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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은 학제  연구의 진 을 해 필요한 일반 이론의 한 

사례인 일반 체계이론, 그 에서도 특히 일반 체계이론의 지향을 견지하

면서 사회  체계 이론을 수립한 루만의 비교 연구 방법을 살펴본다. 루만

은 학  상 일반을 다루고자 하는 지향을 견지하면서도 상 역들 사

이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의 배타성을 주장하지 않는 일반 이론의 가

능성을 보여 다. 체계 / 환경－구별로부터 시작하는 이론은 체 / 부분－도

식과 헤겔식 일반 / 특수－도식을 넘어서는 유와 종의 계, 체와 부분의 

계를 설명해 다. 그리고 일반화와 재특화라는 유  추상에 기능  분석

을 결합함으로써 슨스의 분석  실재론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유기체－유

비를 넘어선다. 그런 다음 이 논문은 루만이 행한 비교를 한 일반화의 

성과  하나인 ‘자기생산’을 살펴볼 것이다. 그는 생명체를 설명하기 

한 자기생산 개념을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로 확장해 용한다. 
이는 일반 체계이론의 오랜 딜 마인 닫힘과 열림의 모순을 극복한다. 필

자는 이 게 체계 / 환경－구별에서 시작하는 일반화와 기능  분석이라는 

방법이 다른 구별에서 시작하는 일반 이론과 비교 연구의 가능성도 열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체계이론이 철학과 사회비 의 새로운 상을 

고민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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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제적 연구를 위한 일반화의 필요와

일반 체계이론

1. 학문의 분화와 일반 이론의 빈곤

세계 지평이 갈수록 확장되고 그에 따른 문화의 필요가 커짐에 

따라 학문의 분화는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분화가 낳을 수 있는 문제들에 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를 우려

하는 이들은 ‘학제 (interdisciplinary) 연구’ 는 ‘통합 학문  연구’
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교와 력에 을 맞추는 ‘학제 ’이건 통합이나 계까지 고

려하는 ‘통합 학문 ’이건, 이런 연구가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

기 해서는 서로 다른 학  상 역들에 한 일반화 는 일반 

이론(general theory)을 필요로 한다. 상이한 상 역들을 비교할 

수 있는 추상 수 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기 의 거  사상

들이 무 진 이후 일반화를 모색하기 한 시도는 그리 활발하지 않

다. 보편주의 지향을 가진 이론은 분과학문들이 다루는 상들의 차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통합과 계를 추구하는 이론의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일반 이론이라는 말이 쉽

게 떠오르게 하는 인상은 타자를 모두 정신으로 흡수해버리는 헤겔

의 체계이거나 형이상학을 뿌리로 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일반 이론의 빈곤은 학의 학과로는 단일성을 갖고 있는 분과학

문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학에서 상호작용, 
조직, 갈등, 통합,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근할 수 있는 일반 

이론, 즉 사회 인 것 일반을 다루는 이론에 한 모색이 슨스 이

후 단 되었다고 본다. 이런 사정은 다른 분과학문에서도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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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다.
일반 이론이 학  상들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유일한 진리를 주

장하는 배타  이론이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최소한 각각의 상이 

갖는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  도구는 있어야 한다. 사

회학이 말하는 체계와 생물학이 말하는 체계가  비교 불가능한 

것이라면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낳을 것이고, 그것이 

비교 가능한 것이라면 일반화를 한 모색이 있어야만 비교가 원활

해질 것이다. 언론학이 말하는 매체와 생물학이 말하는 지각매체

는  다른 연구 상이지만, 매체가 무엇과 무엇을 매개하는 것이

라는 개념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반

화에 한 모색이 없다면 학제  연구는 그  서로 잘 모르는 분야

에 한 호기심을 높이는 것에 머물거나 서로 다른 학  상들이 

가진 속성들을 혼동하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상이

한 학  상들 사이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화의 모색은 학제

 연구가 성과 있게 진행되기 한 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 체계이론과 루만의 발상

이 논문에서는 20세기 반부터 본격화된 새로운 학제  연구의 

흐름  하나인 일반 체계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그 에서도 특히 

기존의 일반 체계이론이 갖고 있던 자연과학 심의 한계를 넘어서

는 성과를 보여  니클라스 루만의 비교 연구 방법인 구별, 일반화

(Generalisierung), 재특화(Respezifikation), 기능  분석에 해 살펴

볼 것이다.
루만은 사회 인 것 일반에 한 이론을 사회  체계 이론으로 수

립하면서 동시에 일반 체계이론에 한 지향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이론이 스스로에 해 요청하는 보편주의는 ‘체계’ 혹은 ‘사회  체

계’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상 역들을 다룰 수 있는 이론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에서 ‘일반 ’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론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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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 인 것은 아니다. 이 게 

찰자의 제한된 입지 을 인정하는 것은 그 이론이 갖는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루만은 이러한 제한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이론이 다룰 수 있는 상과 주제의 외연을 제한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이론  태도는 차이와 구별을 강조하는 최근

의 이론 추세에 조응하지만, 이를 일반 이론의 포기에 한 정당화 

논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루만은 체계이론의 역사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 환을 ‘ 체 / 부분

－도식’에서 ‘체계 / 환경－구별’로의 환이라고 본다. 이는 ‘일반 체

계이론’이라는 명칭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환경과 구별되지 않

는 닫힌 체계이론이나 이와 결부된 체 / 부분－도식의 잔재가 단숨에 

청산된 것은 아니다. 특히 체계 / 환경－구별에 따른 ‘열린 체계’라는 규

정과 사이버네틱스 연구 성과를 통해 나온 ‘재귀  과정’, ‘자기조직’ 
등 체계가 작동상 닫  있다는 성격을 함께 설명할 수 있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치게 된다. 루만은 이 과정을 (1) 열린 체계 이론, (2) 자기

조직 체계 이론, (3) 자기생산 체계 이론의 세 단계로 총 한다.1)

Ⅱ에서는 우선 가장 요한 환의 출발 인 (1)을 간단하게 살펴

보고 이것이 통 인 사고방식인 체 / 부분－도식과 어떻게 다른지 

짚어볼 것이다. 그에 이어 체 / 부분－도식의 기  변형인 

헤겔의 개념론을 비 으로 검토하면서 체계 / 환경－구별로의 환

이 어떻게 개념의 유와 종, 상의 체와 부분을 효과 으로 구별할 

수 있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헤겔의  개념에 해서

는 루만의 세계 개념과 비교해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의 주제상 (2)의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불필요하므

로, 이는 Ⅲ과 Ⅳ를 통해 간 으로만 살펴볼 것이다. Ⅲ에서는 (1)
과 (2)의 단계에 걸쳐 있었던 슨스의 분석  실재론과 유비 방법의 

1) 1997, S.64-66 참조. 이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루만의 세 가지 

작, Soziale Systeme(1984),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1990),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1997)는 발간 연도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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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살펴본 후, 일반화의 추상 층 에 따른 루만의 체계 분류와 

이를 보완하는 기능  분석에 해 살펴볼 것이다.
Ⅳ에서는 루만의 일반 이론을 가능하게 한 기능  분석의 성과  

하나를 자기생산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3)의 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는 생명체의 속성을 자기생산 조직으로 규정한 마

뚜라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환이 실질 으로

는 루만이 자기생산 개념을 다른 종류의 체계들로 확장해 용함을 

통해 일어났음을 밝힐 것이다.

Ⅱ. 전체 / 부분－도식에서체계 / 환경

－구별로의 전환이 낳은 성과

1. 환경에 열린 체계

일반 체계이론을 주창한 버틀란피는 생물학에서 출발했다. 그는 자

신의 연구 상인 생명체가 고  물리학의 상과는 달리 “조직된 

복잡성(organized complexity)”를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사회

학, 경제학, 열역학, 사이버네틱스 등 다른 분과학문에서 다루는 상

도 동형성(isomorph)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고  물리학이 다

루는 상은 체 단 가 요소 단 들로 분해되며, A로부터 B가 나

오고 B로부터 C가 나온다는 식의 선형  계에 의해 기술될 수 있

다. 이러한 미조직된 복잡성과 달리 조직된 복잡성에서는 요소들 사

이의 계가 비선형 이다. 생물, 사회 등 체계라고 불리는 상은 A
가 원인이고 B가 결과인 것이 아니라 A와 B가 서로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버틀란피는 조직된 복잡성을 가진 체계는 환경에 열린 체계라고 

보았다. 닫힌 체계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를 경우 엔트로피가 증가해 

결국은 균형에 도달한 후 정지한다. 이는 생명체에게는 죽음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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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역학 제2법칙과 모순되지 않는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하기 해 

열린 체계를 “끊임없는 유입과 유출 가운데서 자신을 유지하고, 구성

요소들을 생성하거나 괴하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화

학  는 열역학  균형 상태로 있지 않고, 그것과는 엄격히 구별되

는 소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2)고 본다.
조직된 복잡성과 열린 체계라는 규정에 따라 성립된 일반 체계이

론은 버틀란피 개인의 연구 성과라고만 볼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Nobert Wiener)는 기계와 인간의 구별을 넘어서서 이들이 모두 

하나로 결합되어 제어되는 되먹임(feedback)에 해 연구해 이를 사

이버네틱스3)라는 새로운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게 했다. 사회학에서

는 슨스의 행 체계 이론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러 분과학문의 새

로운 흐름이 가진 동형성을 버틀란피는 일반 체계이론으로 정립한 

것이다.
루만은 이 게 체계 / 환경－구별이 등장한 것이 체계이론에서 가

장 요한 패러다임 환이라고 본다. 그 이 에는 체계를 심 개

념으로 하는 일반 이론이 없었지만, 고 로부터 유래하며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보다 더 오래된 통을 갖고 있는 체 / 부분－도

식의 우주론 는 존재론이 있었다. 루만은 이를 체계이론의 사(前
史)라고 보며, 이와 맞서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라는 도식은 체계 / 환경－도식과는 달리 

닫힌 체를 설정하며, 부분은 그 닫힌 체 안에서 체를 표해야 

한다. 어떻게 체가 부분들의 차원에서 통일체로서 유효한지 설명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 의 우주론은 이 문제를 체를 표하

는 부분과 체로부터 일탈하는 부분, 즉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당하

2) L. v. Bertalanffy, General System Theory, p.39
3) 사이버네틱스는 생물이나 기계 안에서 일어나는 제어와 통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흔히 인공지능 연구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자가 체계 일반의 제어  통신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 학문인데 반해 후자는 심리학, 신경과학, 언어학, 철학 등도 

결합된 응용과학이자 종합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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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으로의 분화”(1984, S.21)를 통해 해결한다. 인간이란 체의 

지배  부분은 이성이며, 사회의 지배  부분은 타락하지 않은 귀족

이다. 계를 설정함으로써 부분이 체를 표한다. 루만은 체 / 부

분 도식이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도 변형되어 보존되었다고 

본다. 기 의 체 / 부분 도식은 일반의지, 보편  주체 등 일

반자 는 보편자라는 범주를 이용한다. “세계 체 는 인류 체

는 인간 안의 보편자로 나타나야 했다.”(1984, S.21) 세계와 인류가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형식은 이성과 윤리 법칙 는 교양과 국가

다. 그리고 타락의 가능성에 한 우려는 이념화(Idealisierung)를 통

해 극복되었다. 루만은 체계 / 환경－구별이 이러한 도식을 넘어설 수 

있게 했다고 보므로, 다음 에서는 구별 이론의 에서 체 / 부

분－도식의 일반성이 갖는 문제 을 지 해보겠다.

2. 헤겔 개념 논리학의 보편 / 특수－도식에 한 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이론을 경계하는 이유  하나는 체 / 부

분 도식을 통해 나온 ‘특수자 속의 보편자’라는 발상 때문이다. 개별 

학문의 특수한 상 속에 이미 일반성4)이 들어 있다면 그 일반성을 

발견하는 것이 분과학문의 주된 과제가 되고 각 학문들 사이의 차이

는 무시되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발상의 표자  한 

사람인 헤겔이 논리의 학 Wissenschaft der Logik 에서 주  개념

의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검토해보겠다. 헤겔

의 개념은 루만이 스펜서 라운으로부터 가져온 구별－형식5)과 좋

4) 보편성과 일반성은 모두 독일어로는 Allgemeinheit이다. 그런데 

체계이론의 allgemein이 어의 general로 번역되는 반면, 헤겔의 

allgemein은 universal로 번역된다. 이는 두 이론의 allgemein이 

뜻하는 바의 차이도 반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헤겔

과 련될 때는 보편성으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성으로 옮긴다.

5) 스펜서 라운은 형식(form)을 “하나의 구별(distinction)에 의해 갈

라진 공간이되, 그 공간의 체 내용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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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를 이룬다.
헤겔은 보편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는 “개념은 처음에 자신과의 

 동일성이며, 이 동일성은 부정의 부정 는 부정성과 자기 

자신의 무한한 통일로서만 있는 것”6)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보편  

개념은 이미 두 가지 계기를 함께 갖고 있다. 첫째는 외부가 없는 

‘자신과의  동일성’이라는 닫  있는 계기이며 둘째는 자신의 

부정성과의 통일이라는 열려 있는 계기이다. 즉 미규정  보편성과 

특수성에 의해 매개된 구체  보편성을 함께 가진다.
개념의 규정성인 특수성은 “어떤 타자에 해 특수성의 편으로

서 계를 맺는 것과 같은 어떤 경계가 아니라, 이미 보았던 것처럼 

보편성의 고유한 내재  계기이다.” 그래서 “특수 인 것은 보편성을 

포함하며, 그 보편성은 특수한 것의 실체를 이룬다.”(같은 책 S.280) 
유(類)로서의 보편성은 이미 특수성으로서의 종(種) 안에 실체로 들

어 있다. 그리고 개별 개념은 구별된다는 에서 특수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별들의 통일이라는 에서 보편 이다. 이 게 해서 보편

이면서도 특수한 개별자가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헤겔은 개념이 구별의 과정, 즉 규정과 부정의 과정을 

거친다는 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가 단순하게 체의 본질을 부분

의 본질로 옮겨버리는 것은 아니다. 한 개별 개념을 통한 통일을 

설정함으로써 주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상과의 통일을 설정하

고 있다. 하지만 구별이자 동시에 구별을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구

별인 ‘보편 / 특수’를 도입하기 때문에 닫힌 체 안의 부분들이라는 

통 인 도식을 반복하고 만다. 루만은 “헤겔의 개념은 구별된 것의 

자립성( 를 들어 인간 개념에서 립하는 두 계기인 감성과 이성의 

자립성)을 보지 않으며, 이는 보편자와 특수자라는 특별한 구별의 도

하며, 작동(operation, 연산)은 구별된 두 면  한 면만 지칭할

(indicate) 수 있다고 본다. G Spencer-Brown, Laws of Form, 
pp.3-4 참조.

6)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Ⅱ, S.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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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이루어지며, 이 구별의 지양을 통해 개념은 개별자로 구

성”(1997, S.61)됨을 지 한 바 있다. 루만 자신에 의한 부연 설명이 

없는 이 지 을 헤겔의 원문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보편자 / 특수자’라는 구별이 특별한 구별인 것은 ‘ 체 / 부분’(형

식 A)으로 이해될 수 있는 동시에 ‘보편 인 것 / 보편 이지 않은 

것’(형식 B)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 두 가지 다

른 구별을 뒤섞는다. 그가 “보편자의 종(種)은 a) 보편자 자체 그리고 

b) 특수자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 다음, “이 두 가지는 특수자이며 

따라서 같은 상에 놓인다(koordiniert)”고 말할 때, 이는 구별된 두 

면이라는 뜻에서 형식 B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 두 가지는 

한 특수자로서 보편자에 맞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 한에서 양자는 

같은 것에 종속된다(subordiniert)”7)고 말한다. 여기서 규정된 것로서

의 보편자는 형식 B의 보편자인 반면, 이를 다시 종속시키는 보편자

는 형식 A의 보편자이다. 형식 B의 보편자과 형식 A의 보편자를 동

일시함으로써 “특수한 것은 보편성을 포함하며, 보편성은 특수한 것

의 실체를 이룬다”, “유(類)는 그 종들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며, 그 

종들은 보편자와 상이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해서만 상이할 뿐”8)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형식 A는 구별에 의해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 체

와 부분이라는 포함 계이다. 하나의 공간을 겹치지 않는 두 면으로 

가르는 것이 구별이라고 할 때, 체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를 수 

있는 경계는 없다. 즉 ‘보편 / 특수’가 아니라 ‘보편⊃특수’, 다시 말해 

‘ 체⊃부분’이다.
루만은 찰을 “하나의 구별을 사용해 그 구별을 통해 구별된 어떤 

것을 지칭”(1990, S.79)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
별－그리고－지칭’이다. 찰되는 모든 상, 즉 한 이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의미  상은 이러한 구별과 지칭이 여러 다른 상황에

7)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Ⅱ, S.281

 8)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Ⅱ,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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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복됨에 의해 응축되고 일반화하는 확인을 거쳐 등장한다. 이는 

뒤에서 논할 무－차이  개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념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그래서 보편자도 그것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라면 오직 비－보편자와의 구별에 의해서만 지칭될 수 있다.
구별 이론에 따르면, 체와 부분의 계는 한 번의 구별에 의해 

나올 수 없고 구별된 것을 다시 구별할 때에만 성립한다. ‘보편’이라

는 용어가 이미 체를 가능하게 하는듯한 어감을 가지므로 우선 

‘보편자 / 비보편자’라는 형식 B를 체계이론을 이끌어 나가는 구별인 

‘체계 / 비체계’, 즉 ‘체계 / 환경’으로 체하겠다. 여기서 찰에 의해 

지칭된 면인 체계 안에 다시 체계 / 환경의 구별을 반복해보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의 찰, 즉 한 번은 체계와 환경을 구별해 체계를 지

칭하고  한 번은 체계 안에서 체계'와 환경'를 구별해 체계'를 지칭

함에 의해 ‘체계(체계' / 환경') / 환경’이라는 형식 B'가 나오게 된다. 
루만은 체계와 체계'의 계를 체체계와 부분체계, 는 체체계

와 하 체계라고 말한다. 여기서 체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다. 그에 따라 각각 다른 부분체계들과 내부 환경들(여러 환경'들)
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형식 B'는 오직 형식 B를 제로 해서만 나올 수 있다. 부

분체계는 체체계를 지칭된 하나의 단 로 제했을 때만 다시 지

칭될 수 있는 것, 즉 분화된 단 이다. 따라서 하나의 단 로 찰될 

수 없는 것은 분화될 수 없다. 나무들이 소나무들 / 다른 나무들로 분

화될 수는 없다. 나무 혹은 소나무로 지칭되는 하나의 상이 그 안

에서 잎이나 가지로 분화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체계를 단 로 

하는 체계이론에서는 체계분화만이 체와 부분의 계를 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 사회라는 하나의 체계가 경제체계, 정치체계, 교육체

계 등으로 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체계들이 다른 일반화 (재
특화) 층 에서의 사회  체계들인 상호작용들과 사회들로 분화될 수

는 없다.9) 만약 인간을 체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남자나 여자, 

9) 루만의 체계 분류에 해서는 Ⅲ.2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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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이나 흑인 등으로 분화시킬 수는 없다. 인간 체를 하나의 단

로 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유와 종의 계라고 말하는 것은 체와 부

분의 계가 아니다. 유－종 계는 각 개념이 가리킬 수 있는 상 

단 들의 범  차이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차이를 갖고 유의 

실체나 본질이 종의 실체나 본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루만은 “일반성과 본질 형식들이 일치하리라는 사태 내재

(sachimmanent, [ 상 내부의]) 보증은 없다. 일반성은 사소한 것일 

수 있다”(1984, S.33, 강조는 필자)고 말한다.

3. 다맥락  무한 지평으로서의 세계와 무－차이  개념들

개념은 곧 규정이며 규정은 곧 부정이라고 말하는 헤겔이 앞 에

서 지 한 구별의 특징에 해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자연의 

유와 종의 계를 몇 차례 언 하다가 “자연 안에서는 물론 하나의 

유 속에 둘 이상의 종이 있을뿐더러 한 이 많은 종들이 서로 지  

밝 진 바와 같은 계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개

념의 엄정함과 엄 성을 확보하고  이를 표 하지도 못할 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듯 개념  요소가 결핍된 맹목 인 다양성

에 휘말려 있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무력함”10)이라고 말한다. 유와 종

의 계를 설명하다 보면 외부 없는 유는 없다는 , 즉 다양한 계

들을 고려하다 보면 어떤 일반도 구별의 다른 면 없이 있을 수 없다

는 을 헤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헤겔이 빠져 나가는 길은 자연을 “개념의 자기외부에 있음(das 

Aussersichsein)”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개념의 보편성, 특수성, 개

별성의 참된 통일의 가능성은 오직 “생명, 자아, 정신,  개념” 
등 “고차 인 유로서만 아니라 구체 인 것으로서의 보편자”, “참된 

무한한 보편자”11)에만 있다. 자연의 유와는 달리 구별을 뛰어넘을 수 

10)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Ⅱ,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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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참된 보편자가 별도로 설정되는 것이다. 그 다면 헤겔의 무한

한 보편자는 특수자와 같은 상에서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 즉 오

직 무한자로서만 있을 뿐 어떤 구별의 한 편이 될 수 없고 더더구나 

개별자는 될 수 없다. ‘보편 / 특수’라는 독특한 구별의 한편으로 지칭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별 그 자체, 혹은 구별에 의해 열리

는 형식 그 자체이다. 이는 외부 없는 개념, 지칭될 수 없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별의 주체일 수도 없는 개념이다.
루만에게 이 게 무한한 것을 상징하는 ‘무－차이 (differenzlos) 

개념’, 외부가 없는 개념은 세계이다. 세계는 구별에 의해 구별된 두 

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이론에서 세계는 “체계 / 환

경－차이의 통일”로 정의된다. 각 체계는 자신의 작동(Operation)12)을 

통해 체계상  세계를 연다. 체계는 무수히 많으므로 세계는 다맥

락 이다. 그리고 모든 체계들을 통합하는 보편  체계는 없기 때문

에 세계는 다 심 이다. 세계는 어떤 심에 의해 하나의 객체 

는 단일한 체로 지칭될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세계는 비세계가 

될 수 없다. 세계에 한 부정 한 어떤 체계의 작동이며 이는 그 

부정이라는 구별을 통해 그 맥락에서 세계를 다르게 열 뿐이다. “사
유를 통해 세계를 넘어서려는 모든 시도는 세계를 확장할 뿐이

다.”(1984, S.105) 루만의 이러한 세계 이해는 후썰 상학의 지평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다맥락  무한 지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구별에 의해 주어진 지평을 넘어서는 것은  

다른 구별을 통해 더 나아간 지평을 여는 것일 뿐이다.
무－차이  개념에는 세계 외에도 실재(Realität)와 의미(Sinn)가 있

11)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Ⅱ, S.279

12) 루만은 체계들이 각각 그 환경과 경계를 는 것, 즉 그 체계들

이 체계들이게끔 만드는 자기생산을 ‘작동’이라고 부른다. 찰 

역시 작동이지만, 찰은 작동과의 구별을 통해 찰하는 작동이

다. 체계 / 환경이라는 하나의 작동을 이용해 환경과 구별되는 체

계를 지칭하는 것이 찰이다. 그래서 모든 찰은 시간 으로 

앞선 작동을 자신의 작동과 동시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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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모든 개념들은 그 자신의 부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무－차

이 이다. 세계의 부정은 세계 안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실재의 부정

은 실제 작동으로서만 실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부정이 아

무 의미도 만들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정은 아무 의미도 만들지 않는

다.”13) 실재와 의미는 세계의 어떤 것이 체계의 작동에 의해 열리는 

형식이다.
“인식 / 상－차이의 통일”인 실재는 각 체계의 인식과 무 한 이른

바 객  실재가 아니라 그 체계의 작동 실행과 함께 주어지는 것, 즉 

구성  실재이며 체계 거에 따른 실재이다. 주어지지 않은 것은 지칭

할 수 없기에 비－실재라고 지칭할 수 없다. 다른 찰자의 실재는 그 

나름의 실이지 비 실이 아니다. “체계들이 있다”로 시작하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인식이론  의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 환경－구

별을 통해 나타나는 실재( 상으로서의 체계)로부터 출발해, 찰에 

한 찰을 통해 실재(개념, 추상)를 증식시킨다. 실재 개념에 해서는 

Ⅲ에서 분석  실재론과 비해 조  더 서술할 것이다.
루만은 의미 상을 어떤 주체가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

다. 의미는 “ 행성(Aktualität) / 잠재성(Potentialität)－차이의 통일”이
라는 형식을 가지며 체계가 환경의 복잡성을 감축(Reduktion)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체계들은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이며, 이 체계들은 의미라는 가장 보편 인 

매체를 통해 지평으로서의 세계가 갖는 복잡성에 여러 지 에서 

근할 수 있다. 행성과 잠재성의 차이는 행화된 단 와 잠재화된 

나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성과 차이의 차이를 가능하

게 한다. 여기서 행화는 언제나 더 나아간 가능성을 함께 가리키는 

과잉 지시 형식이기 때문에 의미 상은 끊임없는 행성과 잠재성

의 교체, 재 행화와 재잠재화의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잠재

인 것 한 무의미가 아니라 잠재  의미이다. 무의미한(sinnlos) 

13) N. Luhmann, “Erkenntnis als Konstruktion”, Aufsätze und Reden, 
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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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칭되는 순간 의미 인(sinnhaft) 것이 된다. “무의미는 기호들

의 역에서만 가능하며 기호들의 혼란 속에서 성립하는 특별한 

상”이며, “무－차이  범주의 지양은 엄격한 의미에서 ‘ 멸(annihilatio)’
이다.”(1984, S.96) 두 종류의 체계들이 멸하지 않는 한 세계와 실

재는 언제나 의미 으로 나타난다.14)

루만이 비－실재나 무의미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有와 無의 구

별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無란 종말을 상징할 뿐이다. 찰자가 있

는 한 세계는 언제나 有이고 다른 어느 구도 그의 有를 부정할 수 

없다. 그 찰자를 찰하는 자의 有가 아닐 뿐이다. 그래서 다른 

찰자의 有에 해 거짓이나 환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無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이는 자기 부정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착각이나 

오류도 실제로 일어난 것이지 無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루만이 

학문체계의 코드로서 참 / 거짓, 매체의 코드로서 정보 / 비정보 등

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이해한다면 더 높은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는 

신이 있다고 말하는 찰자에게 ‘신은 없다’가 아니라 ‘신은 의 실

재’이며 그것은 과학 으로 볼 때 거짓이며 으로 볼 때 정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무－차이  개념들은 통 인 신(神) 개념을 체한

다.15) 이는 헤겔의  개념, 스피노자의 자기원인으로서의 실체

인 신과 등가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차이  개념은 결코 생명, 
주체, 자아, 정신, 실체 등이 아니다. 찰자를 뜻할 수 있는 규정들

은 무－차이  개념일 수 없다. 찰자들은 언제나  다른 찰에 

노출되어 있다. 구별하는 자는 언제나 다시 구별될 수 있다. 구성하

14) 루만의 의미 개념에 해서는 1984, S.92-101, 1997, S.44-59 참

조. 간단한 소개는 G. Kneer / A. Nassehi, 니클라스 루만의 사

회  체계 이론 의 3.4를 참조.

15) 무－차이  개념들이 갖는 존재론 , 인식론  상에 해서는 A. 

Nassehi, “Wie wirklich sind Systeme? Zum Ontologischen und 

epistemologischen Status von Luhmanns Theorie selbstreferentieller 

Systeme”, Kritik der Theorie sozialer Systm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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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 역시 찰될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경험에 선행하는 월

 주체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이다. 세계는 찰하지

도 의지를 갖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신에 더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는 자기원인이 아니다. 세계는 그 자체로 

존립하는 무한자가 아니라 유한자인 찰자의 구별에 의존한다. 한 

어떤 찰자도 세계에 한 직 지인 3종의 인식에 이를 수 없다.
주  개념이  개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특수자

(구별)을 매개로 하여 구체  보편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즉 자신의 찰을 다시 찰할 수 있는 자기지시  체계의 인식 발

을 이념화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다. 루만은 찰들에 한 

찰을 이차 등  찰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찰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찰, 찰들에 한 찰도 작동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naiv) 처리해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찰은 그 고

유한 거지 (Referenz)과 련해 무비 으로 진행한다. 찰들에 

한 찰들에 한 찰 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한에서 

찰이 그 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실재와의 계가 건화되는 

(mediatisiert) 성찰성(Reflexivität)의 계는 없다. 그런 표상들은 기껏

해야 주체이론  인식론에서 육성될 수 있다. 체계이론 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찰자가 직  실재와의 련 속에서 어떤 사물

(개념, 상징 등)을 앞에 갖는가 아니면 하나의 찰자, 즉 그 편에서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 그에게 환경인 것을 찰하는 찰자를 갖는가

라는 물음이다. 작동상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재귀 으로 연결망을 갖

는 찰자들의 소통이 있을 뿐이며, 구별 계들에서만 더 복잡한 건

축술이 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건축술은 결코 세계의 통일

체(Einheit, 단 ), 사회의 통일체, 학문체계의 통일체 등을 문제로 설

정할 수 없다.”(1990, S.85-86)

더 많은 찰들을 제로 하는 찰, 더 복잡한 찰도 그것이 하

나의 작동인 한 구별－그리고－지칭일 뿐이다. 찰자에 한 찰인 

‘이차 등  찰’도 그 작동의 차원에서는 일차 등  찰이다. 이

차 등  찰은 일차 등  찰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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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자신의 구별을 맹 으로 갖기 때문에 계상 우 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일차 등  찰자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을 모르는 반면, 이차 등  찰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즉 반성 능력을 갖지만 

이러한 반성 능력을 근거로 이차 등  찰자의 인식 수 이 일차 

등  찰자의 인식 수 보다 높다고 계화할 수 없다.
찰들  찰자들 사이의 계화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세계 인식

의 이념화가 불가능하다는 은 일반 체계이론의 기본 인 통찰을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통찰은 체계의 복잡성과 환경의 복잡성 

사이에는 ‘복잡성 낙차(Komplexitätsgefälle)’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은 

언제나 체계보다 복잡하다. 복잡성 낙차로 인해 체계와 환경 사이에

는 일 일 응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체계는 환경의 복잡성을 감축

하기 해 체계 자신의 복잡성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게 체계 

자신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일은 동시에 세계의 복잡성을 높이는 일

이다. 그래서 복잡성 감축은 환경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복잡한 환경과 다른 식으로 면하게 한다.

Ⅲ. 모델과 유비를 넘어선 일반화와 기능적 분석

1. 분석  실재론과 유기체－유비에 한 비

일반 행 체계 이론과 사회  체계 이론을 처음 정립했던 슨스

는 체계 / 환경－구별을 사용하지만 체 / 부분－도식으로부터 완 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슨스에게 사회  체계는 문화 체계, 인성 체계, 
행동 유기체와 함께 일반 행 체계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며 사회

 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셋은 사회  체계의 환경을 구성한다.16) 
즉 여기서 환경이란 일반 행 체계라는 체 안의 환경일 뿐이다. 일

16) T. Parsons,  사회들의 체계 , pp.1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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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행 체계를 체 단 로 설정함으로써 슨스는 사회  체계를 

비롯한 여러 체계들을 일반 행 체계의 하 체계로 보며 그들 각각

의 자립성을 제한한다. 과연 의 네 가지 체계를 부분으로 할 수 있

는 일반 행 체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규범과 가치를 내장하고 

있는 일반 행 체계의 요소인 ‘단  행 (unit act)’란 무엇을 지칭하

는지 우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17)

슨스가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석  실

재론’에 기 하기 때문이다. 체계를 분석  실재로 본다는 것은 체계

가 개념이나 모델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개념 일 뿐인 

체계일 뿐이므로 도 체 일반 행  체계가 무엇을 지칭하는가라는 

논란은 무의미해진다.
슨스는 체계 모델을 유기체로부터 가져온다. 그는 “생물학 이론

과 사회과학의 발 으로 사회와 문화는 생명 체계에 한 일반 이론

의 부분이며, 생명 체계와 근본 인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

고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18)고 말한다. 버틀란피, 마뚜라나 등 체계

이론의 역사에서 환 을 마련한 이들이 주로 생물학자이며 생명 

체계의 연구가 다른 체계 연구에 커다란 지  자극을 불러 일으켰다

는 은 분명하다. 하지만 생명 체계들의 특징을 성 하게 체계 모델

로 삼을 경우, 다른 체계들을 찰할 때도 생명 체계들의 특징을 

심에 놓고 보게 되며 생명 체계들과 다른 특징들은 쉽게 무시되기 

마련이다.
유기체에서는 개체 차원에서 커다란 구조 변경이 부분 개체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반해 사회  체계들, 특히 포 인 사회  

체계인 사회(Gesellschaft)의 경우 구조 변경으로 인해 체계가 종말을 

고하지 않으며 오히려 체계의 자기생산을 해 구조 변경이 필요한 

17) 주  요소와 객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상  행 자

의 ‘단  행 ’에 한 설명은 J. C. Alexander,  사회이론의 

흐름  pp.34-35 참조.

18) T. Parsons,  사회들의 체계 ,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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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슨스가 사회  체계를 악함에 있어 

구조를 우 에 두고 기능을 구조의 존속 유지에 종속시킨 것은 바로 

유기체와 사회  체계의 차이를 경시하게 만드는 ‘유기체－유비’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루만은 사회  체계들에 한 일반 이론의 개요를 작성한 첫 번째 

주 작 사회  체계들 의 서문과 도입부에서 분석  체계 모델과 

유기체－유비에 한 반 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체계이론의 출

발 은 “체계들이 있다”(1984, S.30)는 진술이다. 이 진술은 일반 체

계이론이 실제의 상인 체계들을 다루는 이론이지 오직 분석 으

로만 유 할 뿐인 ‘일반  체계’, 즉 체계 개념이나 체계 모델만 

다루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는 “한 이론이 가진 최고 추상의 지

를 통해서라 하더라도 인식 수단(개념, 모델 등)을 상 용어로 덮

어버리도록 하지 않는다.”(1984, S.16) 상으로서의 실재와 그 상

을 다시 개념화하거나 모델화한 실재를 구별하고, 개념은 상과의 

긴장 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슨스가 분석  실재론을 고수한 이유는 체계들을 객  실재라

고 말했을 때 갖게 될 설득력과 입증의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는 체계라는 용법이 “특히 개인들의 인성에 용될 경우에는 좀 생

소하다. 그러나 사회  체계들이건 인성 체계들이건 여기서는 구체  

실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식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19)고 

말한다.
반면에 루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찰자를 넘어선 객  실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근세  언어 사용의 의미에서) 객 / 주

 구별은 붕괴되며, 자기지시 / 타자지시(Selbstreferenz / Fremdreferenz)
의 구별을 통해 체된다”(1990, S.78)고 말한다. 어떤 체계도 환경의 

객체와 직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유기체의 차원에서 그러하다. 
의 뇌과학은 뇌와 시신경 사이에 어떤 일 일 응도 없다는 것을 

밝 내면서 뇌를 작동 으로 닫힌 체계로 규정한다. 의미를 구성하는 

19) T. Parsons,  사회들의 체계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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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체계들의 환경에는 어떤 의미  구별도 

없다. 체계는 자기지시 거로서의 체계와 타자지시 거로서의 환경을 

갖지 작동상 체계 바깥에 있는 환경을 갖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 타자

는 언제나 체계가 찰하는 자기와 타자이다.
작동상 닫힌 체계인 사회  체계의 요소인 소통(Kommunikation)은 

정보, 통지, 이해의 세 가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소통의 자

기지시란 통지 행 이다. 통지 행 의 실재는 ‘기호 (semiotishe) 실

재’이다. 를 들어 ‘사과’라는 말, ‘체계’라는 개념이다. 반면 타자지

시는 정보이며, 이는 ‘실제 (reale) 실재’를 가리킨다. 즉 ‘사과’라는 

기표의 기의, ‘체계’라는 개념의 상이다.
소쉬르 언어학에서 기의가 언어 바깥의 객  실재가 아니듯이, 

정보의 실제  실재도 객  실재가 아니다. 소통 안에서 소통에 앞

서 미리 주어진 것, 를 들어 지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재이다. 
의식은 지각할 수 있으나 사회  체계의 소통은 지각할 수 없다. 하

지만 지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재를 정보로 타자지시함을 통해 그 

체계의 환경을 찰한다. 작동상 닫 있는 체계들의 환경에 한 

찰은 오직 이런 식으로만 가능하다. 환경의 자극, 환경의 복잡성을 

자기지시 으로 감축함을 통해서 환경에 열림과 동시에 작동상의 닫

힘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과 직  할 수 없는 체계들은 체계 자

신과 그 환경을 자기지시 / 타자지시로 ‘재도입’(re-entry)’20)함으로써 

소통은 오직 소통하고만, 의식작용은 오직 의식작용하고만 연결되

는 작동상 닫힌 체계를 유지한다. 사이버네틱스 용어로 말하자면 

‘잡음으로부터의 질서(order from noise)’ 원리21)에 따라 환경을 체계 

20) 스펜서 라운은 ‘재도입’을 형식의 구별된 두 면  지칭된 한 

면 안에서 다시 그 형식(구별)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G 

Spencer-Brown, Laws of Fom, pp.69-76 참조.

21) ‘잡음으로부터의 질서(order from noise)’ 원리는 의식의 지각이

나 신경생리학  작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철된다. 그래서 의식 

체계나 생명 체계의 찰도 이른바 객  실재에 한 최종 보

증이 아니다. 실재는 오직 각 체계 거에 따른 인식 / 상－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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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타자지시한다. 이러한 소통 발신자의 자기지시(통지)와 타자

지시(정보)를 소통 수신자가 구별하는 것이 이해이며, 이를 통해 하

나의 소통이 성립한다. 이해의 수용 여부는 수신자가 다시 발신자가 

되었을 때만, 즉 더 나아간 소통이 연결될 때만 확인된다.22)

체계이론 한 하나의 소통 체계이다. 따라서 발신자(루만)가 통지

한 ‘체계’는 수신자(독자)의 통지 / 정보－구별, 즉 기호  실재(자기

지시)와 실제  실재(타자지시)에 한 구별을 통해 소통으로 성립

한다. 정보로서의 실제  실재는 소통 바깥의 상이 아니지만 소통

에서 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발신자가 상으로 간주되는 것에 

해 그  분석 일 뿐이라고, 그것은 모델이나 개념일 뿐이라고 규

정한다면, 수신자의 의식에서는 이 상에 해 지각을 통해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체계를 분석  실재가 아닌 실제 상으

로 간주하는 루만의 작동  구성주의 실재론은 지각을 통한 검증을 

구하며, 이러한 지각에 한 소통 가능성을 열어놓는다.23)

의 통일이며 따라서 다맥락  실재이다. 이 게 다른 실재성의 

차원을 갖는 폐쇄된 체계들 사이에서 행동 조정이 가능한 것은 

오랜 공－진화의 역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루만의 진화론과 

련해서는 1997, S.413-455 참조.

22) 이 설명은 루만 자신이 다른 시기에 다른 항목을 통해 다룬 것

들을 필자 나름 로 종합한 것이다. 상과 개념의 구별  분석

 실재론에 한 간  비 은 1984, S.15-17, 소통 개념에 한 

기본 설명은 1984, S.193-201, 소통의 자기지시 /타자지시－구별

과 작동  폐쇄성은 1990, S.23-26, 언어라는 소통 매체를 탐구하

면서 이루어진 실제  실재 / 기호  실재－구별은 1997, 

S.208-213, S.218-219을 참조했다. 루만의 소통 개념에 한 간략

한 설명으로는 G. Kneer / A. Nassehi의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

 체계이론  3.5 참조.

23) “소통은 물론 지각들에 해서는 소통할 수 있다.” - N. 

Luhmann, Die Kunst der Gesellschaft, S.20-21. 루만은 인간의 지각

은 신경체계(그 심은 뇌)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는 신경체계가 자기 찰밖에 못하는 데 반해 의식이 자

기와 타자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각에 한 루

만의 견해는 같은 책, S.1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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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각 는 감각 경험은 체계이론의 소통 과정 안에서가 아니

라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통 과정에 직

 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체계와 구조 으로 속24)된 환경은 

소통 과정을 자극하고 교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소통을 단시킬 수 

있다. 독자의 의식은 이론의 내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책을 덮어버리

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의 독자가 이해를 거부했다고 해서 소

통 체계의 실재가 비실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의 소통 연결  

하나가 잠재화될 뿐이다. 독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이론은 사회  실

재로서는 인쇄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잠복된다. 하지만 언젠가 이 잠복 

상태에서 다시 행화될 수 있기에 그것을 비실재라고 말할 수는 없

다. 자가 살아있을 때 그 자신 이외의 다른 구도 읽지 않았거나 

읽었다 해도 헛소리라고 팽겨쳤던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진리

로 통용되는 사례는 많다. 그리고 모든 독자가 이해를 수용하고 심지

어 진리라고 규정했다 해서 소통 과정 외부의 객  진리가 되는 것

은 아니다. 거부는 언제든 다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한번 실재들 사이에는 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식으로 루만은 주 / 객 －구별에 반 하면서도 슨스

와 달리 개념과 상의 구별, 기호  실재와 실제  실재의 구별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의식의 검증 찰에 노출시킨다. 그리고 개념

을 사용해 분석할 수 있는 체계는 하나의 상을 언어로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들을 하나로 개념화할 수도 있고(일반화), 

24) ‘구조  속(struktuelle Kopplung)’은 진화의 과정에서 작동상 

닫힌 체계가 환경의 체계로부터 그 작동을 제약받는 것을 뜻한

다. 루만에게 ‘구조’란 제약을 뜻하며 사회  체계의 구조는 소통

의 기  구조이다. 사회  체계는 그 환경의 심리  체계들과 구

조 으로 속되어 있다. 소통 과정에 여하려는 심리  동기 

유발 없이 사회  체계들은 자기생산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심리  체계들의 의지나 거부는 소통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사

회  체계들에 직  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사회  체계들의 

진화를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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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체계이론은 이런 분석 능력을 사용하는 체계이다.

2. 일반화, 재특화, 기능  분석

루만은 분석의 추상 층 에 따라 체계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단계: 체계들

2단계: 기계들, 유기체들, 사회  체계들, 심리  체계들

3단계: (사회  체계들 아래에) 상호작용들, 조직들, 사회들25)

이는 1단계가 2단계의 체 단 라거나 3단계가 2단계의 분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슨스의 경우에는 1단계의 체계가 체체계이

고 2단계의 체계가 하 체계이지만, 루만의 경우에는 그런 계가 성

립하지 않는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부분체계 는 하 체계는 오직 

체계분화, 즉 사회라는 체계 단 가 그 하 체계로 분화될 때만 성립

한다. 상으로서 하나인 체계가 심리  체계와 사회  체계로 분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사회  체계이자 하나

의 체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 분석 층 에서 다루는 체계 개념이 

어떤 것은 일반  체계를 지칭하고 어떤 것은 특수한 체계를 지칭하

는 것이 아니다. 모두 체계라고 지칭될 수 있는 어떤 상에 한 

개념이다.
루만은 이러한 단계들 사이의 계를 일반화와 재특화라고 표 한

다. 1단계 일반화를 제로 이루어지는 2단계 일반화가 재특화이며, 
이 일반화 단계들 사이에서 개념들 간의 지칭 상 범  차이가 우

리가 흔히 유와 종의 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유와 종의 

25) 이는 1984, S.16에 나오는 도표이다. 루만은 1990년  들어 ‘유기

체’ 신 ‘생명 체계(biologische Systeme)’라 표 하고, 생명 체

계를 다시 유기체, 세포, 신경 체계, 면역 체계 등으로 재특화한

다. 이들 사이의 계를 루만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M. Berghaus, Luhmann leicht gemacht, S.3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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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체와 부분의 계가 아니라 체계이론의 다양한 일반성 단계

를 뜻하는 것이다.
루만은 개념  추상은 이론을 목표로 하며, 상의 자기추상은 구

조를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체계라는 상의 자기추상이란 그 체계

가 실제로 자신과 환경을 구별하며 구조 형성을 한 경계를 자기지

시 으로 형성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이

다. 그런 상의 작동과는 달리 이론이 개념  추상을 통해 여러 층

를 구별하는 것, 즉 체계를 개념 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교를 가능

하게 하는 일이다. 이는 “개념  추상을 자기추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체계들, 즉 자신의 특징을 다른 체계의 특징과 비교함을 통해 구

조를 획득하는 체계들”(1984, S.16-17), 즉 의미라는 매체를 통해 자

기지시 으로 경계를 고 자신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그런 체계란 사회의 기능체계인 학문체계에 속

하는 체계이론이다.
루만은 체계들을 다루기 한 분석에 있어 유비의 길을 피하는 방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  체계들과 유기체들 는 기계들에 한 (매우 비 받은 바 

있는) 직  유비는 배제할 것이며, 그럼에도 포  요구를 해결하

려는 일반 체계이론을 향한 지향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방법

으로 보면 우리는 유비의 길이 아니라, 일반화와 재특화의 우회로를 

택한다. 유비의 길은 유사성을 본질 인 것으로 악하도록 잘못 

이끌 수 있다. 일반화와 재특화의 우회로는 이 지 에서 더욱 립성

을 견지해야 한다. 우회로는 어 건 체계 유형들 간의 차이를 더 강하

고 민감하게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사회  체계들의 비심리  

성격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1984 S.32, 강조는 필자)

루만은 유기체들이나 기계들에 한 유비로부터 사회  체계들을 

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의식과의 유비를 통해 사회  체계들

을 악하는 것도 강하게 경계한다. 많은 이들이 유기체 유비를 비

하는 데 그친 것에 반해 루만은 주체, 이성, 정신 등으로부터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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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해서도 비 한다. 특히 오늘날 주체철학의 변형태들이 

사회  계를 상호주 성으로 보는 것이 사회  체계들의 자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루만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규모의 

상호작용 체계들도 결코 주 인 것이나 의식 인 것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26) 이는 유비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화와 재특

화의 우회로를 통해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을 비교해, 의식 

과정의 기능  등가물로 소통 과정을 찾아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사성을 본질 인 것으로 악해버리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해 

루만은 1단계의 유(類)를 본질 징표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가장 일반 인 분석 차원에서 이용하는 개념들은 징표 개념들이 

아니라 문제 개념들로 기획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체계이론은 모든 

체계들 안에서 외 없이 사 에 발견되는 본질 징표들을 고착시키지 

않는다. 일반 체계이론은 오히려 문제의 언어와 문제 해결의 언어 
속에서 정식화되며, 이 언어는 동시에 특정한 문제들에 해서 구별

되면서도 기능 으로는 등가인 문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을 

개념화한다. 따라서 유  추상 안에 기능  추상이 삽입되며, 기능

 추상은 상이한 체계 유형들의 비교를 이끌어낸다.”(1984, S.33, 
강조는 필자)

징표 개념이 아니라 문제 개념들로 기획한다는 것은 ‘체계란 무엇

이다’, ‘요소란 무엇이다’라는 일차 등  찰의 무엇－물음(Was-Fragen)
이 아니라 ‘체계란 어떻게 작동하는가’, ‘체계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조직하며 재생산하는가?’와 같은 이차 등  찰의 어떻게－물음

(Wie-Fragen)으로 환하는 것이다. 이는 개념화나 일반화가 상의 

본질에 한 분석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기능  분석으로 환해

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루만에게 기능이란 체계의 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수행이 아니며 

그 기능이 없다고 해서 곧 그 체계의 작동이 단되는 것도 아니다. 

26) 이에 해서는 정성훈, ｢인간  사회와의 작별｣, 시 와 철학 제

18권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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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비교 가능하고 체 가능한 것이며, 환경으로부터 온 문제이

건 체계 안에서 나온 문제이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이

다. 그래서 기능들이 기여하는 것은 구조 유지와 같은 특정한 목표가 

아니라 체계의 자기생산일 뿐이다.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

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 그 기능이 없으면 

그 체계일 수 없는 기능은 생각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 자체일 뿐

이다. 굳이 본질이나 목 이라는 표 을 쓰자면 체계에게 본질이나 

목 은 자기 자신의 요소를 재산출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모든 기능

은 비교에 노출되며 체될 수 있으며, 구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낡

은 진화론의 응 개념과 달리 자기생산 개념은 그 체계가 자기생산

한다면 응한 것으로 보지, 응 정도들 사이의 계 설정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27) 그래서 루만의 기능주의를 흔히 슨스의 ‘구조－기

능주의’와 구별해 기능을 우 에 두는 ‘기능－구조주의’라고도 부르

며, 특정한 기능과 체계 보존 사이에 인과 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

라 기능 으로 등가 인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 다는 에서 

‘등가기능주의(Äquivalenzfunktionalismus)’라고도 부른다.28)

일반화와 재특화를 통해 나온 일반성의 여러 단계들은 미리 고정

되어 있는 일반성의 징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같은 단계의 체계들을 

비교해 그 기능  등가물을 찾는 기능  분석을 통해서야 같은 단계

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일반성은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능  등가물을 찾기 한 여러 속성 개념의 일반화도 반드

시 요구된다.
2단계의 체계들  ‘타자생산(allopoietisch) 체계’인 기계들을 뺀 

나머지 세 종류의 체계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일반화가 ‘자기

생산 체계’이다. 이는 자기생산 개념이 루만에 의해 처음 사용된 생

27) 이에 해서는 H. Maturana / F. Varela, 앎의 나무  pp.132-133 
참조.

28) G. Kneer / A. Nassehi,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  체계 이론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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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의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더 일반화된 규정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생산 체계들 에서 생명 체계들로부터 다른 

두 가지 체계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의미 개념이다. 루만

은 후썰 상학의 의미 개념을 그 심리  체계 거로부터 떼어내 다

시 일반화하며, 이를 통해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을 비교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유기체들을 이들 두 종류의 체계들과 같

은 추상 층 에 놓고 비교하기 해서는 의미에 상응하는 기능  등

가물을 찾는 것이 과제로 설정된다. 루만은 이러한 과제를 1990년  

들어 ‘매체 / 형식－구별’을 통해 수행한다.29) 의미는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의 가장 보편 인 매체로 재규정되며, 유기체에서 이에 

한 기능  등가물은 빛, 공기, 자기장 등의 지각 매체들이다. 그

래서 언어, 확산 매체(Verbreitungsmedien), 성공 매체(Erfolgsmedien) 
등으로 분류되었던 소통 매체 이론 한 더 높은 추상 수 에서 비

교 가능하게 되었다.30) 의미를 보편  매체로 하는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의 구별은 의식 과정과 소통 과정이 기능  등가물로 

제시되면서 가능해진다. 이는 물론 상호작용들, 조직들, 사회들에 일

반 으로 용될 수 있는 소통 개념의 일반화를 통해서 가능했다. 
그리고 세 가지 사회  체계들은 소통 과정이 자기지시  경계를 

는 방식에 따라서 구별된다.31)

여기서 루만의 기능  분석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체계들로부터의 유비를 통해 

29) 매체는 요소들 사이의 느슨한 속(Kopplung)으로, 형식은 긴

한 속으로 구별된다. 1997, S.198 참조.

30) 루만은 자신의 소통 매체 이론을 1997의 2장에서 200여 페이지

에 걸쳐 상세하게 개하고 있다. 간단한 소개는 김성재, 체계이

론과 커뮤니 이션  pp.94-101 참조.

31) 상호작용은 여자들의 참석(Anwesen)에 의해 그 소통 과정의 

경계가 그어지며 세미나, 친목 모임 등이 그 사례이다. 조직은 구

성원 자격에 의해 그 소통 과정의 경계가 그어지며, 기업, 행정기

, 학교 등이 그 사례이다. 사회는 모든 소통을 포 하는 사회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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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체계들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철 히 단 하기 해 엄

한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은 분명하다. 자기생산, 매체, 의미, 소

통 등의 주요 개념들은 모두 각 비교 단계의 특정 종류의 체계들에

게만 용될 수 없도록 그 기능들이 일반화된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는 매우 추상 인 개념 규정이 내려진다. 더구나 의식 작용이 아닐 

수도 있는 의미 상, 여하는 의식의 심리  의도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소통 과정의 정보, 통지, 이해에 한 설명 등은 어  보면 우

리 일상의 언어 사용과는 매우 낯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체계이론의 

지향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  체계들의 일반 이론을 정식화하고자 

하는 그의 고공비행은 때때로 구름 아래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자극

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도구들을 믿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결코 비행을 조 하기 해 이런 약간의 기반에 만족하는 환

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1984, S.13)고 결의한다. 일반 이

론을 해 불가피한 추상  개념들의 사용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리

고 개념과 상의 구별을 통해 개념에 한 상의 항, 즉 검증 

찰도 회피하지 않는다.
루만은 기능  분석을 단지 체계들을 분류하고 비교하며 기본 인 

기능들을 도출하기 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기능  분석이 갖는  다른 함의를 보여 다.

“기능  분석은 존하는 것을 우연 인 것으로, 상이한 것을 비교

가능한 것으로 악하는 목표를 갖고 계들을 이용한다. 기능  분

석은 주어진 것이 상태이건 사건이건 간에 문제시하는 과 련지

으며,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는 다른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을 이해하고 추체험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그런데 문제와 문제 해결의 

계는 계 그 자체를 해 악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계는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묻기 한 실마리로, 기능  등가물을 찾기 한 실마

리로 쓰인다.”(1984, S.83-84)

존하는 것을 우연 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다는 것은 사회와 

그 부분체계들의 여러 명시  구조들과 기능들이 원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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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다. 다른 식의 구조들과 다른 식의 작동들도 가능하다는 것

을 기능  분석은 보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묻는 것, 
즉 잠재  구조들과 기능들을 밝  명시 인 것들과 비교하게 만

드는 것은 사회비 의 계기, 구조 변동의 계기도 제공한다. 이것이 

루만의 기능주의를 슨스의 구조－기능주의와 같은 보수주의로 매

도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이다. 물론 안의 구조나 기능 역

시 비교에 노출되기 때문에 루만의 기능주의는 어떤 이념이나 계획

에 따라 사회를 변 하려는 시도가 그 의도와는 무 하게 개되어 

나갈 수 있다는 을 동시에 경고한다.

Ⅳ. ‘자기생산’의 재일반화

1. 체계이론에서 자기생산  환의 의의

여기서는 루만이 기능  분석을 해 어떻게 비교를 가능하게 하

는 일반화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성공 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생산(Autopoiesis)’ 개념은 생명 체계들, 심리  체계들, 사회  

체계들을 비교 가능하게 해주는 일반화의 성과이며, 이는 많은 이들

이 오해하고 있듯이 단순히 유기체－유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학 와 립시켜 루만을 아우토포이에

시스 학 의 수장으로 보면서 “생물학  외부 찰자 입장에서 모든 

인간 활동의 단 가 열림과 동시에 닫힌 체계라는 립  찰자세를 

견지”32)한다고 소개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루만은 생명체는 오직 외

부에 의해 찰되지만, 포 인 사회  체계인 사회를 찰할 수 있

는 외부 찰자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마뚜라나의 탐구 상

과 자신의 탐구 상이 갖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 사회는 오직 그 

부분체계들, 주로는 학문체계나 매체를 통한 자기 찰을 통해서만 

32) 김성재, ｢역자 후기｣, N. Luhmann, 매체의 실 ,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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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다. 그래서 사회  체계 이론은 ‘자기론 (autologisch)’이다.33)

한 루만의 자기생산 개념 수용 과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체계

의 분화나 복합성의 증 는 단지 ‘생물학  자기생산의 논리’에 따라 

개되는 것일 뿐”34)이라고 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오해의 소산이

다. 사회는 소통의 자기생산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는 사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 이상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의 자기생산의 구체  양상은 

수많은 구조와 의미론의 부단한 변화를 통해 역사 으로 달라지는 

소통 과정이다. 루만에 한 비 자들이 흔히 사회와 혼동하고 있는 

사회의 기능체계들의 코드화된 자기생산은 사회의 가변  기  구조

이지 어떤 불변  요소가 아니다. 기능체계는 기능 이기 때문에 비

교에 노출되고 체될 수 있다.35) 사회에 해 유기체나 의식이라는 

환경의 자극은 ‘잡음으로부터의 질서’ 원리에 따라 사회 고유의 원리

에 의해 환원되지, 생명체의 자기생산 논리나 의식의 자기생산 논리

가 사회에 그 로 투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앎의 나무 를 읽고 루만도 인간의 인지 

능력을 그 생물학  뿌리로부터 설명하는 마뚜라나와 바 라의 아류

로 착각하는 것도 곤란하다.
마뚜라나와 바 라는 사이버네틱스 이론가인 푀르스터의 연구소에

서 다른 기계와 구별되는 생명체 조직의 속성을 기술하기 해 자기

생산 개념을 도입한다. 그들은 재귀 으로 작동하는 다른 자기조직 

기계들과 생명체의 차이 은 요소들을 스스로 생산해내면서 이러한 

33) 자기론(Autologie)이란 논리학이나 언어학에서 어떤 말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한국어”라는 한국어, “이것은 문

장이다”라는 문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생명체를 탐구하는 생물

학자의 유기체 운동, 사회를 기술하는 사회학의 작업도 자기론

이다. 루만은 보편주의 지향을 가진 이론은 자기론 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역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34) 선우 , ｢복합성과 가치 립  기술｣, 시 와 철학 제12권 2호  p.249
35) 하버마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루만이 말하는 여러 종류의 체

계들을 그냥 ‘체계’라고 말하고 이를 곧 사회의 기능체계와 동일

시하면서 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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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생산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그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

다고 보았다. 다른 기계들과 달리 세포는 스스로 증식하며, 세포막은 

세포의 요소인 유기분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찰을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자기생산 기계는 구성요소들을 생산하는 (변형하고 괴하는) 과정

의 그물망으로 조직된(단 로 정의된) 기계이며, 이 구성요소들은 (ⅰ) 
상호작용과 변형을 통해 자신들을 생산하는 과정( 계)의 그물망을 지

속 으로 재생성하고 실 시키며, (ⅱ) 그 구성요소들이 그 실 의 

상 (位相的, topological) 역을 그러한 그물망으로 지정함에 의해 존

재하는 공간 안에서 그 그물망(기계)을 구체  단 로 구성한다.”36)

루만은 자기조직에 한 이러한 정식화가 체계이론의 딜 마  

하나 던 열린 동시에 닫힌 체계라는 모순을 환경에 한 열림과 

조직방식의 닫힘에 한 설명으로 해소했다고 본다. 환경과의 물질

사 속에서 세포의 분자들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분자로 

체된다. 요소가 끊임없이 체된다는 에서 자기생산 체계는 열려 

있다. 하지만 그 요소들이 조직되는 방식, 즉 생산 과정의 그물망은 

닫  있다. 자기생산 체계는 자율 이지만 자족 이지 않다. 그리고 

루만은 이러한 작동  폐쇄성을 통한 환경과의 간  이라는 속

성을 심리  체계들과 사회  체계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루만은 자기조직에 함축되어 있던 자기지시성이 갖는 동어반

복(나는 나다)과 시간  변화에 따라 생기는 역설(나는 나이면서 내

가 아니다)이 어떤 차원에서 ‘탈역설화’되는지 자기생산 개념을 통해 

해명되었다고 본다. 그는 자기생산으로의 개념 교체가 “체계이론과 

련해 자기 련이 구조 형성과 구조 변화의 차원에서 요소들의 구

성 차원으로 옮겨가는 진일보가 이루어졌다.”(1984, S.60)고 평가한

다. 루만은 자기지시성은 체계의 구조보다는 체계라는 단  그 자체 

36) H. Maturana / F.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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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의 요소라는 단 와 련을 맺어야 한다고 본다. 나타났다 사

라지는 요소들 사이의 간  자기지시(탈역설화)를 통해서만 체계

의 자기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루만은 자기지시가 요소, 과정, 체

계 등에 용될 수 있으며, 그 에서도 요소들의 자기지시를 ‘기
 자기지시(basale Selbstreferenz)’라고 부른다. 기  자기지시에

서 이루어지는 탈역설화가 밝 져야 체계들은 연결 능력을 갖고 작

동할 수 있다.

2. 루만에 의한 ‘자기생산’ 재일반화와 이를 둘러싼 논쟁

루만은 이러한 요한 개념  환을 생명체라는 상에만 용하

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회  체계와 심리  체계도 자기생산 체

계로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재일반화 시도는 세 가지 체계의 비교를 

통해 이들 사이에 기능  등가물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사회  체

계들의 요소를 인간이라고 보면 도무지 이를 자기생산 체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생산 개념의 확  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루만은 인간의 심리  체계들을 사회  체계들의 그 필수  환경 조

건으로 보고 그 요소를 소통이라고 간주하면서 자기생산 개념의 확장 

용 가능성을 마련한다. 그리고 심리  체계인 의식에 해서도 그 

요소를 생각 는 표상으로 규정하면서 생명 체계인 뇌와는 다른 의

식의 작동  폐쇄성을 밝 낸다. 이를 통해 루만은 확장된 자기생산 

개념, 즉 생명 체계, 심리  체계, 사회  체계라는 세 종류의 체계들

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일반화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통해 스스로 생

산하고 재생산하는 체계들을 우리는 자기생산 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그런 체계들이 단 로 사용하는 모든 것, 즉 그 요소들, 그 과

정들, 그 구조들과 자기 자신은 바로 그러한 단 들을 통해 체계 안

에서야 비로소 규정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체계 안으로의 단  

입력도 없고 그 체계로부터 단  출력도 없다. 이는 환경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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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들이 다른 실재의 차원

에서 자기생산 자체로 놓이게 된다는 걸 뜻한다.”37)

이러한 재정식화는 마뚜라나  바 라의 정식화와 두 가지 차이

를 갖는다. 첫째, 요소들이 실 되는 그물망을 “공간”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생산을 유기체를 넘어서 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한 

것이다. 둘째, 요소, 과정, 구조 등의 단 들이 체계 안에서야 비로소 

규정된다는 것을 통해 체계 안의 모든 단 들이 철 히 그 체계에 

거한다는 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런 단 들을 실체화하는38) 사

고와 단 한다.
하지만 마뚜라나와 발 라는 자기생산 개념을 다른 종류의 체계들

로 확장해 용하는 것에 반 한다. 이는 그들의 정식화가 공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이미 드러난다. 공간성을 포함하는 개념은 

비생물체에 한 용 가능성을 막기 때문이다. 바 라는 자기생산이

란 구성요소의 생산과 련된 것이며, 여기서 “구성요소의 생산이라

는 개념은 기본 으로 화학 인 생산에 련된다.”39)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마뚜라나는 2001년의 한 담에서 루만이 자기생산 

개념을 사회  체계에 용하는 것에 해 비 한다. 그는 사회  체

계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다고 해

서 자기생산 체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루만이 사회  

체계의 요소를 소통으로 보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 한다.

37) N. Luhmann, “Die Autopoiesis des Bewußtseins”, Sozologische 
Aufklärung Band 6, S.56

38) “미리 오해를 피하기 해 강조해둘 은 ‘Autopoiesis’ 개념이 

신 하게 선발된 것이며 바로 그런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Authypostasis가 아니다. 자기생산은 환경으로부터의 기여

가 없어도 자력으로 존재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1990, 

S.30)

39) F. Varela, ｢자율성과 자기생산｣, 구성주의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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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만은 분자들을 생산하는 분자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소통들을 생산하는 소통들의 주변을 돕니다. 그는 상들

이 유사하다고, 상황들이 비교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략...) 하지

만 소통들은 소통하는 인간들을 제합니다. 소통들은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만 소통들을 생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분자들을 소통들로 

체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소통들을 심에 놓게 되고, 그럼으로써 실

제로 소통을 하는 인간들을 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배제

되어 버리고 심지어 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40)

여기서 마뚜라나는 두 가지 근거에서 소통을 자기생산 체계의 요

소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첫째는 분자들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

문이고, 둘째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 지 않을 경우 인간을 

배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첫째 근거는 분자만이 자기생산 체계의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세포만이 명백한 자기생산 체계라는 것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재의 과학 수 에서도 분자는 물론 원자 이하의 요소들도 계속 탐

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을 고려하면 분자는 물질 인 궁극 요소

가 아니므로 세포라는 체계에 상 인 구성요소일 뿐이다. 그 다면 

다른 차원의 체계에 해서는 다른 요소 개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

뚜라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생물학 심의 사고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근거 역시 부당하며, 생물학 심 사고와 련되어 있다. 소

통이 그 환경에 있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세포 역시 그 환

경에 있는 에 지와 물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환경에 열려 있다고 해서 사회  체계가 자기생산 단 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 에 있어 열려있으면서 조직방식에 있어 닫

있다는 자기생산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사회  체계에서 인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다른 인간 

심 사회 , 즉 생명체로서의 인간 심 사회 일 뿐이다. 반인본주

40) H. Maturana / B. Pörksen, 있음에서 함으로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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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내포하는 기계론자인 그도 사회를 바라 에 있어서는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성 

심의 통  인본주의 사회 과는 다른 생물학  인본주의라고 간

주할 수 있다.
마뚜라나와 바 라가 “사회 인 것과 인간 인 것과 그것들의 생

물학  뿌리 사이에 불연속이란 없다”41)고 말할 때, 이는 생물학  

요소로부터 인간과 사회까지 설명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환원론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자기조직 단 를 1차(세포), 2차(메타세

포체, 유기체), 3차(사회) 등의 등 으로 나 는 것은 이 등 들 사이

의 계를 ‘창발(emergence)’42)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에 반해 루만

은 인식의 생물학  뿌리로부터 의식 작용이 설명될 수 없으며, 의식 

작용으로부터 사회  지식이 설명될 수 없다고 보는 창발론의 입장

에 서 있다.

Ⅴ. 결  론

재일반화를 통한 자기생산 개념의 확  용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루만은 비교 연구를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출처가 된 학문의 

맥락과는 다른 새로운 정식화를 시도한다. 이는 생명체계와 다른 심

리  체계와 사회  체계의 세계 근 형식을 밝히기 해 후썰의 

의미 개념을 수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가 ‘유기체－유비’로부

터 벗어나기 한 재일반화라면 후자는 ‘의식－유비’로부터 벗어나기 

한 재일반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화는 개별 학문의 상이 되

41) H. Maturana / F. Varela, 앎의 나무  p.35.
42) emergence 는 Emergenz는 ‘창발’, ‘발 ’, ‘떠오름’ 등으로 번역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 을 택했다. 창발은 환원과 비되

어 쓰이는 용어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체계가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와는 무 한 집단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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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계들의 차이를 기능 으로 비교하게 해  뿐이지 각 학문 고

유의 연구를 신해주지 않는다. 일반 이론의 역할은 다른 학  상

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각 학문이 연구의 공백 지

을 발견하거나 기존 연구에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뿐이

다. 일반 이론은 상들의 본질을 밝 주지도 않으며 상들의 차이

에 따른 문  연구를 신해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에서 말한 

발견  의의 부여가 결코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루만은 하나의 이론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방 한 작업을 했지만, 

그가 일반 체계이론의 모든 상 역을 구체 으로 다룬 것은 아니

다. 그는 사회학자로서 일련의 사회이론 시리즈를 통해 1984년의 체계 

분류를 입증하는 기능  분석을 사회  체계들의 층 , 그 에서도 

특히 사회의 층 에서 주로 수행했다. 의식의 자기생산과 지각에 한 

몇몇 연구 성과가 별도로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회이론 작

들에는 뇌과학, 컴퓨터 공학과 인공두뇌 연구 등 다른 상 역에서

의 최신 연구 성과들과 비교하면서 목해보려는 노력이 들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의 일반 이론 발 을 한 두 가지 길을 고

민해볼 수 있다. 하나는 루만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이론의 

용 가능성을 더욱 확 해보기 한 비교 연구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체계 / 환경－구별이 가진 한계를 찰하면서 다른 구별을 도입해 새

로운 일반 이론을 모색하는 길이다. 필자는 아직 그 성과의 한계를 가

늠할 수 없는 첫 번째 길을 좀 더 가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체계이론은 특정한 입지 을 가진 차이이론, 즉 어떤 차이에서 시작하는 

일반 이론의 여러 가능성  하나일 뿐이다. 루만은 체계 / 환경－구별

이라는 선택이 복잡한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복잡성을 

가능하게 해 다고 단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주된 구별을 통해 

체계이론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 그리고 그러

한 다른 선택이 다른 일반 이론의 출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그가 하나의 우연 인－다르게

도 가능하다는 뜻에서－구별로부터 시작해 엄격하게 펼쳐나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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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재특화를 통한 기능  분석의 길은 비교 연구를 한 좋은 선

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이론은 과거에 일반 이론의 상을 가졌던 철학이 오늘날 어

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에 한 고민도 제기한다. 루만은 철학  존재

론이나 인식론을 먼  정립하지 않고 출발하지만43), 앞선 고찰을 통

해 보았듯이 학문간 비교 연구 과정에서 통 인 존재론과 인식론

을 교정하는 여러 개념  성과들을 낳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시

에 후썰의 상학이나 스펜서 라운의 형식 법칙 등 철학  통으

로부터 온 사유 자극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44) 만약 루만이 이른

바 근거지움(Begründung)을 제로 여러 분과학문의 성과를 결합

시키고자 했다면 이토록 거 한 일반 이론의 구도를 세우지는 못

했을 것이다. 지식들 사이의 통  계에 한 편견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오히려 그는 철학  차이이론45)과 구성주의  사유가 폭

넓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철학은 과학들과의 계 없

는 동반 진행을 통해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으며, 다른 과학들

과 거리를 두는  하나의 분과학문이 아니라 그러한 동반 진행의 

수로(水路) 자체여야 한다.
이는 ‘이론철학’뿐만 아니라 이른바 ‘실천철학’, 즉 사회철학이나 

윤리학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  심, 규범  토 , 해방  

주체 등을 먼  근거지운 후에야 사회를 찰하는 비  사회이론

43) 사회  체계들 의 도입부에서 루만은 ‘체계들이 있다’는 진술에 

한 인식론  의심을 배제한 채로 출발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

에서 인식론에 한 귀결들을 다룰 때에도 구성주의 인식론을 

다른 인식론에 해 우월한 것으로 근거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

회  체계이론의 설명력을 통해 설득할 뿐이다.

44) 스펜서 라운은 수학자로 분류되지만, 그의 수 이론은 세계논

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에서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는 

캠 리지에서 럿셀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배웠고 럿셀의 추

천으로 수학 강의를 하게 되었다.

45) ‘동일성과 차이의 차이’는 아도르노의 부정  변증법의 출발 이

며, 여러 포스트모던 철학 조류의 특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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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개념의 빈곤으로 인해  사회의 복잡성을 따라잡을 수 없

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만은 ‘옹호 / 비 －구별’이 이

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보며, 특정한 이해 심에서 출발해서는 보

편주의  이론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본다. 이 만 보자면 우리는 

루만이 사회과학으로부터 가치평가를 제거하는 실증주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질책할 수 있다. 하지만 루만의 보편주의  이론이 이를 

기 로 다시 실천을 한 옹호  혹은 비  을 선택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버마스의 비 이론이 규범  근거지움

을 제로 이론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루만은 문제가 되

는 것이 ‘ 라다이스의 상실’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상실’46)이라는 

이차 등  찰의 이론 우선  태도를 취한다. 이는 철학 우 와 

(과학 ) 이론 우 의 태도 간의 립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어

떤 쪽도 선험  우 를 가질 수 없다고 보며, 다만 오늘날 사회비

은 ‘비  이론’이기에 앞서 일단 ‘이론’으로서의 설득력을 먼  

갖출 수밖에 없다고 단하기에 복잡한  사회에 한 높은 설

명력을 가진 루만의 사회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출발해야만 ‘ 행 ’ 사회에 해 ‘비 ’일 수 있다고 본다. 사회이

론을 통한 사회비 의 모색은 향후 다른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정성훈 / 서울 학교 철학과 학원 박사과정 연구생

투고일: 2008. 03. 12.               

심사완료일: 2008. 05. 06.

46) 이는 루만이 1989년 헤겔상을 수상할 때 행한 연설 제목이다. N. 

Luhmann, Paradigm lost: Über die ethische Reflexion der Mor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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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inction, Generalization and Functional Analysis 
－An Investigation of the Methods of Comparative Studies 

in System Theory－

Jung, Sung-Hoon

This article deals with General System Theory as general theory 
for an advance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Luhmann’s systems theory. Luhmann establishes the theory of social 
systems, but does not overlook directions regarding General System 
Theory. His theory is concerned with scientific objects in general, 
but acknowledges differences among disciplinary objects and does 
not exclusively generalize his perspective. The theory starting with 
“distinction between system and environment”newly demonstrates the 
relation of genus and species and the relation of the totality and its 
parts. It overcomes the traditional whole/part-schema and Hegel’s 
universal/particular schema. In addition, with the methods of 
generalization, re-specification and functional analysis, Luhmann 
overcomes an “organism-analogy” based on Parsonian analytical 
realism. This article then examines a result of generalization to 
compare among disciplinary objects called the concept of 
“autopoiesis.”According to Luhmann, the applicable domain of 
autopoietic systems is extended from organism to psychic systems 
and social systems. The concept of autopoiesis also solves th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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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emma of General System Theory, namely the contradiction of 
openness and closure. I argue that the methods of generalization 
and functional analysis starting from the system/environment 
-distinction could pave the way for several general theories and 
possibilities of comparative studies from another distinction.

Keywords: system / environment-distinction, generalization, functional 
analysis, social systems, autopoiesis, Nikals Luhma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