 확장돼 다른 ‘작전들’을 내부로 귀속시키는 방식에 있다. 이것은 일정하게 
내부 경로의 존재가능성과 그 확장의 생성이라는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2010년 11월 5일의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가이포크스데이’를 기념해 그것의 
관습적 의미를 전도시키고 가이 포크스를 숨겨진 익명적 영웅으로 형상화한다. 즉, 
국왕 또는 국가의 관점, 그리고 그것과 동일시된 - ‘의사당’으로 재현되는 - 대중의 
관점에서 가이 포크스를 희화화하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화약음모사건을 시스템
의 통제에 대한 저항의 지점으로 재배치한다. 미 국회 산하 저작권청에 대한 공격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공유 권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간주된 저작권법에 대한 복수
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에 저항한 것으로 새롭게 간주된 가이 포크스를 위한 복수다. 
이런 상황 진단 하에 당일의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다수의 내적 경로들을 현실화할 
씨앗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11월 5일 작전’(#OpNov5)은 별도의 오퍼레이션으로 
분절돼 장소화 작용을 이룬다. 가이 포크스 가면을 자신의 형상으로 삼는 익명들은 
매년 11월 5일 해당 작전을 발동시켜 디도스 공격 및 거리 점유를 수행한다. 

한편으로 2010년 11월 5일의 ‘복수 작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의 출현 
소식을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리고 그 활동 양상과 대의를 소개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이것은 ‘#OpNov5’로의 확장된 수행이 가이 포크스 형상을 시스템의 통제에 대한 
저항의 측면으로 가시화하면서, “익명”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는 것과도 연계된다. 
2009년 채놀로지 프로젝트로 상황에 개입한 어나니머스가 일회성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 같이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그 존재
가능성이 먼저 스스로에게 인지되기 시작했다. 이후 유튜브와 트위터, 블로그, 포럼 
등을 통해 어나니머스의 자기진술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데, 2011년부
터는 새로운 ‘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신입 프로젝트가 개별 작전으로(Operation 
Greenhorn, Operation New Blood) 발동된다. 적어도 이 시점부터 어나니머스를 
미국의 특정 사이트(4chan)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어나니머스의 
존재를 내가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1장에서 인용한 바 있는 익명의 
자기규정 진술이 담긴 문건은 주로 이 시기에 생산된 것들이다. 당시 관련 페이지들 
대다수는 사라져 지금은 접속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의 논지에 부합하는 사례는 2010년 12월의 사건이다. 이것은 10월 
29일과 11월 5일의 작전 직후에, 또한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수행된 작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은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Operation Avenge Assange)
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위키리크스(WikiLeaks.org)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비공개 문서를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비난과 찬사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2010년 4월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관련 정부 문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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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2010년 7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7만 5천 건, 
당해 10월까지 이라크 전쟁 관련 39만 건), 4월 유출된 38분가량의 이른바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 영상은 2007년 7월 12일 바그다드 공습에서 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 두 대가 시내 거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조준 사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명의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는 두 명의 로이터 소속 직원이 포함돼 
있었고, 아파치 조종사는 사진기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무기로 오인 후 반군으로 
간주해 공격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미 국방부 발표와 달리, 영상 속 내용은 
거리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간주될 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45) 무엇
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쓰러진 사진기자를 향해 추가공격을 시도한 것과, 도우러 온 
밴 차량을 조준 사격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탑승한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미군이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 영상 속 대화에서 드러난 부분이다. 이 장면은 교전수칙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일으켰고,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샌지’(Julian Assange)는 
이를 명백한 살인으로 규정한다.46) 

2010년 11월의 이른바 케이블게이트 사건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 12월부터 
페이팔, 뱅크아메리카, 마스터카드, 비자 등을 포함한 금융업체들이 위키리크스의 
기부금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관련 업무를 중지하기 시작했다. 케이블게이트(Cable 
gate)란 미국 국무부가 각국 274개 대사관과 주고받은 외교기밀문서 및 일반문서 
가운데 25만 1천 287건을 위키리크스가 확보하고, 1차로 220건의 문서를 다섯 개 
주요 언론사(El País, Le Monde, Der Spiegel, The Guardian, The New York 
Times)와 함께 공개한 사건을 말한다. 11월 28일의 첫 문건 공개 직후 위키리크스 
사이트는 디도스 공격을 받고 다운됐다.47) 12월 6일 스위스의 ‘포스트파이낸스’가 
위키리크스 관련 계좌를 동결한 이후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해당업체 웹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시작됐고, 이어서 마스터카드와 비자(8일), 페이팔(8, 9일)로 
확대된다. 어샌지와 위키리크스를 위한 ‘복수 작전’은 선언문을 통해 위키리크스의 
정보공개 활동에 지지를 표하면서 그 목적과 의도를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내용과 
연결시킨다.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한 반대는 한편으로 검열 문제, 정보공개 및 공유 
통제의 문제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키리크스에 대한 디도스 공격 배후에 
사실상 미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업체에 대한 ‘복수 작전’ 참여를 촉구할 
때, 이것은 효과적으로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수행되는 한편 내부에서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의 경로를 활성화한다. 

45) The New York Times, “Video Shows U.S. Killing of Reuters Employees,” 2010- 
4-5, (http://www.nytimes.com/2010/04/06/world/middleeast/06baghdad.html) 

46) Al Zazeera English, “Collateral Murder?,” 2010-4-19, (https://www.youtube.com 
/watch?v=Zok8yMxXEwk) 

47) Forbes, “WikiLeaks And The Failure Of Cyberattacks As Censorship,” 
2010-11-28, (http://www.forbes.com/sites/andygreenberg/2010/11/28/wikileaks- 
and-the-failure-of-cyberattacks-as-censorship/?boxes=financechannelfor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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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4. 오퍼레이션 페이백(Avenge Assange) 선언문 

당시 상황에 관한 올슨(Olson 2012)의 기록 중에도 “저작권 업체들도 나빴지만, 
위키리크스를 엿 먹인 페이팔은 더 나쁘다”(109)라는 언급이 나온다. 사실 스위스 
포스트파이낸스 공격에 앞서 12월 4일 페이팔 공식 블로그에 8시간 동안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 이는 그 전날 페이팔이 위키리크스 계좌 동결 방침을 해당 블로그를 
통해 처음 발표했던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었다. 이런 신속한 반응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이미 존재하는 경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전 
11월 5일 오퍼레이션(미 저작권청 공격) 종결 후 참여자들은 흩어졌지만, 조금 다른 
‘맥락’의 정황에 대해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사건적 자리는 새로운 참여자들을 
소환하는 계보적 기반이 된다. 역시 이 경우에도 양 작전에서 ‘참여자’의 동일성을 
(그 신원과 동기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다. 거칠게 말해, 저작권법 기관을 공격하는 
것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위키리크스나 줄리언 어샌지를 위한 복수에는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대개 하나의 ‘작전’이 종결되면 관련 IRC 
채널이나 포럼에 접속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든다. 일부가 접속을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다음 작전 실행에서 동일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런 비동일성의 익명적 상황에서 작전 또는 장소적 경로의 지속 방식이다. 올슨은 
12월 4일 공격에서 6인의 존재를 작전의 “조작자”(operators)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명단이 실제로 공격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을 가시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들은 네트워크 채널 개설자나 관리자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어나니머스가 하는 
일에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한다”(ibid.). 4일의 공격에서 이들이 “채팅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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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평소 작업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ibid. 110)란 언급은 또한 평소 작전의 
특정 조직자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올슨의 기록에서 이들이 “이번 공격을 조직했다(organizing)”(ibid.)라고 
묘사되더라도 나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로 이해한다. 이것은 다른 
작전들의 전개 방식에 관한 나의 경험 자료에 부합한다. 개별 작전마다, 또한 해당 
시기별 작전들마다 참여의 강도와 지속성은 일관적이지 않고 차이를 보인다. 언급된 
6인의 익명들이 공격을 “조직한” 내용에 관해 구체적 부연이 없기에 유추해 보면, 
아마도 IRC 채널의 지속적 개설과 접속 유지, 공격 당위성의 주장이나 설득, LOIC　
사용법과 공격 요령의 설명, 트위터 등의 계정을 통한 적극적 홍보와, 때로는 몇몇 
부수적 준비 작업 요청이나 권유 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오퍼레이션 관련 
채널의 방문자 수가 3천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ibid. 113) 이런 작업은 누군가 
해야 할 필요한 일들이지만 또한 참여자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다른 
작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작업은 다수 사람들 사이에 분산적으로 수행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어느 
경우도 성공의 보장이나 준비작업 완비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교적 일정한 강도의 내적 일관성이나 작전의 형상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은 
특정 준비절차에서 채널에 접속해 있는 참가자들(그것을 “조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포함해서)의 식별된 동일성이나 그 숫자보다도, 오히려 앞서 존재하는 작전-
장소로의 연계가 된다. 12월 4일 페이팔 블로그 공격은 명백히 오퍼레이션 페이백 
경로상에서 발생했다. 그것은 11월 5일 미 저작권청 공격과 맥락적 유사성 없이도 
그렇게 존재한다. 

12월 5일 이후 앞서도 언급한 이번 작전의 선언문이 IRC 채널과 포럼 및 트위터 
등을 가로질러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다”란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 그것이 정확히 그 전날의 즉각적인 
공격 작전(오퍼레이션 페이백)의 장소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곧바로 ‘복수 작전’의 
경로상으로 접속해 있게 된다. “페이팔은 적이다. 디도스 공격이 준비될 것이다.” 
이미 해당 1차 공격 후의 이런 문장들은 시간적 순서가 어긋난 것이라기보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 사이트(paypal.com)에 대한 직접 공격을 의미한다. 나는 
이것이 선언문의 작성일을 12월 4일 페이팔 블로그 공격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는 이미 
전날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오퍼레이션 페이백 경로에서 해당 작전으로 발생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적 경로를 생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작전들이 또한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것이 사실에 좀 더 가깝다고 할 때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어느 작전을 다른 어떤 
작전과 구별하거나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는 참조점을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사실관계가 지금의 익명 상황에서 오퍼레이션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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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기술한 대상 재현이나 상황의 언어, 
그리고 이들 모두와 구분되는 상황적 선언의 문제를 뒤집어서 접근하는 것이다. 

1절 초반부에 언급했듯, ‘오퍼레이션 튀니지’ 또는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장소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이 장소의 이름이고, 따라서 일종의 명명 작업이라면, 대상적 
속성 부여를 통한 분류체계에 해당 ‘작전’들을 귀속시키는 일이 된다. 즉, 우리는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에 대해 그것을 장소의 이름으로 
인식하면서 서로 다른 작전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전자를 저작권법 
관련 대상 공격으로, 후자를 위키리크스 관련 대상 공격으로 유사성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여기에 상황 언어라는 관점이 더해지면, 마치 그런 맥락상의 분류가 
재현 대상들의 자기분류에 일치하고 그것이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 즉, 대상들의 자기재현 모델에서 양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해석이 
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 속의 존재 양상에서 그것들은 모두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수행됐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첫 번째 방법은 
상황 속 존재양태의 사실을 기각하고 양자를 서로 다른 작전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 작전에 서로 다른 ‘이름’이 부여된 것은 민족지 기술대상의 인식 모델을 
재현 영역에서 존중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언급했듯이 실제 양상과 
간극을 보인다. 두 번째 방법은 두 개의 ‘이름’들로부터 양 작전들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되, 전개과정에서 ‘같은’ 작전으로 수행된다는 인식을 수용해 작전들 사이에 
위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오퍼레이션 페이백에 대해 ‘#OpAvengeAssange’ 또는 
‘#OpPayback: RIAA’ 등은 하위 분류항이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논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인데,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하위 항목들로 구성된 ‘이름’으로만 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역시 하위 항목으로 이미 분류된 작전들
(#OpIsrael 2012, #OpIsrael 2013 등)을 종합하는 어떤 유사성의 기준이 돼버린다. 
이것은 각 시기별 작전에서 해당 작전이 또한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나 ‘오퍼레이션 
이스라엘’로 수행되는 과정 전반을 지워버릴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실제 작전들의 존재양태를 인지해, 어떤 형태의 이름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해 이는 상황 속 작전의 존재양태를 인지 
및 기술하기 위해, 개별 양상을 명명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는 의미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일련의 작전들을 통해 해당 경로가 생성되고 경로상에서 일련의 작전들을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생성시키는 장소지, 그 장소의 이름이 아니다. 해당 경로상 
개별 ‘작전들’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이름의 하위 항목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수 작전들’이다. 개별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또한 복수 작전의 장소들이고, 각각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명명된다기보다 그 다수 장소들의 중첩을 통해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장소(들)로 가시화된다. ‘가시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하위 장소들의 종합으로 구성되는 별개의 (상위 클라스) 장소처럼 간주될 위험
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수 장소들의 중첩을 통해 가시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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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즉 개별 작전들이 ‘해당’ 작전들로 존재하게 되는 일정하게 소급적인 방식은, 
각각의 동질적인(비-위계적인) 장소들을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선언의(명명화가 
아닌) 사건적 자리들로 삼는 개입과 접속을 통해서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지다.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는 서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해당 
경로상의 동질적 장소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익명 상황에서 작전을 부르는 데 사용되는 언어의 다름이 
그것을 구별하는 근거의 온전한 기반으로 쓰일 수 없게 된다. 각각의 오퍼레이션이 
장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작전이 다른 어떤 작전과 연계되고 또 구분되는 것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상황의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장소의 조우를 통해서 인지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논문에서 ‘오퍼레이션’이 언급될 때 그것 모두는 이름이 아니라 
엄밀히 장소들을 지시한다. 또한 어떤 작전을 다른 어떤 작전과의 맥락적 유사성의 
기준으로 서로 같거나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 그런 유사성 없이도 작전들이 
같은 경로상의 장소들에서 발생할 때, 우리는 역시 그 장소들의 조우를 통해 해당 
작전을 관련된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작업은 그 조우라는 측면에서 
장소들, 그 장소들에서 작전과의 접속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에 의거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여전히 인류학 방법론이다. 사실 이런 방식의 조사를 통한 인지
는 각각의 장소들에서 익명들이 해당 작전들과 경로들을 관련된 것으로 인지하는 
방식과 동질적이다. 즉, 이런 의미에서의 인류학 조사는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메타 
관점에서 온전히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메타 언어를 
취합함으로써 온전히 기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적어도 지금의 익명-장소적 
조사에서는, 상황과 당사자들의 메타언어 사이 간극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변화’의 
경향을 읽어내는 문제와도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만일 그 장소상에서의 조우를 통해 
상황의 생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해당 장소들에서 작전들이 존재하게 되는 
방식, 자기귀속적 선언을 통한 개입과 접속 여부로부터 개별 집합적 행위를 사건적 
자리로 - 이미 존재하고 미리 존재하는 것으로 -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접속 문제는 해당 익명들도 작전이 실제 존재하게 되는 절차에서 특히 
민감하게 인지하는 성격의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일 공격의 성공 여부,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OpAvengeAssange”는 이전 작전과 달리 
페이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LOIC를 
통한 디도스 공격 방식을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참여자’를 작전에 연결할 필요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2월 8일 페이팔 공격 시점에 관련 오퍼레이션 IRC 채널의 
접속자 수는 1차 공격 당시의 3천 명에서 7천 8백 명가량으로 늘었으며, LOIC의 
하이브 옵션(‘Hivemind’)을 켠 참여자 수는 전날의 420명에서 4천 5백 명 정도로 
증가해 있었다(ibid. 114). 하이브마인드 모드란 해당 옵션을 활성화한 PC들을 특정 
IRC 서버에 연결시켜 원격으로 다수 LOIC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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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 채널에서는 명령어를 통해 공격대상 IP주소를 지정하고, 연결된 하이브마인드 
클라이언트는 집합적으로 같은 대상 사이트를 공격하게 된다. 이것은 각종 채널에서 
산발적으로 공격이 전개될 경우 거대 사이트에 화력이 효과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모드다. 따라서 하이브 양태를 통해 분산된 서비스 거부 
공격들은 시간차 없이 거대 주체처럼 작동하며, 마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해당 IRC 채널에서는 하이브마인드 모드로 접속한 클라이언트 수를 
명령어를 통해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공격 참여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동 모드로 LOIC를 실행하는 참여자들 역시도 상당수 
존재하고 그 비율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12월 
8일의 작전에서 참여자의 규모는 이전에 비해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올슨은 이 부분에서 페이팔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원인으로 몇몇의 
해커가 제공한 해킹툴(‘봇넷’)의 지원사격을 들고 있지만, 봇넷(botnet)의 그 엄청난 
파괴력이 당시 공격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존재를 무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LOIC와 다르게 봇넷은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해당 컴퓨터를 이른바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 공격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이로써 ‘비자발적’ 
공격 수행자를 작전에 포섭하게 된다. 반대로 12월 9일 이후부터 해당 오퍼레이션 
관련 채널 접속자 수는 수백 명 규모로 급감했고, 이전 작전의 성공과 달리 아마존
(amazon.com)에 대한 공격은 몇 차례 지연 끝에 ‘취소’됐다. 당초 아마존 공격은 
위키리크스가 케이블게이트 사건으로 공격을 받고 호스팅 서버를 아마존으로 옮긴 
직후 아마존이 해당 호스팅을 중지하면서48) 시작됐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올슨도 
기술하는 것처럼(ibid. 121) 아무도 더 이상의 추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올슨이 공격을 조직했다고 묘사한 몇몇의 의사와 달리 이번 작전은 자발적 다수의 
‘참여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런 양상은 다른 작전들의 전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어떤 공격 
제안들은 충분한 다수를 소환하지 못하고 따라서 해당 작전 경로상으로 접속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 실패 이유를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지만 항상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작전은 예측 불가능하게 성공하기도, 즉 해당 경로상으로 존재하
기도 한다. 나는 이것이 인과론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특정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자체가 자발적 참여자 없이도 ‘봇넷’을 사용하는 
소수 해커들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작전’의 존재를 결정하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공격절차에 앞서는 생산절차들의 존재가능성을 지워버린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技術)적 성공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당일의 ‘작전’이 앞선 
‘작전들’과의 연계의 선언을 통해 가시화되는 방식을 숨긴다. 무엇보다 그 가시화가 

48) Readwrite, “Operation Payback Targets Amazon; WikiLeaks Cables Found in 
Kindle Book Store,” 2010-12-9, (http://readwrite.com/2010/12/09/operation_pay 
back_targets_amazon_wikileaks_in_kindle_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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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소들에서 작전의 접속 여부로 판단되는 지금의 조사에서, 자발적 ‘참여자’ 
없는 공격은 그것이 봇넷 등의 도구를 통해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 예컨대 
아마존 공격에서 설령 그것이 참여자 없이도 봇넷을 사용해 사이트를 마비시켰을 
경우라도 - 작전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온전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12월 8일 공격에서 봇넷의 지원이 있었지만 당시 참여자의 존재와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의 경로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익명적 상황에 관한 조사는 공격절차에서 탱고다운 성공과 
실패의 분류만으로 해당 경로상 오퍼레이션들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즉, 
그것은 여전히 장소들의 조우를 필요로 한다. 

오히려 나는 이 사례를 통해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그것이 소환하는 것, ‘참여자’
라는 형상으로 가시화되면서 또한 오퍼레이션을 존재 가능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오퍼레이션에 속하는 또 다른 ‘장소들’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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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 장소, 참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오퍼레이션’이라는 장소적 범주는 장소들 내부의 장소들의 
중첩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다수들의 다수라는 형상은 ‘전체-부분’의 
쌍을 일정하게 벗어난다. 장소들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합이 또 다른 전체 장소를 
위계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각각의 장소들은 동질적인 집합이다. 또한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따라서 “어나니머스”라는 식별불가능성에 관해 오퍼레이션을 통한 장소적 
접근은 그것을 재명명하고 재분류하기보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장소(들)로 
가시화한다. 만일 어나니머스를 하나의 전체로, 개인이나 집단을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면, 지금의 익명적 상황은 후자가 식별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식별 불가능한 
‘부분’의 기술에서 식별 불가능한 ‘전체’를 기술해야 하는 이중의 난관에 봉착한다. 
설령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식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를 다시 식별 
가능하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를 ‘구성하는’ 개인의 신원이나 동기, 
기타 맥락을 ‘안다고’ 해서 그 파악된 부분의 상호작용이 어나니머스-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다른 설명체계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어나니머스와 개인의 
해석 틀, 사실상 전체-부분의 짝은 익명의 ‘구성원들’의 정체나 의도를 밝히는 데 
주력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식별하지 못하고, 성공하더라도 ‘어나니머스’의 정체를 
다시 식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익명적 상황에서 식별 불가능한 것은 오히려 상황 내적 ‘부분들’로 있다. 
어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전체 짝이 아니고 그 사이 간극에 놓이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그 ‘부분들’이란 다수들의 다수를 가리키며, 장소들의 중첩으로 가시화된다. 
장소-부분은 경로를 생성하고 경로상에서 생성되더라도, 장소가 경로와 부분-전체의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무언가의 부분-장소가 아닌 각각의 장소-부분들은 존재하는 
데 있어 그것으로 구성되는 전체-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부분들을 필요로 한다. 즉, 
다른 장소-부분들의 접속을 통해 경로들을 가시화한다. 오퍼레이션이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에 
다수 오퍼레이션이 속한다. 이 지점에서, 다수 작전을 개별 작전들에 속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다수 작전에 속하는 무언가(또는 그 접속)의 문제와 마주하며, 그것은 
‘참여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논지에 따르면 그것 역시 ‘장소-부분’이다. 
참여자의 형상을 장소적 범주로 인지하는 것은 참여자가 다수 작전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양자를 동질적 범주로 대면시키는 일이 된다. 이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라기보다 장소들의 중첩의 문제다. 이 경우 우리는 참여자가 작전들에 속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분-전체 관계로 회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참여자 
존재가 흔히 ‘개인’ 범주와 동일시되면서, 익명적 개인이 구성하는 집단적 특성이란 
구도로 전환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장소들의 관계로 작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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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말해 온 방식과 참여자의 문제를 언급하는 방식은 간극을 드러내고, 이것을 
메우기 위한 3의 설명 틀이 요청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동기에 관한 집단적 
서사나 재현 등 사회구성의 매개물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화)나 국가가 된다. 
어나니머스의 상황에서 그런 상정된 사회적 구성체는 사실과 멀리 있다. 

문제는 어떻게 참여자의 형상을 장소 범주로 인지하는 일이 정당화될 것인가에 
가깝다. 참여자-개인이 작전-집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장소가 작전-장소
에 속한다고 말하기 위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이 부분이다. 그것은 개인 범주와 
구분되는 ‘사람’ 범주를 드러내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의 범주 

사람의 범주는 그것을 ‘인격’(person)으로 번역했을 때 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아(self) 범주와 대립적 쌍을 이룬다. 우리는 보통 ‘자아’를 개별자가 자신에 대해 
경험하고 의식하는 능력에 관한 개념으로 규정하며, 자아의 개념을 통해 개별자를 
자신의 행위와 사고, 의도와 기억 등을 의식하는 자기의식적 실체로 인식한다. 한편 
인격이 타인과 관계에서 권리·의무와 책임의 귀속 등 사회적 개념 안에서 규정되는 
것이라면, 인격 관념은 주로 특정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개별자를 인식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왔다(McCall 1990: 12-15). 인격과 자아의 관계에서 이들 모두가 동일한 
개별자를 이해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자아 개념이 사적
이고 내면적인 경험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인격 관념은 상대적으로 공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을 나타내왔다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 역시 이런 인격 관념에 기대, 사이버스페이스
에서의 존재양태를 인격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을 꺼려했다(Walser 1994). 인격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개념일 때, 그것은 곧바로 ‘현실’의 물리세계에 놓인 ‘개인’의 
관계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양태를 물리세계의 개별자 지
위와 대비시키는 입장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일종의 유사속성들의 집합으로 인식한다
(Novak 1993). 신체의 매개 없이는 책임의 귀속자가 수적으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체동일성은 인격동일성의 필수조건으로(Williams 1973) 간주되고, 신체를 
지닌 본래적 개별자에 대해 사이버스페이스에 표상되는 ‘신체를 결여한’ 속성집합은 
정당한 존재자격을 획득하기보다 ‘다중자아’에 가까운 현상처럼 해석되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격이란 사회 내 개인의 지위를 재현하는 하나의 틀이며, 개별자를 
인식하는 두 가지 틀(인격/자아)이 상이한 방향에서 가리키는 동일자는 개인 범주로 
쉽게 등치된다. 이것은 인류학에서 인격과 개인 범주를 서로 대립시키는 경향과도 
확실히 구별된다. 

인격의 범주가 관계성 안에서 일종의 ‘역할수행자’처럼 존재한다면, 그것은 개인 
범주와 달리 관계성이 내재화된 다수 장소로 인지되며 ‘인격체’는 그 자체로 복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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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단수이기 때문이다(Strathern 1988: 13). 이와 관련해 인류학에서 생산돼 
나온 이론들에 따르면, 신체적 동일자로서 개인 관념 또는 그에 기초한 자아 관념은 
사회문화적이고 인위적인 지각 활동의 결과며 개인 또는 자아 범주가 형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Mauss 1985[1938]). 더욱이 공시적 관점에서도 
‘분리 불가능한’(in-dividual) 개체로서 개인의 범주,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
개인 관계 설정은 서구 세계에 독특한 것일 수 있다(Strathern 1988). 서구적 관념
에서 ‘사회’란 구성원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통합력으로서, 개인들 간 상호 관계의 
합으로 구성된다(ibid. 12). 이는 개체로서의 ‘개인’이 사회에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런 식의 관계설정에서 개인이라는 범주 자체엔 개념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관계(사회성)에 대한 보장이 마련되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회성은 외재적이고, 
‘사회’는 대개 권력 관계, 지배 관계, 그리고 법적 계약 관계의 범주가 된다. 

반면 인격 범주에서 개별 ‘인격체’는 그것을 생산한 관계들이 집약된 채 내적으로 
이미 특정의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 이른바 다수(multiple) 인격 또는 
분할(partible) 인격(ibid. 178-179) - 서구의 근대적 자아 범주가 상정하는 분리 불
가능한 단일자는 아니다. 그것은 분리 가능한(dividual) 개별자-인격체로 이해된다. 
기본적으로 비교문화적인 작업들에 기반하는 이런 구분은 자칫 서구와 비서구라는 
또 다른 상정된 분류 틀에 포섭되는 것일 수 있지만, 적어도 담론공간에서 지배적인 
특정 개념적 범주가 각각의 필드에서의 국지적 범주들을 무화하거나 예외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메타언어가 상황의 언어에 우선시될 수 없다는 
인류학자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의 개념화에 
있어 최근 인류학 경향은 서구 필드에서 개인 범주가 더 적합하고 비서구 필드에 
인격 범주가 부합한다는 그간의 암묵적 합의마저 일정하게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
(Carsten 2004; Strathern 1992). 즉, 개인 범주는 단지 멜라네시아나 랑카위 사람
들의 관계성에 대한 관념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서구의 삶의 방식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근대적 통념에 직접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Strathern 1996). 

여기서 드러내려는 논지는 서구/비서구 상황을 막론하고 개인 범주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인격 범주가 이를 대체하진 못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사실 인격이라 칭하든 개인이라 부르든 무언가의 존재양태에
서 각각의 범주들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양자의 개념화가 서로의 공제되는 
부분을 온전히 상쇄하지도 못한다. ‘개인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의 구분은 형태상 
마치 ‘친족’에 대해 사회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의 이분법적 관념 속에서 친족과 
비-친족을 분류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연구
자의 분류체계와 상관없이 ‘친족적’ 관계성은 존재하듯이(Carsten 1997), 무언가와 
또는 무언가의 관계맺음들이 존재한다. 즉, 상황 안에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사람’과 ‘인격’을 구분하는 이유는 일차로 ‘인격’ 범주가 (개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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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는 개인-사회 짝의 재현으로 귀속돼 다시 ‘자아’ 범주와 짝을 이루는 구도를 
탈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자아-인격(‘personhood’) 짝은 개인-사회 짝에 쉽게 
대응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지운다. 자아와 인격은 ‘개인’의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이라는 식으로 서로를 보충한다. 또 다른 이유는, ‘인격’이 
‘개인’과 대립적 범주로 배치돼 개인-사회 재현 틀에서 탈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곧바로 ‘재현된 예외’로 처리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인격/개인의 분리 쌍은 
인류학 논의들에 좀 더 친숙한 방식이긴 하지만, ‘인격’의 자리를 ‘개인’이라는 재현
의 바깥 경계에 놓으면서 오히려 ‘개인’의 재현 영역을 동일한 공간성으로 공고히 
하고 거기서 ‘인격’의 자리는 사라질 여지가 있다. 예컨대 서구/비서구의 또 다른 
쌍에 대응되면서 서구권 필드에서 비서구적 ‘인격’ 범주는 없거나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경우에 따라 익숙한 근대성 논의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인격과 개인의 범주는 서로를 상쇄하지만 각자의 바깥에서 가능한 것이 된다. 

후자의 상황이 문제적인 것은 이런 구도 속에서 서구/비서구 쌍의 통일마저 같은 
구도의 반복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서구권 필드에서 인격 범주를 드러내려는 작업은 
사회적 관계성(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틀로 다 기술되지 않는 부분, 예컨대 ‘친족적’ 
관계성을 포착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관계성이 사회적 관계성의 ‘재현된 예외’로 
처리되는 한 인격 범주 역시 개인 범주에 대해 마찬가지가 된다. ‘인격’은 개인의 
예외로 ‘재현’된다. 여기서 ‘인격’ 범주는 ‘개인’ 범주에 일정하게 선행하는 것으로 
배치되더라도 결국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된 범주가 된다. 즉, ‘인격’은 개인의 
비-개인적 부분으로 전체 개인 범주에 포함되면서 애매한 관계를 이룬다. 앞서 개인 
범주가 인격과 자아를 자신의 구성물로 포함시키는 구도와는 구분되면서도, 유사한 
거울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개인 범주를 강하게 전체화하는데, 예외적인 
부분을 바깥의 자리로 고정시키면서 개인 범주의 정립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때문이다. 이는 병리적 증상으로서 다중인격을 처리하는 방식과도 비슷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병리적 예외는 정상성과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병리적 예외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상성에 기댄 기준이다. 
정상성의 정립에 병리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더라도, 그것은 정상성의 관점으로부터 
재현된 예외로, 어디까지나 정상성의 바깥에 남아 있는 한에서 정당한 고려 대상이 
된다(Esposito 2011[2002] 참조). 

흔한 예로, 멜라네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지 이른바 ‘원시부족’의 인격 관념을 
인지할지라도 일반적인 비교사회문화론의 차원에서 곧바로 근대적 관념을 반추하고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서구의 근대사회에서는 ‘과거’의 ‘저 먼 
곳’들과 달리 개인과 자아의 범주가 확고하다는 식으로(Supiot 2015[2005]) 말이다. 
무언가를 물리적·관념적 바깥 자리 예외로 처리하는 이런 구도는 ‘사회’를 기술하는 
데 별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지만, 양자가 공존한다고 상정되는 
상황들에서도 마찬가지의 형태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사이버스페이스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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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어떤 관계성들이 계약 관계나 법적 
관계 등과 일정하게 구별된다고 할 때,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성의 예외로 재현된다. 대개 사이버스페이스 담론이 현실 개인-사회관계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의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양상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비정상적’ 개인의 집단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어느 
공동체를 인식하면서 이를 사회의 비-사회적 부분집합으로 규정하는 일이 초래하는 
궁지에 스스로 몰리는 것이다. 사회가 비-사회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더라도 그런 예외를 사회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이버스페이스의 관계성은 재현된 예외처럼, 그 바깥(현실 공간)의 사회적 
관계성을 식별하고 유지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게 된다. 

사실 지금 논의에서 ‘사람’이라는 범주를 택하는 까닭은 개인-사회 짝의 재현에서 
인격이 자아와 더불어 개인 범주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격(개인의 사회적 
측면)과 ‘인격’(개인과 구별되는 범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구성요소로서 
인격과 별개 범주로서 인격 사이 간극을 사람의 범주로 포착하는 일은 논의 전개에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격 범주의 그 구분되는 
자리가 개인 바깥으로 재현되면서 오히려 다시 개인 범주에 포섭된다면, 인격(범주)
이 인격(요소)과 유사해지는 양자의 모호한 배치로 인해 개인 범주와의 차이가 다시 
무화되는 구도로부터도 역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제는 개인-사회 짝의 기반인 개인 범주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되, 그것을 개인-사회 짝이 재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술하는 일에 가깝다. 
지금의 주제인 익명적 상황에서 그 식별 불가능한 부분은 상황 내부에 있고, 기존 
개인과 인격 범주 모두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을 ‘사람’의 범주로 가시화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범주가 지시하는 것은 신체의 수적 동일성에 국한되지 않고 
- 사람은 하나의 단일신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복수의 신체들이 하나의 사람이거나, 
하나의 신체가 다수-사람이다 - 개인의 법적 신원확인 문제에서 벗어나며, 그것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성과도 구분된다. 한편으로 특정 신체와 자의식의 일관된 관계 
형성의 문제나 일탈적 다중자아 현상으로 상황을 볼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해결돼야 
할 것은 상황 내부에서 그런 범주를 가시화하는 관계성의 ‘조건’이다. 어나니머스의 
상황은 그런 관계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앞으로의 논지다. 당면한 익명적 
관계성을 말하기 전에, 인격과 개인의 관계성을 좀 더 살펴보는 게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인격동일성과 그 보증자 

인격과 자아에 관한 모스(Mauss 1985[1938])의 계보학적 접근이 처음으로 드러
내는 것은 서구 개인 관념에서 인격과 자아 범주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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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과정이다. 가면-역할수행자(personnage)-페르소나(persona)-이름(nomen, 
praenomen, cognomen)의 연계과정에서 로마법은 이름의 소유자에게(조상의 가면
-시뮬라크르와 재연동된 형태로) 법적 권리와 자격, 즉 인격을 부여한다. 로마에서 
인격의 취득이라는 관념이 형상화되는 과정은 시민권 형성과 이것이 평민에게까지 
분배되는 역사적 시기에 연결돼 있다. 모든 자유인은 시민권을 획득하고, 또한 모든 
시민권자는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ibid. 16). 이른바 인격성(personality)이라는 것이 
가면 뒤 ‘진짜 얼굴’과 관련돼 인식되는 것은 이후의 철학적 작업을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개념화는 엄연히 인위적인 지각행위이며, 따라서 여전히 인격 관념에는 
인간 내적 본성이라는 인식과 역할수행자로서의 인식이 혼합된 채 남게 된다. 페르
소나가 수반한 법적 의미에 양심의 자각,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의 도덕적 의미가 추가된 결과, ‘자의식’을 속성으로 갖는 인격체
(personne) 개념이 하나의 범주를 이루게 된다. 종교(기독교)와 근대 철학의 통로를 
거쳐, 인격은 ‘자아’와 동일시되고 또한 자아는 ‘의식’과 동일시된다(ibid. 22). 

이로써 서구 인격은 ‘개인’ 범주에 포함되고, 앞서 말한 대로 ‘인격’ 자체와 다른 
범주를 이룬다. 여기서 전자의 인격은 개인의 사회적 측면이란 속성처럼 부여된다. 
그러나 후자의 ‘인격’은 개인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서구/비서구를 막론하고 ‘인격’ 
관념이 존재했고 근대적 개인 범주가 그것을 내부로 포섭하면서 탄생했다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사회 진화론적 도식과 별개로 그 구분되는 ‘인격’의 자리를 짚어내는 
일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식 개인 범주 형성의 역사에서 ‘인격’ 
범주와 다른 관계성을 만들어 내는 데 개입한 요소는 무엇일까? 주어진 자료만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체동일성 
관념이다. ‘인격’ 범주가 하나의 속성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신체의 수적 동일성을 개
인 범주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나의 동일한 신체를 개인을 식별하는 단위로 
삼을 때 다수의 ‘역할수행자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하나의 신체로 쉽게 수렴하고, 
각각의 ‘가면들’ 뒤에 놓인 동일자가 개인의 자아라는 본질적 속성으로 출현한다. 
신체동일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개인’과 다른 그 ‘인격’의 존재를 상상하기 힘들다. 
인격은 개인-신체의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정된 개인-신체동일성으로부터 
인격이 거꾸로 추론될 경우 ‘본래자아’와 인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가 윤리·
교육적 차원으로(‘사회화’) 도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확히 개인-사회관계 짝의 재현이지만, 개인과 구분되는 ‘인격’ 범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와의 짝을 상정할 수 없다는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회의 범주는 
개인 범주와의 관계로서 성립되며, 엄밀히 말해 ‘인격’의 ‘사회적’ 관계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인격’ 범주에 대응하는 다른 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서구 개인 범주 
형성에 개입하는 두 번째 요소가 드러난다. 그것은 결국 개인-사회관계와 매개자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앞선 요소와 연계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관계 
설정이 직면하는 문제는 독립적 개인이 어떻게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전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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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는 예시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의 교육현장에서,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이 자기규율훈련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표출될 때일 것이다. 개인의 ‘독립’과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인간 관념에
서 개인의 내면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일차적으로 ‘외부적 통제’로, 
궁극적으로 규율의 내면화를 통해 통제 원천을 개인의 내면으로 위치시키는 형태로 
수행된다. 자유로운 ‘개인’을 이상으로 하는 개인주의에서 자유의 조건은 이를테면 
홉스가 분리한 두 가지 극단적 인간조건(‘자연상태’와 ‘계약상태’)의 형상을 상기시
킨다. 독립된 개체들의 항상적 전쟁상태는 ‘리바이어던’(외부적 통제)을 불러오고, 
힘과 지배 관계는 ‘계약관계’(내면적 통제)로 전환된다. 

불가분의 독립자로서 개인 관념은 개인과 사회의 분리를 상정하고, 그것은 제3의 
영역을 통해 매개될 것을 요청한다. 계몽 사상가들에게 ‘국가’가 관계성의 보증자로 
그 정당성이 인지됐을 때, 그것은 상황에 국가-개인의 지배관계와 개인의 계약관계
라는 이중의 관계성을 도입한다. 우리가 사회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태상 이런 
이중 관계성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그 3의 매개자는 앞의 두 가지 전제, (1)사회가 
있다 (2)개인이 존재한다(인간은 개인이다)의 보증자가 된다. 여기서 ‘사회’와 ‘개인’
은 때로는 개념처럼, 빈번히는 상황 내 요소처럼 쓰인다. 사회가 탄생하고, 개인은 
존재지위와 신원이 정당하게 확인된다. 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는데, 
개인-사회의 애매한 관계성은 3의 보증자를 통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써 
개인과 사회는 역시 존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개인 범주가 다른 장소들의 ‘인격’ 범주와 구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개입하는 결정적 요소는 국가의 존재가 된다. 이것은 서구/비서구의 느슨한 대립적 
인식을 국가-사회/국가 없는 장소라는 분리적 관계에 관한 인식으로 전환시킨다. 
물론 지금의 국가-개인 범주 경계가 국가의 존재 유무에 따른 장소 경계와 실제로 
정확히 대응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인류학 논의에서 ‘인격’ 범주가 가시화되는 상
황들이 주로 멜라네시아 등지의 비-국가적 장소라 할지라도(Gell 1998; Leenhardt 
1979; Strathern 1988; Wagner 1991 참조), 폭넓은 자료 취합과 분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사회들에서 개인이라는 존재지위의 보증자로서 국가가 선행하
는 제3의 영역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사회가 있다는 언표와 
인간은 개인이라는 언표는 개인-사회 관계에서 양자의 거리를 메우기 위한 외재적 
영역을 요청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자리로 매김된다. 

이와 관련해 서구에 관한 쉬피오(Supiot 2015[2005])의 법인류학적 논의는 참조
점이 있다. 그가 제시하는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 개념은 절대적 중재자가 
법임을 지시하지만, 사실 이 개념은 처음 두 언표의 정립에 반영돼 있다.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무리가 아니고” 법률적 인간이란 법적 주체인 ‘개인’이기 때문이다
(ibid. 289). 개인 범주는 그 자체로 제3의 영역에 기반해 구조화되고 그 구조화된 
상황을 ‘사회’라 한다면, 사회 안에서 ‘개인’의 존재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것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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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화하는 3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런 외부 자리를 (중세의) 신과 (근대의) 국가
가 차례로 점유한다. 쉬피오의 외재성 논의는 익명 상황에 관한 논지와 상당히 차이
가 있지만, 적어도 서구식 개인 범주의 확고한 위상을 재확인시켜 준다. 무엇보다 
개인 범주에 상호 기반하는 개인-사회 짝이 또한 국가와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법률적 인간은 법적 주체로 식별된 최소단위로서 ‘개인’이며, 
국가가 보증자인 정당한 경우에서 ‘국민’이기 때문이다. “종속된 존재로서 주체이자 
행위적 자아로서 주체인”(ibid. 290) 법률적 인간은 이미 구조화된 사회에서의 개인
이자 재구조화된 상태에서의 국민이다. 양자는 개념적·실체적으로 연동된다. 국가는 
개인을 식별하고 등재한다. 외재성 자리가 이질적인 것(개인/사회) 사이의 ‘순환소’
처럼 작동하는 장소들에서, 사회가 이질성의 총체성과 등치되고 그것을 총체적이게 
하는 보증자로 법률이나 국가가 요청되는 것은 애초의 전제가 그런 귀결로 이끌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인격(人格)은 소송당사자 자격을 지시하는 법률적 의미와 처음부터 연계돼 
있는데, 국가가 법적 주체로서 개인을 식별·확인하는 방식은 신체의 수적 동일성에 
근거한다. 신체동일자를 인격동일자로 간주하는 경향은 개별자 또는 ‘본래자아’의 
속성다발로서 다중자아가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대표·재현된다는 관점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국가나 주권으로 대표·재현되듯, 개인 내면의 목소리들은 
하나의 사회적 인격으로 대표되고 승인된다. 자아-인격의 관계는 마치 저자-배우의 
관계처럼 되는데(Hobbes 2013[1651]: 216-223), 이런 대표·재현 절차는 서로 다른 
지점들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국가는 자신을 구성하는 개인들을 대표하면서 또한 
자신으로 대표될 개인들을 동일자로 재현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다수의 ‘내면적 
자아들’에 대해 하나의 사회적 인격으로 대표된다. 

이때 개인 범주는 외부 보증자에 의한 일종의 셈하기 방식이 된다. 국가는 개인의 
교환의 보증자로서 사회구성(“항상적 전쟁상태”에서 “만인의 교환상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교환에 참여하도록 허가된 개인 범주를 
주조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근대적 개인 형성의 역사가 가면으로서의 인격에 자아 
관념을 중첩시키는 과정이었고 각각은 공적 ‘대표’와 사적 ‘저자’라는 형태로 개인 
범주의 구성요소들로 포섭됐다면, 개인-사회관계 틀의 재현인 사회적 인격은 결국 
신체동일성에 기반한 선천적 분리(개인)로부터 연결과 연합(사회)을 구성하는 방식을 
표상한다. 분리 불가능한 개체의 사회적 관계성은 외재성의 양식, 즉 국가적 양식을 
따른다. 국가-사회 관점에서, 인격동일성 관념이 다면적 자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끈으로 기능하는 것은 책임 귀속의 문제와 연결된다. 누군가의 비사회적 행위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동일자의 상정을 필요로 하고(개인의 독립성이 인정돼야 하며) 
이는 사회적 교환관계가 자리 잡기 위한 기반이다. 한편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이기
에 사회라는 총체성의 근거는 개인의 내면성에서 발견돼야 하며, 내면적 규율이라는 
사회화 과정이 첨부된다. 분리된 분리불가능자(‘독립자’)로서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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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분리불가능자(‘사회자’)로서의 요구가 인위적으로 공존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인-사회 관념은 자아와 인격의 요소를 국가라는 보증인을 통해 구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자연상태”가 일찍이 혼돈으로 간주된 까닭은 개인들이 서로 항
상적 전쟁 상태에 있어 사회적 교환을 발생시키지 못해서라기보다, ‘자연’에서는 그 
선행하는 ‘개인’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그 ‘개인’의 신원과 지위를 
확인해 줄 보증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없는 원시’가 ‘사
회’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그것은 사회진화론보다 개인이라는 관념 
설정의 문제에 더 가깝다. 실제로는 국가의 부재가 교환의 부재를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만연하고 선행하는 교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시사회’에 관한 여러 민
족지적 보고들이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69[1949])의 
경우, 이른바 국가 없는 원시를 자연상태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 금기
라는 규칙과 그것을 현실화하는 교차사촌혼의 기표, 그리고 현실적 혼인교환 양상 
속에 ‘사회’로 정립한다. 또한 클라스트르(Clastres 2005[1974])는 항상적 전쟁마저 
원시의 ‘사회’(성)과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여기서 전쟁은 사회
의 정립조건으로서 일반교환(근친상간 금기의 표현형)에 대치한다기보다 사회적 관
계를 총체성에 등치시키는 외재성 양식으로서의 교환, 즉 그것의 보증자로서 국가의 
출현에 대한 안티로 있다. 교환과 전쟁의 일반화된 대치 구도를 그것이 마련하는 개
념적 중재자 자리와의 직접 대치로 전회하는 방식을 통해, 원시는 국가가 없어서 비
-사회(‘자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국가적 사회가 된다(Clastres 2002[1980]). 

따라서 사회의 정립이 교환과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교환의 보증자로서 국가
-계약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것이 부재한 ‘사회들’에서 어떻게 교환이 보장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장소들에서 개인-사회 범주는 부재하거나, 
같은 이유로 그 관계를 외재성의 대표·재현으로 덮을 요청이 일정하게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범주가 부재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명목상의 
국가 역시 부재하고, 이때 식별의 기본단위는 개인들이 아니라 친족관계의 분화된 
집합들이다. 이런 식별 역시 일련의 교환참여를 통해 가시화되지만 참여자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선물(증여-교환)의 절차가 생성하는 분할 가능한 ‘인격들’이며, 일종의 
유비적 결합체(Wagner 1977) 형태를 띤다. 수직적 관계흐름(‘공유’)과 수평적 관계
흐름(‘교환’)이 상호 전환되는 각각의 국면들에서 친족-인격이 생성되고 확인되며, 
확장하거나 분할·재조합된다(ibid. 627). 여기서 신체동일성에 근거한 인격동일성의 
관념은 환상일 수 있다. 

참여의 장소 

국가 없는 사회에서 그런 범주화(분리된 분리불가능자)는 없지만 교환주체는 교환
의 장을 달리해 상황에 참여하면서 식별된다. 이 장소들에서 증여-교환이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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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양태와 행위 범주로 등재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존재의 식별이 문제가 된다면, 
상황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고 해서 상황 안에 놓인 무언가가 모두 ‘개인’ 범주로 
치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단 두 가지 다른 재현 방식이 상황과 상태의 간극에 
놓인다. 만약 국가 없는 사회에서 그것이 국가-법의 작용이 아니라면, 예컨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차사촌의 관계 요소들은 관계의 상대적 관점에서 차이의 체계
를 드러낼 뿐이다(‘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딸’). 또는 쿨라 교환의 참여자는 아내의 
남자 형제의 생산물을 자기 신체 일부인 ‘선물’로 교환 경로상에 등재하는 남편이다
(Strathern 1988) 등. 여기서 교환 참여는 선물로서/써(생산물과 함께, 또한 자신이 
‘선물-이름’으로) 현시되면서 가능해지는데, 따라서 선물의 지속적인 순환은 그것이 
발생시키는 관계성 확장을 통해 교환 장에서 교환주체의 현존을 담보한 채 인격의 
확장으로 간주된다.49) 이 반복으로서 현시의 현시는 대표로서의 재현(시)와 다르다. 
각 상황에서 현시의 현시는 이미 그 관계성 안에서의 분리적이고 분할 가능한 현시
이기 때문이다. 다수-현시를 하나의 개별자 로 묶는(대표하는) 하나로 셈하기는 
재현의 문제다. 그런 일자로 만들기가 (자아)=[대표인격]으로 고정될 때, 최소단위 
‘개인’과 그 구성물인 ‘사회’라는 개념물이 튀어 나온다. 

따라서 양자의 개념 세계에서 개인 범주와 인격 범주의 차이가 문제화하는 것은 
결국 교환 참여자의 형상이자 그 귀속점의 식별이다. 즉, 이미 식별된 분리 단위가
(‘개인’) 상호 연결되느냐(‘사회’), 유비적인 잠재적 관계성이 어떤 분화된 관계성들로 
식별되느냐의 문제다. 예컨대, 다리비(Daribi)에서 ‘친족관계’는 후자의 절차로 있다
(Wagner 1977).50) 전자의 세계에서 교환참여단위(사회구성 단위)의 식별이 ‘자연적’ 
신체동일성과 그에 대한 인격동일성의 외부적 확인(국가)을 통해 선행한다면, 후자
에서는 동질적 관계성들이 선행하고 ‘교환참여’를 통해 적절히 차이화(분화)하면서 
식별된다. 후자의 세계에서는 식별의 보증자가 바깥 자리에 따로 놓이지 않으며, 명
목상의 국가 역시 부재하다. 어떤 식별의 조작자가 교환참여의 절차 자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분할가능자’(=‘인격’)의 범주를 요청하는 일이다. 동질적 관계들
은 교환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통해 차이(‘인격’)들로 분화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이질적 관계성들의 혼종이 아니라 동질적 관계성들의 차이화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연결된 분할가능자’의 범주를 식별하는 일이고, 그것이 개별 
상황 안에서 어떤 국지적 주체의 식별과 분화를 활성화시키는지에 관해 그 조건과 
결과들을 살피는 일이다. 여기서 동질적 관계들의 차이는 그것을 현실화하는 장소의 
범주를 필요로 하며, 그런 동질적 차이들을 현실화하는 ‘분할가능자’는 범주적으로 
장소와 연결된다. 즉, ‘인격’이라는 것은 선행하는 관계성이 산출하고 다시 관계를 

49) 즉, 선물-인격(gift-person)은 환유인 동시에 은유가 된다(Strathern 1988: 196-197). 
50) 와그너는 다리비에서 이 같은 친족적 관계성의 산출절차를, 이질적인 요소들의 호몰로지 

체계에 기반하는 상징적 친족성에서 분리해, “유비적 친족”(analogic kinship)이란 범주로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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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는 장소적 범주가 된다. 스트래선의 용법에서 멜라네시아의 존재들(사물이나 
사건, 인간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인격’)이 그 자체에 관계를 내포한다고 할 때, 
개별 인격이 “그들을 생산한 관계성의 복수적이고 종합적인 장소”(13)로 표현되거나 
또는 “양성구유”(302)로서 다루어지는 것은 정확히 이런 의미다. 관계의 내재성을 
상정하는 인격≈장소의 범주적 동질성은 확실히 개인/장소의 이질적 범주화와 분리
되는 한편, 문자 그대로 ‘다중인격’의 존재양태에 대면하게 한다. 장소들의 다수성만
큼이나 그것에 동질적인 인격들의 다수성이 자연스럽게(병리적 범주가 아닌 형태로) 
존재하며, 이런 다수성 양태는 분산적 인격(distributed person)에 관한 논의(Gell 
1998)나 프랙털 인격(fractal person)에 관한 논의(Wagner 1991)에서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는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 등지 원주민 사이에서 
증여-교환의 양상과 관련해 선물의 운동을 현실화하는 힘으로 공유된 관념, 즉 누군
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자신의 분할-부분을 주는 것이며 역시 다른 누군가의 
분할-부분으로 답례돼야 한다는 증여의 논리(Mauss 2002[1925])와 연결돼 있다. 

이것은 분할적 접속점들(partial connections)로서 선물-교환작동이 또한 분할적 
다수-인격의 분리적 다수-장소에서 현시되는 일련의 범주적 연결망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장소들에서 ‘교환’은 일차적으로 ‘경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선물이 국가의 문제가 아닌 만큼이나 그러하다(범주가 다르다). 앞서 말했듯 
이질적 관계들의 종합이 아니라 동질적 관계들의 차이라는 유비와 참여자의 존재에 
관한 절차다. 겔(Gell 1998)의 표현처럼, 관계성의 내재적 장소로서 인격은 페르귄트
(Peer Gynt)의 양파껍질과 같이 어떤 ‘중심’을 보유하지 않은 채, 신체들의 경계와 
또한 신체-정신의 경계를 가로지른다(139). 서로 포개진 무수한 신체들의 세계에서, 
마치 러시아 인형(들)처럼 동등한 층위의 신체만을 대면하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분열 차원(fractal) 같이 극대화와 극소화 과정에서 동질적 구조가 
반복되는 형상으로 표출되며, 와그너(Wagner 1991)는 어떤 개별 인격체도 복수의 
계보적 관계들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다수(multiple) 인격임을 강조한다. 

이런 동질적 차이화의 - 서로 복제하고, 중첩하며, 확장하는 - 구체적 양상들은 
말레이시아 랑카위(Langkawi)에서 친족-되기의 실제적인 절차로 발견된다(Carsten 
1997). 여기서 핵심은 이들이 지닌 다수-인격의 관념이 친족관계의 재생산과 직접 
연결되는 방식에 있다. 이들에게서 친족관계는 복수의 형제자매관계라는 범주에서 
사유되며, 항상 ‘집’이라는 장소와의 관계에 연동된 형상으로 제시된다. 다수-신체의 
확장된 형태인 친족관계와 그 상동형인 집은 “신체들 내부의 신체들”(ibid. 46)과 
“화로들(dapur, 火爐) 내부의 화로들”(ibid. 129)이란 동질적 ‘인격체’로 유비된다. 
이 집-신체 결합태는 인격이 친족을 자신의 짝으로 불러들이면서 전개되는 과정을 
지시하는데, 카스텐의 논의는 특히 개인-사회 짝과 대비되는 인격-친족 짝을 장소 
범주를 통해 가시화한다. 랑카위의 집-신체 관계에서 차이들이 현실화하는 ‘신체’는 
곧 인격의 장소적 범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집-신체-형제자매-마을-친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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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적 결합의 확장 가운데, 인격과 (신체와) 장소는 동질적 차이의 관계를 이루고 
이런 다수성 양태의 변형·분할·결합의 가능성은 친족-되기의 절차를 기존 이분법적 
분류에서 빠져나가게 한다. 

요컨대, 개인과 구별되는 인격은 인류학 논의에서 일차적으로 사회와의 관계로서 
개인 범주로부터 친족과의 관계로서의 인격 범주로 전환하는 방식 속에 드러난다. 
이것은 곧 인격을 장소의 범주로 인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집’이라는 물질적 
장소와의 유비든 직접적으로 ‘텅 빈 신체’(kamo)와의 유비든(Leenhardt 1979)51), 
인격≈장소(관계의 장소로서 인격 범주)는 그것이 현실화하는 ‘친족관계’ 역시 재형
상화한다. 즉, ‘친족=혈연’이라는 생물학적 관점과의 거리두기가 상정되는 한편으로, 
‘비친족=사회’라는 같은 맥락의 관점이나, 나아가 ‘친족=사회’라는 이후 관점(Schne 
ider 1984)과도 차이를 이루는 배치가 된다. 친족이 되기(becoming)의 운동이라는 
최근 “친족 재고” 경향(Strathern 1992; Carsten 1997, 2004)에서 결연(alliance) 
또는 인척관계(affinity)의 작동 방식이 다시 강조되는 것 역시도 장소로서의 인격 
범주로부터 친족을 사유하기 때문이다. 인척은 조상과의 매개를 통한 혈족성
(consanguinity)이 상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친족 범주에 속하기도, 직계 재생
산에 언제나 주요 조건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친족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또 같은 
의미로, 친족은 아니지만 친족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비친족)와 비사회(친족) 
간의 자리를 오간다. 즉, 친족=혈연/비친족=사회라는 관점은 친족의 토대에 비친족
(인척)이 있다는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처리해야 한다. 만약 친족/사회의 경계를 움
직이는 인척의 모호성이 친족-되기의 과정을 실행하는 - 또는 친족/비친족 영역을 
연결하는 - 일차 관문처럼 작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장소 안에서 산출되는 어떤 
관계항들은 기존 체계 내 항목들과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 새로이 산출된 
관계항이 인격 범주의 다수성으로 인지된다면, 개인 범주와 구분될 것이다. 

‘인격’은 개인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친족’은 사회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인격-친족 짝은 사회적 관계라는 개인-사회 짝의 재현을 공유된 ‘실체’라는 
부분으로 벗어나고, 친자관계(filiation)라는 생물학적 재현을 ‘변화 가능한’ 실체라는 
부분으로 벗어난다(Carsten 2004).52)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동족

51) 카나크(Canaque)에서 ‘살아있는 존재’, 즉 ‘사람’으로 번역되는 카모(kamo)는 “타자와 
유지하고 있는 관계성에 의해서만 스스로를 인지하며, 그가 놓인 관계들의 경로 속에 자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만 존재한다”(Leenhardt 1979: 153). 카나크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로
의 참여들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가시화하는 다수 상황들에 서로 다른 이름들을 가져야 
한다. 상황들 안에서 그는 하나의 동일한 에고(ego)를 인식하지 못한다. 즉, 그는 상황의 
원에 의해 에워싸인 빈 공간이다(ibid. 154-156). 

52) 친족이라는 실체(substance)의 문제에서, ‘공유의 변화가능성’ 또는 ‘변화가능성의 공유’
라는 주제는 사회적인 것의 범주와 생물학적인 것의 범주적 경계를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식별불가능성 지대를 설정한다. 변화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실체’ 자체는 식별이 어렵게 
되지만, 그것이 ‘공유된’ 실체인 한 그 변화의 공유 과정으로 확인된다는 논리다(Carsten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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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ge) 체계는 그것이 분절적 형상화를 이루는 한에서 국가 체계와 엄격히 분리
된다(Fortes & Evans-Pritchard, eds. 1950). 결국 인격다수성의 관점은 그것이 
기술하려는 장소적 상황들을 일차적으로 개인들의 ‘사회-공간’이 아니라 인격체들의 
‘친족-공간’으로 바라볼 여지를 제공한다. 이것은 대상화의 문제라기보다 관점들의 
교차나 축의 전환에 관한 문제다. 국가-사회-개인의 관점에서는(따라서 인격동일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혈연’이 선행하면서 ‘결연’을 만들어낸다고 인식될 것이기 때문
이다. 또는 ‘개인’이 선행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거나, ‘생산’이 선행하면서 ‘교환’을 
창출하는 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것과 일정하게 역행하는 ‘장소성’의 운동에서는
(선물-인격-장소의 범주적 연결망) 선물의 순환이 선행하며 이런저런 생산관계들을 
만들어낸다(Strathern 1988). 즉, 개인-생산자가 생산물을 ‘사회적으로’ 교환한다기
보다 증여-교환이라는 관계성의 장이 그것에 참여하는 무언가의 범주를 가시화한다. 
사회성과 미묘하게 구분되는 그때의 관계-장을 친족-장이라 보고 그것이 산출하는 
참여자의 범주를 인격 범주라 본다면, 선물은 친족관계가 생성하고 친족관계를 생성
하는 장소적 범주가 된다. “선물은 움직이는 장소다”(Strathern 2004: 117). 따라서 
선물은 장소로서 인격이다. 같은 의미로 “수평적 흐름”(결연-인척)이 “수직적 흐름”
(친자관계-혈연)을 생성하며, 보충하고 강화한다(Wagner 1977).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다수-
인격의 범주를 마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그것이 산출하는 
관계성은 재현된 사회관계와도 같지 않지만, 또한 반드시 친족관계를 지시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때의 친족관계는 혈통이나 직계 같은 친자관계보다 결연이나 인척관계
에 좀 더 가깝고, 이런 의미에서 ‘가상적’ 인척관계를 사이버스페이스라는 필드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이길호 2012 참조). 지금의 논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친족 범주와 연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인격 범주로 사이버스페
이스를 볼 때 그것이 현실화하는 어떤 장소들을 분할적·중첩적 관계의 산출절차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공유되는 어떤 변화 가능한 실체들은 또한 
지속적으로 공유의 관계성을 생성하는 참여의 장소로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익명에 
관한 분석에서는 범주의 전환이란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미 구조화된 
국가-사회에서 개인을 내적으로 다수화하는 그런 범주의 존재가능성이 있다면, 그것
은 또 다른 ‘개인’ 범주나 그들 간 ‘재연대’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기보다 기존 범주로 
식별되지 않는 어떤 집합적 형상의 존재 가능한 상황을 산출한다는 것이 이어지는 
논지다. 익명적인 상황에서 가시화되는 ‘사람’의 범주가 그것이다. ‘사람’은 인격과 
동일어로 번역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자리로 배치되는데, 개인의 사회적 인격과도 
다르지만 동시에 친족적 관계 안에서 기표의 차이의 체계로 식별되는 ‘친족항’과도 
같지 않다. 

“어나니머스”의 경우 상황 외적인 익명성이 내적 익명성과 동시적이고 내부적으
로도 기표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기표의 내적 식별불가능성 때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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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사람’)의 존재가능성 자체가 무화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것은 여전히 식별 
불가능한 채로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익명 상황에서는, 인격-친족에서 그것의 범주적 
함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장소로 한 번 더 밀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개인 
범주로 환원해 그 익명들 이면의 신원정보를 식별하는 방식의 접근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말이다. 이런 사람-장소 범주로의 전회는 익명적 관계성이 생성하고 그것을 
생성하는 어떤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지금의 경우 그것은 
개별 참여자와 어나니머스 집합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참여의 장소들, 오퍼레이션
일 것이다. 거기에 속하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재소환하지 않으면서, 다른 범주를 
산출하는 ‘오퍼레이션들 내부의 오퍼레이션들’의 형상이다. 

앞서 식별불가능성의 상황을 기술하는 시작점으로 개별 오퍼레이션들을 장소들로 
인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작전-장소들로의 접속을 통해 해당 작전을 존재 가능하게 
하고 그 자신도 작전들로의 접속으로 가시화되는 ‘참여자 형상’을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 그것을 지금의 의미에서 ‘사람’이라 부르기로 한다면, 그때의 상황 기술은 
또 어떠한 형상을 띠게 될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나니머스라는 식별 
불가능한 집합을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장소로서 가시화한 것처럼, 사람의 
범주는 이름이 아니라 유동적 장소 범주와 연계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사람-장소 
짝을 이룬다. 참여자-사람들은 이름의 동일성으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존재로 ‘오퍼레이션 페이백: RIAA’나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 또는 
관련된 생산-장소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조건 하에서 해당 참여자-사람들이 
드러난다. 이후 논의에서 제시되는 것은 오퍼레이션의 전개 과정에서 그렇게 ‘항상 
더 많은’ 참여자들로 개입하는 다수-사람의 형상, 동시에 그것이 다시 현실화하는 
오퍼레이션의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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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퍼레이션과 참여자들 

가면이란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는 것이다. 
즉, 재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Lévi-Strauss 1982[1972]: 144)

1) 내적 다수성과 가상적 참여자 

2010년 11월 5일의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오퍼레이션 11월 5일(#OpNov5)이라는 
분절적 장소화를 이루는 한편 개별의 ‘신입 작전’을 산출해냈다. 오퍼레이션 그린혼
(#OpGreenhorn) 또는 뉴블러드(#OpNewBlood)는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속하는 
작전 가운데서도 특이한 성격을 띤다. 익명의 출현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다른 개별 
작전들의 경로에 접속할 예비적 ‘참여자’ 집합을 이 장소에서 미리 형상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자기규정 문건과 영상들이 생산되고 배포되기 시작한다. 특정의 
공격 목표가 설정되거나 따로 디도스 공격이 수행되지는 않는다. 즉, ‘오퍼레이션 
그린혼’은 공격-작전이라기보다 생산-작전에 더 가까운데, 따라서 해당 작전 자체는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경로들상에서 다른 작전들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이 2010년 12월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별도의 작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경로들상에 분산돼 있다. 개별 작전-장소들에서 
시기별 생산절차의 분산성이 당일 공격-작전의 개입적 선언을 통해 ‘해당’ 작전으로 
포섭되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그린혼’은 그 독특한 존재 위치 덕분에 또 다른 공격
-작전들로의 참조점 내지는 접속점을 상정하게 된다. 

각각의 개별 작전들에서 개입적 선언을 통한 ‘참여자’ 소환의 절차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오퍼레이션 그린혼’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대해서 메타적 진술로 
첨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 작전들로의 접속을 예비하는 ‘참여자’ 
집합을 산출하면서 자기 자신은 숨겨진 작전이 다시 개별 작전들로의 접속 지점을 
통해 가시화되는 방식은, 오히려 지금 논의할 바로 그 소환되는 ‘참여자’의 형상을 
현시하는 것 같다. ‘오퍼레이션 그린혼’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조금 불분명하
지만 2010년 12월 15일의 유튜브 등록 영상(“HOW TO JOIN ANONYMOUS - A 
BEGINNER'S GUIDE”)에서 선언된 일련의 문장들이 다양하게 변이하면서 기초가 
됐다는 점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당신은 어나니머스에 가입하고 싶은가? 그럴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4분 33초가량의 당시 영상은 지금까지 7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남아있다. 이 영상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채널들로, 
그리고 외부 사이트로 링크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나니머스에 가입할 수 없다. 어나니머스는 조직이 
아니다.”53) 일련의 부정문들로 어나니머스의 자기언급이 진행되는 것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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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며, 심지어 운동도 아니다.” 이런 소거법은 “익명”을 
정의하는 것이 정의되지 않음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택
된다. 어나니머스를 무엇이라 정의하기엔 그 정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언제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 분류체계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이것은 
동시에 “익명”이 기존의 체계에서 구조화된 모든 다수와 ‘다소간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참여자 존재의 인지에 관해 진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성격이 뚜렷하다. “우리는 학생이고, 노동자며, 점원이고, 실업
자다. 우리는 청년이거나 노인이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었거나 누더기를 입었으며, 
쾌락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고, 폭주족이거나 활동가다.” 이것은 익명의 참여자들이 
일반화된 분류체계(계급, 세대, 취향 등)에서 부분적으로 공제되면서 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가리키며 사실상 그런 분류방식에 따른 식별불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사회의 모든 장소들로부터 온다.” 

일련의 ‘복수 작전’, 특히 위키리크스와 관련된 금융업체 공격작전 이후 해커집단
으로서의 대중적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들이 오히려 비-해커나 비-집단으로서의 
자기규정을 곧바로 내세울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는 어나니머스가 지시하는 “익명”
이 다시 체계의 재현된 예외로 분류돼 이미 식별됐거나 식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하위 항목(해커집단으로서의 이름이나 해당 분류항에 결부된 채 파악되는 속성집합)
으로 처리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 이웃이고, 직장동료거
나, 미용사, 버스 운전사, 네트워크 관리자들이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서류가방을 든 
남자고 술집에서 당신이 작업을 걸려 하는 여자다. 우리는 익명이다.” 사회의 모든 
개인과 얼마간 공통적인 속성을 지닐 뿐인, 그러나 온전히 개인이나 집단의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익명”은, 따라서 일련의 다수성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양적 복수성
(plurality)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그 개인-사회 범주로의 식별불가성이 산출하는 
내재적 다수성(multiplicity)을 지시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인종들, 국가들, 종족
들로부터 온다. 우리는 많다.” 여기서 ‘내적 다수’란 개인을 하나의 최소단위로 삼아 
그 수의 많음, 즉 개인의 무리를 세는 것과는 다르다. 만약 “익명”이 세상의 모든 
개인들과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중 일부 개인들로 구성된 부분
합의 속성으로 대변된다기보다 각 개인의 내적 부분을 -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 
‘다른 방식으로 셈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익명이 개인들로 전부 환원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개인의 전체합이나 사회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뜻이다(“우리는 사회의 모든 
장소들로부터 온다”). 이것은 개인 범주를 내적으로 분절시키는 익명의 방식이다. 

익명의 다수성은 개인 범주를 내적으로 분절시키면서 익명의 집합적 존재 방식이 
된다. 양자의 절차는 서로 연동돼 있다. 어나니머스의 자기규정 명제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익명적 관계성은 기본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동질성들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53) ‘오퍼레이션 그린혼’의 진술은 1장에서 인용한 바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 내용을 소재로 
논의를 전개하며, 기본적으로 인용 표시한 문장은 해당 오퍼레이션에서 나온 진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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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어나니머스는 개인의 사회적 인격합의 이질적 차이들을 일단 동질적 유사
함으로 전환시킨다. 익명의 규정 방식을 제시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나니머스는 
학생 집단도 아니고 교사 집단도 아니지만 그런 상정된 집단적 범주에서 부분들을 
빼내 다시 조합한다. 그러나 각각의 범주에서 빼내진 순간, 부분은 기존 집단성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학생 집단이나 교사 집단에서 학생-개인과 교사-개인이 추출돼 
식별 가능한 이질적 혼종(학생+교사의 집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동질적 식별불가능성(“익명”)으로 귀속된다(또는 양자를 동질적 식별불가성으로 연결
-링크하기 위해, 양자를 규정하는 이질적 관계성들로부터 그것들을 빼낸다). 그것은 
익명이라는 범주 안에서 여전히 식별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회적 분류항들, 예컨대 
교사로서가 아닌 ‘노동자로서’나, 학생으로서가 아닌 ‘여자로서’ 등으로 대표되지도 
않는다. “익명”이라는 집합의 산출은 어느 속성 항목으로도 대표되지 않는 내재적 
부분의 존재가능성을 긍정적-적극적으로 인지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개인을 구성하는 복수의 사회적 인격 중 어느 하나로도 재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동질적 다수성으로 산출되는 지금의 절차는 부분적 분할 및 전이가능성을 상정한다. 
‘학생’이나 ‘남자’나 ‘실업자’로 대표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며, 분할돼서 동질적 
집합(“익명”)으로 전이-귀속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재현되지 않는 어떤 
부분은 ‘본래자아’ 같은 성격의 것일 수 없는데, 그것이 “익명”이라는 또 다른 식별 
불가능한 부분으로 분할-전이돼 가시화되는 것이라면 속성들의 단일 실체가 아니라 
‘분할 가능한 실체’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즉, 이전까지 ‘개인’으로 설정됐던 어느 
동일자는 익명의 상황에 진입하면서 ‘다수자’였음이 확인된다. 이를 ‘사람의 범주’로 
포착한다면, 익명적인 상황들 안에서 개인 범주와 사람 범주는 서로의 바깥 경계에 
재현된 예외로 놓인다기보다 같은 장소(또는 그 중첩)에서 수시로 전환을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범주 전환이 발생하는 장소 자체는 다수로 있다. 우선 그 해당 
장소가 기존 개인 범주에 해당하는 동일 신체인 경우, 동일 신체는 동일 인격으로 
대표됐다. 그(녀)는 “미용사이거나 버스 운전사”다. 그러나 어나니머스의 자기규정은 
그 중간에 삽입된 대표·승인 절차를 지워버린다. 말하자면 어느 개인이 익명이 될 
때 사회적으로 대표된 인격이 무엇이든 익명의 장으로 진입하며 무화되고, 본래자아
(‘저자’)와 인격(‘배우’) 사이의 간극이 사회적 승인과 확인 절차를 통해 동일시되는 
과정은 삭제된다. “어나니머스이길 원하는 순간” 어나니머스가 된다는 자기규정은 
그 익명으로서의 존재지위와 자격에 외부적 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욱이 그 상상의 보증인은 익명을 재현할 수도 없다(“누구도 어나니머스
를 대변할 수 없다”). 

외부 보증의 무화는 존재자격의 근거를 스스로에게 할당하면서 내재화되고, 어떤 
면에선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보이게 한다.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따라야 할 유일한 사람도 당신 자신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
회의 범주적 관계를 고려할 때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내면화된 사회성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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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문제며, 외부의 매개자 없이 개인과 사회의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점에서 
‘비사회적’ 개인은 애초에 존재자격이나 지위가 확인·보증되지 않는다(‘불법체류자’나 
‘미등록가족’의 경우는 그 하나의 직접적 예시가 된다). 따라서 그런 승인의 절차를 
무화하는 ‘비합법적’ 익명 존재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주장할 때, 이는 내적 규율 및 통제와는 다른 문제
가 된다. 즉, 그것은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이는 대표의 절차 자체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데,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로 드러나는 형상이 어느 개인을 다시 대표하지 않는
다면 식별 불가능한 “익명”으로의 전환은 식별된 사회적 인격과의 참조점들을 제거
하고 환원의 경로를 차단한다(“우리는 익명이다”). 이런 일방향성은 지금의 전환이 
범주적 차원임을 알려준다. 

범주적으로 구별되는 인격 또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 신체는 하나의 인격
으로 대표된다기보다 다수-사람이 거주·존재하는 장소로 드러난다. 즉, 분할 가능한 
‘저자=배우’들의 다수집합에 가깝다. 각각은 그 자체로 식별되지 않기에, 어떤 내적 
교환의 장 생성 이전에는 무언가의 대표자도 아니고 무언가로 대표되지도 않는다. 
또한 서로에 대해 대표·재현 관계에 있지도 않다. 그것이 각각의 분할 가능한 인격
이라면, 대표되지 않는 동일 신체라는 장소에서 다수-사람의 어느 부분이 익명의 
‘참여자’가 된다. 이때 다수-사람은 하나의 대표하는 사회적 인격과는 구별되므로 
‘부분들’이라는 표현이 그것들로 구성된 ‘전체’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들’은 
‘전체’로 대표되지 않으며, 이 경우 대표되지 않는 것들이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개인이라는 전체의 부분적 속성들(다중자아)도, 사회라는 전체의 
부분적 속성들(사회적 인격)도 아니다. 식별된 개인들의 상황(‘사회’)에서 식별 불가
능했던 그 내적 부분들은 오히려 ‘개인’을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익명”)에서 
존재가 가시화된다. 

이런 범주적 전환이 동일 신체를 경유해 발생할 때 그것을 촉성하는 익명의 조건
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나니머스의 상황에서 가시화되는 ‘부분들’(참여자)은 
여전히 식별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참여자 형상이 개인 범주로 
대표되지 않는 부분-인격들이라면, 그것들이 재식별되지 않은 채 가시화되는 방식은 
특정의 식별된 장소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그 장소는 개별 오퍼
레이션들이다. 따라서 범주 전환이 발생하는 두 번째 장소가 드러난다. 이런 식별의 
귀속점은 식별 불가능한 동질성으로 미리 산출된 ‘참여자’ 형상을 개별 상황에 속한 
국지적 주체들로 전환시킨다. 그 절차는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개입적 선언에 따른 
작전-장소의 식별과 경로의 접속이다. 분산적인 생산-작전들은 당일의 공격-작전의 
선언을 통해 ‘관련된’ 절차로 포섭되고, 마찬가지로 분산적인 동질적 ‘예비’(가상의)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공격-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차이들을 현실화한다. 이것은 부분
들의 분할가능성과 전이가능성이 개인 범주를 내적으로 분절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익명의 집합적 개별 존재양태를 이루는 연계 방식으로 보인다. 



- 107 -

따라서 어나니머스의 경우에 병렬적 범주들의 전환은 두 가지 아날로지를 따른다. 
우선 이질적 차이들의 분류체계를 가로지르는 동질화 과정이다. 사회나 국가의 관점
에서 부과된 선행적 분화들을 일정하게 빠져나가면서 분류의 틀 자체를 내적으로 
무화시킬 때 이질적 분리는 동질적 연결로 전환된다. “우리는 익명”이라는 진술이 
일차적으로 지시하는 동질적 관계성의 존재는 익명의 상황 안에서 상호 유비적인 
결합체를 다시 선행시키는 절차가 된다. 이 경우 기술해야 하는 것은 범주의 전환이 
발생하는 조건과 양상이다. 다음으로 익명이라는 범주 안에서 상호 유비적인 동질성
의 차이화 과정이다. 이것은 연결된 동질성이 분할 가능한 인격 범주로 구체화되는 
양상들을 지시하는데, 앞서 개인 범주를 일시적으로 무화시키면서 출현하는 집합적 
익명의 형상은 실제로는 개별 오퍼레이션들의 시퀀스적 중첩으로 존재하며 그것을 
통해 지속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분할하는 오퍼레이션은 이질적 혼종이 아니라 
동질적 차이화를 이룬다. 이 과정을 기술하는 일은 내재적 식별의 조작자로서 어떤 
‘교환’의 존재와, 거기에 참여하면서 분화의 다수 귀속점이 생성되는 양상과 효과를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때 ‘참여자’의 형상은 교환의 각 국면들에 간헐적이고 
분할적으로 출현하면서 이 두 가지 유비의 과정을 교차시킨다. 

2) 포섭과 순환 

어나니머스의 자기규정 진술이 ‘오퍼레이션 그린혼’이란 개별 작전-부분의 진술로 
생산됐다는 사실은 후자를 전자에 대한 메타언어로 인식되게 하기보다, 개별 작전이 
중첩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들이 서로 동질적인 다른 작전들을 순환하는 것으로 
인지되게 한다. 앞서 분석한 영상(“HOW TO JOIN ANONYMOUS”)이 흥미로운 점
은, ‘오퍼레이션 그린혼’ 자체는 특별한 공격-작전의 보충 없이 마치 생산-작전처럼 
전개되지만 해당 오퍼레이션에서 산출된 진술들은 다른 개별 오퍼레이션에 선언적 
언어(“우리는 익명이다”)로서 개입한다는 사실이다. 생산-작전들이 공격-작전들의 
개입적 선언으로 해당 절차가 되듯, ‘오퍼레이션 그린혼’이라는 생산-작전은 하나의 
‘공격-작전’처럼 다른 분산된 오퍼레이션들을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동질적인 
절차로 포섭하고 개별 오퍼레이션을 다시 생산-작전처럼 만든다. 생산-작전과 공격
-작전 사이에는 끊임없이 증가·교차하는 축의 교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원래 이 영상은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의 전개에서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부터 분리된 또 다른 개별 작전(‘Operation Leakspin’) 수행의 일환으로 생산된 것
이다. ‘리크스핀 작전’은 ‘복수 작전’의 디도스 공격 방식과 달리 위키리크스의 주요 
유출 문서들을 정리해서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널리 읽히게 하려는 시도였다. 특별히 
공격작전의 수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작전이 일종의 생산작전처럼 
시작됐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면에서는 ‘오퍼레이션 페이백’과의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연계가 상정되며, 가시적인 디도스 공격 등의 양상으로 수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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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스스로도 뚜렷한 형상화가 힘든 면이 있었다. 실제 ‘리크스핀 작전’ 자체는 
일련의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고, 별도의 생산작전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 한 탓에 새로운 다수 참여자들을 자신의 경로로 접속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위키리크스의 방식처럼 위키 문서 형태로 자기규정 진술들을 
작성하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만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오퍼
레이션 그린혼’으로 분절하게 된다. 오퍼레이션 그린혼 역시 생산작전의 일환이지만 
이 경우 ‘가상적 참여자’ 소환은 해당 작전이 아니라 다른 일련의 개별 작전들로의 
접속지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예비적(또는 가상적) 생산작전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오퍼레이션이 작전들의 작전들로 존재하는 한 그 중첩하는 전개에서 생산작전과 
공격작전의 자리가 서로 교차할 가능성이 마련된다. 여기서 생산-작전이 공격-작전
으로 전환되는 절차는 예비 참여자가 해당 참여자로 가시화되는 절차와 동질적이다. 
‘오퍼레이션 페이백: 아마존’이 실패한 이유는 이전 생산작전이 당일 공격작전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비 참여자들 또한 해당 경로들로 적절하게 
접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3장 1절 참조). 개별 오퍼레이션을 ‘참여자’라는 동질적인 
사람-장소 범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오퍼레이션 페이백: 아마존’
이라는 ‘참여자’는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라는 관련된 ‘참여자’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예비적 형상으로 머물면서, 역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참여자’가 될 수 없었다. 
오퍼레이션과 참여자가 다수-사람이라는 동질적인 범주로 존재하는 절차가 전환의 
핵심이다. 오퍼레이션이 어나니머스의 상황에 속하는 것,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해당 오퍼레이션이 그것에 속하는 참여자(예컨대, 오퍼레이션 
페이백: RIAA의 참여자)의 존재로부터 동질적 경로(오퍼레이션 페이백)에 접속하게 
되는 일과 연동된다. 

오퍼레이션과 참여자 모두 다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사람-장소 
범주로 상황을 기술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서 오퍼레이션을 (이름이 아니라) 장소로 
기술한 것처럼 지금의 참여자를 같은 장소 범주로 기술할 수 있다. 어느 신체 는 
다수 인격들이 거주하는 분산된 장소들이며 그중 하나의 동일한 사회적 인격으로 
대표됐었지만(‘개인  ’), 오퍼레이션 그린혼이라는 작전-장소의 개입적 선언으로
(“우리는 익명이다”) 어떤 비재현적 장소-부분이 해당 작전-장소에 ‘관련된’ 것으로 
중첩된다. 이것은 다른 개별 오퍼레이션에 대해 가상적 참여자-장소가 되며, 이런 
다수의 예비 장소, 즉 익명적 신체들은 집합적으로 분산된 ‘생산작전들’을 이룬다. 
이들은 다시 공격작전의 개입적 선언(“이것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다”)을 통해, 
해당 오퍼레이션 경로에서 관련 장소들로 가시화된다. 

페이스북(facebook.com)은 지금 시점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네트워킹의 장치다. 
어나니머스 역시 이것을 오퍼레이션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한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기존 장치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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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이용자의 활동에서는 ‘현실’의 사회적 
관계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이름과 성별, 출신국가, 학교, 직장 등의 신상
정보를 자발적으로 적시하는 일이 적지 않으며, 그렇게 식별된 개인이 ‘사회적으로’ 
매개될 것을 의도한다. 이 경우 페이스북 계정은 대개 해당 개인의 이름과 사회적 
대표 인격으로 등치된다. 물론 익명적 방식과 많이 어긋나는 일이고, 어나니머스는 
주로 익명의 다수 계정을 생성해 내는 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때도 페이스북에 
익숙한 경우라면 별도의 ‘개인’ 계정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두 관계-공간을 
서로 치환되지 않게 분리한다. 이런 의식적 분리작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림이고 
심지어 일상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서 개인 계정과 구분되게 병존하는 ‘익명’ 계정은 
전자의 관계성에서 재현되지 않는 ‘다른’ 관계성에 포섭돼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전자를 확인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상 어렵다. 이 후자의 비재현적 부분은, 
예컨대 ‘오퍼레이션 11월 5일’ 관련 페이지들에 링크되는 것으로 가시화된다. 

드물게 양자의 분리적 관계 범주가 동일 페이지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익명성 규정에 민감하지 않거나 특정 오퍼레이션에 적극적 참여자로 있지 않을 때 
등이다. 이런 ‘초심자’나 ‘관중’의 사례는 동일 계정-페이지가 다수-사람의 분산된 
장소로 병렬하는 양상을 오히려 더 명확히 드러낸다. 이 경우에도 동일 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은 그 밖의 다른 개인-사회적 관계 링크와 구별되는 링크로 연결돼 있다. 
이런 일상적 형태는 동일 페이지 장소가 서로 구분되는 분할적 분산 장소로 있다는 
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그 범주 전환을 현실화하는 양상을 예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어떤 관계성이 더 ‘본래적’인가, ‘진짜’인가의 물음은 무의미할 것이다. 동일 
페이지에서 익명적 관계성은 단지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으로 대표되거나 재현되지 
않을 뿐 내적 부분을 이루며 존재한다. 그 존재방식은 물론 다른 익명적 관계성과의 
접속(링크)이라는 형태다. 

내적 다수-부분으로서 사람의 분할가능성은 동일 신체의 ‘절단’이라기보다 ‘복제’ 
또는 상황전환의 문제다. 적어도 이 경우, 사회적 관계성으로 재현되는 개인-계정이 
신체의 ‘머리’로서 나머지 신체 부위를 대표하거나 각 부위가 ‘머리’로부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적 신체상이 마련되지 않는다. 재현된 신체와 재현되지 않는 신체라는 
다수-신체, 다수-장소들이 있을 뿐이다. 비가시적인 후자의 신체는 다른 비재현적 
장소로의 접속을 통해 - 재현된 신체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재현되지 않는 신체로 
남으면서 - ‘이미 존재했음’이 소급적으로 확인된다. 재현된 신체( )와 비재현 신체
( )의 관계에서 후자를 기관처럼 인식하는 것은 신체 의 관점이다. 의 관점에서 
는 자체로 정립적이지 않은 불완전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다수-신체 관점에서 
와 는 서로의 복제로서 마치 세포분열 같이 분할한다. 양자는 재현가능성이라는 
부분만 빼면 완전히 같다. 즉, 모든 것이 같고 식별 불가능한 부분이 속해 있느냐의 
차이만 있다. 따라서 복제된 다수-신체의 분할과 다른 다수-신체로의 전이가능성은 
또 하나의 축의 교환, 상황 전환의 문제가 된다. 앞선 페이스북 사례에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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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같은 장소에서 개인적 관계성과 익명적 관계성으로의 동시적 접속 양상이며, 
양자는 각기 다른 상황들로의 귀속과 그런 귀속 장소들의 전환을 지시한다. 여기서 
‘오퍼레이션 11월 5일’이라는 페이지 개입(링크)은 모호하게 분산된 내적 익명성을 
존재하는 것으로 선언하면서, 오퍼레이션 전개상의 공격작전처럼, 해당 개인 신체를 
‘참여자’ 신체로 전환시킨다. 오퍼레이션은 재현의 언어가 아니고 명명가능성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름이 아닌 장소로서 오퍼레이션 개입은 일종의 선언적 언어와도 
같이, ‘익명적 참여자’의 생산절차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개별 공격작전의 선언은 경로들에 분산되어 있는 생산작전들, 즉 분할 
가능한 내적 다수의 오퍼레이션-장소를 관련 절차로 소환하는 동시에, 해당 다수-
장소로 ‘참여자’의 다수-신체를 접속시킨다. 이로써 이중의 소급적 확인이 진행된다. 
개별 오퍼레이션-장소에서 내적 부분(분산된 생산작전)의 존재와 그것에 접속하는 
개별 참여자-장소(신체)상에서 분산된 내적 부분(비재현적 신체)의 존재가 그것이다. 
오퍼레이션을 통해 각 장소들에서 해당 존재가 확인되는 절차는 동질적이다. 이때 
후자의 소환절차에 주목하면 참여자의 다수-신체를 생산하는 하나의 ‘생산작전’으로 
인지될 것이다(오퍼레이션 그린혼).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관점에서는 다음처럼 
진행된다. 어나니머스-장소(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서 내적 부분(오퍼레이션들이 
위치하는 다수 경로)의 존재와 해당 경로에 접속하는 참여자-장소(개별 오퍼레이션)
에서 내적 부분(시기별 작전들)의 존재를 이중의 소급절차로 확인시키는 것은 오퍼
레이션 그린혼의 선언적 언어(“우리는 익명이다”)가 된다. 따라서 마치 ‘공격작전’과 
같이 오퍼레이션 그린혼은 분산된 개별 오퍼레이션들을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관련된 절차로 소환한다. 또한 개별 오퍼레이션 참여자를 예비 형상으로 소환하면서 
오퍼레이션을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로서 접속시킨다. 생산작전이면서 
동시에 공격작전으로서 오퍼레이션 그린혼의 존재양태는 이렇게 관점의 교환, 축의 
교차에 기초한다. 개별 오퍼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작전들의 작전들, 동질적 차이화의 
중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관계가 이런 교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3) 참여자의 형상 

지금의 논지는 어느 개인이 상황의 참여자가 되는 ‘자기변형’ 절차가 다수 사람의 
범주를 가상의 중간지대로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때 ‘참여’는 개인이 그 당사자로 
재현되는 상황만이 아니라 그런 재현과 무관한 상황들로의 확장적 접속을 말한다. 
익명적 상황은 개인의 사회적 인격과 구분되는 내적 다수성을 ‘익명’이라는 비식별
지대로 발견해 개별 상황에 접속시키는데, 오퍼레이션은 그런 국지적 익명 상황의 
산출절차가 된다. “앨리스”라는 이름의 개인이 보충적 변환자(‘익명’)를 거쳐 상황의 
참여자가 될 때, 오퍼레이션은 두 번 개입한다. 참여자-신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개인 범주와 사람 범주를 (개별 신체에서) 교차시키는 한편, 오퍼레이션 경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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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절차와 공격절차를 교차시킨다. 해당 경로는 언제나 다수 참여자의 접속을 통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언급한 축의 교차는 다시 서로 교차한다. 개인-사람 축 교차와 
생산-공격 축 교차는 익명적 다수 부분들(생산작전이자 공격작전으로서의 작전들)에 
링크된, 익명적 참여자의 다수 부분들이라는 형상으로 교차한다. 

오퍼레이션의 익명적 참여는 개인의 기존 정체성을 무화시키는 절차로 개입하는 
동시에, 이로써 오퍼레이션을 개인적 동기의 작동들로 있지 않게 한다. 즉, 익명적 
참여의 산출로서 오퍼레이션은 상황의 확장이라는 내적 동기로 있다. 참여자 역시 
확장적 상황들로의 접속을 통해 일시적으로 그에 귀속되면서, 당사자로 속했던 기존 
상황들로부터 벗어난다. 그렇더라도 참여의 내적 변동과 비일관성은 ‘어나니머스’를 
또 하나의 수렴되는 정체성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오직 오퍼레이션 경로만이 일정한 
지속성으로 유지된다. 여기서 참여자 형상은 ‘개인’으로 재현된 동일 신체만이 아닌, 
오퍼레이션-장소에 연결된 다수-사람, 다수-사람에 연결된 오퍼레이션을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개별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동질적 참여자고, 
개별 참여자는 동질적인 내적 오퍼레이션이다. 오퍼레이션이 명명될 수 없는 장소의 
중첩인 것처럼, ‘개인’이라는 이름의 신체동일성으로 재현됐던 개별 신체는 익명의 
참여자로 접속하는 과정에서 다수-장소의 중첩으로 분산된다. 말하자면, “자신과의 
차이화”(Deleuze 2004[1968])를 이룬다. ‘같으면서 다른’ 다수 신체가 자신으로부터 
분할하고 전이하는 전개, 개인이 어느 순간 참여자가 되는 자기변형은 오퍼레이션의 
형상을 띤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오퍼레이션들의 형상과 
참여자들의 형상 사이에 축의 교환이 존재하게 된다. 

익명의 상황에서 참여자가 오퍼레이션이 되고 오퍼레이션이 참여자가 되는 이런 
“수직각적 접합”(Jiménez 2011)의 형상은 양자의 동질적 차이들의 순환과 포섭을 
상정한다. 순환하는 것은 개입의 선언적 언어며(“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오퍼레이션의 이 같은 자기귀속적 성격은 앞의 3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지금 시점에서 동질적 오퍼레이션이 (같지만 다른) 오퍼레이션을 순환한다는 사실로 
지시되는 바는 오퍼레이션과 참여자 사이의 변환 형태다. 오퍼레이션에 접속하면서 
가상적 참여자가 개인-신체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시화되는 동시에 해당 
오퍼레이션은 이를 자신의 참여자로 포섭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언적 개입은 
개인과 다수 사람을 분리시키면서 또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작동시킨다. 이때 운동의 
벡터는 오퍼레이션과 그 참여자의 포섭이라는 방향(오퍼레이션 관점)과, 대표-인격
으로서의 개인과 식별 불가능하지만 분할 가능한 사람의 분리라는 방향(개별 신체 
관점)으로 나뉜다. 후자의 운동에서 참여자의 신체에는 참여자 신체 자신이 ‘속하게’ 
되는데, 오퍼레이션 접속을 통해 개인과 다른 신체로 분리된 가상적 참여자 부분은 
개별 신체에 내적 다수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당일의 공격작전이 오퍼레이션으로서 
자신에게 또한 속하는 것처럼 말이다. 즉, 오퍼레이션의 자기귀속은 언제나 두 번
(실제로는 매 국지적 상황들에서 무한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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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인 범주와 사람 범주의 관계에서 양자 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관점의 
교환이 오퍼레이션의 형상(자기언급과 자기귀속)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개인-신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다수-사람의 익명적 신체들로 상황을 
생각하는 일, 참여자가 자신과의 차이를 현실화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개입적 선언의 
오퍼레이션을 작동시키는 작업과 같이 된다. 여기서 참여자에 연결된 오퍼레이션의 
선언적 언어는(“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등) 개별 신체상에서 내적 다수들을 
순환하면서 관련된 내적 부분을 참여자의 형상으로 포섭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형상들 자신이 또한 선언적 언어(“우리는 익명이다”)로 작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신체-장소에서 참여자라는 오퍼레이션(오퍼레이션으로서의 참여자)의 개입적 
선언은 항상 이중의 쌍으로(“이것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다”-“우리는 익명이다”) 
순환한다. 이 선언적 언어 쌍의 한쪽 부분에 주목한다면 개별 오퍼레이션의 경로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들)이 드러나고, 다른 한쪽 부분에 주목하게 되면 
‘오퍼레이션 그린혼’이 튀어나온다. ‘그린혼’ 역시도 하나의 개별 오퍼레이션이지만 
이와 같이 다른 오퍼레이션들에 내적 부분으로 첨부된다는 점에서 오퍼레이션들의 
오퍼레이션이며, 메타언어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매 국지적 상황들에 선언적 언어로 
내포된다는 점에서는 오퍼레이션들 내부의 오퍼레이션이다. 

‘마치 연꽃의 뿌리줄기처럼’ 

익명의 상황에서 이런 ‘오퍼레이션과 참여자들’의 형상은 어나니머스라는 집합적 
행위군의 반-조직화(quasi-organizing), 반-체계(quasi-system)를 구체적 수준에서 
표현한다. 작전들의 작전들, 신체들의 신체들이라는 중첩과 분할-전이, 또한 순환과 
포섭의 형상 가운데 “어나니머스는 중심적 기반구조를 갖지 않는다.” “어떤 헌장도, 
선언도, 회비도 없다. 어나니머스에는 리더가 없으며, 정신적 지도자나 이데올로기 
신봉자도 없다. 하나의 고정된 이데올로기조차도 없다.” 즉, “어나니머스는 조직이 
아니다(Anonymous is not an organization).” 이런 비-조직화의 자기규정은 재현 
불가능한 반-조직화(anti-organizing)를 의도하려는 개입적 선언으로 읽히며, 나는 
그것이 어나니머스의 실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퍼레이션
과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연동된 채 내부로부터 펼쳐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를테면, “마치 연꽃의 뿌리줄기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어나니머스의 비-조직화는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같지만 다른 ‘조직화’로 
분리된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예화하는 것은 (조직화의) 자신과의 차이로서 
비-조직화이기 때문이다. 뿌리줄기(rhizome)의 유비는 베이트슨(Bateson 1936)이 
뉴기니 이아트물 사람들의 에이도스(eidos)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아트물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닫힌 체계(system)가 아니라 무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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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고 분기하는 줄기(stock)로 본다”(ibid. 249).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체계”가 
차이들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이아트물의 ‘친족체계’에 대비되는 것으로 
제시되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Ambrym’)의 ‘계급체계’다
(ibid. 248). 이아트물 사고의 주요 모티프는 “씨족은 커지고 분할할 것이며 마을은 
커지고 군집들로 분파해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연꽃의 뿌리줄기처럼”(ibid. 
249) 동질적 차이들이 끊임없이 분화하고 분절하는 체계로 표현된다. 공동체가 닫힌 
체계라는 생각은 뿌리줄기처럼 연속해서 분할한다는 생각과 호환 가능하지 않다
(ibid.).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경우, 공동체는 정해진 수의 집단들로 나뉘고 
어느 집단이 어느 집단과 혼인할 지가 확고히 규정돼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친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들은 친족용어(항)의 할당이 
사회적 집단들의 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그것은 실제로 유별적
(classificatory)이다. 반면에 이아트물 사람들은 친족 항들을 “가족 자체로부터의 
확장(extension)”(ibid.)에 기초해 할당한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즉 현재 이들이 친족용어들을 다양한 친척(관계항)들에 
배정하는 데 사용하는 사유 방식의 문제에서, 유별적 체계는 사회적 집단들과 가족 
간의 이질적 차이를 처리한다. 사회적 집단들로부터 가족으로의 대응을 다루든 또는 
그 역이 됐든지 간에 이것은 관계들의 상동성에 따르는 분류와 지정의 문제가 된다
(호몰로지 체계). 이아트물의 경우 이 양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도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들에게서 친족항은 “분류(classification)보다 확장
(extension)에 기초해”(ibid.)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아트물의 친족은 암브림 
친족-체계와 같지만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이아트물과 암브림의 친족체계 모두에서 
격세대 구조에 대한 강조와 대칭적 이원성 사고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ibid. 
248)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측면(eidos)에서 양 체계는 거의 유사하다. 
단지 차이는 분류 가능한 것에서 확장 가능한 것으로의 축의 전환에 있다. 어떤 면
에서 이아트물 ‘체계’는 암브림 체계와의 차이로(만) 존재하는데, 이는 후자의 닫힌 
체계로부터의 발산이라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양자의 공통된 에이도스는 두 친족을 
같은 체계성으로 표현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분할가능성과 전이가능성이라는 자신과
의 차이로 현실화한다. 

오퍼레이션이 어느 경로에서 확장하고 분할을 거듭하는 일련의 절차는 - 경로들 
자체의 확장-분할을 포함해 - 개별 신체에서 참여자의 신체가 확장하고 분할하는 
절차와 연계되며 동질적이다. 이것은 텅 빈 중심, 공백을 가시화하며 그 비어있는 
자리는 에고나 본래자아, ‘중심적’ 오퍼레이션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백들의 중첩이라는 형상이다. 즉, 어떤 중심적 요소에서 하위 요소들로의 분류적 
재현(classificatory representation)의 구도(일자의 복수적 재현의 구도)가 아닌, 
분할적 부분에서 분할적 부분들로 분기하는 확장적 현시(extensive presentation) 
구도다(다수의 다수적 현시). 이것은 마치 세포분열 같이 복제되지만, 분열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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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원래 ‘세포’와 동질적이면서 (위상적) 차이를 이룬다. 같은 의미로, 이아트물의 
친족에서 씨족들의 씨족들, 마을들의 마을들(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나니머스의 
상황에서 작전들의 작전들, 신체들의 신체들(만)이 존재한다(다수들의 다수들). 

그렇다면 이 ‘오퍼레이션이거나 그리고 참여자’의 형상은 이아트물 친족과의 아날
로지에서 ‘작전들’과 ‘신체들’의 동질적 분화·접속을 두 번 지시한다. 이때 ‘확장’은 
외연만을 지시하지 않고 또한 ‘내적 확장’을 - 내부 경로처럼 -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차이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연접적’ 
(conjunctive)이라 부르는 결합은 무한정의 확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선행하는 
논리적·언어적 구조체계를 상정한다. 이것은 ‘그리고’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다음에 
접속할 의미의 계열체들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남자다. 
(그리고 …)”의 형태다. ‘이접적’(disjunctive)인 것 역시 마찬가지다(배타적 이접). 
선행하는 의미계열 속에 “나는 아들이거나, 딸이다. (또는 …)” 등. 들뢰즈-가타리
(Deleuze & Guattari 1983[1972])가 “이접적 종합”(disjunctive synthesis)이라는 
표현을 쓸 때 - ‘종합’에 강조점이 찍힌다 - 이것이 지시하는 연속체의 형상은 양자 
모두와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말하자면 “… 또는-그리고 …” 식의 형태가 된다. 
이런 비-체계·비-변증법성의 다양체 형상은 반플라톤주의와 반헤겔주의를 표방하는 
일종의 반철학적 기조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상에서 그것이 지시하고 
근거로 삼는 것은 ‘원시사회’의 친족집단이다. 

‘자본주의와 분열증’에 관한 두 권의 기획 가운데, 《앙티 오이디푸스》(1972)에서 
이접적 종합의 형상으로 제시되는 것들의 기반은 아프리카 도곤(Dogon)의 친족과 
창조신화다. 《앙티 오이디푸스》에서 중요하고 긴 분량을 차지하는 3장은(“원시인, 
야만인, 문명인”) 아프리카의 친족체계에 관한 인류학 민족지들의 리뷰와 분석으로 
채워져 있으며, 나아가 들뢰즈-가타리 식 친족이론이 전개된다. 《앙티 오이디푸스》
가 친족개념에 관한 이론서로 독해되는 이유는 무수한 인류학자 이름이 철학자만큼
이나 소환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서구에서 강박적 무의식의 기원으로 습관적으로 
소환되는 이름(“오이디푸스”)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레비스트로스
의 일반교환이론에서 ‘근친상간 금기’가 사회성(항상적 교환상태=친족)의 기원으로 
정초됐을 때, ‘오이디푸스 삼각형’을 깨트리려는 이들에게 있어 《친족의 기본구조》
가 지닌 ‘오이디푸스성’은 극복돼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대안적 가능성 역시 
《친족의 기본구조》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 친족이론에서 친자관계(filiation)와 결연(alliance)의 배치 구도는 레비스트
로스적 전회를 통해 ‘결연’(기표)이 ‘친자관계’(기의)에 선행하는 것으로 재배열됐고
(“항상 그리고 이미 결연이 있다”)(Deleuze & Guattari 1983[1972]: 157), 레비스
트로스적 의미에서(즉, 일반교환체계에서) 친족이란 혈통이나 직계의 문제 이전에 
기표들의 차이의 체계를 가리킨다(“결연은 친자관계로부터 도출되지도, 연역될 수도 
없다”). 일반교환이론에서 이는 명백하므로 부정할 수 없고, 들뢰즈-가타리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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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체계에서 ‘친족구조’는 규칙으로서의 규칙인 근친상간 금기
를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이때의 “금기”는 특정한 기의를 내용으로 한다기보다 - 
“실제 근친상간이 가능했느냐”의 문제를 지시한다기보다 - 외부적 순환(혼인교환)을 
항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추진력이나 엔진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앙티 
오이디푸스》에서 신화적인 친자관계(“가상적 친자관계”)의 자리가 선행하는 것으로 
다시 도입될 때 이것은 전-금기(preprohibition) 상태를 지시한다. 들뢰즈-가타리는 
이런 정립된 원칙하에 “두 가지 관점”(ibid. 155)을 요청한다. 즉 (1) ‘현실적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점) 결연이 선행하며, 확장적(extensive) 체계(일반교환체계)
에서 결연 이전 확장된 친자관계 혈통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상적으로’
(신화적 관점) 결연에 선행하는 것이 있으며, 이런 강도적인 시초 친자관계들
(intensive primary filiations)이 내재성과 무한성을 상실해 가면서(“억압되면서”) 
확장 시스템은 형태를 갖고 윤곽을 그리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친자관계에서 결연으로의 이동(친자관계로부터 결연을 연역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强度)적인 활동성의 질서에서 확장 체계로의 통과” 
(ibid. 155)에 있다. 이는 레비스트로스의 명제를(“결연은 친자관계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유지하면서, 다시 선행하는 ‘친자관계’를 가상적 강도 평면(신화 평면)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제 가상적인 것(the virtual)에서 현실적인 것(the actual)으로의 
운동이란 문제로 구도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즉, 현실적으로 (친자관계에) 선행하는 
결연관계에 (가상적으로) 선행하는 친자관계 형상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러한 사유방식(가상화-현실화)의 기원이자 근거는 도곤 사람들의 창조신화이며, 
들뢰즈-가타리는 도곤 신화를 그리스 오이디푸스 신화의 안티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이기게 한다. 여기서 그 가상적 평면(신화)이 지시하는 것은 이접적 종합 형상이다. 
“강도의 전(前)인격적 변이들만이, 동일한 쌍생성이나 양성성으로 존재한다”(ibid. 
155-156). 나는 아들이거나 그리고 엄마거나 그리고 누이거나 그리고 아빠다. 이런 
이접적 종합 평면에서 ‘근친상간’(=오이디푸스)이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은 강도상의(intensity) 문제로 해석돼야 한다”(ibid. 158). 

플라톤-헤겔적 논리체계에서 비켜나있는 다른 ‘체계’의 가능성이 들뢰즈-가타리에
게서 적극적으로 인지됐을 때 (이것은 전자에서의 ‘비-체계성’이 후자에서 ‘체계적’
이라는 의미의 ‘다른 체계’이다54)) 《앙티 오이디푸스》는 이러한 비-체계적 체계성을 
가상적인 것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해소하려 한다(비-관계로서의 관계, 이접적 종합 
등). 《앙티 오이디푸스》의 난관은 공교롭게도 친족-필드에 근거하면서 친족이론과 
결합하고, 다시 친족-필드를 근거 짓는 절차에 있다. 여전히 전통적 친자관계/결연
의 배치 구도 가운데서, (강도적인) 친자관계가 이접적 종합의 조작자로, (확장적인) 

54) 예를 들어,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 ‘비-체계적인’ 것은 비-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 
- “평행선은 교차한다” - 체계적이며, 그것은 다른 체계다. 리만 기하학이나 상대성 이론, 
프랙털 이론 등은 기본적으로 비-유클리드 체계에 기초한다. 



- 116 -

결연이 연접적 종합의 조작자처럼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친자관계가 친족의 
기원적 차원이 되고 결연이 부과된 우발적 차원으로서 동족(lineage) 기반 관계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구조-기능주의의 설명방식을 일정하게 되
풀이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Viveiros de Castro 2014: 129). 물론 여기서 
가상적-강도적 친자관계란 현실적-확장적 친자관계를 지시하는 게 아니므로 레비스
트로스의 구조주의 구도와 모순인 것은 아니다. 즉, 기능주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강도적인 평면의 자리에 ‘친자관계’를 놓는 방식에 있다. 

차라리 레비스트로스를 더 적극적으로 독해해 가상적 ‘기원’ 자리에 (친자관계가 
아닌) 결연을 밀어 넣고, 그로써 ‘기원’으로서의 (상정된) 기능을 제거할 가능성도 
남아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는 가상적-강도적 평면이 현실적-확장적 평면의 
‘바깥’(기원)으로 배치되는 《앙티 오이디푸스》 구도에서 빠져나와, 결연이 진정으로 
“항상 그리고 이미” 선행하는 배치가 되도록 그 가상성과 현실성의 평면을 다시금 
포개는 작업이다. 말하자면 “이접적 종합으로서의 결연 개념”(ibid. 132)을 구축하는 
문제다. 이런 의미의 ‘강도적이거나 그리고 확장적인’ 결연은 《앙티 오이디푸스》의 
한계를 내적으로 극복하는 두 번째 책, 《천 개의 고원》(1980)의 주요 모티프가 된다
(Deleuze & Guattari 1987[1980]). 

이런 관점의 전환은 이미 인류학 민족지에 제시돼 있는데, 여기서 유별적 체계를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접적 종합’의 친족-인격(분산적 인격, 프랙털 인격, 
분할 가능한 인격, 텅 빈 인격 등)은 단지 가상적 신화나 ‘친자관계’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교환-공유의 양상들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이다(예컨대, Wagner 1977). 
따라서 이런 원주민 관념을 참조하는 《천 개의 고원》 역시 새로운 친족개념에 관한 
이론서로 읽힐 수 있을지 모른다. 이접적 종합 개념을 일정하게 대체하는 “리좀”과 
“고원”(plateau), 또는 “아상블라주”(assemblage) 같은 범주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념적 범주들은 뉴기니와 발리의 친족 형상에 관한 베이트슨(Bateson 1936, 
1949, 1972)의 연구들을 변형해서 참조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친족이론 연구
에서, 기존까지의 아프리카 친족체계로부터 멜라네시아 친족체계로의 일정한 간극과 
이동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리좀 또는 뿌리줄기 유비가 뉴기니 이아트물 친족의 ‘확장 체계’를 기술하기 
위해 쓰였을 때, 《앙티 오이디푸스》 구도의 가상성/현실성의 배치와는 분명 비켜나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선행하는 결연 체계 형상을 지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동질적 차이들의 확장을 지시한다. 즉, 가상화의 자리와 그것에 할당된 ‘관계성’의 
배치가 약간 다르다. 지금의 과정은 현실적인 것 내부에서 가상화 운동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연꽃의 뿌리줄기처럼” 씨족들의 씨족들, 마을들의 마을들이 확장적
으로 중첩돼가는 형상이 예화하는 것은 현실화와 가상화의 교차다. 그리고 현실적 
영역에서의 그 내재적 가상성 평면에 배치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친자관계라기보다 
오히려 친자관계와 결연관계의 구별이 다시금 모호해지는, 일종의 유비적 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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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이접적 종합의 형상을 띠지만, 가상적 기원으로서가 아닌 ‘가상적이거나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서의 확장적 현시에 가깝게 된다. 

익명의 상황에서 ‘오퍼레이션이거나 그리고 참여자’라는 형상이 전개하는 내재적 
분할-확장 절차는 현실적으로 체계성을 갖는다. 동시에 ‘가상적으로’ 비-체계적이다. 
즉, 어떤 형태의 닫힌 체계나 조직화에서 벗어나 있다. 체계나 조직화 관점에서 볼 
때의 비-체계성은 가상적-강도적 차원(“우리는 익명이다”)으로 오퍼레이션의 조건을 
이루지만, 현실적-확장적 차원(“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에서 ‘다른 체계’로 
표현된다. 동시에 지금의 리좀적 형상에서 가상화와 현실화는 같은 신체-장소들의 
중첩 속에 교차하기에(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 우리는 익명이다) 비-체계적 
체계성으로 가시화된다. 결국 어나니머스의 자기-규정이 지시하는 반(反)조직화의 
개입적 선언은(“우리는 조직이 아니다”) 그것이 오퍼레이션-참여자의 가상적-현실적 
교차 운동으로 ‘개입’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 그 개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 반(半)조직화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제 앞서 인용한 어나니머스의 진술을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교차시키면) 
반(反)/반(半)체계로서 익명의 형상이 뚜렷해진다. “우리는 학생이고, 노동자며, 점원
이고, 실업자다. 우리는 청년이거나 노인이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었거나 누더기를 
입었으며, 쾌락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고, 폭주족이거나 활동가다.” 각각의 ‘이거나’ 
옆에는 ‘그리고’가, ‘그리고’ 옆에는 ‘이거나’가 첨부된 채 숨겨져 있다. 이런 이접적 
종합, 정확히는 리좀적인 형상화는 개인-집단들의 사회체계에서 공제되거나 그리고 
더해지는 익명의 집합적 존재양태가 언제나 자신과의 차이로(분류에 대해 확장으로, 
개체에 대해서 다수로, 체계에 대해서 비-체계로, 조직화에 대해서는 비-조직화로) 
가상화-현실화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오퍼레이션 그린혼의 다음과 같은 
‘최종진술’이 인지 가능한 것으로 변환된다. 

“우리는 결국 짧은 거리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통근 버스나 전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특정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경로를 지나고 공통의 목적이나 
의도, 또는 혐오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여행에서 우리는 아마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진술들은 가상적이면서 현실적인 익명의 분절들, 부분들이 서로 특정 경로로 
접속하는 일상적 ‘실천’의 문제를 지시하는 한편, 그런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접속의 
실천이 “지속적인 강도의 고원들”(Bateson 1972[1949]: 113)처럼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인류학적 의미로 ‘리좀적인 것’은 어떻게 ‘고원적인 것’과 분리되면서 
접합하는지의 문제다. 익명적 참여는 마치 분열증적으로 확장하는 듯 보이면서도, 
오퍼레이션의 내적 작동상 반-체계적으로 지속하며 동시적 양태를 이룬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그 구체적 양상과 실천방식이, 6장에서 ‘정치적’ 측면이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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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익명적 장소-개입의 범주(I) : 증여-공유 

1. 생산-작전들과 생산-집합 

1) 공격절차에서 생산절차로 

3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별 오퍼레이션들에는 다수의 내적 작전이 속하며, 각각 
생산절차와 공격절차처럼 작동한다. 이런 작전의 중첩적 분할 형상은 두 절차 사이 
축의 전환, 관점의 교환을 전개하는 기반이 된다. 처음부터 ‘생산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의 공격작전 시점에서 이전까지의 어떤 작전들이 관련된 절차로 
포섭된다. 또한 해당 시기 작전이 종결된 이후 다음 시기 공격작전이 선언되는 시점
에서 이전 ‘생산절차’가 가시화된다. 이것은 기존에 어떤 생산적 작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작전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다는 뜻이다. 
개별적인 작전이 그중 하나인 어느 공격작전의 생산절차인 것처럼 작동하는 방식은 
일정하게 소급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관점들의 교차, 생산절차가 공격절차가 
되고 공격절차가 생산절차가 되는 교환양태를 지시한다. 여기서 생산절차로부터의 
관점에 주목하면, 사실상 모든 작전들이 어떤 형태의 ‘생산작전’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1월 15일 시작된 ‘최초’ 이스라엘 작전(Operation Israel)은 
그 전날(14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공격 작전(“Operation Pillar 
of Defense”)55)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었다. 700여개 이스라엘 사이트에 화면변조 
및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기간 4천 400만 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포착한다.56) 15일 페이스트빈 등을 통해 배포된 이번 작전(#OpIsrael) 
선언문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가지지구 내 인터넷·통신 연결망을 차단했다는 내용과 
함께, “구호 패키지”(Care Package for Gaza)라 불리는 압축파일이 첨부돼있었다.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75페이지 가량의 의학적 응급조치 가이드 및 언론 보도용 
선언문, 가자지구 내 인터넷 접속 제한 우회 방법을 기술한 8페이지 분량의 지침서, 
IP주소 익명화에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 접속 프로그램 등이었다. 이밖에도 관련 
IRC 채널 및 라이브스트리밍 채널 링크와 다이얼-업 방식의 인터넷 연결 전화번호,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인터넷 연결 복구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다. 당일 이런 
자료들의 즉각적 배포는 이스라엘 작전이 비록 전날의 가지지구 폭격에 따라 우발

55) The Guardian, “Israeli air strike on Hamas military chief,” 2012-11-15, 
(https://www.theguardian.com/world/video/2012/nov/15/israeli-air-strike-hamas
-video-idf)

56) ANI, “Israel claims to have deflected 44 mln cyber-attacks since start of Gaza 
offensive,” 2012-11-19, (https://www.yahoo.com/news/israel-claims-deflected-44 
-mln-cyber-attacks-since-062414430.html?ref=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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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작됐더라도, 그전부터 어떤 형태의 생산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실제로 분산된 ‘잠재적 이스라엘 작전들’이 있었으며, 14일 폭격과 무관하게 팔레

스타인 상황에 관해 나름의 자료 생산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해 
15일 대규모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의 형태로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들을 ‘이스라엘 
작전’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산 작업들 역시 14일 폭격이나 뒤이은 디도스 공격 
실행을 예측한 것도,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생산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당일 작전이 발동되지 
않았다면, 이전 생산들은 ‘이스라엘 작전’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가령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오퍼레이션 시리아 등으로 남을 수 있었다. 15일의 
선언으로 잠재적 선행 작전들은 ‘이스라엘 작전’으로 포섭되며, 그로부터 이제 관련 
절차들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즉, 생산-작전은 공격작전의 조건이자 ‘재료’가 된다.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작전은 생산처럼 작동한다. 

“모든 작전은 생산이다”라는 명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생산 전개는 거의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듬해 4월 7일의 ‘이스라엘 작전’이 도래하기 전까지 
생산-작전들은 상황 내부에 숨겨져 있었다. 2012년 11월 15일과 이날의 사이에는 
복수의 ‘다른’ 작전들이 존재했고, 개별 디도스 공격으로 실행됐다(#OpLastResort, 
#OpNorthKorea 등). 4월 7일 당일의 공격작전은 상황들에 덧씌워지면서 ‘이스라엘 
작전’이라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 낸 것이 된다. 이 새로운 상황의 확장 후에는 이미 
해당 작전 내부에 생산절차와 공격절차가 속하며,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이스라엘 
작전 2013’으로 전개됐다고 말할 수 있다(3장 1절 참조). 이 전개된 작전은 다시 
2014년 4월 작전(#OpIsrael2014)의 조건이 되고, 결국 그 생산절차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2013년 4월 7일의 작전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 사이에서 이행의 조작자로 
작동하는 것은 당일의 공격작전이다. 이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공격의 도래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한에서 ‘생산적’이다. 따라서 공격작전은 한편으로 
생산적 상황의 ‘조건’처럼 작동한다.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 사이에 공격작전이 ‘교환’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격작전(#OpIsrael2013, #OpIsrael2014 등)은 하나의 동질적 조작자로서 
순환하며(“이것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작전이라는 확장된 경로에서 
시기별 생산적 상황들의 교차점(각각의 이전/이후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매번 다음 
상황들을 만들어 낸다. 즉, 교환이 선행하면서 생산관계들을 산출해 낸다. 이것은 
각각의 교환은 시기적으로 생산 다음에 오지만, 그것이 (선행하는) ‘생산’으로 존재
하려면 교환이 ‘항상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작동함으로써 생산적 상황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산이 교환을 촉발한다고 - 교환의 
원인이자 기원이 된다고 - 말하면서 교환을 생산으로부터 연역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문제를 단순화하는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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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전개에서 생산과 교환은 자기 동일성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생산과 교환 주체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공격 툴의 제작자들이나 선언문의 
작성자들이 반드시 당일의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시기 작전에 
꼭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실이 내부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공격을 하는가? 자신이 공격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교환’하려고 ‘생산’한 것도 아니면 말이다. 이것은, 예컨대 조개 목걸이 생산자들이 
쿨라(kula) 원환에서 서로 ‘사회적으로’ 교환하는 이미지와 차이를 이루는 배치다. 
A와 B가 조개 목걸이, 또는 각자의 ‘키토움’(kitoum)57)을 교환했다고 말하는 것은 
생산으로부터 교환을, 생산자로부터 교환자를 연역하면서 교환의 ‘기원’을 생산의 
영역에 정초하는 일이다. 반대로 지금 상황은 조개 목걸이의 순환이(음왈리-술라바) 
(선행하면서) 어떤 생산자들을, 이러저러한 생산관계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에 
가깝다. 조개 목걸이는, 그것의 순환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는 식별불가능자들 사이 
교차점을(A/B, B/C, C/D, …) 통과하면서 다음 식별불가능자를 가시화한다. 따라서 
순환 이후에도 여전히 ‘기원’으로서 생산자는 식별되지 않는다. 또한 그 생산자들이 
교환의 당사자들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상황에서 
‘교환주의적인’ 위세의 논리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하는 작동이 되는데, 교환의 
추동원으로서 위세와 명성의 요소란 사실상 확인된 생산자의 이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익명’ 교환에서 호혜성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따라서 적절한 질문은 “왜 공격하는가?”에서 “왜 생산하는가?”로 전환된다. 공격
이 언제나 선행하면서 생산을 만들어낸다면, 공격절차에서 생산절차로의 그런 변형
이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문제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격은 이를테면 
생산의 가상적 조건이 되는 것이지 또 하나의 현실적 기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는 “모든 작전은 생산이다”라는 명제를 단순히 뒤집는 대응이 될 뿐이다(“모든 
작전은 공격이다”). 실제로는 오퍼레이션들의 참여자는 자신이 공격하려고 생산하는 
것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공격하는 것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만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며 교환주의적 관찰자를 좌절하게 만든다. 공격작전의 부과된 기능으로서 
생산들이 아닌 한에서(“어나니머스는 조직이 아니다”), 동시에 그 개별적으로 존재
하는 생산이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공격을 가정한다는 지금의 이중접속이 문제를 
단순화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왜 생산하는가? 

57) 키토움은 멜라네시아에서 생산물에 대응하는 범주로 알려져 있으며(Damon 1983: 256), 
기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생산적’ 물건을 함께 지시한다. 이에 
비해 ‘음왈리’(mwal)와 ‘바이군’(veigun) 또는 ‘술라바’(soulava)는 실제 쿨라 교환에 참여
하는 물건들(‘선물’)이고, 구분되는 범주를 이룬다. 이들은 ‘생산적’ 절차로서의 키토움에 
대해 ‘완료된’ 절차로서의 순환적 교환참여 단위로 있으며, 이후의 교환절차에서 음왈리-
술라바는 다시 변형을 거친다. 생산물에서 선물로의 양자 간 범주전환이 쿨라를 이해하는 
데 선행적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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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와 생산물 

어나니머스를 일종의 ‘생산-집합’으로 보는 것은 어나니머스의 실제 작동이 오퍼
레이션들의 중첩(‘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으로 전개된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개별 오퍼레이션들이 동시에 참여자의 형상으로 분할-확장되는 절차들, 다시 말해 
오퍼레이션-참여자의 가상적이고 현실적인 교차 운동의 전개 가운데(3장 3절 참조), 
‘생산’으로서의 오퍼레이션에 속하는 것은 생산자와 생산물의 이중적 쌍이다. 이런 
의미의 생산-집합(생산자-생산물)은 그것의 존재양태를 생산자와 그 생산물이라는 
분리적 주체/대상 간의 관계로 기술할 수 없게 한다. ‘생산’이 뒤이은 ‘공격’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듯이, 생산자는 이미 선행하는 생산물들의 존재를 가정한다. 
생산물은 공격절차의 현실화 과정에서 ‘교환’되며 - 동시에 현시된다(presentation) 
- 마찬가지로 생산자는 교환의 선행성 가운데 가시화된다. 따라서 생산자-생산물의 
집합적 형상은 공격절차에서 생산절차로의 전환을 기술하는 일차 관문이 된다. 

논의의 추상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생산의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생산-집합’의 관점에서, 어느 오퍼레이션의 전개 중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술한 것이다. 각각의 사건들은 반드시 긴밀한 인과성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목적론적 인식 틀에 맞도록 배분된 것도 아니다. 2014년 6월 21일 
“TheAnonMessage”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58)에 대한 어나니머스의 입장과 상황 인식, 공격 선언 내용이 담긴 최초 
오퍼레이션 영상이 발표된다. 이것은 2015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확장·전개되는 
일련의 반(反)-IS 작전들(“Operation IceISIS”, “Operation ISIS”, “Operation 
Paris”)의 초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전은 2014년 발표 당시 “Operation 
NO2ISIS”로 불렸고, 공격 목표도 카타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ISIS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던 국가에 주로 집중돼 있었다. 영상은 ISIS의 국가 
수립 시도를 우려하면서, 사실상 그것을 돕거나 방조하는 세력으로 알 자지라(Al- 
Jazeera) 같은 언론사와 미국 정부를 함께 지목하고 있다. 영상 공개 며칠 후인 6월 
25일, “No2ISIS Official”라는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이 생성된다. 

ISIS 또는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등으로 불리던 집단이 
IS(Islamic State, ad-Dawlah al-Islāmiyah)로 개명하고 ‘국가’를 선포한 것이 
2014년 6월 29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59)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이런 주의 환기는 
주목할 만하다. 영상은 이라크 전쟁 이후 지역 상황과 ISIS의 성격에 관한 진술을 
담고 있으며, ISIS를 수니-시아 구도 바깥에 놓인 “비-이슬람적” 집단(‘Khawarij’)
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이것은 이라크와 시리아 상황에 관한 선행하는 작전들의 

58) 또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라고 한다. 
59) BBC News, “Isis rebels declare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2014-6-30, 

(http://www. bbc.com/news/world-middle-east-2808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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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그 연계를 일정부분 확인시켜 준다. 직접적으로 이번 작전은 2014년 6월 초 
ISIS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Mosul)을 점령하면서60) 촉발된 상황과 연결돼 있다. 
이로써 2011년 미군 철수 이후 지속돼 온 이라크 내란이 내전으로 확대되는데, 
2011년 2월경 어나니머스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 ‘오퍼레이션 이라크’(Operation 
Iraq)를 선언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오퍼레이션 시리아’(Operation Syria)가 
당시 “아랍의 봄” 작전들 - 2011년 1월 초부터 연속해 전개된 ‘오퍼레이션 튀니지’ 
(Operation Tunisia), ‘오퍼레이션 이집트’(Operation Egypt), ‘오퍼레이션 리비아’ 
(Operation Libya) 등 중동 반독재·민주화 관련 작전 - 그리고 시리아 내전 상황과 
연계해 발동한다. 적어도 2012년 이후 자유시리아군(FSA)이 주축이 된 시리아 반정
부군 측에는 무슬림형제단61), 하마스62)를 비롯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터키 등63) 
주변국과 함께 ISIS가 관여되어 있었다.64) 즉,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안에서 이미 
다른 작전들의 형태로 중동 지역의 정보와 ISIS의 존재에 관한 분석들이 꾸준하게 
생산되고 있었으며, 2014년 모술 점령이 가시화된 시점에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1년 초부터 2012년까지 전개된 해당 오퍼레이션과 2014년의 오퍼레이션 
사이에 직접 인과성을 상정할 수는 없다. ‘오퍼레이션 이라크’는 무엇보다 이라크 
정부(군)에, 또한 ‘오퍼레이션 시리아’는 시리아 정부(군)에 대립하는 형국이었다. 두 
오퍼레이션들의 경우 각 지역 내전 상태가 종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지속성을 띠게 된다. 해당 시기 작전은 이미 종결됐지만 이후 직접적인 디도스 수행 
없이도 잠재적인 생산-작전들처럼 존재해 왔다. 2011년에 대규모 참여의 형상으로 
한번 ‘확장된’ 오퍼레이션은 각종 IRC 채널(“#opsyria”), 트위터 계정(“@Operation 
Syria”) 등의 형태로 ‘축소된’ 채 남겨지고, 나름의 관련 링크를 계속해서 축적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또 다른 공격 절차의 도래를 
가정하는 것이다. 공격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각 오퍼레이션 경로상에서 잠재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예컨대, “오퍼레이션 시리아 2013”으로 다시 ‘펼쳐지거나’ 

60) The New York Times, “Sunni Militants Drive Iraqi Army Out of Mosul,” 
2014-6-10, (https://www.nytimes.com/2014/06/11/world/middleeast/militants-in- 
mosul.html?_r=1) 

61) The Telegraph, “Muslim Brotherhood establishes militia inside Syria,” 2012-8-3,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middleeast/syria/9450587/Muslim-B
rotherhood-establishes-militia-inside-Syria.html) 

62) The Jerusalem Post, “Military wing of Hamas training Syrian rebels,” 2013-4-5, 
(http://www.jpost.com/Middle-East/Hamas-reportedly-training-Syrian-rebels-in-
Damascus-308795) 

63) The New York Times, “C.I.A. Said to Aid in Steering Arms to Syrian 
Opposition,” 2012-6-21, (http://www.nytimes.com/2012/06/21/world/middleeast/ 
cia-said-to-aid-in-steer ing-arms-to-syrian-rebels.html) 

64) Al Arabiya, “Al-Qaeda in Iraq confirms Syria’s Nusra Front is part of its 
network,” 2013-4-9,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middle-east/2013/04/ 
09/Al-Qaeda-in-Iraq-confirms-Syria-s-Nusra-Front-is-part-of-its-net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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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대로 ‘접혀’ 있다. 실제로 “오퍼레이션 시리아 2013”은 없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의 개입을 통해 ISI(Islamic State of Iraq)가 ISIL로 확장하는 

과정에서,65) 그리고 ISIL이 이라크 모술 점령을 통해 다시 I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퍼레이션 이라크’와 ‘오퍼레이션 시리아’ 역시 교차한다. 말하자면, 오퍼레이션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오퍼레이션 ‘이라크-
시리아’이기도 한 것이다.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선행하는 잠재적 교차집합들
(‘오퍼레이션 이라크’-‘오퍼레이션 시리아’)은 이번 경우에는 이라크 정부와 시리아 
정부가 아닌, 또 하나의 어떤 교차집합(‘IS’)에 대해 예상치 못한 공격절차의 조건이 
되고 있었다. 

한편, 영상이 생산·제시된 6월 21일은 어나니머스의 어느 트위터 계정이 ISIS에 
의해 해킹당한 직후기도 하다. 2011년 11월부터 존재한 “@TheAnonMessage”는 
당시 3천 3백여 개의 트윗과 1만 6천 명가량의 팔로워들이 있는 유명 계정이었다.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트위터 계정 관리 권한이 ISIS 추종자에게 일시 
점유돼 ‘폭력적인’ 이미지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ISIS는 
바그다드 인근에서 벌인 “성전” 영상 일부를 해킹을 통해 이 계정에 업로드했으며, 
계정이 정상 복구된 후에야 삭제된 바 있다. 정리하면, 2014년 6월 “@TheAnon 
Message”라는 어나니머스 계정이 ISIS 관련자에게 해킹된 사건이 발생하고, 곧이어 
“TheAnonMessage”라는 유튜브 채널에 어나니머스의 공격 선언 영상이 게시된다. 

그러나 이 시점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내부에서도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Operation NO2ISIS”는 다른 오퍼레이션에 비해서 큰 주목을 끌지 못했고, 별다른 
참여 없이 한동안 ‘채널들’만으로 존재했다. 또한 “No2ISIS”라는 계정이 생성됐을 
무렵부터 이미 “#OpIceISIS”, “#OpISIS” 등의 해시태그들이 빈번하게 공존했으며, 
곧 “Operation IceISIS”로 대체되면서 작전 성격 역시 일정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어나니머스 관련 계정이 직접 공격을 받았음에도 참여가 저조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ISIS를 어떻게 규정할 지에 관해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다. 
당시까지 ISIS의 존재는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알 카에다(Al-Qaeda)의 한 
분파나 시리아 극단주의자들 정도로 간주됐다. 미디어 보도방식은 ISIS를 수니파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어나니머스 수니파 참여자들은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 2014년 6월의 모술 침공으로 ISIS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경향은 지속됐고, ‘오퍼레이션 이라크’나 ‘오퍼레이션 시리아’ 
등의 이전 참여자 외에 폭넓은 잠재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6월의 
영상이 무엇보다 미디어가 설정한 인식 틀(ISIS-수니 대 이라크군-시아의 대립이란 
구도)을 비판하면서 “ISIS는 이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65) Politico Magazine, “The Jihad Next Door: The Syrian roots of Iraq's newest 
civil war,” 2014-6-23, (http://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4/06/al-qaeda 
-iraq-syria-108214_full.html#.WGIUz1yf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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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라크 내전과 시리아 내전이 교차되던 당시 상황은 주변국 다수가 어떤 형태
로든 개입해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 이전 오퍼레이션들의 
입장과 연계돼 - 서로 다른 태도들의 집합체를(예컨대, ISIS와 대립 중이던 이라크
군과 시리아군에 대한 다른 한편의 증오 등) 산출하고 있었다. 

더욱이 ISIS를 “비-이슬람적 무장집단”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정부나 기업, 교회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대상이 아닌 테러 조직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은 그간의 
오퍼레이션 전개에서도 낯선 일이었다. 직전 2014년 4월의 ‘오퍼레이션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도 공격대상의 모호성과 식별불가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이스라엘 작전 
2014’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기관 및 기업의 사이트 500여개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져 
‘탱고다운’됐다.66) ISIS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그런 대규모 공격과 참여의 효과들로 
가시화되기 어려웠으며, 사실상 가시적인 대상도 없었다. 초기의 작전이 주로 ISIS 
지원 의심 국가들의 웹 사이트에 디도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 반영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 해당 국가들의 지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부수 작업이 요청됐을 뿐 아니라 그것만으로 예외적인 간접공격의(‘No To 
ISIS’) 명분을 내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ISIS의 국가 선언 후에는 이론적으로 IS란 이름의 ‘국가’ 자체에 대한 오퍼레이션 
전개가 가능했다. 당시 시점에서 ‘Operation NO2ISIS’와 ‘Operation IceISIS’ 간의 
미세한 차이들을 분리하는 일이 힘든 것이 사실이더라도, 후자로의 전환은 어쨌든 
‘주변국’들을 통한 간접적 공격 방식에서 직접 공격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과정들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IS는 ‘정부’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당연히 가시화된 정부기관 사이트도 없었다. 즉, ‘NO2ISIS’가 됐든 
‘IceISIS’가 됐든 해당 오퍼레이션은 한동안 실질적인 대상의 부재 속에서 공격의 
가능성만이 가정된 채로 존재했다. 이는 곧 생산절차에서 공격절차로의 전환이 현실
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정된 공격절차에서 생산절차로의 지속적인 역(逆)-전환 
과정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앞서 오퍼레이션 시리아가 자체
의 잠재적인 생산들로 있다가 어느 순간 오퍼레이션 ISIS의 ‘생산절차였던 것처럼’ 
전환된 양상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지금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생산과 공격의 범주적 분리뿐만이 아니라 ‘생산-집합’ 내부에서 생산자와 
생산물의 독특한 분리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2014년 9월 1일, “@YourAnonCentral”이라는 잘 알려진 또 다른 어나니머스의 
계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번 작전(‘Operation IceISIS’)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작전이 이라크 및 시리아 지역 무슬림 참여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오퍼레이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략 수정’을 통해 직접 공격 절차를 

66)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Anonymous OpIsrael Campaign Targets 
Hundreds of Israeli Websites,” 2014-4-7, (http://www.ibtimes.co.uk/anonymous- 
opisrael-campaign-targets-hundreds-israeli-websites-144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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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고 다수 참여자를 접속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다. 

“@TheAnonnMessage” 
#어나니머스는 #ISIS와 그 부역자들에 대항하는 전방위 사이버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킨다. 
1:38 PM - 31 Aug 2014 

“@YourAnonCentral” 
만약 #OpIceISIS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초래할 죽음들에 대해 책임 질 준비도 
하라. 
12:56 PM - 1 Sep 2014 

‘Operation IceISIS’의 수정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향해 있었다. IS 또는 
ISIS가 그간의 공격 대상과 다른 성격을 띤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정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 대신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허구성과 기만성을 폭로하는 방식의 
대응이 그 첫 번째다. 이것은 ‘주변국’이 아닌 IS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지만, 그들의 사상에 대한 논박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는 간접적이라 할 수 
있다. IS는 특정한 물리적 지역 기반의 무장 활동과 더불어 주로 SNS를 통해 사상 
선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러한 일상적 이중 수행에 대해 후자의 SNS를 통한 논리-
사실적 대응이라는 ‘직접적 간접공격’을 전개하려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참여자들의 개별 계정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오퍼레이션들에서는 디도스 툴을 통한 집합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도 
아이피 주소가 추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접속기록이 해당 서버 외부에 
공개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개별 SNS 계정들을 통한 반박 논리의 
집합적 게시라는 전개는 그것이 각자 별도의 익명 계정을 생성해 이루어지더라도, 
게시와 함께 노출되는 해당 계정이 역으로 공격 받을 위험이 있었다. 더욱이 관련 
오퍼레이션이 발표된 익명 계정(“@TheAnonMessage”) 자체가 ISIS 추종자들에게 
해킹을 당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실제로 당시 해킹 수법은 SEA(Syrian 
Electronic Army)라는 시리아 쪽의 핵티비즘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ISIS와 특정 해커집단들의 연계가 상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오퍼레이션 참여자들이 물리적 보복 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예상됐다. 

두 번째 수정 방향은 IS 관련 또는 추종자의 SNS 계정에 대한 정보수집과 해킹
공격으로, 이후 일련의 반-IS 작전들의 주요 방법론이 된다. 첫 번째 방향과 다른 
점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SNS 계정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가시화된다는 점, 해당 
계정들에 대해 논리 투쟁보다 디도스 공격이 의도하는 방식의 물리적 기능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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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는 점, 따라서 좀 더 즉각적 효과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별 참여자들의 계정이 노출되지 않고도 정보 취합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방법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데에는, 앞서 첫 번째 방식이 2014
년 8월 말 공개된 미국 정부의 사이버 대응 정책 방향과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도 
있었다. 당시 미 정부는 IS 선전활동에 대해 SNS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거나 
IS의 사상을 풍자 및 희화화하는 방식의 이른바 “사이버 게릴라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67) 오퍼레이션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어나니머스가 미국 정부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칫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다. 심지어 해당 오퍼레이션이 제안됐던 계정(“@TheAnonnMessage”)과 FBI 
사이의 배후 연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계정은 앞서 “@TheAnon 
Message” 해킹 이후 2014년 8월에 재생성된 것으로, 미 정부의 “사이버 게릴라전” 
방침이 드러난 시기와 겹친다. 해당 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반대했던 “@Your 
AnonCentral”은 “@TheAnonnMessage”가 8월 31일 공개한 IS 관련 트위터 계정 
및 비디오는 가짜라고 밝혔다. 

이후 2015년 1월에 이르기까지 ISIS에 관한 오퍼레이션은 별다른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나에겐 ‘상반된 태도들의 내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15년 1월은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당시 총기 테러로 프랑스 풍자 신문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편집장을 비롯해 1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68), 
이 사건을 계기로 ‘오퍼레이션 IceISIS’가 다시 활성화된다. 참여자들 가운데는 실질
적인 ‘오퍼레이션 IceISIS’의 시작 날짜를 2015년 1월 7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여름부터 그해 말까지 ‘오퍼레이션 IceISIS’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샤를리 에브도 사건을 통해 비로소 다수 참여자를 접속시킬 수 있
게 된 것 역시 사실이다. “유럽이 공격당했다”는 상황 인식 후에야 참여의 다수성이 
확보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도 물론 있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해당 
작전은 그 밖의 많은 작전이 그랬던 것처럼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상에 자기경로를 
생성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 이후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수정 방향(풍자와 논리투쟁이 아닌 정보수집과 해킹공격)이 실제 반-IS 작전의 
주된 방법론으로 정립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일련의 반-IS 작전들의 경로상에서 
2014년의 오퍼레이션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은 3장 1절에서 기술한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초기 상황들과 비교할 만하다. 
최초의 에이플렉스 사(社) 공격(2010년 9월 17일)은 이후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반-

67) AFP, “US cyber-warriors battling Islamic State on Twitter,” 2014-8-31, 
(https://www.yahoo.com/news/us-cyber-warriors-battling-islamic-state-twitter-0
13921345.html?ref=gs) 

68) ABC News, “Charlie Hebdo shooting: 12 people killed, 11 injured, in attack on 
Paris offices of satirical newspaper,” 2015-1-7, (http://www.abc.net.au/news/ 
2015-01-07/charlie-hebdo-satirical-newspaper-shooting-paris-12-killed/60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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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작전들로 경로가 설정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준비절차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까지 다수의 상황 인식과 여러 합의되지 않는 명분들이 내세워졌으며, 
“복수”의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수행하는 저항이 ‘검열기관’을 향한 
것인지, ‘저작권협회’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에이플렉스 다음 타깃
이었던 미국영화협회(MPAA)라는 동일 대상에 대해 그것을 검열 주체로 인식하는지 
저작권 남용 주체로 인식하는지의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고, 사실상 이후 
작전의 성격을 결정짓는 일이었다. 며칠 후에 발표된 선언으로 소급적 자기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보복 작전
이 아닌 반-저작권법 작전으로서의 실질적인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시작된다. 이런 
개입적 선언은 이전의 모호한 개별 작전들을 단번에 해당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것
으로 접속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을 ‘선행하는’ 생산절차들로 가시화했다. 

에이플렉스 공격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2014년의 IS 관련 작전들도 비록 대규모 
공격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자체의 생산절차와 공격절차를 상정하는 개별 오퍼
레이션으로 시작했다. 2015년 1월 이전까지의 ‘오퍼레이션 NO2ISIS’와 ‘오퍼레이션 
IceISIS’, 그리고 각각의 내적 분기들의 다소 모호한 병존은 1월 이후 재개된 ‘오퍼
레이션 IceISIS’의 또 다른 생산절차들로 재진입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선행하는 조건들을 스스로 소급 ‘생산해’ 낸다. 따라서 이중의 
생산절차가 존재해 있다. 작전의 조건이자 재료로서의 생산과, 그것을 자신의 ‘생산
절차’로 만드는 생산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몸체에 이중의 
‘생산물’, ‘생산자’의 존재 양태를 부과한다. 그러나 후자의 ‘생산절차’(생산을 만드는 
생산)는 인식론적으로 구성된 산물이기보다 오퍼레이션의 실제 전개에서 메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귀속적인 포개짐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생산자-생산물의 
집합적 형상이 오퍼레이션-참여자의 교차 운동에 접합되는, 사실상 서로 동질적인 
분할·확장절차로 현실화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중첩되는 시기에 오퍼레이션 NO2ISIS와 오퍼레이션 
IceISIS 사이의 교차-전환이 지시하는 바는 크게 다음 두 가지다. (1)전자의 생산물 
가운데 상당수(ISIS의 성격 규정에 관한 정보 및 ‘주변지원국’의 정보, 해당 사이트 
주소 등)의 생산자들이 이전 작전의 생산-집합(생산자-생산물)에 속한다는 점, (2)
‘오퍼레이션 NO2ISIS’가 전개되는 시점에서 해당 참여자들이 정작 생산하고 있던 
것, 즉 자신이 그 ‘생산자’로서 작동하고 있던 것은 직접 공격에 관한 정보들이며, 
후자(‘오퍼레이션 IceISIS’)의 생산-집합 안에 잇따라 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퍼레이션 NO2ISIS’의 생산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우선 ‘오퍼레이션 NO2ISIS’의 
생산물이 ‘오퍼레이션 시리아’ 같은 이전 작전에 기원을 둔다고 해서 ‘오퍼레이션 
시리아’ 참여자를 ‘오퍼레이션 NO2ISIS’의 ‘생산자’로서 등치시킬 수는 없다. 둘은 
엄연히 별개 작전이고 서로를 예측하거나 그를 위해 기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퍼레이션 시리아’ 이후의 잠재적 생산-작전은 어디까지나 ‘오퍼레이션 시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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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경로에 접혀 있다. 또한 ‘오퍼레이션 NO2ISIS’의 참여자가 오퍼레이션 
IceISIS의 ‘생산자’로 전부 작동한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오퍼레이션 IceISIS 역시 
선언적으로 부과된 것이고 전자의 참여와 상정된 인과성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퍼레이션 NO2ISIS’의 생산자는 양 방향 분할 벡터를 그린다. 일부는 
앞선 작전들의 종결 이후 생산절차를 향해 있고, 다른 일부는 그 다음 경로의 종결 
이전 생산절차를 향해 있다. 

여기서 ‘생산자’나 그들의 ‘생산물’이 아닌 - 또는 ‘생산물’이나 그것의 ‘생산자’가 
아닌 - 어느 상황 시점에서의 ‘생산-집합’이 분석에 고려되는 이유가 뚜렷해진다. 
실제로 현 시점 어느 오퍼레이션 시퀀스상 라는 생산물은 이전 작전들과 ‘교환’된 
것이다. 이미 선행하는(‘오퍼레이션 이라크-시리아’) 그 교환의 조건 하에서(ISIS의 
성격 및 ‘주변지원국’들에 관한 정보) 현 오퍼레이션이 ‘생산’하는 라는 생산물은
(ISIS 직접 공격에 관한 정보들) 이후 절차와의 또 다른 ‘교환’을(오퍼레이션 
IceISIS)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퍼레이션 NO2ISIS’라는 생산-집합에 생산물과 
생산자가 속한다고 할 때, (교환된) 생산물과 (교환될) 생산물의 분리 접합, 그리고 
각각의 생산자의 분할적 교차 형상을 고려해야 한다. 즉, 어느 시점의 ‘생산-집합’ 
내부에서 생산물은 ‘생산자’의 결과가 아니며 생산자는 ‘생산물’의 원인이 아니다. 
이런 생산물-생산자의 어긋남 양태는 각각의 분절이 서로에 대한 귀속 관계가 아닌 
교차 배치(라는 ‘생산물’ + 의 ‘생산자’)라는 형태로 전개되는 까닭에 내적으로 
이미 전/후의 다른 절차들을 향해 ‘확장해’ 있다. 생산-집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생산관계는 생산자와 생산물의 개별적 이자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산-집합’들의 확장 가능한 삼자관계로 펼쳐진다. 

가설적 도식  
     
…, {A₀라는 생산물, A₁의 생산자}, {A₁이라는 생산물, A₂의 생산자}, {A₂라는 생산물, A₃의 생산자}, … 

상황이 이와 같다면, 오퍼레이션-참여자 형상에서 생산물은 생산자와 친자관계에 
있지 않다. 생산에서의 친자관계라 함은 ‘생산자(부모)’가 ‘생산물(자식)’을 낳았다는 
말이다. 이는 일종의 소유관계로 이해되기 쉽다. 생산관계에서 ‘친자확인’은 생산자
로부터 생산물의 소속을 식별하고 배정하는 일에 가깝게 된다. 반면에 지금의 생산-
집합에서 생산자와 생산물의 ‘결연’ 관계는 그런 상정된 친자관계를 일정하게 벗어
나도록 배치될 뿐 아니라 생산자의 식별불가성(익명성)으로부터 생산물의 소유상태
를 확인하는 일 없이도 어떤 결합의 시퀀스를 지속시킨다. 앞서 A₁이라는 생산물이 
그것의 ‘생산자’, 예컨대 이전 ‘오퍼레이션 시리아’에 참여한 어느 ‘개인’을 특정해 
배정되지 않고, 다시 해당 상황의 또 다른 ‘생산-집합’(생산자-생산물)이라는 느슨한 
귀속처를 통해서 최소한의 식별성만으로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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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성이 A₁을(예컨대, ISIS의 성격 및 주변지원국들에 관한 정보 등) ‘오퍼레이션 
시리아’의 생산물로 배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해당 생산물은 ‘오퍼레이션 시리아’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NO2ISIS’ 상에서 현시된 것이며, 이 작전이 없다면 그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지도 않았다. 즉, “A₁이라는 생산물은 현 생산-집합에 속한다.” 마찬
가지로 익명의 상황에서는 ‘A₁의 생산자’ 역시도 ‘A₁이라는 생산물’을 통해 식별되지 
않는다. 단지 어느 생산-집합에 속한다는 것으로 ‘드러날’ 뿐이다. “A₁의 생산자는 
이전의 생산-집합에 속한다” 등. 말하자면, 지금의 배치는 ‘친자확인’(소유관계)의 
문제라기보다 ‘혼인확인’, 일종의 결연관계의 문제에 가깝다. 

이런 느슨한 결연관계는 ‘생산자’가 끊임없이 ‘생산물’ 위로 미끄러지는 상황들을 
지시한다. 마치 “침을 너무 바른 우표가 봉투 위에서 미끄러지는”(Deleuze & 
Guattari 1983[1972]: 162) 것처럼, 비-특정적 생산관계는 생산자와 생산물 사이 
견고한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대다의 집합적 링크들만을 보장한다. 생산물은 어느 
생산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 또는 생산자는 어느 생산물을 소유하기보다 - 어떤 
생산자-생산물 집합에 속한다. 쿨라 원환에서 실제 교환은 자신의 생산물(키토움)이 
아닌 것(음왈리/술라바)을 증여하는 중간자들의 참여-연쇄로 작동한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서 교환은 중간자적인 생산-집합들의 분리적 배치 속에 서로가 서로의 
것이 아닌 부분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3) 생산-집합으로서의 오퍼레이션-참여자 

앞서 언급했듯, 어나니머스를 이런 의미의 생산-집합으로 보는 것은 어나니머스가 
개별 오퍼레이션들의 중첩으로 작동한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시작과 종결이
라는 오퍼레이션 시퀀스상에서 개별 생산-집합은 생산자-생산물의 어긋난 쌍으로 
존재하며, 다소 임의적으로 보이는 이런 결합 양태를 - 인과성이 상정된 ‘친자관계’
와 대비해 - ‘결연관계’로 표현했다. 하나의 생산-집합에 ‘A₁이라는 생산물’과 ‘A₂의 
생산자’가 있다면, 양자 결합의 조건이 되는 선행하는 관계성은 (재)생산관계기보다 
교환관계다. ‘A₁이라는 생산물’ 그리고 ‘A₁의 생산자’가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자. 
그런 이자관계로 오퍼레이션 생산절차는 완료된다. 그렇다면 굳이 ‘경로’나 ‘중첩’의 
형상이 나타나지도, 인지되거나 기술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생산-집합들 
내부의 ‘비-생산적’ 교차 결합(coupling), 또한 생산-집합들 사이의 ‘교차 혼인’이 
범주상 분리적 오퍼레이션을 경로상의 동질적 분할·확장의 오퍼레이션들로 작동하게 
한다. 따라서 생산-집합들 사이 선행하는 교환관계가 있다. 

이것을 ‘오퍼레이션 A’와 ‘오퍼레이션 B’가 ‘C라는 생산물’을 서로가 교환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오히려 생산-집합들의 존재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산-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어느 생산-집합들은 내부의 교차 배치들로 
‘오퍼레이션 A’와 ‘오퍼레이션 B’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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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들에 대응하는 어느 오퍼레이션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생산-집합은 
오퍼레이션의 생산 조건이 되고, 동시에 오퍼레이션은 그 생산-집합을 자신의 생산
절차로 재진입시킨다. 이것이 익명 상황에서 개입적 선언을 통한 오퍼레이션의 실제 
전개방식일 때, 오퍼레이션이 교환을 낳은 게 아니라 교환이 오퍼레이션을 산출하고 
있다. 다른 말로, 오퍼레이션이 교환하는 게 아니라 교환이 ‘오퍼레이션’(작동)하고 
있다. 즉, 교환과 생산의 문제에서 우리는 ‘생산자’와 ‘생산물’을 개체화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오퍼레이션’들을 개체화할 수 없다. 생산-집합이 거기에 속하는 어느 
생산자-생산물을 뒤따라 드러내듯, 선행하는 교환 장(場)이 이러저러한 오퍼레이션 
A, B를 ‘참여자’로서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행하는 교환 장은 개별 생산-
집합들의 연쇄로 표현되고 있다. 

오퍼레이션의 전개에서 이 ‘교환’의 사실관계가 강조돼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지금의 익명 상황에서는, 바로 교환의 ‘당사자’들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 교환의 존재사실 자체가 부정돼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대개 인식상
의 두 가지 사태가 벌어진다. 만약 교환이 어떤 형태로 있으면 그것은 해당 상황이 
실제로 익명적이지 않다거나(교환의 호혜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당사자로 ‘식별될’ 
것이다), 아니면 식별 불가능한 ‘당사자들’ 사이에는 실제적 의미의 교환이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기 쉽다. 쉬운 길은 전자의 입장을 취해 - 왜냐하면 사이버스
페이스상에서 글, 그림, 영상 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오고
간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익명적 상황의 존재를 폐기하고 
일반적 사회관계의 하위 항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는 이런 흐름의 양상을 교환과 
생산의 대상 범주에서 처음부터 빼버릴 수도 있다(흔히 사이버스페이스의 ‘교환’을 
일종의 은유로서만 다루는 경향을 대변한다). 여기서의 논지는 이런 시각 모두에서 
빗겨나는 관점으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익명의 교환적 
상황’이 가리키는 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별된 개인의 교환이 아닌, 교환의 
참여자로서 익명적 양태를 기술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익명적 교환 양태는 ‘교환’과 
미묘하게 구분되는 ‘공유’의 범주를 가시화한다. 

3장에서 오퍼레이션과 참여자의 교차적 형상에 관해 기술한 바 있다. 오퍼레이션
이면서 동시에 참여자라는 것은 양자의 결합을 주체/대상 간의 관계나 전체-부분, 
또는 이질적 혼종으로도 기술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별 오퍼레이션들은 서로 다른 
경로들에 속하는 것으로 분할하거나(‘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같은 경로로 분할할 수 있지만(‘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동질적 참여자를 소환하는 절차들이며(“우리는 익명이다”) 
동시에 개별 참여자 신체에서 해당 참여자-부분을 분할하는 절차들이다(‘오퍼레이션 
그린혼’). 따라서 오퍼레이션 페이백-오퍼레이션 그린혼 또는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오퍼레이션 그린혼 등 이중 쌍의 내재적 결합들 속에 오퍼레이션-참여자의 형상이 
이미 교차해 있다. 즉,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라는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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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들이 여전히 동질적 차이로 접속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오퍼레이션 
그린혼’으로 예화되는 내적 교차 배치의 운동 때문이다. 

여기서 오퍼레이션 그린혼이란 생산-작전이 두 가지 생산절차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개별 오퍼레이션으로서 자체 생산과(영상·선언문 등 이러
저러한 생산물) 가상적 참여자군의 생산이다. 그리고 이런 예비 참여자군의 생산은 
곧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에 분할-결합해 국지적인 ‘생산자’들로 전환된다. ‘생산자’의 
생산(생산자를 만드는 생산)은 ‘생산물’의 생산(생산자가 만드는 생산)에 뒤따른다. 
일차로 오퍼레이션 그린혼의 자기규정 문건·영상(HOW TO JOIN ANONYMOUS)이 
개별 신체에서 익명적 부분의 참여를 촉성하고, 뒤이어 개별 오퍼레이션 선언문과 
영상 등이 해당 참여자로 전환시키면서 국지적 생산-집합들에 속하게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산물-생산자의 흐름이 역행하기 때문인데, 익명의 ‘생산자’를 만드는 
생산을 촉발하는 ‘생산물’은 이전 익명의 생산자가 만든 것이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이 들린다. 그러나 생산-집합 관점에서, 오퍼레이션-참여자의 동시성 전개
(오퍼레이션으로서의 참여자, 참여자로서의 오퍼레이션)가 생산물-생산자 관계들의 
역행성 결합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 개별 오퍼레이션은 개별 생산-집합들과 일치하는지의 문제에 닿아 
있다. 어나니머스의 반(反/半)조직화 양상에 관해 대개 종잡을 수 없는 인상을 받는 
이유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교환하는지, 누가 공격하는지를 잘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고, 지금의 접근법은 반대로 질문들을 다 뒤집는 것이다. 생산으로부터 누가 
나타나고(생산되고), 교환이나 공격에서 누가 나타나는가(참여하는지) 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왜 생산(공격)하는가”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이유 요소를 ‘누구’라는 주어의 
속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배당하고 찾으려는 경향을 띤다. “그는 미술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 또는 “그는 좌파이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다” 등. 나아가 
‘누구’의 속성을 동일자로 분류해 행위의 연결성을 찾으려 한다. “그는 좌파 미술가
이기 때문에, 그가 생산하는 그림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방편이다.” 그러나 주어가 
식별되지 않는 상황들에서 그런 상정된 인식 틀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만약 질문에서 동사를 선행시키면 어떨까? 생산으로부터 누가 생산되는지 말하는 
것은 이유를 주어가 아니라 동사에 배정하는 일이다. 또한 생산과 교환 또는 공격의 
상정된 연계성은 깨진다. 애초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주어의 동일성에서 연역한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좌파 미술가라서’ 동일하게 그림이 시위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와 “시위하는 좌파”가 다수로 있을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리는 것과 시위하는 것의 동시성 양태다. 말하자면 생산과 공격은 동시적
이지만, 그것이 생산자나 교환자·공격자의 동일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화가이면서 
동시에 시위 참가자인 무언가라는 집합적 형상들은 신체의 수적 동일성과는 다른 
문제며 - 그 자체로 개별 신체상에 나타나는 다수-부분일 수도 있다 -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참여자 소환이라는 형태로 수시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다. 어나니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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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세대나 계층 등의 동일성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당하다면,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서 생산자와 공격자가 또 다시 동일자처럼 - 비록 ‘현실’ 
개인이나 집단은 아닐지라도 - 치환되는 일이 쉽게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생산-집합’이라는 접근은 생산자가 먼저냐, 생산물이 먼저냐 같은 순환적 답변을 
예비하는 물음에 대해 교환의 선행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생산-집합’은 이미 어떤 
교환의 참여자들이다. 즉, 교환은 생산-집합의 연쇄로 작동한다. 이들의 교차 배치 
가운데 ‘생산물이 교환되는’ 것인지 ‘생산자가 교환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앞서 말했듯 다시 교환관계에 생산관계를 선행시키는 질문이 될 수 
있고, 결국 생산자가 생산물을 교환한다는 식의 구도로 포섭돼버린다. 오히려 생산-
집합 관점에서 보면 생산물-생산자는 동시에 ‘교환돼’ 있다. 단지 이 경우 생산물의 
생산 흐름과 생산자의 생산 흐름이 서로 역행한다. 

가설적 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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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서 교환되는 것은 생산자-생산물이다. 위의 그림에서 (생산물)-(생산자)의 
대각선 짝이 다른 대각선 짝으로 교차하고 있다. 지금의 구도에서 생산자-생산물의 
동시적 교환은 생산에 선행하면서 ‘생산자’의 생산과 ‘생산물’의 생산을 만들어낸다. 
이때 생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시 생산물-생산자의 짝집합이다. 즉, 생산자-개체와 
생산물-개체가 아니라 생산자-생산물 집합체를 만든다. 그리고 이 집합체는 내부적
으로 상호소유관계기보다 교차·확장 형태의 결연관계로 있다. 따라서 교환과 생산은 
자기동일성에 역행한다. 교환하기 위해 생산한다거나(생산이 교환에 선행한다거나) 
생산하려고 교환하는 것이라기보다(생산의 목적으로 교환이 그 수단이 된다기보다) 
교환이 생산한다(생산을 생산한다). 교환은 생산-집합 연쇄로 작동한다. 오퍼레이션
이 생산물을 교환한다는 명제가 교환이 오퍼레이션을 생산한다는 명제로 전환되듯
(“교환이 오퍼레이션하고 있다”) 오퍼레이션이라는 생산(생산-작전으로서의 오퍼레
이션)은 오퍼레이션의 생산(오퍼레이션이라는 생산을 생산하는 절차)에서 생산되며, 
그것을 내부에서 현실화하는 교차 생산-집합의 존재를 통해 “교환이 생산(을 생산)
한다”라는 명제로의 전환도 성립한다. 그러나 이것이 교환이 무엇인가를, 이를테면 
생산물-개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교환이 생산하는 것은 
생산-집합이며, 교환 자체다. 다시 말해서 교환이 생산한다는 명제가 지시하는 것은 
“교환이 있다”라는 것이다. 

교환이 있다. 교환에서 교환되는 것은 생산자-생산물의 대각선 축들이고, 개별의 
생산-집합이 교차 형태로 산출된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항상적 교환’ 상황은 
생산-집합의 연쇄로 작동한다. 앞서 <도식 >가 특정 사례로부터 오퍼레이션 교환
단위로서 생산-집합을 발견하는 임시적 절차였다면, 이제 <도식 ′>의 확장형에서 
몇 가지 변형들을 거쳐 다음의 일반형태로 ‘익명적 교환’의 존재경로가 도출된다. 
여기에 적용된 변환은 모두 8단계며, 그 구체적 변형의 전개과정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생산-집합으로서의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Operation Anon 
ymous productive set)를 ‘참여자로서의 생산-집합’(productive set participant)의 내적 확장
경로로 교차·통과시켜, 생산-집합의 내부 형태가 ‘링크 개입’의 집합적 작동을 통해 
오퍼레이션-참여자의 중첩 형태로 변형해가는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이로써 익명 
상황에서 생산-집합의 다중연쇄가 표현하는 교환의 내용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가설적 도식  
…, {{ε, λ₀}, δ}, {{ε, λ₁}, δ}, {{ε, λ₂}, δ},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산-집합들의 집합이 임의의 생산물-생산자 조합(ε, δ)에 
대해 링크 λ의 함수가 된다는 것이다. 즉 (ε, 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상관없이, 
링크 λ의 함수로 교환이 작동한다. 이런 비-특정적 (ε, δ)가 우리의 논의에서 식별 
불가능한 익명의 생산자, 익명의 생산물을 개별적으로 - 그러나 재식별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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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식별된 대상들의 
속성적 구분이 아니라 식별불가능성 자체이기 때문이다. 재식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관계나 친자관계로 환원해 소속 상태들에 따른 분류로 다시 신원확인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ε, δ) 조합이 ‘식별하는’ 것이 있다면 식별불가능성의 개별 양태
들이다. 따라서 링크의 구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익명의 교환은 가능하다. 
구분되는 링크 개입이 변형의 지대를 마련한다는 조건 하에, 익명적 교환이 있다. 

그리고 구분되는 링크-변형의 분할 존재는(‘부분-접속점들’) 오퍼레이션-참여자의 
개입으로 현실화된다. 생산-집합으로서의 오퍼레이션-참여자라는 교차하는 형상은 
이렇게 개입적 선언이 발생하는 장소적 행위성을 익명적인 교환의 존재 조건으로 
드러낸다. 개입적 선언은 오퍼레이션 존재양태에서 공격절차의 전개에 닿아 있고, 
우리는 이제 공격의 문제로, 다시 말해 선언의 개입적 실천이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에 앞서 익명적 교환의 양태에 연계된 교환형식상의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익명적 교환의 작동에서 호혜성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주제는 이어지는 공격절차, 특히 생산절차와의 관계에서 접합평면이 되는 공유
절차의 기술에도 긴밀히 포개져 있다. 

2. 호혜성과 익명성 

1) 호혜성과 익명적 교환 

익명적 교환은 호혜적 교환과 어떻게 병립하거나 분리될까? 호혜 교환이 생산자-
생산물의 식별가능성(명명가능성)이라는 부분과 연계돼 있다면, 어나니머스의 교환과 
무관한 게 된다. 생산-집합으로서 오퍼레이션-참여자가 링크 개입의 함수라고 할 
때, 최소한 여기에 ‘명명’의 요소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링크 개입은 어떤 형태의 
생산물-생산자 조합이 이질적 이름들의 혼종이 아니라 동질적 익명의 차이로 존재
하는 상황의 소급조건이 된다. 즉, 동질적 익명들로 교환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은 
차이화하는 링크의 개입이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서 링크 개입은 공격절차에 
근소하게 앞서 도래하는 자기귀속적 선언의 언어로(“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등), 현 상황에 부가돼 이전/이후 상황을 일정한 경로들로 접속하게 하는 연산자
(operator)처럼 개입한다. 링크 개입-선언 때문에 임의의 생산자-생산물 조합들이 
해당 경로의 생산-집합들로 소급해서 존재하며, 또 구분된다. 차이화(차이의 생산)가 
소급적이라면 선행하는 동질성은 여전히 식별 가능하지 않은 채, 어떤 결합들(결연-
교환관계들)을 현실화한다. 

따라서 먼저 호혜성과 식별가능성의 관계, 그리고 링크라는 결합양태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호혜성 원리가 ‘주고-받고-되갚는다는’ 이른바 “세 가지 의무”(M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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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925])에 기초한 관계를 일반화한 것이라면, 그에게 주지 않고(주되 누군가에
게 준 것이 아니고)-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받고(받되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주지 
않은 자에게 되갚는(다시 주되 내게 준 자한테가 아닌) 세 가지 양태를 어떤 원리로 
놓을지가 관건이다. 익명적 교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시하는 바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주고-받고-주는’ 증여-링크의 연쇄는 있지만 특정된 당사자들은 없다. 
특정된 증여자가 없다면(어느 누구도 특정된 당사자가 아니라면) 답례 상대의 특정 
역시 불가능하므로, “세 가지 의무”의 작동을 담보할 수 없다. 즉, 호혜성은 소유의 
관계에 따른 대상의 식별가능성과 얽혀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호혜성을 좁은 의미의 원리로 일단 규정하고 시작하는 일이다. 호혜 
원리의 보편성이 상정된다면, 예컨대 상정된 ‘전체’가 ‘전체’에게 주고-받고-되갚는 
일반도식도 그려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모스가 의무라는 개념의 구체적 작동을 언급
했을 때 그것은 전체(‘사회’)로부터 부과된 강제력 차원이라기보다 사회관계의 함수
로서 도입돼 있다. 즉, 주고-받는 관계와 받고-주는 관계의 연쇄에 진입하는 부분 
접속의 현실화(개별의 선물 사이클)가 표현하는 것은 전체합(‘사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호혜라기보다 부분합의 국지적 호혜들이고, 의무는 그런 관계성들의 표현이다. 
의무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의무를 만든다. 어떤 관계들에서 의무가 
발생하고 다른 관계에서 그렇지 않다면, 초월적 호혜라는 것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호혜가 선행하는 관계성에 대한 관계일 때, 호혜의 작동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우선 
소속 상태의 확인과 식별을 요하는 일이다. 

호혜성이 인정의 원리로 이해될 때 역시 마찬가지다. ‘인정’(reconnaissance)이라
는 다의적 개념 자체에 ‘식별’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인정이라는 말이 가진 모든 
의미에서” 포틀래치가 그런 근본적 행위라고 할 때(ibid. 158) 포틀래치의 호혜적 
증여관계는 ‘식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의 동시성 문제다. 즉, 인정
은 그의 ‘이름’(또는 그것으로 대표된 인격)을 승인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호혜성의 
세 가지 의무가 사회관계의 함수라면, 사회관계는 어떤 형태가 됐든 식별된 이름의 
함수로 있다. 다시 말해 전체합의 관계로 호혜원리의 보편성을 이해하더라도 이때의 
자기-호혜는 이름의 식별가능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부분합(국지적 타자-
호혜성들)의 전체합을 지시하게 된다. 증여의 전체합 또는 부분합과 사회관계들의 
전체합 또는 부분합에 대해 호혜성은 이름들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호혜교환이나 익명적 교환의 형태를 기술하기 전에 수반돼야 할 몇 가지 
작업이 있다. 지금의 문제에 얽힌 개념과 사실이 워낙 다양한 인식범주와 양상들, 
그리고 그 선행적 해석에 걸쳐있는 까닭에, 문제 상황과 해결 절차를 명확하게 재설
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해석이나 때로는 모호한 개념화로부터 기술
해 나갈 경우 자칫 논의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환’이나 
‘선물’ 같은 개념은 용어의 사용에서부터 관점에 따라 다른 용법을 보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형식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교환형태상의 합의 가능한 인식지점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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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부터 전개해나가는 일이다. 이때 집합론의 논리적 형식을 참조하는 것은 기존 
어느 해석이 다른 해석들보다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서로 다른 
‘관점’ 간 변환을 위해 그 공배수가 되는 ‘형식’을 발견해, 오히려 문제를 단순하게 
설정하는 동시에 다수 관점의 공통평면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앞서 ‘익명적 교환’을 
생각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접근법(부록 1)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도출의 과정이 전개된다. 이를 통해서 링크라는 양태와 호혜성의 관계가 덜 모호한 
형태로 인식되며 링크 개입의 함수 역시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 모두가 
기존에 알려진 호혜함수와의 차이나 그 변형의 논리-사실적 형식으로 검토됨으로써 
인식상의 어떤 숨겨진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익명’은 ‘교환’ 바깥자리
에 일방적으로 할당되지 않고, 해당 범주를 경유해서 사유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글이 민족지 기술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한, 수식이 지나치게 나열
되는 것은 약간의 어색함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도출의 과정보다 
각각의 결론적 내용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세부 사안과 구체적 증명절차는 
첨부된 부록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익명-교환의 형태에 
관한 이후 논의로 확장·전개하는 데 있어 중간적 전제가 되며, 호혜-교환에서 익명-
교환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보충적 변환명제들로 도입돼 있다. 두 가지 통과점이 
먼저 제시되는데, 각 명제집합들의 끝부분에는 해당하는 부록의 링크를 표시했다. 
이들은 이어지는 ‘기표  ’에 관한 논의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세 번째 
통과점으로서 ‘기표  ’는 호혜-교환과 익명-교환의 중간적 핵심 고리가 된다. 

(1)호혜적 명명과 반-호혜적 익명에 관해. 앞서 언급한대로 호혜성과의 관계에서 
링크라는 결합양태가 식별의 작동방식이 되는지 검토해 보자. 익명적 교환이 링크 
개입의 함수라 할 때 명명가능성은 배제되지만, 링크 개입 자체는 또 하나의 식별의 
함수일 가능성이 없을까? 링크 개입이 자기귀속적 선언의 작동으로 간주되는 한 이 
가능성은 기각된다. 3장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개입적 선언의 언어는 명명과 구별
된다. 오퍼레이션은 무언가의 이름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가깝다. 이러
저러한 오퍼레이션들의 차이는 이질적인 속성을 대상화한 분류라기보다 동질적인 
사건들의 장소적 차이화가 된다. 따라서 링크 개입이 익명의 생산물-생산자를 어떤 
오퍼레이션 참여자로 변형시킨다면, 이런 소급적 생산은 링크의 명명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링크 역시 링크하는 대상의 식별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익명적 교환함수의 문제로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도식 >에서 <도식 >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ε, δ는 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자리의 차이화로 
구분되는 기표들이다. 비특정적 (ε, δ)는 임의의 생산물-생산자 조합을 지시하며, 이 
익명의 생산-집합 (ε-δ) 자체는 교환 경로상 고정 위치값으로 표시될 수 없다. 개별 
오퍼레이션 또는 오퍼레이션 경로의 중첩 가운데 걸친 채, 단지 존재가능성 경로의 
‘느슨한’ 범위값으로 산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어느 (ε-δ)를 지목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생산물-개체와 저런 생산자-개체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교환 경로상에 출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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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생산물은 이미 변형된 생산물-생산자 형태며, 생산자 역시도 마찬가지다. 
링크를 통해 어느 오퍼레이션 경로의 ‘참여자’로 재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ε-δ)를 특정할 수 있어도 ε, δ를 특정할 수 없다. 또한 ε, δ가 서로의 자리 
간 차이로 구분되더라도 (ε-δ)의 고정된 자리값을 산정할 수 없다. (ε-δ)의 존재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걸려있는 다수 오퍼레이션-참여자의 교차중첩 형태다. 다수 
오퍼레이션-참여자의 교차로 드러나는 것은 (ε-δ)의 출현가능성 범위다. 링크라는 
선택적 결합의 양태는 (ε, δ)을 식별하는 일과 무관하다. 즉, 이런 (ε, δ)들과 저런 
(ε, δ)들이 여전히 익명적이라면(식별되지 않는다면) 익명 교환에서 호혜성의 의무는 
존재하는 작동이 아니다. (부록 2.) 

(2)호혜적 집합과 익명적 집합에 관해. 호혜적 교환의 기본형태는 증여자에 대해 
수령자가 설정돼 다시 서로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이다. 증여자에 대한 상대적 수령
자가 바로 그 전자에 대해 증여자가 되지 않으면 ‘답례’는 존재하지 않은 게 된다. 
따라서 기본단위가 되는 증여자-수령자 짝에서 ‘증여자’ 부분은 다른 ‘수령자’ 부분
들에 짝지은 ‘증여자’ 부분들과는 구별돼야 한다. 즉, 어느 개별의 증여자-수령자 짝 
<증여자, 수령자>은 유일하게 식별돼야 한다. 

이는 호혜적 교환을 중복된 증여라는 최소한의 인식 가능한 형태로부터 사유하는 
일이다. 이제 집합 에서 로 가는 ‘증여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느 호혜 상황에서 
개별 증여의 함수  →는 ‘두 번’ 작동해야 한다. 즉, 에서 로 가는 또 하나
의 증여관계가 마찬가지로 의 함수로 있다. ‘답례’는 ‘증여’와 별개 함수라기보다 
앞선 증여관계를 이미 상정하는(‘증여자’와 ‘수령자’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증여다. 
호혜적 관계 은, 이를테면 ( → )→( → )의 함수집합이다.69) 상황을 좀 
더 명확히 다루기 위해 증여함수 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호혜관계는 결국 
증여관계가 최소 두 번 나타나는 관계며, 서로에 대한 이런 ‘관계’를 의 이중표기
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혜적 교환 역시 증여와 완전히 별개 함수가 아니다. 
여기서 에 대해 언제나 특정한 수령자 가 식별되고, 그것에 따라 증여자 도 
구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증여자 의 수령자 는 다시 수령자 의 증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역함수가 되는 함수로, 일종의 인볼루션(involution, 對合) 형태다. 
집합론에서 인볼루션이란     꼴의 전단사함수(bijection)를 말하며, 예컨대 
역수(reciprocal, 逆數)의 형태를 취하는 함수들이다. 호혜적 관계에서     , 
   는 서로에 대해 순서쌍의 차이(증여-수령의 순서)로 식별되는 대상이고, 
≠,    ≠   인 대칭관계(symmetric relation)를 이룬다. 이

69) (∀∈ )(∀∈ )[→ ]인 관계다. 후자의 수식은 의 에 대한 ‘관계’(증여)가 
의 에 대한 ‘관계’(답례)로 뒤바꿈이 일어나는 형태로 호혜관계가 작동중임을 표시한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의 ‘관계’는   를 만족해야 
한다(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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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초에 증여자가 수령자 본인이 될 경우를 배제한다는 의미다. 이상의 조건에서, 
에 대해   의 관계를 만족하는 상황이면 “호혜적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기존 호혜 개념에 어떠한 추가 정보나 변경을 더하지 
않은 채로, 그 형식상의 공통성만을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상황들의 검토를 통해 다음의 사실관계가 도출된다. 링크함수는 
호혜함수와 같지 않고, 익명적 교환의 ‘참여자’는 호혜적 교환의 ‘당사자’가 되지 않
는다. 즉, 교환관계를 각각의 함수로 변환해 비교할 때 익명적 교환함수와 호혜적 
교환함수의 정의역은 서로 동일한 범주가 아니며, 익명 교환은 호혜 교환과 ‘다른’ 
관계-집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익명적 교환은 <증여자, 수령자> 짝의 인볼루션이 
아니라 <참여자, 링크> 짝의 ‘선택집합’이다. 

이때 익명적 교환과 호혜적 교환의 관계는 각각이 존재하는 상황의 가정을 거쳐 
기술할 수 있다. 익명적 상황과 호혜적 상황이 있어, 전자에 대해 익명적 교환이, 
후자에 대해 호혜적 교환이 서로 구분되는 작동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자는 익명의 생산물, 생산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임의의 조합 가운데 
어떤 선택 절차(링크함수)에 따라 익명적 교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시한다. 
후자는 식별된 이름들의 상황에서 가능한 임의의 순서쌍 가운데 호혜함수에 따라 
호혜적 교환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지시한다. ‘호혜적 상황’과 ‘익명적 상황’ 모두는 
기본상황에 무언가 첨부돼 개입·조작(操作)된 특정 현실이다. ‘사회’가 호혜적 교환
의 작동이라면, 호혜적 교환의 작동으로 ‘사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존재의 식별된 
이름이다. 이름은 호혜 교환에 얼마간 내포돼 있더라도 교환의 작동에 따라 ‘사회’ 
안에서 현실화된다. 말하자면, 사회적 상황으로의 변형으로 기본 요소도 일정하게 
‘달라진다.’ 문제는 익명적 존재다. 기본-사회적 상황에 익명들은 어떻게 추가되며, 
또 사회적 상황의 요소를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할까? 익명적 교환의 작동으로 
익명의 존재가 현실화되면서, 식별된 이름들이 식별되지 않은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으로 호혜적 교환상황 자체가 일정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부록 3.) 

2) 기표 의 개입은 교환상황을 둘로 나눈다 

여기서 익명 존재에 따른 기존 식별의 변형을 말하기 전에 (아직 알 수 없으므로) 
한때 그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던 어떤 존재로 우회해 보자. 기표와 
기의 또는 지시대상의 간극이라는 문제는 그것의 존재 승인에 따라 사유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레비스트로스는 1950년에 발표한 글(Lévi-Strauss 1987 
[1950])에서 지시대상 없는 과잉기표의 존재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상징값 
0”의 기표들은 어떤 지시대상도 지시함 없이,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어떤 값도 
될 수 있는 보충적 기표들이다. 다른 말로, 모든 기표의 지시값 집합에 포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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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로 속하지는 않는(원소가 아닌) 무언가의 기표, 따라서 그 자신도 부분적
으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아무 것도 아닌 - 정확히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시하지 않는 - 기표다. 이런 “떠다니는 기표”(63)를 로 표기해 보자. 레비스트
로스 자신이 그것을 멜라네시아의 ‘하우’(hau)와 연계시켜 사유하고 있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지시대상 없는 기표 는 무엇일까?   이 개별 에 
대한 식별된 이름일 때 그 이름들로 지시되는 대상을    이라고 하면
(  ), 기표 의 지시값은 ‘공’(空)이다.  ∅. 공집합(∅, { })은 자신의 원소
가 없는 집합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집합에 부분으로 포함된다. 라는 
어떤 가 ∅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거나, 같은 의미로 ‘대상없음
이 있다’는 말이다. 상징값 0의 기표 는 그런 공백의 ‘이름’을 - 그대로 놔둘 때 
초래될 내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 보충적으로 부여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다른 이름들의 식별가능성 역시 혼돈에 휩쓸리지 않고 그 존재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공백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또는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만 한다면, 그것의 
식별이나 명명이 배제된 채 다른 식별이나 명명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레비스트로스의 모스 독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교환의 어떤 형태다. 따라서 우선 의 존재를 상정하는 교환이 
어떤 변형 속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뒤에 기술하겠지만, 이것은 모스의 관점을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으로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 간의 변환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다. 전반적 호혜가 일반관계집합의 특정 국면이라면(부록 3 
참조), 그것과 구분되는 무-호혜관계 조건이 ‘다른’ 방식의 확장적 호혜로 작동하는 
우회경로가 존재한다.70) 이것은 우회경로가 현실화되는 시차로 인해 즉각적 답례가 
아닌 지연적 답례의 기대 구조를 요한다. 즉, 한 번의 증여 는 그 자체로 인볼루션
이 되지 않지만(≠) 두 번에 걸친 증여 는 인볼루션이 될(    ) 
가능성의 승인에 기댄다. 반드시 그런 조합의 실현이 담보되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무-호혜관계 상황으로 전개되는 조건으로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건 속 조건’은 
일종의 내적 회피 조건의 분기처럼 존재한다. 따라서 무-호혜 가능성 가운데 확장적 
호혜의 현실화라는 전환이 중요한 변형의 지점이 된다. 각각의 비-호혜적 증여들은 
개별 발생하더라도(‘답례를 요구하지 않는 증여’), 한편으로 그런 개별 증여관계들의 
연쇄가 ‘확장된 호혜교환’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 속에 있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선물’에 관한 이야기다. ‘선물’은 비-호혜적 증여들의 개별 
작동상에서 흘러가는 운동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선물’이라는 증여관계 
범주는 그 밖의 자체적 호혜관계에서의 증여과정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지금의 

70) a) (  → ) → (   →), b) ( → ) → (   → ) (≠). a)와 b) 각각
의 시퀀스는 호혜적 교환이 아니지만, a)+b)는 호혜적 교환이 되는 경우다. 기본적으로 a), 
b)의 증여는 a)+b)의 교환과 별개의 작동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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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 확장된 호혜로 작동하는 절차에는 각각의 시퀀스에 걸친 ‘다른’ 호혜관계가 
보충적으로 개입한다.71) 이 보충은 필수적이다. 즉, 형식에 있어 확장된 호혜란 그 
자신은 호혜관계가 아닌 채로 있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 완수되지 않았거나 시작
하지도 않은 - 중간적 호혜를 미리 존재하고 작동한 것으로 가정하는 호혜다.72) 이 
보충적 시퀀스는 이른바 ‘선물의 제3자’로 표현되는 그것인데, 필수적이더라도 필연
적이지 않다. 선물은 답례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그래서 ‘선물’이지만(무-호혜는 
선물의 조건이다), 바로 그 3자 개입이 개별 증여를 우회적 ‘교환’으로 전환시킨다. 
‘선물-교환’을 무-호혜적 조건 틀로부터 분기시켜 별도의 항상적 선물교환 상황으로 
재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바꿔 쓸 수 있다. 

     →      
      ,        ,       

여기서      는 보충자다. ‘선물’과 구분되는 ‘선물-교환’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삼자다. 이 삼자는 개별 ‘선물’ 증여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호혜함수의 
정의역(domain, 해당 함수가 정의되는 ‘입력값’ 집합)이 됐다가 치역(range, 정의역
에 대응하는 원소들의 집합)이 된다. 인볼루션의 특징은 함수의 두 번 적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이 같게 된다는 점이다. 증여함수가 아닌 호혜함수의 관점
으로 볼 때,    이자구도에서  은 ‘중간치역’처럼 있게 된다.    의 
‘시작’과 ‘끝’에서 정의역(증여자)=치역(수령자)이 되는 것은 이고  은 내포되기 
때문이다. 답례는 되돌려 보내면서 정의역=치역으로 만드는 ‘중간치역’의 설정이다. 
지금의 삼자구도에서 중간치역으로 설정되는 것은 보충자  이지만, 이 보충된 호
혜관계 안에선  이 정의역=치역으로 표출된다. 이런 방식의 교환은   에 대해 
 의 내부교환( → → )과 의 확장교환(→ → ) 모두에서 이중의 ‘중간
치역’처럼  을 ‘숨긴다.’ 따라서 ‘선물-교환’의 삼자구도는 단순히 세 번째 변수가 
정의역에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 인볼루션의 합성이 ‘다른’ 하나의 인볼루션을 
만들어 내면서 ‘내적 중간치역’(중간치역의 중간치역)으로 삽입되는 문제다. 교환의 
‘행위자’가 하나 더 늘어난다거나, 또는 원거리 교역(물물교환의 확장형)의 당사자나 
‘종착지’가 되는 류가 아닌 것이다. 

보충적인 제3자는 와 ‘먼 끝’에 놓인 당사자로서의 라기보다 정확히는 관계의 
‘중간지대’처럼 있는 제3자적 호혜관계의 첨부()며, 그로 인해    의 증여자-

71) 앞의 a), b)에 걸쳐 있는 c) (    → ) → (  → )의 시퀀스를 말한다. 
72)    →    의 인볼루션 과     →   의 인볼루션 

의 합성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엄연히 a), b)의 증여함수와는 별개로 c)의 호혜함수에 
기초하는 합성이다. 



- 141 -

수령자 짝에서 비가시적 또는 반(半)식별상태로 있게 되는 ‘중간자’다. 여기서    
모두 로 변형·전환되는 조건으로 선물-교환 확장이 발생하는데, 가 언제나 ‘숨는’ 
하나인 반면 - 가 를 모른 채로 확장이 가능하다 - 와의 직접적인 개별 관계 
당사자로 식별되는 의 처리가 문제된다. 애초의 ‘선물관계’(답례 없는 증여)를 유지
하면서 결국의 ‘답례관계’가 되는 것을 한편에서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물-교환 작동의 초점은 의 ‘처신’, 즉 개별 선물의 수령자로서 와 확장교환의 
당사자로서  사이 전환절차에 거의 집중돼 있다. 말하자면, 숨긴 채 드러내거나 
또는 드러난 채로 숨긴다. 

선물교환 분석에 관한 논의들의 근간이 되는 ‘라나이피리의 진술’(Mauss 2002 
[1950]: 14 재인용)은 이 부분에 관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선물은 언제나 
숨겨진 제3자를 마치 있는 것처럼 군다. 선물의 ‘하우’가 작동하는 지점은 와 의 
관계가 아니라 와 의 관계다. 기본적으로 와 무관한 -    의 직접적 이자
관계로 식별되지 않는 - 제3의 호혜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다. 의 ‘하우’는 그것을 
받은 가 또 다른 와 개별 이자관계에서 다시 증여할 때(→ ) 작동하며, 그것의 
답례(→ )를 원래의 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제한다. 이는 선물교환의 장을 개별 
이자관계의 의식적 종결이 아니라 연속된 이자관계의 무의식적 결연들로 파악하는 
기초가 된다. 선물의 논리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서구인에게 멜라네시아의 
‘법률가’가 다소 거만한 말투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   의 
중간적 호혜가 개입해 가 증여자=수령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는 보충적 호혜의 
정의역(=치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 와의 교환 당사자로 끝내지 말고 - 
다시 와의 관계에서 중간치역이 되도록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물-교환은 
물물-교환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그것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물의 법이 규정하는 것, 형식과 내용에 주목해 보자. 선물을 ‘선물’이게 
하는 것(‘교환’이 존재하면서도 ‘선물’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또한 
‘선물-교환’이게 하는 것(선물로 존재하는 가운데 교환이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양자의 범주적 차이를 명확히 ‘알고 구분함’을 통해서다. 멜라네시아 사람들은 규정
으로서 선물교환 작동을 이해하는데, ‘행위자’의 의도나 감정, 욕구 같은 외부변수를 
섣불리 도입하지 않는다. ‘물건’의 속성이나 종류도 마찬가지다. 좋든 싫든, 그것이 
“탐나거나(rawe) 꺼리는(kino) 물건일지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하며, 선의든 악의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조건에서 한번  으로 빠져나간 흐름이 다시 
   간의 사정으로 되돌아오게 될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체는 
    ,       등의 증여와 호환 불가능한 ‘다른’ 관계라서, 그것이 마치 
이라는 확장교환의 마치 ‘내부교환’인 것처럼(‘as if’가 두 번 개입한다) 작동하려
면 “그렇게 하라”라는, 그래서 “선물을 선물로 있게 하라”라는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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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되 ‘교환’이 있게 하고, ‘교환’이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
고 만약 보충 자체가 유일한 교환이 되어버리면, 즉    를 오롯이    로 
대체하는 망각 속에 가 해당 거래 당사자처럼 남아있거나 ‘물건’이 머물러 있으면, 
이번에는 ‘공백’이 된 (‘하우’)가 개입해 올 것이다. 

이때의 ‘나쁜 일을 벌이는’ 하우는 지금의 논의를 곧바로 종교나 그 밖의 초월자 
영역으로 넘겨버릴 계기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방점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데 있으므로(사실은 규정 준수 의무나 위반 시 처벌 같은 조항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없으려면 있어야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물’은 무-호혜조건에 기초한다. 앞서 호혜교환 상황을 상정할 
때처럼 전반적 또는 부분적 호혜조건이 작동하면(부록 3의 조건 이나 ) 그것은 
거래나 물물교환 일반형으로서 호혜관계에 가깝다. 그런 상황에서는 ‘교환’으로서 
선물관계가 인지되거나 구분되지 않았다. 교환이거나 - 그러면 ‘선물’(답례 없음의 
기표)이 아니고 - 교환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멜라네시아인과 서구인 사이의 
‘오해’도 이해할 만하다. 지금의 선물-교환 상황을 앞서의 교환의 상황과 구분하는 
작동자/연산자(operator)는 선물관계(1)의 증여자와 수령자 사이에 끼어드는 중간자
의 존재 안에서 수령자가 ‘다른’ 호혜관계(2)의 당사자(‘증여자’/수령자)가 되는 것, 
해당 관계 이후의 변형된 당사자(증여자/‘수령자’)가 다시 앞선 증여자를 또 다른 
‘수령자’로 만들면서 (동시에 자신은 또 다른 ‘증여자’가 되면서) 기존 선물관계를 
‘다른’ 호혜관계(3)로 전환하는 것이다. (3)의 전환은 (2)의 개입에 따르며, 이중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관계(1)의 수령자가 해당 관계를 ‘당장의 호혜관계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장의 호혜관계 당사자처럼 된다면 이미 ‘선물’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 따라서 (1)의 증여자뿐 아니라 수령자 모두 ‘답례’를 
요구하지도, 하지도 말아야 한다. 선물은 교환(‘거래’)되지 않는다(선물을 선물이게 
하는 것). 

‘마치 답례가 이뤄지는 것처럼’ 되는 상황은 관계(3)이다. ‘선물’(1)은 다른 교환(2)
의 보충을 거쳐 ‘교환’(3)이 된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이런 상황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 임의적 선택이라면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클 것
이다. 교환(2)의 당사자 가 와 짝하지 않고 와의 또 다른 당사자 관계로 재진입
을 선택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말이다. 단지 그것은 “옳음”(tika)에 관한 규정의 
문제가 된다. “[받은 물건을] 수중에 간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의 증여자
( )에게서 받은 물건은 이전 증여자()에게 ‘되돌아’ 가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 ‘욕망’과 별개로 ‘물건의 욕망’, 차라리 ‘규정의 욕망’처럼 보인다. 여기서 ‘과거 
어느 때 받은 선물’의 기억은 왜 뜬금없이 출몰하는가? 그리고 이 운동의 방향전환
([→→ ]→)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일까? ‘교환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실제로는 없는 이유의 공백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하우’다. ‘하우’는 ‘이유 
없음’의 내용을 채우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의 조건이나 규정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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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공백을 공백으로 채우는({∅}) 것이다. 모스가 말한 “물건의 힘”(“la force 
des choses”), 하우 또는 마나에서 오렌다(orenda)·와칸(wakan) 등 확장적 계열에 
이르기까지,73) 선물교환을 추동하는 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의 그 빈칸을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라는 개입적 명령의 실재다. 

레비스트로스는 그런 개입적 실재를 일종의 ‘가짜힘’(fictitious force)으로 생각했
을 것이다. 무의식 구조의 의식적 형태가 됐든 교환의 삼위일체가 됐든, ‘떠다니는 
기표’라는 것은 식별 불가능한 실재를 지시하는({∅}) 기표다. 그것이 하우라면 이제 
다음의 이야기가 된다. 마치 ‘중력’처럼 원 증여자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할 때, 현재의 교환관계(    )와 본질적으로 무관한 의 그 ‘힘’은 이미 교환인 
상황을 비-교환상황(무-호혜관계)인 것처럼 기술하기 위해 ‘덧붙여진’ 힘이다. 기본
적으로 무-호혜상황에서 ‘답례’를 촉발하는 외력으로 - 멜라네시아 사람들과 그리고 
모스에게서 - 하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레비스트로스의 해석). 그러나 그런 외력을 
‘떠도는 기표’의 실재로 대체했을 때, 그때의 하우-기표는 ‘이미-교환임’(기표들의 
차이)의 효과가 된다. 즉, 하우-외력이 작동하는 상황은 교환이 작동한 효과와 식별 
불가능하며(동등하며), 따라서 레비스트로스에게 있어서 하우는 ‘교환을 촉발하는’ 
힘이 아니라 선행하는 - “항상 그리고 이미 있는” - 교환에서 나타나는 ‘가짜힘’의 
이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비스트로스의 모스 비판이 지향하는 이후 지점이다. 단순히 
‘하우의 신비는 없다’거나 더욱이 ‘선물은 없다’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레비
스트로스의 선택은 ‘일반선물’(선물의 보편성)의 존재로 상황을 도치시킨다. 이제 
‘선물’은 호혜관계의 특수경우로 있는 게 아니라 선물교환이라는 일반교환의 특수한 
경우로서 어떤 호혜관계들이 있게 된다. 선물이라는 무-호혜가 비-교환이 아니고 
이미 일반교환의 표현이라는 것은 앞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 호혜조건이 더는 호혜
관계의 기준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임의의 교환관계들에서 일반교환의 효과로서 
‘기표  ’가 설정되면, 기표 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호혜관계 이 성립하는 확장된 
일반상황이 도출된다. 즉, 선물관계 가 호혜관계 을 포괄 및 용인하는 정식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전회는 선물에 관한 모스의 관점과 레비스트로스의 관점, 나아가 
선물과 교환 사이 형식적 변환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된다. 구체적 
전개과정은 <부록 4>에서 상세히 기술했으며, 그 논리-형식적 접근에 따른 결과로 
다음의 인식지점에 도달한다. 

이 경우 우리는 ‘선물’과 ‘답례’를 항상 한꺼번에 생각해야 한다. 즉, 모든 증여는 
이미-교환상황의 증여가 된다. 답례를 추동하는 ‘외력’은 없는 가운데(H0), 이미-

73) 이런 확장적 마나-계열은 개별 국지적 장소에서 마니토(manitou)-마오파(mahopa)-슈베
(Xube)-포쿤(pokunt)-나우알(naual)-마낭(manang)-딩(deung)-하시나(hasina)-브라만
(brahman)-크라맛(kramat) 등 일련의 공백의 기표에 함께 연결된다(Mauss 2001[1902]: 
138-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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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상황에서 증여가 하우 관점의 ‘답례’(하우가 작용한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우-힘은 없지만 여전히 하우-기표( )는 그 ‘없음’의 기표로서 ‘가짜힘’처럼 있어 
모든 증여가 이미-답례인 상황이다. 따라서 기표 와 외력 H의 상황-관점 간에는 
변환이 가능하다. 하우-힘이 상정되면(HF), 이전 선물교환 정식화(무-호혜 조건 
속 특수호혜 조건화)를 만족한다. 이런 관계형태를 직접적 호혜-교환과 구분해 선물
-교환이라고 하면, 인볼루션으로서의 호혜-교환은 선물-교환의 특수한 경우가 된다. 
어떤 형태의 ‘하우’가 상정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하우-힘뿐만 아니라 하우-기표 
모두 상정되지 않은 채 보충적 변환자(증여자를 이미-답례자로 만드는 내부절차)가 
없어지는 상황이 호혜-교환이다. ‘없음의 있음’을 허용하는 기표   {∅}의 상황은 
모든 증여관계를 지연된 답례관계로 만든다. 선물-교환은 보편적이다. 반면 ‘남는 
기표’가 사라지는  ∅의 상황에서 답례는 즉각적이고 호혜는 직접적이며, 선물은 
예외적이다. 

기표 의 개입은 선물-교환상황을 촉성한다. 선물-교환   기준에서, 호혜-교환 
이 제약조건  ∅을 동반하는 특수한 경우가 된다. 호혜-교환 이 기준일 때는 
상황 Η(HF)가 특수제약 상황이었고, 상황  (  {∅}, H0)는 인지되지 않았다. 
상황 에서 ‘같지만 다른’ 내부절차들의 보충적 변환자는 선물-교환을 통해 상황 
의 당사자들처럼 각자 ‘유사’해진다. 상황 에서는 따로 변환절차 없이도 ‘동일한’ 
이름들로 식별돼 있겠지만, 이것 역시 상황 의 관점에서는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변환절차가 반영된 결과로 ‘유비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표 가 교환상황을 둘로 나눈다. 

3) ‘압축된 선물’과 ‘지연된 거래’ 

사이버-시공간에서 ‘물건’의 증여는 기본적으로 원본과 유의미하게 구별되지 않는 
복사본의 이동이라는 형태이기에 반-소유권(반-저작권)적 성격을 띠게 된다. 소유권
이나 저작권 문제 이전에, 앞서의 교환형식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문제적 상황일지 
검토해 보자. 3장 1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최초의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해적만’ 
(thepiratebay.org)에 대한 저작권업체의 디도스 공격 시도가 알려진 후 보복으로 
시작됐다. 해적만은 비트토렌트(BitTorrent) 파일 공유 사이트다. 엄밀히 말해 비트
토렌트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가리키며, 토렌트 파일(.torrent) 자체는 대상 자료
(영상이나 음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물건’)와 별개로 그것의 메타데이터를 
담은 ‘작은’ 크기의 파일이다. 즉, 이것의 공유나 교환이 곧바로 대상 자료의 공유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렌트 파일은 ‘거래된’ 물건(대상 
파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교환’되는 형식이 된다는 점에서 대상 
파일의 ‘불법적’ 공유 및 이용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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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라는 특이한 교환형식이 개입하는 양상들에 관해서는 곧 다루겠지만, 일단 
그런 중간자 형태를 제외하고 사이버-시공간에서 증여되는 ‘물건’ 범주를 앞선 대상 
자료로 한정해 보자. 이런 ‘물건’의 증여나 교환은 선물-교환 및 호혜-교환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인지될 수 있을까? 한번 거래된 물건이 이후 비-거래적 형태로 
증여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와 ‘선물’의 교합상태다. 내가 거래한 물건을 
(원본과 같은 복사본으로) 다른 누군가에 ‘선물’함으로써 상황 로 전개되기 시작할 
때다. 상황 의 관점에서 애초의 ‘거래관계’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두 번째 증여관계에서 위반하는 것이 ‘선물의 법’인가, ‘거래의 법’인가 확인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교환의 형식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선물의 
‘증폭’(원본의 다수 복사-증여들)에서 비롯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증여의 단수성 
조건을 상정하기로 하자.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작업은 호혜-교환과 선물-교환의 차이를 교환형식상에서의 
분기점을 통해 인식한다. 선물-교환은 당장의 답례 없음과 그것을 보충하는 3자의 
개입이 지연된 답례의 내적 논리형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관계에 서 있으며, 비교적 
합의 가능한 두 가지 최소한의 인식지점만을 상정한 채 논의를 시작했다. 이로부터 
선물-교환관계가 호혜-교환관계와의 어떤 ‘관계’로 도출되는데, 선물-교환은 호혜-
교환과 상호 배척이지 않고 변환 가능한 꼴이다. 즉, 선물-교환 상황에서  ∅인 
경우가 호혜-교환 이다. 개별적으로 종결 가능한 이자관계의 연쇄들이 전반적인 
호혜상황을 구성한다. 반대로 의 개입을 상정할 때, ‘제3의 자리’가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개별 이자관계는 유예된 채로 확장(다른 유예-관계들에 연결)된다. 유예된 
이자관계들의 연쇄가 선물-교환 상황을 구성한다. 

따라서 ‘거래’가 있는 가운데 ‘선물’이 존재한다고 상정되는 상황은 두 관점에서 
모두 기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을 때, 상황 의 
관점에서 나는 목걸이 판매상(A)과의 즉시-종결관계(거래-교환) 속에 있으며 아무 
‘대가 없이’ 누구(B)에게 증여한다.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기대했든 이후 어느 
시점에 기대에 상응하는 답례가 현실화됐든 아니든 간에, 두 번째 관계가 첫 번째 
관계와 분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선물’은 예외적으로 존재한 것이 된다. 여기서 
‘예외’란 빈도의 문제라기보다 교환형식상 예외성을 말한다. 아무리 선물이 오가도 
상황 이 기준일 때면 그것은 관계의 예외적 확장이다. 선물관계의 예외성은 상황 
에서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 B의 답례가 있을 경우 ‘지연된 호혜’로서 결국 전
반적 호혜상황에 포함되겠지만, 만약 답례가 없으면 예외적 선물(무-호혜)로 첨부된 
것이 된다. 

이제부터는 다음처럼 간단한 도식을 사용해 표기해보자. A에게 물건을 받은 나
(< , 나>)는 즉시-답례를 통해 A(<나, >)와의 거래관계를 종결시키며, B와의 관계
는 이후 답례가 있든 없든 별개의 작동으로 첨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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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 <나, >]   [<나, > ⤏ < , 나>] 

상황   관점에서 반대 기술이 허용된다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무언가의 확장이 
아니라 이미-확장인 상황이기 때문이다(이 명제의 논리형식은 부록 4 참조). 이제 
누군가(B)에 관해 (이전 관계에서) 가상적 답례 속에 있는 나는 목걸이를 ‘선물’(답례
로서의 증여)하는데, 그때의 ‘답례자-나’는 일차로 목걸이 판매상(A)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 판매상(A)으로부터 목걸이를 ‘수령했을’ 나는 ‘수령할’ 누군가
(B)에 대한 ‘답례자-나’이고, 실제 목걸이를 ‘선물’한다. 한편 그 수령한 누군가(B)가 
답례하게 되는 나는 판매상(A)에 대한 이미-답례자이므로, 그에게 재증여한다(‘대금
지불’). 지금의 시간성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확장인 상황임에 유의
하자. 흔히 말하듯 선물을 받을 누군가의 기뻐하는 모습이나 준-답례적 몸짓들에 
“미리 흐뭇해하며 기꺼이 지불한다”라는 명제를 바꿔 쓴 셈이다. 선물의 기대 구조 
속에서 추후 예상되는 실제적인 ‘답례’까지를 포함해서 말이다. 

< , 나( , 나)> → <나( , 나), 나( , 나)> → <나( , 나), > 
< , 나( , 나)> → [<나( , 나), > → < , 나( , 나)>] → <나( , 나), > 

이런 관점에서는 판매상/나 관계가 이중으로 분할된다. 즉, 목걸이를 (구매형태로) 
‘수령할 때의 나’, 그리고 (지불형태로) ‘답례할 때의 나’가 구분된다. 선물할 누군가
(B)에 대해 이미-답례자로서의 나는 또한 그로부터 ‘유예될’ 수령-답례를 미리 ‘지금 
시점에서’ 판매자(A)에게 증여-답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시간의 지연과 압축
이 같이 발생한다. 따라서 ‘A와의 답례-증여관계상의 나’와 ‘B와의 답례-증여관계상 
나’의 분리-교차 가운데 개별 이자관계의 즉시종결은 항시 유예된다. 상황 에서도 
‘거래’는 존재하지만, 예외적이거나 적어도 별개의 작동이다. 역시 빈도수가 아니라 
교환형식상의 문제다. 

< , 나( , 나)> → <나( , 나), 나( , 나)> → <나( , 나), > 
< , 나( , 나)> ⇝ <나( , 나), > ( )⥂ [<나( , 나), > → < , 나( , 나)>] 

상황 에서 상황 로의 변환에 핵심은 바로 시간의 압축임이 드러난다. 언제나 
답례의 지연을 내포하는 선물-교환이 마치 ‘거래’(비-선물 교환)처럼 보이게 되는 
지점에 작동중인 것이 ‘압축’이기 때문이다. 상황 를 기준으로, 앞서 ‘나’와 ‘B’의 
관계만이 아니라 ‘A’와 ‘나’ 관계 역시 가상적 선물-교환임을 상기하자. 의 제거, 
즉 공백-기표(보충적 변환자) 자체의 공백 처리라는 조건에 수반되는 시간의 압축은 
A와 나의 관계를 ‘거래관계’(판매자/구매자)로 전환해 ‘선물관계’(B/나)를 예외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만약 ‘지연’의 내포를 상정한 채로 해당 관계지점을 ‘압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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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으로 본다면 여전히 선물-교환이 작동중인 것이 되지만, ‘지연’이 제거된 경우
라면( ∅) ‘압축’은 즉각적인 이자교환의 작동지점이 될 것이다. 

[< , 나> ⇝ <나, >] ( ) [<나, > ⤏/⇝ < , 나>] 

전반적 호혜상황 에서 거래는 일반적이며, 오히려 ‘선물’은 지연된 호혜(기본 
이자관계 거래의 ‘지연된’ 형태)다. ‘압축’(즉시 답례)이 기본상황일 때 선물은 ‘교환
의 예외’라기보다 ‘예외적 지연’이며, ‘(예외적으로) 지연된 거래’로서 호혜-교환의 
장르가 된다. 반면 선물-교환상황 에서 선물은 일반적이고, 거래는 ‘예외적 압축’
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지연이 기본적 
교환 시간으로 상정되는 상황이므로 거래는 ‘선물의 예외’라기보다 ‘압축된 선물’이 
된다. 그런데 앞서와 달리 거래가 선물-교환의 장르가 될 수 있을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압축된 선물’로서의 거래는 어쨌든 제3자가 개입하는 선물-교환상황의 다른 
표현이지만, 그와 별개로 - 제3자로의 증여를 수반하지 않는 - 즉답적인 교환 자리 
역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연과 압축의 조건 및 거래와 선물의 범주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지연된 거래’의 범주는 해당 관계 안에 어떤 형태로든 답례를 
내포하고 이로써 거래의 형식조건(이자간 호혜성)을 자체 충족하지만 - 모든 선물은 
‘지연된 거래’처럼 보일 수 있다 - ‘압축된 선물’이라는 범주 자체는 삼자개입에 따
른 지연의 압축과 단순 이자관계상 지연된 답례의 압축을 식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물-교환상황에서, 오히려 선물-교환이기에 더 강조되는 것은 ‘거래의 법’이 아니
라 ‘선물의 법’이다. 선물을 선물이게 하는 것, 선물을 비-선물이지 않게 하는 것, 
결국 ‘선물’을 끊임없이 ‘거래’로부터 구별하는 작동-개입 말이다. 

거래와 선물이 결합돼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압축·지연의 
작동지점에 관한 해석 차이들이다. 만약 두 번째 증여(선물)관계가 지연된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거래관계의 당사자들과 별개의 사정이다. 그러나 만약 첫 번째 
거래관계가 압축된 선물이라면, 각각의 내부 상황의 당사자들이 동질적 교환경로들
로 간여해 있는 게 된다. 처음의 ‘거래’는 다음의 ‘선물’이 소급해서 (답례의 가상적 
선취로서) 성립시키는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즉, ‘거래’는 ‘선물’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첫 번째 관계가 압축된 선물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관계는 지연된 거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간의 압축과 지연이 꼬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처음의 
‘거래’ 당사자는 자신의 간여를 주장하는 반면, 오히려 다음의 ‘선물’ 당사자는 별개
의 사정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조합이 다소 무리한 가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앞서 중간자 ‘의 처신’
과 관련해 선물-교환 상황에서 문제시됐던 부분과 형식적으로 같은 경우다. 선물의 
법이 정립되는 바로 그 지점이자 동시에 위반가능성이 예민하게 점쳐지는 지점으로, 
선물-교환이 중지될 위험성(선물-교환이 거래로 온전히 대체될 가능성)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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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상정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단지 지금의 경우 거래와 선물의 교합상태에서, 
시간의 압축과 지연이 얽힌 상황으로 뒤집힌 채 ‘번역될’ 뿐이다. 앞서 ‘의 처신’이 
곧 와의 ‘거래’로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와의 교환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개입적 
규정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중간자 ‘나의 처신’은 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B와의 
(지연된) 거래관계로 남으면서 A와의 (압축된) 선물관계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증여론》의 〈도덕적 결론〉(Conclusions de Morale)에서 모스가 이른바 
저작권 관련법과 하우를 연동시킬 때(Mauss 2002[1950]: 85-86) 정확히 이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 “예술, 문학, 과학 작업에서 소유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원고나 
원본에 대한 배타적 판매 행위를 넘어서는” 지점, 즉 창작자의 창작 ‘물건’에 대한 
한정된 권리가 확장하는 지점을 프랑스법 개정(1923년 9월) 사례에서 발견하기 때
문이다. 원본의 판매 시점 이후에도 그 ‘물건’이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가치에 대해 
창작자와 후손에게 “추급권”(追及權, droit de suite)을 인정하는 법률의 ‘추상성’은 
오히려 선물의 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제 원고료나 작품료, 판매액과 별개로 중간
자인 출판사나 중개상은 인세 등의 형태로 작가나 화가에게 잉여적 산출 가치를 정
산해야 한다. ‘옳음’에 관한 이 현대적 규정이 개입하는 지점은 애초의 ‘선물관계’가 
이후의 ‘거래관계’로 교접하는 변환 고리들이다. ‘물건’이 여러 번 옮겨져(거래되어)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원저작자-집합(작가와 그 후손들)에게 권리
행사로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다는 규정은, 이후의 ‘거래’를 처음의 ‘선물’로 뒤집어 
소급하는, 기표 의 현대법적 표현이다. 

< ,  ( ,  )> ⇝ < ( ,  ), > ( )⥂ [< ( ,  ),  ( ,  )>]74) 
 (조건적 보충) 

배급사나 중개상과의 거래계약에서 작가나 연출가가 이 같은 의미의 ‘선물-계약’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런 사실관계는 해당 ‘물건’에 대한 중개상의 다른 거래관계의 
보충을 통해서만 확인된다는 (인세지급으로 현실화된다는) 추상적 구체성은 결과적
으로 전체 거래관계에서 ‘선물관계’를 드러나지 않은 채로 숨긴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숨김(‘압축’)을 통해 개별 (지연된) 거래들의 연쇄로 선물-교환이 ‘있음’(작동함)을 
표현한다.75) 다시 말해 ‘압축된 선물’로의 소급 존재는 이후 거래의 지연된 답례로 
되돌아오는 부분을 통과해야 하므로 - 거래 없이는 인세도 없다 - 와의 관계인 
중간자 은 자신이 애초에 와의 관계에서 거래-종결의 당사자인  ( ,  )가 

74) 해당 도식을 다시 쓰면 다음의 형태가 된다. ∃≠∅ ↔ ∃∀ [   → 
  ]. 기표 가 존재하면(∃) 다음 의미와 동치라는(↔) 말이다. 임의의(∀) 함수 
에 대해   이면   를 만족하는, 그런 함수 가 존재한다(∃). 

75) (∘ )   . 여기서 전체 관계에 내포된 →의 ‘선물관계’ 는 ‘거래관계’ 
의 보충을 통해 소급적으로 애초의 존재가 - 의 형태로 -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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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음을 -  ( ,  )임을 - 오히려 보충적 거래관계로부터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다(“추급권”). 따라서 보충으로서 거래관계가 계속해서 확장할수록, 그리고 확장
하는 한, 처음의 ‘선물관계’ 역시 거래-종결되지 않고 선물-확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모스가 말하는 국가사회주의체제 사회보장제도(ibid. 86)는 노동자
가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자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는 
보충적 조건하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동력의 판매액(임금)만으로 거래관계가 해소
되지 않으며 사회보험이란 형태로 추가적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다. 여기서 
노동자는 작가나 과학자 등과 같은 자리에 있다. 노동력의 수혜자-답례자는 고용자, 
공동체 양자로 분기되면서 선물관계 확장을 도입한다. 이때 노동자에 대한 답례자로 
선물-교환에 개입하는 공동체는 ‘국가’라는 자신의 대표·재현자를 통해 그 당사자가 
된다(ibid.).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자(A), 공동체(B), 수혜자(M) 
고용자 =  ( ,  ) 
국가 =  ( ,  ) 

“노동이라는 선물”의 수령자가 분기함에 따라서 노동-증여자 역시 두 개의 답례-
노동자로 분기한다. 고용자와 관계로서 ‘임금노동자(고용자, 노동자)’, 그리고 자신도 
일부인 공동체와 관계로서 ‘사회보험수급자(공동체, 노동자)’다. 자기 자신도 일정 
부분 사회보장제도에 협력하는 노동자는 ‘공동체 이름으로’(국가) 수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처음 ‘선물관계’를 ‘거래관계’로 바꿔버리는 것, 예를 들어 작가에게 인세를 
‘답례’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답례’하지 않고 원고료나 임금으로 해소
하고 마는 것은 짝에서 탈각된 빈 칸을 남기게 된다. 

 a)<,  ( , )> ⇝ < (,  ), > ()⥂ b)[<( ,  ), > → < ,  (,  )>] 
 c)[<, > → < , >]  d)[< , > → <, >] 

-a)의 는 보충적 교환조건(b)을 통해 독자 또는 공동체로부터 작동하는 답례의 
수령자다. 역시  ( ,  ),  ( ,  )도 ‘같지만 다른’ 중간자-분기점들이며, 각각 
중개상이나 고용자, 그리고 독자-공동체나 국가 재현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c)의 
노동거래관계로 대체됐을 때 수령자 이 중개상이나 고용자로서 한정되면, 이제 
임금노동자(작가) 로 덮어 씌어지고 의 존재가능성은 ‘망각된 채 떠돌게’ 된다. 
이런 의 ‘하우’( ) 자리를 승인하는 것, 다시 말해 기표 의 존재를 삽입하는 승
인은 -a)   -d)의 ‘불안정한’ 교합상태가 의 전반적 거래관계로 전환되고 마는 
것, 즉 -a)가 -c)로 대체돼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의 문제이며, 결국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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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라는 보충적인 자리였음을 상기시키는 개입, 그래서 다시 의 ‘올바른’ 전개를 
현실화하는 작동이다. 

‘선물’과 ‘거래’의 교합에서 문제적 상황은 선물의 ‘증폭’이라기보다 교환형식상의 
‘선물법’ 위반임을 알 수 있다. 더 엄밀히 말해, 선물의 증폭에 따라 적절한 ‘당사자 
증폭’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물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다. 출판사 또는 배급사 
역시도 작가나 연출가의 원본-물건과 같은 복사본-물건을 다수-증여하는 작동이다. 
처음 거래(원고와 원고료의 교환)가 이후의 선물-교환을 내포하는 사실상의 ‘압축된 
선물’이라는 조건 하에서, 물건의 증폭(복사본의 다수-증여)은 문제의 작동이 아니며 
오히려 원본-증여자의 존재를 ‘같지만 다른’ 답례-분기점의 증폭으로 확장시킨다. 
이 답례-증폭은 중간자와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므로, 중간자의 효과적 ‘번역’(변환)이 
중요해진다. 이런 번역은 를 와 ‘소통’시키는 문제 이전에   자신이 와의 관계
들에서 와의 관계들로 적절히 연결되게 하는 자기-변형 절차다. 실제로 와 의 
직접 ‘소통’ 여부는 이 작동과 별개의 사항이다. 

 가 선물-교환의 확장으로 증폭함에 따라 -       ⋯ - 
그에 대한 답례 지점도 증폭하게 되고 -       ⋯ - 따라서 도 
함께 ‘증폭’한다. 의 이런 집합적 형상화    ⋯ 가 무시되거나 배제되면 
- 이것은 선물의 법 위반과 동치인데 - 답례의 다수-지점들은 중간자 로 ‘틀어져’ 
집중된다. 로의 답례지점을 하나의 거래-종결지점  으로 고정시킨 채 빈칸이 
된 ‘의 하우들’   ⋯ 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즉, 선물관계가 
거래관계로 대체되고 선물-교환 작동은 중지된다. 

결국 선물-교환에 참여하는 답례자-증여자의 분기점 증폭과 그 집합적 형상화가 
다시 상황을 둘로 나눈다. 

3. 익명-교환과 선물-교환 

1) 익명-교환과 ‘공유’의 문제 

이제, 사이버 시공간상의 증여-교환 양상을 선물법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형식적으로 중간자가 나타나 원본-물건을 제3의 당사자들에게 다수-증여하게 
된다. 이때 원증여자에 대한 답례의 다수-지점들은 해당 중간자에게로 ‘압축’된다.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의 문제는 증여의 다수성 형식에 있다기보다 각각의 ‘답례’가 
원증여자에게 되돌아가지 않는 데 있다. ‘압축된 선물’로서 애초의 거래는 ‘한 번의 
답례’만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동일 물건을 여럿에게 같이 ‘선물’했을 때, 중간자는 
한 번의 답례로 거래자와의 ‘압축된 선물관계’에 있게 되어도 여전히 남은 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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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선 단절된 교환당사자로 머물면서 원증여자를 ‘익명화’한다. 즉, ‘의 처신’을 
소홀히 하게 된다. 선물-교환 논리에서 그 중간자는 다수 답례를 또한 원증여자에게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수령자(들)뿐만 아니라 원래의 증여자(들)까지 함께 다수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증여자와 다수-수령자의 일대다 구도에서 중간 매개처럼 
남게 되면서, 증여자 의 다수-공백(빈칸)을 만들어 내게 된다. 

앞선 경우와 차이는 이 두 번째 증여관계 역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다. 답례-
지점은 압축되더라도 실제 ‘답례’(거래의 대가)가 중간자에게로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단 해당 중간자가 또 하나의 중개상처럼 있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만약 원증여자와 거래한 물건을 중개상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다수에 ‘판매’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적이다. 현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일반적 양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이들 중간자가 어떤 대가 없이 다수-증여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원증여자에 되돌아
가야 하는 부분은 선물법의 관점에서 무엇일까? 

첫째, 여기서 중간자로 개입하는 무상-증여자는 이미 앞선 중간자(중개상, 배급사)
와의 관계로 있다. 와 관계로서 중간자 에 대해, 제3자인 의 일부가 ‘다른’ 가 
되는 경우다. 이 두 번째 는 사실상 첫 번째 을 증여자로 하는 중간자다(의 
). 즉,   자체가 ‘증폭해’ 있다. 결과적으로는 의 관점에서 식별되지 않는 다수 
의 확장으로, 의 변환을 통해 셈해지지 않는 증폭이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에게도 익명적이 되는 의 증폭은 일차로 의 답례 지점들에서 빠져나간다. 

→[< , >→< ,  >]→  
   →≈            ⋯→   ⋯  

좀 더 일반적 형태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a) <,  > ⇝ < , > ( )⥂ [< , >→< ,  >] 
       (1) 

 
b) < ,    > ⇝/→ <   , > ( ) [    → ] 

     (1)'     (2) 

, 의 관계에서 보충적 선물-개입(1)이 서로 다른 중간자  , 의 분기된 관계
에서는 선물관계(2)의 ‘첨부’라는 형태(무상-증여)가 되면서 (1)의 선물-교환을 (1)'의 
거래-교환으로 전환한다. a)의 선물-교환 확장은 의 일부가 가 되는 지점에서 
단절하고, 이제 b)의 거래관계를 도입함으로써 다시 ‘선물’과 ‘거래’의 전반적 교합
상태(ab)에 놓이게 된다. 



- 152 -

둘째, (2)의 무상증여가 오히려 (1)'의 거래-교환 조건이 되는 변형에서 는 과 
별개의 작동이다. 와의 관계로서 중간자 가 와 의 식별 불가능한 관계를 식별
하는 작동이라면, 기본적으로 과의 관계로서 는 과 의 관계의 식별불가성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 간의 애초의 식별 불가능한 관계에 변형을 
가하지는 않는다. (처음과 같이 여전히 식별 불가능하다). 는 와 의 기존 식별 
관계를 교란시키는 작동이다. 

셋째, 따라서 의 무상증여자는 증여자    ⋯ 의 형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간자  의 자리에 저항하고 있다. 의 변환은 와 간의 
사정과 무관하며, 그런 의 일부인 의 무상증여에 대해 ‘답례가 없다면’ 에게 
‘되돌아가야’ 할 것도 없다. 동시에 과 관계에서는 ‘지연’이 제거된 채로 - 답례의 
보충적 개입이 없으므로 - ‘압축’(즉시 답례)의 이자관계 속에 거래-종결하게 된다. 
즉, 의 ‘선물법 위반’은 의 그것과 위반의 지점이나 방식이 다르다. 의 경우 
이른바 ‘의 처신’은 자신에게로 보충적 답례가 있을 때 앞선 와의 관계를 마치 
선물-교환상황이었던 것처럼 - 설령 ‘거래’같이 보이더라도 ‘압축된 선물’이었던 것
처럼 - 소급해 재구축하는 문제였다. 지금의 가 답례가 없는 채로 위반하는 것은 
앞서와 같은 ‘처신’의 규정이 아니라 이 ‘바로 그런 이도록’ 하는 가능성의 정립
가능성, 즉 의 정당한 작동을 현실화하는 규정이 기반하는 규정(다수성의 형식) 
자체다. 와 그에 따른 의 증폭이 확장할수록 과 그에 따른 의 증폭이 수축하
면서, 와의 관계에서 답례 지점들을 증폭하는 의 ‘올바른’ 작동 지점 역시 수축
하기 때문이다. 의 ‘위반’으로 의 위반 가능성이 덩달아 커질 때, 직접 위협받는 
것은 의 자리다. 

이제 만약 어떤 형태의 ‘답례’가 에게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흔히 
위세나 명성 등으로 표현하는 형태들 말이다. 여전히 는 대가 없는 무상-증여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나 ‘물건’에 대한 기쁨의 준-답례적 표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준-답례는 두 가지 방향성을 띠는데, 증여의 다수성 작동인 에 
대한 준-답례(무상증여에 대한 ‘감사’)와 물건의 원작자 에 대한 준-답례(‘명성’)다. 
이런 형태의 준-답례적 ‘교환’에서 앞선 중간자 의 다수-증여 형식(중개나 배급)
은 준-답례 흐름에서 제외되며 - 의 직접거래 당사자 는 이미 판매대금 형태로 
‘답례’했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중간자’ 는 로부터의 준-답례 운동들을 (

을 거치지 않고) 한테 직접 돌리게 된다. 영화·음악 등이 이전 구매자였던 ‘중간자’ 
를 통해 무상으로 다수-증여될 때, 는 으로부터 해당 물건을 수령했을지라도 
가 새롭게 생성하는 수령 지점들 는 이 아니라 와 에게 준-답례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동으로 ‘익명화’되는 것은 이다. , 가 준-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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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3)을 유지시키는 작동인 한, 은 전반적 선물-교환 시퀀스에서(ab') 유일한 
거래종결지점(1)'으로 남게 된다. 

a) <,  > ⇝ < , > ( )⥂ [< , >→<,  >] 
 (1) 

 
b') <,  > ⇝/→ < , > ( ) [< , >→<,  >] 

    (1)'                (3) 

전반적 선물-교환이 국지적 거래-교환을 ‘소외’시키는 이런 형국은 반-저작권운동
에 관한 기존 인식에 역행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저작권운동 참여자들이 내세
우는 관점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거부하는 것은 원작자 의 존재가 아니라 중개자 
의 자리며, 의 ‘부당한’ 권리배당으로부터 의 자리를 ‘다르게’ 세우려한다는 것
이기 때문이다. 반-저작권법 작전으로서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참여자들은 이를 
“저작권 업체들과의 싸움”으로 자기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왜냐고, 여러분은 묻는가? 어나니머스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정보 유포의 
권리를 무화시키는 기업계의 영리행위에 지쳤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공유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RIAA와 MPAA는 예술가와 그들의 
대의를 돕는 체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오직 돈뿐이다. 어나니머스는 이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Operation: Payback is a bitch, 2010-9-19, 강조는 원문) 

이것은 앞서 3장에서 소개한 바 있는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최초 선언문 내용 중 
일부다. 왜 이들은 자신의 공격이 “예술가와 그들의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을까? 
그 같은 인식의 기반은 어디에 놓인 것일까? 단순히 기만적 변명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가 작동한다면 말이다. 이 구도에서 오히려 ‘예술가들’에 반하는 것은 저작권 
업체들이 된다. “대의”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예술적 기여가 될 것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예술가 에게로 되돌아가야 할 부분이 판매량에 따른 이익
분배에 관한 사정으로 ‘한정’되고 마는 사태다. 이들의 관점에서 그런 구도적 한정
(“오직 돈뿐인 것”)은 중간자 의 자리(‘저작권 업체들’)로부터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기존 구도에 반하는 새로운 선물-교환 구도에서 예술가 에 대한 관계
는 작품료(중개자와의 최초 교환)나 인세(추가 교환)의 형태 외에 ‘공동체로부터의 
답례’를 답례 범주에 포함하게 된다. 더불어 새로운 답례 지점에 상응하는 증여 지
점을 의 자리로부터 산출한다. 이런 ‘공동체로의 증여’는 구매자의 거래효용과는 
별개의 범주로, 앞서 사회보장제도의 논리에 좀 더 가깝게 된다. 직접 구매자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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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범주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교환과 이후 추가 교환에 따른 이익분배 
작동(1), 한편으로 공동체와 선물-교환 작동(2)이 병존하는 확장 시퀀스에서, 새롭게 
개입한 중간자 는 작동(1)을 위반하면서 작동(2)를 수행한다. 실제로는 작동(1)의 
  자리를 수축해 작동(2)의 자기 자리를 확장하는 것이다. 앞서 ab의 ‘위반상태’
를 초래하고는 곧바로 ab'의 ‘다른’ 교환을 전환·작동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새롭게 도입되는 답례-증여 지점들이 예술가-공동체적 관계의 ‘기여와 명성’
이라는, 결국 (준)답례-증여의 표시란 점에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공동체의 
답례 의무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술가의 ‘증여 의무’를 추가 설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작동 자체의 새로움이라기보다는 규정의 재신설이다. “그래야 한다”
(거래목적 외에 기여로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개입적 “대의”가 있는 가운데 예술가
는 선택-작동을(동의/비동의) 할 수밖에 없다. 그 예술적 기여의 대가가 ‘판매대금’ 
형태로 환산되는 것이라는 다른 한편의 관점이, 선물-교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채 
언제나 있게 될 것이다. 작품 판매량이 많으면 기여가 큰 것이고 판매량이 적으면 
기여도 작은 것이란 규범이 자연스레 도입되는 사태를 이제 우려해야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 선택에서 ‘기여의 대가’를 현실화하는 작동 또는 기여 정도의 판단규범을 
설정하는 작동은 중개자 의 자리에 의존하며, 필요로 한다.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술가의 선택적 작동이 “작품은 거래대상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현실화하는 경우, 적어도 “이 작품은 파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분적 선택-작동으로 현실화되는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전통적’ 선물-교환양상에 
가까워진다. 그러한 ‘거래가 아닌 선물’에서 교환되는 것은 - 자기만족은 교환되지 
않으므로 - 공동체와의 사정일 수 있다. 그 기여(예술이라는 선물)의 답례-증여를 
현실화하는   작동은 ‘자신의 몫을 바라지 않으면서’ 배포(무상-증여)하는 중간자가 
된다. 한편으로   역시 해당 작품이나 예술가의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작동이지만, 
“이것은 널리 알려야 한다”이든 “흥미로운 구석이 있으니 한번 보라” 정도이든지 
간에 그 부기되는 언표는 다양할지라도, 판단규범은 ‘자신의 몫’과 연계되는 작동이 
아니다.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동시에 예술가에게도 어떤 선택을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면서 무상-증여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과 같이 되지 않는 의 작동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상화(理想化)는 상황의 극단적 대비효과에 따른 것이긴 하다. 대개 를 
향한 별도 답례 지점이 생성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실제로 두 번째 선
택만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며 여기선 상황의 조건들을 추려내기 위한 이행단계로 
가정·삽입된 것뿐이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촉진하려는 상황은 차라리 첫 번째 상
황으로부터 두 번째 상황으로 이행하는 확장적 상황이며, 처음의 상황을 ‘포함하는’ 
상황에 가깝기 때문이다. 즉, 상황(1)을 온전히 상황(2)로 대체하는 게 아니다. 단지 
상황(1)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그것이 있음을 인정한 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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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1)의 예외상태(‘불법’)로 남겨두기보다 또한 다른 방식의 정당함이게 하는 - 상황
(2)의 관점에서 ‘올바른’ - 그런 확장적 상황이 존재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그런 ‘확장 상황’이 있게 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압축된 선물로서의 선물-
교환확장이 이미 있는 가운데(작품료와 중개상과 인세 등) 또 하나의 규정이 보충되
는 예술가-공동체적 답례관계 역시 작동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결국  , 
의 서로에 대한 수축-증폭의 변형리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 혼자서만 
온전히 의 자리로 있을 수 없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 자리
를 ‘밀어내는’ 의 확장 운동은 자신과 ‘관련된’ 들의 증폭을 통해 ‘구매자 아닌 
당사자’의 존재를 “공동체”라는 범주로 주장하는 형태가 된다. 이에 대해   역시 
‘판매자 아닌 당사자’ 범주(“예술가들”)에 함께 속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위의 오
퍼레이션 페이백이 선언하는 것처럼, 사실상 여기서 “예술가”는 고용자만이 아닌 공
동체에 기여하는 노동자의 자리다. “추급권”에서 “사회보장”으로 이행하는 모스의 
확장이 예술가와 과학자, 그리고 노동자의 자리를 일치시키듯 말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 처신’이 필요하다. 중간자 의 ‘자신과의 차이화’는 의 ‘위
반’을 통해 으로부터 분기되는 변형, 이로써 와   모두 ‘같지만 다른’ 형상으로
(“예술가”와 “공동체”) 분기시키는 변형이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즉 
‘확장 상황’이 있어 의 개입이 정식화되고 생산자는 “예술가”로, 구매자는 “공동
체”로 자기-변형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의 차이화에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모든 무상-증여가 중간자 아닌 예술가에게 준-답례적 형태로(‘명성’ 등) 되돌
아가야 한다. 예술가를 촉성하는 의 이상적 형상화는 작품을 ‘상품’에서 ‘선물’(기
여)로 전환하는 다수-증여 작동(배포와 판단) 전반에서 자기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었다. 또한 그런 ‘처신’을 통해 자신의 무상 증여를 에 대해 정당화할 수 있었다
(‘불법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확장 상황’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 
한편에서 이 ‘정당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 무상증여 자체가 별도의 답례 지
점들을 생성하게 된다. 이 경우 는 의 유상증여로부터 거꾸로 자신의 존재가치
를 확인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무상증여의 ‘행위’에 대한 감사의 준-답례 표시로 
가 식별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처럼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배포·판단은 이제 -영역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단순히 해당 상품의 
비-상품화 기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 자체의 준-거래 작동으로 머물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모든 
중간자 증폭이 ‘익명화’돼야 한다. 그들이 증여 ‘행위’로 전면에 식별되면서 답례를 
전유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즉, 의 ‘위반’을 통해 을 익명화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익명성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토렌트-교환이 
어떻게 익명-교환의 현실화 방식처럼 개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답례의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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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막고 있는지 살펴보자. 논지를 뚜렷이 하려고 당위성 명제로 기술했지만
(“는 을 익명화하면서 자신도 익명화돼야 한다.” 등), 사실은 토렌트 교환형식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2) 토렌트-교환: 분할과 증폭의 형식 

토렌트-교환은 선물-교환의 ‘확장’에서 익명-교환의 개입을 정식화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비트토렌트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 이름이며 토렌트 파일은 대상 자료와 
별개의 ‘물건’이다. 이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해적만’이 디도스 공격을 당한 
일로부터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시작됐다.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이 평소에 애용하던 
사이트기도 했지만, 당시부터 토렌트 파일은 게임,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무상증여 형식으로 폭넓게 사용됐으며 해적만은 가장 유명한 공유 장소였다.76) 
2010년 9월 에이플렉스 사가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해적만 서버를 
디도스 공격으로 다운시키자, 어나니머스는 해당 업체와 영화협회에 같은 방식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다. 

여기서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발단이 의 확장 시도(  자리를 수축시킴)에 대한 
저항임을 알 수 있다. 에이플렉스는 제작사·배급사의 그런 시도를 대리할 뿐이고, 
실제로 에이플렉스에 대한 공격이 일회성으로 그친 데 반해 이후 영화협회와 음반
협회, 저작권 관련 업체 등 에 해당하는 자리들로 공격이 확대된다. 이것을 과 
의 수축-확장 리듬으로 보면,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해적만이라는   자리를 다시 
증폭하는 역방향 작동이 된다. 정확히 해적만 자체가 로 작동한다기보다, 그곳에 
있는 토렌트 파일들이 개별 작동을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의 자리가 말 그대로 
‘집합적으로 증폭’하는 것이다. 각각의 토렌트 파일이   증폭의 ‘씨앗’처럼 있다. 
그것을 한데 모아놓은 장소 가운데 알려진 하나가 ‘해적만’이며, 이런 토렌트 파일 
저장고가 대상 자료(영화, 음악, 게임 등)를 직접 생성·배포·교환하는 것은 아니다. 

토렌트의 작동원리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 파일의 토렌트 파일이 
생성·등록되면,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해당 토렌트 파일을 실행한 접속자가 
하나의 무리(swarm)를 이루고 이들 사이에서 ‘조각’들이 교환된다. 토렌트 형식의 
핵심이자 기발한 점은 ‘공유할’ 대상 파일을 작은 크기의 다수 부분들로 분할해 그 
부분들을 ‘교환’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4GB 크기의 영상 파일을 4MB 크기의 
‘조각’들로 분할하는 것이다. 분할-조각의 크기 및 개수는 토렌트 파일 생성 때 결

76) 비트토렌트는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이는 P2P 프로토콜이다. 2012년 조사에서 월간 활성 
사용자(MAU)가 1억 5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됐다(Bittorent.com. 2012-1-9). P2P 
네트워크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 가운데 지역별로 43%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chulze & Mochalski 2009), 비트토렌트는 전체 트래픽에서 지역별로 
27%에서 55%의 비중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Atlidakis, et al. 2014: 19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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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토렌트 파일 역시도 해당 메타데이터 등만을 담은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다. 
이제 4GB의 영상 파일에 대해 대략 30KB의 토렌트 파일을 실행해 해당 ‘스웜’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은 천 개가량의 4MB 조각들이 있는 가운데 임의의 동질적인 
조각들을 받게 된다. 이렇게 ‘스웜’에 참여해 해당 조각을 받기 시작한 클라이언트/
접속자를 보통 ‘피어’(peer)라고 부르는데, 이들 ‘피어’는 자신이 받은 임의의 조각
들을 다른 ‘피어’에게 주고 아직 받지 않은 조각들을 다른 ‘피어’에게 받는다. 모든 
조각을 가진 피어를 ‘시드’(seed)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피어 간 부분-교환을 통해 
모든 조각들을 받게 된 피어는 ‘시드’가 된다. 애초에 해당 토렌트 파일을 생성해 
교환경로를 개설한 클라이언트는 조각들을 전부 가지므로, 모든 스웜은 생성 당시에 
시드(initial seed)가 존재한다. 즉, 토렌트는 최초 시드로부터 다수 피어들 간 부분-
교환을 현실화해 다수 시드를 있게 하는 작동이다. 

이런 무작위 부분-교환 방식을 고안한 덕분에, 접속한 피어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P2P의 순차 접근 방식은 하나의 원본 
파일 전체를 요청 대기 중인 접속자에게 순서대로 전송하기 때문에 접속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진다(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반면에 비트토렌트는 파일을 분할하므로 
임의의 부분을 가진 피어가 늘어날수록, 즉 토렌트 스웜이 커질수록 상호간의 부분 
교차-배치 가능성도 높아진다. 말하자면, 참여하는 모든 피어가 수령자이자 증여자
인 것이다(다운로드하면서 업로드하게 된다). 순차 방식에서는 반대로 한 증여자에 
다수 수령자가 있는 구도가 된다. 하나의 온전한 파일을 가진 증여자와의 접속이 끊
어지거나 해당 파일이 서버에서 삭제되면 수령자(요청자들)는 다운로드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수 피어들이 증여자이면서 수령자로 있는 토렌트 방식에서는 스웜상에 분
산된 부분-조각들의 조합이 온전한 파일을 이룰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설령 100% 
조각을 가진 시드가 없더라도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용성
(availability)이라고 하며, 가용성 수치가 1.0 이상이면 접속한 피어들 사이에 존재
하는 부분-조각들의 합이 완전체 파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클라
이언트 프로그램에 표시된다. 

앞서 비트토렌트를 익명-교환의 현실화 방식 가운데 하나로 기술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토렌트-교환이 익명적인 것은 아니다. 작동원리상 피어들의 위치가 IP로 
식별되기 때문이다. 토렌트-교환의 ‘익명성’은 피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지의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해당 교환형식에서 특정 참여자들이 ‘증여의 행위’로 다른 
참여자들에게 식별되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토렌트-교환은 모든 피어를 부분적 증여
자로 만들기 때문에 일방적 증여자-수령자의 자리로 배정하지 않으며, 증여-수령의 
‘행위’로 구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증여자의 이름’이 식별되지 않는다. 단순히 
피어 이름이 표출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 집중된 답례 
지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는 집합적으로 증폭하더라도 각 가 별도의 
증여자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 들이 서로에 대해 처럼 증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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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적으로 의 자리로 밀어 넣는 작동은 교환경로(‘swarm’)상에 참여하는 
피어들을  (수령자)이게 하면서 동시에 이려면  (증여자)가 돼야 한다는 규정(pro 
tocol)의 현실화다. 이런 개입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조각을 준 피어에게 자신의 
조각을 다시 주는” 정책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호혜성’ 정책의 엄격한 실행은 교환
경로에 새로 참여하는 피어의 경우에는 증여할 아무런 조각들을 갖고 있지 않기에 
또한 아무런 조각들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비트토렌트는 클라이언트
의 일부 대역폭을 할당해 임의의 피어에게 - 자신에게 증여한 피어가 아니더라도 - 
자기 조각을 증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피어가 일정량의 조각을 가질 수 있는 정책
(“optimistic unchoking policy”)을 채용한다(Atlidakis, et al. 2014). 이로써 피어
들이 서로 다른 조각들을 가지고 교차 배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환’이 ‘공유’가 되는 - 다수 피어를 다수 시드가 되게 하는 - 절차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제 각각의 스웜은 집합적인 의 증폭처럼 있게 된다. 

비트토렌트 내부 교환정책은 한마디로 기존 호혜-교환에 ‘선물’의 추가적 보충을 
도입하는 것이다. 토렌트의 “마법”은 사실상 이 두 메커니즘의 교합에서 발생한다. 
받기만 하고 다시 주지 않는 피어에게 일시적으로 조각 증여를 거부하는(choking) 
알고리즘, 즉 자신에게 증여한 피어에 우선적으로 답례하는 호혜 메커니즘(“regular 
unchoking”)은 이른바 무임승차를 억제하고 네트워크 혼잡(증여자-수령자가 일대다 
구도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해당 피어 증여 여부(증여:수령 비율)와 상관없이 
임의의 피어에게 향하는 증여가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optimistic unchoking”)은 
새로 진입하는 피어를 기존 교환에 참여시켜 스웜을 증폭하고 더 나은 접속 지점이 
발견될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피어 는 한 번의 ‘교환’에서 피어 셋과 호혜-
교환을 하면서 추가로 다른 피어 하나에게 ‘선물’하는 식이다. 따라서 모든 피어는 
스웜에 진입하는 순간 (내부 정책에 따라) 이미 한 번은 답례자 입장에 있게 된다. 
‘선물’을 받은 새로운 피어 는 같은 방식으로 일단 피어 와 호혜 메커니즘에서 
자신이 가진 조각(에게 없는 조각)을 ‘답례’하게 되는데, 이 조각은 제3의 피어 
로부터 받은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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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hoking

regular 
unchoking

regular 
unchoking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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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unchoking

optimistic 
unchoking

regular 
unch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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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은 피어 가 에게 무작위 증여(선물)하고 다시 는 에게 무작위 증여
(선물)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여기서  (,  )의 에 대한 증여 ‘의무’는 일정 
빈도의 무작위 증여 정책(optimistic unchoking)에 따른 것이다. 일반 선물-교환의 
상황에서는 답례로서의 증여 의무와 구별되지 않는, 규정으로서의 선물-개입에 해당
한다. 와 는 스웜에 진입하는 순간 각각  , 에 답례 관계에 놓인 채로 있게 
된다. 단지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정책들로 작동중이기 때문이다. (1)모든 피어들이 
답례로서 증여하도록, (2)한 번은 수령자이게 하라. 이제 는 로부터 받은 조각을 
에게 주고, 로부터 받은 조각을 에 준다. 상황 는 피어 가 와 로부터 
동시에 무작위 증여를 받은 경우고, 각각의  ( ,  ),  (,  )는 와 에 대해 
이미-답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역시 피어 는 로부터 받은 조각을 에게 ‘답례’
하고, 로부터 받은 조각을 에게 ‘답례’한다. 

이것은 사실상 확장된 선물-교환 논리와 같은 형식이다. ‘의 처신’으로 개입했던 
부분이 정책(1)-정책(2)를 전환하는(regular unchoking⇌optimistic unchoking) 
내부 메커니즘으로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즉, 부분 호혜(1)는 규정으로서의 선물-
개입(2)의 보충을 통해 전반적 선물-교환으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토렌트-
교환은   증폭 내부의 선물-교환 절차, 정확히 로부터 가 집합적 처럼 증폭
하는 과정에서의 내부 선물-교환 형식을 표시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부분 조각을 
지닌 다수  (피어)가 온전한 조각을 지닌 다수 (시드)가 되면 한 번의 스웜 공유
가 완수된다. (     ⋯ ) 

…, {조각 ,  }, {조각  ,  }, {조각  , }, … 
 ⇓

…, {조각  ,  }, {조각  ,  }, {조각  , }, … 

‘공유집합’(스웜) 내부에서 분할-조각들의 교환이 현실화하는 공유의 절차가 일반 
선물-교환과 분기하는 지점도 결국 이 의 변형과 관련이 있다. 앞서 ‘의 처신’은 
‘의 식별’을 요한다. 가 관련된 , 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
이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중간적 답례 지점으로 식별되고, 실제로 답례로서 증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토렌트-교환에서 그런 증여자의 자리로 가 놓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모든 피어가 부분적으로 이며 부분적으로 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식
별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식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메커니즘에 기초한 
까닭이다. 부분-식별은 클라이언트 작동상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파일을 다 받았을 때 
하나의 고정된 증여자 자리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즉, 토렌트는 ‘공유절차’에서 
내부 선물-교환의 형식을 현실화하며(작동상 교환) 동시에 특정한 증여자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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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면서 선물-교환을 익명화하고 있다. 이로써 익명적 선물-교환은 집합적인 공유
처럼, 공유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공유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 스웜 
내에서 분할-조각의 ‘운동’은 다수 피어 사이에 교차하는 자리 간 배치로 표현된다. 

     
…, {조각 , }, {조각 , }, {조각 , }, … 
⇒
…, {조각 , 의 증여자}, {조각 , 의 증여자}, {조각 , 의 증여자}, … 

PEx₀ = (D, B, E) 
…, {조각 P₄_peer B, P₃의 증여자}, …, {조각 P₃_peer D, P₀의 증여자}, …, {조각 P₀_peer B, P₁의 증여자}, … 

PEx₁ = (A, B, C) 
…, {조각 P₂_peer B, P₀의 증여자}, …, {조각 P₀_peer A, P₁의 증여자}, …, {조각 P₁_peer B, P₂의 증여자}, … 

PEx₂ = (E, B, A) 
…, {조각 P₀_peer B, P₁의 증여자}, …, {조각 P₁_peer E, P₂의 증여자}, …, {조각 P₂_peer B, P₀의 증여자}, … 

PEx₃ = (C, B, F) 
…, {조각 P₁_peer B, P₂의 증여자}, …, {조각 P₂_peer C, P₃의 증여자}, …, {조각 P₃_peer B, P₄의 증여자}, … 

⇒
…, {조각 , }, {조각 , }, {조각 , }, … 

각각의 수평적 피어교환()에서 모든 피어들은 이론적으로 한 번씩 각 조각의 
증여자가 되며 또한 수령자도 된다. 위 그림에서는 피어    까지 표시돼 
있다. 피어 는 시드 가 되는 과정에서(수직축) 각기 다른 증여자-수령자 관계에 
서로 다른 답례자로 출현한다(답례로서 증여). 예컨대 피어 로부터 받은 에 
대해 피어 에게 조각 의 증여자가 되며, 이는() 로부터 받은 의 
답례다. 에 답례-증여하는 조각 은 애초에 피어 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제 는 를 에게 답례하고(), 를 에게 답례한다(). 

<A, B> → <B, E>
<E, B> → <B, C>

<C, B> → <B, A> 



⋮

⋮

  

   
⇌

⇌

⇌ 교차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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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다른 피어들에 대해서도 내부교환을 통해 시드가 되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조각 교환에서 일시적으로 증여자-수령자가 부분-식별되지만 그 조합된 
완전체 파일의 증여자는 없는 셈이 된다. 적어도 온전한 증여자가 식별되지 않는다. 
또는 ‘온전한 증여자’는 차라리 해당 스웜 자체가 될 텐데, 이 경우 우리가 기존에 
공유라 부르는 형태(전체의 전체에 대한 증여-수령)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렌트 ‘공유’는 실제의 선물-교환을 내부 메커니즘으로 익명화하는 작동이다. 

토렌트 클라이언트가 이런 메커니즘을 취하더라도 해당 피어가 시드로서 있기를 
의도적으로 멈추면 가용성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 예컨대 어느 피어가 모든 조각 
교환에 성공해 시드가 된 시점에서 클라이언트를 종료한다면 스웜은 그만큼의 시드
/피어를 잃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몇 번 벌어지더라도 새로 진입하는 피어/
시드가 많을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면 급기야 가용성 수치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가용성이 1.0보다 낮으면 스웜에 존재하는 조각의 조합이 
가상적인 완전체 파일을 이루지 못하므로 아무리 피어가 많더라도 온전한 파일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유형의 피어를 ‘리쳐’(leecher)라 하는데, 자신이 업로드한 
데이터양이 다운로드한 데이터양에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 증여:수령 비율이 1.0 
미만인 채로 - 스웜을 떠나는 피어들을 가리킨다. 

리쳐는 일반적으로 토렌트-교환에서 배척되며 어떤 경우엔 접속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작동상에서 리쳐를 걸러낼 방법은 없다. 
어쨌든 리쳐 역시 조각을 받는 중에는 피어로서 자신도 증여하고 있다. 즉, 작동상 
모든 리쳐들은 피어이므로 사전에 이들을 구별할 수 없으며, 실제로 양자의 용어를 
혼용해서 쓸 때가 많다(‘리쳐/피어’). 조각을 전부 수령한 후에도 접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피어들에게 계속 증여할지(seeding),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유지할지는 피어의 
선택에 달려있다. 결국, 이것은 피어의 선택-작동에 관한 사항이다(시드로서 남을 
것인가, 리쳐로서 떠날 것인가). 적어도 증여:수령의 비율이 1.0이 되게끔 ‘시딩’을 
유지하라는 것은 지금의 ‘공유절차’를 전반적 선물-교환으로 작동하게 하는 규정이 
표출되는 지점이다. 호혜성의 행동규범은 선택적 영역에서 부가되지만, 그와 별개로 
작동상 선물-교환은 이미 내적 교환정책(수령자이려면 증여자여야 함)으로 개입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시드를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리쳐를 축소하는 - 피어의 
증여:수령 비율이 1.0 이상이게 하는 - 것이면서, 가상적으로는 리쳐를 증폭하는 - 
피어로 있는 순간에 가용성이 1.0 이상이게 하는 - 것이다. (기술하겠지만, 토렌트-
교환의 이런 참여 방식은 오퍼레이션의 참여 형태와도 작동상 유사성을 보인다.) 

즉, 여기서 선물-교환의 작동단위는 호혜성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어가 
그런 행위로 표시되지 않을지라도, 리쳐가 피어로서 충분한 정도로 스웜에 ‘참여해’ 
있는 한 내적 호혜관계는 ‘행위자’의 의식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행위자’의 의식적 
답례 행위가 요청되는 지점은 내적 선물-교환 작동으로부터 결과적으로 현실화된 
‘공유’의 절차 전반에 대한 것으로, 그 특정의 ‘증여자’(증여의 행위)에 대한 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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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스웜 자체에 대한 답례에 가깝다. 아직 시드가 되지 않은 
익명의 피어들에 대한 ‘답례’(그들에게 직접 증여받은 적이 없더라도)는 엄밀히 선물
-교환 외적이며, 마치 공동체에 기여하는 노동자의 형상과 같이 이미 선물-교환인 
상황을 다시 확장하라는 요청이다. 개별 스웜이 답례 지점이 될 경우 개별 피어의 
부분적 증여-답례 지점은 그 집합적 형상 속에 다시 익명화된다. 시딩이라는 선물을 
통해 증폭된 스웜이 답례하는 것은, 이미 시드가 된 특정 피어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가상적 피어 집합에 대한 공유가능성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 {조각 , }, {조각 , }, {조각 , }, … 
⇒ 
…, {, 의 증여자}, {, 의 증여자}, {, 의 증여자}, … 

  
     …, {Pχ₂_peer D, P₃의 증여자}, …, {Pω₃_peer D, P₀의 증여자}, …, {Pψ₀_peer D, P₁의 증여자}, … 

   
     …, {Pχ₃_peer A, P₀의 증여자}, …, {Pω₀_peer A, P₁의 증여자}, …, {Pψ₁_peer A, P₂의 증여자}, …    

  
     …, {Pχ₀_peer B, P₁의 증여자}, …, {Pω₁_peer B, P₂의 증여자}, …, {Pψ₂_peer B, P₃의 증여자}, … 

  
     …, {Pχ₁_peer C, P₂의 증여자}, …, {Pω₂_peer C, P₃의 증여자}, …, {Pψ₃_peer C, P₀의 증여자}, … 

⇒ 
…, {조각 , }, {조각 , }, {조각 , }, … 

    ⋯ ,     ⋯ ,     ⋯

이것은 피어    가 서로 다른 스웜에서 서로 다른 증여(답례)-수령 관계로 
조우하게 된 경우를 상정한 상황이다. 물론 익명적 조우다. 피어는 서로를 인식하지 
않은 채로, 또는 부분적 인지 가운데 해당 스웜 교환상에 참여해 있다. 서로 다른 
토렌트 파일로 생성된 각각의 스웜은 단절돼 교환관계에 있지 않지만, 내부의 개별 
피어들은 각 스웜에 걸친 채 부분적 교환관계에 있다. 어느 피어가 다른 스웜에서 
의 증여자, 의 증여자, 의 증여자로 (내부 메커니즘에 따라) 부분-식별되더
라도,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피어 ’를 (인식론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피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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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피어 들’로 있을 뿐이다. 각각의 피어 들은 어느 
스웜에서는 리쳐일 수도, 다른 스웜에서 시드일 수도 있다. 스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선택-작동과 상관없이 내부 교환-작동으로 가상의 파일을 ‘갖고’ 있다. 피어들
이 분할한 채, 이미 분할된 서로 다른 조각의 증여자로 교차 배치되기 때문이다. 

는 증폭되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적 교차 배치로 분산되어 있다. 토렌트
-교환은 가상적 의 집합적 형상화(공유집합)를 현실적인 교환의 전개 가운데 도입
한다. 이 구도에서 는 와의 차이로 식별되지 않으며 로부터의 답례를 전유하는 
고정된 자리가 마련되지도 않는다. 역설적으로 피어는 리쳐뿐 아니라 시드가 될 때
도 내적 교환구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시드인 순간부터 답례 없는 증여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조각 전부를 가진 채, 다른 피어들로부터 받는 조각은 없게 된다. 
이 경우에도 시드는 파일 전체의 온전한 증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분-
조각들을 서로 다른 피어에게 증여하게 된다. 따라서 역시 답례의 고정된 지점으로 
할당되지 않는다. 

3) 익명적 선물-교환과 그 확장: 나눔 또는 공유의 범주 

지금의 부분적 또는 전반적 교차 배치가 앞서 익명적 교환 작동의 도식들과(4장 
1절, 2절과 부록들) 같은 꼴로 펼쳐진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다. 동질적인 임의의 
부분-조각이 동질적인 임의의 부분-피어들에 상호 ‘링크돼’ 있는 형상이다. 임의의 
피어가 익명적인 만큼이나 임의의 조각도 익명적이다. 즉, 어느 하나의 조각이 다른 
조각과 유의미한 속성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부분-피어가 스웜상에서 서로에게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런 임의의 피어-조각 집합이 서로 차이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은 
해당 스웜의 차이가 된다. 조각 와 조각 는 그것이 속하는 스웜 의 차이
로 ‘다른’ 것이다. 스웜은 피어-조각 집합들의 차이를 만드는 차이다. 

…, {{  },  }, {{  },  }, {{  },  }, … 

임의의 조각-피어(  )에 대해 토렌트-교환()의 원소가 존재하게끔, 즉 개별 
스웜이 존재하도록 조합하는 작동이 있다. 또는 임의의 조각-피어 조합을 스웜으로 
‘변형’하는 작동이 있어, 토렌트-교환이 존재하게 한다. 서로 구별되는 토렌트 작동
()의 결과로 각 스웜이 있을 때, 개별 스웜은 곧 토렌트-교환이 작동함(존재함)을 
표시한다. 토렌트-교환과 선물-교환 및 익명-교환의 형식상 유사는 집합론 수식을 
통해서 표현할 때 더 뚜렷이 드러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렌트-교환이 있다는 것(개별 스웜이 작동함)은 스웜 내부 조각-피어 배치를 
작동상 선물-교환과 익명-교환의 동시성 관계로 나타낸다. 두 교환형식의 교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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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참여자’의 분할 형식이 된다. 조각과 피어가 분할-부분들로 있게 함으로써 
‘공유’가 선물-교환 형식으로 전개되고, 동시에 ‘익명적으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익명-교환에서 생산물-생산자 조합이 또한 선물
-증여자 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선물-교환⇌익명-
교환의 변환가능성이 확인된다면, 호혜-교환과 비호환적인 익명-교환은 작동상 선물
-교환의 형태로 호혜-교환과의 관계 또는 간극이 (재)인지될 수 있다. 어쨌든 선물-
교환은 보충적 변환에 따라 호혜-교환과 호환가능태이기 때문이다. 선물-교환 일반
과 익명-교환 일반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익명적 선물-교환이라는 
교차 지대를 ‘공유’라는 특수한 범주로 식별하게 된다. 

토렌트 형식에 주목하는 이유도, 그것이 ‘공유’의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더라도 
교차의 가능성 조건에 관한 어떤 실마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유를 ‘내적 
분할의 부분-교환’으로 볼 수가 있다면 기존 체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토렌트-
교환에서처럼, 시드   가 결과적으로 같은 ‘물건’을 함께 갖게 될 때 그 내적 
절차에서는 피어들의 부분적 교환관계로 현실화되는 것이라면 말이다. 적어도 이런 
‘공유’ 형태는 선물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적으로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단지 분산된 물건과 증여자들의 양태 속에 ‘중간자의 처신’이 바뀌어 있다. 이 경우 
중간자는 답례-수령 지점의 고정적 식별 작동이 아니게 된다. 증폭된 ‘중간자들’이 
서로에 대해 일시적인 변동 답례 지점들로 자리를 뒤바꾼다. 

결국 ‘의 처신’에 관한 이 새로운 규정은 국지적 교환주체들을 촉성하고 있다. 
오퍼레이션상의 ‘생산물’은 마치 토렌트-교환의 조각처럼 이미 분할된 부분들이며, 
그것의 교차 배치는 가상의 조합된 생산물의 존재를 상정한다. 그 ‘완전체’의 가정 
하에서 오퍼레이션 경로 내 생산물-생산자 교차 배치가 부분적 선물-교환이 된다. 
어느 생산-집합에서 링크한(수령) 부분-생산물에 대해서 다른 생산-집합으로 부분-
생산물이 링크된다(증여). 국지적으로 링크자들이 식별되더라도 ‘완전체’의 증여자-
수령자 자리는 공백처럼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식별되는 중간자-링크자도 분할돼 
있기에,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시 어느 생산-집합들에 속하는 것으로만 확인된다. 
따라서, 예컨대 오퍼레이션 IceISIS의 생산물은 고정된 생산자와 링크자의 이름이 
없으며 애초에 하나의 오퍼레이션 생산물로 개체화될 수도 없다. 즉, 생산물 자체도 
분할한 채로 있다. 어느 부분-생산물은 오퍼레이션 No2ISIS의 생산-집합에서, 또 
다른 부분-생산물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의 어느 생산-집합에서 링크해 오고 다시 
링크돼 가는 식이다. 말하자면, 해당 오퍼레이션의 가상적인 완전체는 부분-생산물, 
부분-생산자, 그리고 부분-링크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익명적 선물-교환이 익명-교환에 포함되고 교환이 ‘공유’처럼 현시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익명적 선물-교환 지대를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그것의 
확장형으로서 익명-교환의 자리 역시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익명적 선물-교환은 
호혜-교환과 압축-지연, 수축-증폭의 관계 속에 있다. 압축된 선물과 지연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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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기와 의 수축 등등. 그렇다면 호혜-교환의 상황에서 익명적 선물-교환이 
있어 내부로부터 어떤 확장을 시도할 때, 익명-교환의 가능성 지대 역시 확장될 것
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런 현실적 확장의 운동이다. 만약 ‘공유’가 익명적 
선물-교환 작동이라면, ‘공유’의 확장에서 익명적 상황의 확장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공유 권리를 처음 문제 삼은 작전이었고, 직접적으로 토렌트
-교환 증폭의 시도를 지지하는 운동이었다. 비트토렌트가 파일공유의 가능성 집합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해적만’ 같은 사이트가 토렌트 파일을 익명의 방식으로 공유
하면서 증폭의 ‘씨앗’을 모은다. 해적만은 토렌트 파일 자체의 교환작동으로, 대상 
파일과 별개로 그것의 부분-교환을 실행하는 토렌트 파일의 교환을 말한다. 저작권 
업체들이 해적만 작동의 수축을 시도할 때 파일공유의 현실화 가능성을 또한 수축
시키는 일이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해적만을 위한 ‘복수’를 시도할 때 스스로를 
저작권 업체들과의 싸움으로 확장·전환한다. 또한 해적만 폐쇄에 대해 ‘해적당’ 
(Piratpartiet)이 현실 정당정치로 개입할 때, 공유는 정치적 어젠다가 된다. 

2006년 5월 31일, 스웨덴 경찰은 스톡홀름에 있는 해적만 서버를 저작권법 침해 
혐의로 압수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켰다. 그에 앞서 2005년 7월,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 권고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개정된 법률 하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적 이용을 위한 비영리 자료 공유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됐다. 그 이전까지 그런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는 당시 법 개정 배후에 미국 정부와 영화업계가 있었다는 
사실인데, 미 정부는 무역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스웨덴 정부를 압박했다.77) 해적만 
서버 압수수색은 미 영화협회(MPAA) 고발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직접이해 당사국의 
외교적 압력과 정부의 국내법 개정, 이어서 자국 소재 최대 공유사이트에 대한 고발 
및 압수 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의 타깃을 향해 짜인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방식의 개입은 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방편으로, 국가의 법률적 규제 항목을 벗어나 있는 비가시적 잉여 작동에 대해 
그것을 법의 테두리 내로 가시화하는 것은 ‘불법’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의 도입을 
통해서다. 스웨덴 정부 관점에서 ‘해적만’이라는 공유집합은 하나의 ‘불법단체’로만 
인식된다. 비체계적인 것을 특정 체계의 평면으로 붙들어 매는 국가의 개입은 이런 
형태의 명명절차를 거쳐 등재된다. 

2005년 7월 스웨덴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시행할 때, 이미 12월 말에서 이듬해 
1월 초 사이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2006년 
1월 1일, 리카드 팔크빙어(Rickard Falkvinge)는 인터넷에 해적당(piratpartiet.se)
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름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를 

77) TorrentFreak, “Sweden threatened with Trade Sanctions by the US over the 
Piratebay,” 2006-6-22, (https://torrentfreak.com/sweden-threatened-with-trade- 
sanctions-by-the-us-over-the-pirate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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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바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이점은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이 집단이 ‘정당’의 형태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해적당은 2006년 2월, 스웨덴 
정당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오백 명의 자필 서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현실세계’에서 정식으로 정당 승인을 받는다. 그 후 2006년 5월 해적만 압수수색은 
해적당의 대중적 인지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시켰다. 경찰의 해적만 서버 습격 당일 
500명의 신규 당원이 가입했으며, 다음날 930명이 새로 가입해 당원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06년 9월 총선에서 해적당은 0.63%를 득표하면서 세 번째로 큰 원외
정당이 됐고 해적만 재판결과가 공개된 2009년 9월에는 당원수가 5만 명을 넘는다.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운동’을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보이는 수치는 분명 긍정적 
부분이 있다. 현실정치에 단일 어젠다를 끌고 들어간 예외적인 작동의 결과는 과거 
독일 녹색당이 보여준 성과에 비견되기도 한다. 2009년 9월의 지방선거에서 성공한 
독일 해적당을 필두로, 현재 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돼 활동 중이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30개국에서 창당이 준비 중이다. 2010년 4월 18일, 브뤼셀에서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 설립된다. 2012년 출범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2016년 총선 여론조사에서 43%의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78) 
2015년 4월부터 1년 넘게 아이슬란드 정당 중 최고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는 당시 
연립 집권당인 독립당과 진보당의 지지율 합계를 넘는 것이었다.79) 2016년 10월의 
총선에서 독립당에 이어 원내 제2당이 됐다.80) 

해적당은 문화적 창작물은 공유가 많이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에 대해 그것이 “원래대로 복원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권리가 오직 창작자에 귀속됨을 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에 “상업적 
복제(copying)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본래적 권리를 축소시켰다”라는 
주장이다.81)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 “법은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만 규제
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의 공유는 불법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창작자의 귀속권

78) Iceland Monitor, “Almost half of Icelandic nation now want the Pirate Party,” 
2016-4-6, (http://icelandmonitor.mbl.is/news/politics_and_society/2016/04/06/al 
most_half_of_icelandic_nation_now_want_the_pirate/) 

79) Independent, “Iceland's Pirate Party takes big lead in polls ahead of election 
next year,” 2016-1-26,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iceland- 
pirate-party-takes-big-lead-in-polls-ahead-of-election-next-year-a6834366.html) 
80) Alaska Dispatch News, “Iceland’s prime minister resigns, after Pirate Party 

makes strong gains,” 2016-10-31, (https://www.adn.com/arctic/2016/10/31/ice 
lands-prime-minister-resigns-after-pirate-party-makes-strong-gains) 

81) “Pirate Party Declaration of Principles/3.2/Free Our Culture” (https://en.wiki 
source.org/wiki/Pirate_Party_Declaration_of_Principles/3.2/Free_Our_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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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화돼야 하고 그 권리는 시효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82) 즉,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저작권 업체에게 주어진 권리다. 저작권 업체의 독점권을 지키는 것보다 비영
리적 공유권리를 인정하는 게 사회에 주는 이익이 크므로 양자의 영역을 지금보다 
균형적이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 우리 관심에서는 해적당의 강령이 창작자와 
배포자의 배치 안에 공유자의 자리를 삽입시킨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기서 배포자와 
공유자의 동일 작동상(다수 배포) 분기점이 되는 것은 상업적(유상 배포)-비상업적
(무상 배포) 선택작동이다. 앞서의 표현으로 하면 과 의 분기작동이다. 해적당 
강령은 후자의 자리를 자연권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할당한다.83) ‘공유권’을 기본권
의 범주로 가시화하는 이런 규정은 의 익명화를 통해 을 익명화하면서 사실상 
의 자리를 공백화 한다. 즉,  자체를 다수 로 분할·분산시킨다. 이제 로부터의 
‘선물’은 다수 들의 재현인 동일자 가 아니라 다수   들에게 주어지며, 부분들 
사이의 내부 선물-교환을 통해 공유(분산적 증여-수령)된다. 를 있게 하면서 를 
없게 하는 작동의 역설은 익명적 선물-교환의 역설을 달리 표시하는 것이다. 의 
자리는 로부터 마련되기보다 다수 들에서 산출되며, 각자의 들을 같지만 다른 
들처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증여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또한 답례 지점들을 분산된 다수 형상으로 만들어내면서 
교환이게 한다. 

이런 변형은 지금의 교환을 -의 이자구도로 환원하지는 않는다. 창작자 또는 
원증여자인   자신이 공유-교환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이상 ‘가상적으로’ 가 중간
에 삽입되기 때문이다. 는 에 대해 최소 3단계 링크 지점에 있다. 토렌트-교환의 
‘스웜’처럼, 는 가상적 -집합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하게 된다. 실제로는 들끼리 
주고받은 것이다. 그 ‘있지만 없는’  자리는 여기서 의 생산물-선물을 분할하는 
작동으로 현실화한다. 배포자 이전에 분할자다. 생산물 는 다수-선물   ⋯ 

로 분할해 집합적 형상    ⋯ 을 이룬다. 현실적 내부 교환 가운데 이런 
가상적 분할 작동이 상정되는 한, --의 가상-현실적 삼자구도에서 는 에 
대해 를 익명화하고 는 를 익명화한다(는 자신이 익명화하는 다수 들의 집합 
자체로 있게 된다). 따라서 는 가상의 가 아닌 다른 들에게 현실적인 답례를
(분할-선물의 재증여), 에게 (준)답례를(귀속권의 인정) 되돌리게 된다. 

‘귀속권’의 문제는 생산물-선물의 분할 작동에서 사실상 유일한 답례 지점을 식별
한다. 이제 생산물은 가 아니라 전적으로 에 귀속되기 때문이다(해적당의 해석). 

82) “Pirate Party Declaration of Principles/2.0/Free our culture” (https://en.wiki 
source.org/wiki/Pirate_Party_Declaration_of_Principles/2.0/Free_our_culture) 

83) “Pirate Party Declaration of Principles/3.2/Free Our Culture” (https://en.wiki 
source.org/wiki/Pirate_Party_Declaration_of_Principles/3.2/Free_Our_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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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산물 는 가 아니라 의 선물이다. 다수-선물   ⋯ 의 조합된 집합
으로서 에 대한 답례는    ⋯ 의 집합으로서 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그 
가상적 ‘완전체 ’는 익명적 내부 교환의 개별 상황들 속으로 현시되지는 않는다. 
그것의 ‘생산자’도 없으며, ‘증여자’도 없다. 각각의 분할된     등등의 일시적 
증여-답례 지점들은 내부 교환의     등등이 된다. 는 어느 경우에도 따로 
식별되지 않으며, 단지 분할적 현실화와 집합적 가상화의 이중적인 작동절차 속에서 
‘나눔’(분할/공유)의 연산자로 드러난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이 이 구도에 개입하기로 한 선택은 지금의 상황-관점을 지지
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미 해적만과 해적당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앞선 요소와의 
접속을 통해 상황의 확장을 꾀한다. 이로써 2010년의 작전은 이전 존재들을 자신의 
개입 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번엔 자기 스스로 익명적 교환의 전개라는 형상을 
취하면서 말이다. 해적당과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차이는 결국 상황의 재현과 상황 
속 현시의 차이일 수 있다. 의회정치의 당사자로서 해적당은 새로운   의 형상을 
- 주장하면서 - 그것이 현시되는 상황 바깥에서 재현하며, ‘대변자’로서 명명하고 
자신도 명명된다. 기본적으로 해적당은 정당조직의 형태로 전개된다. 그것의 성패는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수로 판단되며, 투표 행위로 유권자를 식별하고 유권자로부터 
투표 대상으로 식별된다. 반면,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스스로 익명의 ‘-연산자’처럼 
작동한다. 를 나누면서 를 증폭하고 를 증폭하면서 를 증폭하지만, 자기 자신
은 익명성 속에 남는다. 오퍼레이션 페이백 역시 새로운   의 다수 형상을 선언
하고 자기-규정한다. 그러나 익명-교환을 있게 하고 또 스스로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 어나니머스의 반(反/半)조직화는 익명적 선물-교환이라는 반(反/半)-
교환으로 전개된다. ‘익명-교환이 있다’는 가설적 명제(부록 1)는 그것을 입증하려는 
어나니머스 자신의 명제이기도 한 것이다. 

물건은 분명 만들어지고 생산물은 선물로서 교환되지만, 그것이 교환되는 자리에
서 증여자( )는 생산자가 아니며 생산되는 자리에서 생산자()는 증여자가 아니다. 
생산자 가 증여자가 되는 것은 증여자 들의 상호교환을 거치고 난 후다. 또는 
간 교환을 조건으로 가상적 선물 의 증여자로, 그것의 ‘집합적’ 생산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익명적 선물-교환은 부분적 선물-교환(∃ )과 비-선물교환(∃ )
의 교합이다. 단지 이때의 비-선물교환적 짝은 비선물-교환, 즉 거래교환(∅)의 
그것이 아니라 교환/생산자리 설정범위에 따른 결과다. 동일 범주의 증여자에 대해 
선물-교환과 거래-교환이 짝지은 형태가 아니라, 분할-생산물 교환(=선물)이 생산자 
를 해당 교환의 당사자로 식별되지 않게 하는 형태의 결합인 것이다. 는 현실적 
교환에서 ‘가상화’되거나 가상적 교환에서 ‘현실화’된다. 

익명적 선물-교환의 짝은 서로에 대해 빠져나가는 것들의 조합이 된다. 만약 원래 
상황이 거래-교환 상황이었을 경우라면, 그것을 어떤 형태의 선물-교환 상황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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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동에서 가 생산자와 증여자 범주로 분리된다. ‘같은’ 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자기-변형하는 것이다. 지금의 역설적 형태는 그 논리-형식적 접근을 통해 
덜 모호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부록 5 참조). ‘증여자 아닌 생산자’들의 
집합 는 거래-교환 상황에 부분으로 포함되지만 당사자로 속하지는 않으며, 또한 
그럴지라도 선물-교환 상황에는 속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개별 ∈는 거래-
교환 당사자로 식별됐더라도 개입된 선물-교환 작동으로 도출된 집합적 는 거래-
교환 당사자로 식별되지 않고, 한편으로 개별 ∈는 선물-교환의 당사자로 식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호공제 또는 교차적 선물-교환 짝을 내부 작동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익명적 선물-교환’일 때, 그것은 일반 선물-교환도 아니고 거래-교환도 
아닌 무엇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짝-결합은 익명적 선물-교환이 존재하는 상황을 어느 하나의 
교환형식에 고정되지 않게 한다. 생산물로 식별되는 생산자-집합에서 교환물(=선물)
로 식별되는 교환자-집합으로의 변형에서, 교환이지만 교환이게 하는 작동의 결과는 
아닌 부분이 있어 그런 개입적 간극의 존재로 생산자-집합을 교환자-집합과 같지 
않게 한다. 생산자-집합은 애초에 생산물과 그 생산자로 식별되는 ‘친자관계’ 집합
이었음에 유의하자. 교환자-집합은 교환물과 그 증여자로 식별되는 ‘결연관계’ 집합
이다. 익명적 선물-교환이란, 생산물-생산자 친자집합에 포함되면서 교환물-증여자 
결연집합에 속하되, 단 생산-친자집합에서 교환-결연집합으로 가는 어떤 함수의 상
(식별된 교환자의 이름들)에는 속하지 않는 ‘교환’이다. 이것은 앞선 우리 논의에서 
익명적 생산-집합으로 다루었던 그것에 좀 더 가까워지는 형상이다. 익명-교환적 
생산-집합은 생산의 친자관계를 어긋난 교차배치의 결연관계로 바꾸면서 소유상태
와 답례상태로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작동이기 때문이다(4장 1절). 

결국 익명적 선물-교환은 어떠한 형태의 익명-교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 교환이지만 교환적이지 않은, 생산은 아니지만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식별자들에게서 내부의 익명적-불법적인 원소들을 뽑아내는 
‘선택’ 작동이 있어, 그 조합으로 어떤 선택집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익명적 선물-교환으로 작동하는 한, 우리가 ‘공유집합’이라 부르는 것의 형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익명적 선물-교환이 반(反/半)-교환이자 반(反/半)-생산인 것이라면, 
그리고 ‘공유집합’이 존재하는 형식이 된다면, 공유집합은 거래-교환 상황과 선물-
교환 상황 사이, 또는 생산적 친자관계와 교환적 결연관계 사이 어딘가에서 있지만 
식별 불가능하다. 즉, 익명적으로 존재한다. 공유의 범주는 가상적 선물의 분할을 
통한 현실적 분산절차(‘나눔’), 익명적 선물-교환이 산출하는 내적 확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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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익명적 장소-개입의 범주(II) : 해킹-공유 

공유집합의 확장 시도는 기존 체계들의 간극으로 개입하면서 교환을 둘로 쪼갠다. 
단순히 거래와 선물을 나누고 생산과 교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리된 범주 
내부로 재개입하면서 자신의 익명적 자리를 마련하고 동시에 생산체계와 교환체계 
모두를 ‘비-체계화’하는 것이다. 공유집합 자신이 반-교환/반-생산의 ‘비체계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변형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이때 ‘비-체계’는 물론 기존 체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비-체계’는 다른 체계성 가운데 ‘체계적’이다. 즉, 다른
(자신이 체계적이게 되는) 체계를 만들어 낸다. 이 새로운 상황의 확장에서 공유는 
생산/교환의 예외가 아니라 기본적인 또 하나의 ‘교환’이며 ‘생산’이다. 기존 교환과 
생산 범주를 변형시키면서 그렇게 한다. 체계의 관점에선 여전히 반-교환이고 반-
생산이면서, 그래서 어느 하나로 식별되지 않으면서 말이다. ‘확장중인’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비-체계성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다. 즉, 체계로부터 
빠져나간다. 적어도 그 빠져나가는 어떤 자리 안에서 더 이상 공유는 ‘불법복제’나 
‘위조’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내부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실제로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2012년부터 ‘오퍼레이션 ANTI-ACTA’, ‘오퍼레이션 
SOPA’ 등으로 확장 전개된다. ACTA, 즉 ‘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 
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은 공유물을 위조품(counterfeit)으로 (재)명명하는 
기존 체계의 관점을 반영한다. 이 국가 간 협약에서 공유는 ‘위조’라는 반-생산
(contre-faire) 범주로 (재)식별된다. 생산물의 다수 분할은 토렌트 방식의 쪼갬이든 
원본의 복제-전이든 사실상 같은 형태의 분할 작동을 통해 생산자/증여자의 범주적 
분리를 실행하고, 반-교환이 된다. ACTA는 반-생산을 반-거래(trade)로 고정한다. 
‘거래 당사자’가 반-교환에서는 삭제되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서 
ACTA는 반-생산적 반-거래를 ‘위조품 거래’라는 불법으로 형식화한다. 공백이 된 
‘배포자-중간자’(저작권 업체들)의 자리를 기존 거래행위의 범주로 다시 불러온다. 
반-생산적 반-교환은 ACTA의 작동상에서 - ‘선물의 법’이 아니라 - ‘거래법’ 위반
(반-거래)이게 된다. 

어나니머스의 관점에서 반-생산적 반-교환은 공유의 형식이다. 반-생산의 범주를 
재전유해 반-교환으로 공유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 경우 공유는 비-거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아니게 된다. 애초에 거래법 대상에 속하지 않고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공유가 비상업적으로 작동하는 한, 즉 무상 배포자가 또 다른 
유상 배포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래 외적인 것일 수 있더라도 거래위반일 
수 없다. 반면에 ACTA는 비상업적 배포 역시 기존 거래 범주 내로 포섭해 그것을 
위반하게 한다. 이 구도에서 당연히 위반이게 되는 것은 모두 ‘위조품’ 영역에 들어
간다.84) 복제약과 가짜 상표와 디지털 복제파일 등이 하나의 동일한 반-생산물로서 
규제 대상이 되거나 규제 가능 범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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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 2장 제4절(형사 집행) 23조(형사상 범죄) 1항은 “직접 또는 간접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활동들로 수행된 행위”를 포함해, “적어도 상업적 규모의 
의도적인 상표 위조 및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형사법 대상인 불법
행위로 간주, 형사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85) ACTA 2장 제5절 27조(디지털 환경에
서의 집행) 제4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추정되는” 
계정의 가입자 신원정보를 저작권자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86) 27조 제3항은 
위조품 및 저작권 침해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공동체 안에서 
협업의 노력”을 촉진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이로써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의심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의 범위와 정도가 확대되며, 그러한 불법 
여부의 판단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사기업인 인터넷 중개자나 저작권 업체들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있다(EDRi 2012a). 특히 4항 정보 제공 규정은 “수백만 개인과 
사용자들에 대해, 불법 추정과 무관하게, 고지 없는 모니터링과 인터넷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기록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EDPS 2010).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이 있는 이런 조항들은 중개자인 거래 당사자들이 조약 
협상과정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제약산업협회(PhRMA)와 
국제지적재산연맹(IIPA), 미국영화협회(MPAA)와 음반협회(RIAA) 등이 조약문 초안 
작성단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Horten 2013).87) ACTA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2008년 위키리크스가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처음 대중에게 그 존재가 

84) ACTA 1장 제2절(일반정의) 제5항 (d) 위조품이란 해당 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등록된 상
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해당 상표와 본질적 측면에서 식별 불가능한 상표, 그로 인해 2장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법적 체계)에서 명시된 절차가 적용되는 국내법상 당사자인 상표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그 포장을 포함하여, 승인 없이 단 모든 물건을 뜻한다. (k) 
저작권 침해 상품이란 생산국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가 승인한 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복
제물, 그리고 해당 복제가 2장(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법적 체계)에서 명시된 절차가 적용
되는 국내법상,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있는 물건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뜻한다. 

85) 위조규정과 처벌규정은 조금 차이를 보인다. 위조품이더라도 구속이나 벌금 등 형사법에 
따른 처벌(제24조)에 있어서는 “상업적 규모”의 위조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적어도” 상업적 규모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은 “상업적 규모”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비상업적 활동까지 확대 적용될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EDRi 2012b). 23조 1항 “간접적 이익”과 이어지는 2항 “의도적 행위”, 4항 “방조의 
형사 책임”에 관한 규정 모두 그 정의가 불명확하다(ibid.). 형사상 범죄 구성과 별개로, 
해당 조항이 위조 규정 자체를 “상업적 규모”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86)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권한당국이 권리자가 상표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주장을 제기했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
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
되는 계정의 가입자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87) Ars Technica, “RIAA’s ACTA wishlist includes gutted DMCA, mandatory filters,” 
2008-7-1, (https://arstechnica.com/uncategorized/2008/06/inside-the-riaas-acta 
-wis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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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88) 이후 자유소트프웨어재단(FSF)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 같은 단체가 
공개서한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심대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AC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89)90) 2012년 1월 유럽의회 
ACTA 조사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배제, 협상 초기부터의 투명성 부재” 등 ACTA를 
둘러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시민들의 자유에 미칠 부정
적 영향을 경고하면서 조사위원직을 사임한다.91) 후임 조사위원은 “조약체결에 따른 
이익보다 시민권 침해의 잠재적 위협이 훨씬 크므로” ACTA 서명에 거부할 것을 유
럽의회에 권고했다.92)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국제조약인 ACTA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 접근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한다(MSF 2012). 

ACTA와 안티-ACTA의 작동은 ‘공유’라는 중간지대를 둘러싼 싸움처럼 보인다. 
반-생산적 반-교환을 다시 거래이게 하려는 ACTA는 반-위조(anti-counterfeiting)
라는 법적 체계를 세워 공유를 반-생산적(counterfeiting) 자리로 위치시키고 ‘불법’
이게 한다. 그에 대한 안티 작동은 이제 반-반위조(anti-anti-counterfeiting)로서 
반-생산의 자리를 재정립하는데, 거래집합 관점에서의 ‘위조’와 같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공유집합의 관점에서 반-생산은 거래 당사자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의 
교환이 되기 때문이다. 즉, 거래법상의 재현된 당사자들이 아니게 하면서 (거래법 
체계상) 비재현적인 무언가의 참여자들로 현존케 한다. 예컨대, 거래법상 권리(거래 
당사자로 식별된 자에게 주어진 권리)로 주장되는 것에 대해 ‘기본권’이나 ‘시민권’ 
같이, 특정 재현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런 형태의 비-재현적 현존(빼내면서 있게 하는 것)은, 기존의 체계를 변형하는 
형상화인 한, 그것으로 지시되는 것이 비-특정적일지라도(‘사람’, ‘시민’) 구체적인 
정치운동처럼 전개된다. ACTA와 안티-ACTA 모두 기본적으로 같지만 다른 안티 
작동이다. 반(反)-생산적 반(反)-거래 ‘행위’가 그것에 대한 안티로서의 ACTA 관점
에서 ‘위조’로 식별되는 것이라면, 다시 그것에 대한 안티 작동(Anti-ACTA)은 
ACTA 관점에서 반-생산/반-거래(‘불법행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反/半)-
생산적 반(反/半)-교환으로 변형함으로써 ‘공유’라는 다른 범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반-거래이지만, ‘교환’ 또는 ‘생산’의 어느 하나로 식별되지 않으면서 
기존 체계와 다른 구도를 만들어 낸다. 앞서 해적당이 ‘공유 권리’를 거래나 생산의 

88) WikiLeaks, “Proposed US ACTA plurilateral intellectual property trade 
agreement(2007),” 2008-5-22, (https://wikileaks.org/wiki/Proposed_US_ACTA_mul 
ti-lateral_intellectual_property_trade_agreement_%282007%29) 

89) “ACTA: A Global Threat to Freedoms (Open Letter),” 2009-12, (http://www. 
laquadrature.net/en/acta-a-global-threat-to-freedoms-open-letter) 

90) FSF, “Speak out against ACTA” 2008-6-19, (http://www.fsf.org/campaigns/acta) 
91) The New York Times, “A New Question of Internet Freedom,” 2012-2-5, 

(http://www.nytimes.com/2012/02/06/technology/06iht-acta06.html) 
92) BBC News, “Euro MP David Martin dismisses anti-counterfeiting treaty,” 

2012-4-16, (http://www.bbc.com/news/technology-1772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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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가시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퍼레이션 ANTI-ACTA’는 결국 ACTA에 대한 안티적 변형 작동이다. 그것의 

구체화는 조약체결에 동의한 국가의 정부기관 사이트를 공격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동시에 안티 작동이 자신의 권리영역으로 정립하려는 것은 그런 ‘없음의 있음’이다. 
부재했던 것(공유의 자리)이 이제 존재하게 되거나, 있어서는 안 되던 것(‘불법적인 
것’)이 있게 되는 것, 당사자가 아니었던 것(비-재현)이 현존하게 되는 것 등은 익명
의 존재를 주장하는 오퍼레이션의 선택적 개입으로 가시화한다. 즉, 체계에서 빠져
나가는 비체계성을 노골적으로 무기 삼으며 ‘공격절차’의 선택-작동을 현실화한다. 
자기 자신이 ‘공유집합’인 오퍼레이션의 ‘생산절차’는 존재양태에서 공격작전으로의 
개입적 전개(디도스와 해킹)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1. 공격-작전들과 공유-집합 

1) 생산절차에서 공격절차로 

저항은 폴란드에서 시작했다. 2012년 1월 19일 폴란드 정부가 ACTA에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93) 21일부터 폴란드 총리실과 대통령실, 하원, 문화부 등 
정부기관과 저작권협회(ZAiKS) 등 관련 단체 웹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 
같은 날 유튜브 등을 통해 발표된 ‘오퍼레이션 ANTI-ACTA’ 선언문에서, “ACTA는 
인터넷 행위자들에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감시와 검열을 강제하는 새로운 형사
제재를 부과하고, 인터넷 기업들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자 인터넷 공유 문화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we the people think this is 
unacceptable). 

오퍼레이션 ANTI-ACTA에 온 것을 환영한다. 거기 누구 있거든, 당신 자신이나 
폴란드 형제자매들의 자유를 위해 우리 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ANTI- 
ACTA의 구호를 널리 확산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최우선순위는 이메일·문서를 
포함해 정부의 기밀정보를 훔치고 유출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는 폴란드 정부와 
기타 고위기관의 웹 사이트들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 작업을 검열하려 든다면, 
사람들의 힘으로 검열을 없애 버릴 것이다. 이 시점부터 1월 26일까지, 우리는 
폴란드 정부기관 웹 사이트를 방해공격하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유출시킨다. 
사람들을 검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폴란드 정부에게 말한다. 이것이 

93) Global Voices, “Poland: Netizens Protest Government's Plan to Sign ACTA Next 
Week,” 2012-1-22, (https://globalvoices.org/2012/01/22/poland-netizens-protest- 
governments-plan-to-sign-acta-next-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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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마지막 기회다. ACTA를 거부하라. 아니면 민중으로부터의 결과를
(consequence from the people) 직면하게 될 것이다. 

(#Operation ANTI-ACTA, 2012-1-22, 강조는 원문) 

선언문은 정부에 대한 공격 주체를 사람의 범주(“the people”)에 속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람들’을 ‘익명’으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 어나니머스는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 ‘익명’에 속하게 함으로써(참여의 촉구) 이중의 빼냄을 
진행한다. ‘거기 있는 누구든’ 폴란드 국민이 아니라도 작전에 참여하길 요청하면서 
특정 국가 상황으로부터 빼내고, 다시 ‘사람들’이란 형상에 속하게 함으로써 거래법 
문제에서 기본권 문제로 상황을 빼내 (거래법 상황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기본권 
상황의) 참여자이게 한다. 오퍼레이션은 사람들의 국지적 주체화가 된다. 즉, ‘어떤’ 
사람들의 재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분-현시다. 공격은 이후 국가안보국과 외무부 
사이트를 일시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24일부터 국회의사당 앞과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군중시위로 이어진다.94) 26일 조약체결 이후에는 전국 규모로 시위가 확대
된다.95) ‘오퍼레이션 ANTI-ACTA’는 디도스 툴을 배포해 ACTA 지지단체들의 웹 
사이트까지도 공격 범위에 포함시켰다. 폴란드 주요 사이트들은 ACTA에 저항하는 
의미로,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내리는 ‘블랙아웃’(blackout)에 동참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한국 등 이미 서명한 8개국 외에, 폴란드를 비롯한 EU 일부 
국가가 조약에 서명한 26일, 앞서 언급한 대로 유럽의회 ACTA 조사위원이 사임하
고, 이어 유럽 전역에서 반-ACTA 시위가 전개된다. 폴란드 하원의원 일부는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비준동의안 의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96) 폴란드 
총리는 비준을 보류한다. 2012년 2월, ACTA에 대한 애초의 지지를 철회하고 비준
계획을 공식 폐기했다.97) 폴란드에서 시작한 반대시위는 이미 유럽 200개 도시들로 
확산돼 있었고, 체코, 독일,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정부 등이 잇따라 비준을 보류했
다.98) 심지어 폴란드 정부는 EU 국가들에게 ACTA 비준에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게 된다. 2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법원(ECJ)에 ACTA의 기본권 

94) IBTimes, “Act against Acta: Demonstrators Protest against Poland Signing,” 
2012-1-25, (http://www.ibtimes.co.uk/act-against-acta-demonstrators-protest-pol 
and-signing-287236) 

95) AP, “Poland signs copyright treaty that drew protests,” 2012-1-27, (https:// 
sg.news.yahoo.com/poland-signs-copyright-treaty-drew-protests-102302237.html) 

96) Forbes, “Amid ACTA Outcy, Politicians Don Anonymous Guy Fawkes Masks,” 
2012-1-27, (https://www.forbes.com/sites/parmyolson/2012/01/27/amid-acta-out 
cy-politicians-don-anonymous-guy-fawkes-masks/#74d552045064) 

97) The Scotsman, “Poland and Slovenia back away from ACTA,” 2012-2-18, 
(http://www.scotsman.com/news/world/poland-and-slovenia-back-away-from-act
a-1-2124655) 

98) Wired, “How the European Internet Rose Up Against ACTA,” 2012-2-21, 
(https:// www.wired.com/2012/02/europe-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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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2012년 7월 유럽의회 투표 결과, 반대 478표, 
찬성 39표로 비준동의안이 부결됐다.99) 이로써 ACTA에 서명한 유럽연합 22개국의 
국내 비준은 사실상 무산됐다. “민중으로부터의 결과”를 직면한 각국 정부는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ACTA에 반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V-1. ACTA 비준에 반대하며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의회에 모인 폴란드 의원들 
2012년 1월100) 

오퍼레이션 ANTI-ACTA는 직전의 오퍼레이션 SOPA 또는 오퍼레이션 블랙아웃, 
오퍼레이션 메가업로드 등과 경로상 연결돼 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SOPA(Stop Online Piracy Act)는 2011년 10월 말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이며,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및 위조 트래픽에 대한 법적 조치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국외 사이트를 포함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견된 웹 사이트들에 대해 
광고 및 거래 금지, 검색엔진의 링크 금지, 그리고 사이트 접속 차단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며, 저작물의 승인 받지 않은 스트리밍에 대해 현행 형사법을 확대 
적용해, 최고 5년 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101)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무부나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터넷 블랙리스트”
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 

99) CNET, “'Last rites' for ACTA? Europe rejects antipiracy treaty,” 2012-7-4, 
(https://www.cnet.com/news/last-rites-for-acta-europe-rejects-antipiracy-treaty) 

100) The New York Times, “A New Question of Internet Freedom,” 2012-2-5, 
(http://www.nytimes.com/2012/02/06/technology/06iht-acta06.html) 

101) House Judiciary Committee, “H.R.3261 – Stop Online Piracy Act,” 2011-10-26, 
(http://www.webcitation.org/63oCICqjh?url=http://judiciary.house.gov/hearings/p
df/112%20HR%2032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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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A에 따르면(Section 102) 권한당국은 특정 외국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규정하는 법원명령을 얻는 것이 허용되며, 인터넷 중개자(ISP)에게 저작권 
침해 의심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해당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불량사이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유지하게 되리라는 걸 
의미한다.102) 이런 방식의 필터링과 접속 차단 조치가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합법화하게 되면,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차단하고 싶어 안달인 다른 나라 정부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103) 위키미디어를 비롯해 이베이, 야후, 구글, 트위터 등의 인터넷 기업들 
역시도, SOPA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웹 사이트들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을 미국 정부에 쥐어주는 “인터넷 블랙리스트 법안”이 될 것이라며 
입법에 반대했다.104) 미국 상공회의소는 법안 내용 중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없다며 ‘블랙리스트 법안’이 아니라고 옹호했지만,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블랙
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어야지만 블랙리스트인 게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이 
바로 블랙리스트인 것이라고 반박한다.105) 

SOPA 법안은 같은 해 5월 미국 상원에 제출된 PIPA(PROTECT IP ACT) 법안과 
더불어 저작권협회와 제약회사, 미디어 관련 단체 및 기업, 그리고 미국영화협회
(MPAA)와 음반협회(RIAA)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SOPA 법안 심의가 열린 11월 16일 이른바 “미국 검열의 날”, 모질라, 텀블러 등 
SOPA 및 PIPA에 반대하는 입장의 인터넷 기업들은 사이트 로고에 “CENSORED”, 
“STOP CENSORSHIP” 등의 검은색 배너를 달아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후 여러 
사이트들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2012년 1월, 최초로 레딧(reddit. 
com)이 18일 하루 동안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106) 뉴스 공유 사이트인 레

102) Time, “Congress’s Piracy Blacklist Plan: A Cure Worse than the Disease?,” 
2011-11-7,(http://techland.time.com/2011/11/07/congresss-piracy-blacklist-plan-
a-cure-worse-than-the-disease) 

103) ibid. “만약 영국 정부가 자국 주요인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언론의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랑스 정부가 보기에 혐오발언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미국 사이트들을 차단하겠다면 어찌할 것인가?” 

104) The Guardian, “Sopa condemned by web giants as 'internet blacklist bill',” 
2011-11-16,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1/nov/16/sopa-conde 
mned-internet-blacklist-bill) 

105) EFF, “The Stop Online Piracy Act: A Blacklist by Any Other Name Is Still a 
Blacklist,” 2011-11-7. SOPA 102절 차단 조치 외에도, 저작권 침해 추정 사이트에 대한 
지불 동결 조치 관련, 103절(“Market-Based System to Protect U.S. Customers And 
Prevent U.S. Funding of Sites Dedicated To Theft Of U.S. Property”)에서 저작권
자의 직접적 고지에 따른 동결, 그리고 104절(“Immunity For Taking Voluntary Action 
Against Sites Dedicated To Theft Of U.S. Property”)에서 금융업체의 자발적 동결을 
허용하는 조항 등이 사기업으로 하여금 글자 그대로 ‘타깃 리스트’를 만들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https://www.eff.org/deeplinks/2011/11/stop-online-pira 
cy-act-blacklist-any-other-name-still-bla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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딧의 사용자들은 앞서 2011년 12월, 세계 최대 규모 도메인·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고대디’(GoDaddy)의 SOPA 지지에 대해, 해당 기업의 보이콧 운동을(“Move Your 
Domain Day”) 전개한 바 있다. 고대디는 SOPA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 위키미디어
재단 역시 레딧과 같은 날 영어 위키피디아의 전 세계 서비스 중지를 선언한다.107) 
2012년 1월 18일, 레딧과 위키피디아 외에도 11만 5000개 이상의 웹 사이트들이 
‘블랙아웃’에 동참했다.108) 

106) Reddit, “Stopped they must be; on this all depends,” 2012-1-10, 
(https://redditblog.com/2012/01/10/stopped-they-must-be-on-this-all-depends/) 

107) Wikimedia Foundation, “영어 위키백과 SOPA 반대 서비스 일시 중단,” 2012-1-16, 
(https://wikimediafoundation.org/wiki/English_Wikipedia_anti-SOPA_blackout/ko) 

108) The New York Times, “Public Outcry Over Antipiracy Bills Began as 
Grass-Roots Grumbling,” 2012-1-19, (http://www.nytimes.com/2012/01/20/techn 
ology/public-outcry-over-antipiracy-bills-began-as-grass-roots-grumbling.html?
pagewanted=1&ref=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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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블랙아웃’에 동참하거나 지지를 밝힌 사이트들 
위부터 한국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피디아, 모질라, 구글 

일련의 대규모 ‘가상시위’(virtual protest)와 관련해,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은 
2011년 11월 18일 “이번 작전은 어나니머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전이며, 성공적
으로 완수될 때까지 다른 모든 작전은 중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기는 
“미국 검열의 날” 이후 블랙아웃에 관한 논의가 막 진행되기 시작할 때다. 선언문은 
SOPA와 PIPA를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한 
후, “이 두 법안이 영화와 음악을 더 많이 팔아먹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파괴적이 될 결과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다음은 유튜브 
등을 통해 발표된 해당 작전의 선언문이며, 다소 예외적인 내용인 만큼 전문을 인용
한다. (이미 인용한 문장들 다음에 이하 본문이 이어진다.)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는 어나니머스다. 

이것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긴급비상경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날이 
불행히도 도래했다. 미국은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다. 우리의 격렬한 반응은, 우리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정부가 권리를 앗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군대 소집이 아니다. 상황에 대한 인지와 
행동의 촉구다. 
미국 정부는 그간 우리에게 자유의 거짓감각을 제공하는 부정한 방법들에 정통해
졌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는 방식도, 심지어 어떤 교육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된 
한계들에 놓여왔다. 이 자유의 망상에 미혹돼, 우리는 결국 우리가 벗어나려 하던 
그것이 돼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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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체포되는 것에 무뎌져왔다.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 정부는 ISP 차단지원, DNS 차단, 검색엔진 및 사이트 검열 같은 
수법으로,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검열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입안
하고 기획해갔다. 이것들은 어나니머스만이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믿었던 
이 나라 건국자들의 가치와 이상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짓이다. 
미국은 종종 이상적인 자유국가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자유와 권리로 유명했던 한 
나라가 자기 국민들을 억압하기 시작할 때, 그 때가 바로 당신들이 맞서 싸워야 
할 때다. 그래야 다른 이들도 잇따라 동참할 것이므로.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
라고,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의 나라가 똑같은 짓을 
벌이기로 하는 걸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당신이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더 커지기 전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말이다. 너무 강력해지기 전에 그것의 기반을 
부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과거로부터 배운 게 없단 말인가? 2011년의 혁명을 보지 못했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반대하고, 또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분명, 미국 정부는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어나
니머스 집합의 행동 촉구가 아니다. 디도스 공격이 무얼 할 것인가? 부패한 정부 
권력에 대해 웹 사이트 변조가 다 무엇인가? 아니, 이것은 부패권력에 대항해 전 
세계 인터넷과 물리적 저항을 촉구하는 호소다. 이 메시지를 모든 곳에 전파하라. 
우리가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부모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 학교 선생
님에게, 당신이 접촉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말하라. 익명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닐 
자유,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자유, 체포의 공포 없이 저항할 자유를 욕망하는 
그 누군가에게 가닿을 것이다. 
모든 IRC 네트워크에,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있을 잔혹함에 대해 말하라. 만약 저항이 충분치 않다면, 미국 정부는 
그제야 보게 되리라. 우리가 진짜 군단(legion)임을,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반대하는 힘이 다시 한 번 하나로 뭉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에서 검열을 지속하려는 다른 어떤 정부라도 좌절시킬 것이다. 

우리는 익명이다. 
우리는 군단이다. 
우리는 검열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권리가 부정된 사태를 잊지 않는다. 
미국 정부에게. 당신들은 우리를 예상했어야 했다. 

(#Operation Blackout,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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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군대 소집’이 아니다. 다른 경우의 오퍼레이션 선언과 다른 점은 - 다소 
감상적인 문체로 쓰였다는 점은 차치하고 - 당장의 디도스나 해킹 공격의 개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공격절차로서의 오퍼레이션 개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이 시작한 시점은 SOPA 법안 1차 법사위원회 심의가 
있은 직후며, ‘항의 배너 달기’ 외에 좀 더 광범위한 저항이 필요하던 때였다. 이미 
인터넷상에서 SOPA 반대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돼 있었지만, 당장의 입법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지를 확장하는 일이 시급했다. 
또한 그것은 공통의 목소리로 일정하게 ‘조직화’될 필요가 있었다. 블랙아웃이 의도
하는 바가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저항해 사람들 스스로 인터넷을 폐쇄하는 일종의 
‘가상파업’(virtual strike)이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수 사이트의 
참여와 무엇보다 한날한시에 작동하는 일이 중요했다. 어나니머스의 디도스 공격은 
정부기관 사이트를 강제적 ‘블랙아웃’시키는 작동일 수 있어도, 이번 경우는 오히려 
정부기관 외에 다수 민간 사이트들이 자발적 ‘블랙아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나니머스 ‘바깥’ 장소들에서 사람들의 예외적인 ‘조직적’ 행동이 요청됐다. 더욱이 
인터넷 기업까지 움직여야 했다. 때때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직간접적 타깃이 
됐던 기업들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2012년 1월 18일의 그 모든 일을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이 주도했다고 볼 수
는 없다.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처음 블랙아웃 참여를 발표한 레딧이 어나니머스와 
비교적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위키피디아나 구글 등 다른 사이트의 참여나 지지 
결정은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 이런 사이트의 판단이 해당 사용자들의 참여 
요청에 근거한 것이라 할 때, 위 선언문 내용처럼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은 어느 사이
트의 사용자일지 모를 누군가들에게 자신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의 당위성과 
참여의 이유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과 메시지 공유요청을 수반한 채, 
또한 직접적 행동을 촉구하면서 말이다. 그 익명의 누군가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 
토론회에 참석한 어떤 편집자일지, 구글 온라인 탄원에 서명한 어떤 사용자일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레딧의 포럼에서 선도적 참여 선언을 주장한 그 누구였을지도 
모른다. 또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번 작전이 최대의 확장성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이다. 설령 그간 어나니머스에 부정적이었거나 디도스 공격의 실효성에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일지라도, 함께 ‘파업전야’를 맞이할 수 있어야 했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서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조직화 시도는 선언문 뒤에 
첨부된 다음 문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조치 승인. 국지 저항의 조직화 필요. 자유로와 고속도로에서 합류할 것. 
도서관, 쇼핑몰, 정부청사, 학교 … 용인된 모든 장소들에서! 

정부가 인터넷을 폐쇄한다면 … 정부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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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A 입법이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인터넷과 물리적 저항” 모두를 촉구하는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은 두 저항 공간의 중첩을 시도한다. 앞서 사이버 저항이 현실 
공간 시위로 강력히 개입해 들어간 건 ‘아랍의 봄’ 때였다. “2011년의 혁명들”에서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예멘,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국지적 오퍼레이션들은 시기적·지역적인 인접성을 적극 활용했었다. 사이버 
시공간의 작전들과 현실 시공간의 시위들이 어느 하나의 선행성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얽힌 채, 수개월 간 전개됐다. “미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어나니머스는 중동 국가들 상황을 지역적 맥락에서 빼내 미국 상황의 ‘빼앗긴 권리’ 
문제와 동질적으로 접속시킨다. 또는 미국 상황을 중동 상황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연결시킨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훼손과 복원의 문제로 말이다. 중동 
독재 상태가 ‘민중의 이름으로’ 저항에 직면한 것처럼, 미국 검열 상태에 저항하는 
‘익명’은 특정의 이해관계에서 빼내진 ‘사람들’의 범주를 지시하게 된다. 

“모든 IRC 네트워크, 모든 소셜 네트워크,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분으로 있
는 익명들, 뿐만 아니라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 출몰하는 크고 작은 시
위109) 속에 부분으로 참여해있는 익명들, 그게 아니더라도 직장, 학교, 동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넌지시, 때로 열렬히 벌어지는 검열과 저항에 관한 대화들 가운데 어떤 
부분으로 있을 익명들. 현실성 속 익명적 가상성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런 움직임이 
‘조직화’의 실질적 내용이다.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은 여전히 식별 불가능한 익명의 
지대에 있는 채로, 그러나 그 가능성 지대 자체를 현실의 시공간 가운데 전개되도록 
함으로써 예외적이지만 일상적인 상황들로 만들려 했다. 기존의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유일한 가능성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전에”, 또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기 전에”, 사람들의 힘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익명으로 있을 
자유”가 그런 힘의 동원에 있어 기반이 된다면, 즉 사람들의 익명적 부분을 현실의 
정치적 힘(표현하고 저항하는 힘)으로 참여시키는 어떤 접속 지점이라면, 반대로 
SOPA/PIPA 입법이 현실화하는 검열은 이름들을 목록화 하면서(“블랙리스트”) 익명
의 지대를 삭제하고 결국 그 정치적 힘의 가능성을 무화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운 정치적 ‘조직화’ 기반은 오히려 익명성이다. 기존 상황의 
조직화가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그렇다. 익명성의 조직화란 익명을 명명하는 
재현이 아니라, 오히려 익명의 비재현적 현시이기 때문이다. 익명이 자신의 이름을 
획득하면서 당사자를 대표한다기보다 계속해서 식별 불가능한 것으로 빠져나가면서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상황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글과 위키피디아
와 레딧과 ‘익명’이 의회 안에 ‘블랙아웃’ 위원회를 구성해 각자의 부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과 위키피디아, 레딧 등등에 익명이 내적 부분으로 분산돼 각각의 

109) The New York Times, “With Twitter, Blackouts and Demonstrations, Web 
Flexes Its Muscle,” 2012-1-18, (http://www.nytimes.com/2012/01/19/technology/ 
protests-of-antipiracy-bills-unite-we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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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들이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때의 익명은 그 자신은 기존 상황 안에 
하나의 이름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개별 상황들에서는, 예컨대 구글 임원이나 위키
피디아 편집자 같은 이름들로 참석해 있다. 그러나 또한 각각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들의 집합이 ‘익명으로’ 있다. ‘익명’이란 이름으로 무언가를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이름으로 기존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그 누군가들이다. ‘오퍼레이션 블랙
아웃’은 바로 그런 비재현적 현시를 생산하는 절차다. 즉, 익명을 조직한다. 

만약 그걸로 안 된다면, 상황의 변형을 산출하기에 “저항이 충분치 않다면”, 오퍼
레이션은 다시 공격절차로 전환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SOPA 법안 거부를 요
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긴 시점에서, 원론적이지만 어쨌든 중립
적 인상을 주려는 듯한 백악관 입장이 나왔다. “국외 사이트에 의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진지한 입법대응을 요하는 심각한 문제라 믿지만,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을 늘리거나 글로벌 인터넷의 역동성 및 혁신을 약화시키는 입법은 
지지하지 않는다.”110) SOPA·PIPA의 입법을 강력히 요구해 온 영화협회(MPAA)는 
18일 예정된 대규모 ‘가상파업’에 대해 “기만선동”이라며, “진짜 문제는 외국인들이 
미국 재산을 계속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이라 주장했다.111) 구글, 위키피디아 외에
도 트위터, 텀블러, 모질라, 모장, 플릭커, 워드프레스, 와이어드, 고그닷컴, 크레이
그리스트 등 수많은 사이트들이 참여한 ‘블랙아웃’ 당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과 
민주당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쇄도했고, 18일 다음 날부터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법안 지지철회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다.112) 음반협회(RIAA)는 여전히 “웹 사이트가 
거짓정보로 사람들을 무장시켜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위험한 힘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113) 

2012년 1월 19일, ‘블랙아웃’ 바로 다음날에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메가업로드’(Megaupload)의 도메인 네임을 압수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 설립자인 김 닷컴(Kim Dotcom)을 비롯해 임원 6명을 불법복제 영화와 
음악 등의 다운로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닷컴 등 4명을 뉴질랜드에서 

110) White House, “Obama Administration Responds to We the People Petitions on 
SOPA and Online Piracy,” 2012-1-14,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blog/2012/01/14/obama-administration-responds-we-people-petitions-sopa-and-
online-piracy) 

111) Los Angeles Times, “Wikipedia to go offline to protest anti-piracy legislation,” 
2012-1-17, (http://articles.latimes.com/2012/jan/17/business/la-fi-ct-wikipedia- 
20120117) 

112) Daily Mail, “U.S Senators withdraw support for anti-piracy bills as 4.5 million 
people sign Google's anti-censorship petition,” 2012-1-20, (http://www.dailymail. 
co.uk/sciencetech/article-2088860/SOPA-protest-4-5m-people-sign-Googles-anti-
censorship-petition.html) 

113) Boston Globe, “Internet’s big names unite against antipiracy bills,” 2012-1-19, 
(https://www.bostonglobe.com/business/2012/01/19/internet-protest-spurs-flood
-tweets-calls-congress/15UqDwprL2SMnmxfal29JL/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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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했다.114) 메가업로드 본사는 홍콩에 있지만 일부 서버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임대운영하고 있어 관할권을 주장했다. 홍콩세관은 1월 20일 메가업로드의 자산을 
동결 조치한다.115) 메가업로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파일공유 사이트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116)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117) 래퍼 겸 프로듀서인 
스위즈 비츠(Swizz Beats)가 임원으로 운영에 참여해왔다. 당시 이들은 거대 음반사
와 소송 중이었다. 무엇보다 시기가 문제였다. 전날의 대규모 ‘파업’ 여파가 그대로 
남은 채, 당국은 메가업로드 같은 사이트를 건드리기에는 최악의 시점을 골랐다. 
“SOPA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럴진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 

저항은 “충분치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같은 날 19일, 어나니머스는 이미 공언한 
대로 - “우리는 군단으로 올 것이다” - 디도스 공격을 개시했다. 오퍼레이션 블랙
아웃은 공격절차로 전환됐으며, 폐쇄 조치 후 몇 시간 만에 오퍼레이션 메가업로드
라는 내부 경로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유니버설 뮤직 웹 사이트 등을 다운시켰다. 
페이스트빈을 통해 발표된 공격선언문에서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전달한 다음, 동일 
방식의 보복을 예고한다. 

우리 익명들은 정부와 음반사 사이트에 사상 최대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Lulz. 
FBI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그들은 우리를 예상했어야 했다. 

(#Operation Megaupload, 2012-1-19) 

이 단 세 문장에 더해, 1차 탱고다운 타깃이 열거돼 있다.118) 
이어지는 내용은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MPAA의 수장인 크리스 도드(Chris Do 

dd)와 그 가족(부인과 자녀)의 개인신상정보(나이, 종교, 출신학교, 경력, 지지정당, 

114) AP, “Megaupload's Kim Schmitz arrested in Auckland, site shut down,” 
2012-1-19, (http://www.newshub.co.nz/technology/megauploads-kim-schmitz-arr 
ested-in-auckland-site-shut-down-2012012009) 

115) The Wall Street Journal, “Hong Kong Freezes Megaupload Assets,” 2012-1-21, 
(https:// 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970204301404577174362457114578) 

116) 기록에 따르면 메가업로드는 등록사용자 수만 1억 8천만 명, 하루 방문자 수는 5천만 
명이었다. 최대 페이지뷰는 10억 회가 넘는다.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방문자 수가 
13번째로 많았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business/documents/m 
egaupload_indictment.pdf) 

117) Wired, “Universal Blasts Megaupload in Video Takedown Flap,” 2012-1-11, 
(https://www. wired.com/2012/01/universal-blasts-megaupload/) 

118) 첨부된 1차 타깃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justice.gov, universalmusic.com, riaa.org, 
mpaa.org, copyright.gov, hadopi.fr, wmg.com, usdoj.gov, bmi.com, fbi.gov, Anti- 
piracy.be/nl/, ChrisDodd.com, Vivendi.fr, 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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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등), 그리고 MPAA 전국 사무실 위치, 연락처들이다. 해당 인물은 ‘블랙아웃’
에 대해 “무분별한 힘의 남용”이라 강력히 비난하며, SOPA/PIPA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기부금을 끊겠다고 협박했었다.119) 이후 타깃 리스트에 있는 대로 
FBI와 백악관, 저작권청, 브로드캐스트 뮤직(BMI), RIAA 및 MPAA 등으로 디도스 
공격이 확대된다. 어나니머스 트위터 계정 중 하나인 ‘@AnonOps’에 따르면, 20일 
자정까지 5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LOIC를 이용해서 공격에 참여했다. 3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디도스 툴의 일종인 LOIC는 ‘하이브 옵션’(Hive Mind)을 통해 개별 
공격의 집합적 연동이 가능하며 해당 옵션을 활성화한 사용자들의 수를 연동된 IRC 
채널에서 알 수 있다. 누군가 공격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배포된 LOIC를 다운로
드한 후 실행해 하이브마인드 모드로 IRC 서버에 접속하면 된다. 각각의 클라이언
트들은 해당 IRC 서버로부터 지정된 대상을 향해 동시에 공격을 시작한다. 

2010년 가을의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달리, 이번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한 디도스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각종 오퍼레이션 관련 트위터 계정이 이러저러한 
작전이 실행중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비 참여자가 LOIC를 다운 및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중계지점의 역할을 했다. 이제는 트윗된 링크를 클릭하기만 해도 곧바로 
공격의 참여자가 된다. 즉, 오퍼레이션 관련 트위터 메시지의 해당 링크를 누르면 
지정된 사이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자바 스크립트 
비활성화 상태가 아닌 경우) 그 즉시 공격대상 사이트로 트래픽을 흘려보내게 된다. 
이로써 공격 전환이 한층 빨라지고 수월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당시 이 같은 방향의 
개량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는 ‘의도적 무지’의 가능성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LOIC는 애초에 웹 애플리케이션의 스트레스 테스트용으로 개발된 합법적 공개 툴
이었고, 여기에 ‘하이브’ 모드를 추가해 디도스 툴로 변형한 것이다. 그러나 공격자 
IP 주소가 대상 서버의 로그 파일로 결국 남기 때문에, ISP가 집행당국과 협조하면 
해당 사용자 계정이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까닭에 LOIC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오퍼레이션들 이후 잘 쓰이지 않게 된다. 반면, ‘링크를 통한 디도스’ 
방식에서 해당 참여자는 무-인지와 무-의도를 (의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들은 단지 링크를 클릭했을 뿐이다. 예컨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줄도 몰랐다. 이런 ‘자발적 비자발성’의 
참여가능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불완전하더라도 당시로선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119) The Hill, “Consumer group accuses Hollywood of 'threatening politicians',” 
2012-1-20, (http://thehill.com/policy/technology/205491-consumer-group-accuse 
s-hollywood-of-threatening-politicians); Fox News, “Chris Dodd warns of 
Hollywood backlash against Obama over anti-piracy bill,” 2012-1-19, (http:// 
www.foxnews.com/politics/2012/01/19/exclusive-hollywood-lobbyist-threatens-to-
cut-off-obama-2012-money-over-ant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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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미 법무부 사이트로 공격 대상이 설정된 상태의 스크립트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오퍼레이션 메가업로드’는 2010년의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닮았다. 2010년의 오퍼레이션이 해적만이라는 토렌트 공유 사이트 폐쇄에 
따른 보복공격으로 시작한 것처럼, 오퍼레이션 메가업로드는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 
폐쇄에 대한 보복공격이었다. 단지 작전 진행 경로에서 서로 역방향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제작사와 배급사의 해적만 디도스 공격에 대해 동일 방식의 공격을 되돌려 
준 일에서부터 점차 저작권법 전반의 문제로 확대됐다(정부와 저작권 단체, 로펌들). 
후자는 이미 2010년의 오퍼레이션을 겪고 난 후, 저작권 업체가 입법 로비를 통해 
공유 네트워크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저항해, 이를 ‘검열’로 규정하고 먼저 온/오프
라인 전반의 대규모 블랙아웃을 전개한 일에서 시작한다. 그 결과로서 예상치 않은 
메가업로드 폐쇄 조치를 맞았을 때, 정부와 직접 대립 구도를 선택하는 형태다. 제2
의 복수는 첫 번째 보복(‘페이백’)과 달리 그 목적과 대상이 처음부터 명료했다.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블랙아웃 및 메가업로드 모두 어나니머스 초기 
작전들(2010년 가을~2012년 봄)에 해당하지만, 일련의 ‘복수 연작’에서 상황 인식은 
확장돼 있다. 2010년의 상황은 ‘인터넷 검열’이라는 친숙한 문제와 ‘저작권법’이라는 
당시로선 모호한 문제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작전 명분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3장 1절에서 기술한 대로 사람들은 전자에 관심이 더 있어 보였다. 따라서 해적만 
복수가 먼저 있은 후에야 “공유 권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해적만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주체가 결국 민간업체였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정부 및 의회의 입법시도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고, 적어도 미국에서 그런 적극적인 시도 역시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았다. 저작권 업체가 인터넷에서 선택할 수 있던 대응도 사실상 디도스 공격 같은 
방해공작을 은밀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불법적이 되는 걸 감수하고 말이다. 
그때의 스캔들 이후 정부의 법적 조치 확대뿐 아니라 저작권 업체들의 자구조치를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불법적’ 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합법적’ 개입명령이 
현실화되고 이제 저작권법 시행은 ‘검열’ 문제로 가시화된다. 어나니머스라는 ‘공유
집합’의 관점에서, SOPA 및 PIPA는 자신의 익명적 생산절차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익명의 존재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다. 이미 불법인 공격절차(디도스 및 해킹)
와 더불어 존재양태의 양 축이 모두 ‘불법적’이게 된다. 

결국 2012년의 ‘복수’는 상황 변화를 인지하면서 앞선 ‘보복 작전’을 자신의 작동
조건으로 편입시킨다. 2010년의 ‘복수’가 페이팔 등 금융업체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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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간 것은 법적 규제 영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기업들과 정부기관의 우회적 조치
(개인들에 대한 로펌의 ‘편지공격’에서부터, 해적만과 위키리크스에 대한 디도스 및 
관련 금융업무 중지 압박에 이르기까지)가 ‘비-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비-합법적’ 방식(디도스와 해킹 등)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합법적 당사자들의 
이런 ‘실패한’ 조치들은 역설적으로 익명이란 불법적 자리를 승인하는 명분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그 ‘실패들’ 덕에(어나니머스의 관점에서는 ‘성공들’ 때문에), 
당사자의 조치는 ‘합법적’ 영역으로 전환되고 강화된 저작권법은 나아가 익명성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2010년의 작전이 비합법적인 검열 상황에 ‘공유의 권리’를 
보충적으로 첨부하는 개입이었다면, 2012년의 작전은 불법이 된 ‘공유’에 합법이 될 
검열 문제를 첨부해 확장시키는 개입이었다.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의 결과적 ‘실패’
는 공유 네트워크를 향한 정부의 법적 조치 의지를 강하게 환기시키면서, 사람들의 
다수적 참여를 이미 작동중인 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오퍼레이션 메가업로드)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참여가 무력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는 한편으로, 곧 
도래할 예정이나 아직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상황들(‘오퍼레이션 ANTI-ACTA’)의 
조건이 되고 있었다. 

2)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폭로한다 

법무부 디도스 공격이 있은 지 하루만인 1월 20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자 
SOPA 법안 발의자 공화당 라마 스미스(Lamar Smith)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합의가 있을 때까지 SOPA 입법 논의를 유보한다”는 법사위원회 공식 입장
을 발표했다.120) 상원 민주당(당시 다수당) 원내대표 역시 1월 24일로 예정된 PIPA 
의결 절차가 연기됐음을 알렸다. PIPA 법안 발의자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민주당 의원은 입법보류를 인정하면서도, 대안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PIPA 지지를 철회한 의원들을 비판했다.121) 어쨌든 양당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안은 사실상 입법 추진이 중단됐다. 미국식 양당 
체제에서 양당 모두가 지지한 입법이, 사람들의 초당적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흔치 
않은 사례였다. 

익명의 사람들은 연이어 유럽 상황의 또 다른 안티 작동 참여로 바빠졌지만, 양 
대륙에서의 성과(SOPA/PIPA 입법 중지와 ACTA 비준동의안 부결)는 오퍼레이션이 

120) The New York Times, “After an Online Firestorm, Congress Shelves 
Antipiracy Bills,” 2012-1-20, (http://www.nytimes.com/2012/01/21/technology/se 
nate-postpones-piracy-vote. html) 

121) CBS, “PIPA, SOPA put on hold in wake of protests,” 2012-1-20, (http:// 
www.cbsnews. com/news/pipa-sopa-put-on-hold-in-wake-of-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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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력에 대한 실제적 개입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이버 공간의 목소리는 단지 의회주의적 표 계산에 이용되는 ‘여론’이라는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의회 내 의결 절차로 직접 - 심지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의원들 
형상으로 - 연결되기 시작했다. ‘가상파업’은 현실시위로, 폴란드의 국지적 사건은 
유럽 전역의 상황으로, 나아가 2011년 중동의 ‘혁명’들은 2012년 서구의 저항들로 
확장돼 나갔다. 뿐만 아니라, 어나니머스 자체도 확장하고 있었다. 

이번 작전들은 ‘저작권법’과 ‘거래법’의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어쩌면 전략적으로 
‘기본권’과 ‘공유(권)’의 문제들로 빼내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특히 
어나니머스의 참여자인 적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익명의 ‘사람들’이라는 범주로 접속
시켰다. 이것은 ‘어나니머스라는 해커집단’이 인터넷 기업, 커뮤니티,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오퍼레이션이 그런 기업들, 커뮤니티들, 시민단체들의 
‘부분적 형상들’로서 전개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어나니머스를 해커집단으로 
재현하는 대중적 습관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다. 여전히 일부 미디어의 묘사적 
관용구로선 유지됐지만 말이다. “어나니머스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어나니머스 안의 
자기-기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어나니머스는 집단이 아니다. 
(Anonymous is not a group.) 

어나니머스는 조직이 아니다. 
(Anonymous is not an organization.) 

아이디어다. 
(It is an idea.) 

이런 진술들은 특정 문건이나 영상에 국한하지 않고 오퍼레이션 선언 여기저기에, 
이러저러한 트위터·페이스북 익명 계정 메시지들과 토론들에, IRC 채널의 대화들과 
답변들 속에서 출몰한다. “어나니머스는 집단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다”라는 문장은 
이미 2010년 12월경 오퍼레이션 그린혼 선언문(“HOW TO JOIN ANONYMOUS”)에 
등장하지만, “어나니머스는 아이디어다”라는 아이디어는 그 후 첨부되기 시작한 것
이다. 내가 처음 “아이디어로서의 어나니머스”(Anonymous as an Idea)라는 개념
을 접한 건 2012년 초 어느 어나니머스 페이스북 채널에서 벌어진 토론과정에서다. 
당시 토론주제는 “어나니머스는 집단인가?”였다. 자연스럽게 “집단이 아니다”라는 
참가자의 공통된 답변이 이끌어내졌고,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당장의 합의된 생각은 분명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어나니머스는 무엇이 아니라는 
범주로만 범주화될 수 있다”라거나 또는 정치조직은 아니지만 “정치적 집합체” 
(political collective)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냈고, 각기 호응을 받았다. “느슨
하게 연결된 핵티비즘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정의도, “되기를 원하는 순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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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무엇”이라는 다소 추상적 해석이나, 그저 “당신 이웃이자 친구고, 형제자매들”
이라는 폭넓은 관점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디어는 체포할 수 없다”라는 
언표가 흘러나왔는데, 곧 사람들은 이를 받아 반복하기 시작했다. 

해당 문장은 원래 2011년 7월, “AnonymousIRC”라는 계정으로 페이스트빈을 통
해 발표된 어나니머스의 공개서한(“Anonymous & Lulz Security Statement”)에 
실려 있던 진술이다. 당시 FBI는 14명의 “어나니머스 멤버”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으
며,122)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0년 12월의 페이팔 사이트 공격, 즉 ‘오퍼레이션 
페이백’에 참여해 기업에 고의적 손실을 입히고 공모한 것 등이었다. 당국은 수개월
간의 아이피 추적 끝에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FBI 관련 사이트를 해킹하고 AT&T 
서버에서 정보를 훔친 혐의로 두 명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은 어나니머스와 룰즈섹
(LulzSec)이 연합한 ‘오퍼레이션 안티섹(Anti-Security)’의 참여자들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어나니머스는 해커분파 ‘룰즈섹’과 정부·기업·로비단체들의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공동작전을 전개한 바 있다. FBI는 해외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여, 영국에서 
16살 소년을 같은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네덜란드에서 4명을 추가로 체포했다.123) 

어나니머스의 공개서한은 21명의 “어나니머스 멤버” 체포와 관련, FBI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스티븐 챠빈스키(Steven Chabinsky) FBI 차장은 언
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규모 검거를 통해 “인터넷상의 혼란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라며, “설령 해커들이 사회적 대의명분을 가진다고 믿을 수 
있더라도, 웹 사이트에 침입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124) 이에 대해 어나니머스와 룰즈섹은 “그럼 어디 한번 분명히 해보자. 
당신과 당신 동료들은 웹 사이트 침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려 거짓말하고 공포를 조장해 자유를 하나씩 조각내는 것, 기업들이 
연방계약을 위해 수십억을 조성하고 이익을 취하려 정부와 비밀리에 공모하는 것, 
자신의 이윤을 위한 어젠다만 따르는 로비 복합체들이 현 지위를 유지하려 전 세계 
정부에 침투해 타락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대꾸한다(강조는 원문). 

언급된 내용들은 ‘오퍼레이션 Anti-Security’를 통해서 드러난 - 또는 그렇다고 
어나니머스가 주장하는 - 정부·기업·로비단체의 유착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방법론으로 싸울 것이며, 그것은 분명 그들의 웹 사이트에 
침입해 기만을 폭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의 문장
들이 이어진다. 

122) PC Magazine, “Busting Anonymous: Feds Arrest 14 Alleged PayPal Hackers, 
Two More,” 2011-7-19,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88749,00.asp) 

123) PC Magazine, “Anonymous Hacker Arrests Extend to UK, Netherlands,” 
2011-7-20,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88772,00.asp) 

124) NPR, “FBI Tries To Send Message With Hacker Arrests,” 2011-7-20, (http:// 
www.npr.org/2011/07/20/138555799/fbi-arrests-alleged-anonymous-h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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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당신들의 체포 위협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 아이
디어를 체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you cannot arrest an idea). 그러한 어떤 
시도도 시민들을 더욱 화나게 할 뿐이며,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합창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임무고, 우리를 막으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Anonymous & Lulz Security Statement, 2011-7-21) 

“생각은 체포할 수 없다.” 어나니머스라는 집합을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는 일은 
당장의 체포 사태에 대해, 어나니머스를 해커집단으로, 그리고 그 ‘조직원’의 검거를 
통해 와해시킬 수 있다고 보는 정부조직 및 기관당국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항하는 
것이 된다. ‘국가조직’은 자기와 다른 것도 일단 자기와 같을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관점이 정립되는 지점은 바로 그런 승인된 오인이 실재를 다 덮을 수 
없게 되는 간극, 그럼에도 여전히 기존의 오인을 유지한 채로 간극을 없는 셈 치는 
순간이다. ‘생각이라는 집합’의 존재가능성은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그리고 
기존 체계에서 ‘없는’ 그 지대가 오히려 식별 불가능한 존재가 ‘있게’ 되는 장소다. 

FBI 사이버범죄 담당 차장은 해커들이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된 직접 증거는 없
다면서도, 해킹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핵티비즘 
역시 체제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발언했다. 이번 법 집행은 앞으로 지
속될 수사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이미 35건의 수색영장을 발부했고, 앞으로 국제공조
를 통해 더 많은 체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인터넷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월드와이드웹(WWW)이 무법천지(Wild Wild West)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25) 어나니머스는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하나만 물어보지요. 선생님(good sir). 언제 인터넷이 옛날 미국 서부(Wild Wild 
West) 같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당신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는 겁니까?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건 모두가 무법자처럼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한 강도떼처럼 굴지 않아요. 당신들이 우리 손을 비틀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
넷에서 강도떼가 됩니다. 어나니머스의 주먹질(bitchslap)이 당신들 귀엔 90년대 
핵티비즘 운동처럼 울리겠지. 우리 돌아왔어. 그리고 어디 가지 않아. 기대해. 

(Anonymous & Lulz Security Statement, 2011-7-21)

“아이디어로서의 어나니머스”, 또는 생각으로서 익명은 비-집단, 비-조직으로서의 
자기규정보다 강력해 보인다. 집단·조직적 형태에서 빠져나가는 분절화를 포착하는 

125) NPR,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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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不定)의 기술방식에서 ‘익명은 생각이다’란 정립적 기술로 나아가면서도, 또한 
그 전체화되지 않는 부분들로의 형상화를 포함한다. “우리는 익명이다”라는 진술은 
이제 “우리는 생각한다”는 언표가 된다. 조직은 통제할 수 있을지언정 생각은 통제
할 수 없다는 것은 비-조직화 규정이자 익명이라는 생각이 지시하는 바로 그 내용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익명인 것이다. 예컨대, 이에 관한 이후의 무수한 자기진술들이 다음과 
같은 최대한의 확장적 언표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어나니머스는 무엇인가? 
어나니머스는 집단이 아니다. 한 사람도 아니다.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이다. 
사상의 자유,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식의 자유, 믿음의 자유. 
우리 스스로 삶의 경로와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당신이 이 ‘생각’을 공유한다면, 당신은 어나니머스다. 

(ANONYMOUS – WHO WE REALLY ARE 
AND HOW TO BECOME ANONYMOUS, 2014-6-6, 강조는 원문) 

어나니머스라는 생각은 조직·집단이 아니어서 통제할 수 없으며 - 심지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통제할 수 없다 - 그 ‘생각’이 지시하는 바도 “통제할 수 없다”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익명
이다.” 이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 익명의 조건이 된다. 물론 이런 확장적 규정은 
누가 어나니머스가 아닌가에 대한 답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단, “어나니머스는 누
구인가?”라는 질문을 “누가 어나니머스인가?”라는 물음으로 전환한다. 어나니머스를 
무엇(‘해커집단’) 또는 누구(‘30대 미국 중산층 백인 남성’)로 지정하고 대응시키는 
순간 그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누구 또는 무엇이 ‘어떻게’ 익명이 되는
지에 관해서는 그 조건을 통해 인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의 공유’가 그 
가상적 조건이다. 생각의 공유가 현실화되는 조건은 오퍼레이션의 참여다. 

당사자들의 ‘대표자’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로서 ‘우리’가 생각한다. 만약 어나니머스가 어떤 생각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어나니머스라는 생각이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의 저항이 된다. 즉, 식별 불가능한 부분(익명)이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이 공격목표로 
삼는 것은 그것이 국가조직이든, 보수·진보정당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결국 ‘통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의 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형상들이다. 그것의 반(反)-형상
으로서 익명은 ‘자유’라는 권리의 범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영역으로 자기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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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설정해 ‘사람들’을 포섭한다. 즉, ‘국민’이든 ‘당원’이든, ‘직원’이든 ‘신자’든 
사람의 범주로 빼내 익명이라는 생각에 참여시킨다. ‘우리’는 내부로부터 확장한다. 

이런 식의 입장 취하기는 현실 의회주의 정치에선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어떤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목소리를 재현·대변하는 의회주의 정당은 한편으로 자기존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대변하는 ‘당사자’를 그러한 것으로 - 보수나 진보, 
노동자나 사용자, 서민층이나 부유층, 노인세대나 청년세대에서 여자·남자, 지구 등
에 이르기까지 - 재현해 낸다. 그 모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집단은 없거나
(애초에 의회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있다 해도 오히려 위험할 것이다. 인터넷 정치
상에서는 생각보다 강력하다면, 적어도 어나니머스의 경우 그것은 아무도 대변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는 이미 빼내진 ‘사람들’을 다시 대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 어떤 ‘당사자’로 재현(시)하지 않고 - 반대로 그런 당사자이지 않게 한다. 
즉, ‘익명이게’ 한다. 따라서 어나니머스는 정치조직(화)나 의회정당은 될 수 없다. 
익명이 정치로 개입해 만드는 상황들은 또 하나의 ‘당사자 정치’도, 결국의 ‘대표자 
정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적 정치에서 핵심은 당사자이지 않은 사람들을 상황의 참여자이게 하는 방법
론이다. 그 가운데 효과적임이 입증된 하나는 ‘폭로’다. ‘폭로’는 ‘분노’에 기반하며, 
‘분노’로 이어진다. 더욱이 “사이트에 침입해 기만을 폭로하는” 일은 전통적 방식의 
잠입취재를 요하지도 않는다. 네트에 접속해, 서버를 찾아서, 정보를 ‘빼내면’ 된다. 
물론 말처럼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불법이다. ‘오퍼레이션 AntiSec’에 
관해 말하기 전에, 우선 지난 과정을 조금 살펴야 할 것 같다. 2011년 2월 초, 미국 
인터넷 보안업체 ‘HBGary Federal’에 해킹 공격이 있었다. 디도스가 아닌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의 해킹이었다. 회사 이메일 6만여 건이 빼내졌고, 백업파일들은 
전부 삭제됐으며 해적만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로 올려졌다. 어나니머스는 이와 함께 
회사 홈페이지를 변조해 자신들의 메시지가 실린 이미지로 바꿔 놓았다(사진 V-4). 
이것은 한 보안업체가 반폐업 상태에 이르게 된 것과 관련 있는 이야기다. 

당시 ‘HBGary Federal’의 CEO였던 아론 바(Aaron Barr)는 2월 5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나니머스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주요 구성원” 
몇 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126) 위키리크스를 압박한 금융업체에 공격
이 있은 뒤, 즉 2010년 12월의 오퍼레이션 페이백 이후부터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에 
“잠입해” 일원처럼 행동했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같은 시기 트위터나 페이스
북 계정에 등록된 메시지와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한다. 그는 이름 몇 개를 인터뷰에서 말했고, “뉴욕에 사는 오웬(Owen)”, “캘리포니
아에 사는 큐(Q)” 등이 “고참 멤버” 또는 “공동창립자” 같은 수식어와 함께 기사에 
거론됐다.127) 그러면서 어나니머스는 10명에서 30명 정도의 핵심 멤버로 구성된 

126) Financial Times, “Cyberactivists warned of arrest,” 2011-2-5, 
(https://www.ft.com/content/87dc140e-3099-11e0-9de3-00144feab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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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조직”이며, 자신이 가진 정보로 집행당국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 해킹 공격이 시작된다. 

“당신들의 ‘잠입’ 주장이 우리를 즐겁게 했어. 언론의 관심을 끌려 어나니머스를 
이용한 것도 말이야. 어디 관심끌기용으로 이건 어때?” 어나니머스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 변형한 홈페이지 화면에는 “인터넷 규칙 #14절에 의거, 이 도메인은 어나니
머스가 먹었다”라는 글귀와 함께 HBGary와 아론 바에게 보내는 긴 메시지가 적혀 
있다. “어나니머스 손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손으로 당신 얼굴을 얻어
맞게 생겼네.” ‘편지’는 보안업체의 ‘무능함’을 꽤 신랄하게 비꼰다. “당신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 보이는 건 이거야. 바로 ‘보안’이라는 타이틀과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당신들이 어나니머스에 비하면 뭣도 아니라는 거. 당신들은 보안 지식이라 할 
게 전무하잖아. 당신네 사업은 NMAP 같은 단순한 것들에 웃기는 가격을 매겨 받아
쳐먹지. 보안 전문가로 칭송받거나 인정받을 가치조차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명예와 관심을 위해 어나니머스에 기대보시겠다?” 좀 더 심한 논평(욕설)이 있은 다
음에, 아론 바가 직원에게 보낸 내부 메일을 보란 듯이 인용해가며 경고한다. 

당신들이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줄게. 어나니머스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다. 특히, 주목받으려 단순히 트렌드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에 어나니머스를 건드
리지 않는다. 당신네 아론 바가 이메일에서 이렇게 인정했더군. 

“이건 그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 우리 관객들이 우리 역량과 연구능력에 올
바른 인상을 갖게 하는 문제야. 어나니머스는 그걸 손상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걔들은 알 자지라, ABC, CNN 같은 발언대도 쥐고 있
잖아. 난 이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봐야겠어. 그래도 
언론 발언에는 신경 좀 써야겠지.” 

그리고 이른바 ‘공개된 멤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꾸한다. “어나니머스 ‘고위
층’의 성명하고 집주소를 모은 것 같아? 어쩌나. 어나니머스가 창립자랑 여러 공동
창립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런. 당신들이 발견한 정보를 FBI에 팔 수 있을 것 같
아?128) 아니. 그럼, 왜 이게 다 아닌지 궁금하지? 우리가 당신네 내부 문건들을 봤
거든.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건 알고 있어? 웃겼어. 당신들이 ‘빼왔다’는 정보 거의 
다 우리 IRC 네트워크들에 공개된 거잖아. 당신네가 어나니머스 ‘멤버’의 신상정보

127) 굳이 따지자면, 이 정보는 잘못된 것이었다. 콜먼(Coleman 2014)에 따르면, ‘오언’은 
오하이오 주 톨레도에 살며 ‘큐’(q)는 유럽에 있다고 한다(214). 

128) 실제로 이메일 문건 중엔 FBI와의 미팅 스케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아론 바는 FBI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먼저 나에게 접촉해 왔다”라고 밝혔다. Forbes, “Victim 
Of Anonymous Attack Speaks Out,” 2011-2-7, (https://www.forbes.com/sites/ 
parmyolson/2011/02/07/victim-of-anonymous-attack-speaks-out/#1a01766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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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간단히, 난센스야. 이제 왜 당신들이 이 정보를 FBI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을지 알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걔네한테 그냥 거저로 줄 거니까.” 
말하자면, ‘어나니머스 멤버, 창립자, 고위층’ 등등의 정보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나니머스는 6만 6천 건의 이메일과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해당 업체가 
자신들에 관해 수집한 자료들도 그대로 올려버렸다. “언제든 오퍼레이션 너머 일들
에 대해 우리 추론을 공짜로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당신들이 너무 둔해서
[‘미개인 같아서’라고 쓰여 있다] 간단한 설명으로 대신할게. 당신은 익명의 벌집
(hive)에 무작정 뛰어들었어. 거기서 꿀을 훔치려고 말이지. 꿀벌들이 벌집을 지키지 
않으리라 생각했어? 글쎄, 우리가 여기 있는데. 당신은 벌집을 건드렸고, 그래서 이
제 쏘이는 거야.” 

V-4. 어나니머스 메시지로 변조된 HBGary Federal 웹 사이트 

방대한 내부 문건들에는 아론 바가 어떻게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에 접근했는지, 그
리고 자기 나름의 ‘분석’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그 ‘분석’에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를 
이용했으며 그리고 엉뚱한 추론을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 메일과 대화들, 지시사
항, 보고서 초안,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이르기까지 - 자세한 내역들이 담겨있다. 아
론 바는 다수의 리더 없는 비-조직이라는 어나니머스 명제가 거짓임을 입증하고 싶
었던 것 같다. 그의 생각에 ‘그럴 리 없으니’ 말이다. 시사점이 있으므로 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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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잠깐 언급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보안 전문가로서 그는 이른바 소셜 네트
워크 분석에 몰두했는데, 사용자들이 어떤 친구 목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피는 게 정말 유의미한 정보를 준다고 믿었다. 예컨대, 페이스북 같은 데
다 사용자가 위치 정보나 거주지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도 그가 맺고 있는 친구들의 
목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프로그래머에게 보내는 지시사항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뉴욕 주 오번(Auburn)을 고향이라고 기재한 사람 24명만 있으면 돼. 
그중 5명 이상이 친구로 등록한 다른 60명이 있어. 그럼 최소한 이 60명은 오번이 
고향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같은 식으로, “해커도 사람이야. 자기 정보를 올리진 
않지만 그들도 친구랑 가족이 있지. 그 친구랑 가족이 핵심 지표가 되는 거야.” 

그는 자기 조사 방식과 결과에 확신을 가졌으며, 곧 있을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
할 자료에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국가안보국이 필요한가?”(Who Needs NSA 
when we have Social Media?)라는 도발적 제목을 붙였다. 이후의 스캔들로 발표 
자체가 취소되긴 했지만, 발표에 담길 내용은 분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어나니머스 
멤버’들을 공개해서 한 방을 터트리는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어나니머스 
IRC 채널들에 참가해서 다른 참여자들을 소셜 미디어 계정들과 연관시키고, 소셜 
미디어의 친구 목록을 이용해 현실 네트워크와 매칭하는 것이다. (1)IRC 채널에서 
어떤 참여자가 무언가를 쓰고 곧이어 어떤 트위터 계정에 같은 주제로 글이 올라오
면 양자를 동일 인물로 판단한다. (2)양 쪽의 글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만약 누군가 
IRC 채널에 접속한 시간대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대가 일치하면 양자를 동일 
인물로 추정한다. (3)이후 해당 의심 계정들의 ‘친구들’ 목록을 살펴 현실 사회관계
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4)친구 목록의 겹치는 부분들을 통해 해당 인물의 거
주지 등 신원정보를 확정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아이피를 숨긴데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아론 바는 자부한다. 요컨대, 해커들은 아이피 숨기기에 급급하지만, 
SNS나 블로그, 포럼을 이용하는 한 사회적 연결망을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예전부터 시위 주동자나 파업 참가자를 색출
하기 위해 주변친지와 동료를 ‘뒤지던’ 전통적 수법과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인다. 
굳이 옹호한다면, 어나니머스 같은 느슨한 네트워크 집합을 - 그것을 무엇으로 정의
하든 간에 - 조사하고 싶은 연구자들이, 특히 어나니머스의 현실 정체성에 관심을 
두는 경우라면, 연구계획 초기에 잠깐 고려해 봤을 법한 방법론일지 모르겠다. 대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법이라 생각해 폐기하겠지만 말이다. 위 (1)에서 (4)까지 각 
단계별로 판단·추정·확정의 절차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다. 직원들 역시 조사방식의 
부실함을 인지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특정 페이스북 그룹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가
입한 사람을 상대로 ‘친구’ 목록을 체크하라는 지시에, “그런 조사로 알 수 있는 건, 
친구들 페이지에 뜨는 멍청한 것들(stupid shit)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 
댄다는 사실뿐일 거예요”라고 대답한다. “사장님은 계속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가정
하지만, 그 가정에 기반해서 연좌제(guilty by association)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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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프로그래머들은 이런저런 지시들에 따르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어나니머
스가 하는 일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전성기에 있고” 섣불리 건드리길 주저했
다. 임원들도 책임질 일을 우려하거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한 정황이 
있다. 아론 바는 “팔 수 있다”라고 장담한다. 공정하게 말해, 드러난 자료들로 볼 
때 아론 바의 진짜 목적은 어나니머스를 파헤치는 것이라기보다 어나니머스라는 샘
플을 통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 방법론을 입증하고 - 그러려면 어나니머스 ‘멤버’들
이 이 정보에 근거해 체포돼야겠지만 - 해당 기법을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삼으려 
한 것에 가깝다. 2011년 초반의 일들이다. 새로운 방법론으로, 누구보다 빨리, 국기
기관보다도 먼저 ‘어나니머스의 배후’를 밝힌다면, 모두가 인정해 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 예측이 맞았다.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내부 문건
들에는 IRC 채널에 참가한 사람의 여자친구가 ‘어나니머스 멤버’로 올라있거나,129) 
어나니머스 활동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했던 블로거, 트위터 사용자, 관련 기사를 
주로 썼던 기자들의 이름도 한꺼번에 실려 있다. 어나니머스의 주장들, 선언문들, 
작전들에 관해 수시로 인용하고 논평하고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어나니머스
는 물론,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꼬는 성명을 계속
해서 발표했다. “아론 바 씨께서 우리의 9천 개 프록시 서버를 깨부수시고, 창립자 
Q가 모로윈드(Morrowind)의 열띤 회의 끝에 빌데베르크(Bilderberg) 조합호텔에서 
어나니머스를 창설한 사실을 밝히셨으니, 우리 어나니머스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130) 이런 식으로 말이다. 

2011년 2월 5일과 6일에 걸쳐 벌어진 해킹 공격에서, 아론 바의 트위터 계정과,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사회보장번호 등 신상정보까지 대상이 됐다. 트위터 계정의 
관리 권한이 공격자들에게 넘어가, 그들의 언어로 도배됐다. ‘HBGary Federal’이 
통제 불능이 되자 ‘HBGary’의 회장이 직접 중재를 시도했다(‘HBGary Federal’은 
‘HBGary’의 자회사다). 그녀는 어나니머스 IRC 채널에 접속해, 회사는 아론 바가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줄 알았으며 어나니머스 ‘명단’을 정부에 
팔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 명단이란 걸 봤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도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조금 짜증나(kind of pissed) 있습니다.” “단지 보안 연구를 
위한 것이었고, [《파이낸셜타임즈》의] 그 기사도 [곧 있을] 학회에 사람을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HBGary’가 ‘HBGary Federal’ 지분 15%를 가진 투자자일 
뿐이라며, 이 일과 무관한 자신의 회사가 공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공개된 이메일들이 고객들에게 예민한 정보를 담고 있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람들은 아론 바의 즉각적 해임과 공개 진술을 요구했다. 그리고 추가로,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의 재판 비용 모금에 회사 이름으로 기부할 것을 주문한다. 

129) 어나니머스 IRC 채널에 몇 번 참가했던 그는 이미 거리를 둔 지 오래지만, 언젠가 여자 
친구 컴퓨터로 접속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130) “Anonymous Press Release,” 2011-2-6. ‘모로윈드’는 게임 속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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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생인 브래들리 매닝은 전 미 육군 소속 정보분석관이며, 이라크 파병 근무 
중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군사 기밀자료
와 외교문서를 빼내 위키리크스에 제공했다. 매닝이 폭로한 자료들 가운데는 이른바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 영상이 있었고, 2007년 7월 바그다드 공습에서 
미군 헬기들이 거리의 민간인들을 조준 사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3장 1절 참조). 
매닝은 2010년 체포돼 군사법원에 회부됐으며, 이후 35년형을 선고받는다. 

문제는 어나니머스에 관한 잘못된 판단과 자료만이 아니었다. 폭로된 파일들에는 
인터넷 보안업계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어나니머스가 
브래들리 매닝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3장에서 기술했듯, “부수적 
살인” 영상의 공개는 2010년 11월의 ‘케이블게이트’로 이어진다. 위키리크스는 미국 
국무부가 각국 대사관과 주고받은 외교기밀문서 25만여 건 가운데 220건을 일차로 
주요 언론사에 전달했다. 당시 어샌지는 정보제공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문서들은 
브래들리 매닝이 “부수적 살인” 영상과 함께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것이었다. 이후 
일련의 일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다. 위키리크스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12월부터 
페이팔, 뱅크아메리카, 마스터카드, 비자 등 금융업체가 위키리크스 기부금 계좌를 
동결시켰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퍼레이션 페이백(‘오퍼레이션 어벤지 어샌지’)이 
시작되며, 해당 금융업체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고 다운됐다. 

이 사건들에 강한 인상을 받아 아론 바는 IRC 네트워크들로 ‘잠입해’ 들어갔지만, 
한편으로 원래 사업도 잊지 않았다. 다른 보안업체(‘Palantir Technology’, ‘Berico 
Technology’)와 함께 그는 위키리크스의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담은 보고서
(“The WikiLeaks Threat”)를 작성했다. 24페이지 분량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뱅크아메리카에 사업제안서로 제출됐다. 2010년 11월, 줄리언 어샌지는 미국 주요 
은행 한 곳의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부패 생태계가 
드러나 문을 닫게 될” 정도의 문건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은행은 뱅크아메리카
로 지목됐다.131) 뱅크아메리카는 광범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거대 로펌들과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다. 제안서는 그 일환으로 마련된 듯 보인다. 

보고서는 위키리크스의 강점으로 자발적 지지자들의 후원과 기여를 들면서, “이런 
레벨의 참여를 분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쓰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 성향의 안정된 
전문직업인들이지만, 대부분은 압박을 받으면 결국 대의명분보다는 경력 유지를 택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이런 전문직업인들의 대체적인 멘탈리티다. 이들의 지지가 
없으면 위키리크스는 움츠러들 것이다.” 즉, 지지자들을 다방면에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선제타격전술” 파트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나열한다. 

131) The New York Times, “Facing Threat From WikiLeaks, Bank Plays Defense,” 
2011-1-2, (http://www.nytimes.com/2011/01/03/business/03wikileaks-bank.htm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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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갈등 그룹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할 것. 허위정보 유포. 상대조직을 사보타
주하거나 불신하게 할 행동들에 대한 메시지 작성. 가짜 문서들을 등록한 후 오류
임을 강조할 것. 
- 인프라 보안에 관한 우려를 조성할 것. 신원노출 관련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것. 절차가 불안전하다 여겨지면 그들은 끝장임. 
-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문서 제보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것. 이는 해당 
프로젝트를 끝장낼(kill) 수 있다. 현재 위키리크스 서버가 스웨덴과 프랑스에 있
으므로 접근 가능한 팀을 꾸리기에 더 수월하다. 
- 위키리크스 활동의 급진성과 무모함을 강조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준비할 것. 계
속 압박을 가해야 함. 광신도들은 내버려 두되, 온건파 사이에 우려와 의심을 불
러일으킬 것. 
- 기밀 유출자 수색.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을 프로
파일하고 신원 조회할 수 있음. 

(‘Potential Proactive Tactics,’ The WikiLeaks Threat) 

이런 내용에 대해 따로 논평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확실히 아론 바는 첩보 
도구로 소셜 미디어에 집작한 듯하다. 어쨌든 해당 문건들은 “고객들에게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실제 뱅크아메리카가 이 대응전략
을 내부정책으로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나니머스의 공개 이후 이 문건의 존재
는 언론에도 보도됐다.132) 기사 작성자는 문건 속에서 위키리크스 지지자로 분류돼, 
“압박을 받으면 대의명분보다는 경력 유지를 택할” 전문가들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직접 거론된 글렌 그린왈드(Glenn Greenwald) 기자다. 그는 어나니머스 해킹으로 
우리가 이 문서를 접하게 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불법적이었을 “사기, 위조, 협박, 
사이버 범죄 등”의 기획을 인지하게 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저널리
스트와 활동가들 경력을 위협해 응징하고 단념케 하려는 발상은 명백히 악의적이다. 
그것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간단히 제안됐다는 것, 그것도 뱅크아메리카, 상공회의
소, 헌튼&윌리엄스133) 같은 권력집단들에 제안됐다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있어 왔는지 말해준다.” 그는 정부와 기업권력의 유착관계를 사태의 본질로 
인식하며, 이번 폭로로 드러난 안티-위키리크스 캠페인의 심각성을 설명한다. 

132) SALON, “The leaked campaign to attack WikiLeaks and its supporters,” 
2011-2-11, (http://www.salon.com/2011/02/11/campaigns_4/) 

133) 로펌인 ‘헌튼&윌리엄스’(Hunton & Williams)는 당시 법무부 추천으로 뱅크아메리카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이밖에도 내부 문건에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진보성향 그룹들에 대한 
첩보활동을 위해 계약을 맺은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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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의 페이팔, 마스터카드, 아마존 사이버 공격 이후, 법무부는 범인들을 
체포하겠다는 현란한 맹세를 쏟아냈고 여러 사람들이 공격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
됐다. 그러나 그 전에 훨씬 피해가 심각한 공격이 위키리크스에 가해져 폐쇄됐다. 
누가 그것을 했든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체포 약속도 한 적 없고, 할 
것 같지도 않다. 왜 그럴까? 사이버 공격은 정부가 싫어하는 자들이 벌일 때만 
“범죄”다. 정부 스스로나,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집단들이 벌일 때는 완전히 허용
된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공격이 누구 소행이든(정부든 기업이든) 어나니머스보다 
법적 권리를 지닌 것은 아님에도, 어나니머스만 기소될 뿐이다. 

다소 공격적인 논조지만, 그가 말하려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법의 선택적 작동이 
지나치게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또 다른 폭로-해킹의 예외적 작동이 
명분을 갖게 된다. “위키리크스 기소에 열을 올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뉴욕타임즈》
나 밥 우드워드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 역학에 기반한다. 후자가 훨씬 민감한 
정부기밀들을 공개해 왔는데도 말이다. 위키리크스는 정부에 부정적이지만 《뉴욕타
임즈》와 우드워드는 그렇지 않으니까. 법은 그렇게 위키리크스만을 처벌한다.” 위키
리크스와 《뉴욕타임즈》, 또는 어나니머스나 밥 우드워드 모두 동질적인 폭로 작동이
라면, ‘범죄’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판단은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아니면, 위키리크스는 ‘언론’일 수 없거나 어나니머스는 적어도 ‘익명의 
제보자’ 지위일 수 없다는 게 정부당국의 인식이 될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법사위원장인 라마 스미스 의원은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의회 조사는 그렇게 조용히 무마됐다.134) 내부 문건을 탈취·공개한 
자들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제외하고 말이다. 물론 어나니머스 또는 위키리크스가 
‘합법적’일 수 없다는 건 -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지금의 사안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얼마나 합법적일지 여부와는 별개로 - 어떤 면에서 분명하다. 어나니머스는 디도스
하고 해킹한다. 위키리크스는 해킹한 자료들을 쓴다.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한다는 의심과 상관없이, 폭로는 불법에 기반한다. 폭로는 정보를 약탈한다. 
그리고 폭로는 정보를 공유한다. 

134) 행크 존슨(Hank Johnson) 하원의원은 미 의회에 보내는 조사위원회 구성요청 서한에서 
본 사안을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 규정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 쓰였을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의 당사자들을 차례로 언급한다. HBGary Federal, Palantir Technology, Berico 
Technology (“Team Themis”), Hunton & Williams, U.S. Chamber of Commerce. 
(U.S. Chamber Investigation Let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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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티섹, 룰즈섹 

2011년 2월 28일, 아론 바는 ‘HBGary Federal’의 CEO 자리에서 사임한다. 어나
니머스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후회한다고 밝히면서, 약 한 달만의 사임 
결정이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135) 어나니머스는 별로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멍청했고, 우리는 어나니머스 스타일로 망가뜨렸다.” 어나니
머스는 SQL 삽입(injection)에 취약한 CMS(저작물관리시스템, Content Manage 
ment System)를 노렸고, 데이터베이스 ‘틈’을 찾아냈다. CMS는 사이트에 콘텐츠를 
추가할 때마다 HTML을 건드리지 않고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지만, 
‘HBGary’의 커스텀 CMS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었다. 시스템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해야 할 보안업체가 정작 자신의 취약성은 간과하고 방치했다. 적어도 ‘취약성’
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CMS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고, 적절한 쿼리(query)에 따라 데이터를 검색한다. 이때 쿼리가 특정 매개변수
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매개변수를 처리하는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SQL 삽
입이 가능해진다. CMS는 일부 매개변수의 유효성을 체크하지 못하고, 공격자는 이
를 통해 설계자가 예상치 못한 SQL 쿼리문이 실행되도록 한다. (5장 3절 참조) 

어나니머스는 이 취약성을 발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침입에 사용된 
URL 주소는 “http://www.hbgaryfederal.com/pages.php?pageNav=2&page=27”
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CMS 관리권한을 지닌 직원들의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해시 정보를 취득했다. 패스워드 크래킹 기법(“Rainbow Table”)을 이용해 
-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일이긴 했으나 - 패스워드를 식별했다. 더욱이 아론 바 등 
일부 임원은 여섯 자리 이하 문자와 두 자리 숫자의 단순조합을 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패스워드를 이메일, 트위터 등 일상 활동에서부터 회사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인증용 SSH 계정까지 여러 군데 사용했다. ‘보안전문가’로서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한 셈이다. 이런 기초적 실수만 없었더라도, 어나니머스가 
그렇게 광범위한 자료와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또는 어나니머스가 - 
보안전문가들이 믿고 싶었던 대로 - ‘스크립트 키디’에 불과했다면, 애초에 그들의 
무능함과 부주의함이 탄로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스크립트 키디(script kiddie)란 
기존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사용할 줄만 아는 초보 수준의 해커들을 경멸조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어나니머스 스타일”이 SQL 취약성 공격 같은 해킹 능력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복수를 위한 것이었든, 단순히 놀이였거나 어떤 정치적 대의명분을 위해서
였든, 어나니머스는 해킹한 정보를 폭로의 형태로 공유했다. 반면, 스스로를 ‘화이트 

135) Forbes, “HBGary Federal's Aaron Barr Resigns After Anonymous Hack 
Scandal,” 2011-2-28, (https://www.forbes.com/sites/andygreenberg/2011/02/28/ 
hbgary-federals-aaron-barr-resigns-after-anonymous-hack-sc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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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라 부르고 싶어 하는 보안업체들이 결국 돈과 명성을 위해 ‘같지만 다른’ 일을 
했다면, 즉 해킹 기법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 직접 해킹한 정보를 정부 또는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자의 상정된 차이에 관한 인식은 전도된다. “누가 더 나
쁜 놈들일 것 같아? lulz” 기만을 폭로하는 “어나니머스 스타일”은 그렇게 기존 인
식의 고정점들을 비웃고, 때로 활용한다. 2012년 2월, ‘HBGary’는 방위 산업체인 
‘ManTech International’에 매각됐다.136) 반드시 어나니머스 스캔들 때문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고객들과의 내부 거래자료 폭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인수한 회사는 미국 정부기관들에 사이버안보 관련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였다. ‘HBGary Federal’ 역시 같은 시기 문을 닫는다. 

보안업체 대 ‘안티-보안’으로서의 어나니머스 간 싸움은 아론 바의 사임으로 이미 
2011년 초에 일단락됐지만, 익명의 상황 안에서도 새로운 국면들이 전개되기 시작
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쟁’은 디도스 기반의 오퍼레이션
이 아니었고 전문지식을 지닌 일부 해커들의 참여를 필요로 했다. 아론 바의 추측은 
모두 어긋났지만, 어쨌든 보안업체나 FBI의 수색 가능 영역 바깥에 어떤 ‘이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Sabu”, 
“Topiary”, “Kayla”, “T-Flow”, “Avunit”, “Pwnsauce”. 한때 동일한 닉네임을 예
외적으로 유지했던 이들 여섯 명은 ‘HBGary’ 시스템을 뚫고 난 이후 일종의 분파를 
이룬다. 그들은 스스로를 “룰즈섹”(LulzSec)이라 불렀다. 

‘룰즈섹’ 또는 ‘룰즈 시큐리티’(Lulz Security)는 그 명칭 그대로 인터넷 보안을 
조롱한다. ‘룰즈’(lulz)란 인터넷 사이트나 IRC 채널에서 주로 비웃음을 뜻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lol’(laughing out loud)의 파생어 중 하나다(lol, lul, lols, luls, 
lolz, lulz).137) 룰즈섹은 기업, 방송사, 정부기관 등을 차례로 해킹하면서, 그저 “재
미로”(for the lulz) 그렇게 했다는 명제를 붙이기 좋아했다. 사실, 이 수사는 인터
넷 문화에 이미 통용되던 것으로(“I did it for the lulz”) 심각한 일에 전혀 심각하
지 않은 이유를 첨부해 이중의 비아냥거림을 표시한다. 해당 일이 심각하다고 인식
되는 상황을 비웃고, 그런 ‘심각한’ 일을 힘 하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비웃
는다. 여전히 상대방에게는 ‘심각할 뿐 아니라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말이다. 
약 50일의 활동 기간 동안, 실제로 룰즈섹은 그렇게 했다. 

대략 2011년 5월 룰즈섹은 작동을 시작했다.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끈끈해진’ 
몇몇 이들이 비공개 IRC 채널에서 매일 밤 모임을 가졌다. 일부는 상황마다 다른 
‘대화명’으로 참가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위의 이름들로 이미 자기들 사이에 확립된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고 즐기는 듯 했다. 보통의 어나니머스 참여자와 다른 ‘진짜’ 
해커로서, 무엇보다 ‘유쾌한 녀석들’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다. 왜 룰즈섹이 어나

136) The Register, “US gov IT services vendor swallows HBGary,” 2012-2-29, 
(http://www. theregister.co.uk/2012/02/29/hbgary_mantech/) 

137) 우리 식으로 하면 웃음을 나타내는 ‘ㅋㅋ’나 조롱의 뜻이 담긴 ‘즐’, ‘KIN’ 등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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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머스 안에서 생겨나 갈라졌는지의 물음과 관련해, 당시에 이들이 오퍼레이션들에 
어떤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치적 대의명분의 
무게들, 다른 이가 제안한 심각한 작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들, 때로는 SQL 삽입
보다 더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공유 절차들, 심지어 비-조직화의 참여 방식과 
‘명령의 부재’ 역시도 이들의 관점에서는 ‘무거워’ 보였다. 그렇다고 어나니머스의 
방법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됐다는 건 아니다. 익명의 다수 참여자란 새로운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다소 전통적 핵티비즘 편에 선 이들에게도 중요했고, 여전히 대다수 
다른 오퍼레이션에 ‘익명으로’ 참여했다. 대신에 이들은 사안을 나누기로 선택한다. 

당시 오고 간 대화를 보면, 이들은 “도덕적 폭로”와 “비윤리적 유출”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를 어나니머스의 영역으로 둔 채, 후자의 작동지대를 새롭게 룰즈섹 영역
으로 할당한다. “재미를 위해서”(for the lulz) 말이다. ‘룰즈섹’이라는 명칭도 이때 
결정된다. 이런 정서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나니머스가 이미 있는데 왜 
룰즈섹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사실 온전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긴 어렵다. 기능주
의적이거나 맥락주의적인 서사로 흐르기 쉽다. ‘우발적으로’ 그렇게 생겨났다는 게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수 있지만, 다음처럼 상황에 따른 설명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그럴 듯 해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2011년 4월에 이미 이들은 폭스(fox.com) 
시스템을 해킹해 내부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 직원, 기자들뿐 아니라 유명 TV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지원자 7만 3천여 명의 이름,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등의 신원정보였다. 이런 자료를 ‘손쉽게’ 빼낸 건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선 달랐다. 명분이 없었다. 다시 말해, “어나니머스가 그랬다” 
같은 선언문을 발표할 수 없었다. 폭스의 보도방침이나 정치적 성향, 또는 프로그램 
연출기법까지 이들이 평소 싫어했을 수 있다고 해도, 어나니머스의 다른 참여자들이 
여기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터뜨렸다가는 다른 참여자들로
부터 비난받을 게 분명해 보였다. 이들은 ‘룰즈섹’으로서 공개하기로 했고, 2011년 
5월 5일 ‘룰즈섹이 처음 존재하게’ 된다. 

V-5. 룰즈섹을 상징하는 이미지들. “like a Sir”(“Sir”)와 “Nyan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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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기의 최초 선택지점에 흥미로운 부분이 많지만, 여기서 이들의 정신분석을 
할 생각은 없다. ‘정신분석’과 관련해선 이들 스스로 그런 설명 방식을 거부한 사례
가 있다. 2011년 5월 29일, 룰즈섹은 미국 공영방송 PBS의 서버와 트위터 계정을 
해킹한다. 그 며칠 전인 24일에 PBS의 ‘프런트라인’(Frontline)이라는 프로그램은 
위키리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WikiSecrets”)를 제작해 방송했는데, 해당 프로그램
은 방송시간의 상당부분을 기밀 폭로자 브래들리 매닝138)의 정신상태를 분석하는 
데 할애했다. 내부고발자의 폭로행위를 정서불안 등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이력과 연
결시키는 전형적인 연출기법이었다. 브래들리 매닝이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139) 더욱이 케이블게이트의 본질을 회피하는 듯한 방송 
내용에 줄리언 어샌지는 물론이고 어나니머스와 룰즈섹도 화를 냈다. 

룰즈섹은 PBS 직원들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유출했고, 홈페이지 화면을 “냥 캣” 
(Nyan Cat)의 이미지로 바꿔 놓았다. 룰즈섹을 상징하는 고양이가, 역시 상징인 
“신사”(Sir)의 머리 위로 무지개를 그리며 날아가고, “ALL YOUR BASE ARE 
BELONG TO LULZSEC”이라 외친다. 원래 이 문장은 인터넷 문화에 널리 쓰이던 
문구로(“All Your Base Are Belong to Us”), 1980년대 어느 16비트 슈팅게임에 
나오는 대사다. “너희 기지는 전부 우리 수중에 있다”란 일본어 텍스트를 직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어색한 영어 문장이 영미판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사람
들은 이 문구를 마음에 들어 했고 다양한 뉘앙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문구가 
실린 이미지와 함께 룰즈섹은 PBS 홈페이지의 제목을 “FREE BRADLEY 
MANNING. FUCK FRONTLINE!”으로 변경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아예 
기사를 새로 작성해 등록해 놓았다. “투팍은 살아있다”(사진 V-6 참조). 

미국의 전설적 래퍼 ‘투팍’(Tupac Shakur)은 1996년 총격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2011년 현재 여전히 살아있으며 동료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목격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실제 사실과 픽션을 그럴듯하게 섞어 놓은 것이었지만, 당시 ‘생존 소식’은 
구글에 인덱싱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지에서 최근 사망한 데이비드 파일(David File)이란 인물이 등장하고 
그가 남긴 일기장에 투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온다. 일기 마지막에 “yank up as a 
vital obituary”라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있으며, 이것은 룰즈섹이 남긴 단서다
(“Topiary”, “Sabu”, “Kayla”, “Avunit”의 철자를 바꾼 아나그램이다). 데이비드의 

138) 브래들리 매닝은 35년형을 선고받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자신이 여성인 첼시(Chelsea) 
매닝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감옥에서 호르몬 치료와 개명을 위한 법정투쟁을 벌였고, 군 
당국은 여전히 매닝을 남성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2014년 법적 개명이, 2015
년 호르몬 치료가 최종 허용됐다. Today, “'I am Chelsea': Read Manning's full 
statement,” 2013-8-22 (http://www.today.com/news/i-am-chelsea-read-mannings 
-full-statement-6C10974052) 

139) Wired, “Bradley Manning to Be Moved From Quantico,” 2011-4-19, (https:// 
www.wired.com/2011/04/manning-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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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로 기사에 소개된 ‘페니’(Penny)는 우리가 아는 ‘HBGary’의 그 페니140)였
다고 한다(Coleman 2014: 265). 

 

V-6. 룰즈섹이 PBS 뉴스 사이트에 등록한 ‘투팍’에 관한 가짜뉴스 

이런 사건들이 내포하는 비일관적이지만 한편으로 집요한 태도들이 룰즈섹에 공
유된 정서를 조금은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지만, 만약 PBS 공격이 어나니
머스의 오퍼레이션으로 전개됐다면 룰즈섹의 두 가지 ‘전술’ 가운데 첫 번째 것만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홈페이지 변조와 디도스 공격, 해킹 자료의 공개 같은 것
들이다. 투팍에 대한 가짜뉴스를 삽입한 것은 브래들리 매닝이나 케이블게이트 등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퍼레이션 PBS’는 ‘보호받아야 할 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관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작성했을 것이다. 대신에 룰즈섹은 그럴듯한 허구를 
‘뉴스’라는 형식으로 내보내면서, 그걸 실제 믿어버리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역으로 
언론의 보도형태 자체를 비꼰다. ‘당신들의 재현방식이 어떻게 강요되는지’ 보이는 
걸로, 위키리크스나 ‘HBGary’ 등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자기식의 메시지
를 보낸다. 물론, “우리는 재미로 그랬다”(We did it for the lulz). 

룰즈섹은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벌였다. 폭스와 PBS 외에도, 5월 27일 소니, 6월 
3일 FBI 인프라가드(InfraGard), 6월 13일 베데스다(Bethesda Softworks), 같은 
날 미국 상원, 15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20일 영국 중대조직범죄국(SOCA), 23일 
미국 애리조나 주 공공안전부(DPS) 등에 해킹 및 디도스 공격을 가했다. 여기에 다 
쓰지 않은 일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들은 어나니머스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듯 보였고, 적어도 해당 기간 동안 어나니머스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 

140) 페니 리비(Penny Leavy)는 ‘HBGary’의 회장이었으며, 앞서 기술한 대로 어나니머스의 
해킹 공격 당시 IRC 채널에 접속해 대화를 시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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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가 언론을 통해 존재가 알려지고 오퍼레이션 홍보에 종종 언론을 이용한 
데 반해, 룰즈섹의 인기몰이는 좀 더 전통적인 핵티비즘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룰즈섹 스타일’은 90년대 핵티비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더 적합했던 것 같다. 
“웹 사이트를 해킹하고, 기업들에 침입해 스캔들을 터뜨리고, IRC로 전쟁을 벌이는 
새로운 해커그룹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다. 1990년대가 돌아왔다!”141) 어느 
해커그룹이 자신의 웹진에 룰즈섹을 평한 내용이다. 어쩌면 보안업계 관계자들까지 
그러했을 것이다. “외부 관찰자들에겐 놀랍겠지만, 보안전문가들 역시 이 녀석들이 
날뛰는 걸 보면서 은밀한 쾌감을 느낀다. 룰즈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면서 패대기치고 있다. 그저 농담처럼! 재미삼아! 장난으로! 이는 컴퓨터 
보안에 관해 당신이 알아야 될 한 가지를 말해준다. 그런 건 더는 없다는 것.”142) 

왜 룰즈섹이 인기가 있었는지는 룰즈섹이 어나니머스에서 왜 갈라졌는지에 비해 
분명하다. 모두에게 열린 집합이라는 대중적 이상주의자의 진지함보다는 비밀스런 
소수정예 엘리트주의의 카리스마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룰즈섹은 ‘이야기’를 만들었고, 사람들도 어나니머스보다는 
룰즈섹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쉬었으며, 룰즈섹 역시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항해
했다. 룰즈섹은 자신을 일종의 해적선(“Lulz Boat”)으로 비유했는데, 해적깃발 대신 
와인 잔을 든 콧수염 신사와 ‘냥 캣’의 깃발을 달았다. 어나니머스에 관한 기술이 
어느 순간 룰즈섹 서사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구성가능성의 측면과 
어느 정도 연계돼 있을 것이다. 올슨(Olson 2012)은 누구보다 룰즈섹을 잘 알았지
만, 결과적으로 어나니머스 집합을 룰즈섹이라는 핵티비즘 현상과 동일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콜먼(Coleman 2014)은 어나니머스와 룰즈섹을 구분하면서도, 룰즈섹 
멤버들에 관한 기술에 역시 상당히 초점을 둔다. 나는 어나니머스와 룰즈섹을 어떤 
경우도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룰즈섹이라는 핵티비즘의 쾌활함보다 어
나니머스라는 정치적 ‘지루함’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럼에도 ‘룰즈섹 항해’가 그만큼 
인상적인 이야기들이고, 시간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콜먼이 다음과 
같이 쓴 것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어서 참조할 만하다. 

배는 공해상 해적질의 자유를 뜻하고, 단안경에 정장을 걸친 남자는 오만한 엘리
트 해커를 뜻하며, 고양이는, 인터넷에 관련한 것이라면 고양이가 빠질 수는 없기 
때문이고, 음악은, 음악에 맞춰 해킹하는 게 조용히 그 짓을 하는 것보다 언제나 
옳으니까 말이다. 선언문은 (젠장!) 표현의 자유고, 법률 위반은, 그게 법(rules)이
니까 엿이나 먹으라지. 룰즈섹은 다른 어떤 그룹들과도 같지 않게 해킹과 전복의 
기쁨을 체현했다. 또한 룰즈섹은 갈망과 환상의 장소를 재현해냈다. 룰즈섹이 그

141) 2600 Magzine, 2011-6-4, (https://twitter.com/2600/status/76931363755925504) 
142) RISKY.BIZ, “Why we secretly love LulzSec,” 2011-6-8, 

(https://risky.biz/lulzsec/) 



- 205 -

리도 뻔뻔하게 해냈던 일은 많은 해커들이 자신도 그러길 바라던 것이었다. 누군
가는 분명 지나간 시절들에, 처음 컴퓨터 세계가 그들에게 열렸을 때, 탐험하고 
만지작거리며 똑같은 일탈의 쾌감을 경험했겠지만, 그땐 대체로 세계적인 대규모 
관중은 없었다. 

(Coleman 2014: 263-264, 강조는 원문) 

2011년 6월 25일 룰즈섹이 갑작스런 ‘은퇴’를 발표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놀랐던 것이다. ‘룰즈섹과 함께 한 50일’에 관해, 정말 무수한 사후 이야기가 
또 다시 구성되고 쏟아져 나온 건 어쩌면 당연했다. 그것이 ‘50일간의 세계일주’든, 
‘세계를 뒤흔든 50일’이든 간에 말이다. 더불어, 모든 인기 록 밴드의 은퇴가 그렇
듯이, 해산의 이유에 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AP통신은 룰즈섹의 어느 
멤버가 “지루해졌다”라고 발언했다며 보도했고,143) 포브스는 “최고의 순간에 끝내고 
싶었을 것”이란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실제로 록 스타에 비유했다).144) 정작 룰즈
섹은 “전 세계 친구들에게”로 시작하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담담하게 자기 스타일로 
입장을 밝힌다. 

전 세계 친구들에게 

우리는 룰즈섹이야. 이건 우리들의 마지막 발표고. 오늘은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
는 날이야. 50일 전, 우리는 낡은 배 한 척을 불안하고 성난 바다에 띄웠어. 인터
넷에 말이야. 증오기계이자, 사랑기계며, 많은 기계들로 작동하는 기계인 그곳에. 
우리는 모두 그것의 일부야.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해. 
지난 50일간 우린 기업들, 정부들, 때로 일반 대중 자체도, 그 틈에 놓인 가능한 
모든 것까지 흔들어대고 폭로해왔어.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사심 없이 남들을 즐겁게 하려는 거였어. 허영, 명성, 인정, 이런 모든 것에 우리
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향한 욕망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지. 날 것의, 멈추지 않는, 
혼돈의 즐거움과 아나키한 스릴. 우리 모두가, 생기 없어 보이는 정치가랑 감정이 
메마른 중년의 자칭 패배자들조차, 갈망하는 그것 말이야. 당신은 패배자가 아냐. 
실패한 게 아냐. 당신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 
자신을 믿어. 

143) PC Magazine, “Why Did Lulzsec Quit? One Member: 'Boredom',” 2011-6-26, 
(http://www. pcmag.com/article2/0,2817,2387583,00.asp) 

144) Forbes, “Rockstar Hackers LulzSec Go Out On A High,” 2011-6-26, 
(https://www.forbes.com/sites/parmyolson/2011/06/26/rockstar-hackers-lulzsec-
go-out-with-a-bang/#70970ec83d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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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즈선(The Lulz Boat)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책임이 있더라도, 이 정체성에 영
원히 묶여 있진 않을 거야. 무지개와 실크해트의 이런 쾌활한 외양 뒤에서, 우리
는 사람들이야(we are people). 음악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옷들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바로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 
말이야. 히틀러와 오사마 빈 라덴조차 이런 자기만의 취향과 스타일을 지녔었다는 
걸 알면 재밌지 않아? 평범한 보통의 화가가, 우리보다 더 고양이를 좋아한 슈퍼
악당이 됐어. 
각설하고, 가면 뒤에서, 그 모든 미친 짓거리와 소란 뒤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안
티섹 운동을 믿고 있어. 좀 더 아나키한 재미(lulz)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당
황스럽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강하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고 싶어. 
안티섹 운동이 우리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으로 스스로 드러나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바라고, 또 애원해.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았던 지지
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별로 겸손할 필요는 없겠지. 제발 멈추지 마. 다함께, 
뭉쳐서, 공통의 압제자들을 우리가 짓밟고 마땅히 우리의 힘과 자유를 드높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런 마지막 생각들과 함께 작별을 고할 시간이네(bon voyage). 예정됐던 
50일의 항해는 종료됐고, 이제 저 멀리 떠나야만 해. 격려, 두려움, 거부, 행복감, 
찬성, 반대, 조롱, 당혹감, 사념, 질투, 증오, 심지어 사랑까지도 뒤로 남겨 두고 
말이야(그러길 바라).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아무데라도 자그마한 
영향을 끼쳤길 바라며. 

우리와 함께 항해해 줘서 고마워. 바람은 시원하고 해가 지려 하네. 그러니 이제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자. 

물결 가는대로 … 

룰즈 시큐리티 - 우리 여섯 명의 선원이 여러분의 행복한 2011년을 기원합니다. 
전 세계 우리 전투함대 멤버들과 지지자들 모두에게 안부를. 

(50 Days of Lulz - LulzSec Final Message, 2011-6-25) 

마지막에 자신들이 “6인의 크루”임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어쩌면 자
신의 앞날을 얼마간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참고로 당시 6인 중 1명(‘Sabu’)은 이미 
체포된 직후였으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설마 룰
즈섹이 저렇게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냥 퇴장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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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작별의 편지 끝부분에 어김없이 해적만 토렌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며, AT& 
T와 AOL, FBI, NATO, 미 해군 등에서 빼낸 내부 데이터를 무더기로 방출했다. 
“이 자료의 미러 사이트145)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제 호스팅을 연장하지 않을 
거니까요. 진짜로 안녕.” 

메시지 중간에도 나와 있듯이, 룰즈섹이 끝까지 애착을 보인 것은 ‘안티섹’ 
(AntiSec)이었다. 2011년 6월 19일, 어나니머스와 룰즈섹은 공동으로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시작을 선언했다. 흥미로운 점은 선언문의 논조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 정부와 화이트햇 보안테러리스트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터넷 바다를 지배하고 
통제해왔다. 썩은 전리품으로 가득 찬 화물실에 편안히 눌러앉아, 그들은 눈에 들어
오는 모든 배들을 포획하고 길들이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제 우리 룰즈 리자드
(Lulz Lizard) 전투함대는 자유를 훔치는 2011년의 통제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중단 
없는 전쟁을 선포한다.” 앞서 작별의 메시지가 다소 이질적인 두 개 부분이 병렬 배
치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처럼, 영국식으로 표현했던 그 “짧은 시간”(short space 
of time) 동안에, 룰즈섹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았다. ‘재미’(lulz)를 존재의 유일하게 
정당한 이유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던 이들은 마지막 시간들에 ‘운동’(movement)
을 말하기 시작한다. 

원래 ‘안티섹 운동’은 90년대 핵티비즘 일환으로 전개됐던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른바 ‘블랙햇’(black-hat hacker) 사이에서 사이버 보안업계 또는 ‘화이트햇’ 
(white-hat hacker)에 대한 경멸을 표출하는 문건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해커들 가운데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보안업계에 ‘팔아먹거나’ 아예 취업해 
‘보안전문가’로 직함을 바꿔다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이런 일들 역시나 90년대 
핵티비즘의 융성에 따른 결과들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체제 밖의 해커’로 남아 
있으려 고집했던 사람들은 이런 ‘변절자’들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주로 문제 삼은 것은 익스플로잇(exploit, 취약점 공격)에 관한 정보가 보안 종사자
들과 일반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양상들이었다. 스스로를 
‘화이트햇’이라 여기는 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성을 ‘젠체하듯’ 커뮤니티에 흘리
거나 보안업계를 통해 상업화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해당 정보들 덕에 ‘스크
립트 키디’들이 생겨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정서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서 
‘블랙햇’과 ‘화이트햇’, 심지어 ‘그레이햇’(grey-hat) 같은 말들은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라기보다 커뮤니티들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옛 서부영화들의 주인공
이 주로 흰 모자를, 악당이 검은 모자를 쓴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Wilhelm & 
Andress 2010: 26-27), 어디까지나 ‘화이트햇’(우리 식으로 하면 ‘화이트 해커’)의 
관점에서 (재)분류하는 또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145) 미러(mirror) 또는 미러 사이트란 원본 링크가 삭제되거나 호스팅 중지될 것에 대비해 
미리 해당 복사본의 우회 접속경로를 마련해 놓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다른 URL에서 
원본과 동일한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다. 파일 공유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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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과거의 ‘안티섹 운동’은 오히려 정보의 전체 공개, 폭로를 거부하는 
입장에 가까웠다. 보안 관련 특정 정보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나니머스와 
룰즈섹 또한 보안업계를 싫어하고 조롱했지만, 이들이 생각한 운동은 익스플로잇과 
해킹 기법을 ‘보호하자는’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니었다. 90년대 핵티비즘에서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이더라도, 이들이 노린 건 정부와 기업, 은행들이다. 이런 권력기관의 
내부 자료들이 ‘보안’이라는 방패막이 뒤편에 숨겨져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들어가 
사람들에게 폭로하자는 것이었다. 돌아온 ‘안티-보안’은 사실상 ‘안티-체제’에 더 가
깝게 된다. 

오퍼레이션 안티-시큐리티(#AntiSec)에 온 것을 환영한다. 크든 작든, 항해중인 
모든 배에 촉구한다. 여러분의 항로에서 마주치는 어떤 정부나 기관이라도 공격하
라. 우리는 정부 웹 사이트 변조나 물리적 그라피티 아트 모두에서 “안티섹” 용어
의 사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안티섹이라는 단어가 기억되도록 더욱 널리 퍼트려 
줄 것을 촉구한다.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는 이제부터 어나니머스 집합
(the Anonymous collective), 그리고 연계된 모든 전투함과 팀을 이룰 것이다. 
우리와 함께 했든 반대했든, 과거 원한을 품었건 우리의 한 척 배를 가라앉히고 
싶어 환장하겠건 간에, 여러분을 반란에 초대한다. 함께라면, 이윤에 눈 먼 탐욕
가들한테 프라이버시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이 
쓴 모자가 흰색인지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여러분의 피부색과 인종이 어떠한지는 
중요치 않다. 부패를 인지하게 된다면, 안티-시큐리티의 이름으로 이제 폭로하라. 
최우선순위는 이메일 스풀146)과 문서를 포함해 정부의 어떤 기밀정보든 약탈하고 
유출하는 것이다. 주요 타깃은 은행들과 기타 고위급 기관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 
작업을 검열하려 든다면, 도마뱀 피를 바른 함포로 없애버릴 것이다. 

지금 아니면 안돼요. 어서 배에 오르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맞이할 테니 … 
(Operation Anti-Security, 2011-6-19) 

간간이 특유의 넉살이 끼어들어 있긴 하지만 - 마지막 문장은 노래가사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 ‘록 밴드’는 무장 투쟁하는 ‘혁명가’처럼 군다. 물론 어나니머스와
의 공동 전선에서 나온 선언문이고, 대체로 어나니머스는 룰즈섹에 비하면 ‘무거운’ 
편이다. 적어도 이날 이후 룰즈섹이 벌였던 공격들은 모두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경로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불과 일주일이었더라도, 사이버스페이
스에서는 이 시간들이 결코 짧지만은 않다. 콜먼(Coleman 2014)의 기술에 따르면 
룰즈섹이 애리조나 공안부(DPS)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건 6월 21일경이었다(283). 

146) 메일 스풀(spool)이란 특정 계정 모든 이메일의 메일 헤더(발신인 주소, 전송시간 등)와 
메시지 본문을 저장한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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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물건’이었다는 것은 그 즉시 알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우선 영국 중대조직
범죄국(SOCA)을 건드린다(6월 20일). 이것은 공동 선언문이 나온 다음날의 첫 번째 
공격이었고, 디도스였다. SOCA의 웹 사이트는 내부 데이터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ISP를 통해 호스팅 되고 있었으며 시스템 침입과 자료 유출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1일, 영국 경찰은 에섹스(Essex) 주에서 라이언 클리어리(Ryan Cleary)를 
SOCA 공격의 주동자로 체포한다.147) 당시엔 매우 이례적이라 느꼈던 기억이 있다. 
하루 만에 붙잡힌 것은 틀림없이 클리어리가 너무 부주의했거나, 아니면 미리 대비
하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어나니머스와 룰즈섹의 메시지들은 이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었고, 언론 역시 마찬
가지였다. 언론보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안티섹의 선언으로 룰즈섹이 변했다고 느낀 
만큼이나 언론의 태도도 약간 변했다는 사실이다. 한때 은밀한 애정을 느끼기까지 
했던 이 ‘유쾌한 친구들’이 투사로서 면모를 드러내자 곧바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
한다. “지금껏 무작위로 무의미한 타깃들을 노리며 방랑의 목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이제 엄청난 잠재적 규모를 지닌 본격 반정부/반체제 운동으로 연합하고 있다. 근래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디지털 혁명이 마침내 시작되려는가?”148) 어쩌면 은밀한 
기대일지도 모르겠다. “이 새로운 운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그저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계몽이 될 것인가? 보안 분야의 도약이 될까? 새로운 
입법화? 이들이 붙잡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진 사례로 남을까? 경우
에 따라서는 모두 가능하다.” 

라이언 클리어리에 대한 논평에서 당국은 오히려 신중했고, 언론은 룰즈섹과 연결
시켰다. 그러나 그는 ‘6인의 크루’가 아니었다. 반대로 적대관계였다. 클리어리는 봇
넷(botnet)뿐만 아니라 합법적 IRC 서버를 운영해왔으며, 룰즈섹 말고도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 일부 채널이 서버를 이용했었다. 그는 채널 참가자들에게 광역 밴(접속 
차단 조치)을 남발해서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그의 신상은 이미 어나니머스 
네트워크 안에 알려져 있었다. ‘까탈스런’ 운영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어나니머스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5월 초에 클리어리는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에 환멸을 느꼈는지 
자신의 봇넷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IRC 네트워크들에 디도스를 걸어버렸다. 그리고 
해당 IRC 네트워크 접속자 600명가량의 IP 주소를 뿌린다. 그는 오퍼레이션 관련 
사이트 한 곳(AnonOps.ru)의 도메인도 접수했다.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VPN 우회접속을 통할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듣기 때문에, 공개된 IP 
주소가 그렇게 치명적일 것은 없었다. 그러나 분명 화가 날만한 일이었고, 더욱이 

147) The Telegraph, “British teenager arrested over LulzSec hacking attacks” 
2011-6-21,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news/8589884/British-teenage 
r-arrested-over-LulzSec-hacking-attacks.html) 

148) ZDNet, “Operation Anti-Security: LulzSec and Anonymous target banks and 
governments,” 2011-6-20, (http://www.zdnet.com/article/operation-anti-security- 
lulzsec-and-anonymous-target-banks-and-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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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해 (익명으로) 어나니머스를 비난하기까지 했다.149) 며칠 
뒤, 어나니머스는 라이언 클리어리의 실명과 신상정보, IP 주소를 공개하는 것으로 
복수한다. 

이런 일이 있었던 터라, 클리어리의 체포 소식이 별다른 동요를 일으키진 않았다. 
룰즈섹은 트위터를 통해 너스레를 떠는 정도로 넘어갔다. “룰즈섹의 영광스런 리더
가 체포됐다는 듯. 이제 다 끝임 … 잠깐 … 우리 아직 여기 있네요! 대체 그들은 
어떤 바보 녀석을 잡은 걸까?” 어나니머스는 별다른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다만, 
아무리 클리어리가 부주의했더라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가 이루어진 게 이상
했을 뿐이다. 어쨌든 20일 당시, 클리어리가 옛일을 ‘뉘우치고’ 봇넷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밖에도 도처에서 이미 다수의 개별 공격이 스스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번 ‘안티섹’이 오퍼레이션으로서 선언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룰즈섹이 
혼자 무언가를 했던 이전 몇 주와 달리, 한번 오퍼레이션 안티섹으로 작동을 시작한 
이상, 다른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처럼 익명의 다수 참여자들 사이를 순환하면서 
자신의 몸체로 끌어당긴다. 그들 각각은 나름대로 일어나 일을 벌인 후에 “이것은 
오퍼레이션 안티섹이다”라고 소급해서 규정하기에,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예컨대, SOCA 공격과 같은 날(20일) ‘어느 룰즈섹’은 자신들이 영국 통계청
(ONS)을 해킹해 2011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째로 빼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영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므로 심각한 얘기였다. 이들은 페이스트빈을 
통해, 정부의 허술한 관리보다 더욱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보관중이며 당분간 공개할 
계획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룰즈섹(우리가 아는 그 룰즈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이 일과 관련이 없으며 저 룰즈섹은 이 룰즈섹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도 그 발표를 봤는데, 그건 우리가 아니야. 하지만 이봐, 누군가 #AntiSec의 
이름으로 영국 정부를 해킹한 게 사실이라면, 잘했어 친구들!” 또 브라질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21일에 브라질 정부기관과 대통령실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일어났는데, 공격자들은 자신들이 룰즈섹의 남아메리카 분파 
가운데 하나이며(“LulzSecBrazil”)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일환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
고 주장했다. 며칠 뒤에는 브라질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시스템을 
해킹해 직원들 프로필 데이터를 유출한다. 이들 역시 앞서의 ‘6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자생적으로 생겨나 스스로 ‘남미의 룰즈섹’이라 선언한 것이었다. ‘모방’인지 
‘원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양자의 경계들도 흐려진다. 이들은 마치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19일 선언 이후 모두에게 열린 집합이 됐으며, ‘룰즈섹 콜롬
비아’든 ‘어나니머스 중국’이든 ‘이란 사이버 전사’든, 아니면 캐나다의 ‘룰즈래프트’ 
(LulzRaft)든 간에, 그것이 ‘안티섹’으로 작동하는 한 모두 개별의 ‘진짜들’로서 오퍼

149) PC Magazine, “Anonymous vs. Anonymous: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2011-5-10,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85149,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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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하룻밤 새 벽면들에 출몰하는 ‘#안티섹’과 
‘룰즈섹’, 또는 ‘단안경의 가이 포크스’(어나니머스와의 혼종) 그라피티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21일, 한 해커가 룰즈섹에 접근한 것도 이런 정신없는 흐름들 속에서였다. 
제레미 해먼드(Jeremy Hammond)는 1985년생으로, 일찌감치 정치적 핵티비즘에 
투신했다. 고교 재학 중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반대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던 그는, 학과 웹 사이트에 백도어를 심어놓은 일로 1년 만에 일리노이대학에서 
쫓겨난 후, 이라크 전쟁과 부시 행정부를 지지하는 한 우익단체(‘Protest Warrior’)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내부 데이터와 5천 개가량의 신용카드 정보를 함께 빼냈다. 
유출한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2006년 체포돼 2년 형을 선고받는다. 
형을 마친 후에도 급진적 핵티비즘에 참여하면서 주로 극우주의자들을 괴롭히다가, 
2011년 6월 애리조나 주 공안부의 웹 사이트를 뚫는 데 성공한다. 

훗날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그는 2011년 초부터 어나니머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회상하는데, 당시엔 다른 이들처럼 익명으로 오퍼레이션에 참여했으며 
특별히 해킹 실력을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한다(Coleman 2014: 283). 그는 어나니
머스의 선언문들이 평소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데 반가움을 느꼈고, 특히 가이 
포크스와 《브이 포 벤데타》에 대한 애정이 동질감을 더 갖게 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중 ‘안티섹 작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이 가진 정보를 룰즈섹에 넘긴다. 그는 
룰즈섹 일원이 아니었고 이 일로 신원이 드러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6월 
23일, 룰즈섹은 애리조나 사법당국의 민간첩보자료, 훈련 매뉴얼, 내부 이메일 회신 
내역, 직원 이름들과 전화번호, 주소, 패스워드 등을 토렌트 파일 형태로 공개한다. 
이들은 유출한 자료들에 “칭가 라 미그라”(Chinga La Migra)라는 스페인어 제목을 
붙였는데, 이 문구는 주로 이민자 사이에 통용되다가 점차 백인들에게 퍼진 은어로 
“이민국 경찰 엿 먹어라”란 뜻이다. 실제로 이번에 룰즈섹이 문제 삼은 건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이었다. 

2010년 4월 주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SB1070’(Support Our Law Enforce 
ment and Safe Neighborhoods Act)은 당시까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형태의 
불법이민 근절법안이었다.150)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이민자는 거주지 등록증을 항시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주 사법당국은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자 누구라도 검문, 구금 및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체포된 자는 합법적 
이민자 지위가 연방정부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석방될 수 없다. 이민국 경찰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이민법 집행을 수행할 것이 ‘강제되며’, 법
집행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모든 합법적 애리조나 거주자는 해당 
경찰관을 주 정부의 지원 하에 고소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고용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 숨기거나 보호하는 행위, 이주를 권유하

150) The New York Times, “Arizona Enacts Stringent Law on Immigration,” 
2010-4-23, (https://www.nytimes.com/2010/04/24/us/politics/24immi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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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까지도, 그 행위 당사자가 해당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적
으로 무시한 경우,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151) 

우리는 특별히 애리조나 공안부(AZDPS)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가 
SB1070과 애리조나 주의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 및 반-이민 경찰력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감한 법 집행”, “비공개”, “관계기관 한정” 등으로 분류돼 있는 이 
문건들은 주로 국경순찰과 반테러 작전에 관한 것들이며, 여러 갱과 카르텔 조직, 
모터사이클 클럽, 나치단체, 시위운동 등에 잠입하기 위해 정보제공자들을 이용한 
정황이 적혀있다. 
매주 우리는 더 민감한 기밀문건과 군 및 사법당국자들의 부끄러운 신원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단지 그들의 인종차별적이고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한 명목의 “마약전쟁”(war on drugs)을 벌이면서 공동체를 공포에 
빠트리려는 그들의 수작을 단호히 사보타주하기 위해서다. 
세계의 해커들이 연합해, 공통의 압제자들에 대항하는 직접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전 세계 정부, 기업, 경찰, 군대를 향해서. 곧 다시 만나길! ;D 

(Chinga La Migra #1, 2011-6-23) 

  

V-7. ‘안티섹’ 관련 그라피티 

해먼드가 이 자료들을 넘긴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안티-SB1070은 “전 세계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부분이 되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단호한 입장은 룰즈섹 안에서도 은근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듯하다. ‘칭가 라 
미그라’ 발표 이후 일부 ‘크루’들은 불안증세를 보였으며, 더욱이 그들 중 하나인 
“사부”(Sabu)가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좀 이상했다. 현명한 
해커라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 곧바로 몸을 숨기는 법이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기도 했다. ‘안티섹’은 벌써 그들 손을 떠나서 항해 중이었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그만 둘 수도 없었다. ‘다른 룰즈섹들’은, ‘다른 익명들’은 얼마
든지 있었고 또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도 알 수 없는 채로 말이다. 횡단

151) 이 조항은 소위 “자발적 퇴거” 의도와 관련되며,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체류를 불편하게 
만드는 법적 구조를 마련해 스스로 떠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Chin, et al. 201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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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저 서류 가방을 든 평범한 남자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저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어젯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또는 ‘락카스프레이’를 들고 
자기 식의 ‘안티섹’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예고된 두 번째 ‘칭가 라 미그라’는 없었다. 대신 룰즈섹은 자신들의 마지막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말이다. 통신회사 AT&T가 
4G-LTE 도입과 관련해 작성한 내부 자료들, IBM이 보관하고 있던 9만 건 이상의 
개인 전화번호 내역, 소니, 디즈니, 바이어컴(Viacom) 등 거대기업들의 IP 주소가 
담긴 파일, ‘Hackforum.net’의 사용자 20만 명의 이메일,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해시 정보, NATO 관련 사이트 사용자 계정 정보 1만 2천 건과, 온라인 게임 관련 
사용자 정보 50만 건, 게임 포럼 관련 사용자 정보 5만 건, 온라인 미디어 기업 
AOL의 내부 기술 문건, 아일랜드 사설탐정 회사 직원 29명의 사용자 계정 정보와 
미 해군 사이트 변조 이미지 등. 사실 이런 자료 더미가 무얼 의미하며 어떤 의도로 
유출했는지에 관한 친절한 설명은 첨부돼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들이 각자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다소 성급하게 발표된 것인지 모르고, 이 중 몇 개는 갑작스런 
해체가 아니었다면 자체 분석과 정치적 어젠다를 설정해서, 또한 평소처럼 극적인 
효과를 더해 순차적으로 공개했을 것이다. 작별의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자료
들이 단지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안티섹’을 위해 마련됐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룰즈섹은 다음 같이 트윗을 날렸다. “언론들이여, 제발 우리의 바보 같은 발표문만 
말고 유출한 파일들에 대해 보도해 주세요.” 

중요한 점은 룰즈섹이 무대에서 퇴장하더라도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작동중인 것
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는 그래야만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들의 독점적 위세와 지위를 경계하는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전개방식에서, 룰즈섹이라는 돌연변이는 이제 불필요했다. 만약 해당 집단이 자신의 
인지도를 즐기거나 바라면서 오퍼레이션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어쩌면 
바로 그 ‘안티섹의 이름으로’ 공격의 창끝이 그들에게 향할지 모른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가면 ‘안티섹’ 자체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지만 말이다. 

어나니머스와 룰즈섹의 ‘불편한’ 관계는, 사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밀한 영역
에서 이미 조짐들이 있었다. ‘철없던’ 초기 시절, 룰즈섹은 PBS나 폭스 같은 비교적 
굵직한 상대들 외에도 유난히 게임 관련 사이트나 포럼들을 건드리는 데 집착했다. 
그 와중에 4chan 내 게임 관련 게시판 사용자들을 트위터에서 조롱한 적이 있는데, 
마침 당시 4chan의 접속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등 디도스 공격 정황이 있던 터라 
사람들은 룰즈섹이 4chan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4chan은 어쨌든 
어나니머스가 태동한 장소고, 둘 사이 연계성은 이미 많이 희석됐어도 어떤 상징적 
의미로 사람들 인식 속에 자리해 있었다. 그때는 다소 성급한 해석으로 여겨졌지만, 
일부에서 이번 일로 어나니머스가 화가 났으며 곧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는 레딧의 포럼에서도 룰즈섹이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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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대고” 있으며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들을 칭찬해 주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별로 능력도 없는데 단지 예쁜 도둑이라 
찬양하는 꼴이다.” 며칠 뒤인 6월 17일에는 어나니머스 IRC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곧바로 사람들은 룰즈섹을 의심한다. 이번엔 룰즈섹도 분개해서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우리가 /b/152)를 조롱했으니까 어나니머스도 공격했을 거라는 
말은, 치즈버거153)를 공격했으니 미국과 전쟁을 벌일 거라는 소리일 뿐이다.” 어나
니머스 역시 @YourAnonNews 계정을 통해 “우리는 룰즈섹과 전쟁 중이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다. 

V-8. “우리는 룰즈섹과 전쟁 중이 아니다” 

실제로 룰즈섹은 어나니머스를 공격하지 않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둘 사이에 
공식적인 ‘내전’은 없었다. 단지 룰즈섹은 어나니머스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확립하
고 싶었던 듯하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해준다고 여긴 것 같다.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오퍼레이션의 부분으로 남아 있으려 했다면 
애초에 룰즈섹으로 존재하기 힘들었을 테고, 룰즈섹이라는 ‘네임드’로 부각된 이상 
어나니머스와도 일정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공격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다는 점이 당
시 분위기를 말해준다. 어나니머스와 공동작전이 발표되기 전까지, 오퍼레이션의 다
른 참여자들은 룰즈섹에 일부 ‘짜증이 나’ 있던 게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좀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의 “예쁜 도둑들”은 적절한 이별의 시점을 택했다. 적어도 
마지막 인사는 남길 수 있었고, 이것은 다시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동력으로 작용
하게 됐으니 말이다. 며칠만 지체했어도 그러지 못할 뻔했다. 

2011년 7월 19일, 런던 경찰청은 런던 남부지구에서 16살 소년을 긴급 체포한다. 
폭스와 PBS, FBI 인프라가드, 소니 등의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당시 경찰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곧 무스타파 알 바삼(Mustafa Al- 
Bassam)이라는 영국 국적 학생임이 알려졌다. 1995년생. 일명 “티플로”(T-Flow). 

152) 4chan의 이미지보드 게시판으로, 4chan에서 최초로 생성된 게시판이자 가장 활성화된 
게시판이기도 하다. 주제는 랜덤이며, 아동 포르노와 일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재 외에 
“어떤 규칙도 없다.” 일반적으로 어나니머스가 처음 생겨난 장소로 알려져 있다. 

153)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블로그 기반 사이트. 주로 유머 관련 사이트로 인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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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7일, 제이크 데이비스(Jake Leslie Davis)는 스코틀랜드 셰틀랜드
(Shetland)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킹뿐만 아니라 언변에 능했으며, 룰즈섹의 
메시지들을 주로 작성했다. ‘룰즈섹’이란 이름 역시 그가 제안한 것이었다. 1992년
생. 일명 “토피어리”(Topiary). 체포 직전 트위터에 “생각은 체포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2011년 9월 1일, 영국 요크셔에서 “케일라”(Kayla)가 체포된다. 뛰어난 해커였던 
“케일라”는 전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십 대 소녀 해커”로 유명했으며, 묘한 호기심
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남자다. 라이언 애크로이드(Ryon Ackroyd). 당시 24세. 
전직 군인이며, 군 통신보안 전문가로 이라크에서 복무했다. 경찰은 20살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을 함께 체포했는데, 둘이 “케일라”라는 이름을 공유한 듯하다. 
하지만, 역시 남자다.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대런 마틴(Darren Martyn)은 당시 체포되지 않았으나, 다
수의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2012년 3월 라이언 애크로이드, 제이크 
데이비스 등과 함께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마틴은 2011년 ‘통일아일랜드당’ 
(Fine Gael) 웹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이후 아일랜드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는다. 
당시 21세. 일명 “폰소스”(Pwnsauce). 

“에이브이유닛”(Avunit)은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으며, ‘6인의 크루’ 중에서 아직
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헥터 몽세구르(Hector Xavier Monsegur)는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2011년 6월 
7일에 FBI의 방문을 받았다. 한때 ‘전설’로 불렸던 그는 뉴욕 맨해튼에서 체포된 후 
곧바로 수사에 협조한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124년 형을 살아
야 했지만, FBI의 지시로 체포 사실을 숨긴 채 한동안 활동을 계속하면서 룰즈섹과 
어나니머스에 관한 정보를 당국에 넘겼다. 그는 룰즈섹 동료들과 라이언 클리어리, 
그리고 제레미 해먼드를 포함해서 다른 이들의 체포에 책임이 있다. 1983년생. 일명 
“사부”(Sabu). 

V-9. 룰즈 보트(“Lulz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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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돈 속의 가면극 

침착하고 결연하게 우리는 서있다 
촘촘히 들어찬 고요한 숲처럼 

팔짱을 낀 표정들은 아직
패배하지 않은 싸움의 무기 

권력자들이 감히 그러고자 한다면 
휘젓고 그곳을 지나가 보라 하라 

베고, 찌르고, 자르고, 넘어뜨리면서 
그렇게 하라, 마음대로 하라 

(Shelley 1819)

대개의 어나니머스 서사(룰즈섹 사가)는 이 시점에 끝을 맺는다. 나머지는 약간의 
후일담이다. ‘사부’는 어떻게 FBI에 협조하게 됐는지, FBI는 어떤 ‘추악한’ 지시들을 
내렸으며 함정수사를 기획했는지, 그에 맞춰 밀고자는 당국의 체면을 세울 만한 - 
언론에게는 뉴스거리가 될 만한 - 체포 대상들을 어떤 식으로 선별했고, 또 한동안 
오퍼레이션 안티섹을 인터넷상 ‘반정부 무장단체’처럼 보이게 더 몰아갔는지 등등, 
길게 쓰려면 한없이 길어지는 에필로그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첩보물이나 범죄드라마처럼 보였을 이런 이야기들이 서술자의 다소 씁쓸한 감상과 
어떤 교훈을 찾으려는 듯한 논평으로 마무리된다. ‘이야기로서의 어나니머스’는 그
렇게 구성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후일담 대신에 주석을 첨부함으로써, 
어나니머스가 어떤 ‘이야기’로 남아 있지 않게 하려 한다. 

우리가 ‘안티섹’에 초점을 맞출지, ‘룰즈섹’에 관심을 더 기울일지에 따라서 전개 
방향은 달라진다. 후자의 경우라면, 어나니머스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한번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운동이 된다. 그것도 얼마간의 내부 갈등과, 결정적으로 그들
이 대항했던 바로 그 권력기관의 개입으로 기저에서 와해된 조직운동으로서 말이다. 
‘룰즈섹’은 어나니머스라는 비-조직의 핵심조직이라는 형용모순과 함께, 어나니머스 
형상을 재-조직화하는 재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라면, “운동”은 여전히 지속중
이다. 심지어 그것을 배태한 ‘조직’마저 얼마간 배제하면서, 내부 배신자가 한 번도 
‘조직의 리더’였던 적이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리더 없는 운동으로서 어나니머스란 
형상을 거듭 탈-조직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어지는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전개들로 
그것의 증거를 삼으면서 말이다. 

실제로 룰즈섹의 해산과 체포 후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 7월 1일 애리조나 공안부 재공격을 시작으로 - 최소 14차례의 안티섹 작전들이 
실행됐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퍼레이션 블랙아웃’과 ‘오퍼레이션 
Anti-ACTA’ 역시 일련의 안티섹 운동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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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Anti-ACTA’ 선언문의 몇몇 문장들은 ‘오퍼레이션 Anti-Security’의 
선언문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최우선순위는 이메일과 문서를 
포함해 정부의 기밀정보를 약탈하고 유출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는 정부와 기타 
고위기관 웹 사이트들이다” 등과 같은 식으로 반정부·반체제적 구호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분명 앞선 작전들과의 연계를 의도적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룰즈섹이 완수하지 못한 ‘칭가 라 미그라’가 안티섹 하에서 재개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제 다 끝났다고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때, 우리는 애리조나 경찰국가
에 두 번째 공격을 진행 중이었다. 지난번에 이어 우리는 애리조나 경찰의 부끄러운 
치부를 찾아서 그들의 내부 메일계정들로부터 전리품을 가져왔다.” “칭가 라 미그라 
두 번째 메시지”(Chinga La Migra Communique Dos)란 제목으로 해적만을 통해 
공개된 토렌트 파일에는 애리조나 경찰관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패스워드, 사회
보장번호, 그리고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이용 내역과 보이스메일, 채팅 로그, 여자
친구 사진 등이 담겨있다. 내부 정찰 보고서, 인종차별적 이메일을 돌린 경찰관들 
및 약물복용과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들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나바호 출신의 
공안부 직원이 인종차별적 조치로 해임된 정황도 폭로했다. 이런 신상정보의 공개가 
애리조나 경찰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펼쳤던 폭력과 공포의 맛을 똑같이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룰즈섹 없는 안티섹은 오히려 전보다 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 
“친-검열·인종차별적 경찰국가 법안을 강화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에서 우리를 테러
리스트로 묘사하는 자들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충고는, 할 수 있을 때 그만두고 우리의 다음번 타깃이 되기 전에 상부에 
저항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수감자들이 풀려나고 모든 감옥이 불타 없어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간간이 느껴지던 유머조차 사라진다. “다른 해커들에게 
알린다. 우리의 차이들은 제쳐두고, 부패한 전 세계 정부, 기업, 군대, 사법당국에 
대항하는 안티섹 대중전선에 참여할 때다. 경찰을 증오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포상을 약속한다. 함께 뭉쳐서 
싸워라.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이런 강경노선이 FBI 지령을 받은 ‘사부’의 의도된 작품인지, 안티섹의 분노인지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 배신자 정체가 드러난 건 2012년 3월에 이르러서였다. 
이것이 어나니머스 소탕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해도, 그것과 별개로 
오퍼레이션 참여 촉구의 메시지가 예비 참여자에게 불러일으킬 분노를 예상했어야 
했다. 아마도 ‘사부’와 FBI는 그 지점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어나니머스를 불온단체로 기소할 근거로 삼으려 이런 반체제적 메시지를 강조해서, 
어나니머스가 정말 그러한 것으로 작동하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국은 여전히 어나니머스를 룰즈섹 멤버와 겹치는 ‘핵심 구성원’ 몇몇의 
핵티비즘 조직으로 간주, 이들의 검거와 기소장에 쓸 확실한 죄목을 확보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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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로 여겼거나, 그것도 아니면 ‘익명의 다수’라는 존재가능성을 무시한 듯 
보인다. 이런 오판은 일정부분 ‘사부’ 자신의 오만에서도 기인하는데, 그는 어나니머
스에서의 영향력을 과신했고 잠시나마 실제 ‘리더’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했다.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사이버테러리즘 방어계획 및 연계 
프로그램 정보와, 정부의 해킹소프트웨어 및 방어 툴, 사법당국이 ISP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취득한 내역 등을 해킹·폭로한 데 이어, 브라질, 짐바브웨, 앙귈라(Anguilla), 
모스만(Municipality of Mosman) 등 다른 국가 및 지역들의 정부 웹 사이트들에도 
디도스와 SQL 삽입 공격이 일어나 관련 정보들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튀니지 정부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해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안티섹의 
기치 아래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 튀니지 정부를 포함해 세상의 부패한 정부들에 
대항하는, 진실을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어나니머스고, 우리가 룰즈섹
이며,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나선 전 세계 사람들이다(We are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ho are stepping in the name of freedom).” 

V-10. 튀니지 정부 웹 사이트에 #안티섹이 실행된 당시 모습 

“어나니머스이자 룰즈섹인” 새로운 익명의 형상은 실크해트와 단안경을 쓴 가이 
포크스의 모습으로 나타나, ‘#안티섹’을 작동중인 것으로 지속시킨다. ‘룰즈섹’을 기
억하면서도 그것을 ‘어나니머스’와 동일시하지는 않은 채로, 몇몇의 전직 해커들이 
아니라 여전히 오퍼레이션에 참여하는 바로 자신들이 ‘익명의 다수’이며 ‘어나니머
스라는 집합’임을 재확인시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2011년 7월 6일, 어느 익명집합은 
터키의 웹 사이트 100여 군데를 해킹해 데이터를 유출했으며 74개의 정부기관 웹 
사이트를 변조해 ‘안티섹’의 메시지로 바꿔놓았다. 해적만에 “Turkish Takedown 
Thursday”라는 제목의 토렌트 파일로 등록하면서 “우리 함선은 최근 터키 정부 함
대를 조우했고,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배에 올랐다. 함포를 쏠 필요도 없
었던 것이 그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6월 19일의 안티섹 선언문에 호응하는 유비들이다. 

실제로 이 공격은 그 전 주인 7월 2일에 있었던 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이다. 
당시 터키 정부가 추진하던 인터넷 필터링 법안에 반대하며 천 개 이상의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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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웹 사이트들에 해킹이 가해졌는데, 공격을 주도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의 
해커그룹 ‘레드핵’(RedHack)은 오퍼레이션 안티섹에 대한 지지와, 시바스 학살
(Sivas massacre)154) 18주년을 맞아 이번 일을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
부기관 외에도 이슬람 창조주의의 적극적 대변자이자 홀로코스트 부인자로 알려진 
아드난 옥타르(Adnan Oktar) 소유 사이트와 파시즘 성향 민간 사이트 수백 개를 
같이 공격한 데 대해, “터키 내 다수 사이트의 강제폐쇄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당국과 시스템의 개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강하며 반인권적 
검열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대항해, 안티섹과 어나니머스와 함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레드핵’은 어나니머스나 룰즈섹과 성향이 다를 뿐 아니라 그전까지 특별한 협력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지만, 오퍼레이션 안티섹이라는 같은 경로상에서 조우하면서 
서로에게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도처에서 안티섹의 부름에 응답하는 
개별 작동들은 일시적으로, 적어도 그것이 안티섹으로 작동하는 한 모두 스스로를 
어나니머스라고 주장하며,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확히 어나니머스인지 확정하기 힘들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레드
핵’이나 그 밖의 다른 팀들같이 분명 정해진 숫자의 멤버들이 있는 집단의 형상을 
띠면서 어나니머스를 ‘조직’처럼 보이게 하는 반면, 정작 그것을 몇몇 해커그룹들의 
연합 네트워크 따위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는 언제나 어떤 범위 값의 
중첩으로 있게 되며 - 값 자체는 고정돼 있지 않다 - 그 가능성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개별 오퍼레이션들이므로 오퍼레이션에 따라 어나니머스라는 범위로 들어오는 
요소들이 달라진다. ‘오퍼레이션 이스라엘’로서의 어나니머스가 ‘오퍼레이션 페이백’
으로서 어나니머스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안티섹으로서 어나니머스 작동은 
좀 더 가능성 범위가 크겠지만, 역시 다른 개별 오퍼레이션-어나니머스를 포괄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닌”(we are everyone and we 
are no one) 것이다. 

7월 8일,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미국의 IT업체 ‘IRC Federal’의 시스템을 해킹해 
이메일과 내부 데이터를 빼냈다. 해당 기업은 FBI와 NASA를 포함해 미 법무부, 국
방부, 육군 및 해군 등 연방정부기관과 거래하는 업체였다. 시스템 침입에 사용된 
방법은 앞서 ‘HBGary Federal’ 해킹과 유사하게, SQL 삽입에 취약한 CMS 결함을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는 “SIM(Special 
Identities Modernization)”이라 불리는 FBI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 
SIU(Special Identities Unit)라는 부서가 기획한 것으로 돼있다. SIM 프로젝트는 

154) 1993년 7월 2일 터키 시바스에서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진 방화 및 학살로, 
주로 알레비파(Alevi)와 좌파 지식인·예술가들이 피해자가 됐으며 37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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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테러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을 식별하고 신원정보를 미리 수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젝트는 “신뢰가능한 개인”과 “잠재적 범죄자”
로 사람들을 분류한다. 폭로된 ‘IRC Federal’의 내부 문건에는, “테러리스트와 범죄 
활동을 줄이기 위해 신뢰가능한 개인들의 관련 기록은 보호하되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이 될 만한 개인의 신원은 드러내는” 기획에 부합하도록, 신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SIU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다. 예컨대, FBI 관심인물들의 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을 개량해 생체정보수집 플랫폼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이밖에 법무부의 지문채취 시스템 및 군 생체인식 프로그램,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의 핵무기 복합체 관련 
계약 내용 등도 공개했다. 다음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당신이 만약 자유에 어떤 
가치라도 두고 있다면, 과두제에 종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것에 대항하는 일들을 
시작하라. 비윤리적 수단을 이용해 거대 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 협조하는 짓을 멈춰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된다.” 미 국방부 계약업체(‘Booz Allen Hamilton’)를 해킹해 
군 당국자들 이메일 계정 및 패스워드 해시 정보 9만 건을 공개한 7월 11일의 공격
(“Military Meltdown Monday”)에 이어, 7월 12일 세계 최대 생화학 제조업체인 
‘몬산토’(Monsanto)의 직원 및 관계자 2천 5백 명가량의 개인신상정보를 유출한 해
킹 공격 역시 비슷한 논조의 메시지를 첨부하고 있다. 몬산토는 유전자 변형 작물 
종자의 세계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해당 생산물 안전성 문제와 관련 
수많은 소송에 걸려있었을 뿐 아니라 작물 재배 농가를 상대로 자사 상품인 유전자 
변형 종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들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런 
기업들의 부패하고, 비윤리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악의적인 사업 관행에 관한 상세 
문건들을 계속해서 폭로할 것이다.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기대하라
(Expect Us).” 

모두 ‘오퍼레이션 안티섹’으로 일어난 이런 공격들이 동일주체가 벌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나니머스는 특정의 정치적 성향이나 계급적 
배경 등을 가진 집단이 어떤 동일 대상을 향해 조직화된 행동을 취하는 류의 것이 
아니다. 만약 행위의 동기를 문제 삼는다면, 다수의 동기들이 있다. 작물 재배 농가
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익명들’, 사법당국의 개인신상정보 취득 및 분류·관리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익명들’, 방위산업체 연방계약 내용에 관심이 있는 ‘익명들’, 보안
업계의 정보판매행위가 지닌 심각성을 지적하는 ‘익명들’ 등등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오퍼레이션들’에 참여한다. 즉, ‘오퍼레이션 안티섹’도 하나의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다수 오퍼레이션들이다. ‘참여자’는 어나니머스라는 동일집단에 
‘가입신청서’를 쓰거나 은밀한 입회식을 치른다기보다 개별 오퍼레이션(오퍼레이션들
의 오퍼레이션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무언가 이런저런 해킹 공격들을 
벌였다”라는 전통적 기술방식을 고수하려면, 차라리 주어를 ‘어나니머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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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퍼레이션’들로 삼는 게 좀 더 알맞을 것이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 어나
니머스가 아니라 - 1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부기관 및 기업들에 해킹 공격들을 
벌였다. 그리고 이런 개별 오퍼레이션들의 집합적·동시적 다수 형상이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를 - 어나니머스가 아니라 - 드러낸다. 다시 말해, 어나니머스라는 오퍼
레이션이 작동한다. 

7월 19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어나니머스 멤버’ 체포 사태가 그래서 ‘무의미하다’
고 참여자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들이 보기에, 당국은 여전히 
‘어나니머스’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티플로”
를 포함해 21명의 사람들이 체포된 뒤에도 오퍼레이션 안티섹들과, 또한 이것과 상
관없는 다른 오퍼레이션들이 계속 전개됐다. “사부”가 정말로 어나니머스의 수장이
었다면, 룰즈섹이 어나니머스의 핵심 ‘사령부’였다면, 이들을 이미 손에 쥔 당국의 
의도대로 와해되거나 통제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설령 “사부”
와 룰즈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제거 후에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오히려 더 확장됐다. 오퍼레이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몇몇 개인의 체포가 
무의미했더라도 참여자들이 그것에 대해 ‘무덤덤하지는’ 않았으며, 곧바로 폭넓은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분노는 더 많은 다수의 참여로 이어진다. 

7월 27일, 앞서 언급한대로 FBI 당국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이후(“생각은 체포
할 수 없다”) 어나니머스는 이제 “생각으로서의 익명”이란 새로운 자기-기술 방식을 
선보이며 참여의 방법론을 더 확고히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8월 7일, ‘더 커진’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10기가바이트 크기의 기밀 데이터를 페이스트빈에 공개한다. 
미국 전역 70개 이상 사법당국의 웹 사이트들에서 유출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메일 스풀, 패스워드 정보, 주소 및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번호, 제보자 및 밀고자에 관한 정보들과 훈련파일 등이다. 
이번 대규모 공개(“Shooting Sheriffs Saturday”)는 그 전 주 7월 31일에 있었던 
해당 기관 웹 사이트들의 변조와 시스템 침입에 대해, 당국이 치명적인 자료 유출은 
없었다고 밝힌 뒤 바로 일어났다. 당시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미주리 주 보안관협회
(Missouri Sheriffs' Association) 시스템에서 유출한 데이터 일부(보안관 7천 명의 
개인신상정보)만 공개했었다. 

혹자는 이런 연이은 당국자 신상정보 공개가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부패한 사법당국을 방해하고 사보타주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어나니머스 스타일’의 복수이기도 하다. 당국은 그간 
어나니머스 ‘조직원’들의 신상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왔으며 잇따라 사람들을 체포해 
왔다. 국가의 이런 반-익명화 시도에 대해, 이제 반대로 익명들이 국가 ‘조직원’의 
신상을 드러내면서 똑같이 되돌려 주기 시작한다. 해적만이나 위키리크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자, 마찬가지로 영화협회나 페이팔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듯이 말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 이스라엘 사이트에 디도스 ‘폭격’을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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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실제로 이번 안티섹은 “토피어리”를 비롯해 이전 ‘페이백’ 참여자들이 체포돼 
“부당한 사법체계의 총구 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복수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서 있으며, 그 어떠한 
전술이라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 사용할 것이다. 국가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서는 심지어 법을 어겨서라도 말이다. 당신들이 우리의 작은 부분을 부숴 놓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가 계속 당신들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걸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복수의 공격자가 70여 개 사법당국 사이트에 침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되는데, 이들 사이트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호스팅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최초 공격에서 데이터 복사 말고도 당연히 백도어를 심어 놨으며, 서버 교체 
후에도 백도어는 남아서 작동을 계속했다.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서버를 뚫는 데는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유출한 신용카드 정보로 미국자유인권협회(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그리고 브래들리 매닝 후원 네트워크 등에 기부금을 내서 
당국이 원치 않게 “좋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관이나 정보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선 아무런 
동정심도 없다. 너무도 오랫동안 그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또 남용해 온 
까닭이다. 우리를 염탐하고, 체포하고, 두들겨 패고, 비밀리에 통제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래,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가했던 비참함과 고통을 똑같이 맛보길 원한다. 이것은 장래의 밀고자들
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너희 주인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
이다. 포기하라.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주인을 물어뜯어라. 

(Shooting Sheriffs Saturday, 2011-8-7) 

무언가 낌새를 챈 걸까? 밀고자와 배신자에 관한 경고와 암시들이 이후 선언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물론 당시까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명확하진 않았다. 
다만,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서 “사부”의 일련의 행동거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마다 “사부”는 강하게 부인했었다. 결국 
이듬해 3월 뉴욕 연방법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룰즈섹 멤버들의 체포과정과 밀고자 
정체, 수사협조 내역이 알려진다. “사부”는 다른 어나니머스 참여자들과의 IRC 채팅 
로그를 “FBI 감독 하에” 기록해서 넘겼다. “사부”가 참여했던 일부 안티섹 작전은 
바로 FBI 사무실에 “출근”해서 벌인 것이었고, 어떤 공격에는 FBI가 직접 자신들의 
서버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것으로 조직에 치명타를 가하게 됐다. 룰즈섹의 수장을 
제거했다”라고 한 FBI 수사관은 발언하는데, 어나니머스에 대한 당시 인식 수준과 
수사기획 의도를 드러내 준다. “사부”는 자신의 두 아이들 때문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고, “이로써 우리는 그를 수중에 잡아놓을 수 있었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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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 참여자들이 이 일로 충격과 공포에 빠진 건 분명하다. 대중적 이미지
에도 타격을 입었다. 어나니머스의 “비-집단/비-조직” 명제에 의심을 거두지 않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나니머스를 조롱하고 비난할 좋은 기회가 됐다. 그들의 생각에 
“그런 건 가능할 리 없고” 결국은 전통적 방식의, 또는 약간 변형된 조직화 방식에 
불과하며, 복잡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흔하디흔한 핵티비즘 조직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을 테니 말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론을 다시 쓰기보다 편하기도 할 
것이다. 어나니머스가 복잡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형상이라는 점은 어떤 면에서 
틀리지 않다. 단지 기존 인식체계를 고수할 때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생각으로서의 익명” 같은 형상화도 그런 것 중 하나일 수 있다. 

왜 어나니머스가 이런 자기-기술 방식을 도입하게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부”의 이중정체가 드러난 후, 어느 어나니머스 트위터 계정(@anonops)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어나니머스는 생각이다. 집단이 아니다. 리더도 없고, 머리도 없다. 
이 시간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2:05 AM - 7 Mar 2012 

앞서도 기술했다시피, 비-조직/비-집단으로서의 규정 외에 생각으로서의 규정이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해당 규정은 일련의 체포 사태 이후 새로 첨부된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마치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이전 절차들 속으로 재진입
한다. “어나니머스는 생각”이라는 선언은 어나니머스의 조건을 소급해서 자기-생산
하는 셈이다. 공격절차에서 생산절차로의 전환이 “이것은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다” 
등과 같은 소급적 선언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포 이후’ 또는 ‘룰
즈섹 이후’의 어나니머스는 새로운 자기 형상화의 근거를 ‘원래부터 우리는 그러했
음’에서 찾는다. 즉, 지금 시점(체포 이후)의 개입적 선언은 동시에 그것이 이미 작
동중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가능해진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
듯이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생각으로서의 익명이라는 규정은 비-조직/비-집단으로
서의 규정에 대한 보충적 주석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트위터 계정(@YourAnonNews)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 

아직도 모르겠어? 어나니머스는 생각이야. 어나니머스는 운동(movement)이야. 
뭐라 해도 그건 계속 자라고, 적응하고, 진화할 거야. 
11:49 PM - 6 Mar 2012 

155) Fox.com, “EXCLUSIVE: Inside LulzSec, a mastermind turns on his minions,” 
2012-3-6, (http://www.foxnews.com/tech/2012/03/06/exclusive-inside-lulzsec-ma 
stermind-turns-on-his-min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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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으로서의 형상화가 일차적으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이 명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생각은 체포할 수 없다”라는 “토피어리”의 체포 당시 발언과 공개서한에서 해당 
문장의 인용이 개별 특수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어나니머스의 일반명제처럼 전면에 
부각된 것은 “사부 사태” 이후 여실히 드러난 국가의 반-익명적 재현방식에 대한 
저항이었다. 어나니머스가 조직일 것이란 당국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익명은 생각
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오히려 어나니머스는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 “운동”이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다. 

어나니머스는 히드라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다시 자란다. 
1:47 AM - 7 Mar 2012 

어나니머스는 리더가 없고, 우리는 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룰즈섹은 잠시 죽었다. 
2:28 AM - 7 Mar 2012 

당국에 대항하는 리더 없는 운동이 당국을 미쳐버리게 한다. 
리더를 회유하는 식으로는 운동을 쳐부술 수 없기 때문이지. 
2:38 AM - 7 Mar 2012 

이들이 강조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자. 외부의 관찰자들뿐 아니라 
참여자들 자신을 향해서도 되뇌듯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익명이라는 생각”과 
“익명이라는 운동”의 교차형상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어쩌면 그 존재가능성을 확인
받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오퍼레이션이 작동하는 것으로, 어나니머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말이다. 그것은 결국 잠재적 익명들의 더 많은 
참여를 촉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나니머스’라는 비밀스런 엘리트 조직의 멤버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대중적 운동에 참여자들을 초대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크넷의 숨겨진 해커집단”이란 신비함을 기꺼이 버리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익명의 확장’에서 찾으려 한다. 어나니머스의 확장적 현
시(“익명은 생각-운동이다”)는 국가의 축소적 재현(“어나니머스는 룰즈섹-조직이다”)
에 대한 복수가 된다. 참여자들은 엘리트주의의 신비와 편안함 속에 머무는 것이 결
과적으로 국가적 재현 틀에 결박되는 일임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고 - 룰즈섹은 그 
대표적 희생양일 것이다 - 다른 선택을 했다. 룰즈섹이 태동 시에 어나니머스와의 
차이화를 고민했다면, 이제 룰즈섹 이후의 어나니머스는 룰즈섹과의 차이화로 스스
로를 다시 정립하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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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기도 한 것이, 확실히 대중 참여가 줄고 있었다. 오퍼레이
션 안티섹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한편으로, 2011년 여름부터 
오히려 IRC 채널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에 비해 많지 않았다. 적어도 당시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규모를 생각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만큼의 일반 참여자들의 증
가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련의 체포 사태 이후 
사람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들에 회의감
을 느꼈을 수도 있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주된 방법론이 디도스 공격보다는 SQL 
삽입 등 시스템 해킹이었다는 점에서, 오퍼레이션 페이백만큼의 다수 참여를 요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안티섹이 이미 하나의 운동으로 작동하면서 도처에서 
개별적인 부분-집합들이(‘레드핵’ 같은 핵티비스트 조직을 포함해) 각자의 안티섹을 
수행 중이었고 이들은 굳이 어나니머스 채널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었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이런 양상은 어나니머스가 단일 조직이 아니라는 하나의 반증이 될 것
이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부” 등 몇몇 참여자들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퍼
지면서, 안티섹의 지나친 과격화 조짐에 질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즉, 
어나니머스는 확장의 이중 벡터에 대처해야 했고 특정 오퍼레이션의 확장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다른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생각으로서”, 그리고 
일반 참여자들의 대중적 “운동으로서의” 어나니머스는, 자칫 국가에 대항하는 오퍼
레이션이 - 국가의 의도대로 - 기존 핵티비즘 운동으로 회귀할지 모를 사태로부터 
미리 빠져나가기 위한 선택이 된다. 어나니머스라는 운동은 해커조직과 같지 않으면
서도 동시에 90년대 해커조직들의 저항운동과도 차이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다. 

90년대 핵티비즘은 분명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친숙하고 다루기 편한 형태기도 하다. 몇몇 과격분자들을 잡아들이고, 몇몇 유순한 
해커들에겐 직장을 주면서 인터넷 보안 산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핵심
조직들에 요원을 잠입시키고, 우두머리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식으로 말이다. 국가의 
방법론은 체계적이고 검증됐다. 아직 미숙한 어나니머스의 방법론은 그것의 ‘덫’에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새로 써야 했다. 그렇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알게 된 것이지만, 정부는 어나니머스를 파훼하기 위한 기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전직 CIA 요원이자 국가안보국(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중국과 
북한의 전자통신망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후 NSA 관련 기업인 ‘부즈앨런 해
밀턴’(Booz Allen Hamilton)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전 세계 감시망”(Global 
surveillance) 프로그램에 관한 NSA 기밀문건을 폭로한다. ‘부즈앨런 해밀턴’은 
2011년 7월 어나니머스가 군 당국 이메일을 빼냈던(“Military Meltdown Monday”) 
그 업체다. 미국 정부의 보안 부문 민영화에서 핵심적 위치를 담당하는 이 회사는 
전 국가안보국장, 국가정보국장, 중앙정보국장 등을 비롯해 연방정부 고위관료들이 
일했으며,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이 국가 일급기밀보안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156) 



- 226 -

스노든이 유출한 엄청난 분량의 일급기밀 자료들에서 핵심은 NSA가 호주, 영국, 캐
나다 등의 첩보기관과 비밀리에 구축한 ‘세계적 감시망 체제’였지만,157) 이밖에도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그 중에는 어나니머스에 관련한 것도 있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내 
특수부대인 합동위협연구정보단(JTRIG, Joint Threat Research Intelligence 
Group)이 어나니머스 IRC 네트워크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정황도 그 중 하나다. 
GCHQ는 ‘세계 감시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영국 측 첩보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
된 자료는 2012년 한 기밀회의에 보고된 14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문건이며, 
2011년 여름 어논옵스(#AnonOps) 채널에 잠입해 참여자들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IRC 네트워크에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당국의 작전명은 “Op 
WEALTH”와 “ROLLING THUNDER”로 돼 있고, 문건 말미에는 해당 공격으로 
“IRC 채널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자들 가운데 80%가 한 달 뒤에 사라졌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1년 여름을 기점으로 어나니머스 채
널 접속자 수가 감소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국가가 개입했다. 

법의 선택적 작동에 관해서는 앞서 이미 기술한 바가 있다. 국가기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번 일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미
국,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디도스는 범죄다. 그러나, 예컨대 SOCA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라이언 클리어리를 잡으려 IRC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당국의 행
위는 ‘사법행위’가 되고,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실제 범죄적 행위를 수행
하는 것은 ‘일상적 첩보활동’ 범주에 들어간다. FBI가 됐든, NSA나 GCHQ가 됐든, 
국가는 ‘그들의 방식으로’ 어나니머스를 소탕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소장 형식에 
채워 넣을 내용을 마련했고, 증거를 확보했으며, 체포해 재판에 넘기고, 형을 끌어 
냈다.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인지되고 처리된 ‘어나니머스’가 실제 어나니머스와 
얼마나 가까운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사법 및 행정 체계는 그것이 작동하기 위
해서라도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재현해 낸다. 재현할 수 없는 대상은 체포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는 체포 및 처벌할 수 있는 대상
이어야 하거나, 또는 국가는 그러한 ‘어나니머스’를 체포 및 처벌한다. 

만약 국가의 방식으로 소탕된 ‘어나니머스’가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면, 즉 그 어
나니머스가 이 어나니머스가 아니고 양자가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다면, 사법절차상
의 종결 처리와 별개로 어나니머스 역시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재현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안티-재현이라는 재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정부 

156) The New York Times, “After Profits, Defense Contractor Faces the Pitfalls of 
Cybersecurity,” 2013-6-15, (http://www.nytimes.com/2013/06/16/us/after-profits 
-defense-contractor-faces-the-pitfalls-of-cybersecurity.html?_r=0) 

157) The Guardian, “NSA collecting phone records of millions of Verizon 
customers daily,” 2013-6-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jun/06/ 
nsa-phone-records-verizon-cour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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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라는 재현은 그것이 저항하는 바로 그 재현체계 안으로 재포섭될 명분이 될 뿐
이다. 국가는 반체제조직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구도를 마련한다. 디도스나 잠입이라
는 (같지만 다른) ‘사법행위’를 통해서 말이다. 이런 재현구도와 법적 체계 안에서 
어나니머스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게 된다. 이중구속에서 빠져나가려면 안티-재
현에서도 벗어남으로써 이중으로 재현을 무화시켜야 한다. 어나니머스는 해커조직도 
아니지만 핵티비즘 운동도 아니다. 생각은 체포할 수 없지만, 또한 운동은 처벌하기 
어렵다. ‘어나니머스’라는 이름의 정당이나 정치조직은 해산할 수 있어도 ‘익명의 사
람들’은 해산하지 못한다. 적어도 해산할 수 있는 동일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얼마나 효과적일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채로, 룰즈섹 이후의 어나니머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생각-운동으로서의 익명은 국가의 재현-체계와의 지속적 불일치점을 통해 
개별적으로 ‘생존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조직원들이 각자도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오퍼레이션들의 반복적 
시퀀스를 통해 비-동일 참여자들이 다수-분산된다는 의미다. 터키 정부 공격이라는 
어떤 오퍼레이션 안티섹과, 애리조나 공안부를 공격하는 어떤 오퍼레이션 안티섹, 
‘몬산토’를 공격하는 안티섹이나 ‘스트랫포’(Stratfor)를 공격하는 안티섹 등등. 또는 
이스라엘 정부나, 페이팔, 소니 등을 공격중인 이러저러한 개별 오퍼레이션들처럼, 
각각은 모두 어나니머스이면서 ‘어나니머스’가 아니고 오퍼레이션들이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아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움직임은 플레이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수
를 두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게임 룰 자체에 저항한다. 해당 규칙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남은 선택지가 곧 패배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자리에 두는 것일 때, 이중
구속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 ‘최후의 수단’으로서 - 애초의 규칙이 문제적임을 상
기하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때로 그 선택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한편
으로 상황에 관한 기존 인식 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어쩌면 상황의 룰 
자체가 바뀔지도 모른다. 

2013년 1월 26일,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USSC,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웹 사이트는 해킹 공격을 받고 다운됐다. 홈페이지는 9분 30초가량의 
영상 메시지와 장문의 글이 실린 화면으로 변조됐다. 당장의 자료 유출은 없었다. 
디도스 공격도 아니었다. 다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했다. 화면 속 가이 포크
스는 침작하지만 결연하게 다음 문장들을 읊어나갔다. “2주 전 오늘, 선을 넘었다. 
2주 전 오늘, 아론 스와츠가 죽임을 당했다(Two weeks ago today, a line was 
crossed. Two weeks ago today, Aaron Swartz was killed).” USSC는 사법부 
내 독립기구로, 연방 범죄 중 중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양형범위의 최종 
결정 기준을 법원에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범죄수준을 43개 등급별로 분류해 범죄
전력 6단계에 따라 양형기준을 계량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양형기준표’를 마련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피고인에 대해 30년 형이 예상된다거나 “모든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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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경우 124년 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등의 평가는 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연방법원 역시 기본적으로 이 지침에 따라 양형하게 된다. 어나니머스는 “적법 절차
의 붕괴와 헌법상 권리 약화, 소위 검찰 재량에 따른 법원 권한의 침해를 목도해 왔
다. 우리는 법이 점점 더 정의를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점점 더 억압과 사적 이익
을 위해 통제와 권력을 행사하는 걸 보아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지
켜봤고, 기다렸다. 2주 전 오늘, 선을 넘었다.” 

V-11. USSC 웹 사이트 변조 화면 

‘최후의 수단’(Operation Last Resort)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론 스와츠는 프로그
래머이자 핵티비스트였고, 작가이자 기업가였다.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
이다. 그는 웹 피드 유형인 RSS의 공동개발자였고, 마크업(markup) 언어인 마크다
운(Markdown)을 만들었으며,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wep.py’를 고안했다. 
토르(Tor) 익명 네트워크 히든서비스(Tor hidden service)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Tor2web’과, 익명의 제보자가 신원노출 위험 없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Secu 
reDrop’158) 플랫폼을 개발했다. 뉴스 공유 사이트 레딧의 공동 소유주기도 했다. 
그는 많은 글을 발표했는데, 어떤 면에서 정치사상가이자 정치운동가라는 게 더 맞
을지 모르겠다. 주로 정보 자유화와 인터넷상 공유 운동에 관해 그가 쓴 글 가운데, 
“게릴라 오픈 액세스 선언”(Guerilla Open Access Manifesto)159)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다. 

정보는 권력이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그러하듯, 그것을 자신들만을 위해 쓰고 싶
은 자들이 있다. 세상의 모든 과학적·문화적 유산들, 수세기에 걸쳐 책과 저널로 
출판돼 온 그것들이, 점차 디지털화 돼 한줌의 사기업에 의해 자물쇠가 채워지고 
있다. (…) 과학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서명해 양도해버리는 대신에 그들의 작업
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공개되게 하기 위해, 오픈 액세스 운동은 
단호히 싸워왔다. 하지만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단지 미래에 출판되는 것들에 적

158) 해당 플랫폼의 원래 이름은 ‘DeadDrop’이었으며, 《포브스》,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AP연합》 등 주요 언론사에서도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159) (https://archive.org/stream/GuerillaOpenAccessManifesto/Goamjuly2008_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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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뿐,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들은 잃게 될 터이다. (…) 학자들이 동료의 연구 
작업을 읽는 데 돈을 내게 한다고? 도서관 책 전부를 스캔하되 구글(Google) 쓰
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게 한다? 제1세계 엘리트 대학 사람들에게는 과학논문을 
제공하지만 제3세계 아이들한테는 안 된다?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나도 동의한다.” 많은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기업
이 저작권을 가지고 사용요금을 부과하면서 떼돈을 번들, 완전히 합법이다. 멈추
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 이런 학술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 사서들, 과학자들, 당신들
은 특권을 가졌다. 지식의 만찬으로 배불리는 동안, 세상의 나머지에게는 자물쇠
가 채워졌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특권을 자신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세상과 공유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 지식재산의 공유가 마치 배
를 약탈하고 선원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양 도둑질이니 해적질로 불리지만, 
공유는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
이다. 오직 탐욕에 눈먼 자들이 복제를 거부할 뿐이다. (…) 
부당한 법을 따르는 것에 정당함은 없다. 이제 빛으로 나와, 시민불복종의 장대한 
전통 속에서, 공공문화를 사적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저항을 선언할 때다. (…) 
과학저널을 다운로드해서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게릴라 오
픈 액세스를 위해 싸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지 지식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려 한다. 

(Guerilla Open Access Manifesto, Swartz 2008) 

유명한 이 선언은 이후 인터넷 액티비스트 그룹인 ‘디맨드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의 창립으로 이어진다. 인터넷 공유 운동과 검열 및 부패 감시를 위해 
2010년 스와츠가 만든 그룹은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친 바 있으며, 
에드워드 스노든 등 내부고발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운동을 스와츠
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의 ‘공유’ 방법론은 독특한 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픈 액세스는 현행 학술커뮤니케이션이 사기업의 이윤획득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
에 대해 세상의 누구라도 학술자료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160) 이후, 학자 자신이 연구 결과물의 온라인 저장소를 구
축하는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과 논문 접근에 저작권 제약을 걸지 않는 
‘오픈 액세스 저널’(Open-access Journals) 출판이 주된 방법론으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스와츠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학자 대다수가 여전히 오픈 액세스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그리고 새로운 오픈 액세스 저널 이전의 상당수 학술자료는 “잠겨 있는” 

160) (http://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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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운동은 한계를 띠게 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직접적인 공유의 실천론을 
내세우는데, 현 체계의 접근권을 지닌 학생들, 사서들, 학자들 스스로 ‘아카데미즘의 
로빈 후드’가 될 것을 주문한다. 온라인 저널 이용 패스워드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동료들과 공유하거나 그들을 위해 대신 다운로드해 주는 것을 넘어, 
저널의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빼내’(다운로드) 웹상의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 ‘불법적
으로 등록해’(업로드) 모두가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스와츠 자신이 실제로 이 일을 했다. 2010년과 2011년 초, MIT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학술저널 아카이브인 JSTOR(jstor.org)로부터 학술논문들을 다운로드했다. 
당시 그는 하버드대학 연구원(research fellow)이었고, MIT는 방문자의 학내접속을 
통한 JSTOR 접속을 허용하고 있었다. 즉, 하버드대 소속으로 JSTOR의 사용계정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MIT 캠퍼스 안에서 논문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2011년 1월 6일, MIT 경찰과 비밀수사국(Secret Service)의 
요원에 의해 체포된다.161) 처음에는 무단 침입과 중절도(grand larceny) 및 시스템 
무단 접근이라는 다소 의아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연방검찰은 그를 온라인 사기
(wire fraud)와 컴퓨터 사기(computer fraud), 불법정보취득, 보호컴퓨터 고의손상 
등 혐의로 기소한다(USA v. Swartz, 1:11-cr-10260, No. 2). 왜 정당한 학술자료 
접근에 대해 이런 중범죄가 적용됐을까? 문제가 된 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다운
받았다는 점(4백 8십만 건)과 네트워크 배선실에 직접 PC를 연결해 다운로드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스와츠는 JSTOR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양이 많다는 게 문제라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수치며, 설령 ‘적정수치’를 넘었다고 
해서 중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또 학교 배선실에 들어간 것이 무단 침입에 
해당하는지 등 논란의 여지는 충분했다. 실제로 검찰도 최초 제기된 무단 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 연방법원에 기소한 내용은 유지했지만 말이다. 

사실 본질은 다음과 같은 데 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검찰은 스와츠의 
‘선언문’이 그의 ‘범죄의도’를 입증하는 핵심증거라고 간주했다. 2013년에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에서 법무부 대변인은 “당시의 그 선언문이 스와츠의 대규모 
자료 다운로드가 악의적임을 보여준다고 믿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162) 말하자면 
2008년의 행위로 이후의 ‘불법행위’ 여부를 일정부분 판단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국은 유사한 행위, 즉 “게릴라 선언”에서 촉구된 다운로드 및 공유 운동이 퍼지는 
걸 우려한 듯 보인다. 의회진술을 보면 스와츠 사건에 중범죄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미리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스와츠 

161) The New York Times, “How M.I.T. Ensnared a Hacker, Bucking a 
Freewheeling Culture,” 2013-1-20, (http://www.nytimes.com/2013/01/21/technolo 
gy/how-mit-ensnared-a-hacker-bucking-a-freewheeling-culture.html) 

162) Huffington Post, “Aaron Swartz Prosecutors Weighed ‘Guerilla’ Manifesto, 
Justice Official Tells Congressional Committee,” 2013-2-22, (http://www.huffing 
tonpost.com/2013/02/22/aaron-swartz-prosecutors_n_2735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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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처음 적용했던 과도한 혐의가 비판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감옥에 보낼만한 중범죄 판결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163) 

2011년 기소 당시 연방검찰은 “적용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스와츠는 징역 35년, 
출소 후 추가 보호관찰 3년, 배상 및 몰수, 벌금 최대 100만 달러가 부과될 것”164)

이라 공식 발표했었다. 미국식 사법체계에서 이런 관행은 USSC의 ‘양형기준표’에 
근거하는데, 본래 취지와 달리 검찰이 중범죄혐의를 적용한 피고인을 압박해 이른바 
양형거래(plea bargaining)를 시도하는 데 쓰일 경우가 많다. 사실 연방법원 판사가 
스와츠의 논문 다운로드에 대해 정말 35년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스와츠는 
자료를 다운받았을 뿐이다. 다른 곳에 업로드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기소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 판단 근거는 
“게릴라 선언”이었다 - 13개의 중범죄 혐의들을 인정하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징역형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한다. “만약 제안을 거절하면 미래는 암울할” 것이며, 
담당판사가 친정부성향의 엄격한 형벌주의자란 협박과 함께 말이다.165) 35년 형이 
어떻게 몇 개월로 줄 수 있는지도 의아하지만, 애초에 그 정도 양형이 가능한 사안
이라면 과도한 혐의적용이었다는 걸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스와츠는 거래를 
거부했다. 

검찰이 어떤 행위가 중범죄라고 결정한 이유로 실제 행위 외에 그 ‘의도’가 담긴 
선언문을 직접 언급했으므로, 이것이 결국 오픈 액세스와 ‘게릴라 방법론’에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질’이란 표현을 한 번 더 쓴다면, 사건의 
본질에는 공유라는 양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있다. JSTOR
는 비영리단체를 표방하지만, 어쨌든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박물관 등을 상대로 
컨텐츠 접근 라이센스를 판매한다. 구독 계약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접근은 
차단하며, 매년 1억 5천만 건의 비구독자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66) 
2014년 기준 한 해 수입은 6천 9백만 달러로, 하버드대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의 강연 내용에 따르면 JSTOR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데,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게 만들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63) Tech Dirt, “DOJ Admits It Had To Put Aaron Swartz In Jail To Save Face 
Over The Arrest,” 2013-2-25,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30223/02284 
022080/doj-admits-it-had-to-put-aaron-swartz-jail-to-save-face-over-arrest) 

164) USDOJ, 2011-7-19, (https://www.justice.gov/archive/usao/ma/news/2011/July/ 
SwartzAaronPR.html) 

165) Daily Beast, “Aaron Swartz’s Unbending Prosecutors Insisted on Prison Time,” 
2013-1-15 (http://www.thedailybeast.com/aaron-swartzs-unbending-prosecutors- 
insisted-on-prison-time) 

166) The Atlantic, “Every Year, JSTOR Turns Away 150 Million Attempts to Read 
Journal Articles,” 2012-1-13,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 
12/01/every-year-jstor-turns-away-150-million-attempts-to-read-journal-articles
/25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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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OR 측은 “2억 5천만 달러”라고 답했다고 한다.167) 이 금액이 그들이 보유중인 
학술자료들의 총가치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논문이 ‘거래’되고 ‘환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약간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아론 스와츠
의 지도교수였다. 

V-12. 아론 스와츠. 2009년 위키피디아 총회, 보스턴.168) 

JSTOR는 스와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재정적 피해를 주장했다. 
MIT는 침묵했다. JSTOR가 나중에서라도 스와츠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바란다는 입장
을 밝힌 데 반해, 학교 측은 오히려 이를 거부했다.169) 침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 MIT의 한 교수는 후에 기고문을 써 가면서 “스와츠는 권력을 행사하는 
현실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나이브했던 나머지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버렸다”고 
말하는데, 요즘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많다면서 “이들이 권력의 현실과 싸우는 데 
MIT가 도울 책임이 있는가?”라고 끝맺는다.170) 당시 학교 당국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이런 태도와 인식수준은 검찰이 기소절차를 진행하는 하나의 명분이 
됐다. 심지어 검찰은 스와츠를 “강간범”에 비유했다.171) 이런 황당한 주장은 2012년 
8월 MIT 측 변호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왔다. 담당검사는 스와츠가 양형거래를 계속 
거부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MIT는 피해자인데 이것 때문에 MIT가 귀찮은 
일을 당하게 됐다며 스와츠의 양형거래 거부를 “피해자에게 체계적으로 다시 피해
를 주는”(systematically revictimized) 행위라고 비난한다. 

167) “Aaron's Laws - Law and Justice in a Digital Age,” 2013-2-20 (https://www. 
youtube.com/watch?v=9HAw1i4gOU4#t=44m39) 

168) (http://ragesoss.com/blog/2013/07/12/the-use-aaron-swartz-photographs/) 
169) Lessig, Lawrence, “Prosecutor as bully,” 2013-1-12, (http://lessig.tumblr.com/ 

post/40347463044/prosecutor-as-bully) 
170) MIT Technology Review, “The Lessons of Aaron Swartz,” 2013-10-4, (https:// 

www.technologyreview.com/s/519866/the-lessons-of-aaron-swartz/) 
171) Huffington Post, “Stephen Heymann, Aaron Swartz Prosecutor, Compared 

Internet Activist To Rapist: MIT Report,” 2013-7-31, (http://www.huffingtonpost. 
com/2013/07/31/stephen-heymann-aaron-swartz_n_3685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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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입장에서는 아론 스와츠 한 사람을 감옥에 몇 년간 살게 할지보다, 앞서 
의회진술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사건을 대중에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다. 현실적으로 
35년 형을 다 살게 할 수는 없다면, 적어도 스와츠 자신이 거래에 응함으로써 공유
가 중범죄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려 했다. “게릴라 선언”을 쓴 바로 그 저자에게 
말이다. 여기에 어떤 잔인함이 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십 년 내지 수년간을 
감옥에서 보낼지, 수개월로 형을 줄이면서 핵티비스트이자 정치운동가로서의 신념을 
포기할지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고르게 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스와츠 자신
에게 파국이 될 결과들이었다. 당국의 계획과 검찰의 계산 및 체면치례, 학술저널과 
학교의 이해관계, 무엇보다 오픈 액세스와 공유를 둘러싼 입장들 속에서, 스와츠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해야 했다. 적어도 익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2013년 1월 11일, 아직 27살이 되기 전에 아론 스와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시신은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에서 파트너에 의해 발
견됐으며, 유서는 없었다. 연방법원 재판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유가족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적 비극으로 보지 않았다. “아론의 죽음은 기소절차상 협박과 도
를 넘은 형량적용이 만연한 형법체계의 산물이다. 연방검찰과 MIT 관료들의 결정이 
아론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했다. 연방검찰은 이례적으로 가혹한 혐의들을 적용했고, 
아무런 피해자도 없던 이 사건에 30년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려 했다. 그러는 동안, 
JSTOR와 달리 MIT는 아론을 위해 증언하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가장 소중한 원칙
을 져버렸다.”172) 15일의 장례식에서 팀 버너스리(Sir Tim Berners-Lee)는 추모연
설을 했고 - 그는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다 - “우리는 투사를 잃었고, 위대한 인물
을 잃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보살피고 보호했어야 할 이를 잃었다.”173)라고 말
했다.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다소 격앙된 감정에서, 그의 자살을 병리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한다(“Please don’t pathologize this story”). “그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폭력(bullying)이라 불러 마땅한 것들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174) 

JSTOR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 슬픈 사건에 대한 그간의 우
리 관점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왔다. (…) 비극적 상실에 애도를 표한다.”175) 
JSTOR는 스와츠가 죽기 3일 전, 4백 5십만 건 이상의 논문들을 단계적으로 무료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결국 스와츠가 빼냈다는 같은 분량의 논문에 
대해 ‘피해자’는 없었던 셈이다. 한편으로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단계적 무료 공

172) “Official statement from family and partner of Aaron Swartz,” 2013-1-12, 
(http://www.rememberaaronsw.com/memories/) 

173) Tim Berners Lee, “We have lost...,” 
(http://www.rememberaaronsw.com/memories/We-have-lost-a-fighter.html) 

174) Lessig, Lawrence, (http://lessig.tumblr.com/post/40347463044/prosecutor-as- 
bully) 

175) CNET, “JSTOR says it mourns 'tragic loss' of Aaron Swartz,” 2013-1-12, 
(https:// www.cnet.com/news/jstor-says-it-mourns-tragic-loss-of-aaron-sw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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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역시도 검토되지 않았을 것이다. MIT 총장은 1월 13일 학내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176) “존경받던 젊은 인물의 죽음에 MIT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두렵다며 “MIT가 간여한 부분에 관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선택
지가 있었고 실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드러내길” 바란다고 썼다. 이후 총장에게 제
출된 182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Abelson, et al. 2013), 당시 MIT는 스
와츠 사건으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62), 기소절차와 형량
에 무관심했고, 한마디로 귀찮아한 것 같다. 스와츠의 아버지가 “아론은 자살한 게 
아니라 정부에게 죽임을 당했고, MIT는 자신의 모든 기본 원칙을 배반했다”라고 한 
발언이 지나친 것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스와츠의 변호인은 연방검사의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을 고발하는 편지를 법무부에 
보냈으며, 해당 인물은 앞서 이상한 비유(“Rapist”)를 들었던 그 검사였다. 하버드대 
해리 루이스(Harry Lewis) 교수는 아론 스와츠의 사후 명예 회복과 사건기소에 책
임이 있는 연방검사의 면직을 요구했다.177) 뿐만 아니라 “JSTOR를 해방시키기 위한 
스와츠의 해킹에 경의를 표하며” 논문 포스팅을 통한 저항을 호소했다. ‘논문 포스
팅 저항’이란 스와츠 사후 대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그의 공유 
방법론을 채택해, 저작권이 걸린 논문들을 자발적으로 트위터 등을 통해 PDF 형태
로 배포하는 것(#pdftribute)을 말한다. “스와츠는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한 적도 
없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고, 단지 
당신들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혹함을 내보이지 말라. 어느 어린 인물은 경력만
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다.” 

저항은 개별적으로 일어났다. 어느 익명은 MIT 사이트를 해킹해 스와츠에 대한 
헌사로 바꿔놓았다(1월 13일). “게릴라 오픈 액세스 선언”과 함께, 저작권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실어 아론의 죽음을 공유 운동의 본격적 계기로 삼으려 
했다. 18일에는 MIT 이메일 시스템이 해킹돼 먹통이 됐으며, MIT 계정으로 보내지
는 이메일들은 한국의 KAIST 서버로 재전송됐다. 22일, MIT에 대한 모든 접속 트
래픽은 하버드대 서버로 돌려졌으며, 접속자들은 “R.I.P Aaron Swartz” 이미지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의 윤리학”이라는, 스와츠의 2009년 글이 실린 페이지로 연결
됐다. 그리고 1월 26일, USSC 홈페이지가 해킹됐다. “2주 전 오늘, 아론 스와츠가 
죽임을 당했다. 그는 불가능한 선택에 놓였기에 죽임을 당했다. 이길 수 없는 게임
을 하도록 강요받았기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 뒤틀리고 왜곡된 정의의 도착(倒錯) 
속에서, 이기는 유일한 움직임은 플레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임이었다.” 

176) MIT News, “President Reif writes to MIT community regarding Aaron Swartz,” 
2013-1-13, (http://news.mit.edu/2013/letter-on-death-of-aaron-swartz) 

177) Harvard Magazine, “RSS Creator Aaron Swartz Dead at 26,” 2013-1-14, 
(http:// harvardmagazine.com/2013/01/rss-creator-aaron-swartz-dead-at-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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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들은 곧바로 지난 ‘체포 사태’를 떠올렸고,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을 인지했다. 
“작년에 FBI는 어나니머스의 어떤 부분에 성공적으로 잠입했다며 돼지같이 흥분해
서 꿀꿀댔다. 잠입에 쓰인 수법은 아론 스와츠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동일한 전
술이었다.” 당시 사부는 검찰의 “124년 형” 위협에, 수개월로 축소된 형벌과 동료들
의 정보를 거래했다. “FBI의 잠입과 함정수사로, 현재 우리 동료들 여러 명이 아론
과 유사한 불공정한 박해를 견디고 있다.” 익명들은 계속 지켜보고, 기다렸다. “우
리는 저들이 우리 하부구조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우리 사기를 
꺾고, 망상과 공포로 우리를 마비시켰다고 믿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선을 넘었
고, “아론 스와츠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팔짱을 낀 차분한 눈길로, 두려움 없이, 놀랄 것도 없이, 저
들의 칼질을 바라보다” 일어난 것 같았다. “저들에게 진짜 잠입이 뭔지 보여줄 때가 
왔다.” 익명들은 법무부와 관련기관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그것이 유사한 
속성의 게임”이 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유일한 길은 플레이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들 역시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스와츠와 달리, 체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다. 생
각으로서, 운동으로서의 다수-익명들이다. “승산 없는 게임에 강제로 참가해야 하는 
절망감과 공포를 똑같이 되돌려 줄 때다.” 

서로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면, ‘지지 않는’ 쪽은 누구일까? 이런 물음에 당시 
어나니머스 채널에서 어느 익명은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시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맺는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패배할 수 없는 다수여, 일어나라 
자는 동안 씌워진 쇠사슬을 
갈기의 아침이슬처럼 털어버리라 
우리는 많고, 저들은 적으니! 

〈혼돈 속의 가면극 The Masque of A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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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물양식과 약탈양식 

1) 도치의 공식: 정상성의 해킹 

지금까지 룰즈섹과, 룰즈섹 이후의 변화를 어나니머스의 관점에서 기술했다. 일련
의 사건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전개에서 변곡점이 되므로 중요하다. 대중적 인
식에서, 그리고 일정부분 참여자들 자신에게도 어나니머스가 지금과 같은 대중운동
의 형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어떤 면에서 어나니머스는 그런 변형
의 계기들이 ‘필요’했다. 애초의 비-조직화 명제는 최대한의 대중적 운동으로서의 
확장가능성을 내포한 측면도 있다. 종국의 그 성공이나 실패의 예측을 떠나, 생각-
운동으로서의 익명은 적어도 비집단-비조직으로서의 어나니머스가 현실화하는 경로
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룰즈섹의 체포로 위기를 맞았던 비-조직 규정은 생각
이나 운동이라는 확장적 경로로의 변형을 통해 유지되고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나니머스가 생각이고 운동이라는 자기선언이 익명의 집합을 그러한 것으
로 작동하게 만들었다면, 즉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방법론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운동
이라면, 우리는 운동을 어떻게 민족지적으로 기술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집단이
나 조직에 대한 민족지에 일반적인 경합·갈등·협상 등의 내용과 대상, 개인 또는 집
단의 행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반기술이 ‘필요해서’ 어나니머스를 
그 같은 성격의 행위자로 대상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기술을 
‘시민단체’ 간의 이런저런 사정들로 치환하듯 어나니머스를 또 다른 시민단체로 분
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재현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선택으로서 어나니머스의 ‘운
동성’을 간과하는 일이 돼버린다. 익명-운동은 그런 의미의 ‘시민운동’과도 같지 않
다. 단지 행위자를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앞서 첼시 매닝과 위키리크스와 줄
리언 어샌지, 그리고 아론 스와츠와 “게릴라 오픈 액세스 선언”, 또 제레미 해먼드
와 에드워드 스노든까지도 고려 가능한 어나니머스의 ‘행위자’ 범주에 포함될 것이
다. 이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나니머스를 그 
‘통과점’으로 해서 말이다. 

이런 식별된 인물들의 드러난 행위를 통해 어나니머스라는 ‘행위력’을 기술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다. 이야기를 구성하기에도 좋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위자
의 발견’이라는 작업은 어나니머스의 외부 연결점들을 찾아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어
나니머스를 ‘개체화’할 수 있다. 어나니머스는 각개의 연결 상태에 따라 일정하게 
서로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고 입체적인 기술 또한 가능하겠지만, 그 행위자 연망의 
‘통과 가능한 공백’은 다수-재현의 결과물로서의 재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
백’으로 재현된 공백({∅}) 말이다. 이것은 사실 어나니머스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어
쩌면 그 어떤 대상에게도 적용 가능한 재현 틀(‘네트워크’)이다. 경우에 따라, 그 매
개들은 사물이나 ‘자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어나니머스가 그 대상일 때, 이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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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놓치게 될 수 있는 지점은 ‘공백’으로 재현(시)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내적 
공백들이다. ‘이전’이라 표현했지만, 시점의 문제라기보다 ‘거리’의 차원에 좀 더 가
깝다. ‘재현되기 전의 현시’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면 그리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이
나, ‘공백이라는 이름’과 별개로 - 외부 대상들에 대해 하나의 공백으로 기능하기 
이전에 - 내적으로 이미 다수인 것들의 부분적 작동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어나니머스라는 이름’의 (해커)조직이라는 국가의 재현 방식과는 분명 다
르다. 공백으로서의 재현은 오히려 그것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 단순히 반-정부 
단체 등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적 부분들의 교차적 중첩상황들을 또한 살펴야 한다. 즉, “오퍼레이션이 작동한다”
라는 것의 실제적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 그 일정하게 동어반복적인 명제
(“operations operate”)는 외부 연결점들로부터 폐쇄된 자기-참조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란 결국 어나니머스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작동 중인 어나니머스는 개별 오퍼레이션들의 존재를, 그 형
태와 내용을 가리킨다. 만약 어나니머스가 ‘운동’이라면, 그것은 또한 개별 오퍼레이
션들로 전개 중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운동이 됐든 ‘생각’이 됐든, 개별 오퍼레
이션들의 수준에서 작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게릴라 오픈 액세스 선언”
이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 비록 어나니머스의 선언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개별 오퍼레이션 수준에서 공격절차와 생산절차 간 ‘통신’의 접합 평면이 되는 
‘공유절차’의 작동원리를 명시하고 있어서다. 외부의 연결점이나 추가된 행위자로서
가 아니라, 지금의 논의에서 “게릴라 선언”은 오퍼레이션 내부 공유절차에 대한 하
나의 ‘생각’, 주석이 된다. 

안티섹이 폭로의 작동이었다면, 운동으로서의 어나니머스는 공유의 작동을 좀 더 
강화한다. 전자가 현행 법체계에서 ‘불법적 약탈’과 그것의 공유에 기반한다면, 후자
는 어쨌든 ‘합법적’ 빼냄을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대중적 공유 운동의 방법론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래법’의 관점에서는 전자뿐만 아니라, 아론 스와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후자의 경우도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단지 그것이 다수의 익명적 운동으로 전개될 때, 체포하거나 처벌할 대상이 특정되
지 않을 뿐이다. 거래법이 공유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행위자들이 적법한 
‘거래 당사자’로 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공유자들은 중개자의 자리에서 빠져나
간다. 앞서 오퍼레이션 안티-ACTA의 사례에서처럼, 거래법으로서 저작권법에 대한 
안티 운동은 그 빠져나가는 지점들을 확장함으로써 다수의 공유자들이 있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people)이라는 비-거래법적 범주로 포섭하려 한다. 

오퍼레이션 안티-ACTA, 직전의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이 오퍼레이션 안티섹과 “사
부 사태” 사이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룰즈섹 해산 
이후 처음으로 하나의 “운동”처럼 제안됐지만, 한편으로 그 폭로의 방법론에 따라 
마치 핵티비즘 운동처럼 전개됐다. SQL 삽입과 취약성 공격 등 시스템 해킹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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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보유한 참여자들이나 그 밖의 핵티비스트 그룹 등이 비-조직적으로 주도
한 측면이 있다. 비교적 성공한 핵티비즘 운동이라 볼 수 있지만, 온전히 성공적인 
오퍼레이션은 아니었다. 외연의 폭발적 확장 가운데 내적 확장의 가능성 지대는 오
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즉, 외부 참가그룹의 복수화가 참여자의 내적 다수화로 이어
지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았다. 당시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에선 안티섹의 열기에 고무
되는 한편으로 “안티섹 엿 먹어라”와 같은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과거 룰즈섹에 대한 반감이 안티섹에 대한 반감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안티섹’을 룰즈섹과 비슷한 하나의 비-익명적 ‘이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
다. 2011년 말에서 2012년 2월까지 오퍼레이션 블랙아웃과 오퍼레이션 안티-ACTA
가 전개됐을 때, 그것은 분명 안티섹에 기반한 연계점을 보이지만 또한 성격이 약간 
달라진다. 앞서 기술했듯, 이 작전들은 ‘레드핵’ 같은 핵티비스트의 폭로 작동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참여와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촉구를 통해서 가능했다. 또한 
그것은 안티섹의 반-정부 운동을 일정하게 반-거래법 운동으로 전환한다. 

2012년 3월의 “사부 사태”를 어나니머스가 갑작스레 대중운동으로 변형된 이유의 
모든 것인 양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안티섹에 대한 반발과 SOPA/PIPA 및 ACTA 등 일련의 상황변화들 가운
데,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경로상에서 이미 공유 운동 성격의 오퍼레이션들이 일
부 작동 중이었고, 해당 입법의 잇따른 무산으로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밀고자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에도 참여자들은 무력감 속에서 허우적
대지 않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히려 어나니머스가 어떤 ‘생각이자 운동이
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다. 단순히 당국의 개입에 대한 반작용이 아
니라 개별 오퍼레이션 수준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3월의 사태 후 등장한 
일련의 자기선언들은 그러한 가능성의 지대로 있던 익명 집합들을 실제 그러한 것
으로 만드는 자기-참조적 과정들이 된다. 나아가 아론 스와츠의 죽음은 여전히 안티
섹 경로의 연장선으로 남아있던 일부 오퍼레이션을 안티섹 다음의 시퀀스로 전환시
키는 또 하나의 자기-참조적 선언(‘최후의 수단’)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반-거래적 
공유집합의 실천론을 “게릴라 선언” 속에서 재확인하면서 말이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방법론은 아니다. 최후의 방법론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실천의 방법론이다. 약탈양식(theft)과 선물양식(gift)이라 부를 만한 것의 교
차집합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을 환기하는 어떤 운동이다. 게릴라 선언과 오퍼레이션
의 선언들이 공유하는 ‘생각’은 결국 “정당하게 약탈해서 불법적으로 선물하는” 도
치(倒置)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이때 도치는 이중적이다. ‘합법적 빼냄’이 가능하지
만 그것의 증여는 거래법 위반이 되는 - 앞서의 합법적 사용이 ‘약탈’로 소급해서 
재정의되는 - 상황적 도치,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기존에 ‘약탈’로 정의된 
것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공유의 조건으로 선언하고 또한 ‘불법적 증여’를 통해 실
천하면서 거래상황을 공유상황으로 바꾸는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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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의 방법론 - SQL 삽입을 통한 약탈 

도치를 도치로 대처하는 익명의 방식을 보자. 두 번째 도치의 인식에서 참여자들
의 태도는 갈리는데, 약탈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약탈 역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합법적 다운로드가 이후의 증여-공유 행위를 통해 - 아론 스와츠의 경우와 같이 -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면 공유의 실천에서 애초에 ‘합법적인’ 것은 불가능하고, 
현행 법체계상 처음부터 불법적인 것을 시도한다. 그것이 공유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기반하는 한, 시스템 해킹을 통한 내부 자료의 유출을 ‘정당한 약탈’의 범주에 속하
게 한다. 이 경우 공유의 방법론은 해킹을 또한 포함하며, 해킹을 특수한 폭로의 방
법론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해킹의 구체적 기법들은 단순히 ‘해커윤리’라는 
부과된 차원을 넘어 수행자(해커)의 내적 정서와 인지 체계를 드러낸다. 즉, 공유의 
생각은 기존 핵티비즘의 부분을 이데올로기로서 불러들이기보다 오퍼레이션의 작동
상 공유절차에 관한 어떤 생각으로서 공유된다. 생각의 공유라는 지금의 도치에서 
어나니머스의 ‘에토스’라고 부를만한 것 역시도 국가나 자본 일반에 대한 거부의 이
데올로기를 내용으로 한다기보다, ‘공유의 확장가능성’에 관한 개별 오퍼레이션의 
집합적 태도들로 표현되고 있다. 

오퍼레이션 공격절차에서 시스템 해킹과 디도스 공격의 차이는 계속 언급해왔다. 
디도스(distributed denial-of-service)가 말 그대로 다수의 분산된 공격을 통해 거
부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 물론 다중 접속요청 신호에 대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대상 서버지만, 또한 이를 통해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공격자들의 거부 의사
가 표출되는 것이기도 하다 - 취약성 공격은 시스템 해킹을 통해 직접 데이터 서버
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디도스는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개별의 접속요청을 보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태상으로는 어느 웹 사이트에 대한 ‘정상적인’ 접속폭주와 
구별되지 않는다. 예컨대, 특정 시점 인기 공연 예매 사이트에 접속이 한꺼번에 몰
려 사이트 자체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다. 원리상 유사한 이 접속 쏠림의 양상들을 
디도스로 분류하는 것은 결국 공격의 의도를 판별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네트워
크 교란의 ‘불법적 의도’가 있었는지 사후판단을 통해 소급해서 정보법 위반 행위로 
규정된다. 디도스는 간단하지만 어렵다. 기술적으로 시스템 해킹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또한 봇넷을 통해 소수가 동일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에서는 디도스가 참여자들의 포섭이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디도스 공격은 그 자체가 최종의 목표라기보다 오퍼레이션 시작을 선
언하는 이벤트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디도스는 ‘선언적’이다. 

해킹은 좀 더 직접적인 공유의 조건처럼 작동한다. SQL 취약성 공격은 시스템의 
허점이나 버그를 시스템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견해, 예외적 접속지점으로 
만든다. 원래부터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던 지점으로, 시스템이 ‘정상적’이라 인식해



- 240 -

왔던 것이다. 공격자들은 ‘다른’ 명령어를 삽입함으로써 시스템 입장에서는 비정상
적인 예외지대를 활성화한다. 대개의 경우 여전히 시스템은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간
주하며, 삽입된 명령어가 계속 실행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취약점 공격은 시스템
이 정상이라고 재현하는 바로 그 상태 내부에 애초부터 비정상성이 ‘존재하고 있음’
을 가정하고, 그것을 찾아내 실제로 존재하게 해서, 시스템의 재현상태와 상황이 어
긋나게 만든다. 그리고 시스템이 계속 모르는 채로, 더 정확히는 ‘정상임을 안다고’ 
스스로 여기도록, ‘알지만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 시스템이 비정상적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한다면 - 정상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 해킹은 성립되지 않는
다. 시스템이 내부의 예외상태를 비정상으로 재현하지 못하고, ‘마치 정상적인 것처
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해킹이 직접 건드리는 것은 시스템 자체라
기보다 시스템의 재현 시스템이다. 즉, 해킹은 시스템의 인식체계를 도치시킨다. 

그렇다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자. 5장 2절에 사건적 기술로 제시한 내용을 해커와 시스템 간 내부 ‘대화’ 
수준에서 인지체계의 작동절차로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작업이다. SQL은 데이터베이
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스템에서 자료의 검색 및 생성·수정·삭제 
등 각종 명령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데이터베이스는 대개 복수의 데이터 테이블
로 구성되고 테이블은 복수 컬럼(column, 열)으로 구성되며, 컬럼은 로우(row, 행)
별로 데이터 값을 지닌다. 예컨대 “SELECT * FROM table1” 같은 기초적인 SQL 
쿼리문이 실행되면, “table1”의 모든 컬럼 값이 출력되는 방식이다. 해당 데이터베
이스에 “users”라는 테이블이 존재해 여기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다 해보자. 다음 
쿼리문은 해당 테이블에서 특정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출력한다. 

SELECT * FROM users WHERE name = '" + userName + "' 

이것은 SQL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논리 형식을 보여주는데, 작은따옴표(single 
quotes)나 큰따옴표(double quotes) 등은 구문상에서 일종의 예외 또는 회피문자
(escape character)로 작동한다. 회피문자는 일반문자와 혼동된 채 시스템에 그대
로 전달되지 않게 기능한다. 위의 구문에서 “사용자이름” 항은 입력되는 변수값을 
뜻하며, ‘앨리스’라는 이름에 대해(='Alice') 테이블(users) 컬럼(name)상 해당 로우
(Alice)의 모든 데이터 필드값을 출력하는 식으로 그 논리적 메타형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SQL 삽입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 형식을 충실히 따르는 데 있다. 다
만 시스템 언어상 메타언어(회피문자)를 역이용해, 별개의 구문을 내적으로 삽입함
으로써 ‘정상적인’ 실행을 또한 회피한다. SQL 삽입에서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해
당 ‘빈 칸’에 다음과 같이 회피문자가 이미 내포된 값을 입력하는 것이다. 

' O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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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용자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마치 이름인 것처럼 의도된 값을 입력
함으로써,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다음의 새로운 쿼리문이 생성된다. 

SELECT * FROM users WHERE name = '' OR '1'='1' 

여기서 삽입된 문자가 이루는 뒷부분(OR '1'='1')은 그 자체로 정당한 쿼리문의 
일부처럼 작동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용자에 대해 모든 데이터 필드값을 
출력한다. “1=1”이라는 항상 참인 명제를 조건절로 첨부한 이상, 시스템은 해당 요
청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같은 식으로, 빈 칸에 혼동을 유발할만한 다
른 문자 값들을 입력해 데이터 삭제 같은 각종 쿼리문이 실행되게 하는 것이 가능
하다. SQL 문법에 맞게 사실상 여러 중첩된 구문들을 내부로부터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요청의 문법이 ‘올바른 한’ 쿼리문 삽입과 원래의 구
문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상의 범주로 재현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 방식은 인증우회에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어느 사이트가 로그인 
인증 처리 절차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면, 쿼리의 결과값을 무조건 참으로 만드는 
쿼리를 통해 인증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해당 사이트가 접속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증하는 데 “SELECT * FROM member WHERE ID='$id' 
AND PW='$pw'”와 같은 쿼리문으로 처리한다고 하자. 로그인 인증이란 결국 접속
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회원 테이블(member)에 등록된 사용자 아이
디·패스워드 데이터와 비교·검색하는 절차다. 이때 아이디로 앞서와 유사한 꼴(' OR 
'1'='1' -- )의 값을 입력하면 로그인 페이지를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다. 결국 이 
원리는 시스템이 채용하는 논리의 메타형식을 역이용해, 논리적 틀 자체를 그 틀의 
내용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일종의 역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취약점을 통한 실제 SQL 삽입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유니언
(UNION, 합집합) 연산자에 기초한 방법이 데이터 유출에 많이 활용돼왔다. 여기서
는 시스템이 오류 메시지를 생성해 제시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SQL 인터페이스는 
잘못된 요청이 들어가면 해당 요청이 어떤 이유로 실행될 수 없는지를 간단히 설명
해주는 경우가 많다. 문법적으로 올바르더라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청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것은 실제 SQL 오류라기보다 쿼리
를 재확인하라는 시스템으로부터의 요청이다. 예컨대, 웹 사이트 접속자가 잘못된 
URL 주소를 입력했을 때 “해당 페이지가 유효하지 않음”의 메시지를 보는 경우와 
유사하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
다. 즉,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 요청이 올바르지 않음을 ‘정상적으로 아는’ 
것이다. 오류 메시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 자신이 아니라 - 해당 요청임을 알
리는 시스템으로부터의 주장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정상성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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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신의 근거를 통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시스템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경우라면, 이제 의도적으로 오류를 계속 유발시

켜 시스템 스스로 내부 구조를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시스템 입장에서는 알
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되고, 해커의 입장에서는 접근 가능한 접속지점이 된다. 웹 
사이트를 예로 들어보자.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보통의 웹 페이지
는 각 페이지 성격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내 특정 테이블상 일부 컬럼을 화면에 배
치한다. 해커가 유니언 연산자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의 컬
럼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유니언 연산자는 서로 다른 테이블로부터의 
데이터 결과값들을 단일 집합으로 결합하는 작동이며, 이때 결합되는 각 결과 집합
들은 같은 구조를 지녀야 한다(컬럼의 개수와 데이터 형식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쿼리가 ‘올바른’ 구문을 구성하려면 컬럼의 개수를 알아야 한다. “ORDER BY” 구문
을 이용해 알 수 있는데, 결과를 지정된 순서로 정렬하는 기능이다. 해당 URL 주소
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 

해커는 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인지 아직 모르지만, 여기에 임의의 
값들을 통해 다음처럼 구문을 추가할 수 있다.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order+by+3 

이것은 내부 쿼리에서 “SELECT * FROM tablename WHERE id=34 ORDER 
BY 3”의 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세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모든 로우의 데이터 값을 
정렬하라는 의미다. 만약 임의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페이지에 오류 
메시지가 뜬다면 해당 순서의 컬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있지도 않은 컬럼
으로 정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컬럼의 숫자를 알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류 메시지
가 나타날 때까지 다음 구문을 추가할 수 있다.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order+by+1 -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order+by+2 -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order+by+3 -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order+by+4 - 

이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존재하는 컬럼 수가 세 개임을 알 수 있다. 
보통의 사이트는 이보다 컬럼이 많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예시를 위한 것이다. 이제 
유니언 연산자를 이용해 다음 같은 주소로 접속해 유니언 셀렉트 쿼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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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xyz.com/products.php?prodid=34+union+select+1,2,3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올바른’ 쿼리이므로 시스템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고 
정상적인 화면을 내보일 것이다. 대신 일부 컨텐츠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숫자가 페
이지에 뜬다. 이는 지금의 예시에서 1, 2, 3 중에 하나일 것이다. 유니언 연산자는 
동일 컬럼 수의 결과 집합을 연결·결합하므로, 컬럼이 3개 존재하는 상황에서, 1, 2, 
3이든 123, 234, 345든, 기존 데이터 집합에 컬럼 순서대로 합쳐서 출력한다. 만약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2라면, 이것으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웹 사이트의 개
발자는 해당 페이지 구성에서 존재하는 컬럼 가운데 일부 필드값이 출력되도록 설
계했으며, 현재 페이지에 출력되는 것이 두 번째 컬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해커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컬럼의 위치에 무언가 출력되도록 설정하면, 그 값을 해당 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경우 두 번째 컬럼이 취약점을 지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당 컬럼 존재가 확인되면(현 예시에서는 두 번째 컬럼), 이 지점에 
변수나 함수를 적용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Version” 
명령을 삽입해 SQL 버전 정보를 확인하고, “database()” 함수로 데이터베이스명을 
알아낸다.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union+select+1,@@Version,3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union+select+1,database(),3 

이런 쿼리에 대해 시스템은 웹 페이지의 컬럼 위치에 해당 정보를 출력하게 된다. 
설계자의 의도대로라면 이런 정보들은 ‘올바른’ 웹 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는 노출돼
서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해커는 시스템 오류 메시지를 통해 내부 구조를 부분
적으로 유추하고, 그에 따라 역시 ‘올바른’ 문법을 구성해 정상적 요청을 보낸다. 그
리고 ‘취약한’ 컬럼을 출력하는 페이지에서 그 결과값들을 확인한다. 사실 이때의 
취약성이란 해당 컬럼 자체가 지닌 문제라기보다 내부 데이터로의 접속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다는 의미에서, ‘취약한’ 것으로서 소급해서 발견된 것이지만 말이다. 
역시 ‘취약한’ 사이트란, 정상적 요청이 해당 접속지점의 현실화 가능성으로 미리 
확인된 페이지의 존재를 통해 인지된 것이다. 애초에 시스템이 오류 메시지를 출력
하지 않았다면 SQL 삽입은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시스템의 취약성은 
‘정상적으로’ 오류를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며 ‘정상적으로’ 
결과를 출력하는 일련의 정상적 절차들 가운데 있다. 

해당 시스템의 SQL 버전을 확인했으면, 이제 “information_schema”로부터 테
이블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 “information_schema”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데
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이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테이블 이름,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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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과 접근 권한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메타데이터는 읽기전용
(read-only)이라 수정할 수 없지만, 접근하려는 데이터 테이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해커는 다음의 주소로 접속할 것이다.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union+select+1,table_name,3+fro
m+information_schema.tables+where+table_schema=database() 

이것은 내부 쿼리에서 “information_schema”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테
이블 목록을 검색해 표시하라는 의미며, 웹 페이지의 두 번째 컬럼 부분에 결과값을 
합쳐서 출력한다. 페이지에 출력되는 값이 “Admin”, “Access”, “Customer”, 
“Users” 등의 테이블명이라고 해보자. 해커는 “Admin” 테이블에 관리자 정보가, 
“Users”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한다. 따라서 “Admin” 테이블
에서 컬럼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앞서의 접속주소를 그것에 맞게 변형한다. 

http://xyz.com/products.php?prodid=-34+union+select+1,column_name,3+f
rom+information_schema.columns+where+table_name=Admin 

출력된 값은 예컨대, “username”, “password”, “id”, “admin_user” 등의 컬럼
일 것이다.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소를 변형해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데이
터를 취득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데 성공하
면, 사실상 대부분 절차는 끝난 셈이다. 시스템은 해커를 관리자로 인식하고, 해커
는 온전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웹 사이트 화면을 변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SQL 삽입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과 해커의 논리 대
응 과정을 전달하기 위해 기본 형태를 가정해서 기술한 것으로, 해커라면 누구나 알
고 있고 어나니머스 채널에서 공유되는 해킹 기법 가운데 기초수준에 해당하는 것
이다. 수행에서는 차이가 있다. 패스워드 데이터는 암호화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1절에서 언급한 ‘HBGary Federal’의 사례처럼 어나니머스는 패스워드 해시를 
해독하기 위해 그래픽 카드(VGA)를 열심히 돌려야 했다.178) 또한 유니언 연산자 기
반의 삽입 방식 외에도 다양한 시스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법들이 사용된다
(Blind-based/Time-based SQL injection 등). 그러나 여러 시스템 침입 방법들의 
기반에 유사한 작동원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스템이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시스템의 메타-재현을 같은 재현절차의 다른 현시를 통해 그것의 
내부로부터 벗겨내는 도치, 시스템이 ‘오류’를 인지할지라도 이를 오류로 재현하는 

178)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의 영상 출력을 담당하는 장치지만 일반적으로 CPU에 비해 연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암호해독이나,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채굴작업에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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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자체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 채 ‘오류 재현’을 메타절차로서 계속하도록 유
도하는 도치, 그래서 원래 목적이 아닌 오류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면서 정상성 가운
데 취약성을 발견하는 도치가 그것이다. 

2) 익명적 공유의 네트워크: 토르 

이렇게 빼내진 데이터는 토렌트 등의 공유형태로 네트워크에 풀린다. 해적만 같은 
공개된 공유 네트워크에 업로드되기 전에 우선 딥 웹에 숨겨진 채 등장하기도 한다. 
토르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유출한 자료를 어딘가로 전송할 때 그것의 이동경로는 
다중으로 중첩·분산된다. 토르의 기본원리는 네트워크를 암호화된 중간 노드의 분산
된 형상으로 구축해 ‘익명화’하는 것이다. 익명 네트워크의 핵심은 암호화 자체보다 
분산에 있다. 인터넷상 데이터 패킷은 대개 파일이나 웹 페이지, 이메일 메시지 등 
해당 컨텐츠(payload)와 그 헤더(header)로 구성되며, 헤더에는 최초 발신지 IP와 
최종 수신지 IP, 데이터 크기 및 시간 등의 정보가 담긴다. 이런 식별자를 통해 해
당 패킷은 직접 또는 복수의 네트워크를 거쳐 라우팅된다. 따라서 컨텐츠를 암호화
하더라도 인터넷상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 어느 중계지점에서 헤더를 분석해 트래픽 
추적이 가능하다. 토르의 경우, 식별과 라우팅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채택한다. 어니
언 라우팅(Onion Routing)은 문자 그대로 분산 노드들을 양파 껍질처럼 중첩된 형
태로 있게 하는데 - 결국 이 양파 라우팅(The oninon routing) 네트워크가 토르
(Tor)다 - 개별 노드들이 앞뒤의 중간적 증여자-수령자(노드)는 ‘알지만’ 최초 증여
자-최종 수령자 간 전체 이동경로는 ‘모르게’ 한다. 메시지를 받는 각각의 노드는 
그것의 발신자가 최초 발신자인지, 또 다른 중간자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니언 라우팅의 고안자
들은 “껍질 벗기기”라는 표현을 선호한다(Syverson et al. 1997; Goldschlag et 
al. 1999). 토르에서는 네트워크상의 어떤 하나의 지점도 최초 발신지와 최종 수신
지를 바로 링크할 수 없는 구조다. A에서 D까지 직접 경로를 설정하는 대신, 중간
에 임의의 연계지점들을 삽입해 그 중간자들을 ‘증폭’시킨다. A는 다수의 가상 경로
를 생성해 임의로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서킷”(circuit)을 현실화해 나간다. 토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실제 이동하게 되는 “서킷”은 노드 간 한 번에 하나씩(one 
hop at a time) 만들어진다. 서킷의 생성 및 확장 방식은 토르의 핵심이자 우리 논
의에도 시사점이 있으므로 간략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179) 

179) 토르의 기본원리에 관해서는 딩글다인 등(Dingledine, Mathewson & Syverson 2004)
의 논의를 참조했다. 이들은 토르 프로젝트의 공동창시자다.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이들은 90년대 중반 미군 해양연구소 소속으로 처음 토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했으며, 
초기에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개발에 관여했다. 2002년 첫 알파버전 공개 이후 
전자프런티어재단(EFF)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2006년 비영리연구단체로서 토르 
프로젝트(The Tor Project)가 공식 출범한다. 



- 246 -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데이터 패킷의 교환에 기반한다. 
새로운 순환경로를 열기 위해, A는 선택 경로상 임의의 첫 번째 노드(B)에게 암호화
된 생성요청(“create cell”)을 보내고 B는 A에게 수락응답(“created cell”)을 되돌려
준다. 각각의 셀은 그 자체가 512 바이트 크기의 작은 데이터 패킷으로, 생성·확장·
수락 등의 명령어와 디피-헬만(Diffie–Hellman key exchange) 방식의 암호 키가 
담겨 있다. 디피-헬만 키 교환은 공개 키(Public key) 암호 방식처럼 복잡한 수학 
문제와 그것을 풀기 위한 비밀 키 공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A는 충분히 큰 임
의의 소수(素數) 를, B는 적절한 정수(整數) 를 선택해 미리 알려주며, 이 값은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을 가정한다. A와 B는 다시  미만의 정수 와 를 각각 선택
하며, 이 값은 서로에 알리지 않고 제3자 또한 알지 못하게 한다. 이제 A는 모듈로
(modular) 연산을 통해  mod 값을 계산해 B에 보낸다. B는   mod 
값을 A에 보낸다.180) 이 값들은 공개 키로서 3자가 알 수 있으며, 알아도 상관없다. 
A는 B에게서 받은   mod로부터 자신만 아는 를 이용해   mod를 
계산하고, B 역시  mod로부터   mod를 계산한다. 이때  이
므로181) 일련의 교환 결과 서로 공통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의 값들이 공
개되더라도, 제3자는  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 이것은 A, B 역시 서로에 대해 
마찬가지다 -   값을 아는 것이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A와 B가 셀을 주고받을 때 이 짝지어진 키 교환을 통해   라는 공통의 비
밀 키를 공유하게 된다(“shared secret”). 서킷이 성립되면, A와 B는 해당 비밀 키
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제 서킷을 확장하기 위해 A는 B
에게 암호화된 연계 확장 요청(“relay extend cell”)을 보내고 암호 키를 하나 더 
첨부하게 되는데, B는 이것을 다음 노드(C)에게 전송하는 생성 셀(“create cell”)에 
같이 실어 보낸다. 여기서 B가 C와 생성하는 서킷 선택에 A는 간여하지 않고, 그것
을 식별하지도 않는다. A와 B 사이 연결( )과 B와 C 사이 연결( )을 연계시키
는 것은 중간자 B다. C가 생성 요청에 대한 응답(“created cell”)을 B에게 보내면 
여기엔 역시 디피-헬만 방식의 C 쪽 암호 키가 담겨 있고, B는 해당 셀의 내용을 
A에게 보내는 연계 확장 응답(“relay extended cell”)에 다시 첨부한다. 따라서 A
와 C 사이에 또 하나의 짝지어진 공통 비밀 키가 공유되며, 암호화된 데이터 교환
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노드 또는 그 이상으로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 A는 앞서의 
절차를 반복한다. 

이렇게 확장된 서킷으로 ‘포섭된’ 중간 노드들에 대해 A는 개별적으로 비밀 키를 
공유하기 때문에, C는 B를 통해 A와 링크되더라도 B하고만 직접 연결돼 있다. 즉, 
C는 B와 A 사이의 교환을 ‘알지’ 못하며 누가 해당 서킷의 최초 생성자인지 알 수 

180) 예컨대, mod 는 를 로 나눈 값의 나머지와 같다. 
181)    mod  mod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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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것은 B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생성 셀을 보낸 
A가 그 전에 다른 노드와 교환경로상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각 연결들에서 같은 
형식이 반복 전개되므로, 또는 양파 껍질처럼 쌓여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중간 노
드들은 앞선 발신자를 자신과 동질적인 노드로 인식하게 된다. 최초 발신자인 A는 
링크 단계(hop)별로 다른 중첩된 비밀 키를 사용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셀들의 암
호를 하나씩 ‘벗겨’ 낸다. 반대로 A가 셀을 보낼 때는 해당 지점까지의 각 노드들과 
공유한 비밀 키를 통해 차례로 ‘껍질을 입힌다’(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이 데이터는 
목표했던 지점에서만 해당 노드와의 공유키를 통해 매칭될 것이기에, A는 최종 수
신지에 도달하기 위한 ‘출구 지점’(exit node)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어느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 한다면, 토르 네트워크상 임의의 경로
를 선택해 해당 서킷의 어니언 라우터들 사이를 - 연계 셀(relay cell) 교환을 통해 
-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때 ‘출구 노드’와 마지막 웹 사이트 간의 
연결이 암호화돼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트래픽 추적이 불가능하며 최초 발신자가 
식별되지 않는다. A와 직접 연결된 노드는 없거나 있어도 해당 노드 역시 그 증여
자가 ‘최초 발신자’인지 알지 못하고, 이쪽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없기 때문이
다. 서킷을 생성하는 앞서의 A들을 어니언 프록시(onion proxy)라 하며 이에 대해 
연계 노드가 되는 중간자들을 어니언 라우터(onion router)라고 부르는데, 각 노드
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의 프록시와 라우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서킷들은 개별의 양
파 프록시로부터 다수로 현실화되며 각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토르 네트워크상의 모
든 라우터들과 이런 연결을 유지한다. 또한 각각의 연결상에서 서킷들은 다중화되
고, 서킷들상에서도 데이터 흐름들은 다중화될 수 있다. A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 접
속하려면, 이전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또 다른 임의 경로를 생성해 이동하게 된다. 

V-13. 두 링크단계(hop) 서킷의 양파 라우팅(좌)과 양파 라우팅 구조(우)182) 

라우터들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층을 이뤄 겹겹이 쌓여 있는데, 실제로는 중간의 
노드들이 증폭할수록 각각의 암호 키 짝이 개별 중첩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따라서 

182) (Dingledine et al. 2004; https://en.wikipedia.org/wiki/File:Onion_diagram.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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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지점이 늘어날 경우 임의의 발신지에서 수신지까지 생성 가능한 가상 경로가 
다수화되고, 더불어 익명성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중간자들의 분산이 커질수록 - 
연계 노드 작동이 늘어날수록 -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다. 토르는 참여자들이 자신
의 컴퓨터를 연계 노드로 설정해 네트워크 대역폭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참여자가 각자 대역폭을 부분적으로 증여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유지되기에, 연계 노
드들의 참여가 많아지면 더 커진 서킷 생성 가능성 가운데 데이터 교환을 더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 실제로 토르 커뮤니티에서는 네트워크 익명성과 역량 증대를 위
해 연계 노드로서의 참여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는데(Dingledine & Murdoch 
2009), 이것은 토렌트 교환이 많은 피어를 확보할수록 공유 속도가 증가하는 원리와 
유사하다(4장 3절). 

작동상 토르와 토렌트의 유사성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물론 토르는 네트워크 
라우팅의 차원이고 토렌트는 파일 공유 프로토콜의 문제지만, 데이터 교환이란 관점
에서 중간자를 증폭하고 ‘원 증여자’를 개별의 내부 교환상에서 익명화한다. 토렌트 
교환은 해당 ‘스웜’에서 피어 간 부분-교환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 파일을 공유하는 
- 피어를 시드로 변형하는 - 작동이다. 즉, 파일의 온전한 ‘증여자’는 내부 피어들 
사이에 없는 셈이고 조각의 부분-증여자들만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수령자-피어 관
점에서 ‘원 증여자’는 다수 시드로 집합화·익명화한다. 토르 네트워크에서 ‘껍질들’
(중간 연계 노드)의 중첩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해당 서킷상 라우터들은 사실상 
원 발신자이자 서킷 생성자(프록시)와 다른 작동 층위를 이루게 되고 내부 교환에선 
동질적인 노드들로 있다. 서킷 내부에서 이들은 데이터의 부분교환을 통해 분할적 
연결망(증여-수령-증여)을 다수화하며 네트워크를 하나의 식별 가능한 ‘전체’로 있지 
않게 한다. 최초 발신자의 온전한 식별 가능성은 부분 연계들 사이로 분산되고(A-B, 
A-C, A-D, … ) 부분들은 개별 내적 교환에서(…, A-B-C, … / …, B-C-D, … 
등) ‘원 증여자’를 식별할 수 없다. 토르는 결국 이런 중간자들의 분할적 시퀀스를 
반복·확장하면서 네트워크를 중첩화·익명화하는 작동이다. 

이런 작동상 유사는 각자의 익명화 원리에 있어 공유된 어떤 ‘생각’에 관한 것이
고 - 내부 교환의 작동과 반복적 시퀀스, 중간자 증폭, 원 증여자의 내적 분산 및 
익명화 등 - 이것이 곧 양자의 호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렌트가 토르 같은 
네트워크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토르가 토렌트 같은 공유 프로토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장 3절에 자세히 기술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토렌트는 IP 
주소의 익명화를 고려하지 않으며 그것에 기반하지도 않는다. 토렌트와 토르 모두 
내부 교환자들(피어나 연계 노드)이 원 증여자(최초 시드나 서킷 생성자)를 모르거나 
알 필요가 없도록 어떤 형태로 ‘익명화’하는 것은 맞지만, 토렌트의 경우 그런 분리
는 공유를 실제 ‘스웜’ 내부의 교환처럼 현실화하면서도 교환의 호혜성(답례 의무)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증여자가 아닌 부분들에 재증여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원 
증여자의 ‘익명화’를 통해 분리된 개별의 내적 ‘답례’(교환)들이 존재하는 한편,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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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국 집합적인 공유의 현실화이도록 하는 - 가상적 교환(‘공유’) 내부의 현실적 
교환으로 작동하는 - 것이다. 반면 토르가 증폭된 중간자들의 ‘무인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공유를 위한 게 아니라, 연계 노드들이 침입자에 의해 ‘오염될’ 
것을 가정하고 그런 경우에도 트래픽 추적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설정
하는 것이다. 즉, 최초 발신자를 식별 불가능한 지대에 계속 머물게 한다. 토렌트가 
이런 의미의 IP 식별 방지 프로토콜은 아니다. 

만약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 토렌트를 작동시키면 이 부분에서 익명성이 증대될 
수는 있다. 실제로 토렌트와 토르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토르 네트워크
에 접속한 상태에서 비트토렌트를 작동시키거나, 어노모스(Anomos) 같은 프로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니언 라우팅 방식으로 암호화된 피어들의 교환이 가능하다. 
(토르의 관점에서) 토렌트의 ‘비익명적’ 공유방식과 (토렌트의 관점에서) 토르의 ‘비
공유적’ 익명화 방식을 서로의 공백에 대해 유사한 기본원리로 적절히 교배시키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렌트 공유에 따른 대역폭 부담 때문에 토르상에서 토
렌트의 직접 작동이 권장되지 않는다. 토렌트는 토르의 전반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183) 예컨대, 어나니머스가 토르에서 정보를 게시·공
유하는 방식은 주로 ‘히든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토르 히든 서비스(hidden services)란 한마디로 정보 게시자의 네트워크상 위치
(IP 주소)를 숨기는 것이다. 앞서 최초 발신자 A의 관점에서 특정 웹 서버에 도착하
기 위한 서킷 생성을 기술했는데, 이제 반대로 최종 수신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A는 어니언 라우터들을 거쳐 기존 네트워크의 비암호화된 링크(구글 같은 공개된 
IP 주소들)에 익명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토르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
상에 병렬적으로 첨부된 가상의 진입 지점이 된다. 웹 서버들은 토르를 통한 접근을 
마지막 출구 노드의 비암호화된 접속요청을 통해 다른 일반 접근과 구별할 수 없다. 
기존 네트워크 서버는 이 접근들을 다른 알려진 연계 서버로부터의 접근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고 출구 노드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출구로부터 거꾸로 최초 
접속신호 발신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중간 노드들 역시 그 위치를 모르므로 
앎의 체계(IP 주소들 목록)에서 빠져나간다. 말하자면, 익명의 다수 지점들(A들)에서 
무언가를 거쳐 식별 가능한 출구=진입로(토르로부터의 출구이자 기존 네트워크로의 
진입점)를 통해 웹 서버에 ‘정상적’ 접근요청을 보낸다. 기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자신의 네트워크 일부에 구름 같이 흐릿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재현하게 된다. 토르는 그런 식별 불가능 지대로 존재하면서 기존 네트워크 
시스템에 일방적인 접속지점들을 덧붙인다. 

히든 서비스는 지금의 한쪽으로 열린 네트워크를 일정하게 자기-참조적이게 하는 
작동이다. 즉 양파 라우팅을 통해 접속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최종 수신자 역

183) (https://blog.torproject.org/blog/bittorrent-over-tor-isnt-good-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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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초 발신자처럼 익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의 문제다. 만약 G가 어떤 사이트를 
개설해 민감한 정보 등을 올려두고 자신의 IP 주소를 감추려 한다면, 기존 네트워크
에서는 모순이 될 것이다. IP 주소를 익명화하면 다른 이들이 접속할 수 없게 되고 
(정보 게시의 의미가 없어진다) 접속할 수 있다면 IP 주소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토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별도의 ‘조우 지점’(“rendez 
vous points”)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G는 앞서 A의 출구 노드 같은 하나의 라
우터에 연결돼 있으면 안 되고, 역시 다수의 연계 지점에 암호화된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G는 임의의 어니언 라우터들을 여러 개 선택해 각각 서킷을 생성하고 자신의 
‘도입 지점’(“introduction points”)으로 삼는다. 토르 서킷을 통한 연결이므로 도입 
지점을 통해 G를 식별할 수 없다. G의 양파 프록시는 자신의 공개 암호 키와 도입 
지점의 정보를 네트워크상에 익명으로 알리고 접속요청을 기다린다. 이때 공개 암호 
키에서 추출한 16자리의 문자가 G의 히든 서비스 호스트 네임이 되는데(예를 들어, 
“duskgytldkxiuqc6.onion”), 이로써 기존 네트워크의 명명체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
으로 분리된다. 

한편 A는 G의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임의의 양파 라우터 가운데 하나를 조우 
지점으로 선택한다. A는 조우 지점까지의 서킷을 생성한 후, G의 도입 지점 중 한 
곳에 앞서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 조우 지점의 위치를 알리고, 디피-
헬만 교환을 요청한다. 역시 토르 서킷을 통한 연결이라 A 위치는 드러나지 않는다. 
도입 지점은 해당 메시지를 G에게 전달하고, G는 조우 지점까지의 서킷을 생성해 
디피-헬만 키를 보낸다. 이렇게 짝지어진 키 교환을 통해 연결이 성립되면, A와 G
는 개별 공유된 비밀 키로 암호화된 교환을 할 수 있다. 조우 지점은 A의 서킷과 G
의 서킷을 연계시키는 중간자가 된다. 조우 지점은 마찬가지로 A와 G를 식별할 수 
없으며, 자신을 통해 교환되는 데이터 내용도 알지 못한다. 이제 A는 G의 서비스에 
익명으로 접속하고, G 또한 자신의 IP 주소를 숨긴 채 익명으로 남게 된다. 접속에 
사용되는 연계 지점이 6단계라면, 일반적으로 A로부터 3번째 노드가 조우 지점으로 
있고 G는 나머지 세 단계를 통해 연결된다. 이런 방식으로 ‘익명’이 ‘익명’에 접속하
는, 작동상 폐쇄의 익명 고리가 성립한다. 토르는 기존 네트워크로의 열린 출구를 
지닌 채 가상적으로 중첩되는 한편, 내적으로 ‘익명들’ 간 교환이 현실화되는 닫힌 
체계가 된다. 

이것은 실제 토르를 통해 어나니머스가 무언가를 공유할 때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토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어나니머스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Anon Insiders”의 호스트 네임은 “imtrjhs6n6widwmr.onion”이다. 역시 해당 어
니언 프록시 공개 암호 키에서 추출한 문자조합이며, 일반 검색 사이트(구글, 야후 
등)에는 그 존재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별다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보통의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등)로 접근할 수도 없다. 대개의 경우 “토르 브라우
저”(Tor Browser) 같은 별도의 연결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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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숨겨진’ 지점들을 통해 오퍼레이션 선언문이나 영상, 자료 및 유출 문건 등이 
익명으로 공개되고, 익명으로 공유된다. 

    

V-14. 어나니머스의 ‘숨겨진’ 사이트들 (Tor hidden services) 
“Anon Insiders”(좌)와 “AnonOps”(우) 

토렌트는 좀 더 대중적인 공유의 확장 형식이다. 토르는 네트워크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안전하지만 기존 네트워크에 비해 느린 편이며, 히든 서비스는 미리 그 존
재를 어느 정도라도 알지 못하면 찾아 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비공개 IRC 
채널이나 포럼 등이 토르상에서 운영될 수 있겠지만, 한정된 공유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나니머스의 ‘약탈양식’은 확장된 공유를 위한 조건이며 공유가능성이 증폭
될수록 정당화된다. 예컨대, 기업·정부의 내부정보나 저작권으로 잠긴 학술논문을 
빼내는 일은 ‘약탈자들’ 내부로의 또 다른 사적 전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전개돼야 
한다. 즉, 공유는 일반적 접근을 향해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퍼레이션의 생산물들은 또한 토렌트 같은 대중적 형식으로 배포된다. 이
것이 꼭 토르와 토렌트를 완전히 분리된 작동으로 범주화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어
떤 정보나 자료가 토르 히든 서비스에 먼저 공개되고, 이것이 토렌트 파일로 변환돼 
해적만 같은 공개 사이트에 등록된다면, 이후 절차는 여전히 최초 증여자를 식별할 
수 없는 채 확장된 공유로 전개된다.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가 수백 킬로바이트의 
작은 파일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실화하는 데이터 내용과 별개 형식이다. 최초 
게시자와 토렌트 변환자는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토렌트 파
일의 증여자가 해당 데이터 증여자와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다. 실제 토렌트가 작동
할 때 내부 조각 교환자(피어) 가운데 원래 증여자(최초 시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더라도 교환과 공유는 문제없이 진행된다. 피어들은 해당 스웜에 가상
의 온전한 파일이 ‘이미 존재함’을 가정한 채 교환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파일은 해당 스웜에 조각들로 이미 분할·분산돼 있고 각 피어는 온전한 파일의 일정 
조각을 미리 가지고서 서로의 빈칸들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로써 부분들의 국지적 
교환은 전반적 공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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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의 스웜에 명의 피어가 있어 각자 온전한 파일의 중복되지 않는  
조각씩을 가지고 교환에 참여한다면, 온전한 파일을 지닌 온전한 증여자는 없지만 
내부 교환 결과 모두 온전한 파일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해당 파일의 ‘증여자’를 어떻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을까? 또한 각각의 부분적 
증여-수령자이기만 한 피어들에게 어떻게 온전한 배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더욱이 최초 게시자가 이를 토르의 히든 서비스를 통해 배포했더라면 그의 존재는 
온전히 식별 불가능한 지대 속에 남는다. USSC를 해킹했던 ‘최후의 수단’ 작전에서 
어나니머스는 법무부 내부 문건들이 담긴 파일을 함께 배포했다. 법무부 당국자 및 
연방대법원 판사들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증인보호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름과 주소 
수백 개가 담겨있다는 1.3기가바이트의 이 파일은(“Warhead-US-DOJ-LEA-2013. 
AEE256”), 토르의 히든 서비스들과 미러 사이트, 그리고 해적만을 통해서 토렌트 
형식으로 떠돌아다녔다. 파일은 별도로 암호화돼 있어 안의 내용을 볼 수 없었고, 
어나니머스는 당국이 현행 법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암호 키를 
공개하기로 했었다. 비록 내용의 진위 여부는 논란이 됐지만, 교환과 공유 관점에서 
파일의 최초 게시자와 수령자, 토렌트 파일 변환자와 배포자는 익명으로 남았다. 각 
스웜에서, 내용은 암호화돼 열람할 수도 없는 파일의 일시적 피어가 됐던 공유자들 
역시, 그것 자체로는 처벌 가능한 대상들의 목록에서 빠져나갔다. 

따라서, 반드시 토르 네트워크에서 토렌트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토렌트는 
토르와 공존한다. 토르가 기존 네트워크에 대해 모호한 가상성으로 공존하듯(사실상 
어떤 네트워크 지점으로도 토르를 통해 익명으로 도달할 수 있다) 기존 네트워크상 
작동하는 토렌트 교환은 토르와 병치된다. 토렌트가 기존 네트워크 교환 가운데서 
이미 존재하는 내부 교환자들의 분산 강도를 극대화시켜 집합적 공유를 현실화하는 
것처럼, 토르의 연계점이 되는 내부 중간자들은 기존 네트워크상에 이미 부분으로 
있는 노드들이다. 이들은 한편으로 기존 네트워크상에 여전히 놓여있는 채로, 어느 
순간 토르의 연계 지점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관계없이, 토르는 별개 지점들이 아니며 기존 상황 내부에서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토렌트의 피어들이 시드로서 스웜에 남기로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각각이 기존 
상황의 내재적 선택집합으로 있는 한, ‘약탈자들’은 토르와 토렌트 사이에서, 또한 
기존 상황과 내적 차이를 이루는 공유의 작동 장소들을 선택한다. 

3) 분산된 약탈-선물의 확장적 결합 

정리해 보자. 정상성 가운데 ‘취약성’이 있다. 해킹의 관점에서, 시스템 ‘취약성’은 
정상성 바깥의 별개 지점에 놓인 영역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정상적인 일련의 재현절
차들 속에 있다. 국지적 정상성이 체계적으로 전반적 정상성을 구성하는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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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재현 자체에 비정상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시스템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이 
따로 있지 않다. 정상적 체계가 자신의 기능 중 일부 ‘취약한’ 부분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시스템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 정상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 또한 비정
상을 마련한다. 해커는 체계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취약성’을 발견한다. 앞서 SQL 
삽입의 경우에서 보듯이, 해커는 시스템 침입을 위해 별도의 명령어를 쓰는 것이 아
니다. 시스템을 파괴하는 별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단지 ‘정상적인’ 시스
템의 재현언어를 통해 ‘다른’ 명령이 실행되게 해서, 시스템 내부에 비-재현을 현시
한다. 사실 ‘취약성’은 곧 ‘정상성’이다. 또는 정상성의 의도적 도치다. 그리고 약탈
은 그런 도치된 정상성(‘취약성’)에 기반한다. 

교환 가운데 ‘공유’가 있다. 교환 바깥에 별도의 공유 영역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국지적 교환 연계들의 현실화 속에 공유가 작동한다. 교환 바깥
에 생산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4장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생산이 교환을 촉발한다기보다 교환이 또 다른 내적 교환을 촉성한다. 그런 일련의 
중첩되는 교환들 가운데 오퍼레이션에서 교환과 생산이 구별되지 않는다(다중-링
크). 마찬가지로, 교환의 부분-교환들이 공유를 분할-생산물의 내적 교환으로 현실
화한다. 직접적으로는 토렌트 교환이 그러하고, 토르의 구조에서 또한 알 수 있듯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패킷 교환 수준에서조차 같은 원리가 반복된다. 이것을 일종의 
내적 ‘쿨라원환’과 외적 ‘쿨라원환’의 중첩 고리 형상으로 생각해 보자. 

익명적 공유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토르상에서 그것이 ‘익명적’일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 패킷 수준에서 교환을 전체화된 네트워크로 만들지 않고 그 내부에서 항상 
분절된 개별 교환들의 다수집합을 생성하기 때문이었다. 상정된 삼자구도에서 노드 
C는 노드 A에게 링크돼 있지만, 또한 노드 B하고만 직결돼 있다. C는 기본적으로 
B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인지한 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동시에 C가 B에게 주는 
데이터에는 A에게 주어야할 데이터가 첨부돼 있으며, 결과적으로 A와 ‘교환’하지만 
A를 직접 알지 못하고 반드시 B와의 관계를 거쳐야 한다. B는 C에게 받는 데이터
에 A로 가야 할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음을 안다. 즉,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A에게 C로부터의 데이터를 다시 ‘주어야 함’을 안다. 그러나 이때 B는 단순히 그 
전달자가 아니고, 원래 A가 B에게 주었던 데이터에 대한 응답으로 별도의 데이터를 
보내는 것에 같이 실어 보내는 것이다. C가 D에 대해 B에게 그러했듯이 말이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작동원리는 사실 선물-교환의 그것과 유사하다. 
앞서 토르의 서킷(순환경로) 생성 및 확장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한 것도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선물-교환을 거래-교환과 구별시키는 핵심은 개개의 이자관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제3자를 교환의 기본단위로 요청하는 그 논리적 형식에 있다. 
여기서 3자는 말 그대로 최초 증여자를 알지 못하는, 적어도 알 필요가 없는 존재의 
개입이다. 그럼에도 제3자는 교환 참여자 모두가 마치 원래부터 고려했던 존재처럼 
단위를 이룬다. 반면에 거래-교환에서 제3자는 그런 성격의 형식이 아니고,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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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관계 바깥에 있다. 선물과 거래 간의 ‘호환 취약성’은 선물-교환에서 이 부분을 
엄격히 규정하는 중간자의 처신을 요청하는데, 중간자가 3자를 교환단위 바깥으로 
밀쳐내 선물이 거래처럼 다뤄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처럼, ‘선물법’의 규정은 선물-교환의 중간자가 거래-교환의 중개자가 되지 않게 
하는 부분을 무척 강조한다. 선물이 선물로서 교환되도록 하는 논리형식(비-답례적 
선물이되 교환되는 형식) 자체가 제3자의 존재를 도입하며, 또한 중간자의 처신을 
‘규범으로서’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토르의 라우팅 정책은(또는 어니언 라우팅이 요구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프록시도 최종 수신지에 직결되지 않게 하며 중간에 하나 이상의 라우터들을 
삽입해 최소 삼자구도를 마련한다. 익명화의 기반이기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원칙을 유지하는 한 최종 수신지 이전 출구지점까지 제3의 노드가 언제나 개입하는 
구조다. 이 기본단위가 ‘양파 껍질’처럼 다시 겹겹이 중첩된 형태가 어니언 라우팅
이다. 따라서 데이터 흐름의 논리적 형식은 앞서와 같은 ‘선물-교환’을 따르게 된다. 
4장의 선물-교환 형식을 참조해 토르 서킷의 노드 간 데이터 교환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론 이 형식은 서킷 확장에 따라 앞뒤로 더 펼쳐질 것이다. 여기서 중간자 B는 
선물-교환의 그것처럼 역시 상황에 따라  (,  )와  ( ,  )의 두 가지 양태로 
분기하는데, 전자의 경우 A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또한 C로 보내는 데이터가 첨부되
므로 ‘C와의 관계로서 B’에게 이중 증여를 하는 것이 된다. A는 B에게 증여하지만 
B는 그와 별개로 C에게 증여할 때 함께 보내는 부분이 생긴다. 후자는 C가 B에게 
개별 ‘답례’하면서 - C는 어디까지나 B의 증여에 대해 재증여하는 것이다 - 이제 
‘A와의 관계로서 B’에게 A를 향한 데이터를 함께 첨부하는 이중 형태가 된다. B는 
그것이 A에 보내는 개별 응답에 - B는 A의 증여에 대해 재증여하는 것이다 - 포함
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알아야만 한다. 만약 이 지점에서 B가 작동을 멈추
면, 즉  (,  )에서  ( ,  )로 전환해 A와의 관계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서킷 확
장은 실패한다. 토르-교환은 중간자 B의 분기하는 양태를 전환하는 보충적 변환자
를 필요로 하고, 일차로 데이터 셀 수준에서 짝을 이루는(create-created/extend- 
extended 등) 명령어들의 작동으로 내포된다. 암호 키의 짝지어진 교환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후 데이터 교환이 성공하는 경로 유지를 보증하며, 경로의 존재를 확인
한다(     등). 

선물-교환에서 ‘하우’란 것이 지시하는 바는 각각의 증여 짝들이 중첩되는 구조로 
‘교환’의 시퀀스를 이루게끔 상황에 따른 다수 상대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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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의 표현처럼 ‘하우의 관점에서’ 볼 때 - 서구인의 사고방식으로 ‘행위자의 입
장’이 아니라 - 하우는 각각의 ‘행위자’를 동일자로 식별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교
환형식에서 ‘에고의 동일성’ 같은, “하우가 알지 못하는” 개념이 고려될 필요가 없
는 것이다. A나 B 또는 C가 신체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일 행위자인지 등의 판별에 
“하우는 관심이 없다.” 하우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선물-교환 관점에서  (,  )와 
 ( ,  )는 하나의 동일한 B가 아니라 교환경로상 개별 참여자들이다. 즉, 존재하
는 것은 A,  ( ,  ), C,  ( ,  )들이다. A, C 역시 앞뒤의 상황에서 이미 확장·
분기해 있을 것이다. 행위자-개체 중심의 사고체계는 처음에 이를 용납할 수 없었
다. 지금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A는 B가 아니라 C-B와 교환하고 C는 B가 
아닌 A-B와 교환한다. 따라서 A-C-B가 C-A-B에 호응하고, A-B에 A-C가 B-C를 
통해 중첩된다. 만약 B-C가 다시 A-C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짝을 잃고’ 공백이 된 
A의 하우가 도래해 해당 빈 칸을 채우는데, 원주민의 관념에서는 “나쁜 일을 불러
오는 하우”가 된다. 이것은 결국 그런 일이 생기게 하지 말라는(선물-교환이 작동하
게 하라는) 규범의 영역이다(부록 4 참조). 

토르에서 각각의 셀 짝-교환이 현실화하는 비밀 키의 공유가 결국 A를 분산시키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등의 중첩은 실제로 각
각의 짝들의 ‘내용’이 다르므로, 즉 공유되는 키 값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     ,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 짝들이 중첩돼 
양파 라우팅을 이룰 때, A-B, A-C, A-D 등등은 동일자-동일자의 단순 대응이 아
니라 각각이 서로 다른 짝-단위들이고 내적으로도 동일자 결합이 아니다. 그리고 A
는 이렇게 ‘껍질들’로 분산되기 때문에 식별 불가능하고 익명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A라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자-개체로 재현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서로 
다른 인지체계 간의 호환불가성이 결과적으로 A를 숨긴다고 볼 수도 있겠다. 모두 
지금 여기의 어느 현실 네트워크상에서 내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기존 네트워크 
체계는 토르 네트워크 체계의 ‘방식’ 또는 ‘생각’을 용납하지 못한다. 토르는 기존 
인지체계의 수용 한계를 자신의 존재양태로 역이용한다. 

우리는 앞서 4장에서 ‘토렌트의 관점’ 역시 살펴보았다. 스웜에서 피어 간 내부교
환 형식이 간단히 다음과 같음을 기억할 것이다(4장 3절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르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패킷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파일의 이동
경로에서 교환의 분할적 연결들이 발생한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생산물 자체가 이

optimistic 
unchoking

regular 
unchoking

regular 
unchoking

regular 
unch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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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할한다. 구조적 형상의 차원에서 생산물 분할을 토르의 서킷 생성 양태와 비교
해 보자. 해당 파일은 파일의 컨텐츠 맥락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는 실행되지 않는 
동질적인 다수 조각들로 나눠지고 이에 따라 증여자 자체도 역시 분할한다. 하나의 
동일한 생산물이 없듯이 동일한 증여자도 없으며, 그럼에도 스웜 내부에서 피어들
( ,  ,  등)은 각자 조각의 증여자로 선물-교환을 유지한다. 원 생산물-증여자 
는 피어가 내부 교환을 통해 시드가 되어갈수록(온전한 파일을 수령하게 되면) 
   ,    ,    식의 분산된 증여관계를 이루게 된다. 피어들은 를 모
르고, 몰라도 공유가 현실화되지만, 미지의 증여자   또한 몇 개의 토렌트 파일들
이 만들어졌으며 어떤 스웜들이 작동하는지를 알 수 없다. 역시 모르더라도 공유절
차가 스스로 진행된다. 즉 생산물과 증여자는 다수 분할연결점들로 확장하는 한편, 
피어 교환은 개별 내적 증여관계에서 작동상 폐쇄적이다. 

‘익명의 관점에서’ 보자. 어나니머스는 생산물을 다수 교환경로에 익명으로 실어 
보내고, 그 익명적 경로들을 확장한다. 여기서 익명적 교환경로란 링크들로 중첩된 
오퍼레이션 시퀀스의 지속경로를 말한다. 서로 다른 동질적인(메타적이지 않은) 오
퍼레이션    가 작동중일 때, 각각은 하나의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분할된 다수 오퍼레이션들이라는 점은 3장부터 줄곧 강조해왔다. 그리
고 그 이유는 익명적 교환의 방식에서 생산물과 생산자가 서로 어긋난 형태로 교차
집합의 연쇄를 이루기 때문이었다. 오퍼레이션 는 오퍼레이션 의 ‘생산기능’이 
아니지만,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소급해서 링크된다. 가 도래하기 전까지 는 그 
존재조차 몰랐고 오히려 이전 오퍼레이션 와 ‘가까웠다,’ 가 오퍼레이션으로 선
언되고 디도스 공격으로 시작되면, 는 와의 짝 집합을 의 ‘생산절차’로 전환해 
분할적 연결점을 덧붙인다. 그런데 가 공격작전으로 선언되고 오퍼레이션으로 작
동했을 당시에는, 가 이전 오퍼레이션 와의 관계에서 에 대해 마찬가지로 ‘생
산절차’처럼 전환됐다. 

예컨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과 ‘오퍼레이션 IceISIS’( ), 그리고 ‘오퍼레이션 
파리’( )를 생각해보자. 2015년 11월 파리테러로 ‘오퍼레이션 파리’가 선언됐을 때 
이것은 사건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해당 작전은 곧바로 이전 관련 작전들을 자기 내
부로 포섭했는데, ‘오퍼레이션 IceISIS’를 포함해 앞선 작전들은 개별 오퍼레이션으
로 전개된 것이며 당연히 파리테러라는 사건과 그 오퍼레이션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오퍼레이션 IceISIS’는 중동문제와 관련해 ‘오퍼레이션 이스라엘’과 연계돼 
있다. 이스라엘 작전과의 관계로서 ISIS 작전은 파리 작전의 전개 시점에서 해당 작
전과의 관계로 전환된다. ISIS 작전은 시작 시점부터(2014년 여름에서 이듬해 1월) 
이스라엘 작전의 일부 생산물을 자신의 부분으로 링크해 ‘재료’로 삼았고 , 이
제 파리 작전(2015년 11월)으로 자신의 생산물이 링크된다 . 이 지점까지만 
살핀다면 절차는 순차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   로 변형되는 과정
에서 의 우연적 개입으로 인해 문제가 약간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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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 개입이 없었다면 는 무언가의 ‘절차였던’ 적이 없을 것이다. ‘IceISIS’ 
작전이 이후의 다른 작전들, ‘오퍼레이션 퍼거슨’(2014년 8월)이나 ‘오퍼레이션 
KKK’(2015년 10월)의 생산절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파리테러라는 사건과 오퍼
레이션 파리의 선언이 이미 존재하는 ‘IceISIS’를 자신의 조건으로 ‘생산’했다. 따라
서 ‘생산’을 무언가가 무언가를 낳았다는 의미로 본다면, 가 를 또한 낳은 셈이
다 . 에서 가 나왔고 에서 가 나왔다는 →→  순의 인과는  

의 도입으로 흩뜨려진다. 정확히 말해, 가 낳은 는 앞서의 가 아니다. 와의 
관계로서의 다. 는 가 이미 와의 관계임을 선언해 - 가 아니라 - 
 를 낳는다. 여기서  로서의 는 다른 작전들이 아닌 바로 오퍼레이션 
와의 관계임으로 할당된 것이다. 를  로 변형해 자신의 조건으로 있게 
한다. 다시 말해, 는 그런 개입적 선택을 통해 존재의 조건을 자기-생산한다. 

이것을 앞서의 선물-교환 형식을 빌려 표현해 보자. 확장된 선물-교환, ‘답례로서
의 증여’가 설정된 상황에서 모든 증여자는 이미 답례자이고 앞선 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증여의 의무’가 변형된 ‘답례의 의무’로서 작동한다. 선물-교환에서 이런 변
형은 증여자의 위치를 답례자의 위치로 내부에서 도치시킨다.  는 이미 와
의 관계에서 에게 ‘증여’한다.  는 와의 관계에서 에게 ‘증여’한다. 이
런 도입된 가정법, 마치 제3자와의 관계가 앞서 주어져 있던 것처럼 새로 발생하는 
관계들 안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지금의 오퍼레이션 전개 방식과의 작동상 유사로 
발견된다. 가 를 ‘낳기’ 위해서는 -    - 즉 의 ‘생산절차’가 되기 위해서
는, 먼저 가 를 자신의 가정된 조건으로 ‘낳아야’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앞의  가  를 만드는 절차, 오퍼레이션 가 의 생산절차가 
되는 절차는 이미 현실화된 와의 동질적 관계에 중첩되는 형태가 된다. 는 
 를  로 변형하는 작동이고, 이때의  는  가 자신의 생
산절차로서  를 낳은 동질적 작동의 결과다.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로 오퍼레이션 IceISIS가 다시 선언됐을 때 이 역시 사건적으로 도래한 것이며, 마
찬가지로 이전 개별 작전들을 내부로 포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 의 
절차에는  ⇝ 의 절차가 또한 내재하며 중첩된다. 이제    가 존재
하는 가운데 가 의 실질적인 생산절차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일정하
게 의 작동으로부터 링크되어 온 것이다. 가 여전히 작동중인 한, 가 를 자
신의 생산조건으로 만드는 생산은 한편으로 의 같은 작동, 즉 를 자신의 생산조
건으로 만드는 생산에 소급적으로 기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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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언  포섭    [중첩·소급] 보충
 (‘공격절차’)       (‘생산절차’)      (‘변환절차’) 

이것은 결국   관계에  관계가 내포·중첩되면서 가 에 링크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설령 는 와 직결돼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는 의 어떤 
‘결과’인 동시에  는  의 어떤 ‘결과’인 셈이다. 오퍼레이션 파리가 오퍼
레이션 IceISIS를 자신의 작동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IceISIS는 오퍼
레이션 이스라엘을 계속 자신의 생산절차로 생산한다(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을 생산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조건으로 생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 어느 시점
에 다시 오퍼레이션-사건 가 발생한다고 해보자. 지금의 중첩 관계들이 로 ‘접
힌’ 채 의 조건이 될 것이다. 에 대해 공존하는    관계집합은 일종의 
내부 교환경로를 이루고 다음과 같이 중층 링크 구조를 띠게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와의 연결에서 실제로 앞선 관계들과 링크되며, 그렇게 가 ‘떠안는’ 관계
들은 의 개입으로 인해 내적으로 일부 변형된 링크 배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링크
는 언제나 짝지어진 형태로 발생한다(link-linked). 오퍼레이션 IceISIS는 IS 관련자
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는 등의 형태로 계속 진행 중이므로 파리 작전의 일부 
생산물을 자신의 생산집합으로 링크한다. 이스라엘 작전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
속되는 경로로 남아있고, IceISIS 생산집합으로부터 생산물을 링크한다. IceISIS가 
이스라엘 작전의 생산집합으로부터 링크하는 생산물은 다시 파리 작전의 부분으로 
링크돼 있다. 이것은 앞서 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들은 사건의 도래에 따라 맨 ‘겉껍질’부터 차례로 
이전 ‘껍질’들을 감싸 안는 중첩 형상을 이룬다. 이때 이전 ‘껍질’을 자신에게 속하
는 부분들로 만드는 것(생산을 만드는 생산)은 ‘겉껍질’의 그러한 규정, 즉 자기-참
조적 선언에 따른다. 다시 말해, 공격절차가 일정하게 생산절차를 만드는데 이는 공
격절차가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공격절차였던 어떤 개별의 작전들을 자기
조건으로 생산한다. 그리고 다시 도래하는 어떤 공격절차의 조건으로 생산되면서 
‘속껍질’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공격절차에 따라 다수의 ‘양파’들이 생기고, 생산절
차에 따라 양파-개체가 아닌 이미 다른 ‘양파’들의 부분이 됨을 상정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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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생산의 생산’의 흐름이 서로 역행하며, ‘생산절차’가 ‘공격절차’에 뒤따르
고, ‘생산물’과 ‘생산자’는 서로 교차되며, 교환이 생산에 선행한다. 존재가 그 조건
을 만드는 이런 도치 가운데 오퍼레이션은 내적으로 분산된다. 오퍼레이션 에 대
해 그것을 하나의 동일한 오퍼레이션으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링크 형태에 
따라서는 실제 오퍼레이션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더욱이 오퍼레이션 전개가 앞서의 토르-토렌트 교환
형식을 타고 현실화된다면, 내-외적 작동상 유사 고리를 통해 이런 분산성과 중첩성
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식별 불가능하게 익명화된다. 

토르-토렌트-오퍼레이션의 선물-교환 형식은 익명적 양태를 현실화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호혜성 원리가 답례 대상 식별에 기반한다는 생각에 반한다. 
선물-교환에서 ‘하우의 짝’이 서로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은 맞다. 그런 의미에서 
다수 짝-결합이 생성·확인되지만, 이것이 행위자-개체를 식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짝집합이 교환의 참여단위가 된다. 개체가 개체를 식별하는 게 아니라 짝집
합이 짝집합과 짝을 이룬다. 개체 중심의 인식에서는 결과적으로 개체의 개체에 대
한 호혜성 양상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호혜성이란 짝-결합의 효과다. 짝집합의 
생성 가운데 ‘개체’는 식별 불가능해진다. 이런 서로 다른 생각의 체계들은 화해할 
수 없이 배타성을 이루지만, 때로는 상황을 도치해 확장하는 방법으로 역이용된다. 

‘행위자 중심’에서 볼 때, 규범으로서의 하우는 ‘약탈’일 뿐이다. 왜 복잡하게 3자
의 개입을 상정하며, 당사자를 중간자로 만들고, 나아가 선물-교환과 거래-교환이 
구분돼야 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반박할 것이다. 거래 당사자의 관점에서, 각
각의 행위자를 넘어 이전-이후의 행위자까지 기본단위로 고려하는 생각은 ‘비-체계
적’이다. 확장된 선물-교환형식에서 C는 B를 통해 A에게 받을 것이 있다. 하우는 B
의 자리에 작동해 A로부터 C에게로, 또는 그 역방향의 경우에서 선물을 촉성한다. 
중간자 B는 A와 C를 매개하는 중개자이거나 그 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거래 당
사자라기보다, 선물-교환이 있게 하는 (선물의) ‘약탈자’에 가깝게 된다. 또한 B의 
입장에서도 - 거래 당사자로 있고 싶다면 - 하우, 즉 선물-교환은 자신이 A, C에게 
받은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는’ 작동일 뿐이다. B의 처신은 규범(선물법)의 차원에서 
부과된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란 것은 행위의 ‘이유 없음’(공백)을 채우는 규칙으
로서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마치 근친상간 금기가 그러하듯이 말이다(Lévi-Strauss 
1969[1949] 참조). 

따라서 선물 가운데 ‘약탈’이 있다. ‘거래법의 관점’을 유지한다면, 선물은 도치된 
거래이자 빼앗긴 교환이다. 아론 스와츠가 합법적으로 거래한(다운로드한) 논문을 
가지고 해당 ‘거래’를 종결시키지 않고(자기 혼자만 읽고 하드디스크에 놔두지 않고) 
다시 상관없는 누군가들에 ‘선물’하려 했을 때 -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럴 
‘의도’가 처벌의 근거가 됐으므로 - 판매한 당사자는 처음에 그것을 ‘도둑질’로 간주
했음을 기억하자. 그에 대해 “게릴라 선언”은 당국이 ‘약탈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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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것을 정당한 공유 기반으로서 ‘선물의 의도’로 도치함으로써 ‘중간자의 처신’
을 규정한다. “학생이자, 사서이자, 학자인 바로 우리”가 선물-공유의 의무를 지닌 
자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합법적 접근권한(거래 권리)을 지닌 이 사람
들에게, 단지 논문의 거래 당사자로만 남아있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다. 선물법에 관한 라나이피리의 진술로 번역
하자면, “간직하는 것은 옳지 않기”(Mauss 2002[1950]: 14) 때문이다. 

해커에게서 약탈이 시스템의 관점에서 도치된 정상성(‘취약성’)에 기반하듯이, 또
한 약탈은 거래 당사자 관점에서 교환의 도치된 거래(선물-교환) 가운데 있다. 이런 
서로 다른 관점들의 교차에서 해커-공유의 관점은 시스템-거래의 관점을, 그것을 
역이용해 한복판에서 뒤집는다. 정상성 속에 취약성이, 교환 속에 공유가, 선물 속
에 약탈이 있다. 약탈이나, 공유나, 선물의 자리를 별도의 좌표들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되고, 그것들은 기존 현실성 가운데서 가상적으로 펼쳐진다. 도치가 약탈로, 약
탈이 선물(내적 교환)로, 선물이 공유로 이어지듯이 중첩된 채로, 분산된 채로 있으
면서 상황을 내부에서 확장한다. 어나니머스가 시스템에 순응하는 평범한 ‘우리’ 가
운데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나니머스가 어딘가 ‘다크넷’상의 검은 무리들로 있는 
게 아니다. 다크넷이니 딥 웹이니 하는 것도 결국 기존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익명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딥 웹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빙산”의 비유
에서 “빙산의 일각”(기존 네트워크)을 그보다 훨씬 큰 “심층”(딥 웹)으로 확장하는 
것은 바로 “일각”의 내부에서 증폭하는 가상적 중첩들이다. 그것을 통해 데이터 패
킷을 교환하는 익명들도 기존 네트워크에 또한 접속해 있는 채로, 내부에서 가상의 
교환경로들을 생성해 덧붙이는 것이다. 

오퍼레이션 수준에서는 개별의 공격절차가 생산절차를 촉성하고, 생산절차가 약탈
-해킹을 촉성하고, 약탈-해킹이 다시 디도스 공격을 촉성하고, 또 다시 생산절차를 
촉성한다. 공격절차 가운데 생산절차가 있고, 생산절차 가운데 공유절차가 있다. 공
유절차 안에 다시 공격절차가, 생산절차가, 또 다시 공유절차가 있다. 양파 껍질과
도 같이, 러시아 인형처럼, 오퍼레이션은 마치 연꽃의 뿌리줄기처럼 그렇게 있다. 
그리고 운동-생각으로서의 어나니머스는 바로 이런 오퍼레이션의 작동으로 현실화
된다. 이미 기존 체계 안에 있는 자기를 다른 체계로 빼내면서, 재현되지 않도록 숨
기면서 말이다. 해커가 시스템 안에 비-재현을 현시하듯이, 해킹과 공유를 방법론으
로 하는 익명-운동은 기존 정치사회체계 안에서, 그것으로 재현되지 않는 다른 ‘정
치’의 가상적 장소들을 조사하고 발견한다. 이것은 단순히 체계를 파괴하는 의미의 
혁명이 아닌, 상황을 확장하는 도치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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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익명이라는 운동과 그 조건 

‘운동’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다. 대중동원 역량에 관한 다소 막연한 이미
지일 수도, 시민단체 및 조직화의 구체적 사정이나,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좀 더 실
질적인 영향력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시위나 파업의 직접적인 장면들
을 떠올릴 것이다. 나아가 ‘혁명’이라는, 쉽게 합의되지 않을 내용의 그림들이 포함
될지도 모른다. 어나니머스의 경험을 통해 내가 추가하게 된 운동의 이미지는 ‘조
사’와 ‘발견’이다. 어나니머스라는 운동, 적어도 이들이 말하는 “생각으로서의” 익명
-운동은 조사-발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운동이라는, 그 자체로 정의가 쉽지 않는 
개념을 여기서 새롭게 정의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기존 이미지들과 함께 익명-운
동이 표시하는 어떤 형상들을 덧붙이고 싶은 것이다.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들도 기존 
운동의 이미지들에 더 익숙하고 그것에 충실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포착되
지 않는 ‘다른’ 지점들에 접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 스스로
도 아직까지 정확히 무언지 모른 채로, 그렇게 익명-운동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익명-운동은 또한 “익명-운동이 가능한가?”의 물음과 
연구를 자기 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해커는 시스템 ‘취약성’을, 결국 자신의 접속점을 조사하고 시스템 내부에서 상황
의 도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연구자다. 혹시 ‘연구자’란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시스템 전문가라고 해두자. 해커는 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것에 답해야 한다. 취약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라도 “정상성은 무엇인지”를 탐문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를 시스템 내 취약점 지대
에 숨기기 위해서라도 명명의 재현체계를 인지해야 한다. 시스템 한복판에서, 정상
성의 재현 가운데 재현 불가능한 변형을 산출하고, ‘오류’의 식별 가운데 식별 불가
능한 익명적 ‘작동’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익명적 장소들로의 변형 가능
성은 시스템 바깥에 ‘같은’ 방식의 - 동일한 메타 재현으로 작동하는 - 새로운 시스
템을 구축하는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안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 동
일 메타 재현으로 작동하지 않는 - 가상적 상황들을 있게 하는 확장운동의 문제다. 

해커들이 자신의 ‘연구방법’을 어느 순간 ‘운동’이라는 형상으로 전환했을 때, 익
명-운동은 기존 체계 안에서 마찬가지의 익명적 장소들을 존재하게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때의 익명이란 비-재현의 현시다. 식별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의 확장이다. 재현되지 않는 것이 단지 상황 바깥에 머문 채 기존 체계의 관점에서 
‘예외’로 식별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아직 재현되지 않은 것(미-재현)이 기존 체
계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으로 재현되며 체계의 ‘구성원’으로 재배치되는 차원의 문
제도 아니고, 비-재현이 비-재현으로 상황 안에 존재하게 하는 일이다. ‘식별 불가
능한 것’으로의 (재)식별이나 식별 가능한 새로운 대상으로의 재현과 달리, 식별 불
가능한 것이 식별 불가능한 것으로 존재하도록 상황 자체를 - 대상이 아니라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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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는 일이다. 어나니머스가 익명-되기를 ‘대상으로서’ 식별하는 명명이 될 수 없
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익명-되기의 절차로서 어나니머스는 익명을 대상으로 삼는 
‘어나니머스의 운동’(어나니머스-운동)과 같지 않다. 즉, 익명-운동은 익명이 존재하
는 상황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기존 ‘운동’과도 일부 성격을 달리 한다. 환경-운동, 여성-운
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공동체-운동 등이 지구, 여성, 학생, 농민, 공동체 등의 
자리를 새롭게 재현하고 거기에 정당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의 문제일 수 있는 반면, 
대표-재현되지 않는 익명은 그 당사자나 대표자의 자격을 판별하고 권리를 주장하
는 운동처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은 앞서의 당사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또 하나의 대표자를 통해 명명·배치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개입한다. 물론, 여성-
운동이나 학생-운동이라는 것도 단지 의회주의 안의 정당이나 정치조직 같은 형태
로만 존재할 이유는 없고 ‘여성’이나 ‘학생’이라는 당사자 범주를 확장시켜 역시 상
황 자체의 변형을 유도하는 작동이기는 하다. 또한 그런 점이 ‘운동’의 개념적 범주
를 기존 정치체계 안에 ‘체계적으로’ 배치시키기 어렵게 한다. 즉, 이 경우 여성이나 
학생도 또 하나의 익명처럼 대표-재현되지 않는 무언가의 범주를 이룰 수 있다. 

익명이든, 여성이나 학생, 농민이든, 그것이 당사자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같기
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다. ‘학생’으로,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일군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가리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마치 해당 공백(‘ ’)에 어느 대학 
소속 상태를 식별하는 지정된 변수를 넣는 대신 ’ OR ‘1’=‘1 꼴의 비식별 값을 의
도적으로 삽입해 내부에서 ‘당사자’ 범주를 확장하는 것과 같이, 학생-운동을 통해
서도 사실상 비특정 당사자를 ‘누구나’ 참여자로 산출해 소환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학생-운동은 단순히 학생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화를 
넘어서며 또 실제로 그런 확장의 사례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기존 당사자 
재현 범주 한가운데로 익명이 개입해 해당 범주의 내적 확장을 산출하는 익명적 방
식이다. 익명-운동이 학생-운동과 다른 것이라면 ‘익명’이 ‘학생’과 - 같은 분류체계 
수준에서 - 다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익명적 산출방식의 개입과 작동 여부 
때문이다. 앞의 경우처럼 그것은 익명적(확장적) 학생-운동의 결합태일 수도 있다. 

기존 정치체계 안에서, 당사자 정치든 대표자 정치든 일정 부분 체계가 마련한 방
식대로의 정치화가 사전에 강요된다. 이것은 재현 시스템에 따른 암묵적 강요로, 반
-체제적 정치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지점이 있다. 기존 체계에 반대하
는 운동이라 할지라도 기존 체계가 허용하는 상태로 저항하는 것이다.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 분류·지정된 농민과 ‘급여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각각 정치단체를 구성
해, 기존 사회 구성원 분류체계에 수렴하게 조직화한다. 이것은 결국 기존 체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당사자’일수록, 그 권리와 자격을 정
당하게 주장할수록 - 그 정당함과 별개로 - 한편으로 체계의 재현은 안정화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당사자들을 발견해내는 일도 - 또한 그것의 정당함과 별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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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正體性)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의 정교화를 요청하면서 정교화 이후의 
정체성(停滯性)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체계에 저항하면서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작동들이, 그래서 폄하되거나 부정돼야 할 조금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단지 
체계의 관점에서도 도치의 공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하려는 것뿐이다. 앞서 해커
의 관점에서 ‘정상성’ 자체가 곧 ‘취약성’으로 도치된 것처럼, 체계 역시 (당사자들
로부터) 주장되는 국지적 ‘취약성’을 통해 자신의 전반적 ‘정상성’을 유지하려 든다. 

그리고 시스템과 취약성/정상성의 연구자로서 해커들이, 시스템 침입 절차에서 일
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이런 ‘오류의 재현’과 도치의 문제를, 체계의 그러한 메타-체
계를 인지하지 못할 리 없었다. 5장에서, 룰즈섹 또는 안티섹 이후의 어나니머스가 
익명-운동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은 체계로부터 주어진 운동장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이기보다 상황 자체를 바꾸기로 한 선택이었음을 말한 바 있다. 말하자
면, 어나니머스-해커는 당국-시스템과의 싸움에서 또 다른 ‘해킹’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다. 어나니머스의 관점에서 운동으로서의 익명이라는 것은 전혀 추상적인 성격
의 레토릭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해킹의 방법론’
이다. 역시 “생각으로서의” 익명이라는 것도, 해커가 시스템의 ‘취약성’ 한가운데 자
신을 감추는 것처럼 - 오히려 시스템 바깥에서 숨는 것은 ‘오류’로 식별되는 순간 
붙잡힌다 - 체계 내부에서 익명성의 장소를 조사·발견함으로써(“생각은 체포할 수 
없다”) 식별 불가능한 지대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존재하게 하려는, 해킹의 기본에 
해당하는 방법론이다. 

시스템이 내부의 ‘오류’는 그것의 재현절차가 정상인 한 - 또는 그런 재현의 재현
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한 -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으로서의 
익명은 국가로부터 불법단체나 반-정부조직 같은 ‘재현 가능한 예외’로 식별되거나 
체포될 수 없고, 와해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으로서의 비재현적 형상이 표시되는 
것이 익명-운동이다. ‘익명=생각’이라는 운동, 곧 ‘익명=생각’이 존재하는 상황을 만
드는 운동이다. 따라서 어나니머스는 익명이라는 운동을 통해 익명-운동이라는 “생
각”의 존재 가능성을 동시에 묻고 있다. 정상성 가운데 이미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접속 가능점을 발견하듯이, 어나니머스는 국가나 정치체계, 법적 
체계와의 관계에서 그것의 취약성을 가정하고, 조사하고, 발견하고, 검증해왔다. 그
런 지적 절차를 통해 도출된 하나의 결과물이 익명-생각-운동의 형상이다. 

1. 오퍼레이션 파리에서의 생각들 

1) 익명 대 익명 

어나니머스는 “생각”(익명-운동)이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여러 지점들에서 연구해
왔다. 개별 오퍼레이션들의 장소와 경로를 거치는 동안, 때로 수정하고 반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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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조사와 발견을 공유한다. 그것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가 가
설을 세우고 사고실험을 거치듯 이미 가능하고 존재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조사를 
통해 검증을 수행한다. 마치 이후 도래할 공격의 절차들을 가정하고 이미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공격이 선언됨으로써 해당 작업의 조건들로 연
결되거나 그렇지 않고 공격이 없으면 - 가설을 수정하듯 - 다른 무언가의 잠재적 
생산들을 다시 마련함으로써 존재의 ‘검증’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공격이라는 
‘조사’를 통해 앞선 생산이라는 ‘가설’이 입증되거나 기각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공
격과 생산이 성공적으로 연결된다면, 이 생산-공격의 집합적 결과(‘발견’)는 다음번 
가설과 조사가 작동하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 모든 개별 연구가 그 자체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지니며 다음의 어떤 연구가 그것을 참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독자성 가운
데 이루어지듯, 앞선 성공한 생산-공격의 결합체가 이후의 다른 결합체를 위해 계획
된 것은 아니지만 후자는 어떤 전자들을 자신과 관련된 작업물로 ‘참조’(링크)한다. 

결국 익명-운동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탐구 역시도 이런 개별 오퍼레이션의 전개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어나니머스라는 전체의 기획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오퍼레이션들의 교차 링크 가운데 어떤 형상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처음 비-조직·집
단으로서의 형상이 드러난 것도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오퍼레이션 그린혼 등의 내적 
중첩을 통해서였고, 이후에 운동으로서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오퍼레이션 
안티섹과 오퍼레이션 블랙아웃, 안티-ACTA, 그리고 ‘최후의 수단’(Last Resort) 등
의 교차 연결을 통해서였다. 어나니머스의 ‘연구’는 계속됐다. 오퍼레이션들로서 말
이다. 각각의 조사와 발견들이 추상적인 어떤 지식창고에 수집되는 모양을 상상하기
보다 구체적인 오퍼레이션 수준에서, 마치 개별 논문과 논문들이 참조로 연결되고 
앞선 참조들을 자기 내부로 포섭하듯이, 서로 링크되는 형태를 떠올리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논문이 선행연구를 그전과 다른 방식으로 ‘발견’하고, 참조하
고, 재독하고, 주석하면서 해당 연구들까지도 내적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처럼, 도래하는 어떤 ‘사건’이 이제까지의 ‘해석’을 변형하기도 한다. 

2015년 11월의 파리 테러는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 경로상에서 그런 의미의 변곡
점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나 기업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도 아닌 무언가와의 
싸움에서 마치 자기 자신과도 같이 새롭게 출현한 어떤 ‘익명’의 형상과 맞서야 했
으며, 어나니머스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규정 역시 일정 부분 다시 써
야 했다. IS는 어나니머스와 같으면서도 달랐다. IS는 국가나 기업 같은 조직화 형
태와 거리가 있었고, 알 카에다 등 기존 테러조직에 비해 수뇌부와 조직원의 명확한 
구성체계로 식별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특정 지역적 기반에 국한하지 않고 ‘어디
에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개별 사건들에서 자신이 IS임을 주장하는 범인들은 서로 
특별한 연계성이 없었고, 많은 경우 당국도 이들이 테러를 벌이기 직전까지 존재를 
알지 못했다. 상당수는 평소 잠재적 테러용의범의 감시망 체계에 등록돼 있지 않은 
‘평범한’ 이들이었으며, 그중에는 중동지역으로의 출입국기록이 없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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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의 경우와 달리, 아예 현지에서 테러리스트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익명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개별적으로 
테러를 벌이고는 자신이 “IS로서” 그렇게 했음을 선언한다. 

대규모 사상자를 냈던 파리 테러(498명)와 2016년 브뤼셀 폭탄테러(372명)가 벨
기에 기반의 세포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말고도 
2014년 이후 IS에 영향을 받은 개별·단독 테러는 70여 차례가 넘는다. 이중 중동지
역을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들만 살펴보아도, 약 27건 가운데 
대부분은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범행이었다. 2014년 9월 호주에서 18세 압둘 누
만 하이더(Abdul Numan Haider)가 경찰관 두 명을 칼로 찌른 사건184), 10월 캐
나다 퀘벡에서 25세 마틴 코트르 로리우(Martin Couture-Rouleau)가 군인 두 명
을 차로 치어 한 명이 숨진 사건185), 같은 달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32세 마이클 
제하프 비보(Michael Zehaf-Bibeau)가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 네 명이 발생한 사
건186), 바로 다음날 미국 뉴욕에서 32세 제일 톰슨(Zale H. Thompson)이 경찰관 
넷을 손도끼로 공격해 세 명이 다친 사건187)을 비롯해, 2015년 2월 덴마크 코펜하
겐에서 22세 오마르 압델 하미드 엘 후세인(Omar Abdel Hamid El-Hussein)은 
총기 난사로 일곱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188), 1980년생인 야신 살리(Yassin Salhi)
는 6월 자신이 일하던 프랑스 리옹 인근 가스공장에서 탱크 폭발을 시도해 두 명에
게 부상을 입히고, 직전에 자신의 상사를 납치해 참수했다.189)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건들은 언뜻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범인
들이 모두 IS임을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가해자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각자 지역을 달리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들이며, 대개는 IS와의 직접적 연결고리나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 역시 이들을 특별히 주목한 적이 없었다. 전부 현장

184) The Guardian, “Abdul Numan Haider was quiet, gentle and softly spoken, 
friend says,” 2014-9-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sep/24/friend 
-describes-abdul-haider-as-quiet-gentle-and-softly-spoken) 

185) CBC News, “Who is Martin Couture-Rouleau?,” 2014-10-21, (http://www.cbc.ca 
/news/canada/who-is-martin-couture-rouleau-1.2807285) 

186) The Atlantic, “Parliament Hill Is Under Attack,” 2014-10-22 (https://www.the 
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4/10/shooter-canadian-parliament/381767) 

187) Reuters, “NYC police say hatchet attack by Islam convert was terrorism,” 
2014-10-24,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newyork-hatchet-idUSKCN0 
IC2RG20141024) 

188) The Guardian, “'How long will this nightmare last?': first-hand account of 
Copenhagen gun attack,” 2015-2-15,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 
free/2015/feb/15/how-long-will-this-nightmare-last-first-hand-account-of-copen
hagen-gun-attack) 

189) The Telegraph, “Grenoble attack: Man found beheaded and Islamist flag 
raised above factory in France,” 2015-6-26, (http://www.telegraph.co.uk/news/ 
worldnews/europe/france/11700513/Grenoble-attack-Man-found-beheaded-and-I
slamist-flag-raised-above-French-factory-l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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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살됐으므로 추가적인 조사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직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마치 IS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의무인 듯이 행동했는데, IS의 깃발을 장식하고 코란을 외운다거나, 
충성을 서약한다거나, 시리아 내전에 반정부군으로 참전하려는 소망을 밝히는 식이
었다. 이 밖에도 2015년 12월 캘리포니아에서 기관단총을 난사해 38명의 사상자를 
낸 파룩과 말릭 부부(Syed Rizwan Farook, Tashfeen Malik), 2016년 6월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돌격소총과 권총으로 49명을 살해하고 53명을 다치게 한 오마르 마
틴(Omar Mateen), 다음날 파리 인근에서 경찰관 부부를 살해한 후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며 페이스북에 생중계한 라로시 아발라(Larossi Abballa),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 니스 축제에서 군중을 향해 운송트럭을 몰고 돌진해 최소 
520명의 사상자를 낸 무함마드 바우헬(Mohamed Lahouaiej-Bouhlel), 11월 오하
이오주립대에서 차량과 흉기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같은 학교 학생 압둘 라자크 알
리 아르탄(Abdul Razak Ali Artan), 12월 독일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트
럭으로 68명의 사상자를 낸 아니스 암리(Anis Amri), 그리고 2017년 3월 런던 국
회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역시 차량과 흉기로 56명의 사상자를 낸 칼
리드 마수드(Khalid Masood)에 이르기까지, 좀 더 알려진 일련의 사건들도 양상은 
대체로 비슷했다. IS라는 증거확보 이전에 IS임의 주장이 먼저 나왔고, 이들의 자발
적 최후진술에서 “IS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게 했다. 

한편으로, IS는 자신이 ‘국가’임을 선언했다.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부근을 ‘영토’
로 하면서 주권과 최고 지도자의 존재를 주장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시리아 
락까(Raqqa)와 이라크 모술(Mosul)을 포함해 알레포(Aleppo) 북단부터 바그다드 남
단 일부 지역까지 점령했고, 해당 지역 6백만에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IS의 직접 
통제 하에 놓여있다(Barrett 2014: 8). IS는 기존 이라크-시리아 행정체계상의 지방
정부를 자신의 통치기구로 활용했으며, 해당 지방정부 관료들과 지역 실세의 협조 
및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ibid.). 세입은 하루 3백만 달러 
정도로, 2014년 기준 ‘국가자산’은 총 1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ibid. 45). CIA 보고서에 따를 때 2014년 9월 기준, 보유한 군대병력은 2만 명에서 
3만 1천 5백 명 사이다(ibid. 35).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한 검증이 어려우며, 관점에 
따라서는 2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190) 

‘테러집단’으로서의 IS와 ‘국가’로서의 IS는 심한 괴리를 보인다. 그에 따라 우리
가 경험하는 IS 역시 다른 형상들로 나타난다. 잔혹과 폭력만이 아니라, ‘IS의 도전’
은 재현과 인식체계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IS는 ‘국가’가 아니라고, 승

190) The Independent, “War with Isis: Islamic militants have army of 200,000, 
claims senior Kurdish leader,” 2014-11-16, (http://www.independent.co.uk/news/ 
world/middle-east/war-with-isis-islamic-militants-have-army-of-200000-claims-k
urdish-leader-98634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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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반면,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이며 엄연한 영토-주
권-국민과 행정체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IS는 전혀 ‘국가적이지 않은’, 비-
조직화 형태의 비-영토적 작전수행으로, 자기 관할권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한 영토
전쟁만이 아닌, 미국-유럽 등지에서의 ‘자발적’ 테러의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라크-
시리아 국경에 폭넓게 걸쳐 있다는 IS-국가가 파리에서 총기테러를 벌인, 스스로를 
“IS라고” 주장하는 IS-테러리즘과 얼마나 같으며 또 다른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비적 형상은 두 가지만이 아니다. 반(半)국가적 반(半)테러집단으로서의 IS
는 그것을 국가로 인정하든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든, ‘국가임’에 대해 국가적이지 않
고 후자에 대해서는 테러집단 같지 않게 빠져나간다. IS-테러리즘은 기존 테러집단
들의 인식 가능한 조직화 양태와도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개별적으로 테
러를 벌이고, 어딘가의 IS는 SNS를 통해 이들이 “IS전사들이었음”을 사후 승인·확
인하는 형식이었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으로 어나니머스 최초의 오퍼레이션이자 반-저작권법적 저항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이래, 오퍼레이션 안티섹을 통해 반-체제적 형상, 오퍼레이션 
안티-ACTA로 다시 반-거래법적 저항운동을,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본격적인 
공유운동으로서의 모습을 전개해나갔던 어나니머스는, 각각의 자기변형의 과정 속에
서도 어떤 일관된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었다. 기업이나 국가라는, 벅차지만 충분히 
익숙한 ‘적’의 형상에 대해, 권력·이윤기구의 조직화와 행정체계 및 법적 체계 구조
를 ‘연구’하면서 개별의 안티-형상으로 오퍼레이션이 존재하도록 자신의 작동 역시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도 아니면서 또한 국가이도 한 무언가는 오퍼레이션 
NO2ISIS와 오퍼레이션 IceISIS를 거쳐 오퍼레이션 파리에 이르기까지, 연구할수록 
오히려 자신과 유사한 어떤 이미지들을 한편에서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상대였다. 
IS라는 적은 확실히 어나니머스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황스럽게 했다. 

물론 IS와의 어떤 형상적 친연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당국이 그간 어나
니머스를 “사이버스페이스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한 데 대해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는 류의 의미는 아니다. 그런 국가의 외부 규정들과는 상관없이 다른 지점에서 
발견되는 내적 유사성이었다. IS-국가는 기존 국가들과 ‘다른’ 국가 형상이었고 따
라서 대체로 부정됐으며, IS-테러는 기존 테러들과 일정하게 ‘다른’ 모양을 띠었고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만약 이런 모호함이 그런 각각의 다른 형상들의 결합태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라면, 조직화와 다른 반(反/半)조직화로서 어나니머스의 익명적 
전개방식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형식상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
션들이 그렇듯이, IS의 테러들은 개별의 참여자들이 선언을 통해(“우리는 IS다.”) 소
급해서 이전의 자신을 규정하는 측면을 보인다. 이런 개입적 선언과 자기조건의 생
산양식은 기존 조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익명성의 ‘조직화’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따라서 반(反)국가 및 반(反)검열로서의 어나니머스는 IS-국가를 적으로 삼으면서
도 그것이 온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즉 기존 국가들로부터 동일한 부류로 승인·재현



- 268 -

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지점을 같이 처리해야 했다. 또한 비-조직·집단으로서의 어나
니머스는 IS-테러를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자신이 국가·당국과의 대립에서 방법론으
로 강조했으며 저항과 자기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익명적 조직화’, 나아가 
“생각”으로서의 형상화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부정적 형태로 역이용될 가능성, 
그 형식적 유사성의 문제와도 심각하게 마주해야 했다. 그간 어나니머스는 국가와 
기업이 서로의 모방체가 되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적의 형상’을 내용과 형식에서 
일치시킬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은 비동일성과 분산성으로 있으면서 상대를 동일성과 
중심성으로 놓은 채, 그런 국가·기업과는 같지 않은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익명성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비-재현적 현존의 내용을 채워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상 같은 형식을 차용하는 명백한 ‘악’과 조우하면서, 익명성의 자기형식으로 판
별할 수 없는 또 다른 모호함의 지대에 도달했다. 

더욱이 어나니머스가 실질적으로 맞서야 하는 상대가 이라크-시리아 국경에 현존
하는 IS가 아니라 네트워크상에 분산된 채로 각기 현존하는 “IS임”의 형상들이라 할 
때, 이것은 익숙한 국가의 전략과도 닮아있지 않았다. 단순히 어느 국가기관이(FBI
든 국가정보원이든) 인터넷상에 잠입해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또는 국가에 우호적
인 여론을 은밀히 조성하려는 일상적 기획의 차원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
이야 어나니머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들로부터 어느 정도 간파당한 
것이고, 나름의 파훼법이 만들어진다. 그에 비해 IS의 방식은, 마치 국가의 기획과
는 별개로 인터넷상에 ‘자발적 극우주의’가 급속히 퍼지는 것 같은 양태에 좀 더 가
까이 있다. 거의 종교처럼 - 실제로 IS가 종교에 기반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 어
떤 ‘생각’들이 공유돼 나가는 것이다. 현존하는 IS-국가를 일종의 상징체로 삼아, 실
체적 모호성과 상관없이 그것의 현존성만 보장된다면(저기 어딘가 “있다”는 것만 분
명하다면), 그 내용들을 각자의 추종자들이 스스로 채운다. 한번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IS임”을 확신하는 다수의 누군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각으
로서의’ 익명들은 이 문제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했다. 

2) ‘우리’ 안의 ‘그들’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밤, 파리 북부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 경기장 인근에서 세 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시작한 파리 연쇄 테러는 
2015년 1월 테러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라는 점도 있지만, 샤를리 에브도 사건의 경우 어쨌든 그간 논란이 됐던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 동기도 분명했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
한 미디어 조직을 폐쇄하는 것”이고,191) 알 카에다 등은 이전부터 해당 언론에 대한 

191) The New York Times, “Terrorists Strike Charlie Hebdo Newspaper in Paris, 
Leaving 12 Dead,” 2015-1-7, (https://www.nytimes.com/2015/01/08/world/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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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파리 태생의 시민권자 사이드·셰리프 쿠아지 
형제(Saïd Kouachi, Chérif Kouachi)는 샤를리 에브도 본사 안에 들어가 편집장과 
삽화가를 포함해 직원 10명과 경찰관 두 명을 총기로 살해했다. 범행 이후 도주한 
빌딩에서 인질극을 벌였으나 “우리는 민간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질을 
풀어주고,192) 경찰에게 사살당하기 직전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요구했다.193)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적어도 범죄의 재구성에 있어 인
식 가능한 범위로 좀 더 가까이 들어온다. 11월의 무차별 공격에 비해서는 말이다. 

경기장 인근과 볼테르 거리 근처에서의 네 차례 자살폭탄 테러 및 서로 다른 네 
군데 장소에서의 총기난사 등 11월의 연쇄 테러는 최소 세 개 그룹에 의해 동시다
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마지막 바타클랑(Bataclan) 극장의 학살 및 인질극에서 세 명
의 무장한 남성들이 목격됐다. 범인 가운데 7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닷새 후 경찰 습격으로 사살됐다. 대다수는 프랑스와 벨기에 국적자였다(프랑
스인 5명, 벨기에인 2명, 이라크인 2명). 세 명씩 세 개 팀이 다수 타깃을 설정해 
각자 동시 공격을 수행한 이번 테러는 여러 면에서 2008년의 뭄바이 연쇄 테러를 
떠올리게 했다. 뭄바이 테러는 개별적 동시성의 이런 공격 방식이 목격된 최초의 사
례였고, 당시 파리 테러와 유사하게 여섯 군데 장소들에서 12차례의 공격이 연달아 
일어나 적어도 164명이 사망하고 306명이 부상했다.194) 동일 지역 내 서로 다른 장
소들에서 연속적인 테러를 통해 소수가 도시 전체를 극단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파리 테러에 의해 그대로 반복된 듯 보였다. 차이가 있다면, 2008년 11월의 
뭄바이 테러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지속된 반면 2015년 11월의 파리 테러는 
하룻밤 새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뭄바이 비극에서 테러를 수행한 10인이 
사전에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 소속으로 파키스
탄에서 훈련을 받고 뭄바이 시내로 잠입해 들어갔으며 테러 도중 휴대폰을 이용해 
파키스탄 쪽 지도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파리의 9인은 자기들 간 암호화되지 않
은 연락 흔적은 있지만195) 별도로 외부의 지도·통제를 받은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pe/charlie-hebdo-paris-shooting.html?_r=0) 
192) The Telegraph, “Frenchman says he came face to face with Charlie Hebdo 

attacker: 'I shook his hand',” 2015-1-9, (http://www.telegraph.co.uk/news/ 
worldnews/europe/france/11335161/Frenchman-says-he-came-face-to-face-with
-Charlie-Hebdo-attacker-I-shook-his-hand.html) 

193) USA Today, “Cornered French suspects vow to die as martyrs,” 2015-1-9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5/01/09/report-hostages-taken
-northeast-of-paris/21487097/?showmenu=true) 

194) The Indian Express, “Paris: In multiple attacks, targets, the timing, Mumbai 
victims, investigators see 26/11,” 2015-11-15, (http://indianexpress.com/article/ 
india/india-news-india/paris-in-multiple-attacks-targets-the-timing-mumbai-victi
ms-investigators-see-2611) 

195) The Intercept, “Signs Point to Unencrypted Communications Between Terror 
Suspects,” 2015-11-19, (https://theintercept.com/2015/11/18/signs-point-t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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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196) 
대신에 다음날인 14일,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성명이 IS로부

터 나왔다. 이 성명서는 IS의 텔레그램(Telegram)197) 계정 중 하나를 통해 프랑스
어와 아랍어 버전으로 각각 발표됐으며, 추종자들의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배포·
공유되기 시작했다(사진 VI-1). IS는 이런 계정들을 통해 개별 테러들에 자신의 관
련성을 주장해왔다. 파리 테러 관련 성명이 발표된 계정은 직전인 2015년 10월의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198)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던 텔레그램과 동일 
계정이었다. IS의 이런 방식이 다른 테러조직들과 대비되는 점은, 일반적으로 후자
의 경우 자신들이 진짜 해당 사건의 주동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구체
적인 세부계획과 작전과정을 공개하는 반면 IS는 대체로 그런 입증에 무관심해 보
인다는 사실이다. 이번 성명 역시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 이외 세부사
항들은 담겨 있지 않았다. 공격자들의 신상정보나 이름, 사진도 없었다. 단지 이들
이 IS의 전사로서 그런 일들을 했음을 말하고 - 또는 스스로 확인하고는 - 또 다른 
공격이 어디선가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물론 이것이 IS가 이번 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성명의 형식과 내용이 지시하는 바는 실제 공격
이 어떤 국지적 셀(cell)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포형 조직의 특성상 시리아 쪽 IS는 
세부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199) IS가 디지털 선전지 ‘다비크’(Dabiq)를 
통해 아홉 명의 “전사들”과 그 사진 및 이름을 공개한 것은 프랑스 당국이 해당 테
러범들의 신원을 밝힌 이후인 2016년 1월경이었다. 

앞서 4장을 통해 일부 기술한 것처럼, 최초의 IS 관련 오퍼레이션은 ‘국가’ 선언 
직전인 2014년 6월의 오퍼레이션 NO2ISIS였고 그때부터 벌써 참여자들 사이에 혼
란이 있었다. IS에 영향을 받은 일련의 테러들이 ‘국가’ 선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2014년 9월의 18세 청년 사건이(압둘 누만 하이더) 
보고된 최초의 개별 테러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호주에서의 이 일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2014년 9월이라면 오퍼레이션 NO2ISIS와 오퍼레이션 IceISIS 간에 입장과 

encrypted-communications-between-terror-suspects/) 
196) Brookings, “Modeled on Mumbai? Why the 2008 India attack is the best way 

to understand Paris,” 2015-11-14, (https://www.brookings.edu/blog/markaz/ 
2015/11/14/modeled-on-mumbai-why-the-2008-india-attack-is-the-best-way-to-
understand-paris/) 

197) 텔레그램은 메시지 암호화가 가능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 정부
의 ‘카카오톡 감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안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텔레그램으로의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유행했다. IS 역시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필요로 했고, 이용한다. 

198) The New York Times, “Mystery Deepens Over Russian Plane Crash in Egypt,” 
2015-11-2 (https://www.nytimes.com/2015/11/03/world/europe/sinai-peninsula- 
russian-plane-crash.html) 

199) Vox, “Here is ISIS's statement claiming responsibility for the Paris attacks,” 
2015-11-14, (https://www.vox.com/2015/11/14/9734794/isis-claim-paris-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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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차이들이 드러나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던 때다. 어쨌거나 두 작전들 모
두 그때는 이라크-시리아의 IS-국가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상이한 관점
만을 확인했지,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형상들로 들어와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개별의 ‘공포’(테러)는 아직 그 규모가 미미했고 일회성의 해프닝 
같기도 했으며, 중요한 것은 훨씬 더 큰 중동의 비극들이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한 채 ‘중동문제’의 관찰자마냥 굴 
수도 있었을 것이다. IS는 어디까지나 ‘중동의 문제’였던 것이다. 어쩌면 참여자들 
스스로도 “IS임”의 자발적 선언이 중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근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중동 상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해당 오퍼레이션의 참여
자가 되고 있다는 인식과 확신, 그 실천의 근거들을 어나니머스로서 마주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우리의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실천의 형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
과 확신은 갖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한번도 ‘국가’는 그런 상대였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VI-1.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된 파리테러 관련 IS 성명서 

2015년 1월의 샤를리 에브도 사건은 우리 가까이에서의 ‘테러’의 문제로 IS를 재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또 오퍼레이션이 다시 한 번 확장하는 기반이 됐지만, 역시 
우리와 너무도 다른 또 하나의 적을 확인하는 것처럼 전개됐다. 기존의 ‘그들’(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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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회)과는 다른, 새롭게 출현한 ‘그들’의 자리를 조사하고 발견하는 식으로 연
구를 계속하면서, 일정하게 적의 형상을 식별해 내야했다. 이것은 분명 효과적인 부
분이 있었다. IS는 국가이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이 곧 드러났
고, 어나니머스는 국가에 대한 그간의 방법론(디도스·해킹)이 IS에 대해 무력해지는 
부분을 다른 비-국가적인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통해서 채워 넣었다. 추종자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해킹해 ‘내부에서’ 무력화시키는 가능성의 지대를 찾
아내면서 말이다. 즉, 어나니머스는 IS-국가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 이는 
한편으로 미국과 프랑스 정부 등의 시리아 폭격을 사실상 유일한 대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태도의 모호함을 불러왔었다. - IS-네트워크라는 비-국가적 부분을 자
신의 적으로 설정함으로써 IS를 ‘해킹’할 수 있었다. “IS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의 
의미를 정립해 오퍼레이션의 현실적 전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레 ‘우리’를 관찰자 지위에 두는 연구자
의 전형적 모습이기도 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위상은 실험실 테이블 바깥으로 망
각되면서, ‘그들’과의 다름이 당연한 것처럼 상정된 채 유지된다. 물론 1월 이후의 
오퍼레이션 IceISIS에도 일종의 자기비판이 존재했지만, 문제설정의 배치가 약간 달
랐다. “유럽이 공격당했다는 인식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한 데 대해 일부 참여자들
이 지적하고 나섰고, 이것은 익숙한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성격으로 해석됐
다. ‘그들’에 대한 연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다는 사실이 당시에는 
인지되지 않았고, 적어도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나니머스가 굳이 IS를 상대로
까지 “인터넷상의 자경단”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냉소가 안팎에
서 존재하는 가운데, 그들이 충분히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분에 있어서나 현
실적 방법론에 있어서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우리와 달라
야 했고, 그래서 달랐다. 

2015년 11월의 파리 사건 이후로 이런 태도들은 조금씩 변해갔다. 더 이상 ‘그
들’의 식별이 문제가 아니었고, ‘중동문제’도 아니었으며, 애써 명분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어나니머스 IRC에서 첫 반응은 대체로 다른 커뮤
니티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공포’였다. 존재하던 거의 모든 채널들에서, 해
당 오퍼레이션과 상관없이 파리에 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IS는 성공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동일한 정서를 단번에 도입했고, 일시적이나마 극단의 불안과 
두려움을 각인시켰다. 1월의 테러에서도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강도가 달랐다. 그
때도 사람들은 비슷하게 채널에 모여 정서를 공유했지만 ‘공포’는 또 하나의 단일 
정서인 ‘분노’로 곧 전환됐었다. 분노는 공격의 오퍼레이션을 촉발시킨다. 그러나 이
번엔 공포의 밤이 좀 더 길었으며, 일부 참여자들의 애써 괜찮은 척하려는 농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잔혹과 공포 이외의 사건의 모호함이, 그 이해할 수 
없음이 무력하게 했다. 트위터와 뉴스 사이트의 링크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그저 바타
클랑의 비극이 끝나기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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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차원의 자기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까닭은 또 다른 자기만족을 은밀히 확인하는 자기반성 따위가 아닌, 바로 ‘그들’의 
형상 자체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의 연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해가 선행돼야 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우선 앞서 존재한 오퍼레이션 
NO2ISIS와 오퍼레이션 IceISIS의 채널에 들어와 잠시 잊혔던 연구들을 되살리기 시
작했다. 해당 채널들은 계속 진행 중인 작전으로서 몇 개월 전부터 유지돼 왔으나 
샤를리 에브도 사건 이후에는 별다른 작동 없이 다시 수축해 있었다. 기존 참여자들
은 오퍼레이션 IceISIS의 재확장을 시도했고, 그와 별개로 많은 이들이 새롭게 앞선 
작전의 ‘발견’들을 참조하고 있었다. 설령 트위터 해킹의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아 
당시에는 참여자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한 이번 테러로 처음 어나니머스 채널
들에 발을 들이게 된 사람들까지도 -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 “IS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의 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자문하면서 답을 구했고, 이
러저러한 선행 작전, IS 관련 작전들뿐 아니라 오퍼레이션 시리아나 오퍼레이션 이
스라엘 등을 들춰보았다. 

14일 IS의 테러 선언이 발표되고, 어나니머스는 같지만 다른 공격 선언의 필요성
을 느꼈다. 1월의 테러를 오퍼레이션 IceISIS가 다시 펼쳐지는 계기로 삼았던 데 비
해 11월의 파리 테러는 약간 작동의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제 그것은 IS에 관한 작전만이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파리’)에 관한 새로운 작전을 
요구했다. 3일간의 ‘선행연구’ 검토 끝에, 어나니머스는 11월 16일 유튜브를 통해 
‘오퍼레이션 파리’(#OpParis)의 시작을 알린다. 테러의 충격과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전한 후, “폭력이 우리를 약화시킬 수는 없으며, 반대로 우리를 뭉치게 
하고 독재와 반계몽주의에 맞서 함께 싸울 힘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을 밝
힌다. IS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그것
은 단지 프랑스 정부의 시리아 보복 폭격 같은 국가 간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IS는 이미 국가 같지 않은 형태로 우리 가까이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바로 우리가 
애용하는 SNS를 마찬가지로 사용하면서 다수로 퍼져있다. 따라서 이의 대응은 역시 
다수로서 사람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16일 선언에 앞서, 테러 다음날 프
랑스 쪽 어나니머스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바 있다. 프랑스 어로 발표된 이 
영상(“Message des Anonymous suite aux attentats de Paris le 13 novembre 
2015”)은 (당연하게도) 좀 더 분노에 가까웠으며 IS에 사상최대의 복수를 경고했다. 
“우리는 끝까지 너희들을 추적할 것이며,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놔주지 않을 것이
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기대하라. 전쟁이 선언됐다. 준비하라.” 

어나니머스 영상은 사실상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참여자들 
각자의 반응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 이번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돼 있
으면 더 그럴 것이다. 어나니머스는 공식적 대변기구가 없으므로 이는 자연스러울뿐
더러 이들의 명제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양상이기도 하다. 보통 어나니머스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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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유사한 그림과 형식으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동일한 생산자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영상 재료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해 
공유되는 몇 개의 영상 클립과 링크들이 있으며(“Anonymous Intro”, “Anony 
mous Narrator”, “Anonymous Narrator Green Screen”, “Anonymous Face 
3D Animation”, “Anonymous Animated Background”) 참여자들은 이들 가운데 
선택적 편집을 통해 영상을 만든다. 예컨대,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검은 옷차림의 
인물이 카메라 앞에 앉아 무언가를 읽는 영상(“Anonymous Narrator”)에는 소리가 
없고, 문자를 소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자 변조된 음성 파일을 생성해 
여기에 입힌다. 해당 선언문이 앞서 페이스트빈 등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영상만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 관련 뉴스 클립이나 기타 영상·음악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지다. 

대개는 어느 익명이 먼저 이러한 ‘어나니머스 비디오’를 제작해 발표하면, 특별히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치 않고 사람들의 호응이 있는 한, 굳이 어느 누군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기보다 그것을 그대로 해당 작전의 공격 시작으로 삼는다. 누구도 어나
니머스를 대변할 수 없지만, 만들어져 발표된 영상은 부분적으로 해당 오퍼레이션을 
대변하게 된다.200) 이번 경우 개별의 참여자들은 프랑스 쪽 메시지(“Message”) 이
외에도 몇 가지 다양한 버전들을 더 내놓았으나, 결국 ‘오퍼레이션 파리’라는 선언
을 다시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16일의 선언은 분노보다 차분함이 느껴졌고, 거
창한 복수의 다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만 앞서 시작된 작전(Operation 
IceISIS)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샤를리 에브도 공격 동안 우리는 저들을 무력화하
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으며, 이제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참조해 
IS에 대한 대응의 방법을 구체화한다. 당시 오퍼레이션 파리의 IRC 채널(#OpParis)
에서 가장 큰 주제는 “IS라는 집합체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였고, 다시 말해 파리 
테러를 포함한 일련의 IS 관련 테러의 범인들이 IS의 ‘멤버’들인지, 추종자들과 멤버
들은 얼마나 다르고 또 같으며, 그렇다면 IS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등
의 문제였다. 

선행 오퍼레이션으로부터 재확인된 발견은 IS는 사실상 “어디에나” 있다고 보아
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트위터 계정 등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기존 방법론을 계
승하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IS를 발견하는 확장된 운동처럼 
만들려 했다. 당시에는 큰 폭의 관심 수준을 반영하듯 평소에 비해 많은 수의 사람
들이 채널에 접속했고, 16일 선언 이후에 더욱 늘어났다. 16일부터 12월 말까지 관

200) 가끔 ‘공식’이란 제목(“Anonymous official”)이 첨부돼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어나니머스의 유일한 입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수성 생산양식으로 인해 일부에서 
사안에 맞지 않게 장난스런 편집이 가해지거나 ‘트롤링’이 생기면서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가 공유하는 ‘비디오 가이드라인’에서도 
영상 제작에 있어 이 부분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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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오퍼레이션 채널들에만 평균적으로 천 명가량의 접속인원이 항시 유지됐다. 여기
에는 단지 일시적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본 이들이나 언론사 기자들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잠재적 참여로의 전환 가능성 역시 커져 있었다. 한편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우리 가운데의 ‘FBI’가 - 어느 순간부터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은 이 부분을 항상 의
심한다. - 이번 작전의 경우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막연한 안도감 비슷
한 것도 존재했던 것 같다. 물론 채널 관리자들은 여전히 채널에 접속할 때마다 실
제 아이피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자동 봇을 통해 계속 띠우고 
있었고 경험 많은 참여자들 역시 각 채널에서 이런 당부를 수시로 했으나, 마치 당
국과 모종의 일시적 예외 협약을 맺은 듯한 어색한 기분 속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
어 보였다. 실제로 그런 사정이 있을 리는 없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은 아마도 우리
가 지금 하는 일이 국가의 작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나니머스 역시 이 점을 이용했다. 잠시나마 각자 적이 일치한 것이라면 
굳이 법을 어기면서 잠재적 참여자들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특히 
처음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들은 일련의 작업들에 막연한 
두려움을 지니기 마련이라 - 심지어 IRC 채널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겁내는 경우
들이 있다 - 정치사회적 대의는 충만한 듯 보이나 자기 경력에 흠집이 날까 극도로 
조심하는 이런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좀 더 ‘안전한’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했다. 예컨대, 오퍼레이션 파리는 개량된 트위터 봇을 제작해 배포했다. 개발자
들과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접속하는 “#opparis-dev.AnonOps” 채널을 비롯해, 
“#programmers.AnonOps”와 “#ddos.AnonOps”, “#opisis-support.AnonOps” 
등의 채널들에서 개량의 방향으로 선택한 것은 좀 더 손쉬운 정보 수집 및 보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미 오퍼레이션 IceISIS의 결과로 5천 개 이상
의 IS 관련 트위터 계정이 수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의 패턴을 분석해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참여자 봇으로 연결시키면, 일반 참여자에게 지루하고 난해
할 수 있는 정보 검증 과정이 부분적으로 생략된 채로 - 정확히는 검증 절차를 수
집 절차로부터 분리시키고 자동화해 참여자들이 직접 간여할 필요 없게 만들어 - 
각자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비교·검색해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어나니머스는 일종의 자동화 타깃팅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 공격 대상을 수집·조정·다운시키는 봇넷처럼 작동했다. 이것은 수집한 타
깃 목록을 업로드하는 ‘로더’(loader)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의 암호화된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중복되는 데이터는 폐기하고, 타깃이 여전히 작동중
인지를 검증해 이를 현재 작동중인 참여자 집합들에 실시간으로 배포한다. 즉, 이 
시스템은 개별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특정 목적의 서로 다른 봇들과 각기 연동돼 작
동상의 동질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처럼(‘봇넷’) 있게 했다. 개별의 봇들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IS 관련 링크를 수집해 타깃 리스트를 갱신하거나, 다른 봇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약속된 형식으로 포스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깃 링크를 



- 276 -

다운시키고 패스워드를 초기화했으며 스패밍(spamming)을 통해 방해했다. ‘봇넷’ 
시스템은 이런 개별 작동의 부분-결과들을 서로 공유시켜서 마치 함께 전개되는 것
처럼 보이게 했다. 

이로써 개별적 동시성을 구축해 공격의 효율을 높이는데, 뭄바이와 파리에서의 동
시 테러가 또한 그러했듯 말이다. 일부 참여자의 봇들이 정지되더라도 언제나 다른 
봇들의 존재를 통해 상쇄·지속되며, 참여자가 많을수록 위력이 커진다. 개별의 봇들
을 ‘조정’하는 시스템도 해당 봇의 작동에 직접 간여하지 않고 사실상 그 중 일부로 
분산돼 있으므로 이것의 식별·확인을 통해서는 공격을 멈출 수 없다. 즉, 어떤 중심
화된 단일 서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봇들 사이의 ‘관계들’로 - 또는 관계
들의 관계로 - 존재하며, 개별 봇들이 부분적으로 명령을 주는 서버이자 동시에 부
분적으로 명령을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되는 것이다. 토렌트 교환의 P2P 방식을 떠
올린다면 작동상 유사성을 인지할 수 있다. 이것은 디도스 공격에 일반적으로 쓰이
던 봇넷의 작동 방식을 결합한 것이다. 차이라면, 지금의 봇들은 마지막 방해공격용 
봇을 제외하고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점이었다. 같은 원리를 활용한 LOIC의 하이브
마인드 모드가 그 ‘불법성의 식별가능성’으로 인해 실전에서 점차로 배제된 된 데 
반해, 비-디도스적 접근을 고안한 오퍼레이션 파리에서는 이런 봇넷의 사용이 적극
적으로 권장됐다. 

트위터 리포트 봇(“Twitter Report Bot”)도 그런 국지적 합법의 작동들 가운데 
하나다. 이 봇은 연동된 타깃 리스트로부터 IS 관련 트위터 계정들을 검색해 이를 
실제 트위터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트위터 서비스 자체의 신고 기능과 형
태상 완전히 같은 것으로, 그것을 참여자들의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
게끔 한다. 기술적으로 별로 복잡할 것 없는 리포트 봇의 개발은 “IS라는 것”의 개
념 정립에서 어떤 전환을 이룬 결과라는 점에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IS가 온전히 ‘국가’도 아니고,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 대상도 아니라
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친숙한 네트워크상에 분산된 채로 가까이 들어
와 있는 것이라면, 그런 IS의 형상들에 대응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오히려 
기존 시스템을 ‘허용된 방식으로’ 재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트위터 시스템은 이미 
그 사용자들의 일상적 활동에서 “불쾌하거나 무례한”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고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단지 이런 기능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별다른 
‘무기’로 인식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도 눈에 거슬리는 특정인
을 개별 수준에서 비가시화하는 임시방편이거나 일종의 ‘거부의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는다. “불쾌함”이나 “무례함”이라는, 충분히 주관적이고 순수
해 보이기까지 하는 감정의 판단은 당사자끼리의 개인 사정으로 보통 간주되기 마
련이므로, 트위터 시스템의 입장에서도 한두 번 신고를 당한 계정에 따로 강제적 조
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트위터 리포트 봇’은 이 문제를 당사자 간의 사정일 
수 없는 규모로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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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는 기존 시스템 내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새 진입한 다수-IS들에 대해, 
그렇다면 시스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세웠다. IS의 힘은 시스템 
바깥에 머무는 예외 지대로서의 양태에서 나온다기보다, 또는 이라크-시리아 국가 
시스템에 예외적인 IS-국가로서 그 온전한 권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텔레그램처럼 우리와 같은 계정들로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일상적으로 작
동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로부터 나온다. 어떤 면에서 IS는 마치 해커처럼, ‘국가’나 
‘테러조직’ 등의 재현절차로부터 자신을 시스템 안의 비가시적 영역으로 숨기는 장
소를 찾아냈다. 자신이 그런 일들에 전문가이도 한 어나니머스는 이들의 이중전략을 
인지하고, 이번에는 ‘바이러스’보다 ‘백신’의 입장에서, 기존 시스템의 재현절차를 
덧씌운 셈이다. 단순히 시스템을 활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시스템적이지 않
은 방식을 통하면서 말이다. 일단 어나니머스는 시스템에 숨은 IS를 ‘정상’으로 간
주한다. 어나니머스와 달리, ‘비정상’으로서의 IS는 어딘가 있는 실제 IS-국가를 지
시하게 되므로 오히려 상대하기 어렵다(해커의 경우 ‘비정상’으로 식별되면 검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상계정’들에 대해, 이제 역시 ‘정상적인’ 활동으로서, “불쾌
한” 사용자로 규정·신고하며, 이는 시스템이 마련한 재현절차에 따른 것이다. ‘정상
계정’들은 그 자체로 불법적 요소가 없으므로 의도적인 주관의 재현은 해당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차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로가 된다. 여기서 대규모의 동시적 식
별과 신고는 실제로는 당사자가 아닌 다수들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시스템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마치 그러한 것처럼 진행되고 접수된다. 시스템은 접수의 절차가 
‘정상인’ 한 해당 요청을 그러한 것으로 고려하고 수행한다. 

트위터 리포트 봇은 오퍼레이션 파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인데, 무엇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이어서 다수의 참여자를 끌어들이기에 좋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것의 활용성은 단지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었고, 일정부분 해킹 방법론의 기본원리
를 차용한 것이다. 국가나 당국으로부터 비합법·비정상으로 식별되는 것을 - 일반 
사용자들과 동일한 작동이게 함으로써 - 차단하는 동시에, 트위터 시스템이 IS 관련 
계정들을 그러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단하게 한다. 트위터
는 IS와 관련한 계정이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다수 신고가 개
별 사용자들로부터 있어서 차단한 것이고 IS와의 관련성 여부 판단에는 개입하지도 
않았지만, 어나니머스 입장에서 결과값은 같다. 관련성 여부는 어나니머스가 판단 
및 결정했고, 그 ‘다른’ 사유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 제시했을 뿐이다. 리
포트 봇은 파이썬(Python) 언어로 작성됐으며, 코드는 자료(사진 VI-5)에서 확인할 
수 있다(1.0.4 버전). 간단히 이 봇의 사용법과 작동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당시 트위터 봇을 이용해서 오퍼레이션 파리에 참여하려고 했던 누구
나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 절차였으므로, 내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이는 걸
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개별 수준에서 오퍼레이션에 참여한다는 것이 지시하
는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별도의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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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계정을 새로 생성하기로 했다. 물론 이 봇은 합법적이지만 만에 하나 내가 신고
하는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이런 습관은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에
게 일반적이기도 하다. 보통 임시로 이메일 주소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이를 통해 유효한 임의의 단기 주소를 부여받아 해당 이메일로 트위터 서비스에 
가입한다. 한 번에 하나씩 고유하게 생성된 이메일 주소는 10분간만 실제로 존재할 
것이며, 이후 모든 메일 내용과 주소 자체도 스스로 삭제된다. 트위터가 보낸 계정 
생성 메일을 여기서 확인하고 가입을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가상의’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이 계정은 문제가 없으며,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해 개인신상정보
와 무관하게 만든 것일 뿐 그 자체로 유효한 ‘진짜’ 계정이다.201) 

나는 파이썬 사이트에서 2.7.10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했는데, 파이썬은 현재 널리 
쓰이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비영리단체인 파이썬 재단을 통해 무료 배포되고 
있다. 이지 인스톨(easy install)과 핍(pip) 같은 패키지 관리 도구를 통해 원격접속
으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은 일반 파이썬 설치 절차와 같다. 
내 컴퓨터 운영체제는 윈도우이므로, 명령프롬프트(cmd) 창을 열어 “c:\python27\ 
scripts\easy_install.exe request”를 입력하는 식이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머가 바
로 쓸 수 있는 방대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명령프롬프트 창
에서 간단한 커맨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나는 오퍼레이션 파리가 공유한 스플린
터(splinter) 패키지를 사용했다. 스플린터는 원래 웹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를 위한 
도구로, 이를 이용하면 코드를 통해 실제 브라우저(파이어폭스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를 다루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즉, URL에 접속하거나 특정 아이템을 클릭하는 
등의 행위를 일종의 가상 브라우징 환경을 생성해 터미널(명령 창)을 통해서 수행하
는 것이 가능하다. 

 

VI-2. 파이썬 이지 인스톨 및 스플린터 설치 화면 

201) 내 경우는 이 방법을 쓰는 대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메일 주소들 중 사용하지 않는 
하나를 선택해 계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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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계정의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이런 자동화 장치가 필요했으며, 어나니머스
는 이를 기반으로 ‘트위터 리포트 봇’의 코드를 짰다. 나는 해당 코드를 복사해 폴
더에 저장하고 명령프롬프트를 실행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했다. 

“c:\python27\python.exe twitterReport.py -u USER_NAME”

물론 여기서 “USER_NAME” 부분에는 미리 마련한 실제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 
값이 들어간다. 화면에는 이어서 패스워드를 묻는 칸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실제 
트위터 패스워드를 입력했다. 이후 자동으로 내가 사용하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전체 화면 모드로 실행돼 스스로 트위터에 접속하고 로그인했으며, 곧바로 어떤 트
위터 계정들의 주소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 계정들은 봇에 연동된 어나니머스 타
깃 리스트에 등록돼 있는 IS　관련자들의 것이었다. 내 계정은 - 정확히는 내 계정으
로 작동한 봇이 - 방문한 해당 계정 프로필 화면상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고, 이 
계정의 어떤 점이 문제냐는 트위터 시스템의 질문에 “가학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을 
트윗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어떻게 가학적이거나 유해한 행동
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괴롭힘이나 폭력에 참여함”이라고 답했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무례하거나 불쾌함”, “폭력적인 위협 또는 신체적 
위해” 등의 답을 보냈다(사진 VI-3). 트위터 시스템은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으
며 해당 계정에 대한 조사 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띠운다.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다음 타깃을 방문해 동일한 작동을 반복하고, 내가 명령프롬프트 창을 종료
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스스로 수천 명의 계정에 대해 계속 진행됐다(사진 VI-4).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트위터 시스템의 신고기능을 활용해 각각의 필요한 작업들
을 자동화한 것이다. 이런 작업을 직접 하려면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할 테지만, 
트위터 봇은 참여자가 IS 관련 리스트를 일일이 비교·확인하지 않고도 다수 계정들
을 검색해 보고할 수 있게 하며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개별의 역량을 증폭시킨다. 신고를 수행하는 각각의 참여자 계정을 시스템은 동일자
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하나의 계정은 다수로 작동한다. 어떤 면에서 디도
스 공격의 방식과도 유사하다. 개별 참여자 수준에서는 수천 개의 계정에 대해 한 
번씩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봇의 작동이 다수로 확장돼 있을 때면 중첩되는 신고 
회수도 동시에 증폭한다. 디도스 공격이 보통 소수의 대상 사이트에 대해 다수의 중
첩 요청 신호를 보내 다운시키는 작동이라면, 이번 경우는 공격 대상 역시 다수로 
분산돼 있으며 이에 역시 다수의 중첩되는 요청(‘신고’)을 보내 다운(‘계정 차단’)시
키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트위터는 소수의 그런 신고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더라
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동일 요청을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시스템의 내부 정
책상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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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포트 봇은 개별의 내적 다수화와 그런 다수의 다수화를 결합해 대상의 
다수화에 대응하는 작동이 된다. 기존 시스템의 절차를 통하면서도 또한 같지 않은 
방식으로, 트위터의 신고절차와 접수 및 처리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수용하되 변형된 
증폭을 만들어내면서 말이다. 특정 시점의 동시다발적 접속 요청과 디도스 공격이 
형태상 구별되지 않듯이, 신고한 계정이 유효하고 요청의 절차가 정상인 한, 그리고 
무엇보다 요청의 사유가 일상적인 ‘불쾌함’에 관한 것이라면 오히려, 트위터는 민감
한 판단을 개입시킬 부담 없이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VI-3. 트위터 리포트 봇의 신고절차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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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4. 트위터 리포트 봇의 작동 화면 

VI-5. 트위터 리포트 봇의 코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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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포트 봇의 코드는 본문 192줄로 작성됐으며, 사진 VI-5는 일부를 인용
한 것이다. 해당 부분은 트위터 사이트상 이루어지는 실제 신고절차의 수행 과정을 
표시한다. 절차의 각 단계별로 브라우저가 선택할 값(“abuse”, “harrassment” 등)
을 지정·할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타깃을 찾아 해당 커맨드를 
수행하며(사진 VI-3), 사진 VI-4에서 보이는 것처럼 명령프롬프트 창에 신고 대상 
계정들의 상태를 표시한다. 봇이 요청하는 타깃 리스트는 다른 봇들의 수집·업로드 
작동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공유된다. 

나는 이 작업을 며칠간 계속 진행되도록 했는데, 내 컴퓨터 자원과 네트워크 대역
폭 일부를 할당해 오퍼레이션 파리에 증여한 셈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적 증여는 내
가 당시 오퍼레이션 파리의 참여자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확인시킨다. 
다른 누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것이다. 이런 주관적 ‘참여의 느낌’은 
나의 참여를 오퍼레이션의 있지도 않은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은 결과이거나, 역시 
가능하지도 않은 다른 참여자들로부터의 ‘식별’을 통해 상호 인정되는 차원의 문제
가 아니다. 또한 흔히 이야기되는 ‘연대’의 환상 같은 것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참여자 존재는 그런 상호 인정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익명으로 자가 판단에 따라 
작동한 집합적 결과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의 개별적 참여가 다른 익명의 개
별적 참여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것이고 이미 연결돼 있다는 사실관계만 확인
된다면, 각각의 참여의 강도와 내용은 스스로 현실화한다. 서로 다른 봇들의 작동이 
이미 ‘봇넷’으로서의 작동을 타깃 리스트의 존재와 실시간 업데이트 및 공유의 사실
관계로 내포하며 확인하듯이 말이다. ‘봇넷’이라는 연결들이 없다면 개별 봇들도 애
초에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 봇의 작동이 없으면 ‘봇넷’이라는 것도 
없었으며, ‘봇넷’은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자체로 봇들의 일부고 봇들에 내포된다. 
즉, 이 경우 ‘참여의 느낌’은 외부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보장되고 승인돼야 하는 
부수적 차원의 주관이기보다 나의 ‘참여’에 다른 참여들의 집합이 작동상 내적으로 
연동돼 있다는 사실관계의 국지적 확인을 지시한다. 광장에 모여야만 연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공간에서 개별이 부분이 되면서 그 분할적 연결들의 감각을 통해 
익명적 참여를 현시한다. 적어도 비-광장적인 어나니머스의 방식은 그러했다. 

익명적 참여의 현실화로서 어나니머스는 누구보다 이 문제를 연구했고, 개별 오퍼
레이션을 통해 약간씩 다른 결과물을 제시해왔다. 이번 경우도 그런 연구과정의 한 
국지적 부분이다. 트위터 봇을 통한 참여는 어쩌면 그 단순한 하나의 예일 테지만, 
일반 참여자들의 관점에서는 오퍼레이션 파리의 존재를 막연한 이미지들로서가 아
닌 구체적 수준에서 인지하고 경험하는 관문 같은 것이 됐다. 또한 말 그대로 단순
하고 안전하다는 점은 참여의 크기와 강도를 확장하기 쉽다는 장점이기도 했다. 거
창하고 은밀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트위터 기능을 활용해, 역시 
거창하고 은밀할 것 없는 ‘IS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내고 차단시키는 일은 잠재적 
참여자들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기반이었다. 현실적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도 자



- 283 -

원의 부담이 낮아졌는데, 봇을 실행시켜 놓고 컴퓨터를 끄지만 않으면 그 밖의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트위터는 갑작스런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힘들
었을 수 있겠다. 요컨대 오퍼레이션 파리는 이미 운동처럼 전개되고 있었다. 참여자
들의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추면서 다수 참여를 확장하는 방식을 고안했고, 이를 
작전의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함으로써 트위터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는 운동으로서 존재하려 했다. 오퍼레이션 파리는 성격상 안티섹보다 안티-ACTA에 
가까웠고, NO2ISIS나 IceISIS와도 일정부분 달랐다. 그것은 무엇보다 IS에 반대하는 
생각을 공유하는 안티-IS 운동이었다. 

트위터의 고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번 작전에 따른 부작용이 있
기는 했다. 봇을 이용한 참여가 많아지면서 타깃 리스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11월 18일 기준 계정 2만 개 이상) 검증의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참여자들
은 주로 트위터 리포트 봇으로의 작동에 몰려 있었고, 수집된 리스트의 검증 작업은 
자동화 봇으로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참여도 적었다. 이것은 오퍼레
이션이 기능 분류에 따른 조정보다 자발적 참여의 다수화를 통해 공백의 자체 충족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식의 현실화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어느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검수공정에서 작업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새
로운 타깃을 수집하는 일은 주로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패턴을 통해 기본이 
되는 ‘검색 용어’를 추출하고, 이를 몇 가지 방식으로 조합해 새로운 문자값을 생성
한 후 검색 가능 지점을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사진 VI-6). 이것 역시 파
이썬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한데, 새로운 용어가 출력되면 이를 중동지역 검색 사이
트에 입력해 해당 문자값들이 포함된 링크를 우선적으로 선택 및 확인하는 것이다. 

VI-6. 오퍼레이션 파리에 사용된 IS 관련 검색 용어(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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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언어였다. 문자열 조합으로 “إعالم الزهراء المجاهدين الخالفة االسالمية(Media Zahra 
mujahideen Islamic Caliphate)” 같은 값을 뽑았더라도(str3+str9+str21), 이것이 
IS 관련 계정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값이 포함된 링크가 
반드시 IS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링크 수집 외에도 링크의 내용을 직접 조
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랍어에 익숙한 참여자가 아니면 힘들었다. 이
번 작전이 해커와 중동 전문가를 주인공으로 하기보다 일반 사람들의 다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를 두었음을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직접 검증은 접근이 어렵고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나니머스는 최대한 기본 검색 용어의 적중성을 
확보해 일차적인 검색 성공률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인용한 VI-6은 초
기의 목록이며 이후 계속해서 갱신·수정·추가가 불가피했다. 비-IS 링크가 검색될 
확률을 줄이고 선택한 문자조합이 좀 더 직접적인 IS 링크에 연결되는 값일 수 있
게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역시 엉뚱한 링크가 같이 수집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특히 초기 발견물의 경우 정도가 심했다. 18일에 발표된 2만 여 계정 가운
데는 IS와 상관없이 중동지역 연구자나 기자, 블로거들의 트위터 계정이 포함돼 있
다. 이들은 평소 IS나 이슬람주의에 관한 글을 자주 쓰면서 ‘기본 검색 용어’가 포
함된 링크들을 생성했을 것이고, 어나니머스의 타깃 리스트에 IS 관련자 내지는 추
종자로 이름이 올랐다. 

 

VI-7.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에 공유된 ‘검증’ 타깃 목록(일부) 

IS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더욱이 우리 가운데의 IS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지의 당면한 문제에서, ‘연구자’와 ‘추종자’가 구분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
어졌다. 16일 이후 이틀 만에 5천 개에서 2만 개로 타깃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틀
이라는 시간은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에는 짧아 보였고 벌써부터 피해자가 생길 
염려가 있었다. 약간 옹호하면, 18일에 발표된 리스트는 실제 트위터 봇들에 연동돼 
신고 작동이 수행된 리스트와 다른 부분이 있다.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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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목록들에는 18일 리스트에서 문제가 된 피해자 계정이 들어 있지 않거나 전체 
숫자도 좀 더 적었으며, 사진 VI-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증 완료된 계정들을 따
로 표시하고 있다. 해당 계정들이 IS 관련자의 것이라 추정하는 근거를 기술했고, 
예를 들어 어느 계정에 대해서는 “ISIS가 아님, 알 자지라 뉴스 기자”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검증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분명했지만, 아주 허술하게 진행되지
는 않았다. 또 트위터 외에도 IS 관련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웹 사이트들에 대한 검
증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18일 리스트는 이런 주석 없이 계정들만 쭉 나열돼 있는데, “20,000개 이
상”이라는 규모를 강조하려는 듯했다. 이 리스트는 이를테면 ‘대외용’ 자료였다. 한 
유튜브 계정을 통해 “파리 작전 진행 중”(Operation Paris Continues #OpParis)
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링크됐으며, 다음의 메시지가 첨부돼 있다. 

소셜미디어가 ISIS의 견고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테러의 아이디어를 키우는 도구임을 자각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소셜미디
어는 진보된 무기라는 점이 입증됐다. 우리는 모두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테
러리스트에 속하는 계정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ISIS에 속한 트위터 계정 20,000개 
이상이 어나니머스에 의해 수집됐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Operation Paris Continues #OpParis, 2015-11-18)

공개된 자료는 언론보도에 인용되기 시작했고,202) 곧이어 잘못 등록된 계정의 존
재 역시도 기사화됐다. 나는 18일의 발표가 위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더 초점이 있
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성급하고 신중치 못한 공개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어나니머스가 오퍼레이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던 그간의 방식을 생
각한다면 이번 경우는 세련되지 못했다(BBC 관련 계정까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정도가 심했다). 실제로 해당 링크는 삭제된다. 당시 어나니머스의 이런 조급함은 
일정부분 IS의 반응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어나니머스가 16일 오퍼레
이션 파리의 시작을 선언한 직후 IS는 영문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남겼는
데,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에게는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만한 내용이었다. 

어나니머스 해커들이 새로 발표한 영상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거대 해킹작전을 
벌일 것이라 위협했다. 병신들(idiots). 그들이 무얼 해킹한단 말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안사르(Al-Ansar)의 트위터 계정과 이메일 등을 해킹하는 것뿐이다. 

202) BBC, “Anonymous claims to have taken down 20,000 IS Twitter accounts,” 
2015-11-20, (http://www.bbc.co.uk/newsbeat/article/34877968/anonymous-claims 
-to-have-taken-down-20000-is-twitter-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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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8. IS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어나니머스 관련 메시지 

흥미롭게도, IS는 어나니머스의 ‘위협’을 무시하는 체 하지만 그러면서 추종자들
과 팔로워들에게 어나니머스로부터 해킹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가이드를 함께 제시
하고 있다. 다섯 가지 지침은 1)소스가 확실하지 않은 링크는 열어보지 말라, 2)아
이피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라, 3)텔레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지 말라, 
4)트위터에서 DM(Direct Message, 쪽지)으로 대화하지 말라, 5)트위터 사용자이름
과 같은 이메일주소를 쓰지 말라 등이다. 내가 흥미롭다고 느낀 건 이 지침들(아주 
기초적이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환기와 경고)이 어나니머스의 
초기 오퍼레이션들에 참여할 때 많이 보던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들어
온 참여자들에게 강조되곤 했었다. 잠시 뒤 기술하겠지만 IS의 어나니머스 대응법은 
이후 더 정교해진 형태로 작성돼 배포·공유된다. 어쨌든 해당 메시지는 IS 관련 텔
레그램 계정들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포워딩되면서 추종자들 사
이에 퍼졌다. 이것을 처음 인용해서 알린 어나니머스 쪽 트위터는 베네수엘라의 익
명들이었는데, 똑같은 표현(“idiots”)을 사용해 IS에게 반응했다. 

VI-9. 어나니머스 베네수엘라의 IS 메시지 관련 반응 

이 소식은 어나니머스 네트워크에 역시 빠르게 퍼졌고, 오퍼레이션 파리는 17일
에 바로 5천 5백여 개 IS 계정들을 공개한다. 이것은 앞선 오퍼레이션 IceISIS의 생
산물이었다. 어나니머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정확한 자료들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며 이것이 치명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이다. IS가 텔레그램을 통해 어나니머스를 ‘모욕한’ 것은 어떤 면에서 둘 간의 싸움
을 공식화했다. IS가 어나니머스의 선언에 반응함으로 인해 오퍼레이션 참여자들은 
IS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됐는데, 모호한 이미지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동하
는 적의 형상으로서 말이다. 한편으로 그들이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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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더욱이 대응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방법론의 필요성이 더 강화됐다. “대체 무엇을 해킹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IS의 물음은 비아냥대는 것이었지만 이번 작전에서 바로 어나니머스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다. 소셜미디어 계정의 식별·차단을 통한 공격이라는 대안적 
가설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고, 서둘러 현실화해 참여를 확장하려 했으
며, 18일의 성급한 추가공개로 이어졌다. 

3) 교차하는 관점들 

IS가 어나니머스에게 던진 질문, 즉 “IS를 해킹할 수 있겠는가” 또는 “IS는 해킹
할 수 있는 대상인가”(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은 단지 도발이 아니라 동시에 
IS 스스로가 내보인 자기진술의 일면이기도 했다. IS는, 적어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에 다수 계정들로 있으면서 파리 테러의 사진들과 시리아 “성전”의 영상들, 이러
저러한 메시지들과 선언문 등을 올리고 링크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팔로우’하는 IS들은, 자신들이 그간 어나니머스가 해킹할 수 있었던 상대들(국가·기
업)과는 다른 형태임을 주장했으며, 그것도 ‘국가임’의 주장(IS-국가)과 같은 시간상
에서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전개되는 것 같았다. 어나니머스가 해킹할 수 있는 게 
“안사르의 트위터와 이메일뿐”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양태가 또한 그러한 것임을 말
한다. IS-국가(“Caliphate”)는 이교도들(“Kuffar”)이 해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무
언가로 존재하는 한편, IS의 ‘국민들’(“Ansar”)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채로 국가
를 확장한다. 사실 이런 논리는 전통적 이슬람주의 원리(‘칼리파 국가’)203)에 기반하
는 측면이 있는데, 자신들의 이중적 존재양태(국가-인터넷)에 맞게 일부 변형한 것
으로 보인다. IS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다음 트윗 내용을 보면(사진 VI-10), 이러한 
생각이 IS 추종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10. IS 트위터 계정 메시지 
“칼리파 국가는 확장중이며, 온라인까지 확장할 것이다.” 

203) 칼리파(Khalīfah)는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공동체(Ummah)를 통치하기 위해 선출된 정치 
·종교 최고지도자를 뜻하며, 칼리파 국가(khilāfa)는 칼리파의 통치가 행사되는 영토를 가
리킨다. IS는 칼리파 국가를 자칭함으로써, 또한 초국가적 이슬람 움마의 복원을 시도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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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나니머스의 공격선언과 그에 대한 IS 텔레그램의 경고 이후 등장한 트
위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이교도’(Kuffar)는 어나니머스를 가리킨다. 어
나니머스가 트위터 계정을 공개한 시기와 맞물려 이와 같은 IS 쪽 반응들이 여기저
기서 나왔는데, 특히 해커들이나 시스템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계정들(텔레그램
의 “Elite Section” 등)에서는 어나니머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이 활발해
졌다. 강조하지만, 이런 계정들이 곧 IS-국가와 동일시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동일
시는 오히려 ‘IS의 힘’을 일정부분 간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IS는 이라크-시리아 
지역에서의 영토 확장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의 영토 확장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었
으며, 이런 국가-인터넷 결합의 생각이나 양상은 분명 전례를 찾기 힘들다. 국가는 
대개 인터넷을 자신에 이미 속하는 것이나 통치대상으로 간주할지언정, 병렬적 배치
의 동시 전개를 상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IS의 한쪽 축은 자발적 추종자들의 ‘비공
식적’ 작동으로 돌아가며, 그것의 존재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다른 한쪽 축과 
짝을 이룬다. 그리고 어나니머스는 그런 IS의 부분을 자신의 적으로 발견하고 방법
론을 짰다. 즉, 계정들을 해킹했다. 

사진 VI-11은 그렇게 발견된 IS의 역대응을 보여준다. 앞선 메시지에서 다섯 가
지로 간략히 제시된 지침들을 사안별 세부적인 테크니컬 가이드로 보충한 것이다. 
각각은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항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보안설정 
및 행동습관 요령에서부터 나아가 가상네트워크(VPN)를 설정하거나 토르 네트워크
를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꽤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들이 첨부돼 있다. 결국 인
터넷 계정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노출되지 않도록 해커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숨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인터넷상에서 국가로부터 익명화되기 위해 
어나니머스가 제시하는 구체적 행동요령과도 완전히 같은 것이다. 비-국가적 부분으
로서의 IS는 어나니머스처럼 ‘익명화’의 존재양태를 현실화하려 했고, 어나니머스로
부터 상정된 적은 어나니머스와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어나니머스는 그
러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익명화 방법론에 대한 파훼법을 찾아
야 하는 격이 됐다. 

더욱이 IS는 어나니머스로부터 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격으로 어나니머스를 
‘해킹’하려 하고 있었다. 사진 VI-12는 IS의 해커 계정들로부터 나온 메시지 중 일
부며, 팔로워들에게 어나니머스에 대한 해킹을 촉구하고 있다(“Hack the kuffar”). 
여기 첨부된 해킹 튜토리얼은 앞의 보안 가이드보다 훨씬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다. 
IS는 어나니머스에 대해 역으로 익명화 방법론뿐만 아니라 해킹의 방법론까지 도입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모두 어나니머스가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하던 일들이다. 그
런데 만약 IS가 어나니머스를 해킹할 생각이라면, ‘누구’를 또는 ‘무엇’을 해킹할 수 
있을까? 이는 어나니머스가 IS를 해킹하려 했을 때 처음 마주한 것, 그리고 IS로부
터 직접 들은 것과도 같은 질문이다. “대체 무엇을 해킹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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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11. IS의 사이버보안 가이드(일부) 

VI-12. IS의 어나니머스 해킹 메시지 
“이교도들을 해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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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의 해킹이 아니라, 어나니머스를 해킹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에 이 정
보를 접한 어나니머스 참여자들도 잠깐 헷갈려 했던 부분이다(“누가 누구를 해킹한
다고?”). 정보를 전한 쪽에서도 몇 차례 이를 강조해서 반복해야 했다. “이것은 어
나니머스로부터 IS의 해킹에 관한 것이 아니라, IS로부터 어나니머스의 해킹에 관한 
것이다.” 사진 VI-13은 IS가 ‘어나니머스를’ 해킹하기 위해 배포·공유했던 튜토리얼 
가운데 극히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내용은 악성코드부터 암호화 해시 함수, 사이트 
취약점 분석 및 SQL 삽입 공격, 트위터·페이스북 계정 해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며 부문별 사진을 곁들여 제법 상세한 편이다. 이 튜토리얼의 존재를 어나니머스 
참여자들이 알게 됐을 때 느낀 혼란이 이해할만 한데, 이것은 평소 어나니머스가 오
퍼레이션을 위해 공유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얼핏 내용만 보면 우리 쪽 자료 
같았다. 물론 IS의 이번 자료는 전부 아랍어로 작성됐다는 차이가 있고 이를 분석하
려면 따로 번역이 필요했다. 어나니머스는 “저들의 무기를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들을 전부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내용 자체는 이미 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좀 더 놀란 건 스타일의 유사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VI-13. IS 네트워크에 공유된 해킹 튜토리얼(일부) 
IS가 사용한 ‘로고’는 어나니머스의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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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가 튜토리얼 작성에 어나니머스를 참조했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확인할 길
도 없다. 말하려는 바는 어떤 형상적 유사성에 관한 것이다. IS는 일부러 어나니머
스를 조롱하기 위해 패러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그런 부분 말고도 느껴지는 
공통점 같은 것이 있다. 사용하는 이미지들이나 구도뿐 아니라 그것이 첨부되는 방
식에서, 예컨대 모든 튜토리얼 섹션이 서두에 “이슬람 국가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거나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일어난 군대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하
는 식으로 말이다(사진 VI-14). 특히 이들이 제작한 공격선언 영상을 보면, 내레이
터가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과 카메라 배치까지 거의 똑같다(사진 VI-15). 스스로를 
ICA(Islamic State Cyber Army) 또는 CCA(Caliphate Cyber Army)라 부르는 이
들은 해킹 공격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너희를 공격하고, 해킹하고, 추적할 것이다. 
외로운 늑대가 지상에서 너희를 타격했듯, 우리는 온라인에서 타격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가면 대신 후드를 쓰고 아랍어로 진술하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형상이기도 했다. 앞서 어나니머스의 로고가 머리 없는 공백의 자리에 아랍 남성의 
얼굴을 채워 넣은 형상으로 변형됐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가이 포크스의 얼굴을 공
백이 덮는다. 

VI-14. IS 해킹 튜토리얼(시작부분) 
“IS는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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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15. ICA의 공격선언 영상(캡처) 
“우리는 IS의 해커들이다” 

데칼코마니 같은 이런 형상화는 묘하게 어긋나면서도 서로를 뒤집어 대응시키는 
듯한 모습이다. 2008년 어나니머스의 출현 이래 이와 같은 형태의 영상 활용이 일
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이미지들의 
교차가 지시하는 적대적 대칭성이다. “IS의 해커들”과 어나니머스는 마치 성격이 다
른 쌍생아들이 싸우듯이, 같은 방법론을 갖고 숨거나 공격하면서도 서로를 증오하며 
유사성을 지우려 했다. 어나니머스의 IS ‘해킹’과 IS의 어나니머스 ‘해킹’에서 “누가, 
누구를 해킹할 것인가?”라는 서로에게 공통된 질문이 작동한다. IS 스스로가 어나니
머스를 조롱했던 것처럼 “해킹할 수 있는 건 계정과 이메일뿐”이라 할 때, 역시 비-
국가적이고 비-집단적인 익명을 공격하는 유일의 방식은 그런 우회적 식별을 통해
서일 것이다. 말하자면, 오퍼레이션 파리의 방법론적 가설은 안티-오퍼레이션으로서 
IS의 작동을 통해 그대로 반복된다. 서로가 서로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IS의 (역)반응에 대한 어나니머스의 반응은 결국 “우리는 익명이고, 익명
은 대상이 아니라 생각이다”라는 명제를 재차 강조하는 것이었다. 계정은 해킹할 수 
있을지언정 생각은 해킹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다. 지금의 
적대적 대칭 구도에서 이것은 어나니머스에게도 다시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
다. 오퍼레이션 파리의 가설은, 그것을 입증하려 할수록 자체 반증되는 교묘한 위치
에 있게 된다. 따라서 문제는 “계정을 통해 IS를 식별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식별 
가능하면 해킹 가능하다) “계정을 통해 익명을 식별할 수 없다”란 명제와 모순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었다. 처음에 이 모순은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들에게서 인지되지 않
았다. IS는 어나니머스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러집단’이나 ‘유사국가조직’으로 
어나니머스가 자신의 적을 오인했을 때는 적어도 그랬다. 일정부분 IS가 직접 던진 
질문 덕이기도 하겠지만, 그 적의 형상으로부터 깨달은 한 가지는 이런 재현방식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돼왔던 것이란 점이다. 어나니머스를 식별하기 
위한 국가 당국의 재현들(‘해커집단’, ‘반정부조직’)에서 말이다. ‘HBGary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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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잊혀진 노력을 상기해보자(5장). 그것은 분명 엉뚱한 시도였지만, 한편으로 어나
니머스 같은 대상을 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적 연구기획의 일반적 태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어나니머스는 일관되게 그러한 재현들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왔다. 

오퍼레이션 파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서의 IS를 인지하려는 새로운 시도였
다. 우리가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치 국가가 우리에게 대처하지 
못했듯이 재현절차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IS를 ‘번역’하려 했다. 굴절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개량된 방법론은 새로운 관
점을 수용하지 못했다. 계정들을 수집하고 목록화하는 백과사전식 전법은 어디까지
나 ‘그들’의 식별을 위한 앞선 작전들의 관점으로부터 태어나 자란 것이다. 이제 ‘우
리’와 ‘그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와 (다른) ‘우리’의 문제로 전환된 상황 속에
서, 오퍼레이션 파리는 우리의 적인 그 ‘우리’를 백과사전 속의 ‘그들’로 재항목화하
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관점에 따른 모순을 낳았다. 이전 관점에서는 전
혀 모순이 아니었으므로 분명 관점의 전환이 산출한 자기모순이다. 자기부정의 역설
과도 같이, 우리가 상대(‘우리’)에게 적용하는 파훼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아온
다. 아론 바의 방법론을 떠올리게 하는 SNS 계정 추적과 개인 식별의 매핑은 그것
이 과거 우리를 향해 쓰인 것이며 이미 부정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중의 자기부정
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오퍼레이션 파리는 우리와 같은 존재양태로서의 
IS를 발견했지만, 동시에 그러한 IS를 우리 가운데 식별해내기 위해 ‘국가적’ 재현을 
도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는 IS의 형상을 식별하는 방법이 만
약 우리를 식별하려던 재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번 작전
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냥이기도 하다. IS는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리고 들어왔다. 

‘관찰자’이자 또한 ‘참여자’이기도 한 나의 입장에서, 아쉽게도 어나니머스는 이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증상은 직접적으로 IRC 채널의 어떤 
분위기에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우리’들을 인식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안의 IS’라는 강박적 구도로 변형해서 의식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우리 
안에 IS 있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져 유통됐다. 이것은 ‘IS에 관한 다른 관점’이라는 
오퍼레이션의 문제의식이 자기역설에 직면해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와중
에 탄생한 서자 같았다. 기존 재현의 한계에서 벗어나 IS를 우리와 같은 양태로 새
롭게 인지한다는 차원의 명제가 - “우리 안의 IS” - 문자 그대로만 해석되고 신경
질적으로 수용되면서 서로에 대해 “너 IS지?”라는 기괴한 의심의 형태로 횡행했다. 
이는 우리 가운데 FBI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익숙한 불안과는 다른 종류의 편집증이
었다. 마치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적인 IS는 또한 익명의 일종으로 있
으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식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가면을 벗기려 
하지만, IS는 심지어 ‘가이 포크스’를 변형한다(다른 가면을 쓴다). 

실제로 IS 또는 추종자들이나 팔로워들이 어나니머스 채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
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IS-테러의 수법이 그러하듯, IS가 있다는 확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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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심이 공포나 불안의 형태로 먼저 있었다. IS들이 ‘익명으로’ IRC 채널에 
들어와 가만히 지켜보거나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부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
성은 충분했고, 그렇다하더라도 이들을 식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나니머스가 
참여자들의 익명화를 위해 마련한 장치는 그러한 식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경우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됐다. 내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들에서의 의심은 IS가 어나니머스의 이미지를 일정부분 차용하고 있다는 형상적 
유사성, 그리고 IS 쪽 네트워크에서 어나니머스에 관한 소식들과 IRC 반응들이 수
시로 등록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뒷받침됐다. 적어도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들에게 있
어선 말이다. “만약 IS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이라는 가정은 IS의 자리에 FBI를 넣
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달리 어떤 체포 가능성의 위협을 가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FBI 같은 당국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나니머스는 그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식
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사부 스캔들’에서처럼(5장), 비록 가장되고 과장된 것일지언
정 국가에 대해서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려 한다. 지금의 가정(‘IS의 가정’)이 던지는 
공포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는데, 온전한 피아식별이 불가능해지는 혼돈의 이미지에 
가까웠다. 

‘당국의 스파이’는 변절과 잠입의 문제였지만, 어디까지나 명확히 구분되는 적의 
자리로부터 파생된 결과였고 또한 일부 변절자의 확인을 통해 그 구도가 내부적으
로도 강화될 수 있었다. 즉, 변절이라는 범주 자체가 서로 구분된 상대 진영과 그것
으로의 변형 가능성을 내포한다. 누구나 변절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변절자를 
손쉽게 적의 자리로 되돌리는 배치를 통해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왜 변절이 일어
나는가”라는,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일단 “변절은 악이며 적”인 것
이다. 그러나 IS의 경우 - 그 자체가 ‘변절자’보다는 ‘충실자’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 이런 상정된 범주화에서 벗어나 있다. 어나니머스의 어떤 참여자가 IS로 변형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충실한’ 다수-IS들이 이미 익명의 형상으로 들어와 ‘충실한’ 
다수-참여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충실자’들의 형식
적 동질성 가운데 각각의 선악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많다”(we are 
many)라는 다수성 명제는 IS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 보였고, 어나니머스는 지금
까지 ‘다수’를 상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물론 ‘다수’란, 수의 많음
(plurality)만이 아니라 그런 셈(count)에서 빠져나가있다는 의미의 다수(multiplic 
ity)다(3장 참조). 국가의 셈법에선 하나의 동일 집합(same set)으로 분류될지라도, 
내적 차이로 존재하는 다수집합들(different multisets)이다. 

만약 IS가 우리와 같은 ‘다수’라면, “만약 IS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내포하는 혼돈은 말 그대로 중복(Multiplication)된다. 같은 집합이지만 다른 다수집
합이라는 개념은, 즉 같지만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 { }와 {  } 등과 같은 
존재 구분을 각각 승인할 것인가의 선택과 관련된다. 수학적으로, { }와 {  }는 
‘같은’ 집합이다. 그러나 ‘다른’ 다수집합(중복집합 또는 다중집합)이다. 우리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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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셈에서 양자를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도, 다른 것으로 다시 셀 수도 있다.204) 그
것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집합으로 설정될 때 { }와 ‘다른’ {  }, {    }, 
{    } 등등의 사실상 무한히 중첩되는 다수성(다수들의 다수)은 무시되고, 말
하자면 ‘익명화’된다. 어나니머스의 힘은 그런 익명화된 식별불가능성(셀 수 없음)에
서 나오는 것이었다. 같지만 다른 다수집합들의 존재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익명적 참여자의 형상을 세워나가면서 말이다. 기존의 적(국가·기업)은 그것을 [ ]
라는 대표·재현을 통해 하나로 셈하면서 다수집합들을 셀 수 없었다(식별하지 못했
다). 상대의 관점(셈법)에서의 ‘식별불가능성’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빠져나
오고, 상대의 인지 불능을 ‘해킹’하면서, 우리는 상대의 셈법도 알지만 그들은 우리
의 셈법을 모르는 상황들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IS라는 새로운 적은 우리와 같은 다
수의 형상을 취하면서 또한 우리를 우리의 적(국가·기업)처럼 굴게 만들었다. 

채널에 들어와 있는 익명들 가운데 누가 참여자이고 누가 IS인지 서로가 모르는 
상황에서, “킥”(/kick)이 난무했다. 킥은 채널에서 특정 참가자를 내쫓고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어느 순간 “IS가 여기 들어와 있나?”라는 발
언들이 나오면, 갑자기 흐름은 중단되고 일정 시간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킨 참여자들부터 무작위로 차단되기 시작했다. 어떤 경우는 채팅창에 대화보다 누
군가 ‘킥됐다’(kicked)는 메시지가 더 많을 때도 있었다. 이전 같으면 라이언 클리어
리처럼 배척됐을 ‘관리’가(5장 참조) 지금은 마치 불가피한 것인 마냥 받아들여졌다. 
당시에는 평소에 비해 IRC 접속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모두 대화에 활발히 참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 들어온 예비 참여자들 역시 분위기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라도 일단은 지켜보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엔 이들까지 배려할 여유는 없는 듯 했
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예비 참여자들을 잠재적 IS들로 간주하면서 오히려 오퍼레
이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오퍼레이션 파리는 확장된 운동으
로 존재하려 했고, 트위터 리포트 봇의 작동은 다수 참여를 필요로 했다. 사람들의 
관심도를 봤을 때 분명 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져 있었다. 그 가능성을 내쫓고 
있는 것은 지나친 방어적 태도들이었다. 

어떤 면에서 참여자들 스스로 상상의 ‘다수-IS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었
고, 그것은 실제 그러한 것처럼 작동했다. 잠재적 참여자의 ‘많음’을 일정부분 현실
적 IS들의 ‘많음’으로 해석해 자기 존재의 부분들을 축소했다. 이런 점에서도 IS의 
역공은 성공했다. 적어도 익명과 형식상 동질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익명의 참여
자들이 두 번 식별되지 않게 했으니 말이다. 개인 신원 양태(‘이름’)로부터의 익명화
는 기존 국가나 법적 체계에 대한 식별불가능성이지만, 다시 익명으로부터의 익명화
는 어나니머스적 양태와 IS적 양태를 분리해 익명을 둘로 쪼갠다. IS가 없었을 때 
기존 체계에 대해 익명은 곧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를 가리키는 동질적 범주로 존재

204) 소인수(prime factors)의 다수집합(multiset)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은 
{    }와 같이 표시된다. 이것은 {  }나 {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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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나니머스의 ‘참여자’와 IS의 ‘참여자’가 구분되지 않음으
로써 동질적 범주 자체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익명이라는 범주
가 검증과 확인의 대상으로 편입돼 버린다. 이것은 예비 참여자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참여자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었다. 

어차피 익명적 상황들 속에서 개별적 ‘참여의 사실’은 확인의 객관적 수단을 갖지 
않는다. 즉, 이름의 식별로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조치’가 ‘확인’에 선행한다. 
당시 나는 트위터 봇을 돌리면서 IRC에 접속해 있을 때가 많았는데, 나 역시도 어
느 순간 화면을 전환하면 차단당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짜증이 누적됐다. 그때마다 
프록시를 통해 아이피 주소를 변경해서 다시 접속해야 했고, 번거로운 게 사실이었
다. 어느 채널에서 참여자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나를 킥하거나 닥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 헛짓거리라는 걸 알거야(you can kick me or tell me to shut 
the f**k up, but you know this is not gonna work).” 이 말을 하고 그는 바로 
킥 당했다. 아마 표현은 안했어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참여자들이 적지만은 않았
을 것이다. 상황이 한창 바쁘게 돌아갔던 초기에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참여자
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을 보면 말이다. 아무튼 이
때의 분위기는 열정과 냉정과 관망이 뒤섞인 채, 또한 친구와 적이 한데 엉켜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때로 엉뚱한 내부 다툼과 함께 흘러갔다. 그리고 추측컨대는, IS
가 어나니머스와 형상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역시도 상황은 크
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직접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IS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
로 “우리를 지켜보는 익명”에 관한 인식과 의식, 조치들이 존재했을 테고 비슷한 자
기혼란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은연중에 서로의 관점에서 자기
를 관찰하고 있었던 셈이다. 익명의 쪼개짐 속에서, 해커들답게 서로의 유사 취약점
을 발견하고 알아갔다.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여전한 ‘국가’의 존재다. FBI든 GCHQ든, 이번 작전에서 
친구인지 적인지 모호한 국가 당국들은 또 다른 침묵 속에 ‘우리들’을 지켜보는 관
찰자였으며,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지 어쨌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그랬다. 
전례가 있었기에 그들이 채널을 어떤 형태로든 기웃거릴 가능성은 충분했고, 참여자
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를 당연하게 상정해왔다. 다만 IS에 대한 작전의 성격상 위화
감이 비교적 덜했을 뿐이고, 앞서 언급했듯 오히려 은밀한 동맹의 느낌마저 있었다. 
무엇보다 새로 출현한 적에 비하면 적어도 이번 경우 관심 상대가 아니었다. 오퍼레
이션 파리의 전개 동안 참여자들은 잠시 그들을 잊고 있었지만, 얼마 안 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어나니머스의 입장에서는 조금 나이브한 형
태였다. 11월 2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관료는 어나니머스에게 “IS에 대한 
사이버전쟁 시도를 좀 더 능력 있는 당국에 맡기는 게 좋을 것”205)이라 점잖게 충

205) RT, “Anonymous should leave ISIS cyberwar to professionals-NATO official,” 
2015-11-20  (https://www.rt.com/news/322865-anonymous-isis-nato-s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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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다. 그러면서 어나니머스가 IS에 전쟁을 선언한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일”이었
다고 칭찬해준다. 어나니머스의 시도 덕분에 “IS는 정부와 국가기관들에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 대표하는 모든 가치에 대항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발언의 당사자가 NATO 부사무총장(Deputy Assistant Secretary General for 
Emerging Security Challenges)인 제이미 시아(Jamie Shea)라는 사실을 생각하
면, 이는 NATO의 공식 입장에 가까웠다. 

다소 새삼스런 이 발언은 어나니머스 채널들에서 꽤 회자되기도 했으므로 잠시 
살펴보자. 그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것은 IS에 대처하는 국가(또는 국가 간 연합
체)의 전략이 태도나 방법에 있어서 어나니머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지점을 먼
저 자인하고 나서는 부분이다. “지하디스트는 소통과 포섭, 모금을 위한 도구로 월
드와이드웹을 이용하고 있으며, IS는 대략 4만 6천개의 트위터 계정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그런 트위터 계정들은 IS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첩보원(諜
報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IS에 대한 어나니머스의 
전쟁 선언은 “역효과를 낳는 것”(counterproductive)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테러리스트 관련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정보기관이 지적으로 매
우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이나 테러리스트들 또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어나니머스가 이런 유형의 일은 최선의 전략과 방법론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는 국가 당국에 맡기는 게 낫다고 본다.” 

어나니머스가 어떻게 응답했을지는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든다고?”라는 냉소나 황당함의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다.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는 국가기관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또 IS가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사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원에서는 더욱, “최선의 전략
과 방법론이 무엇인지” 더 잘 아는 쪽이 오히려 자신들이라고 느꼈던 건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군.”, “그러
니 NATO야말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이런 식의 조소에서부터(후자의 ‘전문가’
는 어나니머스를 말한다) 급기야 “NATO는 ISIS다”라는 분노까지 그 반응의 폭은 
다양하고도 부정적 방향으로 일관됐었지만, 또한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들은 이 문제
에서 국가의 끝까지 변하지 않는 태도를 재확인하고 있었다. 조소와 분노 말고도, 
제이미 시아의 발언에서 “전형적인 통치계층의 멘탈리티”를 발견했다. 사이버스페이
스는, 인터넷은 여전히 국가의 통치대상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일을 그르칠까 걱정
하며 마치 돌봄의 대상인 것처럼 인식할 정도로 ‘통치하려’ 든다. 이 당국자의 발언
에 악의는 없었겠지만, 바로 그런 진정성과 인식 수준이 드러내는 확고한 권력 배치
의 재현이 있다. 아무리 당했어도, 그렇게 해킹했어도, 국가는 우리를 ‘적’이 아니라 
- ‘친구’도 아니고 - 차라리 ‘국민’으로 볼 것이다. 통제로부터 벗어난 상대가 아니
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며,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으로 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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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국가의 관점에서, ‘익명’이란 없다. 실재와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것이
든 국가는 ‘익명’을 나름의 상태로 계속 재현할 것이다. 익명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2015년 11월 22일, 한 해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윗을 남긴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What the f**k have I done)?” 이후 그는 몇 시간에 걸친 자
기고백을 시작한다. FBI 트위터 계정에 비통에 찬 메시지들을 던졌다. “나는 확실히 
배신당한 것 같다. 당신들은 날 배신했다. 정부가 늘 그래온 것처럼 배신했다(@FBI 
and an animal I sure as f**k felt betrayed. You betrayed me. You 
betrayed your people like this government has).” 그는 “5hm00p”라는 별칭으
로 잘 알려진 해커였으며, 유명한 트롤집단이자 핵티비스트들인 “러슬 리그”(Rustle 
League)의 멤버다. 러슬 리그는 어나니머스를 일종의 라이벌로 생각했고, 안티-어
나니머스를 자처했으며, “@Anon_Central”(2013년 2월)과 “@YourAnonNews”(5
월) 등 어나니머스 계정들을 해킹한 전적이 있다. “5hm00p”는 당시 공격을 주도했
다. 그가 이제 와서 이 일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FBI의 스파이였
음을 고백했다. 그는 역시 해커인 주나이드 후세인(Junaid Hussain), 일명 “TriCk”
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FBI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은 1년 반 전, 그러니까 2014년 5
월경이다. FBI는 협조하지 않으면 그가 체포될 것이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질 것
이라 협박했다. FBI가 원하는 정보는 주나이드 후세인의 소재였고, 그는 “팀포이
즌”(TeaMp0isoN)이라는 핵티비스트 그룹의 리더였던 적이 있다. “5hm00p”는 같은 
그룹 출신으로 후세인을 알고 지냈던 몇 명의 친구들 이름을 댔다. 이들은 이후 FBI
의 조사를 받는다. 후세인은 17살이던 2011년 6월,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 이메
일을 해킹해 신상정보를 유출했고,206) 이 일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보냈다. 이후 
고향인 영국을 떠나 시리아로 건너간다. 이때의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
쨌든 몇 년 뒤에 “아부 후세인 알 브리타니”(Abu Hussain Al Britani)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데, IS의 핵심인물이 돼 있었다. 그는 IS의 ‘해킹부대’인 “사이버 칼리
파국가” 또는 CCA(Cyber Caliphate Army)를 이끌었고, 2015년 3월부터 약 세 차
례에 걸쳐 미 국방부 등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1,400명의 군 당국자와 
관료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했으며,207) 이를 “처형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배포했다. 
트위터에서 해당 인물들에 대한 “외로운 늑대의 행동과 처형”을 촉구했다. 후세인은 
해커로서의 직접 활동 외에도 평소 SNS를 통한 자발적 테러리스트의 모집과 포섭
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앞서 ‘처형 리스트’와 관련해

206) CNN, “Hackers claim breach of Tony Blair's personal details”, 2011-6-27, 
(http:// edition.cnn.com/2011/TECH/web/06/25/uk.blair.hacked.report/) 

207) The Guardian, “Isis 'hacking division' releases details of 1,400 Americans and 
urges attacks,” 2015-8-1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aug/13/ 
isis-hacking-division-releases-details-of-1400-americans-and-urges-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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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료 유출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를 “킬 리스트”(kill list)의 세 번째로 올려두
었으며,208) 이는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 “처
형자” 무함마드 엠와지(Mohammed Emwazi, 일명 Jihadi John) 바로 다음이다.209) 

“5hm00p”의 자기고백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는 자기 나름의 “처형 리스트”를 
집행하기 위해 해커들을 이용한 셈이다. 2015년 8월 24일, 후세인은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락까에서 살해된다.210) 사상 최초의 해커 대상 군사 작전이었다.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라 ‘전투원’으로 해커가 특정돼 군대에 의해 사살된 경우는 이번이 처
음이다.211) 이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부 후세인이라는 IS 핵심 
관련자를 제거한 일이 일종의 전쟁성과로 이해되는 것과, 한때 “TriCk”으로 불렸던 
21살의 해커가 폭격으로 사망한 것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
다. 민감한 사항을 섣불리 논하기보다 ‘해커들’에게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
여졌을지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그가 ‘위험한 해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제거목
록 최상단에 위치하게 됐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 아부 후세인이 위험한 인물이었
는지는 몰라도, 최우선으로 제거돼야 할 정도로 대단한 해커였는지에 대해서는 대체
로 의심해 왔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해커들이 평판에 민감할 뿐 아니라 평가 역시 
냉정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그가 ‘아부 후세인’으로서 처음 명성을 얻게 
된 2015년 1월의 미　중부　사령부(US　Central Command) 트위터·유튜브 계정 해
킹212)은 새로울 것도, 어떤 면에서 어려울 것도 없는 기술이었다. 또한 정말로 그가 
미 국방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부 후세인의 ‘진짜’ 해킹 실력이 아니다. 당시 해커 커뮤니
티들에서의 반응이 주로 “정부와 언론이 아부 후세인이라는 해커를 과대평가했다”
라는 쪽으로 흘러간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나니머스의 참여자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만 볼 수 없었다. 아부 후세인 또는 ‘사이버 칼리파국가’가 했다는 일

208) ibid. 킬 리스트(Disposition Matrix)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적’으로 지정해 추적·납치·
살해할 대상의 명단이다. 백악관 대테러보좌관이 작성한다. 대통령이 최종승인하면, CIA와 
미군이 실행한다. 

209) The Sunday Times, “British hacker is No 3 on Pentagon ‘kill list’,” 2015-8-2, 
(https://www.thetimes.co.uk/article/british-hacker-is-no-3-on-pentagon-kill-list-
6g95bfqwfnz). IS의 참수 영상에 지속적으로 등장한 ‘지하디 존’ 역시 영국 출신이다. 

210) The New York Times, “Junaid Hussain, ISIS Recruiter, Reported Killed in 
Airstrike,” 2015-8-27, (https://www.nytimes.com/2015/08/28/world/middleeast/ju 
naid-hussain-islamic-state-recruiter-killed.html) 

211) Motherboard, “Hacker Outs Himself as FBI ‘Snitch’ and Claims He Helped 
Track Down ISIS,” 2015-11-24, (https://motherboard.vice.com/en_us/article/nz 
7w9b/hacker-outs-himself-as-fbi-snitch-and-claims-he-helped-track-down-isis) 

212)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Junaid Hussain: CyberCaliphate Leader And 
ISIS Member Was Behind CENTCOM Hack, Report Says,” 2015-1-13, 
(http://www.ibtimes.com/junaid-hussain-cybercaliphate-leader-isis-member-was-
behind-centcom-hack-report-says-178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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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일들은, 진성 해커를 자부하는 이들의 기준에서 그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
서, 사실 어나니머스가 그간 해왔던 해킹·데이터 유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나
니머스 역시 비슷한 일들을 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더 많이 했었다. 따라서 
만약 ‘해킹’이라는 범주가 정말로 국가의 폭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면, 양자
의 차이에 관해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물론, 어나니머스는 “처형 리스트” 따위는 
만들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테러 촉구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또한 공습이 있던 시
기(8월)는 아직 파리 테러가 있기 전이고, 양자의 형상적 유사성이 인지되거나 심각
하게 고려되지도 않았을 때라 이 주제는 곧 잊혀졌다. 단지 10월쯤 짤막한 기사를 
통해,213) 코소보 출신의 한 해커가 체포됐으며 “Th3Dir3ctorY”라는 별칭을 썼던 
이 해커가 직접 미 정부 관료 1,300명 이상의 신상정보를 빼내 주나이드 후세인, 
즉 아부 후세인에게 전했단 사실을 알게 됐을 뿐이다. 

그런데 11월 20일 NATO로부터의 메시지는 이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최선의 전략과 방법론”이 드론 공습 같은 것이었다
면, 그 “전문가들”의  선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도, 22일의 ‘고백’
에서 드러나듯, 해커 네트워크의 회유와 협박이라는 전통적 수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말이다. 이것은 어나니머스에겐 다음의 둘 중 하나로 번역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IS의 ‘어나니머스적’ 형상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것이 아니라면 ‘어나니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또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부 후세인을 제거한 일에는 분명 뛰어난 해
커이기 때문만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또는 그래야만 한다). 즉, 그가 잠재적 IS를 
포섭하는 선동의 기능이었다는 점이 더 위험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사
실인식이 여전히 당사자 또는 수뇌부의 제거를 통한 기능의 와해라는 방법론과 결
부돼 있었다는 점이다. IS적 방식의 선동이나 자발적 충성의 맹세는, 말하자면 아부 
후세인 없이도 또 다른 누구로부터도, 누구에게나 작동할 수 있고 작동한다. 트위터
와 페이스북, 텔레그램의 그 숱한 계정들을 통해서라도 말이다. 이것은 해킹 작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부 후세인’이라는 개인이 그리 대단한 해커가 아니었을지
라도, 이것은 ‘사이버 칼리파국가’의 해킹 공격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다. 다
른 익명의 해커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이를테면 “Th3Dir3ctorY” 같은 추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킹한 자료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해킹-기능을 
폭격한다고 해서, 서로가 이미 공유의 부분적 연결망인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는다. 

NATO는 2013년에 사이버전쟁 수행에 관한 법률적 연구를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이라는 형태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서는 일종의 사이버전쟁 교전수
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칙 29조’를 보면 “시민들은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213) The New York Times, “Malaysia Arrests a Kosovo Hacker Linked to ISIS,” 
2015-10-15, (https://www.nytimes.com/2015/10/16/world/asia/kosovo-man-is-ac 
cused-in-theft-of-inform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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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지만, 참여하는 동안 공격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박탈당한다”라고 명시돼 있다(Schmitt ed. 2013: 104). 이것은 전쟁 기간 
사이버 공격에 참여하는 핵티비스트들이 시민신분일지라도 국가로부터 합법적 공격 
타깃이 될 수 있음을 뜻하며,214) 당시 NATO가 해커들에게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탈린 매뉴얼’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슈미트
(Michael Schmitt) 교수는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국가 간 전쟁 및 내전 상황을 염
두에 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다는 것이 어나니머스였는데, “NATO가 
어나니머스 멤버를 사냥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215)

이라 말한 바 있다. 군대나 조직화된 저항군에 속하지 않은 해커가 개별적으로 대립
의 한 쪽 편에 서서 상대측 지휘통제망을 교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비록 시민 
신분을 유지할지라도 적법한 공격 대상으로 간주되며 ‘전투원 면책’(combatant 
immunity)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chmitt ed. 2013: 105). 이 문건이 작
성될 당시에는 기껏해야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디도스 공격(2007년)이나 이란 핵시설
에 대한 미국의 스턱스넷 공격(2010년) 정도가 법률적 인식수준 범위로 들어오기 시
작하던 때다. 국가행위자나 유사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미국이 IS-국가에 공습을 
가하고, IS-테러가 파리에서 연쇄폭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나니머스가 IS-사이버
국가에 전쟁을 선언하는 등의 양상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전투원’인 
IS의 해커를 사냥하기 위해 드론을 출격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지금의 문제는 ‘국가’ 단위의 전쟁 속에서 ‘개인’ 해커들의 신분·지위에 관한 차원
을 벗어나 있다. 만약 미국이 IS-국가와 전쟁 중인 것이라면, 국가와 별개로 IS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싸우는 어나니머스는 ‘시민신분의 해커’인가, ‘전투원’인가?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아부 후세인을 ‘전투원’으로서 공습한 미국은 IS를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셈인가, 아닌가? 둘 다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IS-국가가 
자신과의 ‘전쟁’에 참전한 어나니머스의 해커들을 마찬가지로 폭격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타깃 설정인가, 아닌가? 당시 이런 문제들이 채널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제기
됐을 때, 나는 솔직히 판단이 어려웠다. 지금도 일정부분 그렇다. 이것은 판단 이전
에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 같은 의미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은 양자 
모두에게 부적절한 선례와 명분을 남긴 셈이 됐다. “전략과 방법론”에 있어서 전부 
그랬다. 국가는 해커를 IS 최고지도자에 버금가는 위치의 ‘위험인물’로 등재하면서 
기존과 달리 이번 ‘전쟁’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와 작동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
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결국 “룰즈섹”과 “사부”를 제거하고 

214) The Guardian, “Rules of cyberwar: don't target nuclear plants or hospitals, 
says Nato manual,” 2013-3-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mar/ 
18/rules-cyberwarfare-nato-manual) 

215) Mother Jones, “Drone Strikes on Hackers?,” 2013-3-28, (http://www.mother 
jones.com/politics/2013/03/can-nato-drone-computer-h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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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하면서 어나니머스에 대처한 방식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보였다. 
복잡한 생각거리를 던진 덕분에, “5hm00p”의 ‘밀고’는 “사부”의 ‘변절’에 비하면 

너그럽게 넘어갔다. 어쨌든 후세인은 진짜 테러리스트와 관련돼 있었고, 이번 경우 
직접적으로 동료를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5hm00p” 자신이 지
나치게 괴로워했으므로, 무슨 말을 하기도 그랬다. 그는 이것이 스스로 느끼는 죄책
감에 관한 문제라고 (FBI를 향해) 말한다(“MY CONSCIOUS. I f**king helped 
you MURDER him. Do you know how I feel now when I sleep at night? 
Regardless that he was a terrorist”). 그의 비통함이나 자의식과 별개로, 어나니
머스의 참여자들은 다시금 반복된 스캔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씁쓸한 과거를 떠올
리게 됐고 국가라는 불변의 개입을 (재)의식하게 됐다. 오퍼레이션 파리는 실제로 
IS와의 싸움만이 아니었다. 국가와, 반(半)국가/테러와, 익명이 한데 뒤섞여, 또는 
그런 시선의 얽힘을 상정한 채로, 일정하게 서로가 ‘적들의 관점’을 생각했고 그것
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번역하려 했고, 어떻게든 대응했
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오퍼레이션들’이 12월 말까지 지속됐다. 

2015년 12월 10일, 미군이 주도한 연합군 공습으로 시풀 하크 수잔(Siful Haque 
Sujan)이 락까에서 사살된다.216) 수잔은 영국 출신 시스템 엔지니어였고, 아부 후세
인 사망 이후 IS의 “최고 해커” 자리를 물려받았다. 펜타곤의 대변인은 그가 “IS의 
해킹 공격들을 지원했으며, 반(反)감시기술과 무기개발에 관여했다”217)고 설명했다. 
“그가 사망함으로써 IS는 네트워크들 사이의 핵심 링크를 잃게 됐다.” 이로써 대
(對)IS 전쟁에서 해커에 대한 두 번째 공습이 완수됐다. 그러나 수잔은 대체로 후세
인보다도 낮은 수준의 해커로 알려져 있다. IS 네트워크에 그가 지원했다는 반감시
(anti-surveillance) 기술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보안 가이드” 같은 기초적인 대
응책(VI-11 참조)에 가까웠다. 그리고 “무기개발”은 맬웨워(malware)를 말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그가 실제로 이런 악성코드를 자체 제작할 필요성과 기술이 있었는
지는 알 수 없다.218) 굳이 자체 제작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코드들과 또한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발적 추종자들이 다수로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7
일부터 27일까지 12월 한 달간의 연쇄 공습으로, 수잔을 포함해 연합군이 식별·지명
했던 IS-국가 ‘수뇌부’ 중 10인이 제거됐다. 그리고 IS는, 적어도 IS-사이버국가는 
인터넷상에 아직 남아 있다. 

216) BBC News, “IS computer hacker Siful Haque Sujan killed in air strike,” 
2015-12-31, (http://www.bbc.com/news/uk-wales-35206038)

217) U.S. Department of Defense, “Coalition Killed 10 Senior ISIL Leaders in 
December,” (https://www.defense.gov/News/Article/Article/639489/coalition- 
killed-10-senior-isil-leaders-in-december/) 

218) War on the Rocks, “Killing Jihadist Hackers Sets a Flawed Precedent,” 
2016-2-2, (https://warontherocks.com/2016/02/killing-jihadist-hackers-sets-a- 
flawed-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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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트위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건의 소송이 
제기된다. 원고인 타마라 필즈(Tamara Fields)는 남편의 죽음에 트위터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219) 로이드 필즈(Lloyd Fields)는 2015년 11월, 요르단에서 IS 추
종자의 자발적 테러로 사망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트위터가 없었
다면, 지난 몇 년 동안 IS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무리가 있던, 가족을 잃은 어느 개인
의 이 주장은 어떤 면에서 - 트위터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 사실과 닿아 있다.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적 도구들이 있는 한, ‘IS적인 것’도 있다. 그리고 오
퍼레이션 파리는, 적어도 반-IS적 익명-운동은, 종결 이후의 시퀀스 속에서 또 다른 
작전들로의 변형을 기다리며 ‘접혀진’ 채로, 그렇게 역시 남아 있다. 

VI-16. “우리는 익명이다” 

219) The Verge, “A terrorist killed this woman’s husband, and now she’s suing 
Twitter,” 2016-1-14, (https://www.theverge.com/2016/1/14/10768478/twitter-isis- 
lawsuit-shields-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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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명 불가능한 것, 식별 불가능한 것, 존재 가능한 것 

1) “하나로 합치기, 영으로 나누기” 

익명은 대상이 아니라 생각이다. 어나니머스는 그렇게 생각한다. 기술하는 자가 
번역하기 이전에 익명들 자신이 그런 명제들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한 
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어나니머스는 생각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
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현실화되고 또 어떤 결과들로 이어지겠냐며 묻는
다. 한편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스스로에게도 묻고 있다. 어나니머스의 사고실
험, 말 그대로 ‘생각의 실험’은 그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당장의 민족지가에게도 
도전과제를 던진다. 나는 채널에서 대화 도중 나의 작업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는
데, “어나니머스를 기술한다.”라는 말에 상대 익명은 곧장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기술하려고?” 그때 나는 지금의 작업에서 “일단 기술하라” 같은 명
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괄호 쳐진 목적어를 기술하기 위해 대상을 만들
어내지 않기로 한다면 말이다. 

‘생각을 기술한다’는 것은, 즉 익명을 기술하려면, 대상-생각(‘익명’)을 기술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익명 자신이 반대할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
다. 오퍼레이션 파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자신을 모 신문사 기자라고 밝힌 
이가 채널에 들어와 대화를 신청했다. 어나니머스가 IS에 전쟁을 선언한 것과 관련
해 기사를 쓰고 있다며, 오퍼레이션의 진행 상태와 정확히 몇 개의 트위터 계정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을 물었다. 나름대로 만족한 답을 얻은 듯 보였
고, 마지막으로 그는 인용을 위해(“for credit”) 어떤 이름을 기사에 써야 할지 물었
다. 그게 왜 필요한지 되묻자, 보통 출처표시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누군
가 내 이름이 ‘앨리스’인 것과 ‘밥’인 것이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 보라 했고, 그는 
익명의 채널에 들어와 이름을 물은 실수를 곧 깨닫고는, 그러면 “어나니머스 멤버”
라고 하면 될지를 확인했다. “어나니머스는 생각이지, 집단이 아니다.” “우리 모두
가 어나니머스다(each of us is all of us).” 익명들이 대답했다. “내 이름이 나에 
대해 증명해 주는 건 아무 것도 없으니, 출처표시의 관행을 위해서라면 그저 ‘어나
니머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쓰라.” 

사실 어나니머스의 어떤 생각들을 인용하면서 ‘Alice’(여, 21세, 프로그래머), 
‘At0m0s’(남, 32세, 어나니머스 멤버) 같은 식의 개체화나 식별의 부기는 의미가 없
을 것이다. 그런 기술적 관행은 어나니머스의 생각에 관한 기술에서 아무런 정확성
과 객관성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제시되는 어떤 이름이 자신을 식별할 만한 것이 
되게 놔둘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지만, 개인의 ‘식별’이라는 문제 이전에, 적어도 참
여하는 동안은 ‘개인’으로 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명”이라는 명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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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가 ‘개인’들 또는 ‘개인의 발언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익명은 생각”이라
는 명제는 그러한 존재양태를 가능한 것이 되게 한다. 생각이라는 존재는 개체나 집
단의 가시적 판별점을 벗어나며, 다른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라는 
‘생각’이나 IS라는 ‘생각’ 같은 양태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이다. ‘어나니머스’라는 
대상과, ‘국가’나 ‘IS’라는 대상들 사이의 비교와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 그런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인식체계상의 ‘국가’라는 대상 정의와 비교하는 순간 ‘어나니머스’나 
‘IS’ 역시 그런 분류 틀로 포섭된다. 우리는 분류의 모델들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앞서 오퍼레이션 파리에 관해 기술하면서, 나는 무엇보다 이런 생각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싶었다. 내가 비교하기 이전에 참여자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전개하는 차이
화와 비교들이다. ‘앨리스’나 ‘밥’이나 ‘캐롤’과 ‘제이미 시아’나 ‘아부 후세인’을 비
교하는 것도 아니고, NATO와 사이버 칼리파국가를 어나니머스와 비교하는 것도 아
니다. 비교의 장소는 오퍼레이션 파리다. 즉, 오퍼레이션 파리에서 이미 자기-비교
가 작동하고 있다. 오퍼레이션이란 결국 ‘생각들’의 집합적 형상화(조사·발견·검증의 
절차들)이고, 오퍼레이션 파리는 IS(라는 생각)에 관한 생각, 국가(라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 내적으로 중첩한 전개였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의 관점으로 자신을 관찰하
는, 이미 다른 관점들의 얽힘이 교차하는 장소다. 이것은 민족지가의 업무와도 뒤엉
킨 생각거리를 제시하는데, 민족지 작업이 비교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퍼레
이션의 참여자들이 일정부분 민족지가처럼 관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참여-관찰
자’로서 작동했다. 

나는 그런 ‘참여-관찰’들을 기술해온 셈이다. 나 자신이 부분으로서, 개별의 ‘참여
-관찰’로 작동하면서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나니머스의 ‘문화’에 관해서는, 적어
도 그 용어를 사용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 ‘어나니머스 문화’라고 불릴 만한 것
도 이와 관련이 있다. 스트래선(Strathern 1992)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란 “사람들
이 자기 세계의 서로 다른 영역들 사이를 유비하는 방식”(42)에 관한 것이다. 문화
라는 모호한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수백 가지가 넘지만, 지금의 관점을 따를 때 
모든 문화는 “거대하고 다차원적인 비교의 절차”(Viveiros de Castro 2014: 85)가 
된다. 인류학을 비롯해 ‘비교문화연구’로 불리는 작업들이 “문화를 통해 문화를 연
구하는 것”(Wagner 1981: 35)이라면, 그런 작업에 수반되는 지적 절차들 역시 이
런 의미에서 문화적이며 ‘원주민’과 ‘인류학자’ 모두 동질적인 비교절차들에 참여해 
있다. 여기서 기술되는 타자의 ‘문화’는 해당 원주민의 타자에 관한 자기-비교를 (인
류학자가) 자기-비교한 결과가 된다. 어나니머스의 자기-비교는 오퍼레이션의 참여-
관찰, 즉 참여자들의 자기-관찰로 작동하고 그것은 일정하게 ‘타자의 관찰’(서로 다
른 자기-비교들)이라는 사실관계를 내포한다. 이런 뒤엉킨 자기-비교가 ‘문화’(서로 
다른 영역들의 유비)인 한,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을 기술하는 인류학자는 참여-
관찰(자기-비교)을 통해 참여-관찰(자기-비교)을 연구하는 것이며, 즉 ‘어나니머스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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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관찰을 참여-관찰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메타-비교의 차원이 아니
게 된다. 마치 개별 봇들이 봇넷에 속하지만 또한 봇넷이 봇들의 이미 부분인 것처
럼, 토렌트 교환의 참여자가 ‘시드’이면서 부분적 ‘피어들’로 작동하듯이, ‘참여-관
찰’(참여-관찰의 참여-관찰)은 개별의 참여-관찰들로 있다. 그리고 어나니머스(오퍼
레이션들의 오퍼레이션)가 오퍼레이션들로 있는 것과 같이, 어나니머스라는 생각은 
하나의 동일한 의견이나 이데올로기적 대상이 아니라 곧 개별 오퍼레이션의 참여-
관찰(자기-비교)들이다. 그것을 기술하는 것, 즉 그런 참여-관찰의 참여-관찰은 역
시 개별의 참여-관찰이 된다. 결국 “어나니머스는 생각”이라는 명제를 유지할 때, 
그 동질적 범주의 교차형상 속에서 어나니머스를 기술하는 일(참여-관찰)은 ‘오퍼레
이션’처럼 수행된다.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들이 개별의 민족지가처럼 작동하는 만큼
이나, 참여-관찰하는 나의 작업도 일정부분 오퍼레이션과 같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오퍼레이션 파리의 기술(오퍼레이션 파리의 오퍼레이션)은 어나니머스라는 생
각을 오퍼레이션 파리라는 동질적 생각으로 생각하는 일이다. 생각을 기술한다는 것
은 그것을 기술자인 주체와 이질적 대상의 관계로 처리하는 것이라기보다 ‘생각을 
생각하는’ 것에 가깝다. 

두 ‘연구’ 간 이런 형식적 동질화는 익명적 상황들에서 ‘앨리스’나 ‘밥’이라는 대
상을 관찰할 수 없었음에도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나 오퍼레이션 안티섹, 오퍼레이션 
파리를 참여-관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석이 된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기업 연구’나 오퍼레이션 안티섹의 ‘국가 연구’, 오퍼레이션 파리의 ‘IS 연구’ 등등
은 지금의 ‘익명 연구’에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차한다. 각각의 오퍼
레이션-연구들에서 참여자들은 내가 그러했듯이 이러저러한 자료와 기사를 링크·공
유하고 참조하며 분석하고 기술한다. 실제로 내가 인용한 기사 가운데 대개는 이들
이 직접 제시하는 소스들로부터 얻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일종의 ‘민속자료’처럼 
참조했는데, 단순히 객관성의 지표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나름의 관점에서 공유
했던 ‘앎’의 지표로서 말이다. 나의 연구는 앞선 오퍼레이션들(기업·국가·IS의 연구
들)의 전개를 순차적으로 따라왔다. 그런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일관된 기획으로 마
련됐던 것은 아니고 각기 서로 다른 국지적 상황들 속 (집합적) 저자의 작품이지만, 
나는 지금 시점에서 이들을 나의 ‘생산절차’로 소급해서 생산했다. 다소 예외적인 
것은 4장의 ‘교환 연구’였는데, 이것은 기업·국가 연구를 연결·링크하는 논리적 절차
로서 도입됐다. 즉, 오퍼레이션 안티-ACTA와 ‘최후의 수단’ 같은 이후의 공유 연구
로 확장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보충적 변환 작동이었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작업을 오퍼레이션의 작동과 동질적
인 절차로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의 링크에서 마찬가지
로 어떤 익명적 교환이 존재한다. 대상에 대한 생각은 그것의 식별을 상정하지만, 
생각의 생각은 그와 다른 비식별적 인지범주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운동’이나 ‘정치’ 같은 범주다. 어나니머스의 ‘기업 연구’나 ‘국가 연구’가 모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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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범주들(반-저작권법 운동이나 공유 운동, 익명 정치 등)과의 연결로서 현실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운동’이나 ‘정치’는 그 자체로는 모호한 대상 정의 
속에 있고, 그 합의되지 않는 이미지들로부터 어나니머스는 ‘다른’ 운동과 정치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반-기업 정서나 반-국가 이론의 틀에 있지 않은 
채, 익명이라는 ‘셈해지지 않는’ 형상으로 빼내면서 기존 대상들(시민운동, 정당정
치)로 포섭되지 않게 한다.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션들은 ‘시민운동’과도, ‘정당정치’
와도 다르다. 현실화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익명은 ‘시민단체’도, ‘의회정당’
도 아닌 것이다. 또 그런 것들과 같지 않으려 한다. 어나니머스는 익명-운동과 익명
-정치가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운동’과 ‘정치’의 
새로운(확장된) 범주를 만들려 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운동이나 정치가 서로 다른 개별 오퍼레이션들 사이의 비
식별적 교환경로가 되는 것이라면, 지금의 익명 연구 역시 그런 확장 범주들을 통해 
개별 오퍼레이션들에 링크된다. 다시 말해, 나의 개별 참여-관찰은 운동이나 정치의 
범주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연구를 현실화한다. 물론 대상을 객관화하는 문제라
기보다 관점의 문제다. ‘운동’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를 식별해주지는 않지
만, 그런 식별불가능성을 오퍼레이션들의 전개 속에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동질적으
로 ‘유비’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로서(“We are Anonymous”) 해당 방식을 공유
하게 됐는지 드러내준다. 참여자들도, 외부 관찰자가 또한 그러하듯 서로를 ‘객관적
으로’ 모르겠지만, ‘익명인 우리’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다’(“We are 
many”). 개인 식별로 수의 많음을 셈했기 때문이 아니라, 익명-운동과 익명-정치의 
참여를 현실화하는 공통의 유비를 통해 ‘식별 불가능한 익명’의 존재를 인지했기 때
문이다(“We are everyone and we are no one”).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닌” 무엇, 즉 “다수인” 것, 결국 “익명”은 운동이나 정치의 
범주로 접근 가능해지는데, 그런 범주들이 익명을 대상으로 포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익명이라는 생각(“Anonymous is an idea”)이 현실화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오퍼레이션 파리라는 어떤 운동에서 익명이라는 어떤 생각을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
서 우리가 운동이나 정치의 범주로 익명이라는 생각에 접근하더라도 익명을 시민단
체나 정치조직으로 인식하는 일과 같지 않으며(“Anonymous is not a group, nor 
an organization”), 이 경우에 운동이나 정치는 또한 생각의 범주가 된다. ‘장소’는 
여기서 생각이 현실화하는 동질적인 범주고, 운동이나 정치라는 ‘생각’을 통해
(“Anonymous is a movement”) 익명이라는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다. 

익명-운동·정치-오퍼레이션-참여관찰의 이런 동질성(‘생각’)과 그것이 허용하는 반
복(‘생각의 생각’)은 대상을 (재)식별함 없이도 - 식별 불가능한 것을 식별 불가능한 
것으로 둔 채 - 기술 가능하게 한다. 익명의 기술은 익명의 식별을 상정하거나 그것
으로 귀결되는 일 없이도, 그 식별되지 않음의 상황들(우리는 익명이라는 생각)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어나니머스가 사실 ‘앨리스’나 ‘캐롤’ 등등이었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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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같지만 다른 ‘앨리스’들이거나 그리고 ‘캐롤’들이라는, 다수집합들의 집합으
로 생각·기술하게 된다. 익명-운동이란 일종의 익명-되기의 운동이고, 익명-되기는 
‘앨리스’와 ‘캐롤’ 등을 익명화하는 동질화 절차일 뿐 아니라 또한 기존과 다른 ‘앨
리스들’과 ‘캐롤들’을 만들어 내는 내적 익명화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 이
름(대표·재현)들로 식별됐던 대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이게 하는 내적 차이
화(자기와의 차이)로서 말이다. ‘앨리스’는 이런 오퍼레이션의 참여자-앨리스나 저런 
오퍼레이션의 참여자-앨리스와 같지만 다르게 산출된다. 익명들은 이를 “하나로 합
치기, 영으로 나누기”(United as One, Divided by Zero)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익명이다”라는 명제는 익명의 외적 확장의 절차들(“1로 합치기”), 그리고 
내적 확장의 절차들(“0으로 나누기”)로 중첩·반복된다. 

우리는 모두이며 아무도 아니다. 
(We are everyone and we are no one.) 

하나로 합치고, 영으로 나뉜다. 
(United as One, Divided by Zero.) 

우리는 익명이다. 
(WE ARE ANONYMOUS.) 

1을 0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래 무엇을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되
지 않거나 또는 정의할 필요가 없어서 가능한 연산(작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컴
퓨터 연산(부동소수점 연산)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해 “NaN”(not a number)이나 
“∞” 값을 반환한다. 위의 진술은 익명=생각 명제와 더불어 비교적 최근 시점에 보
충적으로 첨부된 것이며, 오퍼레이션 파리의 선언문들에도 자주 등장했던 문구다. 0
으로 나누기는 ‘나눔’이라는 연산의 의미에 물음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나눈다”
(  )는 것은 무언가()를 같은 양()만큼 누군가()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는데, 만약 아무에게도 배분하지 않는다면, 더 정확히 말해 ‘아무도 아
닌 것’(no one)에 배분한다면(  ), 어떤 크기의 값을 산출할 수 있을까? 사실상 
아무도 아닌 것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없다(정의되지 않는다). 대수(代數)적으
로 보면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으로 정의되므로(×    ↔   ),   일 때 
×  를 만족하는 의 존재를 요청한다. 여기서 ≠일 경우, 모든 수에 을 
곱하면 이므로 해당 식을 만족하는 는 없다(수가 아니다).   이라면, 반대로 
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많아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경
우든 0으로 나누기의 결과는 정의되지 않는 채로 남는다. 

이 같은 표현이 어나니머스 자기규정 명제로 생산된 것은 “생각” 명제가 도입된 
이후다. “생각” 명제가 비-집단 명제에 대한 보충적 주석으로 작동했다면(“Anonym 
ous is an idea, not a group”), “0으로 나누기”는 생각 명제에 대한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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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첨부처럼 개입한다(“United as One, Divided by Zero”). 따라서 이 문제를 
익명의 관점에서 (재)번역할 필요가 있다. ‘1로 합치기’는 이질적 대상들을 동질적 
다수-생각들(같지만 다른 ‘1’들)로 있게 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합과도 같지 않은 
집합적 양태를 형상화한다. 동시에 ‘아무도 아닌’(=0) 제수(除數, divisor)로 나눠지
면서 무언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로서 ‘익명인 우리’가 있다 등. 

부동소수점(浮動小數點, Floating-point) 연산220)에서 컴퓨터가 뱉어내는 오류 메
시지(NaN, ∞)를 하나의 산출값으로 생각해보자. 그러한 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
정해보자. 익명이 바로 자신이라고(“divided by zero”) 생각하는 상황들 말이다. 유
념할 것은 이런 가정 자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학에서 금
기시되는 연구주제도 아니고 컴퓨터 연산에서 애초에 해당 요청 입력이 금지되는 
영역도 아니다. 만약   인 가 있다면, 이는 곧바로 다음의 내부 산출값을 생
성하는데   ×  이라는 변형이다. 가 무엇이었든, 0으로 나눈 값이 로 존
재하는 상황에서 는 이제 0이 된다. 물론 의 값은 ‘무한하므로’ 여전히 가 하
나의 대상으로 할당될 수 없음은 같다(가 무엇이든 해당 식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중의 내부 산출값이 있게 되는데,   역시 그것이 무엇이었든(가정된 상황에서) 다
시 무엇이든 된다(확장된 상황에서). 결국 익명은, 익명-되기의 절차는, 원래의  내
부에서 고정의 무화를 통해( ) 정의되지 않은 값, 식별 불가능함을 산출한다. 그 
값이 정의되지 않고(허용되지 않고) 식별되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라, 비-정의적
이고 비-합법적(‘불법적’)이지만 식별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는’ 상황들을 만들면서 
말이다. 

이것은 기존의 가 무엇이거나 작동할 것이다. 극한(limit)의 관점에서     
꼴의 쌍곡선(hyperbola) 함수는    ⋯ 에 대해 가 0에 가까워질수록 양이나 
음의 무한(±∞)으로 발산한다. 이때 lim

→ 
의 일반형에 대해, 예컨대 

lim
→ 

과 lim
→ 

는 각각 1과 0의 다른 값들로 표시되면서 의 꼴을 부정형

(indeterminate form)이게 한다. 즉, 값을 하나로 확정·판단할 수 없다. 와 
의 형태에 따라서는  꼴의 결과값들도 0, ±∞, 그리고 0이 아닌 실수들로 
‘무한히’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값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식별되지 
않을 뿐이다(따라서 정의되지 않는다). 인식체계상의 대상 정의에서 ‘없는’ 값들은 

220) 부동소수점(떠돌이 소수점)은 실수(實數, real number)를 재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는 
유효숫자의 고정된 근사치로 재현되며 밑수의 지수로 그 범위값이 정해진다. 부동소수점은 
지수부 설정에 따라 소수점이 ‘떠다닌다’는 사실을 지시하는데, 매우 크거나 작은 실수를 
표현할 수 있어 과학적 기수법으로 쓰인다. 컴퓨터 연산은 이진법 체계로 작동하고(밑수 
2), 십진수 소수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계산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연산처리량을 
요구한다. 컴퓨터 CPU는 대개 부동소수점 연산을 전담하는 장치(FPU)를 별도로 포함하고, 
IEEE 754 표준에 따라 부호부·지수부·가수부로 부동소수점을 표현한다. “NaN”, “±∞”는 
이 표준에서 비정의 값이나 재현 불가능한 값을 ‘재현하는’ 값이다. 허수(虛數, imaginary 
number) 역시 실수(實數)로 재현되지 않기에 “NaN”으로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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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있으며’, 정의상 없는 대상과 식별 불가능한 있음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
다. 그리고 이는 가 어떤 값()이 될수록 와 함께 가 0이 되는 모든 경우
에 해당된다. 따라서 익명이 이중의 내적 생성절차인 한, 그것은 식별불가능성을 계
속 산출한다. 

익명=생각이라는 명제는 무엇보다 그런 ‘무화’의 작동(이질적 대상의 동질화 절차)
이 된다. 가 어떤 명명절차든 상관없이, 그것의 기존 결과값(‘앨리스’, ‘학생’, 
‘집단’ 등)을 익명화(→0)하는 절차를 통해 “하나로 합치고”, 다시 “0으로 나눈다.” 
생각은 이질적 분류들 사이를 순환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동질적 범주로(‘생각’) 
있으면서 그것을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로 합치기’가 ‘0으로 나누기’와 동시적
인 한, 즉 라는 익명의 절차 역시 동질적으로 상황에 개입하는 한(‘생각의 생
각’) 이미 존재하는 식별불가능성으로 익명이 다시 산출된다(익명이 존재하는 확장 
상황이 또한 존재한다). “우리는 익명이다”(WE　ARE ANONYMOUS). 즉, “익명이 
존재한다”(익명인 우리가 있는 상황이 있다). 익명-되기의 운동은 생각의 생각을 현
실화하면서 기존 상황 내부에 익명을 만들어 내고, 기존 상황을 확장하는 작동이다. 

2) 익명이라는 생각: 명명 불가능한 것과 동질적 다수성 

오퍼레이션 파리가 이런 의미의 익명-되기 운동이었다면, 그것이 산출한 익명들과 
익명적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생각의 생각, 즉 생각의 가능성(생각
을 생각할 수 있음)에서 생각은 대상과의 관계(명명)가 아니다. 생각은 실재와의 관
계다. 마치 0.1이라는 실수를 32비트 부동소수점으로 재현할 때 그 재현된 대상
(00111101110011001100110011001101)은 실재의 근사치(0.1000000014901161193 
84765625)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대상들의 체계는 실재를 가린다. 앞서의 부동소
수점 재현에서 0.1은 ‘없는’ 셈이다(명명체계에서 정확히 그것에 매칭되는 ‘이름’이 
없다). 더욱이 실재를 대상들의 관계로 사유하는 한, 체계 내 재현에서도 ‘재현 가능
한’ 실재와 다시금 멀어진다.221)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실재를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로 ‘알고’ 있는 예외적 상황을 상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재현체
계는 그것의 작동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대상들을 재현(시)하
고 있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런 체계적 간극은 우리가 끝까지 ‘모르는’ 실
재, 예컨대  같은 실수(무리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222) 

221) 0.1의 제곱은 근사치의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0.010000000707805156707763671875의 
값을 제시한다. 0.01의 32비트 부동소수점 재현은 00111100001000111101011100001010
이며, 이 재현값이 다시 지시하는 실재의 근사치는 0.00999999977648258209228515625
이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0.1²0.01이라는 관계가 재현체계에서 대상들의 관계로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라도, 그것이 마련하는 대상적 간극에서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0.1²≠0.01) 연산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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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그 간극은 미미하며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서로 다른 재현체
계 간 변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로 수용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
기서 말하려는 바는 이진법이나 십진법, 부동소수점 연산오류 같은 문제라기보다 실
재의 대상화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비실재성’이다. 앞의 사례에서 0.1²0.01이
라는 관계 역시 재현된(십진법 체계) 대상 정의적 관계라 말할 수도 있지만, 0.1이 
됐든 0.00011001100110011…﹙₂﹚이 됐든 또는   × 

이 됐든, 그것이 지시하려 했던 실재와 그 실재의 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지시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다. 즉, 이것은 단지 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상화
가 마련하는 식별불가능성, 이러저러한 명명들 가운데에 있는 명명불가능성의 문제
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 이
름으로 지시하려 했던 것의 식별가능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들에 관한 문제다. 
어쩌면 그 간극이 미미하거나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일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그
것을 무시할 수도, 중요한 것으로 고민할 수도 있다. 

생각이 실재와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보다 명명가능성의 문제로 실재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상황들, 인식체계상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라도 존재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일이다. 또한 기존 상황에서 명명된 것이
더라도 그것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식별 불가능한 실재의 자리를 빗겨 지
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일이다. 익명이 그런 실재라면, 익명에 관한 생각은 
익명이라는 생각의 생각을 통해 ‘비-대상적으로’ 익명과 조우하고 그것을 명명하지 
않은 채로 드러낸다. 여기서 익명은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현실적 
대상으로 식별된 것도 아니고, 생각 안에서 생각된 것을 가리킨다. 

앞서의 예를 다시 꺼내든다면, 그 0.1이나 0.01의 실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0.1이라는 것도 실재의 이름이 될 수 없기에, 그리고 그렇게 명명하는 순간 체계적
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명명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능성을 다른 접속점을 통해 가정해야 한다. 즉, 그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명명 불가능한 익명의 존재를 그것의 생각
이 전개되는 다수-장소를 통해 포착하는 일이 된다. “익명이 있다”라는 첫 번째 명
제는 “익명은 생각이다”라는 두 번째 명제의 가능성에 일정하게 기댄 채, 개별 오퍼
레이션이라는 다수-장소들과 그 안에서 생각된 것들의 존재로 입증된다.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파리의 경우 국가적인 것과 반(反/半)국가적인 것의 분리라는 정치적 생
각을 핵심으로 하는 운동이고, 이런 분리 운동(반-IS적 익명-운동)은 국가적인 것과 
IS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기존 상황에 대한 분리의 실

222) 실수 는 이진법 체계에서 11.0010010000111111011011이라는 24비트 정밀도 반올림 
근사치로 표현된다. 단정밀도 부동소수점으로 가수 1.10010010000111111011011, 지수 1
이고, 십진법 소수 3.1415927410125732421875에 대응하는데, 의 알려진 실제 근사치는 
3.14159265358979323846264338327950…로 일곱 번째 자리 이후부터 오차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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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반-국가적이면서 반-IS적인 익명)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로써 새로운 상황의 
가능성(익명이 존재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을 또한 도입한다. 

익명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 존재가능성을 산출하고 입증하는 이러한 절차와, 그 
안에서 이질적 대상을 동질화하고 다시 ‘0으로 나누면서’ 익명인 다수-참여자들을 
산출하는(입증하는) 익명화 절차의 동시성 및 동질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짝을 이뤄 순환한다. 분리적 운동을 통해 반-국가/IS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익명-되
기는 또한 그것의 참여를 만들어내면서 개별 참여자를 반-개인/집단적 익명이게 하
는 익명-되기고, 양자는 동질적 장소들의 접속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즉, 오퍼레
이션이라는 자기-비교나 자기와의 차이화가 상황의 ‘내·외부’를 순환하며 확장한다. 
내부와 외부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이질적 대상들이라기보다는 동질적인 
사건적 자리들이 된다. ‘앨리스’라는 개인과 ‘어나니머스’라는 집단 사이를 매개하는 
순환소라고 한다면 빗나간 재현이 될 것이나, 지금의 작동은 이질적 층위를 중개하
는 기능이 아니라 익명이 산출되는 장소의 동시적 다수화에 가깝다. 앨리스가 오퍼
레이션 파리의 참여자-앨리스(익명)로 기존의 자신과 분리·차이를 이루는 것처럼 오
퍼레이션 파리는 반-국가/IS로 분리·차이를 이루며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참여’
한다(그런 익명들이 있게 한다). 말하자면, 오퍼레이션 앨리스라는 어느 익명-되기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라는 익명-되기가 동질적인 오퍼레이션 파리의 다수-장소들
로 링크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비교들을 다시 자기-비교하는 참여-관찰자(‘나’)가 있다. 여기
서 ‘나’는 물론 특정 기술자의 ‘에고’와 같을 수 없다. 그것 역시 적어도 참여-관찰
로 있는 동안, 하나의 오퍼레이션처럼 작동하는 순간에는, 나름의 분리·차이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오퍼레이션 익명-기술, 또는 오퍼레이션 참여-관찰은 예컨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나 오퍼레이션 안티-ACTA, 그리고 오퍼레이션 파리 등에 각
각 짝을 지어 링크하면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를 드러낸다. ‘나’는 이들 사이를 
이질적인 것들로서(‘대상들’) 매개하는 또 하나의 이질적 순환소라기보다(대상/주체
관계), 개별 오퍼레이션들을 동질적 장소들로서(‘생각들’) 접속하는 동질적 순환작동
(생각의 생각)에 가깝게 된다. 결국 나는 그런 생각의 생각을 익명-기술이라는 현재
의 장소에서 전개(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익명-기술을 통해 포착되는 익명이라는 생각의 양태는 어떤 정치의 범주
들로 있다. 따라서 그 국가적 생각의 양태와 그 밖의 양태들을 익명적 생각의 양태
와 비교해 보자. 이는 반복하거니와 국가나 기업, IS라는 이질적 대상 간의 비교와 
멀리 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어나니머스와 비교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익명이라는 개별성을 다시 전체화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질성은 실재를 명명
함으로써 구성되고, 구성된 대상들 주변을 이른바 이질적 ‘혼종성’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순환한다. 그러나 명명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질적 다양성(복수성)과 동질
적 다수성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다양성이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셈하는 명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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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것들을 ‘같게’ 만들고 이런 재현된 ‘같음’들을 다시 셈한다면([1, 2]), 다
수성은 ‘같지만 다른’ 내적 다수집합들의 존재와 산출에 관한 문제다({1, 1, 2, 2}). 
라자뤼스(Lazarus 2002[1996])의 연구로 알게 된 바와 같이, 이질성을 버린다는 것
은 실재의 명명을 버린다는 것(명명과의 단절)이고 명명과의 단절은 곧 다양성을 다
수성으로 전위시키는 것이다. 다수(multiple)라는 것은 더 이상 대상의 이질적 다양
성이 아니라, 장소들의 동질적 다수성을 지시하게 된다.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나 
오퍼레이션 안티-ACTA 등은 이질적인 것의 이름이 아니고, 어나니머스는 그런 것
들의 혼종으로 묘사되는 대상도 아니다. 오퍼레이션 파리라는 장소는 이름이 아니
라, 그것으로부터 익명적 양태가 현실화하고 인지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명명할 수 없는 실재를 말하려 한다면, 그것의 다수-장소들
을 통해 실재와의 관계를 포착해야 한다. 지금의 비교가 오퍼레이션들을 명명해서 
이질적 다양성으로 구성하는 대신에, 오퍼레이션이라는 장소들로부터 익명적 양태에 
관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오퍼레이션 파리라는 장소에서 생각되고 
그것으로 인지되는 정치의 범주 속에 국가적 양태와 반(反/半)국가적 양태가 분리·
구분됐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선행하는 생각의 장소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국가적 양태가 그것과 익명적 양태의 분리를 강하게 상정한 
채로 전개(비교·연구)된 장소였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자본적 양태가 그것과 익명
적 양태의 분리 가정 속에 처음 전개된 장소였다. 또는 오퍼레이션 안티-ACTA와 
블랙아웃은 국가-자본적 결합양태에 반대하는 상황들이 익명적으로 확장-전개된 장
소였다 등. 각각의 장소는 국가적·자본적 양태와의 자기-비교를 통해, 가정된 익명
적 양태가 실제 그러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입증의 절차들이 된다. 

비교 또는 비교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자기-생산적 절차들은 익명
의 형상을 반-국가적이거나 반-자본적인 것으로 있게 하는 한편, 그것과 같지 않으
려는 분리적 선택의 실천들을 통해 국가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을 동시에 드러낸다. 
즉, 반-국가적인 것으로서의 익명은 이제 국가적 양태를 반-익명적인 것으로서 생
각한다. 이 차이는 미미하지만은 않다. ‘익명’이 지시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반-익명의 내용은 비-명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가’나 ‘기업’이라는 이름의 대
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익명’을 인식하는 일은, 익명
들 자신이 국가나 기업을 반-익명적인 것으로서 규정한다는 전회를 통해 순환적이
게 된다. 익명은 반-반-익명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또 다시 명명이나 대상화의 
문제로 회귀해서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생각된 것을 생각하는 일을 통해 어떤 주체
적 언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분리 운동으로부터 도출된 가정(“반-국가적인 양
태가 있다”)은 오히려 국가나 기업을 반-익명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익명적 양태를 
주체적인 것으로서 선행시킨다(“익명이 있다”). 이는 오퍼레이션 페이백이나 안티섹
이 서로 다른 개별성의 장소들일지라도, 이런 분리적 가정에 의해 주체적 장소로 드
러나는 한, 동질적 다수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링크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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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인지되는 반-익명으로서의 국가는 외재성의 양태다. 이질적인 것들

의 혼종, 이른바 총체성이라는 개념을 근거 짓는 것이다. 서로 이질적인 개인과 집
단의 전체적 합으로 사회를 틀 지우는 인식의 모드(mode) 말이다. 이것은 익명들이 
국가와의 분리적 운동을 통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개해온 가정이다. 익명
적인 것은 그런 국가적 모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적어도 그것으로는 포착되지 않
는 장소에 있으며 스스로 그러한 장소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써 
입증하려 했던 익명-되기의 내용이기도 하다. 익명들은 마치 ‘캡스록’(Caps Lock) 
키를 눌러 시스템 문자 모드를 변경하듯 익명적 모드로 전환하고, 그에 대해 ‘반-익
명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생각해 왔다. 비유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익명들은 어쩌면 그 같은 성격의 일인 양, 생각보다 복잡할 것도 없다는 
듯이 해당 변환작동을 전개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지배적 인식 틀을 인식하지 
못할 때 모드적이다. 인식 틀 자체를 알게 될 때, 그래서 그 변형가능성이 인지될 
때, 모드적이지 않다. 익명들은 개인과 집단이 외부의 유일한 식별의 장소를 갖는 
국가적 모드(외재성 양태)가 존재 가능한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지하
고, 상황이 이미 내부에서 전환됐음의 강한 시그널을 사람들에게 보낸다. ‘인서
트’(Insert) 키를 눌러 상황 내적으로 식별불가능성을 삽입하고, 때로 기존 정의들을 
덮어쓰면서(overtype) 말이다(‘삽입’과 ‘수정’ 역시 모드 변환작동이다). 이제 익명은 
반대로(전환모드에서 시프트키를 눌러 반전시키듯) 내재성의 양태를 지시하게 된다. 

익명의 내재적 양태는 익명을 산출하는 장소들이 다수로 있으며 그것도 동질적 
다수성으로 있기 때문에 내재적이다. 이질적 다양성이 하나의 외재적 자리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작동이 아니라 그런 일자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로 
셈하기’가 대상으로 삼는 다양성을 일자의 셈법에서 빠져나가는 다수성으로 바꾸면
서, 처음부터 명명 불가능하고 식별 불가능한 것이 상황에 내재했다는 사실을 동질
적 장소에서 가정하는 국지적 주체성의 작동이다. 우리는 그 동질적 장소들을 통해 
- 주체/대상 관계에서 빠져나가면서 - 익명이라는 생각에 링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해당 장소들을 참여-관찰하는 나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참여-관찰하고 조사
(비교·연구)하는 참여자들로부터 현실화된다. 익명적 장소들, 어나니머스의 오퍼레이
션이 익명의 다수-참여자를 (‘관객’이 아닌)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
다. 익명-되기의 내재적 산출, 다수-장소에서의 동질적 다수성은 어떤 형태의 일자
의 보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지 않으며 또한 않으려는 다수들로부터 
다수성으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명이다.” 즉, “우리는 많다.” 

“생각은 체포할 수 없다”라는 언표는 그 과정에서 국가의 익명에 대한 개입 시도, 
일자의 자리가 내재적인 것 가운데 (재)삽입되면서 다수-증인들을 대체하고 동질적 
다수성을 이질적 다양성으로 탈바꿈시키는, 결과적으로 익명의 산출을 무화하는 상
황에 대한 거부의 언표다. 이것은 나에게 “생각은 주체/대상의 관계로 식별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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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의미로 들린다. 익명이라는 생각이 있는 한, 국가라는 식별의 주체로부터 대
상으로 포착되지 않고 이질적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해커들”) 구성되지도 않으리라
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오퍼레이션의 다수성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식별 기능을 
일시 정지시키고, 내부에서 도치시킨다. 반체제 또는 집단·조직이라는 대상 재현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인식의 틈을 노출시키는데, 그러한 재현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
주되는 한, 적어도 ‘체포 사태’ 이후 조직으로서의 어나니머스는 이제 ‘없는’ 셈이니 
말이다. 다 식별돼 더 식별할 것이 없다고 처리된 대상은, 처리의 절차가(수사·체포·
재판·실형) ‘정상적’이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에 계속되는 나머지 오퍼레이션들
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종의 ‘모드 오류’(mode error)와도 같다. 국
가적 모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처리방식은, 여전히 동일 상태로 인식되는 대상 
재현에 대해 이미 변형된 상황의 요소를 - 마치 대문자 모드(‘캡스록’)에서 모드 자
체가 변환됐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키를 눌러도 소문자 a를 찾아낼 수 없듯이 
- 식별하기 어렵게 된다. “익명은 집단이 아니라, 생각이다.” 즉, 모드가 전환됐다. 

익명적 모드는 국가적 모드에 대해 그러한 성격의 ‘오류’로 있다. 실제로는 오류
가 아닌 것, 어떤 전환과 확장의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의도적으로 ‘오류의 재현’을 
유발할 것이다. 해킹이 시스템에게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정상성의 도치를 그 무기
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는 해커들 같이, 익명의 내재성 양태는 가능성의 실천으로 
있다. 가능성이란 주어진 상태로부터 앞으로 있을 일을 체계적인 인과관계로 추론한 
대상이라기보다, 그것의 단절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가정하는’ 일에 가
깝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커들이 주어진 시스템 가운데서 재현 가능한 인과적 결과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또는 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부 접속장소(시스템 입
장에서는 취약성 지대)를 가정하고 조사할 때, 이는 어떤 재현되지 ‘않았을’ 값들의 
가능성을 산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가능성을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하는
데, 그러한 가정과 조사가 선행했기 때문이다(가정·조사가 없었다면, 취약성도 없었
다). 따라서 ‘취약성’이 설령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것이 앞서 존재했던 가능
성의 가정(그것의 존재 사실)까지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어진 재현체계에 
개입하는 해커의 가정은 체계 내 있을 법한 작동과 (같지만) 다른 장소에 있다. 해
당 가정은 시스템 내부에 삽입돼 해킹으로 전개되지만, 한편으로 그 조건이 되는 가
정은 시스템의 틀 속에서 허용된 것을 벗어난 생각이었다. 

마찬가지로 익명은 이러저러한 명명들의 주어진 체계 가운데서 명명되지 ‘않았을’ 
것들의 가능성을 산출한다. 다시 말해 익명의 존재가능성을 존재하는 것으로 미리 
가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한다(익명이라
는 생각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상황들로 도래해 있겠냐며 묻는다). 
설령 그 가능성이 비일관적인 사건들의 우연에 달려있다 해도, 그런 가정이 가능성
의 차원에서 타당하며 단지 장소들을 통한 조사의 ‘일어날 것임’으로 유예된 것을 
안다. 주체성의 국지화된 장소들, 오퍼레이션들은 그것을 통한 또 하나의 국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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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조사)을 조건으로 실재를, 익명을 동질적 다수성 가운데 드러내기 때문이다. 
대상이 아니라 장소의 범주로, 재현이 아니라 가능성의 범주로 말이다. 그런 내재적 
장소들이 드물게, 어쩌면 우연적으로 있을지라도, 설령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을지라
도, 그것의 가정이 발견의 가능성으로 다시 조사되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해
의 소지가 있을 것을 감안하고 이런 표현을 쓴다면, 유예된 발견이 결국에는 있을 
것임을 ‘믿는다’(또는 확신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운동으로서의 익명은 상당 비율로 
그런 ‘확신’에 기초한다. 그것을 신념이라 부르든 충실함으로 표현하든, 익명이라는 
생각의 가능성을 실천으로 기입하는 익명-운동은, 어떤 운동들이 또한 그러한 것처
럼, 가정의 믿음과 조사 결과의 확신 속에서 전개된다. 

3) 자기입증의 운동: 익명-운동에서 확신과 촉성의 문제 

장소들이 인과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라면, 조사 역시 장소를 우연히 조우한다. 애
초에 ‘이런’ 장소들을 조사하겠다고 기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성공한’ 운동일지를 알지 못한다. 또 그렇
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익명-운동에서 확신의 문제는 식별을 통해 재현할 
수 없는 모호함을 오히려 막연함과는 다른 견고함으로 전회하는 기반이 된다. 익명
이란 없다고,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규정되는 상황 속에서, ‘정의상 없는’ 대
상의 상태로 머물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운동은, 
자신도 그것이 무엇일지 알지 못하지만 식별 불가능한 다수성의 존재를 ‘믿는’ 것이
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안다. 이 차이를 생각해 보자. 식별 
불가능성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관한 믿음을 아는 것이다. 익명들 
스스로가 익명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게 아니다. 마치 그것을 다 안다고 믿으면
서 익명의 내용들을 식별·재현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익명의 백과사전’을 기술할 
수 없다는 사실(지식 형태에서 빠져나가는 양태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조사는 본
질적으로 우연한 조우가능성을 포함하므로, 그런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익명-되기는 
지식의 대상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 자체는 앎의 형태로 생겨난다. 즉, 일련의 언어화된 명제들로 표현된
다. “우리는 익명이다.” “익명은 생각이다.” “생각은 체포할 수 없다.” “1로 합치고 
0으로 나뉜다.” 그리고 “익명은 운동이다.” 등. 그러나 익명들이 말하는 이때의 “익
명”이나 “생각”, “운동” 등은 기존 지식체계의 구성 항을 지시대상으로 갖지 않는
다. 새로운 상황에서 현시될 항들을 가리킨다. 아직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의 앎이다. 기존 체계 안에서는 - 지시대상
이 없으므로 - 텅 빈 공백의 기표처럼 떠돈다. 익명들은 지식체계로 포섭돼 해당 이
름들이 기존 항목들을 가리키게 되는 사태(‘익명’은 해커집단이고 ‘생각’은 반체제적
이며, 앨리스가 조직의 멤버라는 식의 목록화)를 거부한다. 반대로 그것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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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불가능한 것으로 유지한 채 사유한다. 그런 식별불가능성이 있게 될 상황에 관
한 진술이 바로 앞서와 같은 익명의 명제들이라는 믿음 속에서 말이다. 그리고 개별 
오퍼레이션들을 통해 그 가능성과 조우하면서 믿음을 지탱시킨다. 익명적 앎으로 뒷
받침되는 그 믿음은 모호함에 대한 막연한 희망보다, 오퍼레이션의 선언들에서 드러
나는 확신에 가깝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은 자본의 폭주에 반대한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국가의 검열·통제에 반대한다.”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은 국가-자본 결합태
에 반대한다.” 등. 익명들은 현 상태의 지속에서 체계가 “우리의 출현을 예상했어
야” 한다고, 적어도 그 존재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경고를 보낸다. 

익명-운동의 확신은 그것이 나름의 굳건한 앎의 형태로 있기에, 기존 상태들의 변
하지 않는 지속으로 무화돼 버리는 류의 것이 아니고 섣불리 ‘실패’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계가 더 이상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되는 지점들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당한 것으로 발견한다. 기존 체계 안의 구성요소로 승인받으려는 운동이라
기보다 그런 승인과 재현 없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의 상황을 확장하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익명들은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식의 회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퍼레이션 IceISIS에서 생각된 것을 조사한 오퍼레이션 파리는 그것을 ‘실
패한’ 작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샤를리 에브도 이후 상황들에서 어느 
시점에 종결된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시퀀스에서 존재한 가설을 폐기하는 것이 아
니라, 다시 파리 테러 이후의 상황들에 맞게 계승하고 검증하려 했다. “IS적인 것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입증하면서, 오퍼레이션 파리의 
가설은 선행하는 방법론을 수정했을지언정 2015년 1월의 사건과 11월의 사건 사이
에서 오퍼레이션 IceISIS의 무력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퍼레이션의 결과로 
“달라진 게 없었을 뿐더러 더 큰 테러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냉소와 회의로 접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IS를 ‘국가의 사정’으로 
처리되고 마는 대상이 되게 놔두지 않고, 이제까지의 오퍼레이션처럼 ‘우리의 문제’
로, 사람들(people)의 범주로 전환해 상황에 개입하려 했다. 국가와 기업, 통제와 검
열, 거래와 교환의 문제들에 관해 또한 그러했듯이 말이다. 

오퍼레이션 파리의 자기반성은 앞선 오퍼레이션의 ‘실패’나 무효를 향해 있는 것
이 아니라, 당시의 가설이 지금 여기의 시점에서 충분히 조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작동이었다. 정말로 “IS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렇
다면 우리의 ‘공격’ 역시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시작했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그것
을 - 해당 가설이 처음부터 존재했음에도 - 어디까지나 ‘중동문제’로, ‘그들’에 관한 
사정으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가정에 스스로 충실하지 못했다. 따라서 오퍼레이션 파
리는 “IS적인 것이 트위터 계정들로 있다”라는 좀 더 구체화된 진술을 통해 조사의 
강도를 훨씬 큰 범위로 확대했다. 즉, 이러저러한 트위터 봇들을 만들고 다수-참여
의 조사-운동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런 조사들의 동시적 다수성에서 
실제로 ‘IS들’을 조우하고 발견해나갔다. 오퍼레이션 파리의 문제는, 이제 ‘IS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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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을 기술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IS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앞선 오퍼레
이션으로부터의 가설을 되살리고 입증해나가면서도, “IS가 우리처럼 있다”라는 자신
의 새로운 가설에 관해서는 다시 충실성을 견지하지 못했다. 목록화의 방식을 취하
는 한, 그것이 ‘성공’할수록 도리어 익명들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작동하리라는 사
실관계는 나중에서야 명확한 형태로(IS의 역공이라는 형태를 통해) 인지됐고, 이는 
앞선 절에서 기술한 대로 내부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다고 오퍼레이션 파리를 또 다시 ‘실패한’ 작전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IS적
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처럼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면 말이다. 이후의 어느 오퍼레이션이 있어, 오퍼레이션 파리가 오퍼
레이션 IceISIS에 그러했듯, 오퍼레이션 파리에서 생각된 것, 가정들과 조사들을 우
연하게라도 조우하고 조사할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그것(생각의 생각)을 통해 
“우리처럼 있는” 무엇에 관한 새로운 오퍼레이션의 가정과 조사가 해답을 찾아 전
개될 것이고, 또 그러한 조건 하에서 앞선 오퍼레이션들 역시도 실재하는 것으로 드
러날 것이다. 말하자면, 익명들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유예된 채로 결국은 일어날 
것임을 ‘믿는다.’ 그 믿음이 익명의 앎으로 지탱되며 확신처럼 있는 한, 오퍼레이션
은 종결되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나니머스가 오퍼레이션들의 오퍼레이션(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으로 있
는 한, 개별 오퍼레이션의 전개들로 현실화하는 앎과 확신은 IS적인 것, 국가적인 
것, 자본적인 것 등등에 관한 가정들로부터 나아가 익명적인 것 자신에 관한 조사들
로 다시 이어진다. 어나니머스라는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션 파리나 안티섹 등등이 
그러하듯, ‘국가’나 ‘IS’라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가정과 조사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도 그 일부로 속하게 될 익명적 상황의 도래에 관한 연구
(들)로 있게 된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 이는 결국 개별 오퍼레이션들이 오퍼
레이션들로 펼쳐지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 - 만들어내는 진술들은 언제나 그것에 속
하는 오퍼레이션들의 진술과 짝을 이루어 순환한다.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국가의 
검열에 반대한다.” - “생각은 체포할 수 없다.”, “오퍼레이션 블랙아웃은 국가-자본 
결합태에 반대한다.” - “익명은 운동이다.”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개별 오
퍼레이션은 국가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에 관한 연구인 동시에 익명적인 것에 관한 
연구(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로 있으며,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역시 익명적인 것에 
관한 연구를 국가-자본적인 것 등에 관한 개별의 연구들을 통해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짝은 그 구체적 작동에서, 앞서 기술한 것처럼 오퍼레이션 참여자들의 다수-장
소들을 순환하는 동질적인 익명-되기의 짝을 통해 현실화된다(오퍼레이션 앨리스-오
퍼레이션 파리-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개별의 오퍼레이션들로 있으며 우리는 그런 국지화된 
장소들에서 참여하는 것이라면, 즉 앨리스와 어나니머스가 이질적 층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앨리스라는 개별 신체(장소)에서, 그리고 그런 분리·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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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파리라는 개별 접속장소에서 어나니머스를 국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면, 참여자-앨리스나 오퍼레이션 파리라는 국지들도 자신이 속하게 될 익명적 상황
을 이러저러한 국지(오퍼레이션)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자신이 이제까지 
참여해 왔거나 조사해 왔던 것들로, 식별 불가능한 익명이 또한 이러저러하다고 진
술하면서 말이다. 결국 어나니머스가 어떤 전체로서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역시 어떤 초월론적 인식 기능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개별 오퍼레이션은 (자기 자신
인) 익명-되기의 산출을 가설적으로 “이러저러하면 그러할 것”이라 말할 뿐이고, 나
머지는 확신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만 익명적 명제들의 타당성을 지금 여기의 시점
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 전미래(futur antérieur) 시점에서 그
것이 타당하게 될 진술임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 
익명-운동에서 ‘확신’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 보충적 진술이 첨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기술한 내용에 형식을 입히는 일이다. 

바디우(Badiou 2005[1988])는 이 ‘믿음’과 ‘앎’의 문제를 “주체의 이론”이라 부를 
만한 것의 핵심 사항으로 고려한다. 주체란 일종의 국지화된 개입이고, 자신이 산출
하고 속하게 될 식별 불가능한 부분에 관한 가설을 만드는 절차기 때문이다. 주체의 
유한한 진술이 다수의 무한한 산출을 지시하는 이런 배치에서 필연적으로 진술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유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과
학적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디우는 태양계에서 행성의 발견이라
는 삽화로 시작하지만(402), 우리는 좀 더 익숙한 해킹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 “시
스템 내부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승인되지 않은 접속을 일으킨다.”라는 진
술이 있다. 만약 이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해당 조사(해킹)로 보충된 시스
템 상황에서 “보충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라는 진술이 타당하게 됐을 것이라는 점
은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경우들도 가능하다. (1)보충적 취약점이 
시스템 내부에 있다는 추정이 승인되지 않은 접속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런 
비정상적 접속을 유발하는 것에 관한 다른 가설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는 (2)가정
된 취약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경우에 우리는 “무언가가 비정상적 접속을 일으킨다.”라는 진술과 어느 
구체적 항(‘취약점’) 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알지 못한다). 즉, 비
정상적 접속을 유발하는 ‘무언가’가 시스템 내부의 취약점으로 인지되지 않고, 그것
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경우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만(그 ‘무언가’는 
취약점이어야 한다), 이 관계를 입증하는 상황 내부의 항과 맞닥뜨리지는 않는다. 
즉, 해당 진술은 ‘아직은’ 타당하지 않다. 이 예시적 삽화가 제시하는 것은 전미
래223)(또는 바디우가 말하는 ‘주체’)적 가설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들이다. (1)

223) 불어에서 전미래 시제는 미래 행위나 사건이 또 다른 미래 사건보다 조금 앞서 완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한다. 바디우에게서 주체는 기본적으로 그 지시대상이 전미래 안에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선 ‘비어있는’ 이름들을 생성하며, 따라서 주체-언어의 진술은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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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항과 진술 사이의 ‘알 수 있는’ 관계는 지식체계 안에 존재해야 하므로, 상황 
내부의 어떤 항도 주어진 진술에 대해 이 관계를 입증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
하다. 이 경우 진술의 타당성을 예측할 방법이 없다. (2)해당 진술과 알 수 있는 관
계에 있는 항이 상황 안에 존재하지만, 아직 조사된 적이 없어 식별 불가능한 부분
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진술의 타당
성은 유예되나,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이 항을 조우해 식별 불가능한 것에 
속한다고 판명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식별 불가능한 다수가 존재하는 도래할 상황에
서 해당 진술은 입증됐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촉성’(forcing)과 관련이 있다. 촉성 또는 ‘강제법’은 코헨(Cohen 
1963)이 발견한 집합론 기법으로, 선택공리가  공리계와 독립적이며 연속체 가설
이  공리계와 독립적임을 보이기 위해 사용됐다. 이것은 수학에서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였고 코헨의 방법 역시 충분히 복잡하므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자. 앞에서 ‘식별 불가능한’ 부분이란 것은 수학적으로 ‘유적’(generic) 또는 포괄
적 집합을 말한다. 이는 어떤 집합 안에서 집합의 모든 원소와 다소간 공통적인 집
합이다. 예컨대 집합 S에 대해 그 원소인 임의의 집합 P가 있어 그것의 부분집합인 
어떤 G를 생각하면, 이 집합 G는 S의 원소는 아니지만 S의 원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형태로 S와 ‘연결돼’ 있을 것이다. 집합 S는 G의 존재를 모르지만(G는 S에 속
하지 않으므로), 그런 G는 어딘가의 장소에 존재하며 따라서 기존 S에 G를 보충(추
가)해서 확장된 집합 S[G]를 만들 수 있다. 즉 S 안에서 식별 불가능하며 비결정돼 
있는(비명명적이고 비구성적) 유적 집합 G는, 그럼에도 S에 근거한 확장 집합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G∈S[G]) 안다. 또한 기존 집합 S는 확장 집합에 포함된다(S⊂
S[G]). 물론 수학적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코헨의 ‘발견’을 앞서 인용하면 식별 불가
능한 G가 무엇이든 이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기존 집합의 항 p(∈P, S)와 임의의 명제(식) λ에 대해 p가 λ를 ‘촉성’한
다는 것은 S의 모든 유적 집합 G에 대해 S[G]가 λ를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상황의 식별 불가능한 부분을 보충해 얻어진 유적 확장에서 이러저러한 진술이 타
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말해준다. (1)상황 내부에 어떤 항이 있어 이
러저러한 진술을 촉성하면, 그 항이 속하는 유적 다수(집합)에 의해 확장된 상황(즉, 
그런 유적 다수가 존재하는 도래할 상황)에서 해당 진술은 타당하며 그 관계(촉성)
를 우리는 기본 상황 안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점은 현재의 인식 모델 
또는 지식체계가 그 유적 다수에 관해 알지 못하더라도(식별 불가능한 것) 자기 안
의 어떤 항이 ‘타당하게 될’ 진술을 촉성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는 말이기 때문이
다.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초월론적 인식주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황 내부의 거
주자들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이들은 자신들의 세계나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재

전미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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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없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그것도 기존 인식 모델이나 세계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2)식별 불가능한 유적 다수가 존재하는 확장 상황에서 어떤 진술
이 타당하면, 이를 촉성하는 기존 상황 내부의 항이 있어 이를 찾을 수 있다. 이것
은 가능성의 영역이다. 어떤 항이 진술을 촉성할 때 해당 진술의 도래할 타당성과 
항의 존재는 동치지만, 촉성이 지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계인 데 비해 그 항이 유
적 다수에 속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구성 가능한 지식이 아니다). 이 조건(p∈G)
은 결국 조사를 통한 그런 항의 발견에 유일하게 기대게 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조사를 통한 발견은 그것이 가정한 타당성과의 관계를 ‘아는’ 
확신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그런 항이 실제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에 달려 
있을지라도 말이다. 여기서 G의 특이한 작동에 주목해 보자. 그 알 수 없는 다수(집
합)는 식별 불가능한 부분을 가리키지만, 식별불가능성이 지식에 구멍을 내며 빠져
나간다는 부정의 함의를 지닌다면(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반면) 수학자들
이 말하는 유적인 것은 자신이 식별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에 
관한 도래할 ‘지식’(앎)의 기반(Badiou 2005[1988]: 327)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지시한다. 식별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지식체계에서 빠져나간다는 함의를 여전히 
지닌 채로, 또한 그럼에도 완전히 별세계 것이 아니라 기존 어떤 항들로부터 산출되
고 다시 상황의 확장을 산출하는 작동이라는 앎을 정립시킨다. 그런 G는 기존 상황
에 대해 그것 내부에서 ‘치고 빠지는’ 작동처럼 보이게 된다. 즉, 개입함으로써 빠져
나간다. 해커가 시스템 취약점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바꿔 생각하고 조사하듯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
을 만들고, 기존 시스템에서 빠져나간다. 

주체가 일종의 자기-기술이라는 것은, ‘타자’를 상상할 수 없다는 류의 것이 아니
라, 정확히 이런 의미다. 이미 일어난 것만이 아닌, 자신이 산출해 낼 상황에 관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일어난 것을 그것의 기원이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아
니라 선행하는 가정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일어난 것’ 역시 그런 확장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발견을 예비했을 것이니 말이다. 어떤 조사의 절차를 거쳤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고, 조사가 발견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 확장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았
을지라도, 일어난 것에 앞선 진술이 어떻게 ‘타당할지를’ 누군가 알았다면 또한 우
리도 그것을 -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술과의 관계를 통해 - 알 수 있다. 이때 
그 생각의 선행성은 기원의 문제와도 다른데, 촉성의 관계는 기존 상황과 확장 상황 
간 ‘통신’의 사실관계를 알려줄 뿐 확장 상황에 관한 명백한 정보를 추가하지 않는
다. 단지 기본 상황에서 식별 불가능한 존재를 가정한 채 확장된 상황을 생성했고 
유적 다수는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식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했기 때문에 저러
했다’라고 상황을 기술할 수 없지만,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론적 인과 밖에서, 
‘일어났었던 것’에 대하여 ‘일어난 것’의 관계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던 것’이라는 
가능성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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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G를 통해 도출된 확장이 하나의 ‘가상적’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
나 가상은 (아직) 현실이 아니더라도 (미리) 실재한다. 50년 전 코헨의 증명이 보여
주듯, 가상의 상황은 현실의 상황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S[G]) 현실이 가
상을 다 알지 못함에도 현실의 어떤 명제들(λ)로 개입한다. 예컨대 현실의 이름들이 
지시하는 것의 ‘가상적’ 이름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특정 조건 하에 이름( )에 관한 
임의의 진술은 그것이 ‘가상적으로’ 지시하는 것(  )에 관한 진술로 성립한다. 
여기서 ‘이름’이 일종의 절차상의 조작자로서 간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는 기존 상황의 이름이 G의 존재가 상정된 상황에서 지시하는 값을 말한다. 이런 
전환은   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더라도 기존 이름 를 통해 상황을 다시 생
각할 수 있게 한다. 현실 대상들로 생각을 전개하기보다 오히려 현실 이름의 가상 
대상으로 문제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실에 속하지 않는 G를 식별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고도 그것의 ‘이름’을 거쳐서 그것이 지시하게 ‘될’ 값에 접근
할 수 있다. 코헨의 증명법을 통해서 임의의 원소 α(∈S)와 S에서 그것을 지시하는 
μ(α)에 대해,  (μ(α))=α임이 알려져 있다. G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확장된 상황에
서 기존 이름이 지시하는 값은 자기 자신이다. 또한  (μ(G))=G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 항에 ‘이름’을 주고 다시 가상값을 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
오는 작동이 된다. (따라서 기본 상황은 확장 상황에 포함된다.) 이때 ‘이름’은 기존 
상황의 명명·식별보다 확장 상황에서의 자신을 말하는 역방향의 절차가 된다. 

이런 조작자는 지금의 가상이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 같
이 있는데, 확장은 철저히 기존 상황에 근거해 도출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것에 
그러한 것은 가상적인 것에서도 다 그러하다. 촉성은 가상적인 것에서 그러한 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현실적인 것 안에서 알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S에 속하지 않
는 G에 관한 이러저러한 진술은 S가 G를 ‘대상으로서’ 모르기에 판명할 수 없지만, 
진술의 명사를 절차적 ‘이름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기묘함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취약성’이라고 
선언한(또는 가정한) 해커는 그것이 발견되기 전엔 ‘취약성’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시스템은 ‘취약성’의 내용을 모르기에 정상성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해커가 말하는 
‘취약성’은 (시스템의 입장에서) 대상 없는 어떤 이름처럼 있다. 해커가 설정한 가상
의 상황은 시스템의 기존 작동들(요청, 처리, 오류 등)이 전부 그대로 있는 거의 같
은 상황이지만, 다만 다른 점은 어떤 ‘취약한’ 지대의 존재를 추가한 것이다. 해커는 
기존의 ‘정상적’ 재현 대상을 사실은 취약성이라고 말하면서 공백의 기표를 만들고, 
그것이 지시하는 값이 실제 ‘취약함’인 상황을 만든다. 이는 해커가 G는 모르지만 μ
(G)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자신도 무엇이 취약할지는 모르지만 ‘취약
함’이란 것을 통해 그것을 진술하는 상황 속 내기를 걸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실제 ‘취약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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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이다(그러한 가정이 아니었다면 취약성으로 발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취약성’이란 정상적 재현 가운데 있으며, 원래 ‘없는’ 것으로 재현됨을 상기하자(5
장 3절). 

기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은 유적 집합 G를 구성할 수 없지만, 기존 인식 모델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있어 - 초월론과 무관하게 - 유적인 부분을 산출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비록 G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특징과 관계를 - 지식의 
명제로 - 진술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Kunen 1980: 193). 말하자면 “촉성의 언
어”(forcing language)를 만들 수 있고 그 촉성의 언어로 쓰인 진술은 확장 상황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 있다. 《집합론》 교재에서 코헨의 촉성을 설명하면서 사용된 이 
문장은 또한 수학의 언어를 우리의 주제로 변환해 적용 가능케 하는 단서가 될 것
이다. 코헨의 기법은 선택공리와 연속체 가설 같은 수학자의 주제인 것만이 아니라, 
모델들과 체계들, 재현들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생각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익명이 생각이라면, 
“익명이 있다”는 확장된 상황에서의 생각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 그것을 일종의 
‘촉성의 언어’로 생각하면서, “익명”이라는 것이 지시하게 될 무언가가 현재의 인식
대상(어떤 개인이나 집단 등의 이름으로 지시되는 것)들로 있지 않은 상황에 관한 
자기-진술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 

익명이 그런 상황을 촉성하는(forcing)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자. 앞서 3장에서 이
미 보았던 이러저러한 진술, “우리는 학생이고, 노동자며, 점원이고, 실업자다. 우리
는 청년이거나 노인이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었거나 누더기를 입었으며, 쾌락주의
자거나, 금욕주의자고, 폭주족이거나 활동가다.” “우리는 당신의 이웃이고, 동업자들
이거나, 미용사, 버스 운전사, 네트워크 관리자들이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서류가방
을 든 남자고 술집에서 당신이 작업을 걸려 하는 여자다. 우리는 익명이다.” “우리
는 세상의 모든 인종들, 국가들, 종족들로부터 온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장소들로
부터 온다. 우리는 많다.” “누구도 익명을 대변할 수 없으며, 익명이길 원하는 순간 
당신은 익명이다.” 등등이 기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인가? 이들이 계속해서 반
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결국 “우리는 익명”이라는 말에서 익명은 어떤 것을 지시
하는가? 익명이 이러저러하다는 다수의 진술들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묘사라기보다 
우리가 이러저러할 것임을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일종의 선언처럼, 지금
으로선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명명 불가능한 실재를 이미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한 그것이 식별불가능성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는 인식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있게 되는 가상적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표
현하고 있는 것이다. 

촉성의 언어를 통한 그 가상과 현실의 ‘통신’은 하나의 조건에 달려 있다. 가상적 
상황들을 산출하는 다수 안에 어떤 항이 하나라도 있을 것. 일정하게 자기-참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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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은 익명의 오퍼레이션들과의 조우를 통해 그러한 것으로서 발견돼야 하는데, 
“익명”이라는 자기-진술이 제시하는 형상, 비-결정적이고 비-구성적이지만 상황 안
의 모두와 다소간 ‘공통적인’ 그 무엇, 즉 “우리는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니다”와 같
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만족하는 상황 속 존재가 하나라도 있음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나니머스”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실의 
“어나니머스”(교환하고, 생산하고, 해킹하고, 공유하는, 이제껏 보아 온 이러저러한 
사람들)는 자신들이 같지만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익명”(선언과 진술 속에서 이러
저러한 것으로 표현되는 유적 다수)처럼 있음을 보아야 한다. 어나니머스는 오퍼레
이션과 다수-참여로 있으므로, 결국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형태와 내용)
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현실의 오퍼레이션이 다수-참여들을 산
출하는 유적 절차로 작동하는 경우가 적어도 하나는 있음을 스스로 보여야 하는 것
이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는 바로 그 장소를 발견하려는, 어떤 확신 속에서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게 하는 자기-입증의 운동이다. 

우리는 오퍼레이션 페이백과 안티섹, 오퍼레이션 안티-ACTA와 블랙아웃, 오퍼레
이션 파리 등을 비롯해 몇몇 가능성의 장소들을 살펴왔다.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성공적’이었는지는 이들의 관점에서 평가 기준이 아니다. 현실적인 기준에서 그것
은 이미 한번은 와해됐고(‘조직’으로서), 한번은 식별됐으며(‘체포’되면서), 또 닮은꼴
과 조우하면서 쪼개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나니머스가 촉성의 운동이라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던’ 가능성이다. 이후의 “체포사태”에도 오퍼레
이션 페이백이 만들 수 있던 것, “사부의 변절”에도 오퍼레이션 안티섹이 도달할 수 
있던 것, 그리고 “IS적인 것의 출현”에도 익명적인 것이 산출할 수 있던 가능성에 
관한 확신이다.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참여자들이 ‘결과적으로’ 체포됐고, 오퍼레이션 
안티섹은 변절자를 낳았으며, 익명은 ‘필연적으로’ 반(半)익명의 자기분열로 이어지
게 된다는 현실적 배치 속 인식은, 오퍼레이션이 그런 ‘결과’의 ‘원인’이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결국 상정된 인과성을 다른 상황 속 범주로 빠져나가는 생각
을 통해 이들에게서 극복된다. ‘실패한’ 원인을 반성하고 ‘성공한’ 결과를 낳으려는 
것이 익명-운동이 아니다. 어나니머스는 자기계발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러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자기만족이나 존재의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상황을 말할 유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만약 식별 불가능한 다수에 속
하는 항이 있어 어떤 항은 진술을 촉성하고 다른 항은 그것의 부정을 촉성하는 경
우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성공/실패’나 ‘원인/결과’ 등의 문제보다, 이미 그 
구도에서 빠져나와 촉성의 언어로 말하는 이들에게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고려돼야 
할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술의 타당성을 지식만으로(‘아는’ 것으로) 결
정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수학자들이 이미 직면했던 것처럼, 선택공리가  공리
계와 일관적(모순이 아님)이며 선택공리의 부정도  공리계와 일관적이라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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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거짓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연속체 가설 또한 마찬가지).224) 예를 들
어, 익명적인 무언가가 다른 한편에서 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면, 어나니머스의 어
떤 부분이 “익명은 집단도, 조직도 아니다”라는 진술의 부정을 촉성한다면, 또는 어
나니머스가 아니더라도 기존 체계에서 식별되지 않는 다른 것이 있어 국가적인 것
이나 자본적인 것으로의 진술을 촉성한다면, 도래할 상황에 관한 지식의 판단 근거
를 잃게 될지 모른다. 어나니머스는 자신이 만들어 갈 상황에 어디까지나 부분적으
로 연결돼 있음을 기억하자. 전미래적 시점에서 촉성의 언어로 말하는 “익명”에 관
한 진술이 타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닮은 무엇이 ‘같은’ 형식 속
에서 ‘다른’ 가능성을 말할 때 결정불가능성과 만나게 된다. 

물론 기존의 국가나 권력기구가 익명적인 부분으로 속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쉽
지 않다. 그러나 이른바 “이슬람 국가”나 “사이버 칼리파 국가” 같은 형상이라면 어
떨까? 그것이 마치 익명과도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익명의 진술을 - 기존 권력과 다른 형태로 -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이 마련하는 폭
력과 억압을 도래하는 상황의 지식으로 구성할 수 없을뿐더러 어나니머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나니머스에게는 오퍼레이션 파리가 국가적 기획의 
‘테러와의 전쟁’ 같은 류였다기보다 익명적 상황의 촉성에 직접 연계된 문제다. 처
음에는 그런 존재를(“우리와 같은 그들”) 부정하면서 거부하려 했고, IS적인 것을 인
정하게 된 후에는 그것이 촉성하는 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것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인 까닭은 이제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닮은꼴의 항
이 촉성하는 부정의 상황에 대해, 동등한 값으로 산출되는 진술들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IS적인 것이 우리처럼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을 것임
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공리가 참이기도, 그것의 부정 역시 참이기도 하다면 차라
리 선택공리가 존재하는 상황( 공리계)을 택하겠다고, “선택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수학자처럼 말이다. 

결정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이중구속에 남겨진 채로 있지 않고 무언가를(결국 자
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앞서 말한 자기-입증의 이유가 된다. 다른 예를 들
어보자. 4장에서 이미 언급한 해적당은 익명적 교환, 즉 공유의 작동에서 어나니머
스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해적당 자체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태어난 것의 
‘이름’이었고, 그것이 말하는 지식과 생산물의 자유로운 공유는 익명적인 부분에 속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당의 형태를 취하면서 현실적인 배치에서 의회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해적당은 “누구도 익명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진술과 반대의 
것을 촉성한다. 이 경우 해적당은 어나니머스라는 또 다른 현실적 배치와 크게 상관
이 없지만, ‘대표·재현할 수 없는 익명’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어나니
머스가 공유 운동의 전개에서 이미 존재했던 해적당과 같지 않으려 했음은 이전 장

224) 괴델(Gödel 1938)은 선택공리와 일반 연속체 가설이 기존 공리와 일관적임을 보였으며, 
코헨의 촉성은 그것의 긍정과 부정 모두 기존 공리와 일관적임을 증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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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기술했던 바대로다. 안티-ACTA와 블랙아웃에서,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드러났듯이 어나니머스는 공유의 행위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지 않았고, ‘당사
자’가 아닌 ‘사람’(people)의 범주로 상황을 확장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시 대표
하려 하거나 그것으로 대표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의회정당들이 재현할 
수 없어 대변할 수도 없는 내적 공백의 상기를 통해 각자 개별적으로 상황에 개입
하는 방법을 택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소에서 기존과 다른 생각을 전개하면서,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이 상황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SOPA와 ACTA에 
대해서, 그리고 아론 스와츠의 죽음에 관해 이들이 “선언”들과 공격들로, 직접적인 
공유의 실천들로 입증하려 했던 것이 있다면, 실제로 상황 속에 이미 존재하는 무언
가로 입증됐다면, 그것은 비-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비-의회적인 어떤 익명적 정치
의 가능성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나니머스라는 현실적인 배치 안에서 우리는 이들이 반-익명적인 것
의 출현에 대처하는 방식을 본다. 안티섹은 “변절”을 예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나니머스는 집단이고 조직이다”라는 국가적 진술을 촉성했기 때문에 종결됐다. 
만약 그러한 진술을 촉성하는 익명적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변절이라 칭하든 부패
라 부르든, 또한 그 밖의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던 가능성에도, 어나니머스는 자신이 
만들어 갈 상황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나니머스는 룰즈섹 대신 “익명
인 우리”를 선택했다.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 불가능한 
진술을 도래할 상황에서 타당하도록 촉성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것 
대신에 익명적인 것을 택하고 기존의 정치 대신에 익명적 정치를 택할 수 있기 위
해서라도, 그런 선택의 정당한 근거를 자기 자신이 이미 그러함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익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자기-조건을 
생산해 내야 한다. 결정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지 않게, 자신이 바로 그런 장소로 
발견되도록 자기-개입하고 선택을 선택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결국은 일어날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결국 짧은 거리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통근 버스나 전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특정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경로를 지나고 공통의 목적이나 
의도, 또는 혐오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여행에서 우리는 아마 세상을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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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익명은 식별 불가능하고 명명 불가능한 실재다. 처음 주어진 이 하나의 가설적 명
제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여기에 이르렀다. 대중적 의견들과 통념들,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이미지들을 배제한 채로, 현실적 배치의 양상들과 조건들 속에서 “익명”과 
“어나니머스”가 어떤 공통의 것을 지시하게 되며 그 논리적 가정과 전개의 절차를 
통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살피기 위해 이런 기초공리의 정립이 필요했다. 
“식별 불가능한 실재”라는 것은 “익명”에 관한 어떤 대상적 정보도 추가하지 않으
면서 단지 “익명이 있다”라는 사실관계만을 설정한다. 또는 그런 사실관계를 가정하
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기술해 온 “어나니머스”는 자신이 지시하는 바로 그 사실의 
가정을 스스로 입증하고 확인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라 볼 수 있다. 자신들을 지식
체계의 구성요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러저러한 실천들, 해킹의 
기법들에 기초한 채로, “어나니머스”는 실제 그런 식별 불가능한 “익명”이 되도록 
기존 상황 내부에서 익명적 상황들을 확장해 나간다. 즉, 처음의 가설적 명제는 “어
나니머스” 자신의 명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어나니머스”가 산출하는 익명적 상
황의 참여-관찰을 통해, “어나니머스”가 입증하려는 자기 지시적 형상, 정치조직도 
아니고 해커집단도 아니지만 조직이나 집단 자체로 분류되지 않기에 오히려 기존과 
다른 어떤 정치적 운동으로 작동하게 되는 가능성의 부분들을 기술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민족지적 기술은 “어나니머스”를 단순히 현 상태에서 구성원의 개
별 행위와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묘사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상호작용
의 합으로 구성되는 어떤 대상은 기존 인식체계 안으로 훨씬 수월하게 들어오겠지
만, 마치 국가당국이나 미디어가 처리해 온 것처럼 일부 부정확한 이미지를 생산하
는 데 그칠 수 있다. “익명”의 출현에 관해,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일은 자
칫 익명을 비-익명화함으로써 과학적 진술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상정하기 쉽다. 그러
나 명명의 대상화와 익명의 명명불가능성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의 기술가능성에 대
한 답변으로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상화의 모든 명제들이 논리적 체계 속에서 
구성되더라도 그 명제집합이 식별 가능한 것으로 기술하는 어떤 대상-이미지는 애
초의 식별 불가능한 것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나니머스” 자신이 
이런 설명방식을 거부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익명의 집합을 그
런 사회적 구성물의 하나로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의 거부가 무조
건 정당화돼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마련하는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가능
성마저 기존의 익숙한 설명 틀로 모두 기각되고 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식별 불가능한 것을 식별 불가능한 채로, 따라서 명명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두는 일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말하지 않게 되리라는 문제를 남긴다. 결국 식
별불가능성을 명명가능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동시에 기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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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금의 연구에서 선행하는 문제의식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는 익명이 “무엇인가”보다는 익명을 어떻게 “인지할(기술할) 것인가”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익명에 관한 기술은 이중의 의미로 익명적이었다. 1) 익명
의 가면을 벗겨 개개인의 ‘현실적’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가면 뒤 정체성을 익명의 
진짜 정체처럼 강조하거나, 그로부터 어떤 집단행동의 상정된 기반(세대·계층 등)을 
익명의 현실화 조건으로 등치하는 명제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2) 익
명을 명명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식별 가능 대상으로 재분류하거나(해커집단, 테러
리즘 등), 그것을 통해 익명의 출현 양상을 단일한 행동 원리로 설명하는 명제 구성
을 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익명이란 식별 가능한 개인들로 구성
된 식별 불가능한 집단을 지시하지도, 그렇다고 몇몇 식별 가능한 정성화를 통해 명
명 가능해진 대상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신원확인 문제로 돌아서야하고, 후자의 경우 이미 정의된 속성들로 대상을 
구성함으로써 단일한 것으로 (재)식별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시도했던 것은 익명을 식별 불가능한 것으로 놔둔 채 그 식별 불가
능한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형이 있을지를 인지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불
가지론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기술할 수 있기 위함이다. 우리는 물론 식별 불가능한 
것이 과학적 명제로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정할 수도 있었
다. 익명이 정말로 명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면 그것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부정의 방식(소거법)을 통한 존재 규정은 존재 자체의 부정으로 이
어지기 쉽다. 공제하고 남은 공백으로 존재를 정립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 또한 아
님’의 언표에 대면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에 관한 규정에 있
어 그것이 집단 또는 조직인지, 공동체인지, 운동인지 등의 구성 가능한 선택지가 
주어질 때 그것 모두 아니라는 진술은 - 설령 사실에 가깝다할지라도 - 결국 어나
니머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혐의를 받게 한다. 따라서 “어나니머스는 없다”고 말하
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근거 역시 없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나니머스라는 이
름으로” 지시되는 것이 특정한 세대적 코드라거나 변이된 계급적 양식, 대안적 정당
정치의 사이버 시민운동 또는 범죄 집단이나 사이버 테러, 심지어 국가의 가상적 대
리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존재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식별된 개체나 
집단들이기에, “어나니머스” 자체는 존재라기보다 재구성된 대상들에 추가적으로 부
여된 이름으로만 남는다. 

만약 인식론적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어나니머스”라는 것이 존재
하며 단지 현재 가용한 언어로 구성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한다면 - 이것은 본 논문
의 관점인데 - 이제 그것에 관해 어떻게 과학적 언어로 기술할 수 있을지의 문제와 
만난다. 이것은 이미 제기된 것보다 훨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 인식론
으로부터 존재론으로의 전회라는 막연한 주장을 넘어 실제 방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명명하지 않고, 대상으로 식별하지 않고 ‘어떻게’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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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그러나 우리는 익명이 존재하는 상황에 관해 기술이 가능하다. 익명에 관한 
이러저러한 진술은 익명을 ‘대상으로서’ 알 수 없기에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
더라도, 익명적 상황에 관한 이러저러한 진술은 기존 지식체계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진술이 타당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일단 
익명의 존재를 가정하는 일이 필요했다. “익명이 있다”라는 가정은 도출되는 진술들
의 타당성을 통해 입증돼야 했다. 이것은 순환적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익명”
을 대상들의 다른 이름으로 환원해 묘사하지 않기로 한다면 - 예컨대 “익명이란 30
대 백인 남성 그룹이다”와 같은 류 - 어디까지나 식별불가능성 자체보다는 그것이 
산출하는 상황들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관한 진술들이 “익명”
에 관한 옳은 진술과의 관계로 이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첫 번
째 가정은 다음과 같았다. “익명이 있다.” 이는 하나의 가설적 명제와 동시적이다. 
“익명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다.” 

“익명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명제는 익명적 상황이 펼쳐지는 구체적 장소
의 존재를 요청한다. 익명적 장소의 가정은 익명적 상황에 관한 기술, 즉 “익명”에 
관한 기술가능성의 현실적(또는 민족지적) 기반이 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그런 익
명적 장소다. 사이버스페이스가 익명적 장소라는 것은 현실의 “어나니머스”가 무엇
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근거로 전개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밖에 다른 익명적 
장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주소식별과 명명의 체계로부터 사이버스페
이스는 익명적 장소 중의 하나로 “어나니머스”에게 발견됐으며 또한 익명의 장소로 
선택됐다. 인터넷과 같지만 달라지는 부분을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익명적 장소를 또 다시 명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식별불가능 지대를 
인터넷과는 다른 시공간적 개념으로서 접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시공간적 특성을 링크 개입이라는 유동적 장소화의 절차와 연계해 도입하는 작업이 
어나니머스에 관한 기술에 불가결했다. 링크 개입은 식별과 명명의 분류와 별개로, 
선행하는 링크로부터 새로운 경로를 링크하는 익명적 변형의 작동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익명적 장소다”라는 가설적 명제는 한편으로 반-익명적 장소
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익명적 장소에 대해 명명의 장소가 또한 존재
하며, 예컨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명명의 외재적 장소로 배치된다. 이것은 앞서와 마
찬가지로, 어나니머스가 국가를 현실적으로 자신의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에 기초
한 인식이다. 어나니머스는 자신을 “익명의 존재”로 선언함으로써 동시에 국가를 반
-익명적인 것으로, 대상화의 주체로 선언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사이버스페이스
가 익명적 장소라면, “국가는 반-익명적이다”라는 어나니머스의 선언으로부터 다음
의 가설적 명제가 뒤따른다. 즉, “사이버스페이스는 반-국가적이다.” 이것은 어나니
머스가 자신의 선언에 등장하는 익명적 존재를 입증하려는 한, 사이버스페이스를 실
제 그러한 것으로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이버스페이스의 가
정이 인터넷상 비식별지대나 작동을 설명할 수 없으며 비식별 작동에 관한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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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비식별 작동의 ‘무언가’가 사이버스페
이스로 인지되지 않고 국가의 관점을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 자체는 식별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을 자신의 출현 장소로 선택한 어나니머스는 그 밖의 장
소에서 도래할 “익명”과 필연적으로 분리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제 또 다른 명제가 마련된다. 어나니머스에게서 해킹은 사이버스페이
스를 그런 익명의 장소로 존재하게 하려는 구체적인 입증의 절차처럼 있다. 단순히 
괴롭히고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어나니머스의 해킹(익명적 해킹)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와의 어떤 관계로서 개입한다. 기타의 정치적 활동이나 시민적 
운동과 달리, 또는 그것을 여전히 범죄나 테러의 문제로 규정할지라도, 해킹은 어디
까지나 사이버스페이스로부터 발생해 현실의 시스템 안으로 개입하는 움직임이다. 
즉, 해킹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자신의 고유한 장소로 한다. 앞서 “익명이 있다”라는 
가정이 “익명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명제의 보충을 필요로 했듯이, 사이버스
페이스가 익명적 장소라는 가정은 반-국가적 상황을 촉성하는 해킹의 보충적 개입
을 필요로 한다. 결국 해킹은 시스템의 명명체계를 어떤 형태로 무력화하는 ‘익명
화’의 작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익명적 해킹’은 반-재현적이고 반-체계적이
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 재현과 체계를 역이용해 내부에서 도치시킨다. 취약성 공
격이 직접적으로 그러하고, 또 어떤 면에서 디도스 공격이 ‘정상’과 ‘비정상’의 접속
요청을 식별 불가능하게 하면서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은 ‘블랙
아웃’과도 같이, 익명적 운동의 현실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확장-전개된다. 익명의 
실천은 체계를 일시적인 암흑 가운데 놓을지라도, 암전(暗轉)이 끝나고 다시 밝혀진 
무대는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 세계의 장면일 것이다. 

이제 결론의 시점에서, 앞선 가설들이 지금의 연구로 얼마나 입증됐고 또 남은 가
능성을 마련해 둔건지 검토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짧은 거리를 함께 한 여행”에서 
그간의 지나온 경로를 살펴보자. 우리는 크게 여덟 군데 정도의 논리-사실적 경로를 
공유하고 조사해 왔다. 먼저 ‘장소’에 관해. 사이버스페이스가 익명적 장소라는 진
술은 “익명적 상황이 있다”라는 진술의 보충 조건이다. 익명이 식별 불가능하고 명
명 불가능하게 존재한다면 익명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해당하는 
장소를 통해 익명적 상황에 접근할 수 있다. 명명의 장소 역시 존재하므로 모든 장
소가 익명적 상황의 접속 가능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장소는 장소(화)
와 공간(화)의 동시적 산출작동으로 보아야 하므로(‘장소적 행위성’), 명명-장소와 구
별되는 익명-장소가 별개의 공간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리적 산출절
차를 통해 익명적인 것으로 발견돼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가 익명적 장소라
는 것은 명명체계와의 지속적 분리를 현실화하는 운동으로 포착되는 성격의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어떤 부분이 그런 분리를 실천하고 있다면, 즉 우리의 주제에서는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명명적 장소와의 분리 가정을 입증하는 운동이라면, 자
신이 실천하면서 현실화하는 바로 그 익명적 상황에 익명적 장소로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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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적 장소(화)
일 때,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작동으로 현실화되는 개별 오퍼레이션들은 동질적
인 익명의 다수-장소들로 있게 된다. 개별 오퍼레이션들은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한 어나니머스를 그 밖의 장소-공간과 분리시키는 장
소(화)의 운동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별 오퍼레이션들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오
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존재를, 결국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익명적 장소의 존재를 확
인하게 된다. 

‘사람’에 관해. 개별 오퍼레이션의 장소에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라
는 명제는 장소(화) 명제와 동시적 조건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비특정적이지만 (존
재하는 장소를 통해) 구체적이다. 일종의 ‘구체적 비식별자’라고 할 수도 있다. 동질
적 장소들이 장소화의 개입으로 서로 구분되고 차이를 이루는 만큼이나 동질적 사
람들(비식별자)은 다르지만(구체적), 또한 그 정도로만 다르다. 즉, 상정된 객관적 지
표(세대·계층·젠더·국적 등)와의 관계로 식별된 대상이 아니라 장소의 차이로, 정확
히는 장소들의 동질적 차이를 산출하는 차이화(장소화)로 인지된 국지적 배치들이
다. 따라서 식별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익명적이다. 동시에 익명적 ‘사람들’은 국지
적 장소(화)의 절차로 개입하는 작동인 한, 후자의 관점에서 식별 불가능한 실재의 
어떤 부분들로 있다. 만약 그 어떤 부분들이 “익명”의 기표 아래 익명적 양태의 강
도를 극대화하는 작동으로 기존 요소들과의 분리를 주장한다면, 그때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식별적인 한편으로 “익명”이라는 장소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참여’에 관해. 국지적 장소 개입의 절차가 지시하는 것은 참여의 실재다. 장소-
사람 짝은 ‘참여자’의 범주를 가시화한다. 개별 오퍼레이션이라는 장소로 참여해 있
는 익명의 사람들은 해당 ‘참여자’로 산출되면서 참여하는 오퍼레이션을 산출한다. 
이런 순환성은 오퍼레이션들의 중첩·반복되는 시퀀스적 분리로 가능해지는 상황인
데, 오퍼레이션은 선행하는 오퍼레이션과의 관계들에서 내적 다수성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즉, 오퍼레이션은 하나의 동일자로 식별되지 않고 그 자체로 다수-오퍼레
이션이다. 따라서 어떤 오퍼레이션의 부분으로 현시된 ‘참여자’는 동시에 같은 경로
상의 다른 오퍼레이션 부분들을 산출하면서 오퍼레이션을 변형하고, 변형된 오퍼레
이션상에서 다시 ‘참여자’의 어떤 부분들이 변형된 채로 산출된다. 이것은 ‘참여자’
와 오퍼레이션의 형상적 유사를 그 자기-개입적 성격을 통해 확인시켜준다. 오퍼레
이션들 내부의 오퍼레이션들이라는 분할·교차는 그것이 부분적·국지적으로 소환하는 
참여자를 외부의 명명적 장소와의 관계(‘개인들’)로부터 분리된 익명적 ‘사람들’로 
있게 하는 한편(분할), 해당 익명적 장소들 내부의 ‘사람들’(개별 오퍼레이션의 참여
자)로 있게 하면서 분산시킨다(전이). 참여자의 이런 자기-분할적 전이는 다시 각각
의 오퍼레이션들을 분산된 형상으로 익명화한다. 

‘공유’에 관해. 참여의 자기-개입은 오퍼레이션이라는 산출적 장소를 자기생산
의 절차처럼 작동하게 한다. 오퍼레이션의 자기-생산이란 자신이 존재하게 ‘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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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산출함을 지시한다. 오퍼레이션이 이전 오퍼레이션을 자신의 ‘생산절차’로 생
산하는 절차는 가상적 생산-상황들에 대한 개입적 선언으로 현실화된다. 즉, ‘공격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선언의 작동은 분산된 다수 오퍼레이션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자신에 속하는 것으로 연결(링크)하고, 이로써 앞선 공격-작전들이 생산
-작전들로 변형한다. 생산-작전의 관점에서는 그 자신이 어떤 공격의 절차로 현실
화하는 중에(생산절차들을 생산하면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다른 공격의 도래를 
가정한 채 가상적 생산들처럼 있게 된다. 오퍼레이션 전개에서 이런 가상-현실의 중
첩은 곧 가상적 생산과 현실적 공격을 같은 장소에서 교차시키는 특유의 양태를 지
시한다. 즉, 익명적 장소에서 어떤 교환이 있어 공격을 생산으로 변형하고 그 변형
을 오퍼레이션의 자기조건으로 삼는다. 이때 교환은 식별된 증여자-수령자 간 상호 
호혜적인 교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비특정적 사람들 사이의 교환은 각자 참여하
는 오퍼레이션들에 따라 구분되는 경로상의 교차 링크를 통해 발생하며, 이런 ‘익명
적’ 교환은 호혜성과 다른 논리 체계로 배치된다. 이 배치는 일차로 호혜-교환과 미
묘하게 구분되는 선물-교환의 형식에 좀 더 가까운 것처럼 발견된다. 그렇더라도 일
시적으로 식별된 증여-수령 관계가, 현실적 교환 내부에서 가상적 분할-선물의 부
분교환을 통해, 다시 비특정적 관계로 작동할 것이라는 조건의 지속 하에서만 ‘선물
적’이다. 이런 조건적 선물-교환의 특이성은 토렌트 교환이나 토르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오퍼레이션 간 중층링크의 현실적 양상들에서 실제 그러한 것으로 확인 가
능하다. 호혜-교환과 구별되며 선물-교환에서도 부분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분할-교환은 증여-답례의 고정 자리를 지속적으로 식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면
서 교환과 구분되는 ‘공유’라는 또 하나의 범주를 현실적인 교환 작동 가운데 ‘가상
적으로’ 배치한다. 말하자면, 공유는 익명적 선물-교환이라는 고유한 형태가 된다. 

‘해커’에 관해. 해커는 오퍼레이션의 전개에서 공유의 실천자로 작동한다. 시스
템 내부에 익명적 장소의 존재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해커는 주어진 현실적 상황의 
구조에 가상적 상황을 중첩시킨다. 다시 말해, 기존 명명체계로부터 또 하나의 고정
된 대상을 식별해 다시금 이름을 부여한 상태라기보다, 현재의 상황구조에 ‘없는’ 
가상적 대상(시스템의 ‘빈칸’ 또는 취약점)을 그것이 ‘있을’ 상황구조로부터 현실적 
이름을 선취해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확장에 가깝다. 해커가 그 가정된 취약점을 
한번 발견하면 이제 그것이 허용하는 시스템 내부 접속을 통해, ‘허용되지 않았을’ 
상황의 체계 내적 전개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이 기존 상황의 변형을 여전히 인식하
지 못하는 채로, 해커는 마치 ‘관리자’처럼, ‘설계자’나 때로 정상접속의 평범한 이
용자 같이 ‘승인된’ 이름으로 출현하면서 이러저러한 보충적 개입과 비예측적 조작
(操作)을 가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익명화한다. 시스템 안에서 해커라는 익명자
(匿名者)는 무명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무엇이든’ 선택적으로 될 수 있는 잠재적 역
량의 표현이다. 해커는 또 하나의 선택 작동을 통해 공유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취
득한 내부 데이터를 다른 폐쇄적 형태로 점유하지 않고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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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커가 특정 시스템 내부에 산출한 익명적 상황은, 해킹된 ‘선물’(비-거래적 
무상 증여)이 토렌트나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적으로’ 교환될 때, 공유 또는 익
명적 선물-교환이라는 가상-현실적 범주로 연계돼 교환체계 전반에 확장되기 시작
한다. 승인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익명의 비-거래자들이 증폭을 거듭해 거래교환의 
체계 내부에 익명적 교환의 가능성 지대를 구축한다. 교환체계의 보증자인 국가는 
이것을 비합법적 반(反)교환으로 재명명해 체계 외적으로 밀어내려 한다. 시스템으
로부터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 해킹이 외부침입의 존재 사실로 
식별되듯, 공유의 장소는 국가로부터 ‘불법적인’ 대상들로, 마치 예외상태인 것처럼 
식별된다. 해커는 이것에 대해 역행의 작동을 유지함으로써, 즉 체계 바깥의 일시적 
예외가 아니라 ‘정상성’의 도치된 내부를 자신의 자리로 주장함으로써, 체계에 대해 
반(反/半)체계적으로 확장하고 국가적 재현에 저항한다. 

‘운동’에 관해. 어나니머스가 해커로서 작동할 때 그것이 산출하는 가상-현실은 
기존 체계 한복판에 접혀져있는, 또는 그렇게 가정된 내적 식별불가능성의 존재를 
가능성 차원으로부터 실제로 발견해 펼치려는 운동이다. 지금의 확장 상황은 어나니
머스가 “익명”이라는 대상 없는 기표로 자기선언을 현실화하려는 운동과 병렬된다. 
따라서 어나니머스의 해킹(익명적 해킹)은 체계의 관점에서 불법적인 공유의 자리를 
확장하는 동시에, 익명-되기라는 운동에서 실제적인 방법론의 형태로 제시된다. 익
명-운동이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집합적 익명-되기를 현실화는 방법은 기존 분류체
계상의 범주와 요소들을 내부로부터 벗겨내 ‘당사자’ 범주를 비-당사자인 ‘참여자’ 
범주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로 재현된 범주들 한가운데로 익명의 범주를 
개입시켜, 마치 해커가 SQL 삽입을 통해 기존 식별자(ID)에게만 허용된 접속제한을 
벗겨내고 선택적 되기의 작동을 펼치듯이, 내적 확장을 산출한다. 익명이 개입해 다
시 익명을 산출하는, 결국 “익명”이 자기개입을 그 자신의 산출 조건으로 삼는 이런 
변형은 순환적이거나 일정하게 자기-귀속적이다. 클라인 병(Klein bottle)처럼 그것
은 자기-교차하는 몰입으로 형상화되지만 - 클라인 곡면은 4차원에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3차원 도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실제로 익명을 만드는 익명
이란 하나의 ‘형태’가 다른 하나의 ‘내용’이 되는 변형에 가깝다. 이것은 앞서 확장 
상황으로 표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가 이미 씨앗으로서 ‘원인’ 가운데 
심어져있는 듯한 지금의 구도는 인과론적이거나 목적론적인 인식 틀에서 벗어난 채
로, ‘가상’과 ‘현실’의 교차운동을 지시하게 된다. 단순히 가상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절차라기보다, 가상적 익명의 현실적 기표가 현실적 익명의 가상적 기표로 맞바꿈이 
일어나게끔 상황 자체를 변형하는 것이다. “어나니머스는 정당도, 운동도 아니다”라
는 초기 진술이(오퍼레이션 그린혼) 이어지는 전개 과정에서 “어나니머스는 운동이
다”라는 ‘다른’ 명제로 전환됐을 때, 익명이라는 운동은 식별된 지표와의 고정된 관
계형태들(‘개인’) 내부에 이미 비식별 값이 다수로(‘사람’) 있음을 가정하고 그것의 
부분들을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선택해(‘참여자’) 개별 장소들에서 펼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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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익명-운동은 여전히 의회주의 정당도, 시민단체 운동도 아니다. 그것은 개별
적 다수의 확장 상황이 있게 하려는, 다시 말해 익명적 상황을 촉성하는 운동이다. 

‘정치’에 관해. 익명-되기는 상황 속 당사자 재현을 늘리는 대신 기존 모든 범
주와 얼마간 공통적인 내적 범주를 보충적으로 삽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익
명”은 당사자 정치도, 또 하나의 대표자 정치도 될 수 없는 형태로 있다. 또한 익명
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등재하는 문제와도 같지 않은 성격이다. 익명이 된다는 것은 
자기존재의 양태적 속성에 걸맞은 정당한 이름을 획득하는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자
신을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식별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존재의 기반이 
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아는 일이다. 익명이라는 유적(generic) 집합은 (기존 상황 
속) 부재의 (확장 상황 속) 현시다. 이런 비재현적 현존은 기존 관점에서 ‘없다고’ 
인식되더라도 엄연히 기존 상황과의 어떤 관계로 ‘있으며’ 단지 해당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존재론적 확신(그런 유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형태로 아는 것)은 하나의 개입적 결정을 요한다. 즉, “익명이 있으
며” 자신이 여기에 해당 항으로 속한다고(“우리는 익명이다”) 결정함으로써 익명의 
존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입의 결정으로 인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 의회주의적 정치와 상관없이, 국가적 정치에는 대항하면서, 또한 시민적 
정치와도 얼마간 빗겨난 채로, 그 ‘익명적 정치’는 도래할 상황의 변형을 말하고, 상
황의 확장을 위한 참여를 촉구하거나, 관점의 전환과 태도의 공유를 기대하면서 어
떤 가능성 세계를 표현하고 실천한다. 익명적 정치란 정치를 익명화하는 일과 무관
하다. 그것의 가능성은 정치적인 것이 처음부터 익명적임을, 식별 불가능한 실재일 
수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정치’에 관한 사람들의 집합적 태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있다. 대표자나 명명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변하거나, 재현하거나, 또는 가능성의 
유일한 형태인 양 승인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채, 동질적 차이들의 다수성으로 정치
를 생각하는 일이다. 

‘생각’에 관해. 새로운 정치를 생각할 가능성은 그것을 식별 불가능한 실재와의 
관계로서 다루는 일에 달려있다. 적어도 익명적 정치는 그러한 실재와의 관계로서 
사유가능성의 문제가 된다. 이런 관점은 대표/재현의 자리를 정당한 지위로 확보하
기 위해 대표자와 당사자 사이의 재현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는 정치적 노력과는 분
명 다른 지평을 바라보고 있다. 익명이 만약 식별 불가능하고 명명 불가능한 실재라
면, 그것이 정치와 맺는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익명적 정치란 결국 식별불가능성의 
기술(표현)가능성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익명의 기술가능성
은 익명이 산출하는 익명적 상황의 기술을 통해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되
는 이러저러한 익명들, 익명의 실천들이 비록 우연적이고 비일관적인 사건들의 부분
적 연결들로 나타나더라도, 그 내적 전개에서 또 다른 ‘체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체
계적’ 절차로 작동한다. 기존 체계와는 다른 형태로 숨겨진 채, 그러나 존재하는 것
으로서 펼쳐지는 가상적 실재가 기존의 인식공간상에 속하는 요소들로 구성될 수 



- 335 -

없더라도, 우리는 그 가능성 지대를 나름의 체계적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고, 또 표
현할 수 있다. 그러한 펼침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질적 장소들의 다수성으로 그것에 
접근하면서 말이다. 그런 면에서 “익명은 생각이다”라는 명제는 어나니머스의 최후
진술이자, 처음부터 가상적으로 실재했던 언표가 된다. 익명은 무엇무엇도 아니라는 
개체 부정의 언표에서 익명은 운동이라는 집합적 긍정의 정립에 이르기까지, 익명은 
생각이라는 명제가 지속적으로 각각의 명제들과 짝을 이뤄 내부에서 펼쳐진다. 때로
는 명제 전환의 보충적 변환자로,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내용을 전면에 내세
우면서, 마치 ‘생각’이 그러하듯이 유동적으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장소들을 
떠다닌다. 

익명의 내용이 지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생각’이라는 이들의 말은 익명을 구
체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 오히려 생각을 익명적인 것과의 관계로 표현한다. 익명이
라는 생각이 같지만 다른 동질적 차이들의 다수로 존재하면서 이질적 대상화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관계가, 식별 불가능한 실재와의 관계로서 드러난다. 당사자 식별
과 대표자 재현 없이도 익명적인 것으로서 정치가 ‘정당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이
런 의미에서 익명적 생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산출하는 변형이 된다. (익명적) 생각
으로서의 비-조직, 생각으로서의 운동, 생각으로서의 정치 등등은 비정형적이고 반
(反/半)체계적인 형태와 내용으로 있으면서, 또는 그 형태를 자신의 내용으로 삼으
면서, 상황에 내적으로 개입하고 개인을 익명의 참여자로 변형한다. 정체성의 동일
시가 아니라 생각의 공유로서 참여는 대표와 재현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
는다. 참여자의 조건은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이라기보다, 당사자로 있을 상황만이 자
신의 유일한 세계가 되지 않도록 상황의 가능성 자체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 참여는 
일시적일지라도 참여 가능한 개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산출해 내고, 이로써 개별의 
참여는 불연속적일지라도 참여의 시퀀스들이 일정한 강도(强度)로 연속적이게 한다. 

익명의 오퍼레이션들은 그런 지속적인 강도의 집합적 산출절차로 있다. 표면 바로 
밑에서는 분할돼 퍼지고 다수로 얽혀서 구별이 모호한 채, 표면 위로는 같지만 다른 
익명의 꽃봉오리를 겹겹이 펼친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 안에서 각각
의 오퍼레이션들은 중첩적으로 어나니머스를 펼친다. 익명의 장에서 때로 튀어 오르
고 때로는 접히면서, 그런 반복적 개입을 일상적 실천의 수준까지 확장하는 일을 통
해 결국은 도래할 다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안다. 또는 확신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가 있다는 것으로서, 익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이다. 이들이 반복해서 그리는 머리 없는 몸의 형상은 그렇게 
‘왕의 머리’를 다시금 잘라내면서 익명적 사람들의 집합적 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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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h. IV) 
익명적 교환의 존재형태에 관한 가설적 접근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항상적 교환’ 상황은 생산-집합들의 연쇄로 작동한다. 
범주적으로 생산-집합이 오퍼레이션에 속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생산-
집합이 곧 오퍼레이션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의 관점에
서 오퍼레이션은 생산-집합의 연쇄라는 오퍼레이션(작동)이지만, 공격의 관점에서는 
다른 형상화가 펼쳐질 수 있다. 생산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다음 몇 가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선 개체화의 문제다. 생산-집합은 적어도 세 개의 오퍼레이션들을 
상정하며, 걸쳐 있다. 즉, 일종의 확장체계를 이룬다.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은 어느 생산-집합들이 개별 오퍼레이션에 속해 있는 상황들이다. 예를 들어, 우리
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생산-집합’이라고 지시할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4
장의 사례로 나온 “@TheAnonMessage”라는 트위터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을 떠올
려 보면, 각각은 어떤 형태의 생산자-생산물 조합이다. 해당 익명 계정은 ‘개인’의 
사회적 대표 인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에 관한 개별 생산 작업들을 
현시한다. 실제 내용은 무수한 링크들(트윗, 리트윗, 팔로잉, 스크랩, 첨부링크, 참조
링크)의 집적이며, 글, 그림, 사진, 영상 등 서로 다른 출처들로부터의 집합체다. 
“@TheAnonMessage”에 속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생산관계라기보다 이미 다수 생
산자-생산물의 교환관계다. 

여기서 “@TheAnonMessage”가 생산-집합이라는 구체화된 형태의 한 표현이라
면 - 물론 이런 트위터 계정 말고도 다른 많은 형태의 생산-집합이 있다 - 그것이 
2014년 6월 21일의 선언으로 ‘오퍼레이션 NO2ISIS’에 속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당 계정 또는 채널은 어디까지나 오퍼레이션에 부분으로 참여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런 집합이 곧바로 ‘오퍼레이션 NO2ISIS’와 등치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한편으로 “@TheAnonMessage”에는 그 밖의 오퍼레이션들도 걸려 있
다. 즉, 해당 채널은 다른 개별 오퍼레이션에 생산-집합으로 속하기도 한다. ‘오퍼레
이션 11월 5일’, ‘오퍼레이션 소니’, ‘오퍼레이션 퍼거슨’(Operation Ferguson), ‘오
퍼레이션 월스트리트’(Operation Wall Street) 등 IS와 크게 상관없는 작전도 있지
만, 최소한 ‘오퍼레이션 NO2ISIS’와 ‘오퍼레이션 IceISIS’,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또는 ‘오퍼레이션 무슬림형제단’(Operation Brotherhood Takedown) 등 앞선 중
동 관련 작전에도 부분적으로 함께 참여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TheAnonMessage”는 가설적 도식 와 ′로 표현된 생산-집합 연
쇄에 내적 부분으로 포함된다. 그 내적 포함의 방식은 A₁이라는 생산물 일부와 A₁
의 생산자 일부 등으로 부분-귀속되는 형태다. 하나의 생산-집합 관점에서는, 각각
의 생산자·생산물에 속하는 일부가 추출돼 거꾸로 재조합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가
설적 도식 와 ′가 개별 오퍼레이션 중첩을 생산-집합의 교차 연쇄들로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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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지금의 경우 개별 오퍼레이션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어느 생산-집합의 
개별성은 일단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가설적 도식  
  

…, {α₀라는 생산물, α₁의 생산자}, {α₁이라는 생산물, α₂의 생산자}, {α₂라는 생산물, α₃의 생산자}, … 

여기서 ‘α₁이라는 생산물’은 앞서 A₁이라는 생산물 일부를(α₁∈A₁), ‘α₂의 생산자’
는 A₂라는 생산물 일부의 생산자를 가리킨다. 어느 상황 시점에, 예컨대 오퍼레이션 
NO2ISIS 참여자로서 α₁이라는 생산물과 α₂의 생산자가 속하는 개별 생산-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때 α₁이 오퍼레이션 NO2ISIS에 참여하는 “@TheAnonMessage”
를 통해 관련된 생산물로 가시화되고 있을 경우, 그리고 α₂가 오퍼레이션 IceISIS에 
참여하는 “@OpIceISIS”상에 관련된 생산물로 가시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ISIS 
지원 의심 국가의 목록 및 사이트 주소들 일부(α₁)가 “@TheAnonMessage”를 통해 
제시됐고, 이전 다른 오퍼레이션 생산-집합으로부터 링크된 것이다. “@TheAnon 
Message”가 오퍼레이션 NO2ISIS 참여자로 제시한 것이므로, 그 링크된 생산물은 
이전까지의 생산적 상황과 별개로 오퍼레이션 NO2ISIS 생산물에 속한다. 한편으로 
“@TheAnonMessage”가 따로 공개한 IS 관련 추종자들의 트위터 계정 일부(α₂)는 
추후 “@OpIceISIS”로 링크되면서 오퍼레이션 IceISIS의 ‘재료’가 된다. 

말하자면, “@TheAnonMessage” 등은 다른 생산-집합으로부터 링크된 생산물들
의 집적인 동시에 그 자신이 또 하나의 ‘생산자’가 된다. 생산물로서 존재하는 것과 
생산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동시적이지만, 어느 상황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구분되게 
나타난다. 오퍼레이션-참여자의 관점에서, 동일한 하나의 계정이나 채널은 오퍼레이
션 A의 ‘생산물’(A에 속하는 생산물)이거나 그리고 오퍼레이션 B의 ‘생산자’(B에 속
하는 생산물의 생산자)일 수 있다. 링크 다발로 집적된 다수-생산물 집합체면서 동
시에 어느 개별 생산물의 생산자라는 양태는 관점의 교차에 따른 수직각적 접합 구
도를 지시한다. 마치 빛이 보기에 따라 - 관찰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 
‘입자’와 ‘파동’의 교차·중첩된 집합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개별 
상황 속에서 ‘생산물이거나 그리고 생산자’라는 이중적 양태, 생산물-생산자의 이런 
교차 형상을 ‘생산-집합’(생산집합참여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 “@TheAnonMessage”라는 생산-집합만을 따로 떨어트려서 생각
해 보면, 해당 채널은 오퍼레이션 NO2ISIS 또는 오퍼레이션 시리아-오퍼레이션 
NO2ISIS-오퍼레이션 IceISIS 같은 경로들의 중첩 외에도 다른 오퍼레이션의 교환 
경로에(오퍼레이션 11월 5일, 오퍼레이션 소니 등) 부분적으로 걸쳐 있다. 이 경우
에 오퍼레이션 NO2ISIS 참여자로서의 “@TheAnonMessage”가 오퍼레이션 퍼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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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산자’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오퍼레이션 소니의 참여자로서 “@TheAnon 
Message”라는 집적은 오퍼레이션 NO2ISIS 등의 ‘생산물’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다수 오퍼레이션 시퀀스 속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생산물-부분을 링크 다발을 통해 
자기 몸체에 개별적으로, 오퍼레이션-경로의 참여 상황에 따라 가시화하게 된다. 오
퍼레이션 11월 5일이 작동하고 있을 때, 그 관련된 ‘β₀라는 생산물’을 ‘β₀의 생산자’
로부터 링크하는 식이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다음처럼 ‘생산물-링크자’ 연쇄가 
“@TheAnonMessage”라는 개별 생산집합-채널의 상황을 표시한다. 

가설적 도식  
  

…, {β₀라는 생산물, β₀의 링크자}, {β₁이라는 생산물, β₁의 링크자}, {β₂라는 생산물, β₂의 링크자}, … 

이 경우 각각의 생산물의 생산자는 자리에 없고, 대신 그것을 해당 계정으로 링크
한 다수-부분들이(β₀의 링크자, β₁의 링크자, β₂의 링크자, … ) 존재한다. 즉, 
“@TheAnonMessage”는 β₁이라는 생산물을 다른 어딘가로부터 링크할 때 ‘β₁의 링
크자’로 드러나고, β₂라는 생산물을 링크할 때 ‘β₂의 링크자’로 나타난다. 
“@TheAnonMessage”에 생산물 β₀, β₁, β₂ 등등이 있을 때 해당 계정은 ‘β₀의 링크
자’이거나 그리고 ‘β₁의 링크자’이거나 그리고 ‘β₂의 링크자’ 등이 된다. 그런데 ‘링
크’는 그 자체가 ‘교환’이다. 이미 해당 생산자들이 속하는 다른 형태의 생산-집합
(생산물-생산자) 짝과의 교환관계를 지시한다. 따라서 β₁이라는 생산물-(링크)-β₁의 
생산자 관계에서 링크된 생산물, 즉 ‘생산물-(링크)’ 부분(β₁-link)을 λ₁으로 표시하
면, ‘β₁의 생산자’는 링크한 생산-집합(여기서는 “@TheAnonMessage”)상에 존재하
지 않으므로, 해당 생산-집합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가설적 도식  
  

…, {λ₀, λ₁, λ₂, … }, { …, β₀의 생산자}, { …, β₁의 생산자}, { …, β₂의 생산자}, … 

<도식 >와 다른 점은 서로 다른 교환경로들(β)의 중첩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도
식 >는 그 중 하나의 교환 경로상에서,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NO2ISIS’를 산출하
는 개별 오퍼레이션 경로들의 중첩(오퍼레이션 시리아,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오퍼
레이션 IceISIS 등)에 걸려 있는 ‘생산집합참여자’들의 상황을 나타낸다. 반면 <도식 
>는 생산물-생산자 축의 교차가 작동하지 않는 경계들까지(오퍼레이션 월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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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NO2ISIS, 오퍼레이션 퍼거슨 등) 포함한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교환
관계들의 현실화에 어떤 결계 같은 지대가 있으며 - 오퍼레이션 NO2ISIS 산출경로
와 오퍼레이션 월스트리트 산출경로 사이엔 직접적인 교환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 단지 어떤 형태의 링크 다발(집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이때 어느 생산-집합 {λ₀, λ₁, λ₂, … }은 서로 구분되는 다수의 오퍼레이션 경로
들에 부분-참여자들로 걸려 있는 채널 등을 지시한다. 이것은 각각 β₀, β₁, β₂ 등의 
생산물이, 예를 들어 “@TheAnonMessage”라는 하나의 채널에 링크돼 집적되는 경
우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β₁이라는 생산물과 λ₁이라는 생산물(링크된 β₁, β₁-link)
은 서로 ‘같지만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λ₁은 어느 개별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로서 
이미 해당 생산절차로 재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오퍼레이션 
NO2ISIS’에서 IS 관련 추종자들 트위터 계정 일부가 생산됐지만, 그것은 이후 ‘오
퍼레이션 IceISIS’의 참여자로서 “@OpIceISIS” 같은 채널에 링크되면서 이전 오퍼
레이션 상황과 별개로 후자의 오퍼레이션 생산-집합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 λ₁은 
가설적 도식 의 생산물 α₁에 대응한다. “@TheAnonMessage”라는 ‘채널생산집합’에 
관해 도식 , , 를 다음과 같이 결합할 수 있다. 

가설적 도식   
  

…, {생산물 χ₀_λ₀, χ₁의 생산자}, …, {생산물 α₁_λ₁, α₂의 생산자}, …, {생산물 ψ₂_λ₂, ψ₃의 생산자}, … 
(χ₀∈β₀, α₁∈β₁, ψ₂∈β₂) 

<도식 >가 링크자의 관점에서 가시화되는 생산물 집적을 개별 채널들 형태로 기
술한다면, <도식 >는 같은 채널 형태를 생산물과 생산자, 다시 말해 링크된 생산
물과 링크될 생산물, 그리고 각각의 생산자의 분할적 교차 형상으로 풀어놓은 것이
다. 여기서 각 교환경로(β)들에 해당하는 생산-집합인 {생산물 χ₀_λ₀, χ₁의 생산자}, 
{생산물 α₁_λ₁, α₂의 생산자} 등의 앞뒤를 ‘펼치면’ 각각에 대해 <도식 >의 전개가 
튀어나온다. <도식 >는 어느 구분되는 교환 경로상에서 오퍼레이션 경로의 중첩 
상황을 상정한다. 따라서 개별 오퍼레이션의 ‘참여자’로서 해당 채널이 {생산물 α₁_λ

₁, α₂의 생산자}라는 생산-집합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생산-집합
(마찬가지로 개별 오퍼레이션 참여자로 나타나는 생산-집합)으로부터 어떤 생산물을 
링크하며(λ) 생산물 α₁_λ₁으로 제시된다. 어느 오퍼레이션 참여자로서 링크된 생산물 
α₁_λ₁은 이미 ‘변형된’ α₁이다. 또한 해당 채널은 교환 경로상의 또 다른 생산-집합
에서 링크-변형될(α₂_λ₁) 생산물 α₂의 생산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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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도식 ′  

 

역시 {생산물 ψ₂_λ₂, ψ₃의 생산자} 집합 등에 관해서도 참여하는 교환 경로상의 교
차 배치를 표시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생산-집합 채널이 동시에 다른 모든 교환관
계의 부분-참여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식 ′>에서 세로축의 ‘숨겨진’ 관계
들로 드러내려는 것은 링크를 통한 채널 간 교차 배치의 가능성 형태다. 더 중요하
게는, 지금 도식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수직각적 교차로 표현되는 이중의 양태다. 
하나의 생산집합-채널은 자체로 다수 생산-집합의 중첩인 동시에(가로축), 어느 오
퍼레이션-참여자로 개입하면서 해당 교환의 경로상에서 다시 생산-집합들의 연쇄로 
작동한다(세로축). 여기서 이런 개입적 교환의 존재 방식은 링크 다발을 통한 생산
물-생산자 ‘변형’이다. 링크-교환은 원 생산물을 해당 오퍼레이션 상황의 ‘생산물’로 
변형(생산)하는 한편, 생산물이 속한 생산 집적을 다른 하나의 ‘생산자’로 변형(생산)
한다. 즉, 생산물 α₂는 그것이 이후 생산절차에서 해당 참여자인 생산물 α₂_λ₁로 링
크-변형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전 생산절차상의 ‘α₂의 생산자’를 가시화한다. 이로써 
이전의 생산-집합은 관련된 ‘생산절차였던’ 것으로 소급 변형된다. 

{생산물 α₁_λ₁(α₁_λ₁의 생산자), (생산물 α₂)α₂의 생산자} 

{생산물 α₂_λ₁(α₂_λ₁의 생산자), (생산물 α₃)α₃의 생산자} 

한편 생산물 α₂_λ₁가 현재의 해당 오퍼레이션 ‘참여자’로 개입하는 동시에, 링크로 
개입했던 ‘α₂_λ₁ 생산자’는 비가시화된다. 링크자인 그 생산자는 사실상 해당 생산-
집합 자신이기 때문이다(<도식 >의 ‘β₂의 링크자’). 해당 생산-집합은 현재 생산물 
α₂_λ₁로 오퍼레이션에 참여해 있고, 따라서 (α₂_λ₁의) 생산자가 (α₂_λ₁이라는) 생산물
로 변형해서 나타난다. 또한 이전 생산- 집합에서 생산물 α₂ 역시 비가시화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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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오퍼레이션-참여자가 소급적으로 가시화하는 ‘생산절차’상에서 생산물 α₂는 이
미 링크-변형(λ₁)의 형태로 현 생산-집합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전 오퍼레이션 생산
-집합상에서도 생산물 α₂는 해당의 ‘참여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퍼레이션
-참여자의 관점에서 (α₂라는) 생산물은 (α₂의) 생산자로 변형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
해, 생산물-생산자 변형 자체도 이중으로(내/외적 변형) 작동한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중요한 것은 생산물(생산자)의 종류나 성격이라기보다 링크
된 생산물, 더 정확히는 링크 개입의 성격이다. 생산물-링크 자체가 링크자를 경유
한 하나의 ‘생산-집합’(링크된 생산물-링크의 생산자)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
다. 생산물 X가 오퍼레이션 소니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이라는 서로 다른 교환경로
를 이루는 상황들에 개별 링크돼 있을 때, 이미 변형된 다른 생산물(Xλ₁, Xλ₂)로 존
재한다. 생산물 X가 - 마치 세포분열처럼 - ‘같지만 다른’ X들로(Xλ₁, Xλ₂) 분할-전
이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양자를 나누는 것은 X라는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
이 링크된 상황들, 참여하고 있는 교환-장(場)이다. 즉, 링크를 통해 어느 장에 진입
하게 되는가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X들로 존재하게 된다. 어느 선행하는 장으로의 
참여를 이끄는 링크 개입이 분할-존재들을 가시화하는 것이라면, 그 분할-존재들에 
선행하는 링크 개입은 일차로 교환의 선행성을 장 내부에서 현실화한다. 한편 서로 
구분되는 교환-장들 외부 자리로의 접속이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은 교환의 현실적 
배치 이전에 어떤 ‘가상적 결연관계’의 조건을 고려하게 한다. 

실제로 어떤 생산물은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들에 공히 링크돼 각자 참여해 있다. 
이 경우 생산물 X는 오퍼레이션 NO2ISIS와 오퍼레이션 IceISIS 등 동일 경로상의 
생산-집합이 교차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호교환 없이도 각각의 오퍼레이션 참
여자들이 어느 생산물 원천으로부터 직접 링크-교환한 것이다. 따라서 상정된 교환 
경계 밖에서도 느슨한 링크 집합의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지시하는 
바는 링크 개입이 생산-집합(의 산출)의 결정자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
듯 생산-집합의 연쇄는 곧 ‘교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일반교환이 현실
화되는 절차에서 구분되는 교환경로들이 산출된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오퍼레이션 
월스트리트와 오퍼레이션 이스라엘 사이의 교차 운동보다 오퍼레이션 이스라엘과 
오퍼레이션 IceISIS 사이 교차 운동이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세 오퍼레
이션 모두 별개의 경로상에 있음에도 그렇다. 즉, 각자 전개되는 오퍼레이션 경로와 
미묘하게 구분되는 교환가능 경로들이 있으며, 같은 현실적 교환 경로상에서는 오퍼
레이션 시리아와 오퍼레이션 NO2ISIS라는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 경로들이 생산-집
합의 연쇄로 교차한다. 따라서 무제한의 교환-결연관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
의 ‘국지적 교환’ 집합들이 존재한다. 오퍼레이션 IceISIS는 오퍼레이션 이스라엘보
다 오퍼레이션 월스트리트에 대해 더 ‘멀리’ 있다. 

링크 개입은 교환경로들 사이의 ‘거리’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 ‘거리’를 좁히거나 
늘린다 - 일종의 교환의 연산자로 생각할 수 있다. 링크는 동일 경로상의 교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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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교환의 ‘빈자리’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링크 다
발들이 상정된 교환 거리를 가로지른다면, 다시 말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로들의 
영역에서 생산물의 링크를 가능하게 한다면, 구분되는 교환 경로상의 생산-집합 배
치를 같은 링크 집합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우선 <도식 ′>를 바탕으로 <도식 
>를 변형한 다음의 가설적 도식이 마련된다. 이것은 어느 교환 경로상에서 수평축
과 수직축의 일차적인 교차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가설적 도식  
…, {생산물 A₀λ, A₁의 생산자}, {생산물 A₁λ, A₂의 생산자}, {생산물 A₂λ, A₃의 생산자}, … 

<도식 >가 부분적 생산물-생산자 조합의 교차 배치를 기술했다면, 지금의 경우 
해당 생산-집합을 집합적 접속의 관계로 기술하고 있다. 생산물 A₁은 앞서 α₁으로 
표시한 생산물 일부, 즉 어느 개별 채널 등에 속하는 관련 생산물-부분을 합집합으
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개별 채널이나 그 밖의 생산-집합 귀속 여부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 ‘ISIS 지원국 관련 정보’ 등의 집적된 형태를 가리킨다. 생산물 A₁λ는 해
당 오퍼레이션(‘오퍼레이션 NO2ISIS’)의 참여자로 링크 집적된 결과다. 마찬가지로 
A₂는 ‘IS 직접 공격 정보’ 같은 생산물 집적들의 합집합으로, 각각의 부분 ‘생산물’
(α₂)과 ‘생산자’(α₂의 생산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IRC 채널, 익명 포럼, 
페이스트빈, 미디어 사이트 등등에 분산돼 있다. ‘A₂의 생산자’는 분할적 부분들의 
집합으로서 생산물 A₂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생산자’들의 집합이다. <도식 >는 기
본적으로 각각의 분산된 생산-집합이 다중 링크를 통해 어느 교환 경로상에서 오퍼
레이션 경로 산출에 집합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표시한다. 

서로 다른 생산물-생산자들의 다수성을 이렇게 집합적 접속의 교차연쇄로 기술할 
수 있는 이유는 링크개입(λ)의 동질성 때문이다. 동질적 다중 링크가 어느 교환-장 
내부의 참여자로서 실질적인 생산-집합 배치를 (‘교차결연’ 형태로) 현실화한다. 따
라서 링크 이전 부분적 생산물(αn)-생산자(αn의 생산자)의 개별 조합들은 해당 동질
적 참여자로서의 링크 이후 집합적 ‘결연관계’(Anλ-An+1의 생산자)로 변형돼서 나타
난다. 앞서 언급했듯 링크-변형에서 중요한 사실은 변형 이전 대상의 속성분류에 따
른 장르-내용적 차이가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다시 산출되는(재진입하는) 관계-장에
서의 차이적 배치다. 이런 차이화는 차이(변형 전)로부터의 차이(변형 후)며, 어떤 
의미에서 “차이를 만드는 차이”(Bateson 1972: 462)이자 자기와의 차이다. 기존 대
상적 차이가 참여자의 동질성으로 일단 변형된다는 점에선 동질적 차이화기도 하다. 

링크 개입이 현실적 교환-장 내부 배치를 산출할 뿐 아니라 또한 교환의 ‘빈자
리’(경계지대)를 메우는 작동이기도 하다면, 특수 교환 경로상의 집합적 접속의 관계
만이 아니라 일반 교환경로들의 집합적 접속의 관계 역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링크 개입의 차이화를 통해 <도식 >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 이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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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식 >를 바탕으로, 다수-교환경로 상에서 수평축과 수직축의 수직각적 다
수-교차 양태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적 도식   
…, {생산물 Xλ₀, X의 생산자}, {생산물 Aλ₁, A의 생산자}, {생산물 Yλ₂, Y의 생산자}, … 

<도식 >와 달리 여기서는 링크 개입(λn)의 구분이 나타난다. 대신 생산물과 생
산자의 내부 구분은 점차 사라진다. 생산물 Aλ₁는 특정 교환 경로상에서 오퍼레이션
-참여자 생산-집합에 속하는 생산물들의 집합이며, 집합적 생산물 A가 상호 링크돼 
집적된 결과다. Xλ₀, Yλ₂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특정 교환 경로상 집합적 생산물의 
링크 집적 결과를 표시한다. <도식 >가 기술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오퍼레이션-
참여자의 링크 집합을 통해 생산-집합(의 집합)이, 즉 현실적으로 ‘국지적’ 교환경로
들이 산출되는 상황이다. 이때 <도식 >는 <도식 ′>에 직접 대응하며, 참여자로서
의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생산집합’ 연쇄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도식 >를 구체적으
로 확장-변형한 형태다. 

다시 한 번 이런 집합적 결합 표시가 가능한 이유는 링크-변형의 성격 때문이다. 
이번 경우에는 링크 개입 자체의 동질적 차이화(λn)가 개입한다. 생산물과 생산자의 
속성분류가 아니라 링크에 따른 변형이 생산물-생산자를 구분되는 것으로 드러낸다
면, 링크 개입의 차이를 가정하는 한 그것이 링크하는 이전 생산물은 동질적인 것으
로 간주된다. 각각은 글, 그림, 영상 등 장르 차이를 보이더라도, 또는 IS 지원 정보
나 IS 직접 공격 정보 등 ‘내용적으로’ 다르더라도 다른 교환경로의 현실화(링크)와 
구분될 때 내적 동질성을 보인다. 실제로 ‘소니 공격에 관한 정보’나 ‘월스트리트 시
위에 관한 정보’, ‘IS 트위터 계정 정보’ 등은 그 자체의 장르-대상적 차이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오퍼레이션 경로로 접속하게 되는지, 어떤 생산-집합
들의 집합에 재진입하게 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다. 심지어 ‘같은’ 생산물은 서로 
다른 경로에 각자 링크되면서 ‘다른’ 것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정된 ‘차이’나 ‘유사’를 재생산하는 분류가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는 차이화(링크-
변형)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생산자 역시 링크 개입 이후 그 링크-변형의 관점에서 
구분되게 ‘산출된’ 생산자이므로, 이전 생산자를 동질적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지 존재하는 차이는 서로 다른 링크 집합들과 그 작동들(오퍼레이션)이며, 따라서 
링크의 동질적 차이화가 생산물-생산자의 동질성을 역으로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도식 >가 어느 동일한 링크 접속(같은 교환경로)상에서 생산물-생산
자의 교차 배치를 내적 구분(An)의 관점에서 표시한다면, <도식 >는 링크 구분(λn)
이란 관점에서 내적 동질성의 집합들을 외부 확장체계로 표시한다. 이것은 대상화의 
문제라기보다 관점의 전환에 관한 문제며, 앞서 수평축·수직축의 다수-교차로 표현
한 ‘수직각적 접합’이 지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이제껏 유지해 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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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생산자의 어긋남 양태가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동질성은 무-차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의 무화가 아니라 ‘다른 차이’를 만든다. {생산물 Aλ₁, A의 생산
자} 조합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이중의 교차 양태다. 생산물-링크로서 생산물 Aλ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산-집합({A, λ})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A의 생산자는 해당 생산
-집합이 ‘아닌’ 곳에서 가시화된다. {{A, λ}, A의 생산자}. 또한 해당 생산-집합 자
신이 다시 또 하나의 생산자로 드러날 때 그의 생산물(다른 A)은 링크-변형된 다른 
집합에 속한다. {{A, λ}, A의 생산자}. 즉, <도식 >의 각 항은 내적 구분의 관점에
서도 <도식 >의 전개를 자기귀속 형태로(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상정하며 그것으
로의 역-전환을 내포한다. 

이런 식으로 링크 개입이 하나의 결정자로 작동한다면 서로 다른 교환경로 재진
입 이전의 생산물-생산자의 동질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생산된’ 차이는 링크
-변형에 따른 개입적 선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생산물 A와 생산물 X, Y는 그 
자체로 지금의 교환 경로상에 출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형태의 변형들로 존
재하며, 그로부터 차이가 - 대상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참여 경로의 차이로 - 인지
된다. 따라서 링크라는 개입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생산-집합들의 집합(γ), 즉 일반
적 교환경로는 γ={{ε, λ}, δ}의 형태로 다시 써진다. 

편의상 ε는 (변형 이전) 개별 생산물을, δ는 그것의 개별 생산자를 표시한 것이
다. 여기서 생산물-생산자(ε-δ)는 동질적이고 차이는 링크(λ)로 발생한다. 생산물 
A, X, Y가 개별 동질적 ε라면 그것의 생산자 역시 경로 참여 이전의 대상 분류로
(A, X, Y의 생산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단지 개별 생산물 ε와의 차이로, 또는 
변형 생산물 {ε, λ}와의 차이로만 인지된다. 즉, 생산물 ε 자리에 생산자 δ는 존재
하지 않거나 생산자 δ가 존재하는 자리에 생산물 ε는 없다. 또한 δ는 언제나 {ε, λ}
의 생산자가 아니다 등. 이런 차이의 차이가 링크 작동이라면, 생산물/생산자의 장
소적 차이가 유지되는 한 개별 생산물-생산자는 동질적인 것으로(ε-δ) 간주된다. 
즉, ε과 δ는 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자리의 차이를 지시한다. 따라서 앞서 <도식 >
를 동질적 차이의 일반경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적 도식  
…, {{ε, λ₀}, δ}, {{ε, λ₁}, δ}, {{ε, λ₂}, 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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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Ch. IV) 
호혜적 명명과 반-호혜적 익명 

대상 식별 없이 링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컨대, 지금의 대상 없는 링
크 개입은 관찰자의 메타링크, 즉 분류작업과 어떻게 다른가? 링크 개입은 그 존재
가능성 경로의 범위를 설정한다. 다시 말해 교환경로들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공간화나 장소화에 가깝다. 본문 2장에서 논의한 명제들로 표
현하면, 링크 개입은 지금의 익명적 교환경로들을 기하화(시공간화)하고 있으며 거
리함수의 문제로 전환한다. 링크라는 결합이 식별의 작동 방식이 되는지 검토하기 
전에(또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교환경로와 링크 개입을 ‘기하화’한다는 의미에 관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두 가지 문제는 하나로 얽혀있음이 곧 드러날 
것이다. 

2장에서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시공간적 구조가 페이지-노드 사이의 거리라는 
기하적 요소와 동역학적 특성의 관계로 가시화될 수 있음을 가정했다. 이때 임의의 
두 페이지 사이 거리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 최단경로로 정의됐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시공간 연속체로 본다면, 링크 개입을 현실화하고 링크 연결이 현실화하는 시간 개
념을 도입해야 한다. 페이지-노드들 사이의 거리를 링크 경로로 측정할 때 노드들을 
‘운동’하는 과정으로 현실화되는 링크 경로는 시간적 간격을 함축하며, 임의의 노드
들 간 거리는 축의 공간적 간격과 축의 시간적 간격을 함께 고려한 시공간적 거
리로 다시 표현된다. 이 시공간 거리 개념에서 링크는 생산물이 특정 페이지로 이동
하는 경로이자 그 가능성 경로를 만드는 개입이 되므로, 링크의 현실화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그 자체로 링크 다발인 노드나 ‘생산-집합’에 대해 새로운 
링크의 생성-소멸이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생성된 링크 경로를 따라 생산물-생산
자 조합의 교차적 배치가 전개되는 - 생산물과 생산자가 역행해서 흘러 들어가는 - 
시간의 현실화가 그것이다. 양자는 일정한 결합태로 작동한다. 따라서 하나의 거리
함수가 도출되며, 이것은 링크 개입을 상정하는 한 ‘시공간 자체의 변형’을 상정하
는 거리함수로 표시된다. 다시 말해, 그 변형하는 링크는 시공간구조를 수축-이완의 
‘곡률’로 만드는 거리함수의 문제다. 생산물-생산자 조합은 해당 경로를 따라 실제 
‘참여자’ 형상의 교차 배치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이중 기화하다. 링크 개입이 산
출하는 교환경로뿐 아니라 링크 개입의 산출 자체를 기하화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링크-장(場)의 존재는 페이지-노드의 분포에 대해 어떤 변
형력으로 작동한다. 거리함수로 표시되는 링크-장을 실재적인 것으로 본다면, 노드 
분포는 링크 변형에 따른 소급적 형태가 된다. 

이것은 링크-장이 대상 분포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링크-장이 대상 분포를 
소급해서 정의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노드 분포에 실재적 지위
를 부여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링크-장은 실재라기보다 노드 분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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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의 속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링크를 요소들 사이의 ‘메타적 관계’라는 이질적 
종합의 작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링크 자체도 하나의 실재하는 동질적 요소의 작
동으로 볼 것인가의 결정을 요한다. 달리 말해 ‘관계’는 요소 간 비-요소적 속성인
가, 그 자체도 요소(요소 간의 관계라는 요소)인가? 지금의 관점은 링크 자체가 요
소로서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즉 그 자체가 어떤 관계라는 요
소로서 자기 안에 해당하는(자기-조건을 충족하는) 요소를 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시 링크 개입의 함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앞서 우리는 익명적 교
환이 링크의 함수로 작동한다는 것을 말했고(부록1),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익명적 집합을 ♀, 익명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교환을 E♀라고 할 때, 

(∀(ε, δ))(∃λ)[(ε, δ)∈♀ → λ(ε, δ)∈E♀] 

이것은 임의의 익명적 생산-집합 (ε, δ)에 대해서 익명적 교환 E♀의 원소가 존재
하게 하는 링크 λ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는 익명적 생산-집합을 변형하는 링크 λ
가 존재해서, 익명적 교환을 또한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위 거
리함수 해석과 관련해, 지금의 정식화에서 링크 λ가 존재하는 집합인가를 묻고 있
다. 존재기호(∃)로 표시되듯 링크함수 λ는 존재한다. 그러나 함수라는 관계는 하나
의 집합인가? 우리는 이때의 ‘관계’와 ‘집합’, ‘요소’ 등을 엄밀한 집합론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링크(λ)는 (ε, δ)에 개입해 그것을 λ(ε, δ)로 변형시키고 E♀의 원소(익명적 교환 
‘참여자’)로 만들지만, 그런 개입-변형-연결(결합) 자체는 ε, δ를 ‘가로지르는’ 이질
적 작용처럼 생각되기 쉽다. 여기서 익명의 생산물-생산자의 모든 가능한 조합의 집
합을 상정해 보자. 이 경우 링크 λ는 그 집합들 중에서 어느 원소 (ε, δ)를 ‘선택’하
는 작동이 된다. 이것은 관계를 집합으로 변환하는 일 단계다. 즉 링크를 어느 ε과 
어느 δ라는 요소들을 ‘관계 짓는 행위’로 보지 말고, 임의의 조합들의 집합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한 채 거기서 어느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작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요소들은 각각의 ε과 δ들이 아니라 각각의 (ε, δ)들일 것이다. 그
렇다면 이제 어떤 (ε, δ)를 ‘선택’하도록 하는 작동(λ) 역시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함수 의 ‘관계’( )로 짝 지워진 < >의 순서쌍에 대해 - 
   꼴 - 우리는 최소한 {{}, {  }}가 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 
→라는 관계 는 여러 가능한 조합들 가운데 {{}, { }}를 선별적으로 드러내
기 때문이다. 는 그런 집합을 자기 안에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 ). 따라
서 는 적어도 {{}, { }}를 자신의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된다. 이것은 사실 집합
론에서 관계와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Kunen 2013: 26). 은 순서쌍의 
집합이면(iff) 집합 은 ‘관계’다. 이 ‘관계’면 순서쌍 집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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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관계고 모든 x에 대해    ∈를 만족하는 하나의 y가 있
으면(iff) 집합 은 ‘함수’다. 이때 순서쌍    는 {{}, {  }}를 말하며, 와 
의 ‘관계’ 는 실제로    ∈을 축약형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관계’를 ‘집합’으로 보는 것은 어떤 요소들 사이 관계를 동질적 집합들의 
집합들로 펼쳐 놓는 작업이다. 이제 위의 링크 λ의 문제에서 λ가 임의의 (ε, δ) 집
합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함수라면, 앞서의 정식화는 결국 집합론에서 선택공
리를 지시하는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선택공리의 정식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이 알려져 있다. 

(∀)(∃)[(∀)[(∈) & (≠∅) → ∈]] 

여기서 는 의 원소( )의 원소를 추출하는 함수며, ‘선택함수’라 부른다. 이에 
따라 함수 의 결과로 를 원소로 하는 집합 가 또한 존재한다. 와   사이 
관계는 비결정적이다. 같은지, 작은지, 큰지 등을 알 수 없다. 단지 선택공리는 의 
원소들의 원소들이 어떤 형태로 조합된 개별 집합의 존재를 말할 뿐이다. (∃)[(∀
)[(∈) & SING(∩)]]. 다른 말로, 그런 ‘선택집합’이 있을 때 그것의 원소가 
의 원소의 원소가 되는(의 원소에 속하게 되는) 그런 의 원소가 항상 존재한다. 
∈→(∃)[(∈) & =]. 와 의 관계 역시 비결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선
택공리는 주어진 집합에 대해 그 선택-집합이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선택’
을 선택하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택공리는 개입의 절차를 정식화
한다(Badiou 2005[1988]: 227). ‘개입은 있으며’ 선택공리는 이 개입의 존재를 ‘선
택’(choice)이라 명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링크 λ가 임의의 익명적 생산-집합에 대해 익명적 교환의 원소가 존재하게 하는 
함수라면, 앞서의 정식화를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익명의 생산물, 생산자의 
모든 가능한 임의의 조합들의 집합을 ω라고 할 때, 

(∀♀)(∃λ)[(∀ω)[(ω∈♀) & (ω≠∅) → λ(ω)∈ω]] 
     ⋯    ,    ,    , … 
  {      ⋯ }   {      ⋯ }   {      ⋯ } 

여기서 ω, 즉 임의의 (ε, δ)들로부터 ‘추출한’ λ(ω)을 원소로 하는 ‘선택집합’이 
존재하며, 그것은 익명적 교환 E♀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링크 λ가 선택함수로 
존재해 그 결과 E♀가 - 앞선 정식화에서 λ(ε, δ)∈E♀ - 또한 존재한다. (∃E♀)[(∀
ω)[(ω∈♀) & SING(E♀∩ω)]]. 이 명제는 한편으로 다음의 의미기도 하다. 익명적 
교환의 ‘참여자’가 있을 때, 그것이 링크 λ의 변형(선택) 결과이게 하는 익명의 생산
-집합이 존재한다. 익명적 교환의 참여자를 π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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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E♀ → (∃ω)[(ω∈♀) & λ(ω)=π] 

여기서 ω는 π∈E♀의 존재에 따라 소급해서 구성한 형태에 가깝다. 단지 익명적 
집합(♀)에 속하는 무언가라는 조건 하에, 링크함수 λ와 그에 따른 참여자 선택의 
존재, 그리고 참여자가 속하는 익명적 교환(E♀)의 존재가 익명적인 무언가를 거꾸로 
‘드러낸다.’ 지금의 ω는 임의의 생산물-생산자 조합의 형태가 되는 것()으로 존재
가 드러나며 자기 안에서 선택된 것(λ(ω))으로 확인된다. 즉, 링크 개입(선택)은 이
중으로 자기의 ‘결과’들을 미리 호출하고 있다. 이미 ‘결과’라는 말이 인과론적 원인
-결과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링크는 그것이 초래
할 변형(참여자 선택)에 앞서 선택 자체를 구성하고, 작동할 교환경로들에 앞서서 
거기에 속할 참여자를 선택한다. 링크가 익명의 생산물-생산자 조합에 개입해 그것
을 변형시켜 익명적 교환의 참여자로 만들더라도(개별 π를 선택해 선택집합을 만들 
때) 그 개입-변형-연결의 절차는 ε, δ에 대한 이질적 작용이라기보다, (ε, δ)에 동질
적인 집합에 가깝다. 개입-변형-연결을 우리는 존재하는 함수-집합으로 볼 수 있다. 
개입-변형-연결은 존재한다. 즉, ‘링크가 있으며 작동한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λ와 E♀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앞서 거리함
수 해석에서 링크-장과 노드 분포 상관성에 연결된 문제기도 하다. 우리는 λ가 시
공간 ‘곡률’을 나타내는 거리함수와 관련이 있으며, E♀가 링크 변형력에 따른 특정 
노드 분포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λ가 일종의 선택함수라면 그 ‘선
택집합’ E♀는 λ의 작동에 따른 결과다. λ는 자기-개입의 절차가 된다. 선택함수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성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그 구체적 형태를 기술
할 수 없다. λ 자체도 다수며 하나로 특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E♀ 자체도 다수로 
존재하기(산출되기) 때문이다. 단지 이 경우 링크 존재(개입)에 따른 변형은 생성중
인 익명적 교환경로 참여자로서/써 가시화될 뿐이다. 이 부분을 기술하면, 관계 λ
가 있을 때(λ: ω→π), <ω, π>는 λ에 속한다. <ω, π>∈λ는 곧 {ω}, {ω, π}∈∪λ임
을 지시하며, 또한 ω, π∈∪∪λ이다. π∈E♀이므로(ω∩E♀={π}) π∈(∪∪λ)∩E♀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λ와 E♀의 관련성은 참여자(π)의 존재를 통해 ‘느슨한’ 형
태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참여자의 존재는 링크 λ의 개입에 따른 변형, 즉 선택 결
과 λ(ω)=π이다. λ의 작동 결과로 π 자체는 선택집합 E♀에 속하는 것으로서(E♀의 
원소 π로서) 확인되는 것이지, 애초에 λ로 선택한 어떤 형태의 (ε, δ)가 다른 (ε, δ)
와 식별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링크가 대상을 식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링크라는 것은 대상의 식별 상태를 확정하는 명명과 구별된다. 링크 개입
은 주어진 대상을 ‘분류’하는 것도, (링크를 통해) 링크할 대상을 ‘명명’하는 것과도 
다르다. ‘학생 대표’를 뽑음으로써 애초의 선택대상을 학생 집단으로 재현한다거나, 
‘교사 대표’를 뽑으면서 교사 집단으로 재현하는 류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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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대표’들은 다른 어떤 집합(E♀)에 속하게 됨으로써 ‘참여자’(π)로 확인되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선택공리가 진술하듯이, 선택함수의 존재는 그것이 선택으
로 작동할 ‘대상’의 식별을 전제하지 않는다. 단지 그 무언가가 최초 집합()에 속
하는 비공백집합일 것이라는 조건만 요구한다. 선택함수의 ‘선택’은 그 중간집합( )
의 속성을 재현하는 일 없이도, 그저 내적 조건(∈ )에 충실하게 다른 어떤 집
합()을 산출할 뿐이다. 강조하지만, 그 다르게 생성된 집합 는 와 에 대해서 
비결정적이다. 가  중 하나일지, 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존재한다. 

링크는 차라리 ‘관계를 만드는’ - 관계적이게 하는 - 교환이다. 그러나 이때 관계
적인 것은 ‘대상들’ 간 사정과 무관하다. 링크는 링크를 만들 뿐이다. 대상이 서로 
‘사회적으로’ 링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행위자’가 행위-대상들에 대해서 링크-행위
를 하는 것도 아니고 -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일 것이다 - 링크만이 링크한다. 즉, 
링크가 존재하며 작동한다. 대상 관점에서 오히려 링크는 비-관계적이다. 링크가 관
계적이게 하는 것은 비-관계(대상의 관계가 아닌 것)인 까닭이다. 대상의 관계-속성
을 만들어 내면서 그것을 통해 대상-속성(‘대상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런 의미의 관계가 아닌 것, 즉 비-관계를 생산하는 관계를 만들어 낸다. 쉽게 말해 
보자. λ는 ‘대상 ω’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 ε과 δ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 ω와 
π의 관계다. <ω, π>∈λ. 여기서 π는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집합(E♀)에 속하는 것으
로 확인된 요소고, 실제 관계는 ω와 λ(ω), 즉 어떤 (ε, δ)의 가능성 형태(잠재태) 가
운데 어떤 (ε, δ)가 선택적으로 현실화되는, 굳이 표현하면 자신과 자기 안의 관계
다. 자신과의 차이를 산출하는 이런 작동은 비-관계적(비-대상적) 관계고, 비-식별
적(익명적) 관계다. 대상 없는 링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입의 존재(선택함수)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ε, δ)들의 가상태적 중간집합으로 ω의 존재를 설정한 것
은 결국 가상적 평면을 현실적 평면 가운데 자리하도록 포개는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의 선택은 3장에서 제시한 오퍼레이션-참여자의 리좀적 형상과 관
련해, 그것이 전개되는 구체적 절차를 링크함수의 존재와 작동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된다. 리좀적 형상화는 다른 무엇보다 이접적 종합으로서의 ‘결연’ 범주를 만드는 
문제였고, 가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 바깥에 놓인다기보다는 현실적 교환-결연 양
상 가운데 가상적 인척관계가 펼쳐진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3장 3절 참조). 
오퍼레이션 어나니머스의 ‘비-체계적 체계성’이라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양상을 지
시한다. 만약 이런 의미의 ‘비-체계적 체계성’이 있다면, 그 존재양태는 실제 현실적 
교환이 익명적 교환으로 작동하는 과정들에 드러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관
한 기술은 ‘어떻게’ 익명적 교환이 존재하고 작동하는지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지
금의 답변은 링크라는 개입, 다시 말해 링크라는 선택함수의 존재로 익명적 교환이 
또한 가능해진다는(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링크는 자기 안의 익명적 부분을 ‘선
택’하는 개입이므로, 이질적 대상을 서로 관계적이게 하는 류의 교환이 아니라 처음
부터 ‘대상을 배제하는’ 재귀적 교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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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h. IV) 
호혜적 집합과 익명적 집합 

우리의 논의에서 문제적 상황은 ω의 존재다. 정확히는 ω∈♀인 상황이다. 나아가 
익명적 집합(♀)을 무엇으로 볼 지 문제가 있다. (ε, δ)들의 가상태적 중간집합에서 
어떤 (ε, δ)들을 현실화하는 것은 (ε, δ)을 다시 식별하는 일과 무관함을 말했다. 링
크는 링크해서(선택해서) 링크할(교환경로들에 속하게 할) 뿐이지, 여기에 어떤 구성 
가능한 특정 분류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ε, δ)들과 저런 (ε, δ)들이 여전히 
익명적이라면(식별되지 않는다면), 익명적 교환에서 ‘호혜성의 의무’는 존재하는 작
동이 아니다. 호혜적 교환은 ‘증여자’에 대한 ‘수령자’가 설정돼, 다시 서로의 자리
가 바뀌어야 한다. 증여자에 대한 수령자가 바로 그 전자에 대한 증여자가 되지 않
으면 ‘답례’는 존재하지 않은 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증여자-수령자 짝에서 ‘증여
자’ 부분은 다른 ‘수령자’ 부분들에 짝지은 ‘증여자’ 부분들과는 구별돼야 한다. 즉, 
어느 개별 증여자-수령자 짝(증여자, 수령자)은 유일하게 식별돼야 한다. 

에서 로 가는 ‘증여관계’를 생각할 때, 호혜적 상황에서 개별 증여의 함수  

→는 ‘두 번’ 작동한다. 호혜적 관계 은 ( → )→( → )의 함수집합(함
수들의 함수)으로, (∀∈ )(∀∈ )[→]인 관계다. 증여함수 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면, 증여자 에 대해 언제나 수령자 가 특정되며, 그런 식별의 
작동에 따라 다시 증여자 도 구별된다. 즉,     ,    ∈에 대해 
<      >∈은   를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역
함수가 되는 함수로, 일종의 인볼루션(involution, 對合)의 형태다. 집합론에서 인볼
루션이란     꼴의 전단사함수(bijection)를 말한다. 예컨대, 역수
(reciprocal, 逆數)나 역원(multiplicative inverse, 逆元) 형태를 취하는 함수다.* 
호혜적 관계에서     ,    는 서로 간 증여-수령의 순서쌍으로 식
별되는 대상들이며, ≠,    ≠   인 대칭관계(symmetric 
relation)를 이룬다.** 증여자가 수령자 본인이 되는 경우(∧→  )를 배
제한다는 의미다. 이상의 조건들에서, 에 대해   의 관계를 만족하는 상
황이면 우리는 호혜적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간단한 예로,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 이것은 직각쌍곡선(rectangular hyperbola)
의 대표적 형태다. 또한 두 인볼루션의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iff) 인볼루션이다. 
예를 들어,   -,    

 일 때 (∘ )(∘) ()-
 의 경우, , 에 

대해  모두 인볼루션이다. 
** 반대칭관계(antisymmetric relation)와는 다르다. 집합론의 관계 정의에서 대칭·반대칭·비

대칭관계는 서로 구분된다. 즉, (∀,∈)[ ↔ ]가 대칭관계라면, (∀,∈)
[∧ →   ]는 반대칭관계다. 비대칭관계(asymmetric relation)는 (∀,∈)
[ → ￢()]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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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링크함수와 익명적 교환이 이런 호혜적 교환관계를 충족하는지 - 속하
거나 포함되는지 - 확인해 보자. 두 가지 방향에서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우선 링
크함수 λ가 인볼루션인지 검토해야 한다. 즉, λ(λ(ω))ω의 성립가능 여부를 생각
할 때, λ(ω)≠ω이고, λ(ω)=π에 대해 λ(π)=ω일 수 없으므로 - λ(ω)에 대해 선택함
수를 재적용한 결과로 원래 ω가 나올 수는 없으므로 - 링크함수 λ는 인볼루션이 
아니다. 다시 말해, 호혜함수 =∘와 같지 않다. 

다음으로, ((π))π를 만족하는지 살펴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교환상황들(호혜
적 집합, 익명적 집합)에서, 호혜함수 ∘의 정의역으로서 ‘당사자’(증여자/수령자) 
와 링크함수 λ의 치역으로서 ‘참여자’ π의 비교를 요한다. 익명적 교환의 ‘참여자’
는 호혜적 교환의 ‘당사자’일 수 있는가? 말하자면, 익명적 교환 상황에 호혜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익명적 상황에서는 일단 π→(π)로 가더라도, 즉 π에 대해 

(π)가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π)→π로 가는 ‘대상 π’가 이미 동일자로 
확인되지 않으며 (π)→π로의 답례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예컨대, λ(ω₀)→(λ(ω
₀))일 때 (λ(ω₀))→λ(ω₁)인 경우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확히 표현하면, 선택함수로 
작동하는 링크 λ의 동질성 안에서 (λ(ω₀))→λ(ω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λ(ω₀), λ(ω₁) 등은 서로 ‘다르더라도’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π=λ(ω)는 λ
(ω)≠ω인 한에서 자신이 현실화된(‘선택된’) ω와의 내적 차이로(λ(ω)∈ω) 존재하는 
것일 뿐, π의 속성적 차이의 정보는 알 수 없고 인식되지 않는다(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 후술하듯, 오히려 선택-대상이 되는 ω가 같더라도 선택이 다르면 λ₀(ω₀), 
λ₁(ω₀)는 구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π-속성의 차이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링크의 차이로 차이가 - 속하게 되는 집합의 차이로 - 발생한 것이다. 반면, 호혜적 
교환에서 수령자가 될 증여자 는 과 구별되어야만 한다. 정확히는, 자신이 증여
자가 되는 해당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그 밖의 증여자(/수령자)에 대해 다른 것으로 
식별돼야 한다. < ,  >≠< ,  >. 그렇지 않으면, 즉 (( ))가 가 아
닌 이 되면 ‘답례’는 완수되지 않고, 호혜관계는 존재한다고(호혜의 의무가 작동했
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익명적 교환의 경우, 이와 달리 π 자체는 서로 식별되지 않고 그것을 산출한 링
크들과의 관계로 구분된다. 즉, <π, λ₀(ω)>≠<π, λ₁(ω)>. 따라서 λ(ω₀) → (λ(ω₀))
에 대해, (λ(ω₀))→λ(ω₀)이 존재하지 않고 (λ(ω₀))→λ(ω₁)인 경우들만 있더라도, 
각각의 λ(ω₀), λ(ω₁)가 ω₀, ω₁들이 아닌 한에서 익명적 교환에 속하며(π∈E♀) 익명
적 교환을 존재-작동하게 한다. 엄밀히 말하면, 모두 동질적인 가상태 ω(=ω₀, ω₁, ω
₂, … )에 대해 λ₀가 한번 어떤 π들을 선택하고, λ₁이 다시 한 번 어떤 π들을 선택
하는 것이다. 이때 ω₀, ω₁, ω₂ 등은 가상태 내에서의 구분들이며, 그 자체로 어떤 ω
들이다. 예컨대, λ₀가 ω₀라는 ω 가운데 λ₀(ω₀)를, ω₁이라는 ω 가운데 λ₀(ω₁)을 선택
하고, 이번에는 λ₁이 ω₀라는 ω 가운데 λ₁(ω₀)를, ω₁이라는 ω 가운데 λ₁(ω₁)을 선택
하는 식이다. 각각의 λ들의 존재로 또한 해당하는 ‘선택집합’ E♀들이 산출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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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π가 참여하는(원소가 되는) 교환은 ω₀, ω₁, ω₂ 등의 구별과 그에 따른 π들의 
식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λ₀, λ₁. λ₂ 등의 선택 구분과 그것이 산출하는 π의 
동질적 차이(익명성)에 기초한다. 여기서 서로 간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링크
들뿐이다. 오퍼레이션 IceISIS의 링크들(오퍼레이션 IceISIS라는 링크), 오퍼레이션 
페이백의 링크들, 오퍼레이션 이스라엘의 링크들. 적어도 ‘같은’ λ 안에서 π는 인볼
루션에 속하지 않으며, 호혜함수 ∘의 정의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λ는 인볼루션의 정의역에 해당할 수 있을까? λ₀, λ₁. λ₂ 등의 선택이 
서로 구분된다면 말이다. 다시 말해 < ,  >≠< ,  >인 <λ₀(ω), (λ₀(ω))>
≠<λ₁(ω),  (λ₁(ω))>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퍼레이션 IceISIS의 
교환경로 안에서 호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과 오퍼레이션 이스라
엘 교환경로 사이에 호혜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고 있다. 여기서 선택함수의 의미에 
관해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λ₀, λ₁. λ₂ 등의 선택 구분은 굳이 표현하자면 법
칙적이지 않다. 즉, 선택에 있어 어떤 명확한 규칙도 없다. 선택함수는 내적 조건의 
충족에 따라(λ(ω)∈ω) 존재하더라도, 구성 가능하지 않다. 선택함수 자체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 다수 절차들이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다수
(집합)가 또한 존재함을 확정할 뿐이다. 따라서 λ₀, λ₁. λ₂ 등이 산출하는 ‘다른’ 집
합들 사이에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얼마의 크기인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λ (ω)와 λ (ω) 역시 일괄적으로 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국소
적으로 λ₀(ω₈)과 λ₁(ω₈), 또는 λ₈(ω₈) 등등이 - 그 밖의 선택값들은 다른 가운데 -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오퍼레이션 IceISIS의 교환경로와 오퍼레이션 이
스라엘의 교환경로는 어느 생산-집합 (ε, δ)을 참여자(π)로서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얼핏 호혜적 교환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반대다. 해당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π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떤 π인지
는 인식 불가능하다. 여전히 신원확인 되지 않는 익명성이라면, 호혜관계의 ‘당사자’
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 특정될 수 없다. 설령 아주 국소적인 경우들에서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서로 다른 λ , λ에 대해 어느 λ (ω)와 어느 
λ (ω)가 ‘같다면’  (λ (ω))의 값이 λ (ω)가 될지 λ (ω)가 될지 결정할 수 없다. 
즉, λ의 선택 구분 역시 호혜함수 ∘의 정의역이 아니다. ‘같은’ λ를 상정하면 
‘다른’ π의 식별불가능성으로 정의역에서 빠져나가고, 또한 ‘다른’ λ를 상정하면 ‘같
은’ π의 선택가능성으로 빠져나간다. 선택함수는 그 자체로 - 자신의 작동절차와 
결과에서 모두 - 익명적이다.*** 

링크함수가 호혜함수와 같지 않고, 익명적 교환의 참여자는 호혜적 교환의 당사자
가 되지 않는다. 즉, 익명적 교환은 호혜적 교환과 다른 관계-집합이다. 결국 ♀는 

*** 선택공리에 관한 철학적 관찰은 바디우(Badiou 2005[1988])를 참조할 수 있다. “선택은 
불법적이며(선택의 명확한 규칙이 없다) 그리고 익명적이다(선택된 것의 식별가능성이 없
다)”(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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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수령자> 짝의 인볼루션이 아니라 <참여자, 링크> 짝의 선택집합이 된다. 
그렇다면 ♀와 의 관계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여기서 (ε, δ) 조합의 가상
태 집합 ω의 존재 여부가 다시 문제가 된다. ♀를 ♀이게 하는 원소들의 ‘모
체’(matrix)가 되는 ω는 어떤 상황들에서 ‘존재하는’ 집합일까? 그것이 속하는(그것
을 현시하는) 익명적 집합(♀)을 다른 상황집합, 예컨대 호혜적 교환 이 존재하는 
상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단계에서 ω를 원소로 하는 익명적 집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으므
로, 이와 관련된 어떤 집합을 경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 선택집합 ♀가 ♀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내적 조건(λ(ω)∈ω)을 통해 ♀는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자
신의 산출기반인 ♀의 내부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선택공리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 존재하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여기서, 산출된 
♀가 속하는(존재하는) 집합 ♀를 가정해 보자(♀∈♀ ). 그런 집합이 결국 무엇
을 지시하는지, ♀와 같은지 다른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하는지 등을 한편에 놔
두고, 일단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는 어떤 형태로든 ♀와 연관이 있
을 테지만 - ♀의 원소들의 원소들의 집합 ♀를 원소로 하는 집합 - 정확한 구조
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금 단계에서는 단지 익명의 존재(♀)를 상정한 어떤 상황
(♀)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양자 간 연결고리는 이미 존재가 확인
된 ♀일 것이다. 

이제 반대로, 익명적 집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정하는 상황 를 생각할 수 
있다. 는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와 같고, 익명의 존재를 상정하는지(그래서 거
기서 산출되는 익명적 교환의 존재 여부를 또한 허용하는지) 여부만 다르다. 현재 
익명적 집합은 가정된 존재이므로, 그런 가정이 개입하지 않은 를 기본상황이라 
부를 것이다. 이전의 작업을 일정하게 반복해 보자.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가상태를 
기본상황에 ‘첨가’할 수 있다. 즉, 임의의 호혜적 순서쌍들의 집합 를 설정해 삽입
할 것이다. 

∈Σ,     
={    }       ⋯  
     ,        

앞서 익명적 교환의 정식화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하나의 집합으로 전환할 때 선
택공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론에서 관계를 집합으로 정의하
는 것과 선택공리의 적용은 반드시 상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논의에서는 가
상태의 자리라는 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하다. 이제 를 원소로 하는 집합 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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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선택함수 와 선택집합 의 존재를 말할 수 있다. 설정한 중간집합 의 존재
로 인해   {  ∈}은 호혜적 관계집합을 지시하게 된다. 즉, 
     에 대해 호혜함수    을 만족한다. 이때 의 도출이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느껴진다면, 좀 더 일반적인 다음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자
연스러울’ 수 있다. 

∈Σ,     
={    }        ⋯  
     ,        

이 경우 는 조합 가능한 임의의 순서쌍(순서쌍의 순서쌍) 집합이 되는데, 선택함
수에 따라 호혜관계의 범위(크기)가 설정된다. 호혜관계의 크기가 0인 무-호혜적 상
황에서 100인 전반적 호혜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0, 100의 값은 특별한 수량적 
의미보다 호혜관계 작동 범위를 상징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어느 지점에서 일련의 
호혜관계가 멈출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모든 증여물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상
황, 그리고 해당 특정인은 증여자 중 어느 누구에게만 일정량 또는 전부를 ‘되돌려’ 
주는 상황도 가능하다. 전반적 호혜는 일반 관계집합의 특수한 국면이다. 산출 가능
한 임의의 선택집합 가 지시하는 관계형태는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 전반적 호혜관계 
 ≠ : 무-호혜관계 또는 특수호혜  
   (≤≤) & ≠(≨, ≩) : 부분적 호혜관계       ⋯ 
    &    : 모두가 어느 특정 한 사람과만 개별적 호혜관계 
    & ≠ : 모두가 특정 한 사람에게 증여하고, 

그 특정인은 모두와 개별적 호혜관계 
    &    : 모두가 특정 한 사람에게 증여하고, 

그 특정인은 증여자 중 한 사람과만 예외적 호혜관계 
 는상수  

여기서  는 통합해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봉건시대 영주 같은 경우). 는 
신의 은총을 증여 범주에 포함하는 중세시대 성직자나 왕의 경우, 아니면 권력자의 
‘비선실세’가 존재하는 등의 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무-호혜를 예측하나, 다른 방식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 호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의 증여’로서 호혜관계의 특수한 우회적 ‘확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다
른’ 호혜의 제한조건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어쨌든 이나 부분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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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도록 적절히 선택이 작동해 가상태 가 의 특수한 경우가 된다면, 
그때의 선택함수 에 대해 ‘호혜적’ 선택집합 이 도출된다.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호혜적 집합 Σ의 (특수한) 선택집합 이 존재하는(속하
는) 집합  (∈)을 가정하기로 하자. Σ와 의 귀속 관계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
만, 은 내적 조건에 따라 존재하므로(∈) 그것의 존재 자리   역시 Σ와 어
떤 형태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은 전반적 또는 부분적 호혜관
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지시하며, 그런 호혜관계가 있는 상황 을 당분간 (대
중적 정의에 따라) ‘사회’라 부를 것이다. 또한 ‘사회’적 상황을 산출 가능하게 하는 
모체로서 Σ를 호혜적 집합 또는 ‘사회태’로, 를 호혜적 가상태 또는 ‘가상적 호혜
태’라 부르기로 하자. 이에 대해 익명적 교환관계(♀ )가 작동하는 상황(♀ )을 산출 
가능하게 하는 ω는 ‘가상적 익명태’로 부를 것이다. 

우리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기본 재료들을 얻게 되는데, 기본상황 를 시작으로 
한편의 ♀ , ♀ , ♀와 다른 한편의 Σ, , , 나아가 세부적으로 (ε, δ), ω, λ, π
와     , , ,      등이다. ♀∈♀인 상황과 ∈인 상황들 모
두에서 문제를 약간이나마 단순화하는 하나의 방법은 각각 존재가 확인된 ♀와 
을 매개로 ♀와 Σ를 또한 ♀ , 에 각각 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즉, ♀∈♀에 대해 ♀ ♀∈♀를 설
정하더라도 ♀와 선택집합 ♀의 그 ‘알려지지 않은’ 관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첨
부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양자의 귀속 관계는 식별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단지 
♀는 ♀의 원소 ♀의 선택집합으로 ♀에 존재한다는 진술을 할 뿐이다. ♀  안에 
♀가 또 다시 내재해 있는지, 완전히 별도의 것인지 등은 확정적이지 않다. 
∈에 대해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 , 
∈라는 추가 정보가 논의 전개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시점까지 지
금의 가정을 유지할 것이다. 

사실 이런 가정이 필요한 까닭은, 예를 들어 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가상적 
‘사회태’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점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가상적 평면이 현실적 평면 ‘바깥에’ 따로 자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 내부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이접적 종합으로서 
결연’이라는 개념화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절차다. 특히, 뿌리줄기 또는 리좀적 형
상화의 전개방식을 기술하는 작업에 연결되는 문제다. ♀∈♀ , ∈  등의 가정
은 가상적인 것이 그 자체로 실재적이라면 그것은 또한 현실적인 것 속에 있는지에 
관한 선택-관점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다. 여기서도 물론 가상태가 ‘현실화’되는 형
태는 상황의 구조에 따라 가상태와 구분된다. 즉, ♀와 ♀가 각각 별개의 원소들
로 현실 평면에 있다면(♀ ♀∈♀ ), ♀가 ♀에서 산출된, 즉 ♀가 ‘펼쳐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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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지라도 서로 구분되는 영역임을 오히려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가 현실적 평
면에서 사라져 있다면(♀∈♀ ), 현실태를 생산하는 잠재적인 무언가로 ‘어딘가’에 
위치한 채 끊임없이 초월론의 유혹을 불러오게 된다. 지금의 경우 그 잠재태를 일단 
‘현실’의 가상태로 붙들어 매두려 한다. 

여기서 추가로, ♀ ,   자체가 어떤 초월적 상태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
명히 해두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더할 수도 있다.  ♀ ♀∈ ♀그리고 
    ∈ . 이제 전자의 존재는 익명의 생산물들, 생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가능한 임의의 조합들이 가상태로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선택’의 절차에 따
라 실제 익명적 교환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지시한다. 후자의 존재는 식별된 이름들
의 상황에서 그것의 가능한 임의의 순서쌍이 가상태로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선택
절차에 따라 실제 호혜적 교환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지시한다. ‘사회적 상황’과 ‘익
명적 상황’ 모두 기본상황에 무언가가 첨부되고 개입, 조작(操作)된 특정의 현실들이
다. 따라서 실제로는 가상적 익명태(ω)로 이뤄진 익명적 집합(♀ )이 존재하는 상황
을 ♀로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의 선택집합(♀ )이 존재해 상황 ♀에서 익명적 
교환으로 작동한다고(♀∈♀ ) 가정해도 큰 차이는 없다. 어느 경우가 됐건 ♀와 
♀가 서로 구분되는 자리로, 같은 현실적 평면 내부에 ‘접혀있거나 펼쳐져있는’ 상
황을 지시하게 된다.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 ,   양자 모두에서   또
는   이 추가조건처럼 ‘나중에’ 존재가 가정되는 양상이다. ♀에서 시작하든 
♀에서 시작하든, Σ, 도 마찬가지로, ♀와 의 존재를 문제없이 설정하게 되
지만 - Σ나 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있는 상황이 존재하므로 - 이와 별개로  나 
   등의 요소는 잉여적 부기같이 보인다. 이미 ♀나 ♀  또는 Σ나 의 존재가 
‘내포’하는 요소들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이 Σ와  단 두 개의 원소만으로 이루
어져 있을 수는 없는데(♀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본상황 가 확장 또는 변형된 상
황들이기 때문이다. 가 공집합일 수는 없으므로 기본상황의 원소들이 있어야 한다. 
 일까,   일까? 

우선 기본상황 는 익명적 집합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가상적 익명
태의 요소  의 익명적 존재를 원소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별된 존재 
요소들인   이 좀 더 기본상황의 원소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식별은 식별되
지 않은 것에 대한 명명이라고 할 때, 현재의 ‘이름’으로 지시되는 것을 또한 구성 
요소로 해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기표에 대한 기의/지시대상의 영역이다. 그것을 
편의상 존재 라고 하자(∈ ). ‘사회’()는 에 대한 명명을 통해서 식별된 존
재들(  ={ })의 ‘사회태’로부터 호혜적 교환을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사회가 호
혜적 교환의 작동이라면 - 또는 호혜적 교환의 작동으로 사회이게 된다면(가 이 
된다면) - 호혜적 교환이 작동하는 것은 가 아니라   다. 즉, 호혜적 교환의 



- 363 -

작동으로 ‘사회’에 속하는 것은 에 대해 식별된   들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은 (이미 가상태에 ‘내포돼’ 있음에도) 호혜적 교환의 작동-존재에 따라 ‘사
회’ 안에 현실화된다. 사회적 상황으로의 변형으로 기본 요소도 일정하게 ‘달라진
다.’ ≈{      }. 다른 말로, 기본상황의 요소에 식별된 존재들이 대응
한다면 ‘사회태’와 교환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상정하게 된다. ≈{    }. 
본문 3장 2절에서 ‘개인’과 ‘사회’ 범주에 관해 사실상 같은 관점의 논지를 전개한 
바 있다. 

문제는 익명적 존재들이다. 기본-사회적 상황들에 익명( )들은 어떻게 추가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사회적 상황의 요소들을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할까? 
이는 곧 익명적 집합의 존재를 상정하는 상황(♀ )이 익명적 교환을 작동-존재하게 
함으로써 - 또는 익명적 교환의 작동으로 익명적 상황이게 하면서 - (이미 가상적
으로 존재하는) 익명적 존재들을 현실화하는 것의 의미를 묻고 있다. 식별된 요소들
이 한편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즉 익명( )의 추가로,   의 식별된 이
름이 아직 식별되지 않은 방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   을 현실화하
는  , 이 일정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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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Ch. IV) 
기표 와 선물-교환의 변환형식 

논의에 앞서 본문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자. 지시대상 없는 기표  ( ∅) 
존재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환의 어떤 형태다. 그렇다면 우선 의 존재를 
상정하는 교환이 어떤 변형 속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부록 3>에서 일반관계집합 
Σ와 가상태 를 상정할 때 무-호혜관계의 조건 )가 ‘다른’ 방식의 확장적 호혜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런 우회적 교환경로는 다음과 같다. 

∈Σ,     
={    }        ⋯  
     ,        
 ≠ : a) (  → ) → (   →), b) (  → ) → (   → ) 

a)와 b) 각각은 호혜적 교환이 아니지만, a)+b)는 호혜적 교환이 되는 경우다. 이
것은 우회경로가 현실화되는 시차로 인해 즉각적 답례가 아닌 지연적 답례의 기대 
구조를 요한다. 즉, 한 번의 증여 는 자체로 인볼루션이 되지 않지만 - ≠
 - 두 번에 걸친 증여 는 인볼루션이 될 -       - 가능성의 승인에 기
댄다. 조건 는 무-호혜관계 상황으로 전개되는 조건으로 있으므로, 반드시 그런 
조합의 실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선물’이라는 증여관계의 범주는 그 밖의 자
체적 호혜관계들의 증여과정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선물’은 비-호혜적 증여의 
개별 작동상에서 흘러가는 운동이며, 개별 선물(a, b)이 확장된 호혜(a+b)로 작동하
는 절차에는 a)와 b)의 시퀀스에 걸쳐있는 c) (   →) → (  → )의 호혜
관계 시퀀스가 보충적으로 개입한다. “선물의 제3자”로 표현되는 이 보충은 확장적 
결합형식상에서 필수적이더라도 필연적이지 않다. 선물은 무-호혜 조건에 기초하며 
또한 그래서 ‘선물’이지만, 바로 그 보충적 3자의 개입이 개별 증여를 우회적 ‘교환’
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선물-교환’을 일반교환의 무-호혜적 조건틀 안에서 분기시
켜 별도의 항상적 선물교환 상황으로 재설정하면 다음처럼 조건을 바꿔 쓸 수 있다. 
(     →     ) 

∈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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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보충자다. ‘선물’과 구분되는 ‘선물-교환’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삼자며, 개별의 증여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호혜함수의 정의역이 됐다가 
치역이 된다. ‘선물-교환’의 삼자구도는 단순히 세 번째 변수가 (물물교환 행위자처
럼) 정의역에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 인볼루션의 합성이 ‘다른’ 하나의 인볼루
션을 만들어 내면서 ‘내적 중간치역’으로 삽입되는 문제다. “라나이피리의 진술”로 
확인되듯이 이 보충적 제3자는 선물-교환의 형식상 조건이 되며, 선물은 숨겨진 제
3자의 존재를 미리 가정한다. 선물의 ‘하우’가 작동하는 지점은 와 의 관계가 아
니라 와 의 ‘다른’ 관계다.    의 이자관계로 직접 식별되지 않는 호혜관계
가 개입하는 경우다. 선물-교환의 논리형식이 지시하는 내용은 만약   의 
중간적 호혜가 개입해 가 증여자=수령자가 된다면, 는 그 보충적 호혜의 정의역
(=치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와의 거래 당사자로 끝내지 말고) 와의 관계
에서 ‘중간치역’이 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선물-교환 작동상 초점은 

의 ‘처신’, 개별 선물의 수령자로서 와 확장교환의 당사자로서 보충적 제3자 사이
의 전환절차에 집중돼 있다. 

‘선물’을 ‘선물’이게 하는 것(‘교환’이 존재하면서도 ‘선물’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선물-교환’을 ‘선물-교환’이게 하는 것(‘선물’로 존재하는 가운데 
‘교환’이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양자의 범주적 차이를 규정하는 ‘선물의 
법’(“tika”)을 통해서다. 선물-교환 작동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내용으로 한다기
보다, 그 실제로는 없는 이유의 공백 자리를 오히려 자신의 내용으로 삼는 변형과 
관련된다. ‘하우’는 ‘이유 없음’의 내용을 채우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으며, 선물-교
환의 조건이나 형식이 되는 한에서 공백을 공백으로 채우는({∅}) 것이다. 모스가 말
한 “물건의 힘”, 하우 또는 마나에서 선물-교환을 추동하는 힘으로 표현되는 것은 
의 빈 칸을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라는 개입적 명령의 실재다. 

이런 개입이 역설인 이유는 자기-언급적이면서 자기-귀속적인 형태를 취하기 때
문이다. 짝(pairing)에서 탈각된 빈칸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규정은 선물적인 동
시에 반-선물적이다. 결과적으로 ‘답례’가 이루어지지만 -     

[       ∈ ] - 이로 인해 또 다른 빈칸이 한편에서 -    ≠

[       ∈ ] - 나타난다. ‘선물’은 ‘교환’이 되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
문에(반-선물이 되기에) 언제나 남는 빈칸이 있으며(다시 선물이 되며), 이것을 통해 
‘선물-교환’은 작동한다. 보충자 를 반(半)호혜상태의 ‘미완’으로 잡아둔 채 이전 
절차의 반복적 개입을 예비하는 것이다. ‘가상적 교환’의 공백 

 =∅을 선물
의 개입적 공백  (의 하우)로 메우면서 다른 가상의 공백 

  =∅이 생기는 
교차 가운데, 이제 다시금 공백  (의 하우)가 개입할 것이다. 따라서 ‘선물’이라
는 개입이 ‘선물-교환’의 일련의 시퀀스를 재규정하고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 선
물-교환은 선물-개입이 현실화하는 ‘가상-현실적’ 교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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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스트로스는 그런 개입적 실재를 일종의 ‘가짜힘’(fictitious force)으로 생각했
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가짜힘’이라고 부를 때처럼 말이다. 가짜힘 또는 
겉보기힘은 서로 다른 관찰계(비관성계)의 간극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다. 원심력이
나 코리올리힘(Coriolis force) 같이, 비관성계를 ‘마치 관성계인 것처럼’ 기술하기 
위해 덧붙여진 힘이다. 중력이 가짜힘이라는 말은 중력이 실재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력 효과와 가속하는 관찰계의 효과가 식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동등성 
원리’). 자유낙하의 중력가속도 안에서는 중력을 ‘느끼지’ 못하듯이, 무중력상태에서 
갑자기 중력가속도로 위로 당겨지는 좌표계에서는 ‘마치 중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
질 것이다. 즉, 좌표계 가속이 중력장과 동등하다는 관점이다. 뉴턴 역학에서 질량
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원격작용)으로 정의됐던 것(‘만유인력’)을 좌표
계 자체의 가속효과로 대체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특수 관성계만이 아닌 임의의 비
관성계 모두에서 중력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함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일반
상대성원리’). 이런 확장을 통해 일반중력(중력의 보편성)의 지위가 더 확고해 진다. 
(이것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일반상대성이론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무의식 구조의 의식적 형태가 됐든 교환의 삼위일체가 됐든, ‘떠다니는 기표’라는 
것은 식별 불가능한 실재를 지시하는({∅}) 기표다. 그것이 하우라면 이제 다음의 이
야기가 된다. 마치 ‘중력’처럼 원래의 증여자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할 
때, 현재의 교환관계(    )와 본질적으로 무관한 의 그 ‘힘’은 이미 교환인 상
황을 비-교환상황(무-호혜관계)인 것처럼 기술하기 위해 덧붙여진 힘이다. 기본적으
로 무-호혜상황에서 ‘답례’를 촉발하는 외력으로 - 멜라네시아 사람들과 그리고 모
스에게서 - 하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레비스트로스의 해석). 그러나 그런 외력을 
‘떠도는 기표’의 실재로 대체했을 때, 그때의 하우-기표는 ‘이미-교환임’(기표들의 
차이)의 효과가 된다. 즉, 하우-외력이 작동하는 상황은 교환이 작동한 효과와 식별 
불가능하며(동등하며), 따라서 레비스트로스에게 하우는 ‘교환을 촉발하는’ 힘이 아
니라 선행하는(“항상 그리고 이미 있는”) 교환에서 나타나는 ‘가짜힘’의 이름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레비스트로스의 모스 비판이 지향하는 이후의 지점들이다. 
단순히 ‘하우의 신비는 없다’거나, 더욱이 ‘선물은 없다’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
히려 레비스트로스의 선택은 ‘일반선물’(선물의 보편성)의 존재로 상황을 도치시킨
다. 이제 ‘선물’은 호혜관계의 특수한 경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교환이라는 일
반교환의 특수한 경우로서 어떤 호혜관계들이 있게 된다. 선물이라는 ‘무-호혜’가 
비-교환이 아니고 이미 일반교환의 표현이라는 것은 앞서(부록 3) 이나 의 조
건이 더는 호혜관계의 기준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임의의 교환관계에서 일반교환
의 효과로서 ‘기표  ’가 설정되면, 기표 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호혜관계 이 성
립하는 확장된 일반상황이 도출된다. 즉, 선물관계 가 호혜관계 을 포괄·용인하
는 정식화가 가능해진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 

우리는 답례가 있으면 호혜상황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선물은 어쨌든 무-호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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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범주에 속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선물’ 범주를 따로 설정할 이유도 없고,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경험적으로 관찰되듯이, 그리고 적어도 멜라네시
아 상황 에서는 확실히, 그런 ‘선물이 있다.’ 여기서 답례의 추동력이 ‘하우’라면 
상황은 일단 다음과 같다. 

) (선물)    (답례) (≈Η) 

이것은 선물이 반(-) 답례 형태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선물의 증여관계에서 ‘답
례’를 추동하는 힘이 증여와 반대방향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
다. 다시 말해 ‘하우’라는 힘이 있으며(ΗF), 작동해서 물건의 운동 방향을 바꾸고, 
‘선물’을 ‘교환’이게 만든다. 만약 이 상황에서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Η0), ‘선
물’은 ‘증여’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 꼴을 유지한 채로 좌변과 우변을 다음처럼 바꿔 쓸 수 있다. 

′) (선물)   (답례)   0 (≈Η)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관점이 달라졌다. 이 경우 우리는 ‘선물’과 ‘답례’를 항상 
한꺼번에 생각해야 한다. 즉, 모든 증여는 이미-교환상황에서의 증여가 된다. 여기
서 좌변에 보충적으로 삽입된 (답례) 항은 ‘이미-교환임’을 표시하며, )의 우변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된다. 상황 )처럼 답례를 추동하는 ‘외력’은 없는 가운데(H0), 
이미-교환상황에서 증여가 ) 관점에서의 ‘답례’(하우가 작용한 상태)를 포함하게 된
다. 즉, 하우-힘은 없지만 여전히 하우-기표( )는 ‘가짜힘’으로서 있다. 

)의 경우, 하우-힘이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식별된다. ‘답례’가 추동되거
나 아니면 답례 없는 ‘증여’가 유지된다. ′)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답례 없는) 증
여와 (추동된) 답례가 식별 불가능하다. ′)의 좌변, [(선물)   (답례)]을 별개의 두 
항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다. 
[(선물)   (답례)]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항(증여-답례)이며, 증여는 답례(답례로서
의 증여)다. 다시 말해, 이미-교환상황은 모든 증여가 이미-답례인 상황이다. 레비
스트로스가 “교환 자체를 기본현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딜레마를 피하는 유일한 
길”(Lévi-Strauss 1987[1950]: 47)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른바 교환의 역설에 관해, 증여-수령-답례라는 현실화의 세 요소는 동시에 하나의 
기본요소로서 선물교환이라는 일체이므로 각각의 작동들을 분리된 ‘구성요소’로 보
지 말고 - “교환은 증여, 수령, 답례의 의무들을 어떤 신비한 접착제[하우-힘]로 이
어 붙인 복합구성물이 아니다” - 교환이라는 작동으로, 즉 교환을 교환으로 접근해
야 한다는 것이다. “교환이란 그 자체로 상징적 사고[하우-기표]에 의해 주어지고, 
상징적 사고에게 주어진 직접적 종합이다”(ibid. 58, 추가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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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상황을 ′)와 같이 인지할 때, 모든 증여가 이미-답례임이 곧 ‘선물’을 ‘비
-선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마오리의 ‘선물법’은 선물을 거래하지 않을 것
이며(또는 거래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따라서 선물과 비-선물의 구별은 다른 방
향에서 작동중인 것으로 발견돼야 한다. 답례로서 증여 작동, 증여자가 이미 답례자
라는 사실로 지시되는 것은 보충자이자 당사자인 중간자 ‘의 처신’이 이제 모든 증
여자들로 확장·적용된다는 점이다. 각각의 증여자/수령자 자리에 보충자가 이미 개
입해 있는 채, 이번에는 하나가 아닌 다수로 출현하게 된다. 즉, 에서 로의 증여
관계를 나타내는 순서쌍    는 답례로서의-증여 관계에서 순서쌍 
    로 다시 써진다. 이때 ‘수령자’ 는  가 아닌  가 되며 - 
이 부분이 중요하다 - 이로써 개별 이자관계의 즉시종결      이 유예
되고 또 다른 선물관계로 확장된다.      →     .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반(半)호혜적 보충자들이 계속해서 다수로 개입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와   사이의 변환절차를 진행한다. 이들은 서로 ‘같지만 다른’ 들이다. 
최종적으로 -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      의 보충자를 거쳐 는  

가 아닌  로 되기 때문이다.        . “간직하는 것은 옳지(tika) 않습
니다.” 따라서     라는 ‘지연된 답례’로서 선물-교환 시퀀스가 작동한 것
이 된다.     →     . 

결국, 첫 번째 증여단계에서 ‘수령자’ 의 자리가  가 아닌  로 이미 대
체돼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답례자’ 의 자리가  가 아닌  
로 대체돼 있기 위해 중간에  를  로 변형하는 절차가 삽입되는 상황, 
이것이 선물-교환을 다른 교환과 구별되는 작동으로 만든다. 이제 각각의   는 
동질적인 보충자의 순서적 조합의 자리들이 되므로, 다음처럼 순서의 요소들로 확장
해서 -   이전,   이후까지 - 표기할 수 있다. 

1) a)     , b)      
: →  →    (→→ ) 
2) c)     , d)      
:   →  →  (→→) 

1)과 2)는 각각 비-호혜상태가 유지되며, 개별 내부 작동들(a, b, c, d)은 모두 반
(半)호혜적 상태의 보충자들이다. 내부의 개별 증여관계들에서 ‘증여자’는 이미-답례
자로서 증여하더라도, ‘수령자’는 다른 증여관계상의 미리-답례자 자리로 교차 배치
된다. a), b), c), d) 각 부분의 내적 짝-부분들이 a)→b)→c)→d)의 흐름으로 마치 
하나씩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여기서 교차배치 시퀀스상의 한 ‘전환점’
으로서 2-c)의 한쪽 짝-부분  에는 1-b)의 두 짝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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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된다. 따라서 1-b)2-c)를 다음처럼 다시 쓸 수 있다.     , 
         . 이것은 앞서 보충자 로 표기됐던 
그 부분이다(→→ ). 지금의 경우 해당 부분은 동일자에서 동일자로 되돌아오는 
교환이 아니라, ‘같지만 다른’ 증여자-답례자/수령자-답례자 간의 반(半)교환이다. 
이 부분을 3-e)라고 하자. 결국 3-e)의 작동은  을  로 
바꾸는 변환이 된다. 이런 변환절차( → )를 통해 이제 1)2), 사실상 
1-a)3-e)2-d)를 합친 다음의 시퀀스가 도출된다. 

          ,               ,          

참고로     ,        등등의 순서쌍도 위의 배열로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순서쌍 조합들이 어떤 보충적 변환절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 관점에서는   이 그런 변환 자리에 있지만,   의 관점에서는 

이 보충적 변환자리에 있을 것이다.     .   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다. 선물-교환의 당사자인 개별   는 상황에 따라 ‘같지만 
다른’ 보충자-변환자로 있게 된다. 언급했듯, 같은   이더라도 동일한 증여자/수
령자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증여자-답례자/수령자-답례자이기 때문이다.   와
의 상정된 답례관계 속에 놓인   과, 과의 답례관계 속에 놓인   은 ‘현실
적으로’ 같지만 ‘가상적으로’ 다르다.  ≆ . 또는 유예된 
시간 속에   이 ‘변형했다’고 볼 수도 있다. 내가 선물을 주었을 때의   과 시
간의 경과 후 답례할 때의   이 ‘같지 않다.’ 따라서 이런 교차 배치 속에서는 모
든 증여가 답례지만 또한 ‘정확한’ 상호답례가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거래되지 않
고 ‘선물’로 남아 있게 된다. 동시에 이로써 선물-교환의 ‘확장’이 언제나 이미 주어
져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제 선물-교환의 쌍은 증여자-답례자, 수령자-답례자, 
중간자-변환자의 세 연산자(operator)들로 다시 짜인다. 

={      }        ⋯  
         ,          
             

변환자  에는 보충자  의 절차가 내포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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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가 성립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데, 지금의 형태는 인볼루션이 아니지만 내부절차()를 통해 ‘마치 인볼루션인 것처
럼’ 작동하게 된다. 

 :         ,        , :      ,        

이런 차이는 주지하다시피 상황 ′)의 설정 때문이다. 답례를 추동하는 외력으로
서 하우-힘은 없지만(H0) 그 ‘없음’의 기표로서 하우-기표( )는 ‘가짜힘’처럼 적
용돼 있어 모든 증여가 이미-답례인 상황이다. 같은 상황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황-관점 간에는 변환이 가능하다. 하우-힘이 상정되면, 변
환자   대신에 보충자  이 나타나 이전 선물교환 정식화(무-호혜 조건 속 특수
호혜 조건화)를 만족한다.   ∅ & HF. 

이런 관계형태를 직접적인 ‘호혜-교환’과 구분하여 ‘선물-교환’이라고 하면, 직접 
인볼루션으로서의 ‘호혜-교환’은 ‘선물-교환’의 특수한 경우가 된다. 다시 말해, ‘선
물-교환’은 ‘호혜-교환’의 특수호혜 조건(ii)이 아니라 ‘호혜-교환’이 ‘선물-교환’이라
는 일반교환의 특수조건(i)이 된다. 어떤 형태의 ‘하우’가 상정되지 않는다면 ‘호혜-
교환’과 ‘선물-교환’의 가상적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간자 

( )이 없게 되는 상황이 ‘호혜-교환’이다. 하우-힘뿐만 아니라 하우-기표 모두 상
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   ∅ &  ∅. 

여기서   {∅}과  ∅인 상황을 잘 구별해야 한다. ({∅})=∅인   {∅}과 
(∅)=∅인  ∅ 모두 지시값 없음으로 같게 나타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없
음의 있음’을 허용하는 기표   {∅}의 상황은 모든 증여관계를 지연된 답례관계로 
만든다. 선물-교환은 보편적이다. 반면 그런 ‘남는 기표’가 사라지는  ∅의 상황
에서 답례는 즉각적이고 호혜는 직접적이며, 선물은 예외적이다. 하우가 ‘없을 때’
( ∅) 기존 호혜관계 로 상황의 기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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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의 개입은 선물-교환상황을 촉성한다. 선물-교환 를 기준으로 하면 호
혜-교환 이 제약조건  ∅을 동반하는 특수한 가상태 조합의 현실화가 된다. 호
혜-교환 이 기준이었을 때는 상황 Η(HF)가 특수제약 상황이었으며, 따로 상황 
 (  {∅}, H0)는 인지되지 않았다. 결국 지금까지의 작업은 상황 의 ‘예외상
태’로서 상황 Η를 상황 로 변환함으로써, 상황 을 포괄하는 확장된 상황으로 
(재)도출한 것이다. 상황 에서 ‘같지만 다른’(≆ ,  ≆ ) 내부절차의 반(半)
호혜태는 선물-교환 작동을 통해 (상황 의 관점에서 볼 때) 교환 당사자들로서 각
자 ‘유사해진다’(≃ ,  ≃ ). 상황 에서는 따로 변환절차   없이도 애초에 
‘같은’ 당사자(   ,    )로 식별돼 있겠지만, 이 역시 상황 의 관점에서
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가 반영된 결과로 ‘유비적 집합체’인 것이 된다. 

따라서, 기표 가 교환상황을 둘로 나눈다. 



- 372 -

부록 5 (Ch. IV) 
나눔과 공유의 형식 

‘공유’는 교환의 범주와 미묘하게 같지 않은 형태며, 기존 교환이론에서 다소 예
외적 자리로 배치돼왔다. 차이의 사실 자체는 인식되더라도 해당 간극은 처리하기 
쉽지 않은 모호함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전개한 익명적 교환의 
형태와 내용은 종국에 이르러 공유의 범주와 그 가능성 형식에 조우한다. 토렌트-교
환이 표현하는 분할·증폭의 형식은 선물-교환과 익명-교환의 확장적 결합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중간지대처럼 있다. 호혜-교환과의 미묘한 간극은 오히려 선물-교환
과 토렌트-교환의 작동상 유사를 거쳐, 공유의 범주를 익명-교환의 형식과 연결시
키는 접속지점이 된다. 

∀(  )∃ [(  )∈  → (  )∈] *는 가능한 ( ) 조합들의 집합 
∀♀∃[∀[∈♀ & ≠∅ →  ()∈]] *♀는 익명적 집합 

토렌트-교환이 있다는 것, 개별 스웜들이 작동한다는 것은 스웜 내부의 조각-피
어 배치를 작동상 선물-교환과 익명-교환의 동시성 관계로 나타낸다. 두 교환형식
의 교차점은 ‘물건’과 ‘참여자’의 분할 형식이 된다. 조각과 피어가 분할된 부분들로 
있게 함으로써 ‘공유’가 선물-교환 형식으로 전개되고, 동시에 ‘익명적으로’ 교환되
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개별의 전체로 있게 된다면, 애초에 ‘교환’이 아니거나 
‘교환’이라면 비-익명적일 것이다. 즉, 지금의 상황은 다수 부분들의 교차 배치 가운
데 기표 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승인하는 형태다. 

∈ → ∃[∈♀ & ()= ] 
∃≠∅ & ∈  → ∃[∀ [   →   ]] 

여기서 개별 스웜이 있게끔 하는 작동 은 그것이 구성하는 스웜 내부에서 선
물-교환의 함수 로 변환 가능한 꼴이 된다. 가 어느 스웜( )의 조각-피어 집
합  ()에 속한다는(∈ ) 조건에서 말이다. 이때 는 선물-교환의 당사자임에
도 하나의 동일한 ‘증여자의 이름’으로 식별되지 않는 익명-교환의 참여자다. 조건
이 지시하는 것은 의 분산적 다수 형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로 다른 스웜상에 
각자 부분 증여자들로 있는 다. 이를 하나의 동일한 로 개체화하면 그때의 는 
에 속하지 않으므로(∉ ) 선물-교환관계에서 벗어난다. ‘피어  ’와, 같지만 다른 
피어 들의 간극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또는 어느 하나의 스웜을 가상의 증여자로 
개체화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므로 각각의 스웜은 서로 교환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라는 내적 조건이 선물-교환의 확장에 익명-교환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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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익명-교환에서 생산물-생산자 조합이 또한 선물-증여자 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선물-교환⇌익명-교환의 변환가능성이 확인된
다면, 호혜-교환과 비호환적인 익명-교환은 작동상 선물-교환의 형태로 호혜-교환
과의 관계나 간극이 (재)인지될 수 있다. 선물-교환 일반과 익명-교환 일반을 동일
시할 수는 없어도, 익명적 선물-교환이라는 교차지대를 공유라는 특수한 범주로 식
별하게 된다. 공유를 ‘내적 분할의 부분-교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공유 형태는 
선물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적으로 충실히 따른다. 단지 분산적 양태 속
에 ‘중간자의 처신’이 바뀌어 있는데, 중간자는 답례-수령 지점의 고정적 식별 작동
이 아니라 증폭된 채, 서로에 대해 일시적 변동 답례 지점들로 자리를 뒤바꾼다. 

∀(ε, δ)∃λ[(ε, δ)∈♀ → λ(ε, δ)∈E♀] *E♀는 익명적 교환 
∈♀  → ∃ [∈♀ &   ] *는 가능한 (ε, δ) 조합들의 집합 
∃≠∅ & ∈  → ∃[∀ [   →   ]] 

내부 중간자 는 ∈(ε, δ)라는 조건 속에 자기 자신도 익명의 생산물-생산
자 조합에 속한다(∈). 즉, 도 분산된 다수다. 여기서   의 ‘답
례’를 현실화하는 것은 가 참여자 로 속하는 익명적 교환(∈♀ )을 있게 하
는 작동 λ다. 앞서 토렌트 작동()이 스웜 내부의 선물-교환을 현실화하듯이 말이
다. 각 스웜의 선물-교환이 토렌트 작동의 내부 메커니즘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가 고정 자리가 아닌 채 와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에서 ‘가상의’ 
답례 지점을 찾아 들어가는 작동은 링크의 함수가 된다. 

∀∈∃ [∀ [   →   ] &   ] 

간단히 말해, 링크 λ라는 선택 함수가 있어 선택집합(♀ )이 각각의 선물-교환을 
이루도록 적절히 선택이 작동해 익명적 선물-교환(♀ )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익명적 선물-교환은 익명적 교환의 부분이다(♀⊂♀ ). 이렇게 익명적 선물-
교환상황이 익명-교환상황의 한 국면으로 현시되게끔 하는 ‘선택’은 특수조건 하에
서 선택 함수를 정식화한다. 선택 함수는 비-법칙적이지만(선택의 명확한 규칙이 없
으며 구성 가능하지 않다)(부록 3) 국지적 선물-교환 형태로 정식화를 이루는 것이
다(  ). 이런 ‘어떤 선택’은 토렌트에서 선물-교환의 활성화 정책으로 채택된 내
부 메커니즘과 같은 ‘기능’(function)이 된다. 그 조건은 교환의 당사자가 어느 익명
의 생산-집합(ε, δ)에 우선 속하는 것이다(∈). 증여하되 스스로가 하나의 답례 
지점으로 고정되지 않는, 또는 애초에 동일한 답례 지점으로 할당되지 않게끔 식별 
불가능한 분할자들로 있도록 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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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분명 만들어지고 생산물은 선물로서 교환되지만, 그것이 교환되는 자리에
서 증여자( )는 생산자가 아니며 생산되는 자리에서 생산자()는 증여자가 아니다. 
분할-생산물의 교환(=선물)이 생산자 를 해당 교환의 당사자로 식별되도록 하지 
않는 형태의 결합이다. 즉, 는 현실적 교환에서 ‘가상화’되거나 가상적 교환에서 
‘현실화’된다. 

 [  ] ⥂ [    →     ] 
     

    →     
  ′

은 익명적 선물-교환의 결합태를 표시한다. 선물-교환 가 현실화된다는 조건
에서, 마치 생산자 는 ‘원래의 증여자였던 것처럼’ 되돌려 받는 것이 있다. 그러나 
교환 의 상황에서 는 증여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상황 의 ‘증여자’ 는 다른 
 들과의 현실적 상호 답례를 통해  일 뿐만 아니라 또한 로부터의 ‘수령자’ 
이었음을 소급해서 확인한다. 이로써 ‘증여자’ 가 존재하는 가상적 교환이 있
게 된다. 는 가상화의 관점에서 의 형태를 다시 쓴 것이다. 부분적 선물-교환 
를 전제하는 (사실상 같은 꼴의) 전반적 선물-교환이 작동하며 가 그 답례 지점
으로 식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사실은 는 에 속하지 않지만, 
  의 꼴에서 인 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는 가 아니며 는 가 아니다. 즉, 현실적인 교환의 당사자로 식별되지 
않는다. 는 현실적 선물-교환()에서 익명화되고, 역으로 는 가상적 선물-교환
(′)에서 익명화된다. 

      ⋯ 
      ⋯ 
      ⋯ 
      ⋯ 

    ⋮
      ⋯ 

각각의     등등은 자신의 생산물로 식별될 때 그것이 유발하는 개별 선물-
교환 상황들에 당사자로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선물-교환과 구분되는 익명적 선물
-교환의 ‘조건’이다. 예컨대,  에 대응하는    ⋯는 위의 에서 다수 
들의 내부 선물-교환 상황을 가리키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은 해당 장소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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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아닌 ‘생산자’ 이다. 와 의 구분은 범주적 차이지 고정된 분류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동질적인 으로 표시하고 단지 상황에 따른 귀속 여부로 판단
했다. 즉, 은 다른 개별 선물-교환 상황들에서는 당사자( )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런     등등의 집합   역시 어쨌든 상황 안에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하지 
않는 서로 다른 교환상황들 안에서 각자 식별되더라도,   자체는 선물-교환의 함수 
로 식별되지 않는다. 또는 를 도출하는 의 는 상황 안에 없다. 

이것은 칸토어의 대각선 정리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가 어떤 상황 에서 선
물-교환 상황 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  
  {∈  : ∉} 
∈  ↔ ∉ 

여기서 만약   를 만족하게 (∈ )를 고정시킨다면, ∈  ↔ ∉이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그런 는 상황   안에 없거나, 또는 와 같지 않은 가 적어
도 하나는 있다. 즉, 함수 의 상(像)에 나타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므로 ≉

다(일대일 대응이 아니며 남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 각각의 교환물(=선물)의 ‘증여자’ 아닌 ‘생산자’들의 집합은 어딘가 그런 조합의 
선물-교환 상황에 놓이는 현실적 가능성을 표시한다. 단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가상의 ‘생산자’는 같은 함수 의 정의역으로 상정될 수 없고, ′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익명적 선물-교환을 만드는 조건 ∉로부터 산출된 는 선물-교환
 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의 치역은 아닌 것이다. 이때 의 원소     등등
은 ′에 속한다. ∉ & ∈′인 들의 집합이 다. 결국 이것은 익명
적 선물-교환에서 (비생산적) ‘증여자’와 (비교환적) ‘생산자’의 범주 전환에 관한 절
차다. ∈이라면 ∉이고 ∉이라면 ∈이므로 - 증여자라면 생산자
가 아니고 그 반대 역시 그렇다. -   자체는 에서 빠져나간다. 

익명적 선물-교환의 두 짝은 서로에 대해 빠져나가는 것들의 조합( )이 
된다. 만약 원래의 상황이 거래-교환 상황이었을 경우라면, 그것을 어떤 형태의 선
물-교환 상황이게 하는 작동에서 가 생산자와 증여자 범주로 분리된다. ‘같은’ 

가 개별 교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형하는 것이다. 따라서 는 거래-교환 상황
에 부분으로 포함되지만(⊂ ) 속하지 않으며, 또한 그럴지라도 선물-교환 상황에
는 속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개별 ∈는 거래-교환의 당사자로 
식별됐더라도, 개입된 선물-교환 작동()으로 도출된 는 거래-교환의 당사자로 식
별되지 않고 그 자체가 새로운 선물-교환의 상황이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도출 
방식이 개별 선물-교환 작동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빼내는 형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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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물-교환의 당사자로 식별되지 않는다. 또한   역시 선물-교환 상황으로 있
긴 하지만 그 현실화 자리를 특정할 수 없다. 를 ‘어떤’ 선물-교환으로 고정시킬 
경우 이번에는 그것을 있게 하는 가 원래의 상황을 빠져나가며, 거래-교환 당사자
가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즉, 그 ‘미지의’ 는 애초에 식별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선물-교환 짝을 내부 작동으로 도입하는 것이 익명적 선물-교환이라면, 그것
은 일반적 선물-교환도 아니고 거래-교환도 아닌 무엇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짝-결합은 익명적 선물-교환이 존재하는 상황을 어느 하나의 
교환형식에 고정되지 않게 한다. 이제 원 상황이 생산물로 식별되는 생산자 집합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에 대해서 변형된 상황은 교환물(선물)로 식별되는 교환자 
집합이다. 같은 논리로, 교환에 속하지만(∈) 식별되지는 않는(≠) 생산적인 
부분이 있다(⊂ ). 그러나 생산자 집합은 아니며(∉ ), 교환적인 부분도 아니다(⊄
). 즉, 교환이지만 교환이게 하는 작동의 결과는 아닌 어떤 부분이 있어, 그 간
극의 존재로(식별 불가능한 것) ‘생산집합’을 ‘교환집합’과 같지 않게 한다. 여기서 
원 상황의 ‘생산집합’은 애초에 생산물과 그 생산자로 식별되는 ‘친자관계’ 집합이었
음을 유의하자(익명-교환상의 생산-집합이 아니다). ‘교환집합’은 교환물과 그 증여
자로 식별되는 ‘결연관계’ 집합이다. 익명적 선물-교환은 생산물-생산자 친자집합에 
포함되면서 교환물-증여자 결연집합에 속하되, 단 생산-친자집합에서 교환-결연집
합으로 가는 함수의 상(식별된 교환자의 이름들)에는 속하지 않는 ‘교환’이다. 이것
은 앞선 우리의 논의에서 익명적 생산-집합으로 다루었던 그것에 좀 더 가까워지는 
형상이다. 익명-교환적 생산-집합은 생산의 친자관계를 어긋난 교차 배치의 결연관
계로 바꾸면서 소유상태와 답례상태로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작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익명적 선물-교환은 어떤 형태의 익명-교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 이
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 교환이지만 교환적이지 않은, 생산은 아니지만 생산적인 무
언가를 만들어 낸다. 식별된 것들(‘생산자’)에서 식별된 것들(‘교환자’)로 전환하는 작
동이 그 식별 불가능한 간극을 산출하며, 식별 가능한 요소들 가운데 식별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적 식별불가능성은 식별과 미-식별 사이의 식별불가능성이 아
니라, 식별된 것들에 ‘내재하는’ 식별불가능성이다. 식별자들에게서 내부의 익명적-
불법적인 원소들을 뽑아내는 ‘선택’ 작동이 있어, 그 조합으로 어떤 ‘선택집합’이 존
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익명적 선물-교환으로 작동하는 한, 우리가 ‘공유집합’
이라 부르는 것의 형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익명적 선물-교환이 반(反/半)-교환이자 
반(反/半)-생산인 것이라면, 그리고 ‘공유집합’이 존재하는 형식이 된다면, 공유집합
은 거래-교환 상황과 선물-교환 상황 사이, 또는 생산적 친자관계와 교환적 결연관
계 사이 어딘가에서 있지만 식별 불가능하다. 즉, 익명적으로 존재한다. 공유의 범
주는 가상적 선물의 분할을 통한 현실적 분산절차(‘나눔’), 익명적 선물-교환이 산출
하는 내적 확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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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studies the rise and operations of the "Anonymous" movement 
in cyberspace. Anonymous, made known to the public in 2008 for the 
first time, has been represented as a certain kind of hacker group, with 
objectified media images. Anonymous, however, has never been a hacker 
group in this context. Attacking the Church of Scientology's websites in 
2008, Anonymous had already appeared with claims of being a political 
collective rather than a hacker group. Although the properties of political 
hackers are found in 'hacktivism,' Anonymous is not synonymous with 
hacktivist organizations either. While hacktivism usually has particular 
ideologies such as anarchism or socialism, wedded to hacking methods, 
Anonymous has hacking methodologies with no ideology of which the 
realization is its objective to be achieved. It is literally the category of 
being "anonymous," not such ideologies, that Anonymous claims as its 
content. What Anonymous attempts to actualize with hacking 
methodologies is the situations in which "anonymous" exists. 

This concept of being "anonymous" is not exactly the same thing 
with Anonymous, which claims its actualization, but both are on the same 
pathways which make them into coupling forms. Anonymous has 
transformed or even deformed itself with conceptualizations of 
"anonymous," rather than represented itself as a hacker group or 
hacktivist organizations with legal definitions of 'cyber crime' or some 
particular object of ideologies. With regard to the anonymous conditions 
Anonymous generates, the "Anonymous" movement expresses their 
formation of relationships. The idea of Anonymous as a movement was 
proposed firstly and partly through Anonymous manifestos in ear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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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denied one by one its objectified images and declared the advent of 
new indiscernible figure that defied current classification. The anonymous 
situations Anonymous renders are situations that are unnameable and 
unrepresentable. 

This indicates as a matter of fact, that Anonymous is not or not 
willing to be a relation of objective indices such as age, race, ethnicity, 
and class. Even if each individual motive and context of activities in their 
participation is inconsistent or discontinuous, what is consistent is the 
collective intentions and procedures for generating the "anonymous." 
Anonymous is a movement, through which these conceptual sites of the 
indiscernible come into existence and its actual participants intend to 
show that "anonymous participation" is possible and has already been put 
into operation. This mode of singular multiplicity, called as "Operation," 
expresses the sequences of each configurational situations on which these 
anonymous participants that do not recognize each other as 'members' 
access different evental sites individually but are collectively connected by 
chance. These multiples of singularity resemble the coexistence of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each situation, not the consistence of groups 
organized under particular programmes. Anonymous Operation is the 
operation of generating such places for sequent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sub-grouping individuals. 

This multiplicity is the condition for participation that anonymity 
makes possible. Operations are not one and the same at each time 
period, but multiple and simultaneous configurations in themselves, of 
anonymous situations into which anonymous participants are linked. 
Participants in Operations are partial-connected while partial-distributed 
into multiple situations, and it is the form of Operations that anonymize 
their participation. The actual forms of becoming anonymous compose the 
content of Anonymous. Consequentially, the "anonymous" that Anonymous 
thinks of is the presentation of the indiscernible subtracted from any 
representation or count of specified entities. This is to secure the 
multiplicity of participations with practice that involve becoming- 
anonymous, prior to conducting other actions or working towards an 
agenda as being-anonymous. The motives or raison d’être, if any, of 
Anonymous can be said to extend these sites of void positively, which is 
seemingly the 'motivelessness' or ‘contentlessness.’ Anonymous leaves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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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the void it generates intentionally, instead of filling with other 
objects (individuals, ideologies, etc). 

The "anonymous" consists of generic situations that come to be 
conditions of self-transformation, which makes possible self-differentiation 
of any individual into a participant of any situation even when s/he is not 
even the person in question or the party concerned. The "anonymous," 
not just a state of no-names, operates as a procedure for disabling 
naming, such that it resists representation systems. Operation AntiSec in 
2011 was a movement against the State, most of all, which named 
Anonymous as an anti-establishment organization, while Operation 
Blackout in 2012 was a movement against the Representatives in Congress 
who represented the people in a specific manner. From Anonymous' 
perspective, this naming and representation is the operation of reduction 
which discerns and classifies the people involved in appropriate situations 
in order to recognize them as they are. On the contrary, Anonymous 
makes attempts at the extension of possible situations, through the 
actualization of anonymous participation, such that some situations in 
which people are the approved persons involved are not to be their only 
possible worlds. The concept of "anonymous" denotes then a being of 
generative category that denotes no distinctive properties of other 
categories, but satisfies properties which are more or less 'common' to all 
of them: the generic procedure. 

The "Anonymous" movement does not aim at the annihilation of 
the state and the representative assembly, but at the possibilities of 
supplementary intervention. The anonymous participation operates 
immanently through concrete procedures of hacking and sharing, which 
are both the methods behind and content of the movement. Rather than 
just being for the purpose of destruction, hacking is selected on the basis 
that it is the operation of anonymizing and disabling the representation of 
a naming system. The anonymous hacking, which is related to generating 
some anonymous situations inside the system, is anti-representative and 
anti-systematic, but intervenes in and inverts it on the other hand, using 
counter representatives and systematic language. SQL injection exploits 
and DDoS attacks are such examples that make indistinguishable 'normal' 
and 'abnormal' access, and make possible the immanent unfolding of 
situations that 'are-not-acceptable' within the system. Sharing un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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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rading gift-giving situations through the form of anonymous 
exchanges such as Tor and Torrent, and these anonymous non-traders, 
not the approved parties to a transaction, construct the possibility zones 
of 'extended' exchanges inside the trading-exchange systems. When it 
sequentially generates the linking-places of anonymous-sharing-hacking in 
multiple presentations, the "Anonymous" movement extends counter- 
systematically and intervenes anonymously in political situations. 

keywords : Anonymous, Anonymous Movement, Hacker, Sharing, Intervention,

Anonymous-Exchanges, Anonymous-Participation, Anonymous-Politics, Operation

in-place, Cyberspace

Student Number : 201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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