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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영국의 사이버네틱스 이론가이자 예술가, 기업가, 발명가인 고든 파스

크(Gordon Pask, 1928~1996)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수행한 일련의 작업들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파스크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

이자 ‘2차 사이버네틱스’의 흐름을 주도한 사이버네틱스 이론가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건축, 엔터테인먼트, 조형 예술, 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창조적 문화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예술가이기도 했다. 이처럼 사이버네틱스 과학사와 문

화사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파스크 작업의 의의

에 관한 기존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한즉 이 논문은 파스크의 작업

을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라는 맥락 안에 위치짓고자 하며, 이로부터 사이버네틱스

의 역사에 관한 기존의 이해를 재고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과학, 예술, 발명의 상이한 영역들을 넘나드는 파스크의 포트폴리오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감각적인 것’의 모티프를 제시한다. 파스크에게 있어 감각의 

개념은 심리학적 견지에 국한될 수 없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사

회적 실천, 섹슈얼리티, 심미주의 등의 다양한 맥락들에 결부된다. 더 나아가 ‘감

각적인 것’에 대한 파스크의 탐구는 인간 아닌 것들에게까지 확장되며, 이를 통

해 감각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한다. 논

문은 이 같은 파스크의 독특한 입장이 한편으로는 그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에 기

인하는 것임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영국에서 광

범위하게 일어난 사이버네틱스와 여러 문화 영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안에서 가능했던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이 논문

은 사이버네틱스의 이론적 유산에 대한 현대 이론가들의 재평가 및 수용의 맥락

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려 한다.

주요어 :  고든 파스크, 사이버네틱스, 감각, 과학과 예술, 포스트휴머니즘

학 번 :  2018–29438



- ii -

목차

국문 초록 ··················································································· i

목차 ························································································· ii

그림 목차 ·················································································· iii

일러두기 ··················································································· iv

1. 서론 ·························································································· 1

2. 사이버네틱스란 무엇인가? ······························································ 9

3. 공감각에서 공통 감각으로: 뮤지컬러, 1953~1957 ······························ 25

4. 알고리즘에 대한 거부: 화학적 컴퓨터, 1958~1961 ····························· 39

5. 사회적 제어를 향하여: 사이버네틱스, 연극과 건축, 1963~1969 ············· 55

6. 기계의 몸, 기계의 감각: 〈모빌들의 담화〉, 1968 ································ 69

7. 결론 ························································································ 81

참고문헌 ·················································································· 87

Abstract ···················································································· 97



- iii -

그림 목차

그림 1.1. 고든 파스크 ········································································ 2

그림 3.1. 뮤지컬러 장치의 메커니즘 도식 ············································· 30

그림 3.2. 뮤지컬러의 디스플레이 장치들 ··············································· 36

그림 4.1.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의 작동 도식 ········································· 43

그림 4.2. 화학적 컴퓨터의 구조 도식 ··················································· 45

그림 4.3. 화학적 컴퓨터의 실제 모습 ··················································· 47

그림 5.1. 사이버네틱 극장 시스템 구조 ················································ 59

그림 5.2. 펀 팰리스의 사이버네틱 제어 시스템 ······································ 61

그림 6.1. 〈모빌들의 담화〉 설치 전경 ··················································· 70

그림 6.2. 〈모빌들의 담화〉 시스템 도식 ················································ 72

그림 6.3. 〈모빌들의 담화〉의 여자와 남자 모빌 디자인 비교 ····················· 76



- iv -

일러두기

1. 책·학술지·출판물 등의 제목은 『 』, 논문과 발표문의 제목은 「 」, 전시 및 학

술대회의 제목은 《 》, 예술 작품의 이름은 〈 〉으로 감싸 표기하였다.

2. 개념어 등의 경우 문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원어를 병기하

였다. 인명 등 고유명사는 처음 등장할 때에만 원어를 병기하고, 그 외의 경

우에는 원어를 병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원어를 병기하였다.

3.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본문 밑에 각주를 달아 해당 문헌의 서

지 사항을 표시하였다. 각주에서는 약식으로 저자 이름과 제목만을 표시하였

으며, 대신 본문에서 인용된 모든 문헌의 서지 사항을 본문 뒤에 첨부한 ‘전

체 참고문헌 목록’에서 밝혔다.

4. 다른 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문헌의 경우 원저와 번역본의 서지사항을 

함께 표시하였고, 이를 인용할 때에는 원저의 쪽수를 먼저 쓴 뒤 대괄호 [ ] 

안에 번역본 쪽수를 병기하였다.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문헌을 인용

하는 경우 영어 판본의 서지사항만을 표시하고 원본의 정보는 따로 포함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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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람을 일컬어 ‘르네상스형 인간’

이라 말한다.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쉬운 말이지만, 이 표현은 지적 노동의 역사에 

대한 특수한 견해를 함축하고 있다. 즉,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나 있음직한 일이며, 이는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간

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현대인에게 쓰일 때 지칭의 대상을 역사의 

보편적인 흐름으로부터 벗어난 예외적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갖는다. 아무리 

긍정적인 뉘앙스라 하더라도 ‘르네상스형 인간’이라는 별명이 붙는 순간 이 칭호

를 부여받은 인물은 역사의 복잡한 그물망으로부터 비교적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 논문의 탐구 대상인 영국의 사이버네틱스 이론가이자 발명가, 기업가, 예

술가인 고든 파스크(Gordon Pask, 1928~1996)는 그야말로 ‘르네상스형 인간’이었

다. 파스크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그는 북웨일스의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방

고르 대학(Bangor University)과 리버풀 기술대학(Liverpool Technical Colleges)에

서 지질학과 광산공학을 공부했으며, 1949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다우닝 칼리

지(Downing College)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생리학

으로 전공을 바꾸어 졸업하였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1953년에 파스크는 친구

들과 함께 시스템 리서치 유한회사(System Research Ltd.)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

는 나중에 영국과 미국의 군대, 기업, 정부 기관들과 연구소들에게 발명,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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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고든 파스크.
1968년. 뒤쪽 조형물은 그의 설치 작품 〈모빌들의 담화〉의 일부. 사진 출처: 
Gordon Pask Archive의 자료를 Pangaro, “Gordon Pask and Colloquy of 
Mobiles”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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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로 발전하였다. 창업 후에도 파스크는 배움을 멈추

지 않았다. 그는 1964년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

서 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으며, 1974년에는 오픈 유니버시

티(Open University)에서 사이버네틱스 전공으로 과학박사(DSc) 학위를 받았다.1 

또 그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도 왕

성한 활동을 자랑했다. 예술사 연구자 마리아 페르난데스(María Fernández)는 이

와 같이 사이버네틱스, 인지과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

는 물론 발명, 기계, 건축, 연극, 만화, 현대 예술에 이르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파스크에게 “사이버네틱 만물박사(cybernetic polymath)”라는 별명을 붙

여주었다.2

하지만 파스크의 커리어가 단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다는 이유 때문에 흥

미로운 것만은 아니다. 파스크의 제자 버나드 스콧(Bernard Scott)은 파스크가 스

스로를 “기계 철학자(mechanic philosopher)”로 여겼다고 전하면서 파스크 작업의 

핵심 테마가 “이론을 인공물 안에 구현해내는” 데에 있었다고 증언한다.3 비슷하

게 과학학 연구자인 앤드류 피커링(Andrew Pickering)은 파스크의 작업들을 “존

재론적 극장(ontological theatre)”으로 해석하면서 그의 작품들과 발명품들이 모두 

모종의 존재론을 물질적으로 예화하여 상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4 

스콧의 증언과 피커링의 해석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파스크의 ‘르네상스형’ 

포트폴리오의 이면에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철학이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

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입장은 파스크가 흔히 ‘2차 사이버네틱스(second–order 

cybernetics)’로 불리는 사상적 흐름의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다. 파스크는 보다 최근의 철학적 조류에 영감을 제공하는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

다. 스콧은 파스크를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의 선구자로 호명했

1. Glanville, “Gordon Pask”, p.9; Glanville & Scott, “About Gordon Pask”, p.507; 
Gregory, “Memories of Gordon”, p.685~686;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311.
2. Fernández, “Gordon Pask”.
3. Scott, “The Cybernetics of Gordon Pask, Part 1”.
4. Pickering, “Ontological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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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커링은 그를 ‘비근대 존재론(nonmodern ontology)’을 선취한 인물로 보았으

며, 페르난데스는 파스크가 자신의 설치 예술 작품 〈모빌들의 담화〉(Colloquy of 

Mobiles)를 출품했던, 런던 현대예술원(IC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에서 

1968년에 열린 전시 《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Cybernetic Serendipity)가 자유주의 

휴머니즘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적 사유인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과 친

연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5 파스크의 작업이 갖는 철학적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조금씩 다른 해석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파스크를 나중 세대의 

철학과 짝지음으로써 그의 작업으로부터 현재적 함의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공통

점을 갖고 있다.

2차 사이버네틱스의 선구자이자 ‘대화 이론(conversation theory)’이라는 독특

한 사이버네틱스 이론으로 잘 알려진 바, 파스크는 사이버네틱스 이론 및 사상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다른 한편으로 파스크는 사

이버네틱스의 다른 선구자들과 비교할 때 동시대의 예술 및 미학적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파스크를 다룬 기존의 문헌

은 대개 두 종류 중 하나에 속하는데, 하나는 사이버네티션, 디자이너, 건축가 및 

예술가 등 실천가들이 파스크 작업의 현재적 함의를 논하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

는 예술사 및 건축사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들이다.6 이런 까닭으로 파스크에 대

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그의 독특한 철학 혹은 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기술

5. Scott, “Gordon Pask’s Conversation Theory”; Pickering, “Ontological Theatre”; 
Fernández, “Detached from HiStory”.
6. 이러한 연구 전부를 망라하긴 어렵겠지만, 파스크 작업의 전반을 두루 다루는 대표적인 문헌

들만이라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스크의 작업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 실천가들의 

비평으로는 Bird & Di Paolo, “Gordon Pask and His Maverick Machines”와 Haque,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Gordon Pask”가 있고, 예술사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로는 

Fernández, “Aesthetically Potent Environments”; “Gordon Pask”; Rosen, “The Control 
of Control”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버네티션의 관점에서 쓰인 것으로는 Scott, “Gordon Pask’s 
Conversation Theory”; “The Cybernetics of Gordon Pask, Part 1”이 있다. 한국에서는 건

축사와 미술사 분야에서 각각 파스크를 다룬 논문이 한 편씩 출판된 바 있다. 김정수, 「세드릭 

프라이스의 건축에 나타나는 사이버네틱스의 영향」; 이재준, 「사회적 기계와 사이버네틱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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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미학적인 선견지명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사이버네틱스가 예술 및 건축의 

역사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왔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로 파스크를 언

급하는 정도의 내러티브를 채택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파스크의 생각과 실

천이 과거로부터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보다는 미래의 작업들에 끼친 영

향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천가들과 예술 역사가들의 관심에 비해, 과학사 및 기술사 분야에서는 파

스크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진하다. 사실상 앤드류 피커링만이 과학기술사 혹

은 과학기술학 연구자로서 유일하게 파스크의 작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수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커링은 파스크를 로스 애쉬비(W. Ross Ashby) 그리고 윌

리엄 그레이 월터(William Grey Walter) 같은 인물들의 영향 하에 형성되는 ‘영

국 사이버네틱스’의 계보 안에 위치시키면서, 애쉬비와 월터 같은 초기의 사이버

네티션들이 정신의학과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발전시킨 문제의식과 개념을 파스

크가 예술, 엔터테인먼트, 건축 같은 분야들로까지 확장시켰다고 설명한다.7 피커

링의 연구는 애쉬비와 월터, 스태퍼드 비어(Stafford Beer) 등의 동료 사이버네티

션들의 작업이 파스크의 작업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며, 이로써 파스크가 미래에 

준 영향 뿐 아니라 과거 및 동시대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선행 연구자들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이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 맥락 하나를 강조하려 한다. 이는 파스크의 

작업이 처음부터, 특히 사이버네틱스를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부터 이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파스크는 예

술사 연구자들이 강조하듯 예술의 여러 분야에 사이버네틱스를 도입한 인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예술 및 문화 담론으로부터 얻은 통찰을 사이버네틱

스에 적용한 인물이기도 하다. 피커링이 보여주듯 파스크는 애쉬비와 비어 등 영

국 사이버네틱스의 독특한 전통에 속하는 예외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그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 서구의 문화 및 예술과 사이

버네틱스 사이의 화학 작용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7.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과 본고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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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파스크의 작업에서 예술과 사이버네틱스의 관계가 ‘단선적인’ 것이 아니

라 ‘상호적인’ 것이었음을 보이려 한다. 이 같은 접근의 가능성은 원론적으로는 

연구의 대상인 고든 파스크가 ‘르네상스형 인간’이라는 점에 힘입은 것이다. 과

학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예술가에 대한 논의는 예술에 대한 과학의 일방향

적인 영향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예술로부터 영감을 얻은 과학자에 대한 논의는 

과학에 대한 예술의 일방향적인 영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스크를 과

학자임과 동시에 예술가였던 사람으로 이해함으로써 나는 이와 같은 한계를 벗

어나는 접근을 시도하려 노력해 보았다. 파스크의 ‘르네상스형’ 인간으로서의 면

모에 대한 강조가 그의 예외적 천재성에 대한 찬사로만 귀결되는 것을 경계하면

서, 이 논문은 오히려 한 사람이 가진 이런 다중적인 면모를 과학사, 예술사, 기

술사, 사상사, 문화사가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데에 활용하려 한다.

논문은 3장에서 6장까지 네 개 장에 걸치는 본론을 통해 파스크가 1950년대

와 1960년대에 수행한 주요 작업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3장에

서는 1950년대 초반 파스크가 친구들과 함께 설립한 회사인 ‘시스템 리서치’에서 

이루어진 초기 프로젝트 ‘뮤지컬러(Musicolour)’에 대해 살펴본다. 이 프로젝트는 

시간적으로 파스크 커리어의 출발점에 위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파

스크의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 의식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

다. 나는 3장에서 음악극 무대 연출 장치인 뮤지컬러 개발 작업이 실제로는 사이

버네틱스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 없이 시작되었으며, 이 장치의 사이버네틱스적인 

특징은 작업이 진행되면서 우연히 얻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뮤지컬러 

작업을 추동한 근본 문제가 공감각의 개념에 대한 탐구였음을 환기하며, 3장은 

음악과 무대 조명의 공감각적 동기화를 목표로 했던 뮤지컬러 장치가 어떻게 해

서 파스크의 관심사를 청각과 시각 사이의 연동이 아닌 인간의 감각과 기계의 

감각 사이의 연동으로 옮겨가게 했는가를 묘사하는 데에 집중한다.

4장에서는 파스크가 사이버네틱스 분야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시기의 작업을 다룬다. 그가 사이버네티션으로서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것은 

뮤지컬러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인 1950년대 후반 ‘화학적 컴퓨터’라는 독특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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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통해 사이버네틱스 고유의 탐구 영역을 확립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통

해서였다. 이 논문에서는 화학적 컴퓨터 작업 과정을 이전 시기 작업인 뮤지컬러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하려 한다. 이에 따라 4장에서는 파스크가 스태퍼

드 비어, 로스 애쉬비, 하인츠 폰 푀르스터 등 동료 사이버네틱스 이론가들과 상

호작용하면서 뮤지컬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내

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5장에서는 1960년대에 파스크가 수행한 연극 및 건축 분야의 작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파스크는 1963년에 연극 연출가 조안 리틀우드(Joan Littlewood)와 건

축가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의 제안을 받아 ‘펀 팰리스(Fun Palace)’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펀 팰리스는 완공되지 못했지만, 파스크는 이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네틱스를 통해 연극 예술의 형식을 혁신할 수 있

다는 주장을 담은 「사이버네틱 극장에 대한 제안들」과 사이버네틱스의 개념들이 

건축 이론의 언어를 다시 다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이버네틱

스의 건축 적합성」 같은 논문들을 썼다. 3장과 4장이 엔터테인먼트와 예술로부터 

출발해 사이버네틱스에 이르는 길을 보여 준다면, 5장에서는 파스크가 다시 사이

버네틱스를 통해 획득한 언어를 연극과 건축 분야에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과학의 예술적 응용으로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대항문

화 운동과 관계된 리틀우드 및 프라이스 등과의 작업을 통해, 파스크는 연극과 

건축을 통해 사이버네틱스의 확장, 다시 말해 ‘사회적 제어(social control)’의 가

능성을 모색했다. 5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파스크의 사회적 제어 개념을 독해하

면서, 이를 ‘사회 통제’로 이해한 기존 연구자들의 비판이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보일 것이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6장은 1968년 ICA에서 열린 전시 《사이버네틱 세런

디피티》에 파스크가 출품한 설치 작품 〈모빌들의 담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그가 뮤지컬러에서 펀 팰리스에 이르는 많은 작업 경험을 통해 사이버네틱스, 예

술, 감각, 존재론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두 문화’ 사이에 위치하는 이 작품은 예술과 사이버네틱스 양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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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파스크가 얻은 통찰이 집약된 것으로, ‘두 문화’ 간의 단절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오늘날의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기존의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해 왔지만 〈모빌

들의 담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 즉 이 작품이 드러내는 강

렬한 섹슈얼리티 메타포를 분석하는 데에 유의미한 분량을 할애한다.

마지막으로 7장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전개한 논의들을 요악한 후, 1950년대

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파스크가 수행한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내러

티브를 구성해 볼 것이다. 파스크의 작업은 요컨대 ‘감각적인 것(the sensuous)’이

라는 하나의 테마를 다양한 맥락에서의 실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해 나

간 것이었다. 이처럼 ‘감각적인 것’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파스크는 자신

의 흥미를 발전시켜 나가며 오늘날 헤일스가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종류

의 사고에 점점 근접해 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아직 때

가 이르다. 본론에 돌입하기 전에 사이버네틱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사이

버네틱스의 역사가 왜 중요하며 기존의 연구 전통에 대해 이 논문이 무엇을 말

하려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2장에서 계속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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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네틱스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사이버네틱스의 흔적을 마주한다. 인공지능과의 직업 경

쟁이나 로봇과의 공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고, 한 때 미래적인 것이기를 자처하는 모든 말을 마법처럼 꾸며주면서 

사이보그(cyborg),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사이버펑크(cyberpunk) 같은 표현

들을 낳은 ‘사이버(cyber–)’라는 접두어도 이제는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니까 말이

다. 그런데 사이버네틱스가 현대 문화와 사상 그리고 과학기술에 끼친 이처럼 막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오늘날 사이버네티션을 자처하는 사람을 만나 보기가 이

처럼 어렵다는 건 꽤 놀라운 일이다. 이 같은 간극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이버네틱스는 현대 세계의 핵심 조건을 규정하는 힘이 되

었으면서도 그 이름을 잃어버린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태어났는지 알 

필요가 있다. 사이버네틱스가 태어난 것은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1940년 말, 흔히 사이버네틱스의 ‘창안자’로 여겨지는 미국 수학자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는 대공예측기(anti–aircraft predictor), 즉 적군 항공기의 경

로를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적기를 타격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개

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위너와 조종사 출신의 엔지니어 줄리언 비

글로(Julian Bigelow)를 비롯한 연구팀은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적기의 행동을 예

측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 물론 조종사는 자유 의지를 갖고 있으며 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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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갑작스럽게 경로를 틀어버리는 등 어느 정도는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제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 해도 사방에서 총포가 난무하는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자신의 경로를 자유자재로 통제할 재간은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라고는 주어지는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이 목표하는 방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다.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위너와 비글로 등은 마침

내 조종사의 행동 패턴이 자동 제어 메커니즘(servo–mechanism), 즉 음성 피드백

(negative feeback)에 의해 스스로의 상태를 제어하는 기계의 작동 원리와 비슷하

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지 않았다. 미국은 새롭고 난해한 이론에 바탕하는 

위너 팀의 결과물에 베팅하기보다는 선형 외삽 기법을 사용하는 더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결국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년 만인 1942년, 위너 팀의 대공예

측기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8

하지만 프로젝트는 헛되지 않았다. 위너와 비글로가 이 연구로부터 얻은 교

훈은 곧 새로운 지적 흐름의 응결핵이 되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

다. 위너는 곧 대공예측기 연구의 성과를 과거에 함께 과학철학을 공부했던 생리

학자 아르투로 로젠블루스(Arturo Rosenblueth)와 나누었다.9 위너와 비글로, 로젠

블루스, 그러니까 수학자, 공학자, 그리고 생리학자로 이루어진 이 삼인조는 조종

사의 행동과 자동 제어 메커니즘의 작동이 원리상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세 사람의 협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행동, 목표 그리고 목적론」이라는 제목

의 논문으로 결실을 보았다. 논문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무턱대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8. 위너와 비글로의 대공예측기 개발 프로젝트가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요약으로 Kline, The 
Cybernetics Moment, p.18~26을, 같은 주제에 대해 수학적·기술적 측면을 비중 있게 다룬 것

으로 Masani, Norbert Wiener, p.181~196을 참조. 또한 Galison, “The Ontology of the 
Enemy”는 대공예측기 연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네틱스 및 그로부터 파생된 

최근의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감행하는 논문으로 참조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논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9. Montagnini, Harmonies of Disorder, 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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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피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피

드백(feedback)’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 패턴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정으로 ‘목적론적인(teleological)’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는 유기체의 행동의 특

징일 뿐 아니라 자동 제어 메커니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로써 “마침내 기계와 

유기체 앙쪽에 대해 단일한 행동주의적 분석을 적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다. 행동

의 복잡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10 피드백에 의한 제어라는 측면에서, 기

계와 유기체의 행동은 원리상 다르지 않다.

세 사람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뇌의 작동 원리를 수학적으

로 모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던 신경과학자 워런 매컬러치(Warren McCulloch)와 

월터 피츠(Walter Pitts), 그리고 전쟁 기간에 컴퓨터 구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

던 수학자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등이 대표적이었다. 1945년 1월에

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들의 주도 하에 몇몇 연구자들이 학술 회의를 갖기도 

했다.11 위너 그룹의 아이디어는 수학자, 공학자, 신경과학자들을 넘어 다양한 배

경을 가진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프린스턴 회의에 앞선 1942년 5월에 메이시 

재단(the Macy Foundation)이 주관한 학술 회의에서는 로젠블루스가 「행동, 목표 

그리고 목적론」의 개요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회의에 참석한 생리학자들, 심

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사회과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새겼다. 메이시 재단의 

간부이며 의사인 프랭크 프레몬트스미스(Frank Fremont–Smith), 역시 재단의 간

부이며 경제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로렌스 프랭크(Lawrence K. Frank), 정신분석가

이자 정신의학자인 로렌스 큐비(Lawrence S. Kubie), 그리고 인류학자 마거릿 미

드(Margaret Mead)와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 등이 이 때 위너 그룹

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갖게 된다.12 이 회의는 특히 사이버네틱스 역사의 변곡점

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프레몬트스미스의 기획 하에 메이시 재단이 종전 직

후인 1946년부터 위너 등의 논문에서 비롯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다루는 정기 

10. Rosenblueth, Wiener & Bigelow, “Behavior, Purpose and Teleology”, p.22.
11. Montagnini, Harmonies of Disorder, p.133~169.
12. Montagnini, Harmonies of Disorder, p.1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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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관하기 시작한 것이다. 1946년부터 1953년까지 8회에 걸쳐 열린 메이

시 회의에는 지금까지 언급된 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하

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교류하였다. 위너와 함께 수학적 정보 이론의 개척자로 평

가받는 클로드 섀넌(Claude E. Shannon),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공학

자 하인츠 폰 푀르스터(Heinz von Foerster) 등이 합류하는 등, 메이시 회의는 새

로운 지적 흐름이 무르익어 가는 현장으로서 활기를 띄고 있었다.

이 때 노버트 위너는 자신과 동료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통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다. 위너는 키잡이[操舵手]라는 뜻의 그리스어 “키베르네테

스(χυβερνήτης)”로부터 이름을 빌려와 이 신생 분야에 ‘사이버네틱스’라는 번듯한 

간판을 내걸었다.13 이름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 ‘키잡이’의 과학인 사이버네틱

스의 근본 열망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이해하고 지휘하는 데에 있

다. 이는 위너가 저서 『사이버네틱스』에 붙인 부제, ‘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제

어와 커뮤니케이션(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제어와 커뮤니케이션’을 다

루는 분야인 사이버네틱스는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종합을 위한 기획이다. 첫

째, 그것은 동물과 기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버린다. 둘째, 그것은 제어와 커뮤

니케이션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그리고 셋째, 그것은 ‘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제어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다양한 지적 탐구와 실천의 영역들을 

‘사이버네틱스’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어두려 한다.

많은 과학기술사 연구자들이 이 중 세 번째 종합, 그러니까 다양한 탐구 및 

실천의 영역들을 사이버네틱스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로 통합하려는 보편 과학에

의 이상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주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 중 제프 보우커

(Geof Bowker)의 논문은 특히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보우커에 따르면 사이

버네틱스가 이질적인 학제적 관점들을 통합하여 스스로를 “보편적인(universal)” 

영역으로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야가 선택한 독특한 이론적이고 수사적인 

13. Wiener, Cybernetics,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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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덕분이었다. 보우커가 “분산 통과 지점(distributed passage point)”의 구축이

라고 개념화하는 이 전략은 상이한 맥락에 기인하는 논리들을 교차시키면서 서

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14 앨버트 어틀리(Albert Uttley)가 “그의 생리

학을 지지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고 그의 수학을 지지하기 위해 생리학을 사용

한” 것은 전형적인 사례이다.15 사이버네틱스의 언어는 웬만큼 다른 것들을 서로 

이어줄 수 있을만큼 충분히 유연했고 심지어 모호했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 있었

다. 로널드 클라인(Ronald R. Kline)은 보우커의 논의를 받아들여, 사이버네틱스

가 스스로를 구성하는 수많은 하위 영역들 사이에 “정당성의 교환(legitimacy 

exchange)”의 체제를 수립한 덕분에 보편 과학의 권위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정리

한다.16

하지만 이런 방식의 종합은 다소 불안정했던 것 같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이버네틱스가 그 태생부터 혼종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물론 비슷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애초에 매컬러치와 피츠의 인공 신경망 연구, 섀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컴퓨터 구조에 관한 폰 노이만의 작업, 그리고 목적

론적 행동에 대한 위너, 로젠블루스, 비글로의 개념화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독

립적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이미 메이시 회의에서부터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정당성의 교환’을 넘어서는 통일

된 하나의 연구 영역을 이루지는 못했다. 마지막 메이시 회의에서 워런 매컬러치

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이룩한 성과를 이렇게 요약하기도 했다. 

14. 보우커의 “분산 통과 지점” 개념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에
서 말하는 “의무 통과 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다. ANT의 의

무 통과 지점이 “연관된 두 언어 사이의 공약불가능성에 기반을 둔 번역의 전략을 통해” 작동하

는 반면, 분산 통과 지점은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들을 공약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

로 작동한다. 실험실 과학들이 ‘의무 통과 지점’을 구축하면서, 실험실의 “‘안’과 ‘밖’ 사이에 장벽

을 세움으로써 막강한 정당성을 획득한” 것과 대조적으로, 보편 과학의 한 예인 사이버네틱스는 

“안과 밖이 수렴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번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획

득한다. Bowker, “How to be Universal”, p.122~123.
15. Bowker, “How to be Universal”, p.116.
16. Kline, The Cybernetics Moment,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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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장 눈에 띄는 합의점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으

며 셔츠 차림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 우리의 합

의는 만장일치였던 적이 없었지요.”17 이렇게 보면 사이버네틱스는 시작부터 이

미 불안정한 기획이었고, 분야의 ‘공중 분해’는 예견되어 있었다. 사이버네틱스는 

야심차게 수학, 논리학, 공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신경과학, 생리학, 심리학, 정신

의학, 인류학과 사회학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규합하려 했다. 하지만 말처럼 쉬

운 일은 아니었다. 클라인의 지적처럼, ‘보편(universal)’ 학문에의 지향에도 불구

하고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사이버네티션은 전문가(specialist)였고, 그들의 전

문성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다.”18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사이버네틱스보

다는 인공지능, 생체공학(bionics), 정보 이론 등의 연구자로 자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19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이와 같은 사이버네틱스의 학제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

로 하여 출현했다. 메이시 회의록의 편집자를 지낸 공학자 하인츠 폰 푀르스터가 

제안한 이 개념은 기존의 사이버네틱스를 계승하면서도 그것의 낡은 부분에 대

해 과감하게 단절을 선언하였다. 폰 푀르스터는 이렇게 선언한다. “1차 사이버네

틱스가 관찰된(observed) 시스템의 사이버네틱스라면, 2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하

는(observing) 시스템의 사이버네틱스다.”20 폰 푀르스터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이

버네틱스 즉 ‘1차’ 사이버네틱스의 시야는 이미 주어진 시스템을 바깥에서 들여

다보는 단순한 관찰자의 입장에 국한되어 왔다. 2차 사이버네틱스는 그에 비해, 

관찰 행위야말로 일차적인 것이며, 관찰자와 관찰 대상 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하

는 시스템 자체가 모두 이 행위를 기준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폰 푀르

스터와 함께 2차 사이버네틱스의 발전에 기여한 칠레 출신의 두 생물학자 움베

르토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프란치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제

17. McCulloch, “Summary of the Points of Agreement Reached in the Previous Nine 
Conferences on Cybernetics”, p.719.
18. Kline, The Cybernetics Moment, p.100.
19. Kline, The Cybernetics Moment, p.180~185.
20. von Foerster, Understanding Understanding,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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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자기생성(autopoiesis) 이론의 중심 논리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자기생성 

메커니즘을 “자기생산(self–production)의 과정 안에서 그 작동이 곧 그것 스스로

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존재가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행

위가 존재를 낳는다는 2차 사이버네틱스 특유의 테제를 생물학적 언어로 풀어냈

다.21

1차 사이버네틱스가 메이시 회의를 통해 확립되었다면, 2차 사이버네틱스의 

요람은 폰 푀르스터가 이끄는 일리노이 대학교의 생물학적 컴퓨터 실험실(BCL, 

Biological Computer Laboratory)이었다. 폰 푀르스터, 마투라나와 바렐라 그리고 

파스크를 비롯해 스태퍼드 비어, 라르스 뢰프그렌(Lars Löfgren), 고트하르트 귄

터(Gotthard Günther), 에른스트 폰 글라저스펠트(Ernst von Glasersfeld) 등 2차 

사이버네틱스의 부흥을 이끈 사람들 대부분이 BCL에서 일한 적이 있거나 BCL

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나눈 이들이었다.22 BCL은 메이시 회의의 서기였던 폰 

푀르스터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던 1차 사이버네틱스의 주역들과도 연결되어 있

었다. BCL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폰 푀르스터는 워런 매컬러치, 아르투로 로젠블

루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23 폰 푀르스터와 동료들의 새로운 사이버네틱스는 

메이시 회의의 또다른 일원이었던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철학과도 일맥

상통했다.24 베이트슨이 고안한 맹인과 지팡이의 비유는 2차 사이버네틱스의 근

간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이트슨

의 설명이다.

“가령 내가 맹인이고,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 ‘나’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나의 정신 시스템은 지팡이 손잡이에서 경계가 그어지는가? 

21. Maturana &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p.81.
22. Scott, “Second–Order Cybernetics”, p.1370~1371.
23. Müller, “A Brief History of the BCL”, p.283~284.
24. 베이트슨은 메이시 회의 이후 폰 푀르스터와는 다소 독립적으로 2차 사이버네틱스 특유의 

‘재귀성’ 테제를 발전시켜나갔다. 이에 대해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p.73~80 

[141~152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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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피부에 의해 경계가 그어지는가? 지팡이 중간쯤에서 시작되는가? 그

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질문들이다. 지팡이는 차이의 변형이 전달되는 통로

다. 그 시스템의 윤곽을 정확히 서술하는 방법은, 설명할 수 없는 사물은 

무시하고 이 통로들을 어떻게든 절단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계선을 긋는 것

이다. 만약 여러분이 설명하려는 것이 맹인의 걷기처럼 일정한 행동의 한 

부분이라면, 이를 위해 여러분은 길거리, 지팡이, 사람, 길거리, 지팡이 등

을 돌고 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맹인이 점심을 먹기 위해 앉는다면, 그의 지팡이와 지팡이의 메시

지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만약 여러분이 이해하려는 것이 밥 

먹는 것이라면 말이다.”25

이와 같은 철학적 기반의 혁신 외에도, 2차 사이버네틱스는 실천의 측면에서 

또한 기존의 사이버네틱스와 구별된다. 1차 사이버네틱스 및 그로부터 파생된 과

학 및 공학 분야들이 대체로 수학, 공학, 신경과학,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의 테두

리 안에서 발전해 나갔다면,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이처럼 전통적인 사이버네틱스

의 유관 분야들 뿐 아니라 사회학, 철학, 건축, 예술, 생태학, 음악, 디자인 등 다

양한 영역으로 뻗어 나가며 확연히 넓어진 스펙트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이 같

은 차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맥락 안에서 사이버네틱스의 

두 문화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의 차이와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1차 사이버네틱

스의 후예들은 미국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랜드 연구소(RAND Cooperation) 

등의 후원 아래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위너와 폰 노이만 등의 초기 연구에서부

터 이어지는 군사 언어에 기반하는 과학 담론을 계승해 냉전 시기의 사회 담론

에도 영향을 주었다.26 반면, 2차 사이버네틱스의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

25.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p.459 [691쪽]. 인용은 번역본 기준.
26. 1950년대 이후 사이버네틱스와 정보 과학을 둘러싼 냉전의 맥락에 대해서는 고규흔, 「사이

버네틱스와 그 이후, 회로 내부의 인적성분 처리를 위한 결합과 시뮬레이션의 역사」; Bousquet, 
“Cyberneticizing the American War Machine”; Edwards, The Closed World; Heims, The 
Cybernetics Group; Kline, The Cybernetics Moment (특히 p.179~201)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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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들은 비슷한 시기 발흥한 서구의 대항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동시대 철학, 예술, 문화 담론, 특히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에 영향을 

끼쳤다.27

철학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과학에서 사회 운동에 이르기까지, 2차 사이버

네틱스는 기존의 사이버네틱스에 비해 보편 학문의 이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하지만 사이버네틱스는 또 한 번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사이버네틱스

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이 분야가 갖는 

과학으로서의 권위에 손상이 가해진 것이다. 로널드 클라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러한 과학적 권위의 추락이 사이버네틱스가 확산하는 데에 일조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폰 푀르스터와 베이트슨 등의 소수파가 대항문화 및 급

진 예술 분야들과 결합하면서 “사이버네틱스의 이런 새로운 문화적 의미들이 과

학과 공학 분야에까지 넘쳐흐르는” 일이 일어난 건, 다름이 아니라 ‘정당성의 교

환’에 의해 수립된 상호지탱의 논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28

2차 사이버네틱스와 ‘문화적’ 사이버네틱스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1차 사이버

네틱스 혹은 ‘과학적’ 사이버네틱스는 점점 이 부담스러운 이름을 피하기 시작했

고, 반대쪽의 ‘문화적’ 사이버네틱스 역시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등 동시대

를 휩쓴 보다 광범위한 조류의 일부로 흡수되면서 존재감을 잃었다. 1980년대에 

이르면 사이버네틱스는 이제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보다는 어디에나 스며든 

27. 이 시기 사이버네틱스가 서구 문화 전반에 끼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는 홍성욱, 「1960
년대 인간과 기계」를 참조. 사이버네틱스와 대항문화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Clarke, “From 
Information to Cognition”; Dubberly & Pangaro, “How Cybernetics Connects 
Computing, Counterculture, and Design”; Eglash, “Cybernetics and American Youth 
Subculture”; Turner, From Counterculture to Cyberculture를 참조. 사이버네틱스가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및 문화 담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Iuli,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s”; Shanken, “Cybernetics and Art”를, 구조주의를 비롯한 20세기 후반의 철학에 끼

친 영향에 대해서는 Liu, “The Cybernetic Unconscious”; Geoghegan, “From Information 
Theory to French Theory”를, 음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Dunbar–Hester, “Listening to 
Cybernetics”를, 과학소설(SF) 및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을 참조.
28. Kline, The Cybernetics Moment,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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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에 가까워졌다. 캐서린 헤일스가 요약하듯, 이제 “사이버네틱스는 …… 어디

에나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다.”29 만일 누군가 사이버네틱스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오늘날 ‘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제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삼는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흔히 접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조적으로, 만

일 누군가 사이버네틱스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

는 ‘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제어 및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서로 

통일되지 않은 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일 테다.

실제로 사이버네틱스의 유산은, 비록 그 이름을 명시적으로 내걸고 있지 않

은 경우에도, 동시대의 수많은 담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과학기술학 분야

에서는 특히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페미니즘 및 그에 조응

하여 발전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이 사이버네틱스가 남긴 이론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사례이다.3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

쟁 테크놀로지인 사이버네틱스를 이론 구축의 자원으로 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학학 연구자인 피터 갤리슨(Peter Galison)이 대표적

이다. 갤리슨은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적 뿌리가 전쟁에 닿아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사이버네틱스 특유의 존재론 또한 전쟁의 

흔적을 듬뿍 머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수행된 위너의 

대공예측기 연구에 대해 분석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존재론적 장벽이 무너

진 것은, 적군을 “냉혈한인, 기계 같은 상대편”31으로 표상하는 ‘적의 존재론

(Ontology of the Enemy)’ 덕분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는 사이버네틱스를 중

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한 해러웨이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등의 

논의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이보그로 하여금 모더니즘으로부터의 이

륙을 주도하게 한다는 건, 인간의 역량을 자동화된 공중전의 전술적 움직임과 그

에 대한 대항 움직임으로 환원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29. Hayles, “Cybernetics”, p.213.
30. Haraway, “A Cyborg Manifesto”를 참조. 
31. Galison, “The Ontology of the Enemy”,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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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32

한편 앤드류 피커링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갤리슨의 우려를 일축한다. 첫

째, “원죄의 교리”는 불합리하다. 즉 “그것이 태어났을 때의 도덕적 상황 때문에 

과학이 영원히 더럽혀지지는” 않는다. 둘째, 사이버네틱스의 기원을 무기 개발 

연구에만 한정시킬 수는 없다. 갤리슨은 사이버네틱스의 기원을 노버트 위너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찾았지만 사이버네틱스는 위너만의 것이 아니다. 피커링

은 일례로 로스 애쉬비와 윌리엄 그레이 월터 같은 사이버네틱스의 다른 선구자

들은 공학이 아닌 정신의학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33 이와 같은 역

사적 복합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비판적 계승을 위한 중

요한 조건이다. 갤리슨이 분석한 것처럼 사이버네틱스의 뿌리가 전쟁에 닿아 있

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는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단순히 ‘적의 존재론’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피커링은 

오히려 “존재론이 차이를 만든다(ontology makes a difference)”고 선언하면서, 중

요한 것은 이 존재론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34 

존재론에 대한 비평은 역사적 뿌리보다는 그것이 갖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직

접적인 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적 뿌리가 전쟁에 닿아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

이버네틱스의 풍요로운 존재론이라는 열매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커링의 

견해는 사이버네틱스로부터 철학의 갱신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

는 문화 연구자 캐서린 헤일스(N. Katherine Hayles)의 입장과도 공명한다. 헤일

스는 사이버네틱스와 정보 이론이 빚어낸 인간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포스

트휴먼’이라고 부르면서, 포스트휴먼의 개념이 인간을 몸 없는 존재로 간주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갤리슨과 달리 헤일스는 오히

려 이 때문에 포스트휴먼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

32. Galison, “The Ontology of the Enemy”, p.261.
33.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14.
34.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17~18.



- 20 -

는 “치명적인 것은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포스트휴먼을 자아를 보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관점에 접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급진성을 그

것에 걸맞는 새로운 철학으로 다듬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

장한다.35 혹여 사이버네틱스의 존재론이 위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된 지금, 인문학은 이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담론을 적

극적으로 발명해야지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갤리슨과 피커링, 헤일스가 각자 사이버네틱스 역사의 서로 

다른 맥락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먼저, 최근의 사이보그 존재론에 대한 갤리슨의 

평가는 노버트 위너가 1940년대에 미국을 위해 수행한 전쟁 연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사이버네틱스의 ‘기원 설화’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앤드류 피커링의 논의는 1950년대 이후 월터와 애쉬비 등 정신의학 및 신

경과학에 뿌리를 둔 사이버네티션들의 영향 아래 미국과는 구별되는 영국 사이

버네틱스의 독특한 전통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한다.36 피커링은 영국 사

이버네틱스가 정신의학의 문제의식과 개념적 유산을 바탕으로 ‘비근대 존재론’이

라 부를 수 있는 ‘수행적인(performative)’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영국 

사이버네틱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사람과 사물 사이의 이원론적 분리를 거

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과적이고 계산가능하기보다는 진화적인 것으로 시간

적 과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비근대적이다.37 캐서린 헤일스의 연구는 다른 두 

35.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p.286~287 [503쪽]. 인용은 번역본 기준.
36. 피커링의 이 같은 입장은 사이버네틱스의 지역별 맥락을 다룬 기존 연구 경향과도 부합한

다. 캐서린 헤일스는 정보의 맥락 의존성을 강조한 도널드 매케이(Donald MacKay)의 영향 덕

분에 영국의 정보 담론이 미국에서 ‘산업 표준’으로 자리잡은 위너와 섀넌의 추상화된 정보 개

념으로부터 다소간 자유로웠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p.56 [114쪽]). 또다른 일련의 역사가들은 미국, 프랑스, 소비에트 연방의 사이버네

틱스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사이버네틱스가 미국에서 시작된 분야인 것은 맞지만 각 지역의 사회

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현지화(domestication)”를 이루었음을 지적한다(Mindell, 
Segal & Gerovitch, “From Communications Engineering to Communications Science”). 
로널드 클라인 또한 미국 바깥에서 사이버네틱스가 획득한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피커링의 주장처럼 영국 사이버네틱스가 “수행적인” 성격을 띄는 등 “유럽인들은 그 분야[사이

버네틱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다(Kline, The Cybernetics Moment,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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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비해 조금 더 넓은 시기를 망라하는데, 그 범위는 메이시 회의에서 시작

해 1980년대 이후에 발달하는 ‘인공 생명’ 논의에 이르며, 연구 대상 또한 수학, 

생리학, 정보 이론, 인류학, 공학 등 다양한 학제적 배경에 뿌리를 두는 사이버네

틱스 과학 담론들은 물론이고 같은 시기의 과학소설(SF)에 드러나는 포스트휴먼 

내러티브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그의 논의의 초점은 사이버네틱스 및 

관련 담론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상적인’ 정보 개념과 ‘신체화된’ 정보 개념 사

이의 대립, 긴장,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헤일스에 따르면 사이버네틱스

와 정보 이론은 인간과 사물, 생명과 기계, 현존과 부재 사이의 이분법을 해체함

으로써 이 이분법에 기초하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주체’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로써 휴머니즘 이후의 주체인 ‘포스트휴머니즘 주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

만 이 포스트휴머니즘 주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사이버네틱스 내부에 존

재하는 항상성과 재귀성, 가상성과 신체화, 패턴과 임의성 등 다양한 개념들 사

이의 긴장이 포스트휴머니즘 주체가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향들을 지시한

다.38 피커링과 헤일스의 논의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사이

버네틱스의 역사적 뿌리를 단일화하는 갤리슨 식의 ‘기원 설화’를 거부하고, 그

보다는 사이버네틱스가 20세기의 지적 토양 안에서 다양한 맥락을 갖는 이질적

인 개념들을 종합하는 과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피커링과 헤일스는 모두 

사이버네틱스의 역사가 전쟁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양이

라기보다는 뿌리와 가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인 형태, 

즉 ‘리좀(rhizome)’에 더 가깝다고 볼 것이다.39

37.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19. ‘비근대’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피커링은 이러한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존재론을 사람과 사물, 마음과 몸, 사회적 구성과 자연적 실재 사이의 이분

법을 겨냥하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철학과 연결짓는다(같은 글, p.18). 피커링은 그 

외에도 해러웨이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등의 철학을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비근대 존

재론과 연결짓는다(p.18~19).
38.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특히 2장, 8장, 11장을 참조.
39. Deleuze & Guattari, Mille Plateaux, 1장을 참조.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리좀적인’ 것으

로 바라보는 것은 이 장 앞부분에서 언급한 제프 보우커의 ‘분산 통과 지점’ 개념과도 일맥상통

한다. 본고 13쪽 각주 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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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인공인 고든 파스크는 피커링과 헤일스가 그려내는 사이버네틱

스의 리좀적 역사에 가닥 하나를 보태어 준다. 그는 피커링이 영국 사이버네틱스

의 계보에 포함시킨 사람들 중 하나로, 스태퍼드 비어와 함께 이 계보의 ‘2세대’

를 이룬다.40 피커링에 따르면 애초에 정신의학자로 커리어를 시작한 월터와 애

쉬비 같은 1세대 학자들과 달리, 2세대에 속하는 “비어 혹은 파스크에게 정신의

학은 중심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적응적 두뇌의 아이디어로부

터 사이버네틱스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일에 영감을 얻었다.”41 비어는 경

영학과 정치학 등 사회과학에, 파스크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연극, 건축과 같은 

미학적 문화 영역에 각각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수행적 철학을 적용하여 많은 성

과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파스크의 작업을 정확히 거꾸로 읽는 것 또한 가능하

다. 실제로 그의 커리어는 사이버네틱스에서 출발해 예술을 향하기보다는 예술에

서 출발해 사이버네틱스를 향하는 것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파스크는 아직 학부

생이었던 1953년에 음악극 무대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장치인 뮤지컬러를 만들었

고,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 작업 이후 본격화된다. 1960년대에 파

스크는 연극, 건축, 현대 예술 분야에서 기념비가 되는 여러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에 비해 사이버네틱스 이론가로서 그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는 ‘대화 이

론’이 체계화되는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그러므로 그의 작업은 사이버네틱스가 

예술에 끼친 영향만큼이나 예술이 사이버네틱스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파스크의 커리어에 대한 분석은 그러므로 예술과 사이버네틱스의 관계

를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구성으로 다시 개념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이버네틱스 역사의 리좀적 구조가 전쟁사, 기술사, 생리학

사 및 정신의학사 뿐만 아니라 예술사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피커링의 논의에서 파스크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과 달리, 헤일스는 파

40. 피커링의 계보에 속하는 사이버네티션들은 다음과 같다. 윌리엄 그레이 월터(1910~1977), 
로스 애쉬비(1903~1972), 그레고리 베이트슨(1904~1980), 로널드 데이비드 랭(Ronald David 
Laing, 1927~1989), 스태퍼드 비어(1926~2002), 그리고 고든 파스크(1928~1996). 순서는 피

커링의 책에 소개된 순서.
41.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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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42 하지만 파스크가 그의 작업을 통해 주장하는 것

들은 많은 점에서 헤일스가 옹호하는 신체화된 포스트휴머니즘을 닮아 있다. 파

스크는 맥락을 떠난 형식화된 정보 개념을 비판했고, 안정성 높은 패턴의 수립보

다는 우발성 자체에 대한 내재적 이해를 추구했으며, 인간을 몸을 떠난 추상적인 

존재로 개념화하는 자유주의 휴머니즘 및 가상적 정보 개념 모두에 반대했다. 이

는 물론 피커링이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특징으로 본 ‘수행적인’ 혹은 ‘비근대적’ 

철학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하다.43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파스

크의 입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따라 갤리슨이 우려

하는 ‘적의 존재론’으로부터 피커링이 강조하는 ‘비근대 존재론’으로 이행하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아닌 사이버네

틱스의 역사가 갖는 리좀적인 특성임을 보일 것이다.44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두 

가지 면에서 사이버네틱스의 전쟁 쪽 뿌리를 문제삼는 ‘기원 설화’를 약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이버네틱스가 전쟁 외에도 다양한 기원을 갖

42. 헤일스의 책 본문에 파스크는 두 번 등장한다. 한 번은 베이트슨이 1968년에 주최한 사이

버네틱스의 인식론적 쟁점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에서, 다른 한 번은 폰 

푀르스터가 자신의 주장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제시한 모자 쓴 남자 그림을 그린 삽화가로 등

장한다.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p.76 [145쪽], p.133 [245쪽]을 각각 참조.
43. 실제로 피커링과 헤일스는 모두 스스로가 옹호하는 입장을 라투르와 해러웨이 사이에 위치

시킨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철학적인 친연성을 갖는다. 헤일스의 경우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p.288 [505쪽], p.323n23 [554쪽 각주 23]을, 피커링의 경우 이 논

문 20쪽의 각주 36을 각각 참조.
44. 이 논문이 파스크를 다루는 방식과 고규흔, 「애쉬비의 인공 뇌, 호메오스탓 연구」가 애쉬비

를 다루는 방식은 이 지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고규흔은 애쉬비가 “1, 2차 진영의 어느 한 편에

서 혁혁한 입지를 구축하기보다, 마치 단절면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양측을 유연한 흐름으로 

메우고, 통합된 회로로서 서로를 연루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논술하면서, “이 같은 역사적 판단이 맞는다면 이는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며, 단지 뇌를 향한 

보다 현실적이며 냉담한 접근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라고 말한다(같은 논문, 423쪽). 이 같은 차

이는 피커링의 주장과 달리, 파스크의 작업이 단순히 애쉬비를 비롯한 영국의 정신의학 및 신경

과학 기반 사이버네티션들의 작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는 피

커링의 내러티브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데, 왜냐하면 파스크의 특이성에 대한 탐

구가 결국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보다 더 ‘리좀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 24 -

는 ‘하이브리드’ 과학임을 보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특징에 힘입어 

누군가는 실제로 ‘적의 존재론’을 벗어나 ‘비근대 존재론’을 성취하였음을 보임으

로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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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각에서 공통 감각으로

뮤지컬러, 1953~1957

고든 파스크의 케임브리지 대학 동문 로빈 매키넌우드(Robin McKinnon–Wood)

는 학부생 시절의 파스크를 회상하면서 그가 파스크에 대해 가진 첫인상이 학자, 

교육가, 혁신가이기에 앞서 “예술가”, “연출가”, 그리고 “쇼비즈(show–biz)”였다고 

말한다.45 파스크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1953년에 매키넌우드와 엘리자베스 풀

(Elizabeth Poole)과 함께 ‘사이레넬(Sirenelle)’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쇼비즈”라는 표현에 걸맞게 파스크와 사이레넬 동

료들의 초기 작업물은 주로 음악과 무대 연출에 관련된 장치들이었다. 음성 입력

을 바탕으로 악보를 만들어주는 음악 타자기(musical typewriter), 연주자가 정확

한 템포로 연주하도록 돕기 위해 연주에 반응하면서 작동하는 자기적응성 메트

로놈(self–adaptive metronome), 음악과 무대 조명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만

들어내는 ‘뮤지컬러(Musicolour)’ 등 다양한 발명품이 젊은 파스크와 동료들의 손

끝에서 태어났다.46

이 시기의 작업들 중 뮤지컬러가 특히 주목을 요하는데, 이 장치는 파스크의 

나중 작업들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인 상호작용(interaction)과 

학습(learning)의 개념을 핵심 테마로 삼는다는 점에서 파스크 사이버네틱스의 출

발점이라 할 수 있다. 뮤지컬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알고리즘의 미결정성이

45. McKinnon–Wood, “Early Machinations”, p.129.
46. McKinnon–Wood, “Early Machinations”, 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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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대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을 입력받아 이 음악에 어울리는 무대 조명을 

출력하는 연출 보조 장치인 뮤지컬러는, 주어지는 입력 각각에 대해 미리 정해진 

출력만을 내놓는 수동적인 기계와는 거리가 있었다. 대신 이 장치는 연주의 진행

에 반응하여 자신의 알고리즘에 포함된 변수를 계속 바꾸어나감으로써 연주자와

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었다.47

사이레넬은 얼마 뒤 시스템 리서치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 영역의 확장을 꾀

했다. 새로이 단장한 회사의 주요 업무는 음악과 무대 연출에 국한되지 않는 다

양한 용도의 사이버네틱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이었다. 시스템 리서치의 

첫 성공작은 자기적응성 타자교습기(SAKI, Self–Adaptive Keyboard Instructor)였

다. 1956년 천공 카드 오퍼레이터(punch card operator)를 위한 교습 장치로 처음 

설계된 SAKI는 1980년대까지 살아남아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컴퓨터에 이식

되는 등 오랫동안 변형과 개선을 거치며 계속 발전해 나갔다.48 ‘강좌 구성 시스

템과 지도 환경(CASTE, Course Assembly System and Tutorial Environment)’이

라는 이름이 붙은 컴퓨터 보조 교육 시스템 또한 회사의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

나였다.49 작업물의 용도만 놓고 보면, 뮤지컬러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장치를 만

들던 사이레넬 시기와 컴퓨터 보조 학습(Computer–Aided Learning)을 위한 시스

47. 이 장에서는 파스크가 “미적으로 잠재력을 갖춘 환경(aesthetically potent environment)”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뮤지컬러와 〈모빌들의 담화〉를 예로 든 한 논문을 핵심 논거로 활용

하였다(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그런데 이 글이 쓰인 시점은 

1971년으로, 뮤지컬러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1950년대와는 다소간의 시차가 있다. 하지만 사

이버네티션이며 디자인 연구자이자 파스크의 제자인 레이널프 글랜빌(Ranulph Glanville)이 뮤

지컬러를 “전설의 문제(matter of legend)”라고 묘사했던 것처럼(Glanville, “And He Was 
Magic”, p.657), 뮤지컬러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1950년대 당시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는 상당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몇몇 유용한 자료들이 비엔나 대학에 위

치한 고든 파스크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의 한계를 감안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뮤지컬러 작업 과정을 해당 아카이브를 참조해 상대적으로 자세히 연구한 마르기트 로젠

(Margit Rosen)의 논문(Rosen, “The Control of Control”)을 참조함으로써 자료의 제약을 극

복하려 노력했다.
48. Pask, “SAKI”.
49. Pask & Scott, “C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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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개발을 주력으로 삼은 시스템 리서치 시기 사이에는 큰 단절이 있는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인 매키넌우드는 오히려 사이레넬과 시스템 리서

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뮤지컬러를 비롯해 사이레넬 시기에 파스크와 동

료들이 작업한 장치들은 이미 자기적응성과 자기조직성을 갖춘 시스템들이었고, 

음악극 무대를 벗어나기는 했어도 SAKI와 CASTE를 비롯한 나중 작업들이 모두 

이런 특징을 갖춘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시스템 리서치의 

작업과 사이레넬의 작업이 크게 다를 건 없었다는 이야기다.50

하지만 이런 설명에는 분명 회고적인 면이 있다. 우선, 사이레넬의 자기적응

성 메트로놈 개발 과정에 대한 예술사 연구자 마르기트 로젠(Margit Rosen)의 서

술은 사이레넬 시기에 파스크와 매키넌우드 그리고 동료들이 항상 자기적응성에 

관한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 작업을 수행했던 건 아니라는 점

을 잘 보여준다. 로젠에 따르면, 파스크와 매키넌우드는 음악 타자기, 즉 건반으

로 음을 입력하면 이를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장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간 연

주자가 기계가 요구하는 만큼 정확한 템포로 건반을 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사람이 메트로놈에 적응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메트로

놈이 사람에게 적응하도록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에 자기적응성 

메트로놈 설계 작업에 돌입했다.51 즉 자기적응성 메트로놈 개발 과정에서 이 작

업을 이끈 원동력은 자기적응성의 사이버네틱스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메트로놈이

라는 특수한 인공물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보려는 기획이었

다. 자기적응성은 오히려 작업 도중에 우연히 얻은 통찰이었을 뿐이다.

뮤지컬러의 개발 과정 역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파스크는 뮤지컬러 작

업이 처음부터 사이버네틱스 원리의 구현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

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작업이 “공감각(synaesthesia)의 개념 그리고 한 작품의 

미학적 가치는 한번에 하나 이상의 감각 양태(sensory modality)를 제공할 때 향

상된다는 일반적인 명제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52 다시 말해, 뮤지

50. McKinnon–Wood, “Early Machinations”, p.129.
51. Rosen, “The Control of Control”,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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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의 설계 의도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서로 연동하여 제공함으로써 연주

자와 관람자의 미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었다. 시각과 청각 사이의 공감각

적 연계라는 맥락에서, 파스크는 그의 작업을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알렉산드르 스크랴빈(Alexander Scriabin), 월트 디즈니(Walt Disney) 같은 공감각 

예술의 선구자들은 물론 무대 조명 연출을 위한 색채 영사기를 건반 형태로 구

현한 에이드리언 클라인(Adrian Klein)의 작업 등의 연장선상에 놓는다.53 뮤지컬

러는 음악 연주와 무대 조명 연출을 기계적으로 동기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깝

게는 클라인의 조명 건반에, 멀게는 알렉산더 월러스 리밍턴(Alexander Wallace 

Rimington)이 1893년에 특허를 출원한 ‘컬러–오르간(Colour–Organ)’과 18세기 전

반 루이–베르트랑 카스텔(Louis–Bertrand Castel)이 선을 보인 ‘클라브생 오퀼레

르(clavecin oculaire)’ 등에 기원이 닿아 있는 시청각 연동 장치의 전통에 속한

다.54

시각과 청각을 연결짓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떤 색을 어떤 소리와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파스크와 동료들이 작업에 착수한 

1953년까지만 해도, 뮤지컬러는 같은 전통에 속하는 다른 장치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뮤지컬러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은 색채와 소리 사이의 대응 

관계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서였다. 파스크와 동

료들은 처음에는 “변환기의 출력을 미리 결정되어 있는 시각적 상징의 어휘 체

계로부터 선택하여 구성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만일 공감각 관

계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 거의 틀림없이 연주자 개인마다 다를 것임을 깨달

았다.”55 사람에 따라 공감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뮤지컬러 장치가 상

52.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7.
53.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7.
54. 18세기의 클라브생 오퀼레르에서 클라인을 포함하는 20세기 초의 작업에 이르는 시청각 연

동 장치 개발의 역사에 대해 Peacock, “Instruments to Perform Color–Music”을 참조.
55.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8. 파스크의 회고에 따르면 이 부

분은 피아니스트이자 뮤지컬러 프로젝트의 음악감독(musical director)이었던 존 패리(Jone 
Parry)의 아이디어였다(같은 글, p.78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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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같은 소리를 입력받더라도 다른 색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뮤지컬러는 빛과 소리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비교를 바탕

으로 이들 간의 객관적인 대응 규칙을 구축하려 노력한 카스텔과 리밍턴 등의 

전통으로부터 이탈한다. 카스텔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광학』(Opticks)

에서 주장한 빛의 스펙트럼 이론을 받아들여 빨간색에서 보라색에 이르는 스펙

트럼의 주기를 음계의 옥타브 주기와 대응시켰고, 리밍턴은 색과 음계가 공통적

으로 파동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두 색상의 주

파수의 비율과 서로 다른 두 음계의 주파수의 비율을 서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빛과 소리를 연관지었다.56 카스텔과 리밍턴은 빛과 소리의 대응 문제를 심리학

보다는 물리학에 속하는 주제로 여겼고, 그들의 작업에서 빛과 소리 사이의 대응

은 고정된 규칙을 철저하게 따라야 했다. 반면 파스크와 동료들은 공감각이 빛과 

소리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빛에 대한 감각과 소리에 대한 감각 사이의 관계라

고 여겼고, 따라서 뮤지컬러는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대응 규칙을 바꿔가며 적응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이 같은 관념에 기초하여, 뮤지컬러 작업의 초점은 단순히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서로 연동하는 것을 넘어서, 주어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빛과 소

리 사이의 대응 관계를 최적화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해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

가 바뀔 무렵, 파스크와 동료들은 케임브리지에서 런던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뮤

지컬러 작업을 본격화하는데, 이 시점에 이르러 그들은 “뮤지컬러의 흥미로운 점

은 공감각이 아니라 그 장치의 학습 역량(learning capability)”임을 확신하게 되

었다.57 이러한 방향 전환에 힘입어 뮤지컬러는 사이버네틱 장치로 거듭난다. 

그림 3.1은 뮤지컬러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연주자(P)의 연

주 음성이 입력 장치(I)를 통해 입력된 후, 메인 앰프(main amp)를 통해 증폭되

고, 다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 특성 필터(P.F., property filter)들을 통과한다. 뮤지

컬러는 각기 다른 특성 필터를 8개까지 내장할 수 있었는데, 피아노 연주에 최적

56. Peacock, “Instruments to Perform Color–Music”, p.399~400, 401~402.
57.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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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그림 3.1에서는 5개의 특성 필터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시스템은 주파수 대역 필터(frequency band pass filter), 즉 지정된 주파수

의 범위 안에 있는 신호만을 돌려주는 필터를 주로 활용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필터를 함께 사용했다. 그림의 시스템의 경우 필터 1번부터 3번까지가 주

파수 대역 필터이고, 4번은 트랜지언트 탐지기(transient detector), 즉 음성 입력

이 주어지는 시점을 파악하여 출력을 내는 필터이며, 5번은 음성 입력이 주어지

는 시점이 예측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하여 예측이 잘 들어맞을 수록 높은 

값을 출력하는 리듬 탐지기(rhythm detector)의 일종이다.58 요컨대 특성 필터 1번

부터 3번까지가 무대 위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의 음의 높낮이를 인식한다면, 4

58.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9.

그림 3.1. ― 뮤지컬러 시스템의 메커니즘 도식.
연주자(P)의 연주 음성이 입력 장치(I)를 통해 들어와 특성 필터(P.F.)들을 통과한다. 특성 필터를 

통과한 신호(ci)는 적응 문턱값 장치(A.T.)를 통과한 다음(xi) 시각 디스플레이에 입력되어 출력의 

시점을 선택한다(B). 특성 필터의 매개변수(yi)는 그것을 최적화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선택되어 

시각 디스플레이 출력의 내용을 결정하는 입력 신호를 구성한다(A). 그리고 시각 디스플레이는 

다시 연주자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의 피드백 시스템을 이룬다(점선). 그림 출처: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9: Fig.26을 Dreher, “History of Computer 
Ar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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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과 5번은 템포와 리듬을 인식한다.

각 필터의 출력은 평균화 장치(A.V., averager)를 통과하여 짧은 시간 간격에 

대해 평균 처리된 후 적응 문턱값 장치(A.T., adaptive threshold device)를 통과한

다. 문턱값 장치는 i번째 특성 필터를 통과한 입력값 ci가 문턱값 T를 넘을 때는

(ci > T) 출력값 xi = 1을 내놓고 입력값이 문턱값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ci ≦ T) 

xi = 0의 출력을 내놓는 장치인데, 적응 문턱값 장치는 여기에 적응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문턱값 T가 입력에 맞추어 자동으로 변화하게 만든 것으로, 높은 입력

값이 계속되면 문턱값도 높아지고, 낮은 입력값이 계속되면 문턱값도 낮아지도록 

했다.59 결과적으로 적응 문턱값 장치는 시스템에 비슷한 입력이 계속 주어질 경

우 “지루함을 느끼는(gets bored)” 능력을 부여한다.60 인간이 동일한 감각 자극

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해당 자극에 둔감해지는 것과 비슷하게, 뮤지컬러 시스템 

또한 동일한 입력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해당 입력에 둔감해진다.

뮤지컬러 시스템이 오직 적응 문턱값 장치의 ‘지루함을 느끼는’ 성격에만 의

존하는 건 아니다. 다시 그림 3.1을 보면, 특성 필터들 각각에 메모리 장치가 연

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메모리 장치는 각 필터의 매개변수(parameter)

를 기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매개변수란 필터의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얻

기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파수 대역 필터의 매개변수

는 통과시키고자 하는 주파수의 범위에 해당한다. 즉 50Hz와 7,500Hz 사이에 위

치한 입력만을 통과시키는 주파수 대역 필터는 50Hz와 7,500Hz라는 두 개의 매

개변수 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트랜지언트 탐지기와 리듬 탐지기의 경우 시

59. 파스크는 “회로에 적응성을 주기 위해, 우리는 T의 값이 xi=1일 때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

도록 그리고 xi=0일 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도록 편성했다. 그러므로, 회로는 자동적으로 그것

의 감도를 ci의 평균값에 맞추며 적응한다.”고 쓴다(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9). 하지만 여기에서 파스크의 서술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xi=1일 때에는 ci>T
이기 때문에 ci의 평균값에 T를 맞추기 위해서는 T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 값이 “감소하도록” 
한다면 반대로 T는 ci의 평균값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다. xi=0일 때에도 파스크의 서술을 따

르면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실제 뮤지컬러 시스템은 xi=1일 때 T를 높이고 xi=0
일 때 T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60.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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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연 연산자(delay operator), 즉 입력을 감지하는 시점들 사이의 간격이 핵심 

매개변수로 기능한다. 뮤지컬러 시스템의 메모리는 각각 여덟 개의 매개변수 값

을 저장할 수 있었고, 또 각각의 매개변수가 설정됨에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작

동하였는가를 기억하는 추가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었다. 이 추가 변수들을 활용

하여, 파스크와 동료들은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 여덟 개의 매개변수 값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선택 알고리즘은 두 가지 원칙을 따

른다. 첫째, 특성 필터를 통과한 신호가 적응 문턱값 장치를 잘 통과하게 해주는 

매개변수의 값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특성 필터의 매개변수 값을 선택함에 있

어 가장 높은 ‘성능 지수(figure of merit)’를 보이는 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이 성능 지수의 큰 변동이 없는 한 매개변수의 값을 너무 자주 바꾸지는 않는다. 

이는 성능 지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출력을 최적화하는 앞의 알고리즘을 보완하며 

시스템에 안정성을 부가해 준다.61

적응 문턱값 장치를 통과한 특성 필터의 출력값이 한 갈래의 신호를 구성하

고, 메모리 장치를 통해 최적화되는 특성 필터의 매개변수 값이 다른 한 갈래의 

신호를 구성한다. 이렇게 두 갈래의 신호는 뮤지컬러 시스템의 ‘시각 디스플레이

(visual display)’의 입력 신호가 되어 이 시스템이 어떤 조명 출력을 언제 내놓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62 여기까지 음성 입력에서 시각 디스플레이 출력에 이

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뮤지컬러 시스템의 작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

61. 조금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뮤지컬러 시스템은 i번째 필터에 대해 그 매개변수 yi

의 값에 의존하는 두 개의 값을 계산한다. 첫째, θ(yi)는 성능 지수(figure of merit)로, 매개변

수가 yi로 설정되어 있는 동안 적응 문턱값 장치의 출력 xi의 평균에 비례한다. 둘째, λ(yi)는 마

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재설정된 후 지난 시간에 비례하는 시간 변수이다. 메모리는 여덟 개의 매

개변수 각각에 대해, 해당 매개변수가 주어지는 동안의 θ(yi)와 λ(yi)를 계산하여 다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제 “전략은 이렇다. 만일 i번째 스위치가 yi의 [매개변수 값을 저장하는] 위치를 선

택했다면, 최소한의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대략 5초) 동안 거기 멈췄다가, λ(yi)와 θ(yi)를 점검

하여 λ(yi)+θ(yi)의 최대값에 상응하는 [매개변수 yi를 설정하는] 위치로 이동한다(최대값이 여럿

인 경우 임의로 선택한다).”(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0)
62. 이 중 특성 필터의 출력값이 시각 디스플레이가 조명 출력을 선택하는 시점을, 특성 필터의 

매개변수 값이 디스플레이가 선택하는 조명 출력의 내용을 각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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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뮤지컬러의 시각 디스플레이 출력은 다시 연주자에게 영향을 준다. “음악 

연주자는 …… 반드시 첫 번째로 시각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로 그가 보는 것에 맞추어 그의 퍼포먼스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63 공감각은 

이렇게 성취된다. 연주자는 뮤지컬러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

인 다음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자신의 음악을 조작한다. 

마찬가지로 뮤지컬러 시스템은 연주자가 제공하는 음악을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시각 디스플레이를 활용한다. 뮤지컬러가 

이처럼 연주자와의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적응 문턱값 장

치와 이를 보조하는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마련된 ‘지루함을 느끼는’ 

능력 덕분이다. 이 같은 알고리즘 덕분에, “어떤 입력도 없을 때 시스템은 점점 

민감해지고 어떤 조그마한 소리에도 반응하게 된다 ……. 다시, 반복적인 입력이 

주어질 때,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64 파스크가 말

한 것처럼, 뮤지컬러는 이제 공감각보다는 그것의 학습 역량 때문에 흥미로운 사

물이 되었는데, 이는 시각과 청각 사이의 공감각을 구현하는 것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장치의 학습 역량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완성된 것이다. 연주자의 음악은 복잡한 

전기 회로를 맴돌다가 디스플레이가 투사하는 조명의 형태로 연주자에게 돌아오

고, 연주자는 다시 자신의 음악을 회로에 입력한다. 그림 3.1에 나타난, 시각 디스

플레이에서 연주자(P)에게로 되돌아가는 점선을 포함하면, 뮤지컬러가 입력으로

부터 출력을 만들어내는 입·출력 시스템이 아니라, 신호의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작동하는 재귀성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 연

주자와 전기 회로로 구성된 뮤지컬러 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장치

는 연주자를 끌어들이고 또 연주자를 시스템 안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었고, 이 

결합이 안정화되고 나면, “연주자는 장치를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라기보다는 자

기 자신의 연장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65

63.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8.
64.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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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간과 기계 부품들을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해 제어하는 일은 결

코 쉽지 않았다. 파스크와 동료들은 1955년 볼턴 극장(Bolton’s Theatre Club)에

서 《달의 음악》(Moon Music)이라는 제목의 뮤지컬러 인형극을 상연한다.66 “하지

만 마리오네트들과 뮤지컬러의 동침은 불행한 일로 판명되었다. …… [인형들은] 

시스템 출력과 동기화하여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고, 리허설에서는, 그랬다. 첫 번

째 밤에, 그러나, (피드백 루프의 오작동으로 인해) 인간형 [인형들은] 스스로 산

산조각났고 팔다리가 관객들 사이로 흩어졌다.” 파스크는 회상을 이어간다. 인형

을 조종하는 실이 디스플레이와 엉커버리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무대 감독마

저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달의 음악》은 폐막했다. 우리에게 한 달치 극장 대

관료를 남긴 채로 말이다.”67 하지만 꼭 이런 해프닝이 아니었더라도 뮤지컬러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았다. 로젠은 뮤지컬러 공연을 실제로 관람한 사람들의 평가

를 다음과 같이 전해 준다. “아마 작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회를 나쁜 대본을 써서 날려버리는 대신 최

소한 경험 있는 작가를 기용했어야 한다. 발명에 대해서라면, 모든 일에는 시작

이 있는 법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눈이 트이기는 커녕 어떤 인상을 받

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음표의 주파수와 진폭에 대한 기계적 반응이 연주된 

음악의 표현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논평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68

65.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0, 86.
66. 파스크는 볼턴 극장에서의 공연을 1955년으로 기억한다(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1). 하지만 로젠은 파스크 아카이브에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볼턴 

극장에서 《달의 음악》을 상연한 것은 1954년 1월이고, 뮤지컬러의 발명 또한 파스크의 기억보

다 한 해 앞선 1952년이었다고 주장한다(Rosen, “The Control of Control”, p.105~106n18). 
로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본고의 논점은 아

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우선 파스크 자신의 기억을 따라 뮤지컬러 발명을 1953년, 《달의 음

악》 상연을 1955년으로 보았다.
67.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3.
68. Rosen, “The Control of Control”, p.82, 83에서 각각 재인용. 앞의 논평은 1954년 1월

에 『자유사상가』(The Freethinker)에 기고된 것으로, 이는 로젠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달의 음

악》이 상연되었던 시기이다. 뒤의 논평은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발레리 호벤덴 극장(Valerie 
Hovenden’s Theatre Club)에서 상연된 뮤지컬러 ‘야상곡’에 대한 작자 미상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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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평판이 파스크와 동료들이 뮤지컬러와 인간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달의 음악》

이 폐막한 뒤, 파스크는 뮤지컬러의 음악감독으로 함께 일해 왔던 피아니스트 존 

패리(Jone Parry)와 플루티스트, 무용수, 그리고 몇몇 연주자들을 더 포함하여 뮤

지컬 대신 연주회(concert performance)를 시도하는 쪽으로 뮤지컬러 무대의 연출 

방향을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스크와 패리는 연주자와 장치 사이에 “친밀감

(rapport)”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스템에 연주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를 부과하였을 때, 연주자의 기분은 나빠지기 마련인데, 한 번 ‘친밀감’

이 형성되고 나면 방해 요소에 대한 연주자의 허용 범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69 

이에 정신과 의사 존 클라크(John Clark)가 뮤지컬러 팀에 합류하여 파스크와 함

께 ‘친밀감’의 형성 및 안정화 기작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연주

자가 “시간 감각의 상실”을 겪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처음에는 자신의 연주와 조

명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실험해 보던 연주자가 ‘친밀감’의 형성 이후에는 더 이

상 그러한 대응을 의식하지 않게 되며, 처음에는 특성 필터가 인식할 수 있는 명

확한 범주들, 이를테면 음조와 템포 등을 조명으로 번역하는 데에 집중하던 연주

자가 나중에는 연주와 조명의 “분위기(mood)”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층위에 집중

하게 된다는 점을 관찰하였다.70 파스크와 클라크의 결론은 이랬다. “친밀감 발달

이 이 단계에 이르면, 연주자는 장치를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자

신의 연장(extension of himself)처럼 여기게 된다.”71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또다른 중요한 성취로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초기의 뮤지컬러는 그림 3.2의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프로젝션 휠

(projection wheel)을 이용해 조명을 만든 뒤 이를 천막 등을 배치해 연출한 무대 

공간에 투사하여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연출했다. 하

지만 뮤지컬러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에 파스크는 ‘전기화학적 디스플레이

69.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3.
70.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5~86.
71.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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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hemical display)’라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여 뮤지컬러에 이식한다. 이

것은 그림 3.2의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회전할 수 있는 프레임 위에 접시를 

부착한 다음 이 접시에 전해질 용액과 지시약(indicator)을 넣은 것으로, 파스크는 

뮤지컬러의 출력에 따라 이 접시에 연결된 전극을 통해 전기 자극을 가했고, 이 

자극이 용액의 수소이온농도(pH)를 국소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접시 위에 형형

색색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조명을 쬐어 무대

에 투사함으로써 뮤지컬러 디스플레이는 이전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신묘한 시

각적 패턴을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72 뮤지컬러 시스템이 전기 회로뿐만 아니라 

인간 연주자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스플레이의 개선은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

보다도 시스템의 내적 작동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비

72.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6.

그림 3.2. ― 뮤지컬러의 디스플레이 장치들

왼쪽은 초기 뮤지컬러 시스템의 프로젝션 휠. 오른쪽은 나중 뮤지컬러 시스템의 전기화학적 디

스플레이 장치. 그림의 우측 하단에 보이는 접시에 전해질 용액이 담겨 있고, 여기에 전기 자극

을 가하여 패턴을 만들어낸 뒤 이 패턴을 투사한다. 그림 출처: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1: Fig.27 (왼쪽), p.85: Fig.31 (오른쪽)을 모두 Dreher, “History 
of Computer Ar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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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또다른 흥미로운 발견이 같은 시기에 있었다. 관

객들이 모두 춤을 추는 무도회장에서는 관객들이 음악에 맞추어 소리를 내고 연

주자들은 관객의 반응을 살피며 연주를 하기 때문에, 피드백 루프가 연주자와 장

치 뿐만 아니라 관객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었다.73

“한 쪽 극단에서 순수한 예술 형식으로, 다른 쪽에서 주크박스를 위한 부속 

장치로”74 뮤지컬러를 개선해 보려는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개발

과 유지에 드는 비용과 이를 활용한 사업의 매출 사이의 간극은 점차 벌어져 갔

다.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러에 흥미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

하지는 않았다. 결국 1957년을 끝으로 뮤지컬러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

다.75 뮤지컬러 작업의 전개 과정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처음에는 음악을 

들려주면 조명을 비춰 주는 엔터테인먼트 장치로 출발했지만, 뮤지컬러는 의도하

지 않은 개선이 계속해서 누적된 덕분에 마지막에는 인간 연주자와 전기 회로를 

하나의 통합된 피드백 루프 안에서 조율하는 사이버네틱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는 일은 일

어나지 않았다. 음악극 무대 연출을 위해 기획된 시스템은 사이버네틱 실험 장치

가 되어 버렸고, 메트로놈을 만들던 회사는 컴퓨터 보조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는 

회사로 바뀌었으며, 늦게나마 예술과 발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우려 한 야

심찬 프로젝트는 결국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파스

크와 동료 발명가들 뿐만 아니라 흥미를 느끼거나 적응에 실패한 여러 연주자들

과 관람객들, 사이버네틱 시스템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섬뜩한 사고를 일으킨 마

리오네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계자의 의지를 때로는 증폭해내고 때로는 무력

화시키는 등 예상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행동한 뮤지컬러 메커니즘 등이 모두 이 

역사를 움직인 행위자들이었다.

파스크 작업의 핵심 테마는 이 같은 우연의 연속을 통해 만들어졌다. 뮤지컬

73.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8.
74.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6.
75.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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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파스크를 움직인 것은 심오한 철학도, 혁신적 과

학도, 급진적 미학도 아닌 공감각 개념을 둘러싼 엔터테인먼트적 관심이었다. 하

지만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각과 청각의 연동이라는 기존의 과제는 인간과 기

계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번역되었다. 서로 다른 감각들 사이를 매개한다

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과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상

이한 ‘감각 양태’ 사이의 종합을 추구하는 ‘공감각(synaesthesia)’이 오직 한 사람

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뮤지컬러는 인간과 기계 사이

의 친밀감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상이한 ‘존재 양태’ 사이의 종합을, 요컨대 인

간과 기계 사이의 ‘공통 감각(common sense)’을 구성한다. 뮤지컬러와 함께 다시 

정의된 문제의식에 힘입어 파스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네틱스의 이론적 함

의에 천착하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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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고리즘에 대한 거부

화학적 컴퓨터, 1958~1961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파스크에 따르면, 고든 파스크는 1950년대 초, 그가 아직 

학부생이었던 시절, 케임브리지에 방문한 노버트 위너를 만나 사이버네틱스에 대

해 알게 되었다. 그 때 파스크는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것,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신경계를 재현하는 것”인 사이버네틱스야말로 “그가 

하고 싶었던, 그러나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몰랐던 바로 그 과학”이라는 것을 느

꼈다.76 사이버네틱스에 대해 파스크가 경험한 강렬한 끌림은, 뮤지컬러가 사이버

네틱 메커니즘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는 없지만, 파스크의 회사 이름이 ‘사이레넬’에서 ‘시스템 리서치’로 바뀐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77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노래를 부르며 어부들

을 유혹하는 환상의 존재 ‘세이렌’의 이름을 빌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는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기반하는 사설 연구 기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파스크가 처음으로 공학 분야의 논문을 출판한 것은 1957년이었으며, 이듬해

인 1958년에는 벨기에 나뮈르(Namur)에서 열린 제 2회 국제 사이버네틱스 회의

에서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된다.78 이 회

76. 엘리자베스 파스크의 미출간 회고록을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313에서 재인

용. 엘리자베스 파스크는 앞 장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사이레넬의 공동 창립자 엘리자베스 풀과 

동일 인물이다. 고든과 엘리자베스 파스크는 1956년에 결혼하였다.
77. 이 논문의 3장을 참조.
78. Glanville, “Publications and Projects”,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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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메이시 회의의 서기였던 공학자 하인츠 폰 푀르스터는 새로이 출범한 자

신의 생물학적 컴퓨터 실험실(BCL)에 합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가 「생물학

적 컴퓨터의 설계에 있어서의 몇 가지 측면들」(“Some Aspects in the Design of 

Biological Computers”)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뒤, 사람들은 그에게 “한 시

간쯤 전에 완전 기막힌 사람이 비슷한 발표를 하는 걸 들었다”며 그를 한 번 만

나보라고 종용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폰 푀르스터는 

“벌떼 같은 군중”에 둘러싸인, “검정색 더블 재킷 안에 흰 셔츠를 입고 나비넥타

이를 맨 요정 같은 남자”를 발견한다. 이것이 폰 푀르스터와 파스크의 첫 만남이

었다. 그 날, 두 사람은 로스 애쉬비 그리고 스태퍼드 비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파스크는 곧바로 BCL에 합류해 달라는 폰 푀르스터의 요청을 수락한다.79

‘생물학적 컴퓨터’를 다루는 연구를 기획하고 있었던 폰 푀르스터에게 이미 

‘유기적 제어’의 개념과 씨름하고 있었던 파스크는 최상의 파트너였다. 이 주제

에 관한 파스크의 연구는 늦어도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케임브리지 시절

에 파스크와 교분을 맺은 스태퍼드 비어는 이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 인물이다.80 비어는 1956년 혹은 1957년 무렵 파스크의 집에서 그가 만

든 “콜로이드 장치”를 이용한 실험에 함께 했다고 회상하면서, 이 장치가 셰필드

(Sheffield)에서 진행 중이었던 비어 자신의 실험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이 

때부터 둘이 노트를 교환하며 서로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고 말한다.81 비

79. von Foerster, “On Gordon Pask”, p.36~38.
80. Beer, “A Filigree Friendship”, p.551.
81. Beer, “A Filigree Friendship”, p.553~554. 여기에서 비어가 언급한 그의 실험은 문자 그

대로 ‘생물학적 컴퓨터’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비어는 쇳조각을 먹인 물벼룩(Daphnia) 군집에 

‘입력’으로 자기장을 걸어 준 다음, 물벼룩이 이에 반응하여 행동함에 따라 생기는 군집의 밀도 

분포를 전기 장치를 통해 ‘출력’으로 감지함으로써 물벼룩 군집이 그 자체로 하나의 ‘블랙박스’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만들고자 했다(Beer, Cybernetics and Management, p.162). 이 실험

은 나중에 피커링의 표현을 빌자면 연못에 사는 물벼룩 군집과 같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적응

성 시스템에 …… 완전히 자동화된 적응성 공장의 두뇌 역할을 맡기는” 작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Pickering, “Beyond Design”, p.477). 그 외에도 여기에서 언급된 비어와 파스크의 작업이 갖

는 연관성과 의의 등에 대해서는 Pickering, “Beyond Design”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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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1956년에는 파스크에게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거장인 로스 애쉬비를 소개시

켜 주기도 했다. 물론 “환기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암시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파

스크와 “꼼꼼한” 성격의 애쉬비가 첫 만남 이후 곧바로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말

이다.82 좌우간 비어는 파스크가 사이버네틱스에 발을 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도

움을 준 인물이었다. 파스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유기적 제어’를 다루는 초

기 작업 또한 비어에게 부분적으로 빚을 지고 있으니 말이다.83

1958년, 다시 말해 나뮈르에서 파스크와 비어가 폰 푀르스터를 처음 만났던 

그 해에 출판된 파스크의 논문 「유기적 제어와 사이버네틱스 방법론」(“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은 비어와의 지적 교류의 결실이었다. 파스

크는 이 논문에서 간단한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공장의 관리자가 은퇴를 맞아 

자신의 역할을 사이버네틱 장치에게 넘기려 하는데, 네 사람의 사이버네티션이 

그에게 자신이 만든 장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사

이버네티션은 “산업에는 생명력이 없으며, 그가 어떤 환상에 빠져 있건, 아마 그

리고 필시, 관리자는 컴퓨터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가정한다.” 이들과는 대조

적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버네티션은 스태퍼드 비어가 1958년 국제 사이

버네틱스 회의에서 제안한 것처럼, 산업은 유기적 존재이며, 유기적 제어 메커니

즘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한다.”84 

네 사람 중에서 파스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마지막 사이버네티션이었다. 

“네 번째 사이버네티션은 유기적 관점을 채택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유기체의 요소들처

럼, 어떤 것이든 명확하게 정의된 기능을 결여한다. 대신 그것들의 기능은 그 발

달에 따르는 결과로서 주어진다.”85 파스크가 네 번째 사이버네티션의 입을 빌어 

82. Beer, “A Filigree Friendship”, p.553.
83. 물론 이 문장의 역 또한 성립한다. 비어는 파스크가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만큼이나 파스크

의 작업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나중에 비어의 “멘토” 워런 매컬러치를 그에게 소개시

켜 주는 것도 파스크이기 때문이다(Beer, “A Filigree Friendship”, p.553).
84.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57.
85.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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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안정성과 미완결성이다. 

메커니즘은 ‘기능 없는 질료(functionless material)’의 덩어리에서 출발하는데, 여

기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이 덩어리가 구조를 갖추어 나

가며 제어 메커니즘의 ‘부품(element)’을 만들어 나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 번 부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부품은 원래의 기능 없는 질료로 되돌아가려

는 경향을 갖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품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재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86 모든 부품들은 에너지를 지

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차단당해 

기능 없는 질료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된다. 사용자

는 이 같은 특징을 활용하여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을 최적화할 수 있다. 메커니

즘이 작동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 때, 사용자는 에너지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구조

를 안정화할 수 있다. 반대로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

자는 에너지 공급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현재의 구조를 망가트리고 새로운 구조

의 출현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사이버네티션의 제안을 따르는 경우 공장의 관리자는 그림 

4.1에 나타난 것처럼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산업(the industry)’이 제

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

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장치를 최적화하게 된다. 세 번째 사이버네티션과의 인터뷰 

도중, 관리자는 공장을 관리하는 일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과 비슷하다”

고 이야기한다.87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본적으로 우연과 그에 따른 임

기응변의 연속이며, 이 같은 세계의 우발성 앞에서 “계산 이론을 사용하는 첫 번

째 사이버네티션과 그의 통계적 이론을 사용하는 두 번째 사이버네티션”이 제시

하는 단순화된 컴퓨터 모델은 무용지물에 가깝다.88 하지만 유기적 제어 메커니

즘은 관리자와 협력 게임을 지속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구조화된 영역에서 관

86.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61.
87.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58.
88.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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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가 승인하는 행동 패턴을 창출할 것이고,” 마침내 “관리자는 이제 제거될 수 

있고 어셈블리지는 산업 안에서의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의 역할을 할 것이다.”89

공장을 경영하는 일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관리자의 

표현이 단순히 경영 업무가 다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공장 관리자를 ‘키

잡이(χυβερνήτης)’에 비유함으로써 이 사고 실험을 사이버네틱스 자체에 대한 일

종의 인식론적 논평으로까지 확장시킨다. 디지털 컴퓨터와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

의 가장 큰 차이는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정도에 있다. 디지털 컴퓨터 알고리즘

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그 작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데에 비해,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은 그 작동 방식을 미리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동하고 있는 와

중에도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의 작동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결여한 채로 어떻게 유기적 제어 메커

니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90 파스크의 대답은 그와 같은 지식의 결여야말로 

89.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69.
90.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0.

그림 4.1. ―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의 작동 도식.
왼쪽은 공장의 관리자가 전류 제한기(current limiter)를 사용하여 메커니즘에 개입하는 상황을, 
오른쪽은 관리자가 메커니즘에 모종의 행위를 직접 행사하는 상황을 각각 가정한 것이다. 두 경

우 모두 관리자는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산업(the industry)’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

들을 해결하며,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출처: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68: Diagram 1 (왼쪽), p.169: 
Diagram 2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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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파스크는 “관찰 대상과

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과학적 관찰자(scientific observer)와 일반적으로 대상

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하려 시도하는 참여적 관찰자(participant observer)를 구

별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91 과학적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미리 확립된 자신

의 언어 체계 안으로 포섭하려 한다면, 사이버네티션은 대상과 대화하며 “그와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며 이루는 보다 거시적인 시스템(macrosystem)에 속하는 공

통 언어를 …… 만들어 나간다.”92

파스크의 연구는 폰 푀르스터와의 작업을 통해 진전을 이룬다. 1958년 11월 

영국 국립 물리학 연구소(NPL, National Physical Laboratory)에서 열린 학술대회

에서 파스크가 발표한 「개념의 성장에 대한 물리적 유비」(“Physical Analogues to 

the Growth of a Concept”)에서는 실물로 구현된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의 모습이 

공개되고, 이듬해 5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네트워크의 박물

학」(“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에서는 이 메커니즘의 기술적 세부 사항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사이버네틱스 방법론에 대한 파스크의 보다 

발전된 견해가 전개된다.93 이 장치는 1961년에 간행된 파스크의 첫 단행본 저서 

『사이버네틱스 입문』(An Approach to Cybernetics)에도 등장한다. 이 책에서 파스

크는 그동안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이나 ‘전기화학 어셈블리지’처럼 다소 모호한 

이름으로 일컬어 왔던 이 장치에게 ‘화학적 컴퓨터(chemical computer)’라는 짧고 

91.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2~173.
92.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1.
93. 폰 푀르스터는 파스크가 BCL에 실제로 합류한 것이 나뮈르 회의로부터 한두 달 후였다고 

회고한다(von Foerster, “On Gordon Pask”, p.38). 나뮈르 회의가 1958년 9월에 있었기 때

문에, 같은 해 11월 영국에서 발표된 「개념의 성장에 대한 물리적 유비」는 파스크가 일리노이

에 도착하기 전 영국에서 진행한 작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글에서 파스크는 영

국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나눈 비어와 애쉬비의 연구를 많이 인용하는 데에 비해 폰 푀르스터의 

연구를 인용하지는 않는다. 반면 「네트워크의 박물학」은 해당 글 첫 페이지의 각주에서 글을 쓰

는 동안 저자가 BCL의 방문조교수였다고 밝히는 것, 폰 푀르스터와 역시 미국인이며 BCL 설립

에 큰 영향을 끼친 매컬러치 등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 그리고 폰 푀르스터가 직접 이 글을 준

비하고 발표한 과정에 대해 회고하는 내용(von Foerster, “On Gordon Pask”, p.38) 등으로 

미루어볼 때 확실히 BCL에서의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다.



- 45 -

직관적인 이름을 준다.94 이 문헌들을 참조하며, 「유기적 제어와 사이버네틱스 방

법론」에서는 대강의 작동 원리만이 제시되었던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 혹은 ‘화학

적 컴퓨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4.2는 이 장치의 구조를 보인 도식이다. 장치는 그림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자리한 두 개의 평면으로 구성된다. 위쪽 “저항–축전량 네트워크(resistance–

capacitance network)”는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energy supply network)”로 아래

94. Pask, An Approach to Cybernetics, p.105~108.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은 비어 등의 작

업물을 포함하는 개념적 범주인 데에 비해 ‘전기화학 어셈블리지’와 ‘화학적 컴퓨터’는 파스크가 

실제로 구현한, 황화철 용액에 전극을 담가 비정형의 철 가닥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작동하

는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의 한 사례를 칭하는 이름임에 유의하라.

그림 4.2. ― 화학적 컴퓨터의 구조 도식

위쪽의 저항 축전량 네트워크로부터 증폭기(A=Amp)를 통해 황화철 용액이 채워진 아래쪽의 

신호 네트워크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아래쪽 용액에 전류가 흐름에 따라 이온화되어 있던 철이 

전류가 흐르는 경로 주위로 가닥 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출처: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47: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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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위치한 “신호 네트워크(signal network)”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아래쪽에 있

는 신호 네트워크는 황화철(ferrous sulphate) 용액으로 채워져 있다. 위쪽의 에너

지 공급 네트워크에 전류 θ가 흐르면 이 네트워크의 각 부분에 연결된 증폭기

(amplifier)가 작동함에 따라 아래쪽의 황화철 용액 평면에 전극(electrode)을 형성

한다. 일단 전극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온화된 상태로 용해되어 있던 철 성분이 

전류를 따라 모이며 “가닥(thread)” 형상 구조물을 만들어나간다.95 그림 4.3은 이 

장치가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유리 탱크(C)에 채워진 황화철 용

액에 전선(A)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전극(B)이 도입되면서 그 주위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D)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가닥 구조(E)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96

전해질 용액에 전기 자극을 가해 형태를 가진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이 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림 3.2의 오른쪽에 보인 뮤지컬러의 ‘전기화학적 디

스플레이’와 유사하다. 전기화학적 디스플레이와 전기화학적 컴퓨터, 둘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를 확실하게 알아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1956년 혹은 1957년에 

이미 이 장치가 자신의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깨달

았다는 스태퍼드 비어의 회고를 떠올려 보면, 뮤지컬러의 전기화학적 디스플레이 

개발과 화학적 컴퓨터 연구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97 뿐만 아

니라, 사이버네티션인 피터 카리아니(Peter Cariani)가 지적하는 것처럼 화학적 컴

퓨터와 뮤지컬러의 전기화학적 디스플레이를 차치하더라도, 자기조직성을 가지는 

장치를 개발하려는 “초기의 시도 중 다수가 …… 대개 모세관이나 접시 안의 (황

산, 질산 등) 산성 환경에 담긴 (철, 주석, 은 같은) 금속 구조물에 전류를 통과”

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20세기 초 생리학자 랄프 릴리(Ralph S. Lillie)

가 제안한 후 1950년대까지도 신경 작용을 물리적으로 모형화하는 데에 자주 쓰

95.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47~248.
96. Pask, “Physical Analogues to the Growth of a Concept”, p.919.
97. Beer, “A Filigree Friendship”, p.553~554. 뮤지컬러의 전기화학적 디스플레이는 프로젝

트의 막바지에 도입되었는데, 로젠은 이 시기를 1956년에서 1957년 사이로 추정한다(Rosen, 
“The Control of Control”,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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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화학적 컴퓨터의 실제 모습

유리 탱크(C)에 채워진 황화철 용액에 전선(A)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전극(B)이 도입되면서 

그 주위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D) 그리고 이 같은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가닥 구조(E)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출처: Pask, “Physical Analogues to the Growth of a 
Concept”, p.919: Fi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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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철사 모형(iron–wire model)’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었다.98 요컨대, 개념의 

형성이나 공장의 제어와 같은 정보 처리 과정을 용액에 담긴 금속 구조물을 사

용하여 모형화하는 작업을 한 동시대인은 파스크 혼자만이 아니었다.

화학적 컴퓨터의 진정으로 독특한 점은 그 재료보다는 개념이었다. 카리아니

는 파스크의 화학적 컴퓨터가 ‘자신의 고유한 지각 범주(perceptual categories)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적응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역량을 

갖춘 장치를 구축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장치

를 비슷한 질문을 던진 바 있는 애쉬비의 작업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킨다.99 앤드

류 피커링 역시 파스크의 화학적 컴퓨터가 비어의 생물학적 컴퓨터와 함께 미리 

주어진 ‘설계(design)’에 따라 작동하는 대신 스스로의 작동 방식을 만들어나가는 

장치라는 점에서 애쉬비가 개발한 사이버네틱 장치인 ‘호메오스탓(Homeostat)’을 

계승한다고 보았다.100 비어 또한 화학적 컴퓨터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파스크

와 비어 두 사람이 “애쉬비의 초안정성(ultrastability) 개념에 감명받아 있었다”고 

회고하며 애쉬비가 이 작업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101 애쉬비의 

호메오스탓이 설계의 층위에서 어떤 목적도 미리 부여받지 않은 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정 작용을 반복하며 항상성 유지 메커니즘으로 발달하는 것처

럼, 파스크의 화학적 컴퓨터 또한 설계 대신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 스스로의 

메커니즘을 확립해 나간다.102 그러므로 화학적 컴퓨터는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에 

대한 앤드류 피커링의 서술을 예증하는 사례이다. 환언하면 이 장치는 파스크가 

비어와 함께 애쉬비를 필두로 하는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화학적 컴퓨터는 나중에 폰 푀르스터와 파스크가 함께 주도하게 

98. Cariani, “To Evolve an Ear”, p.21~22.
99. Cariani, “To Evolve an Ear”, p.20.
100. Pickering, “Beyond Design”. 
101. Beer, “A Filigree Friendship”, p.554.
102. 애쉬비의 호메오스탓 연구와 초안정성 개념이 탄생하는 과정 및 그 함의에 대한 선행 연

구로 고규흔, 「애쉬비의 인공 뇌, 호메오스탓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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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2차 사이버네틱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예비하고 있다. 일리노이에서 폰 푀

르스터와 함께 공부하며 쓴 「네트워크의 박물학」에서 파스크는 두 종류의 관찰

자를 구별한다. 어떤 현상을 마주했을 때, 첫째 범주에 속하는 “어떤 관찰자들, 

전문적 관찰자들(specialized observers)로 정의될 수 있는 범주의 관찰자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이 활동을 제어하고 싶어 

한다.” 반면, 둘째 범주의 관찰자, 즉 “박물학자(natural historian)”는 전문적 관찰

자들과 다르게 “절대적인 것(the absolute)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게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성취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적합성 기

준으로 채택한다. …… 그는 오직 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논한다.”103 여기에

서 말하는 전문적 관찰자의 관점은 관찰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먼저 상정하고 

이 시스템의 바깥에서 이것을 관찰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폰 푀르

스터가 ‘관찰된’ 시스템의 사이버네틱스라고 표현하는 1차 사이버네틱스의 관점

에 해당한다. 반면 박물학자의 관점은 관찰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구체적인 상호

작용을 우선 의식하고 대상의 내적 진리가 아닌 이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나중에 폰 푀르스터가 ‘관찰하는’ 시스템의 사

이버네틱스라고 표현하게 될 2차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을 예비한다.

「네트워크의 박물학」에서 파스크가 제안하는 전문적 관찰자와 박물학자의 개

념은 이미 그가 「유기적 제어와 사이버네틱스 방법론」에서 각각 과학적 관찰자

와 참여적 관찰자라는 이름을 붙였던 개념에 대응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먼젓

번에 쓴 논문에서 파스크가 참여적 관찰자의 관점이야말로 사이버네티션이 취해

야 할 태도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intuitively I feel)”104고 말할 수밖에 없

었던 것과 달리, 「네트워크의 박물학」은 사이버네틱스가 왜 전문적 관찰자가 아

닌 박물학자의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논한다는 점이다. 논문에서 파

스크는 ‘기준틀(reference frame)’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이는 관찰 대

상에 관한 관찰자의 “진술들이 하나의 공통 언어 안에서 연관되는 지식의 일체”

103.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33~234.
104.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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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컫는다.105 전문적 관찰자들은 동류의 관찰자들끼리, 즉 이를테면 물리학자

들끼리 혹은 생물학자들끼리 미리 합의된 단일한 기준틀을 공유하며, 이에 따라 

오직 이 기준틀에 맞추어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형식화된 특성들만을 관찰 대

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박물학자는 이 기준틀을 매번 새롭게 

만들어 내는데, 그의 기준틀은 오직 박물학자 자신과 관찰 대상 혹은 ‘네트워크’ 

사이에서 수립된다.106 때문에 박물학자의 기준틀은 관찰 결과에 따라 계속 변화

를 겪으며,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반

영하는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다. 그 대신 박물학자의 기준틀은 서로 다른 맥락

에 처한 관찰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생물학 등이 산출하는 것과 같은 일반화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파스크는 전

문적 관찰자가 이미 잘 알려진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 더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작동 원리의 측면에서 어떠한 ‘불변량(invariant)’도 갖

지 않는 자기조직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직 박물학적 접근만이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쉽게 말해, 해부학이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인간의 자기조

직화하는 특징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말을 거는 수밖에 없다. 전문적 관

찰자가 해부학자에 가깝다면 박물학자는 대화를 거는 사람에 가깝다.107 이 맥락

에서 화학적 컴퓨터는 전문적 관찰자의 방법론으로는 결코 다룰 수 없으며 박물

학적 방법론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즉 ‘네트워크의 박물학’으로 새로이 규

정되는 사이버네틱스 영역에 고유한 대상의 한 사례로 다루어진다. 폰 푀르스터

와의 시간은 이처럼 발명가의 직관적 언어에 의존하던 파스크에게 사이버네티션

의 논증적인 언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화학적 컴퓨터와 ‘박물학’의 방법론은 또한 파스크가 동시대 정보과학의 주

류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화학적 컴퓨터와 전자 컴퓨터

105.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33.
106. 여기에서 파스크는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임의의 상호연결되어 있으

며 어느 정도 활성을 보이는 물리적 실체들의 집합을 함의하는” 뜻으로 사용한다(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32).
107.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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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정보 이론의 주류와 파스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 컴퓨터의 

경우 모든 신호는 전선을 통해 전달되며, 회로의 배열은 회로에 속하는 각 부분

들의 역할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 전기 회로는 논리 회로의 물리적 구현이며, 전

기 회로와 논리 회로는 상호 환원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자 컴퓨터의 개발자들은 

장치의 실제 작동을 단순한 논리들의 복합적 연쇄, 즉 ‘알고리즘(algorithm)’으로 

환원할 수 있다. 반면, 화학적 컴퓨터는 장치의 사용자는 물론 개발자에게도 자

신의 논리 회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화학적 컴퓨터에게는 입력과 출력이 존재하

지만, 이 장치가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므

로 전자 컴퓨터가 하나의 장치에서 만들어진 논리 연산을 다른 장치에 자유롭게 

이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화학적 컴퓨터는 오직 하나뿐이다. 요컨대, 화학적 컴

퓨터는 ‘알고리즘에 대한 거부’를 표방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화학적 컴퓨터가 사이버네틱스 역사의 요충지

에 자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장치는 한편으로 애쉬비에서 출발해 비어와 

파스크를 통해 이어지는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매개하는 연결 고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파스크가 폰 푀르스터를 비롯한 BCL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

서 2차 사이버네틱스 특유의 사고방식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그리고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수행적 철학과 2차 사이버네틱스의 구성주

의 사이에서, 화학적 컴퓨터는 실재적 작용이 상징 논리로 환원될 수 있다는 착

각을 불러일으키는 섀넌과 위너 식의 형식화된 정보 이론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화학적 컴퓨터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는 아니다. 이 장치의 역사는 사이버네틱스 자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파스크 

개인의 문제의식이 동시대 사이버네틱스 담론과 조응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화학적 컴퓨터를 파스크의 개인적 문제의식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매개물로 바라보면, 다시 한 번 이 장치와 뮤지컬러 사이의 관계

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 사이의 물리적 유사성이 아닌 개념적 

유사성이 핵심 주제가 된다. 「유기적 제어와 사이버네틱스 방법론」의 한 대목에

서, 파스크는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을 채택한다는 것은 곧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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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공통 언어’를 구축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임을 지적하며 “이 

같은 공통 언어를 사용하기에 사이버네티션은, 예컨대, 정신과 의사들이 구술적

으로 채택하는 방법론과 같은, 인터뷰 방법론에 기댄다”고 말한다.108 즉 사이버

네티션은 마치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함께 친밀감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처럼 자신이 탐구하는 시스템과 안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런

데 파스크가 이 대목에서 정신의학 방법론에 대한 그의 이해의 출처로 “가이스 

병원 요크 진료소의 J. 클라크 박사”를 인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9 

존 클라크는 《달의 음악》 상연이 끝난 후 뮤지컬러 개발 팀에 합류해 파스크와 

함께 뮤지컬러와 연주자 사이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한 인물로, 두 사

람은 함께 뮤지컬러 장치와 연주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단계에 접어들고 

나면 “연주자는 장치를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연장처럼 

여기게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바 있었다.110 「유기적 제어와 사이버네틱스 방법

론」에서 파스크가 사용한 표현을 빌면, 뮤지컬러 사용자는 “그와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며 이루는 보다 거시적인 시스템에 속하는 공통 언어를 …… 만들어 나간

다.”111 이 ‘공통 언어’는 상징, 논리, 인간의 언어가 위치하는 추상의 단계를 벗

어나 실재적 상호작용의 층위에 자리하는 것이므로, 이 단어를 ‘공통 감각’으로 

바꾸어 읽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화학적 컴퓨터가 일견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 등과 무관해 보임에도 불구하

고 이 장치가 뮤지컬러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감각의 개념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파스크가 시카고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네트워크의 박물

학」을 발표한 직후, 세션의 의장을 맡은 수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파

스크에게 전기 신호 외에도 이를테면 pH 같은 다른 자극 형태에 반응하는 화학

적 컴퓨터를 만든 적이 있냐고 물었다. 파스크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는 귀(ear)

108.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2.
109.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2n1.
110.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6.
111.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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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었고 또 자기 수용체(magnetic receptor)를 만들었습니다. 귀는 두 개의 

주파수를 구별하는데, 하나는 50cps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100cps에 해당합니

다. …… 귀는, 우연하게도, 말하자면 귀처럼 생겼어요. 이건 가닥 구조 안의 틈

인데 그 안에 자극 주파수에 공명을 일으키는 섬유를 갖고 있습니다.”112 뒤이어 

다른 질문자가 이 장치가 감각 기관(sense organ)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파스크는 이렇게 덧붙인다.113 “이제, 이런 종류의 장치가 감각 기관들을 만들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시적인데요, 왜냐하면 감각 기관은 말하자면 장치와 그 환

경 사이의 경계를 특정해준다는 의미에서 특수한 구성품이고, 또 만일 장치가 자

기만의 감각 기관을 그것의 자재(building material)로부터 구성해낸다면 이 경계

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114 스태퍼드 비어는 파스크가 처음 ‘귀’를 

만들었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한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애쉬비의 초안정성 개념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든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 물

건이 소리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이라고 

해보면 어떨까?’”115 이렇게 그들은 ‘귀’를 만들었다. 이 일화는 파스크가 사이버

네티션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감각의 기계적 구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12.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61. 여기에서 ‘cps’는 ‘초당 회전수(cycle 
per second)’를 말하는 것으로, 1cps는 1Hz, 즉 1초당 1회의 진동과 같다.
113. 질문자는 케임브리지 대학 킹스 칼리지에 소속된 바스틴(Bastin)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은 아마 파스크의 친구인 물리학자 에드워드 윌리엄 바스틴(Edward William Bastin)일 것이다. 
파스크는 화학적 컴퓨터를 다룬 논문 중 한 편에서 그와의 “매우 긴밀한 협업(the very close 
cooperation)”에 대해 감사를 표한 적이 있다(Pask, “Physical Analogues to the Growth of 
a Concept”, p.915).
114.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62.
115. Beer, “A Filigree Friendship”, p.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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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제어를 향하여

사이버네틱스, 연극과 건축, 1963~1969

1963년, 연극 연출가 조안 리틀우드와 건축가 세드릭 프라이스는 파스크에게 ‘펀 

팰리스’라는 이름의 실험적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파스크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같은 해 펀 팰리스 프로젝트는 파스크를 의장으로 하는 ‘펀 팰

리스 사이버네틱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116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런던 

동부 뉴엄 구(Borough of Newhan)에 있는 밀 미즈(Mill Meads) 지역 일대를 부

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 공무원들이 빗물 저수 시설을 이 자리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해 버렸고, 그 뒤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다가 끝을 보

지 못하고 종료되었다.117 비록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고 말았지만, 펀 팰리스 계

획은 20세기 영국 문화사의 중요한 장면들 중 하나로 남았다. 건축 연구자 스탠

리 매튜즈(Stanley Mathews)의 표현에 따르면 “비틀즈, 메리 퀀트(Mary Quant)의 

미니스커트, 스윙잉 런던의 시각적 스펙터클의 그것에 맞먹는 생명력, 에너지, 그

리고 독창성”을 갖춘 펀 팰리스 프로젝트는 “그와 같이 피 끓는 시절 영국 사회

의 변화하는 특징을 반영했지만, 거기에 더해 사회 변혁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

용하기도 했다.”118

116. Littlewood, Joan’s Book, p.496.
117. 빗물 저수 시설은 결국 건설되지 않았고, 지금 이 부지에는 런던 올림픽 수영 경기장이 

자리하고 있다. 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40, p.47n2.
118. 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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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 팰리스는 리틀우드의 오랜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매튜즈의 서술에 따르

면 “리틀우드는 오랫동안 새로운 종류의 극장을 꿈꿨다. …… 무대들, 배우들, 그

리고 관객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수행성(pure performativity)의 극장을, 사

람들이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참가자로서 극장의 초월과 번혁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브리콜라주의 공간을” 리틀우드는 상상하고 있었다.119 이 꿈은 “일차적

으로 건축 형태(built form)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규범적 건축 실천의 전

경과 배경을 반전시키는”120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젊은 건축가 세드릭 프라

이스와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는다. 두 사람은 자신의 분야가 기존의 사회 질서

를 습관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었다. 리틀우드

는 씨어터 워크숍(Theatre Workshop)을 통해 관습화된 연극 형식을 무력화함으

로써 예술을 사회 변혁의 디딤돌로 삼고자 했고, 프라이스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기능과 작동의 측면을, 그리고 특히 시간성의 차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축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121

사이버네틱스 소위원회의 결성과 동시에 리틀우드와 프라이스에 이어 펀 팰

리스 계획의 “세 번째 주요 인물이 된”122 파스크는 분명 이들과 통하는 바가 있

었다. 세드릭 프라이스는 이렇게 회고한다. “내가 조안 리틀우드의 펀 팰리스 건

축가로 임명된 1960년에, 나는 고든을 떠올렸고 조안 역시 마찬가지였다.”123 두 

사람은 이미 파스크를 알고 있었다. 리틀우드는 1950년대 당시 뮤지컬러 프로젝

119. 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39~40.
120. 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42.
121. 펀 팰리스 이전까지 프라이스와 리틀우드 두 사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Mathews, From Agit–Prop to Free Space의 1장과 2장을 각각 참조. 리틀우드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허순자, 「조안 리틀우드와 씨어터 워크숍의 연극 작업」을 참조. 다른 한편으로, 리틀

우드와 프라이스의 문제의식이 동시대에 활동 중이었던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Situationist 
International)’의 사고와 일맥상통했음을 떠올릴 수 있다. 정확한 영향 관계를 추적하기는 어렵

지만, 실제로 리틀우드와 프라이스는 모두 스코틀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상황주의자인 알렉산더 

트로키(Alexander Trocchi)와 가까운 사이였으며(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41), 상황주의 운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22. Mathews, From Agit–Prop to Free Space, p.75.
123. Price, “Gordon Pask”,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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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대해 알고 있었고, 파스크가 화학적 컴퓨터 작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개인적

인 친분을 맺었다.124 프라이스는 파스크와 케임브리지 대학 동문 사이로, 두 사

람은 1950년대 초반에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프라이스 또한 리틀우드와 마찬가지

로 화학적 컴퓨터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125 이런 상황에서, 고착된 형식의 제

약을 벗어던지고 구체적인 상황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상호작용적 환경을 구성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펀 팰리스 프로젝트가 수학적 상징 형식에 귀속되는 알

고리즘 연구 대신 상호작용에 대한 ‘박물학적’ 연구야말로 사이버네틱스가 나아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주장을 펼친 파스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었다.

1964년, 파스크의 시스템 리서치와 리틀우드의 씨어터 워크숍의 합동 세미나

에서, 파스크는 「사이버네틱 극장을 위한 제안들」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발표한

다.126 이 제안서에서 파스크는 연극을 제어 시스템의 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비록 고정된 플롯의 존재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연극이 상연될 때 관객은 연극에 대해 나름대로의 반응과 평가를 수행하며, 배우 

또한 관객의 호응 및 전반적인 ‘분위기(mood)’에 따라 목소리와 표정, 애드립 등 

퍼포먼스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간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 때문에 연극은 비슷

한 엔터테인먼트 형식이라 하더라도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 등과 구별된다. 파

스크는 연극만이 갖는 이 같은 특징에 주목하면서, 보다 명시적으로 배우와 관객 

124. 사실 리틀우드와 파스크의 관계는 더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리틀우드에 따르면 파스

크는 1946년에 리버풀에서 리틀우드의 씨어터 워크숍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리틀우

드는 파스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 뮤지컬러 작업이 진행 중일 때 리틀우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뮤지컬러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소식 또한 들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은 리틀우드의 회고를 바탕으로 하면 뮤지컬러 프로젝트 종료 

이후이며 화학적 컴퓨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이므로 대략 1950년대 후반 무렵일 것이

다. Littlewood, “Gordon Pask”를 참조.
125. Price, “Gordon Pask”, p.165.
126. Pask, “Proposals for a Cybernetic Theatre”. 이 원고는 따로 출판되지 않았다. 그 대

신 폴 팽게로(Paul Pangaro)의 홈페이지에서 이 제안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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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연극 형태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배우

와 관객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극의 진행과 각자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하나의 연극 상연은 그러므로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다.”127 파스크의 주장은 

연극을 사이버네틱스화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이버네틱 극장은 연극 형식 자

체에 내재한 잠재성을 끌어내기 위해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그에 따르면 

연극 예술이 “전적으로 변하지 않는 대본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미학적인 게 

아니다.”128 파스크의 사이버네틱 극장은 이처럼 연극 예술의 잠재성을 옭아매고 

있는 ‘미학적이지 않은’ 제약 조건을 덜어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제안서에서 파스크는 우선 배우 두 명만이 출연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를 가

정하여 그림 5.1과 같이 사이버네틱 극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인다. 이 극장에서 

관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무대에 개입한다. 첫째는 ‘정체화(identification)’를 

통한 개입으로, 관객은 버튼을 눌러 두 배우가 맡은 역할 A와 B 중 한 쪽으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일단 A와 B 중 한 쪽으로 자신을 정체화한 관객에게는 또다

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무대 위

에서 취하는 행동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관객은 

버튼을 눌러 자신이 고른 역할의 행동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객에게는 헤드폰을 통해 자신이 정체화한 역할에 

관한 ‘메타 정보(metainformation)’가 제공된다. 배우와 관객 외에 둘 사이를 중재

하는 인물인 ‘통역가(interpreter)’가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한다. 배우 A와 B에게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통역가 α와 β가 함께한다. 통역가는 무대 옆에 마련된 디스

플레이 패널 앞에 앉아 관객이 입력한 신호를 배우에게 전달하는 한편 패널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 관객에게 배우의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우와 통역가는 수신호나 무선 신호 연결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 충

분한 리허설을 통해 두 사람이 ‘친밀감(rapport)’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만 관객과 

배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129

127. Pask, “Proposals for a Cybernetic Theatre”, p.5.
128. Pask, “Proposals for a Cybernetic Theatre”,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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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파스크가 제안하는 사이버네틱 극장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기

존의 연극 예술에 관한 파스크의 관찰을 기초로 한다. 제안서에서 그는 사이버네

틱 극장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연극의 본질에 관한 12개의 명제를 제시하며, 

129. Pask, “Proposals for a Cybernetic Theatre”, p.6~10.

그림 5.1. ― 사이버네틱 극장 시스템 구조

아래쪽 무대에 있는 배우 A와 B는 각각 자신과 대응되는 통역가 α, β와 소통한다. 위쪽의 객석

에 있는 관객 1, 2, 3, 4가 정체화 신호(그림의 IMIS와 IM이 이 신호를 처리한다)와 선호 신호

(그림의 PMA와 PMB가 이를 처리한다)를 입력하면 두 통역가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a, b
가 통역가들에게 이 정보를 보여 준다. 통역가들은 패널에 부착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관객들에

게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역할에 관한 메타 정보를 제공한다(IMOS가 이를 처리하는 장치이다).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대 앞에는 또다른 디스플레이 c, d가 설치되어 각 배우를 정

체화한 관객의 분포를 배우들에게 보여 준다. 그림 출처: Pask, “Proposals for a Cybernetic 
Theatre”, p.8: Diagr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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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틱 극장 메커니즘의 각 부분이 이 명제들 중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방식으로 서술을 이어간다. 예컨대, ‘메타 정보’는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

의 무대 위 행동에는 표현되지 않는 그의 내적 심리를 표상하는데 이것은 ‘독백

(soliloquy)’과 ‘방백(aside)’이라는 기존 연극 연출 기법을 발전시킨 것이며, 다른 

예로, 관객들에게 특정 역할 A 또는 B로의 정체화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일반적으

로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의 특정 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는 명제

에 착안한 결과였다.130 하지만 전통적인 극장에서 관객은 극중의 어떤 인물에게 

이입하거나 극의 전개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 반

면, 사이버네틱 극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이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 무대 

위로 전달된다. 그 결과 전통적인 극장에서 극을 이끌어 가는 배우에게 주어지는 

‘단서(clue)’가 오직 대본 뿐인 것과 달리, 사이버네틱 극장에서는 관객의 피드백

이 가장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피드백은 신호 처리 시스템과 통역

가를 통하기도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접 전달되기도 하며, 전통적인 연극

에서처럼 표정이나 웃음, 박수 등과 같은 신체 표현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그

러므로 철저하게 미리 계산되어 있는 대본이 모든 시간을 장악하는 관습적인 연

극 형식과 달리, 사이버네틱 극장의 연극은 배우와 관객 사이의 멀티 채널 피드

백을 통한 상호작용에 따라 상연할 때마다 매번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파스크가 「사이버네틱 극장을 위한 제안들」을 발표한 시점은 펀 팰리스 사

이버네틱스 소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는 때였다. 

사이버네틱스 소위원회에는 스태퍼드 비어, 존 클라크, 로빈 매키넌우드 등 파스

크의 지인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파스크가 의장을 맡은 만큼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다.131 그와 함께 펀 팰리스 프로젝트 전체의 목표 또한 리

130. 독백과 방백에 대한 것은 Pask, “Proposals for a Cybernetic Theatre”, p.3의 명제 (3), 
감정 이입에 관한 것은 같은 글 p.4~5의 명제 (9)에 해당한다. 이 두 명제가 각각 메타 정보와 

정체화의 메커니즘의 기초라는 서술은 같은 글 p.6에서 찾을 수 있다.
131. Mathews, From Agit–Prop to Free Space, p.274. 한편, 존 클라크의 경우 여기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심리학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 인물이 뮤지컬러 작업을 도왔던 존 클라크와 

동일 인물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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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우드의 극장에서 파스크의 극장으로 바뀌어 갔다. 리틀우드의 오랜 꿈은 파스

크의 제안서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 “펀 팰리스의 개념이 서서히 사이버네틱스적

인 제어 쪽으로 옮겨 가면서, 설계자들은 통계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에 기반

을 둔 계량화와 수학적 모형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132 그림 5.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이버네틱 극장과 마찬가지로 펀 팰리스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림 5.2. ― 펀 팰리스의 사이버네틱 제어 시스템

그림 출처: Cedric Price Archive의 자료를 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45: Fig.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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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활동들을 매개해 주는 복잡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

스탠리 매튜즈는 이렇게 해서 구체화된 펀 팰리스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을 취한다. 파스크에 의해 도입된, “펀 팰리스가 본질적으로 거대한 사회 통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 펀 팰리스의 활동들을 인간 존재들을 마

치 데이터처럼 취급하는 시스템 순서도로 환원했다”는 것이다.133 건축가 김정수

는 매튜즈의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면서, 편 팰리스의 사이버네틱 시스템이 철학

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주창한 ‘통제 사회(societies of control)’의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즉, 판옵티콘(Panopticon)이 타인에 의한 감시를 통

해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식의 ‘훈육 사회

(disciplinary societies)’를 상징하는 것처럼 펀 팰리스는 “컴퓨터와 코드화한 숫자

들에 의해 열린 과정을 제어하는 지배 형태”인 들뢰즈 식의 통제 사회를 상징하

는 건축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수는 펀 팰리스가 사이버네틱스 원리를 

도입함과 함께 “사용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빅 브라더’ 식의 사회통제 시스템

의 수준에 다다른다. …… 그럼에도 리틀우드, 프라이스, 파스크는 이 ‘사회통제’ 

측면이 사회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사이버네틱스가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는데, 이는 1960년대

의 과학 기술에 대한 낙관적이고 지배적인 믿음에서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논평한다.134 반면, 피커링은 이 같은 비판에 맞서 파스크의 사이버네틱스

화된 펀 팰리스를 적극적으로 변호한다. 그는 매튜즈를 비롯한 비판가들이 “통제

에 대한 빅 브라더 감수성” 때문에 오해를 범한다고 말하면서, “통제라는 비판은 

여기에서는 기존의 건축 전통을 향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되받아친다. “공장

을 (게임을 하거나, 배우거나 섹스하는 장소가 아닌) 일하는 장소로, 학교를 배우

는 장소로, 가정을 핵가족의 거처로” 국한하며 인간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제약을 가하는 기존의 건축 전통이야말로 사회 통제라는 것이다.135

132. Mathews, From Agit–Prop to Free Space, p.119.
133. Mathews, “The Fun Palace as Virtual Architecture”, p.46.
134. 김정수, 「세드릭 프라이스의 건축에 나타나는 사이버네틱스의 영향」,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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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크는 펀 팰리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인 1969년, 「사이버네틱스의 건축 

적합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건축의 사이버네틱스화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힌다. 

「사이버네틱 극장을 위한 제안들」에서 연극에 대해 펼쳤던 논리와 비슷하게, 이 

논문에서 파스크는 펀 팰리스 이전부터 이미 건축은 사이버네틱스였다고 말한다. 

19세기의 기차역과 대형 전시관에서부터 20세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새로운 용도

의 공간 구조물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 

뿐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기능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

에서, “건축가들은 최초의 그리고 선구적인 시스템 디자이너들이다.”136 다만, 건

축 형태의 시각적 효과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순수 건축(pure architecture)’ 담

론이 이러한 실천에 걸맞는 메타 언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에, 파스크는 

학제 간 연구 분야인 사이버네틱스의 언어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건축 실천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는 것이다. 사이버네틱스를 통해 건축은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생태학, 경제학

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메타 언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건축이 사회적 제어(social control)로서 작동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적절하

고 체계적인 형식화가 이루어질 것이다.”137

김정수가 ‘사회통제’라고 번역한 ‘사회적 제어’의 개념은 파스크가 ‘건축학적 

전체론(Architectural Holism)’이라고 부르는, 사이버네틱화된 건축과 건축적 사이

버네틱스의 기본 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파스크는 건축학적 전체론의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건축물은 언제나 도시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도시를 막론하고 기능적 구조물은 그것의 

‘시간적 연장(temporal extension)’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구조물

은 언제나 모종의 ‘의도(intention)’ 혹은 ‘계획(plan)’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넷째, 

건축 구조물의 설계는 그것이 위치하는 곳의 자연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138 순

135.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371.
136. Pask,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Cybernetics”, p.69.
137. Pask,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Cybernetics”,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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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건축 담론은 도시와의 연관성보다는 개별 건축물의 특이성을, 시간적 차원에

서 일어나는 변화보다는 건축 구조의 영원불멸하는 형상을 강조해 왔고, 건축물

이 언제나 어떤 의도 혹은 계획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해 왔으며, 자

연 환경의 조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파스크의 사이버

네틱 건축론은 기존의 건축 전통의 추상성을 비판하고, 건축물은 항상 도시, 시

간, 의도, 자연 환경 같은 구체적인 맥락들과 관계를 맺으며 기능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건축물의 형태보다 기능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파스크의 입장은 기능주의

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는 실제로 스스로의 입장이 기능주의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

낸다. 파스크는 ‘건축학적 전체론’에 기반하는 자신의 건축론을 사람과 건물 사

이의 “상호부조론(mutualism)”이라고 칭한다.139 그를 따르자면, 전통적인 “기능주

의의 가장 좋은 부분은 집이 ‘그 안에서 살기 위한 기계(machine for living in)’

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기능주의에는] 기계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것이 거주

자를 섬기는(serving) 도구로 작용할 따름이라고 본다. 이런 관념은, 내가 믿기로

는, 거주자와 함께 협력하고 또 그가 자신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외재화할 수 있

게 하는 환경의 개념을 통해 대체될 것이다.”140 요컨대 파스크는 건축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방향적이기보다는 쌍방향적이라고 본다. 그는 비록 상징적 수준

에서이기는 하지만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의 구엘 공원(Parque Güell)이 사

용자와 환경 사이의 ‘담화(dialogue)’를 가능케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쌍방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변적이고 적응적인(malleable 

and adaptive)”, “반응성 환경(reactive environment)”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반응성 환경의 사례로 자신이 만든 뮤지컬러와 

〈모빌들의 담화〉를 꼽는다.141 건축에 관한 파스크의 논의는 뮤지컬러에서 시작

138. Pask,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Cybernetics”, p.71.
139. Pask,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Cybernetics”, p.70.
140. Pask,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Cybernetics”,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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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그의 커리어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연장선 상에 있다. 

파스크는 언제나 구체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추상적인 정보값만을 추출하려는 

시도들을 비판해 왔다. 또 그는 언제나 사이버네틱스적으로 구축된 환경과 그 환

경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요

구되는가에 대한 탐구를 모색해 왔다. 펀 팰리스와 사이버네틱 극장을 설계하면

서 파스크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뮤지컬러와 화학적 컴퓨터, 〈모빌들의 담화〉 등

을 설계하면서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파

스크도 교수로 참여하게 될 영국 건축 협회(AA, Architectural Association)의 로

이스턴 란다우(Royston Landau)는 펀 팰리스가 지어졌더라면 그 곳에서 일어났

을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펀 팰리스가 제공했을 활동들은 단기적이고 또 자주 업데이트되었을 것이

고, 조안 리틀우드가 제안한 샘플에는 심리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보통 수

행하는 기계적 테스트 및 게임들을 담은 펀 아케이드, 대여용 악기, 모두를 

위한 녹음물, 잼 세션들, (정식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 무

용 등이 있는 음악 구역, 강연과 시연들, 교육용 영화들, 폐쇄회로 TV 등

이 있는 과학 놀이터, 연극 치료를 위한 무대 (상사를 풍자해 보자!), (유용

하거나 쓸모 없는) 물건들을 모델링하고 만들기 위한 조형 구역 등이 포함

되었다.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조용한 구역들과 영화를 보여 주

는 스크린들 또는 지역과 국가의 사건사고를 보여 주는 폐쇄회로 TV도 있

을 것이었다.”142

펀 팰리스에서 개인들은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원하

는 사람들끼리 즉흥적으로 만나거나 헤어질 수도 있으며, 원하는 만큼 참여하고 

141. Pask,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Cybernetics”, p.74, p.77n9. 〈모빌들의 담화〉

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142. Landau, New Directions in British Architecture, p.76을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3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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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때에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즐거움(Fun)’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던 

펀 팰리스 프로젝트에서 파스크가 추구했던 것은 건축물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

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네틱 극장을 위한 그의 제

안은 배우와 관객, 배우와 통역가 사이의 친밀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사이버네틱 시스템은 사람과 사

람, 사람과 환경 사이의 정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연극과 건

축을 알고리즘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목표였던 것은 아니다.

김정수와 매튜즈 등이 펀 팰리스에 대해 오해한 것은 파스크의 사이버네틱

스를 위너, 섀넌, 폰 노이만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사이버네틱스와 구별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파스크가 「네트워크의 박물학」에서 ‘박물학자’와 대별하며 거리를 

두었던 ‘전문적 관찰자’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파스크

는 언제나 명확함보다는 애매함을 추구해 왔고, 언어와 상징 그리고 숫자 층위에

서의 애매함은 체험의 생생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다. 「사

이버네틱스의 건축 적합성」의 마지막 대목에서 파스크는 이렇게 쓴다. “…… 디

자인의 과제는 거의 언제나 불명확하고 ‘컨트롤러(controller)’는 더 이상 이 순수

하게 기술적인 명칭이 보통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 권위주의적 기구가 아니다. 

반대로 컨트롤러는 촉매제, 목발, 기억 장치와 조정자의 기묘한 혼합물이다.”143 

건축물은 사회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돕는 촉매제도, 사람들이 원하

는 기능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목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음 세

대로 전달하는 기억 장치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조정자도 아니다. 

그보다는, 건축물은 이 모든 것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뒤섞인 복잡하고 구체적이

며 단일한 존재이다.

들뢰즈는 「통제 사회에 관한 후기」에서 통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

인(individu)’, 즉 나눌 수 없는 개별적 존재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가분체들

(dividuels)’, 다시 말해, “대중들, 견본들, 데이터들, 시장들 혹은 ‘은행들’”의 언

143. Pask, “The Architectural Relevance of Cybernetics”,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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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임을 이야기한다.144 즉, 통제 사

회에서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차이가 해소되고 모든 개별자들이 추출, 삽입, 재배

치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버린다. 데이터베이스는 개인들

을 그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떼어내어 가상적 차원에서 조작할 수 있

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같은 추상화는 펀 팰리스와 사이버네틱 극장의 

시스템 디자이너가 추구했던 바와 비슷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다. 펀 

팰리스와 사이버네틱 극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차원에서 개인들을 조작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맥락으로부터 떼어내 다른 곳에 접붙일 수 없는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뮤지컬러 사용자의 경험처럼, 유기적 제어 

메커니즘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공장 관리자의 경험처럼, 사이버네틱 극장의 배

우와 관객 혹은 펀 팰리스의 이용객이 이 장소에서 가진 경험은 유일무이한 것

이어야 했다. 상호작용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상징이 아닌 구

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몸의 감각을 통해 매개될 필요가 있다.

144. Deleuze, “Post–scriptum sur les sociétés de contrôle”,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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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의 몸, 기계의 감각

〈모빌들의 담화〉, 1968

1968년 8월 2일 런던 현대예술원에서 《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라는 제목의 전시

가 개막한다. “사이버네틱스와 시스템 이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상이한 예술 및 

기술 분야들의 작품들에 대해 최초의 국제적 조망을 시도한”145 이 전시는, 개막 

직후 다양한 의미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전시는 같은 해 10월 20일 폐막하

기까지 6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고, 1970년까지 미국에서 두 번의 전시를 

더 흥행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146 물론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

들도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전시에서 상연한 작품들이 예술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모순되는 시각을 보였

다.”147 누군가는 이 전시가 기존의 예술 형식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들

어 비판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 전시가 기술적 스펙터클을 나열하는 데에 집중할 

뿐 예술 형식에 있어서의 혁신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비판들 사이에도 공통점은 있었다. 마리아 페르난데스의 

말을 빌자면, 예술계는 《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의 핵심 주제, 즉 “테크놀로지를 

창의성과 연결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148

145. Broeckmann, Machin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p.103.
146. Fernández, “Detached from HiStory”, p.12~14.
147. Fernández, “Detached from HiStory”, p.14.
148. Fernández, “Detached from HiStory”,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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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에 대한 예술 비평가들과 예술사 연구자들의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 이러한 평가절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미학적 실천이 ‘뒤샹

랜드(Duchamp–land)’와 ‘튜링랜드(Turing–land)’의 두 곳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사

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뉴미디어 이론가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의 진단을 실증한다. 마노비치는 미디어 형식의 통속성을 전복하는 ‘아

이러니(irony)’를 제시함으로써 모종의 메세지를 던지려 하는 다다주의자들의 세

계인 ‘뒤샹랜드’와 단순하고 진지한 태도로 컴퓨터 미디어의 기술적 잠재성을 실

험하는 일에 집중하는 엔지니어–디자이너들의 세계인 ‘튜링랜드’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의식, 태도, 방법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리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림 6.1. ― 〈모빌들의 담화〉 설치 전경

가운데 양쪽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모빌의 형상에 가까운 구조물이 ‘남자’ 모빌, 보다 바깥쪽에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선형 구조물이 ‘여자’ 모빌이다. 사진 출처: Rosen, “Gordon Pask « 

The Colloquy of Mobiles »”, Fi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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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149 이렇게 보면 《사이버네틱 세런디

피티》에 대한 ‘뒤샹랜드’의 냉소적 태도는 놀라울 것 없는 일이 된다. 백남준과 

존 케이지(John Cage), 니콜라스 쉐퍼(Nicholas Schöffer) 같은 아방가르드 작가들

의 작품들을 새로운 컴퓨터 모델링 및 그래픽 기법의 시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서 함께 전시한 《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는 ‘뒤샹랜드’와 ‘튜링랜드’를 뒤섞어 버

렸고, 그 결과 ‘뒤샹랜드’의 순수성을 훼손한 것이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겸 

비평가 제시어 레이차트(Jasia Reichardt)는 《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가 “보통 말

하는 예술 전시도, 테크놀로지의 유원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선언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전시가 두 세계 중 한 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 

이 전시는 그저 “일차적으로 사이버네틱스와 창조적 작업(creative process)을 연

결짓는 동시대의 아이디어들, 행동들 그리고 오브제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

을 뿐이다.150

《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에서 파스크가 선보인 〈모빌들의 담화〉(이하 〈담화〉, 

그림 6.1 참조) 또한 이처럼 ‘사이버네틱스와 창조적 작업을 연결짓는’ 오브제 중 

하나였다. 〈담화〉는 각각 ‘여자(female)’와 ‘남자(male)’라고 이름 붙여진 두 종류

의 모빌로 구성된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모빌들은 그들의 성별에 따라 미리 주어

진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151 이들은 모두 ‘충동(drive)’을 해소함으로써 ‘충

족(satisfaction)’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충동들은 그것을 매개하

는 신호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뉜다. 먼저, ‘오렌지색(Orange)’ 빛에 의해 매개되는 

‘O 충동’과 이것이 충족된 상태인 ‘O 충족’ 상태가 있다. 또한 ‘벼룩색(Puce)’ 빛

에 의해 매개되는 ‘P 충동’과 이것이 충족된 상태로서 ‘P 충족’ 상태가 있다. 각 

모빌의 충동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며, 이 충동은 다시 각각에 대응하는 

색의 빛을 감지함에 따라 감소한다. 충동 값이 충분히 작아지면 모빌은 충족 상

149. Manovich, “The Death of Computer Art”.
150. Reichardt, “Cybernetics, Art and Ideas”, p.14.
151. 여기에서부터 〈담화〉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하여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8~91을 참조.



- 72 -

태에 이른다.

각 모빌들은 모두 O와 P 중에서 당장 더 큰 값을 가진 충동을 먼저 해소하

려 하는데, 여자와 남자 두 종류의 모빌은 충동 해소의 조건 및 전략에 있어 차

이를 보인다. 이 같은 차이는 알고리즘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 아니라 여자와 남

자 두 모빌의 ‘몸’의 물리적 차이이기도 하다. 그림 6.2는 모빌들의 물리적 구조를 

그림 6.2. ― 〈모빌들의 담화〉 시스템 도식.
두 개의 남자 모빌 (I), (II) 그리고 세 개의 여자 모빌로 이루어져 있다. 위쪽 그림은 횡단면, 아

래쪽 그림은 위쪽의 점선 L을 따르는 종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는 동력 모터, ○는 

느슨하게 연결된 부품, ●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부품을 의미하며, =는 막대로 고정된 연결

을 의미한다. 그림 출처: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90: Fig.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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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한 것이다. 위쪽의 그림은 〈담화〉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나타낸 것이

고, 아래쪽은 위쪽 그림에 표시된 점선 L을 따라 자른 수직 단면을 통해 여자 

모빌과 남자 모빌의 수직 구조를 보인 것이다. 빛은 남자 모빌에 부착된 발광 패

널 B로부터 방출된다. 남자 모빌은 이 빛을 감광 센서 C와 D에서 감지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데, 발광 패널 B가 고정되어 있는 데에 비해 센서 C와 D는 모빌

에 느슨하게 고정되어 무작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남자 모빌은 혼자서는 자신

의 충동을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자 모빌은 거울 b가 부착되어 

있는 여자 모빌을 필요로 한다. 여자 모빌에 부착된 거울이 B로부터 나오는 빛

을 반사해 C 혹은 D로 보내줌으로써 남자 모빌의 충동이 해소될 것이다.

남자 모빌은 자신의 충동을 여자 모빌에게 알리기 위해 간헐적으로 시각 신

호를 방출한다. 이 신호는 자신이 누구인지(‘남자 I’ 혹은 ‘남자 II’) 그리고 자신

이 해소하기를 원하는 충동이 무엇인지(O 혹은 P)의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남자는 자신과 다른 남자 모빌을 연결하고 있는 연결축 Z를 회전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회전시킴으로써 여자 모빌을 찾아내려 한다. 이 신호가 맞아떨어지는 충

동을 가진 여자 모빌에게 닿으면 여자 모빌은 다시 음성 신호를 방출하여 남자 

모빌을 유인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두 모빌은 ‘만남(encounter)’을 갖는다. 이 

만남은 둘 중 하나의 충동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남자 모빌과 

여자 모빌의 갯수가 다른 데에 비해 각 모빌들의 운동이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

기 때문에 어느 두 모빌의 ‘만남’은 다른 두 모빌의 ‘만남’을 방해할 수 있다. 또 

각 모빌의 충동 값이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들은 때에 따라 자신

에게 맞는 짝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게다가 각 모빌의 충동이 시

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결코 ‘평형’에 도달하지 

않는다. 〈담화〉는 끝나지 않으며, 우연을 따르는 상호작용만이 계속될 뿐이다.152

파스크는 이 작업의 “진정으로 흥미로운 쟁점은 인간 존재가 모빌의 언어로 

152. 여기까지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담화〉의 실제 작동 영상만큼 좋은 자료는 없

을 것이다. 마침 〈담화〉를 재현하려는 최근 프로젝트의 영상을 통해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Lewandowski, “Colloquy of Mobiles – Project 2018 at CC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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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산출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이 환경에 들어간다면 일어나게 될 일”이라

고 이야기한다.153 그러므로 〈담화〉는 단지 정교하게 작동하는 다섯 개의 모빌들

이 만들어내는 우발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관람객의 눈 앞에 전시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물건이 아니었다. 그보다 이 작품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담화〉를 접한 이들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간 어려움

을 겪은 것 같다. 예술사 연구자인 안드레아스 브뢰크만(Andreas Broeckmann)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화〉의 유닛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따라잡기 어려울 뿐더

러 방문자에게 생경한 것으로 남아 있다. 심지어 방문자가 메커니즘의 일부를 해

독하고, 단순히 우발적인 반응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154 브뢰크만은 〈담화〉를 현대 작가인 데이비드 로커

비(David Rokeby)의 2001년 작품 〈n–Cha(n)t〉와 비교하면서, 〈n–Cha(n)t〉의 유닛

들이 그들끼리 또 관람객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언어적인 것인 데에 비해, 

〈담화〉는 비언어적이고 ‘물질적인(physical)’ 방식으로 관객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155

하지만 〈담화〉가 전적으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파스크에게

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사이버네틱 세런디피티》의 도록은 이 

작품이 “미학적 역량을 갖춘 환경(aesthetically potent environment)”의 구축을 목

표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156 1971년에 보다 길게 이 작품의 의의를 풀어 쓴 

지면에서 파스크는 ‘미학적 역량을 갖춘 환경’의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꼽

는다. 미학적 역량을 갖춘 환경은, 첫째, 인간에게 적당한 새로움을 느끼게 해 줄 

만큼, 그러나 불가해하지는 않을 만큼 변화무쌍해야 한다. 둘째, 인간에게 복수의 

추상의 단계(level of abstraction)에서 달리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셋째, 환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지도(instruction)’하여 그의 학습

153.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91.
154. Broeckmann, Machin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p.104~105.
155. Broeckmann, Machin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p.104~105.
156. Pask, “The Colloquy of Mobiles”,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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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 무언의 실마리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인간에게 반응하고 인간과 ‘대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57 이 글에서 파스크는 〈담화〉의 문제의식을 

뮤지컬러 작업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킨다. 〈담화〉와 뮤지컬러는 모두 미학적 역량

을 갖춘 환경, 다시 말해 인간 존재와 함께 모종의 앙상블을 만들어 나가며 인간

에게 미학적 쾌감을 선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환경이었다.

파스크는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꼭 사이버네틱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수준 있는 예술 작품은 미학적 역량

을 갖춘 환경의 한 사례이다.” 예컨대 수준 있는 회화 작품은 미학적 역량을 갖

춘 환경이다. 회화 작품이 역량 있는 환경의 넷째 조건, 즉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파스크는 회화 작

품에 대한 “우리의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내

적인 ‘대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뮤지컬러나 〈담화〉 같은 인터랙

티브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만

든 사이버네틱 장치들을 전통적인 예술 작품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예술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대화’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재하는 담론(internal discourse)”의 영역에 머무르는 데에 비해, 〈담화〉와 뮤지

컬러 같은 사이버네틱 장치가 매개하는 “외재화된 담론(externalized discourse)”

은, 비록 그 의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해도,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언제든 임의의 외부자가 여기에 접근하도록 허용한다는 점 때문이

다.158 환언컨대 파스크에게 있어 사이버네틱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언어, 기호, 상징의 차원이 아닌 물질, 행위, 수행의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매개한

다는 사실에 있다. 뮤지컬러를 사용하는 연주자가 소리와 색 사이의 어떠한 명시

적인 대응 규칙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스템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담화〉 또한 관람객에게 설명서가 없더라도 일단 그 안으로 뛰어들어 관계를 맺

어 볼 것을 제안한다.

157.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6.
158.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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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작품이 모빌들에게 성별을 할당한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두 종류의 모빌들은 서로 상이한 형태를 갖는데, 남자 

모빌이 전적으로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띄는 것과 대조적으로 발레 디자

이너이자 화가인 욜란다 소나벤드(Yolanda Sonnabend)가 설계한 여자 모빌은 곡

선을 강조한 ‘관능적(sensual)’ 형상을 띄고 있다(그림 6.3).159 이들의 차이는 형태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빌들에게는 또한 성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욕망의 구조

가 주어진다. 남자 모빌이 자신의 발광 패널에서 나오는 빛을 다시 자신의 센서

에 입력함으로써 충동을 해소하게 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자 모빌은 거울

을 통해 남자 모빌의 충동 신호를 받아들여 반사함으로써 충동을 해소한다. 이처

럼 우악스러울 정도로 과장된 이성애적 역할 규범의 메타포를 통해, 폴 팽게로

(Paul Pangar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화〉는 젠더 “역할 및 행동의 클리셰에 

대한 풍자적인 묘사”를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풀어낸다.160 이러한 방식은 마리아 

159. “화가이자 무대 및 의상 디자이너인 욜란다 소나벤드가 ‘여자’ 모빌을 디자인했고, 아델과 

핍 영맨(Adele and Pip Youngman)이 유리섬유 덮개를 만들었다. 파스크는 ‘남자’ 모빌을 만

들었다.” Rosen, “Gordon Pask « The Colloquy of Mobiles »”, Fig.3의 캡션.

그림 6.3. ― 〈모빌들의 담화〉의 여자와 남자 모빌 디자인 비교

왼쪽이 여자, 오른쪽이 남자 모빌이다. 사진 출처: Rosen, “Gordon Pask « The Colloquy of 
Mobiles »”, Fig.8 (본고 그림 6.2)을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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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가 지적하듯 “행위자들의 행동에 대한 강하게 젠더화된 설명에 정성

을 들이는 동시대 인공생명 내러티브의 한계를 공유”하는 것이다.161 하지만 보

통의 인공생명 작업이 양성 생식과 정상 가족의 관습화된 이미지를 인식론적, 우

주론적, 신학적 지평으로 확장하면서 이를 자연화하는 것과 다르게, 〈담화〉는 섹

슈얼리티의 모티프를 ‘아이러니’의 차원에서 풀어낸다.162

파스크가 기계들의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담화〉가 갖는 역

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 준다. 미디어 아트 역사가인 디터 다니엘

스(Dieter Daniels)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의 기계들, 즉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독신 기계(the Bachelor 

Machine)’와 앨런 튜링(Alan Turing)의 ‘보편 기계(the Universal Machine)’가 모

두 기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주제가 사

이버네틱 문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63 먼저, 뒤샹은 1915년에서 1923년까지 〈심지어, 그녀의 독신남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 이하 〈신부〉)

라는 작업에 몰두했는데, 가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구상을 보인 이 작품에서 뒤샹

은 아홉 개의 ‘독신남’ 기계가 하나의 ‘신부’에게 자신의 욕망을 송신하지만 그

들이 다른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부와 독신남들이 접촉할 수는 없는 상황을 

상상했다.164 ‘도달할 수 없음(unattainability)’은 튜링에게도 중요한 테마였다. ‘튜

링 테스트(Turing test)’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고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이

루어져 있다. 첫째 실험은 남성, 여성, 심문관의 세 사람에 의해 수행되며, 심문

관은 오직 원격 통신을 통한 대화만으로 누가 남성이고 누가 여성인지 알아맞혀

야 한다. 남성은 심문관을 속여야 하고, 여성은 그를 도와야 한다. 두 번째 실험

160. Pangaro, “Yolanda Sonnabend – Remaking COLLOQUY – Progress Update #4”.
161. Fernández, “Gordon Pask”, p.164~165.
162. 동시대 인공생명 내러티브가 섹슈얼리티 등의 문화적 규범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

적 논의들을 정리한 문헌으로 Whitelaw, Metacreation, p.193~204를 참조.
163. Daniels, “Duchamp: Interface: Turing”.
164. 뒤샹과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Henderson, Duchamp in Context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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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기에서 남성의 위치에 인간 남성 대신 기계를 투입하는 것이다. 기계는 심

문관을 속이고, 사람은 그를 도와야 한다.165

다니엘스는 뒤샹의 작품과 튜링의 사고 실험 사이에서 의미심장한 유사성을 

발견한다. 두 사람 모두 신체적 접촉이 부재하는 상황에 이성애적 상호작용의 모

티프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뒤샹의 기계들은 신부를 욕망하지만 그들은 결코 신

부에게 접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튜링의 사고 실험에서 심문관은 신체 접촉 

없이 오직 대화만으로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판별해 내야 한다. “뒤샹과 

튜링이 상상한 두 기계들은, …… 미디어 기술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물리적 만

남의 대체물로 설정한다.”166 반면, 〈담화〉의 모빌들은 빛과 소리를 활용하여 서

로의 위치를 알아내고, 서로에게 접근하며, 각자의 충동을 상대방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달할 수 없음’의 내러티브를 거부한다. 더 나아가, 이 작품

은 관람객에게도 몸을 써서 작품을 감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신부〉가 기계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임을 표방하면서도 시스템의 형태만을 보인 〈큰 유리〉(Le 

Grand Verre)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문서들

을 보관한 〈초록 상자〉(Le Boîte vert)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과 대조

를 이룬다. 다니엘스는 이에 대하여 “〈큰 유리〉가 하드웨어이고 〈초록 상자〉가 

소프트웨어”라고 비유한다.167 반면 〈담화〉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경계는 흐려진다. 파스크는 실제로 이 인공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실물 

모빌들과 알고리즘을 각각 설계했다. 하지만 관람객에게 이 두 가지는 서로 혼합

되어 있는 상태로만 주어진다. 〈신부〉의 관람객이 미술관 어딘가에 정지된 채 전

시된 큰 유리 덩어리를 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따로 읽는 것과 달리, 〈담화〉의 

관람객은 추상적이거나 관능적인 형태를 한 채 빛과 소리를 뿜으며 이리저리 움

직이는 모빌들과 몸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요컨대 미학적 역량을 갖춘 환경으로서 〈담화〉는 모빌들 사이에, 그리고 모

165.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166. Daniels, “Duchamp: Interface: Turing”, p.115.
167. Daniels, “Duchamp: Interface: Turing”, 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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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언어 및 상징의 차원이 아닌 물리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매개한다. 이 점에서 〈담화〉와 미학적 역량을 갖춘 환경의 개념은 캐

서린 헤일스가 말하는 신체화된 포스트휴머니즘과 공명한다. 파스크의 신체화된 

포스트휴머니즘은 정보의 패턴을 추상화하고 구체적인 물리적 현실을 외면하는 

동시대 정보 이론의 경향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168 “후대가 어리둥절

하게 생각할 법한 현대의 믿음 중 하나”인 “육체가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로 

언어와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설”을,169 그러한 사고가 

자리잡기 전에 이미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의 실마리는 이미 

시각과 청각의 연동을 통해 인간과 기계 사이의 공통 감각을 구현해 냈던 뮤지

컬러 프로젝트에서부터 파스크의 작업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

내 빛과 소리의 앙상블을 통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유비적 성관계라는 도발적인 

주제가 현실화되기에 이른다. 〈담화〉를 통해 인간과 기계는, 신체적 접촉이 부재

하는 뒤샹 혹은 튜링 식의 결핍된 욕망을 투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168.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3장 참조.
169.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p.192 [345쪽]. 인용은 번역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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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1961년에 출판된 첫 저서 『사이버네틱스 입문』에서 파스크는 사이버네틱스를 무

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을 소개한다. 첫째는 노버트 

위너의 제안으로 그는 이 분야를 “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제어와 커뮤니케이션

의 과학”으로 정의한다. 둘째는 루이 쿠피냘(Louis Couffignal)의 정의로 그에 따

르면 “사이버네틱스는 작용의 능률을 안정화하는 기예이다.” 사이버네틱스를 ‘과

학(science)’으로 정의하는 위너와 이를 ‘기예(art)’로 정의하는 쿠피냘을 대조하면

서,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위치하는 비어와 애쉬비의 시각을 소개하면서, 파

스크는 자신이 이들 중 어디에도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 절충적 입장임을 시사한

다.170 시간이 흘러 1975년, ‘대화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학문적 원숙기에 접어든 

파스크는 다음과 같이 사이버네틱스를 다시 정의한다. “…… 사이버네틱스는 옹

호해 봄직한 메타포를 다루는 과학 혹은 기예이다.”171 과학과 기예의 관습적 이

분법을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다루기. 이것이 과학과 기술, 순수 예술과 엔터테

인먼트 등 광범위한 실천의 영토를 넘나드는 탐색 끝에 그가 도달한 지점이었다.

파스크의 이 같은 성취는 오늘날 테크놀로지와 예술이라는 ‘두 문화’ 사이의 

간극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파스크의 이력은 특

히 레프 마노비치가 각각 ‘튜링랜드’와 ‘뒤샹랜드’로 이름 붙인 뉴미디어 실천의 

170. Pask, An Approach to Cybernetics, p.15.
171. Pask, Cybernetics of Human Learning and Performance,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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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계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한다. 그는 예컨대 화학적 컴퓨터와 펀 팰

리스 같은 작업에 임할 때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기능적 역량을 실험하고 그

것이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튜링랜드’의 태도를 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빌들의 담화〉와 같은 작업을 통해 아이러니, 메타포, 알레고

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뒤샹랜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도 한다. 이

런 일이 가능했던 건 그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었기 때문이다. 뮤지컬러 작업 과정을 보면, 파스크는 엔터테인먼트 장치 개발 

계획을 사이버네틱 메커니즘 연구 계획으로 바꾸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고, 같은 

장치를 “한 쪽 극단에서 순수한 예술 형식으로, 다른 쪽에서 주크박스를 위한 부

속 장치로” 발전시킬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하는 등 열린 자세로 프로젝트에 임

했다.172 화학적 컴퓨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파스크는 이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대

안적 형식의 제어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과학의 방법론을 예시하기 위한 ‘존재론

적 극장’으로, 사람의 귀를 닮은 센서 장치로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맥락의 실험

을 시도했다. 사이버네틱 극장과 펀 팰리스 그리고 〈모빌들의 담화〉 또한 파스크 

특유의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사이버네틱스 원리를 연극, 건축, 예술에 적

용함으로써 이들 분야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사이버네

틱스 또한 이러한 분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겼다.

이 모든 일이 그저 파스크가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

다. ‘르네상스형 인간’을 만드는 것은 르네상스적 플랫폼이다. 그리고 파스크에게 

이러한 플랫폼이 되어 준 것은 다름 아닌 사이버네틱스였다. 제프 보우커가 개념

화한 것처럼 보편 과학을 지향하며 ‘분산 통과 지점’들을 만드는 사이버네틱스의 

전략은 ‘의무 통과 지점’을 구축함으로써 최소한의 영역 안으로 스스로를 제한짓

고 그 안에서나마 지식의 순환을 독점하려는 보통의 실험실 과학과는 반대 방향

으로 나아간다.173 이에 더해, 1960년대 영국이라는 역사적 무대가 사이버네틱스

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다. ‘스윙잉 런던’의 들뜬 문화적 분위

172. Pask, “A Comment, a Case History and a Plan”, p.86.
173. Bowker, “How to be Universal”과 본고 13쪽 각주 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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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한편으로는 조안 리틀우드와 같은 진보적 문화의 거장들을, 다른 한편으로

는 제시어 레이차트와 같은 젊은 국제주의자를 파스크와 연결시켜 주었다.174 월

터, 애쉬비, 매케이와 같은 선구자들 덕분에 맥락과 수행성을 강조하게 된, 영국 

사이버네틱스의 독특한 초기 조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175 정리하자면 ‘르

네상스형 인간’ 파스크는 이 같이 르네상스적인 문화의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자

신만의 독특한 작업 스타일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과학 혹은 기예’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것 만큼이나 1975년의 정의에서 주목

해야 할 부분은 사이버네틱스가 ‘옹호해 봄직한 메타포를 다루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언급이다. 이 대목에서 파스크는 사이버네틱스의 과제가 참 혹은 거짓

으로 규정되는 “명제들을 검증하기(validation of propositions)”가 아니라 고려 대

상이 된 시스템과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이질동형성들을 확립하기(establishing 

isomorphisms)”라고 부연한다.176 사이버네틱스는 대상 뒤에 숨어 있는 진리 명제

를 추출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대상과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메타포’ 

혹은 ‘이질동형성’을 구축함으로써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원

활하게 매개해 보려는 노력일 뿐이다. 파스크는 「네트워크의 박물학」에서 사이버

네틱스를 ‘박물학(natural history)’에 빗대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박물학자는 코

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엄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그는 오

직 그와 [코끼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다.”177 피커링은 파스크

와 그의 영국 동료들이 공유하는 이 같은 인식론을 “비가지성(unknowability)”의 

철학이라고 표현한다.178 파스크의 관점은 또한 폰 푀르스터의 표현을 빌면 “관

174. 리틀우드와 레이차트는 서로 다른 맥락에 있기는 하지만 둘 모두 1960년대 영국 문화의 

개방성을 예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리틀우드는 20세기 전반의 저항적 

예술로부터 1960년대의 보다 자유분방한 문화적 실험으로의 미학적 전환을, 레이차트는 아방가

르드, 낙관주의, 국제주의가 혼합된 1960년대 세대의 사고방식을 각각 보여 준다. 리틀우드에 

대해서는 Mathews, From Agit–Prop to Free Space, Ch.2, 레이차트에 대해서는 Fernández, 
“Detached from HiStory”를 각각 참조.
175. 본고 20쪽 각주 36을 참조.
176. Pask, Cybernetics of Human Learning and Performance, p.13.
177. Pask, “The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34.



- 84 -

찰하는 시스템의 사이버네틱스”인 2차 사이버네틱스의 정신을 보여 주는 것이기

도 하다.179

파스크가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감각

적인 것(the sensuous)’180이라고 부름직한 하나의 테마에 대한 관심이 그의 커리

어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음악과 조명을 연동시킴으로써 

음악극 무대의 미적인 향상을 도모했던 뮤지컬러 프로젝트 때부터 이미 파스크

의 관심은 ‘감각적인 것’을 향해 있었다. 논문의 3장에서 보인 바와 같이, 뮤지컬

러 프로젝트는 색채 감각과 음향 감각 사이에 수립되는 ‘공감각’이라는 심리학적 

주제를 인간과 기계 장치 사이의 ‘공통 감각’이라는 사이버네틱스적인 주제로 번

역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감각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다

시 주관적인 것에서 상호주관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다. 공감각이 소리 혹은 빛의 

물리적인 성질과 관련된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클라인과 리밍턴의 전통

에서 출발한 뮤지컬러는, 곧 공감각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느

끼는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과 관련된 주관적인 현상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한 발

짝 나아갔고, 다시 이 같은 주관성에 ‘적응할 수 있는’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으로 

거듭남으로써 결국 사용자와 장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인 것의 지

평에서 공감각을 매개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논문의 4장에서 다룬 화학적 컴퓨터 작업 과정은 파스크가 뮤지컬러 프로젝

178.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p.390~402.
179. von Foerster, Understanding Understanding, p.303.
180.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싶다. ‘감각(sense)’과 관련한 영어 형용사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먼저 ‘관능적인(sensual)’이라는 표현은 보통 성적인 쾌락 혹은 

충동을 동반하는 감각을 묘사하는 데에 쓰인다. 다음으로 ‘감각의(sensory)’가 있는데, 이는 시

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동물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채널들을 

통칭한다. 마지막으로 ‘감각적인(sensuous)’은 앞의 둘에 비해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관능적인’과 비슷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함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넓게 예술적인 것 혹은 심미

적인 것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쾌감을 포함한다. 파스크의 작업은 예컨대 〈모빌들의 

담화〉가 잘 보여 주는 것처럼 육체적인 뉘앙스와 심미적인 뉘앙스를 모두 갖는 바 ‘감각적인’ 
것이라는 표현에 가장 잘 부합한다.



- 85 -

트를 통해 갖게 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동시대 사이버네틱스 담론의 도움을 받

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파스크는 스태퍼드 비어, 하인츠 폰 푀

르스터 등 나중에 ‘2차 사이버네틱스’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될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화학적 컴퓨터에 관한 파스크의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파스크 자신과 동료들이 속하는 입장과 그 반대 입장을 구

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기적 제어와 사이버네틱스 방법론」에서는 ‘과학적 관찰자’와 ‘참여적 관찰자’

가, 「네트워크의 박물학」에서는 ‘전문적 관찰자’와 ‘박물학자’가 대립을 이루는데, 

이는 1차 사이버네틱스와 2차 사이버네틱스의 차이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사이버

네틱스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81 이 

과정에서 파스크는 뮤지컬러 작업을 통해 배운 것들을 화학적 컴퓨터 논의에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다.182 새로운 제어 메커니즘과 사이버네틱스의 이론적이고 방

법론적인 쇄신이 모두 상업적 부진 때문에 취소되어 버린 어느 엔터테인먼트 장

치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논문의 5장과 6장에서 다룬 연극, 건축, 설치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젝

트들은 뮤지컬러에서 화학적 컴퓨터로 이어져 온 ‘감각적인 것’에 관한 파스크의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학적 컴퓨터가 ‘감각적인 것’의 사이버네

틱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기초를 형성한다면, 5장에서 논한 연극 및 

건축 분야에 대한 파스크의 기여는 ‘감각적인 것’의 사회학을 향한다. 이 작업에

서 파스크는 언어적, 상징적 형식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화학적 컴

퓨터 대신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이전 작업에 나타난 이론적인 급진성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대신 파스크가 펀 팰리스 및 관련 작업들에 임할 때

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이버네틱스와 정보 기술을 ‘통제’의 테크놀로지가 

아닌 ‘사회적 제어’의 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5장의 주제인 

181. cf. Pask, “Organic Control and the Cybernetic Method”, p.172~173; “Natural 
History of Networks”, p.234.
182. 이에 대해서는 본고 51~5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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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 팰리스가 파스크 작업의 사회적 의미를 보여 준다면, 6장의 주제인 설치 작품 

〈모빌들의 담화〉는 파스크의 사이버네틱스가 갖는 존재론적 함의를 보다 분명하

게 보여 준다. 6장에서 논의한 바 〈담화〉는 사람과 모빌 사이의 물리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몸과 기계의 몸 사이의 차이가 부각되었

다.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인 섹슈얼리티 메타포는 이러한 차이를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였다. ‘여자’와 ‘남자’가 그러하듯이 사람과 모빌 또한 결코 서로가 

될 수 없음에도 각자의 몸을 통해 서로를 감각할 수 있다. 〈담화〉는 몸들 사이의 

실재하는 차이를 간과하고 추상적인 정보의 작용만을 중시하는 정보 이론의 주

류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런 점에서 〈담화〉는, 역시 6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헤일스의 신체화된 포스트휴머니즘을 예고한다.

명제가 아닌 메타포를 통해, 객관성이 아닌 상호주관성을 통해 소통하기. ‘사

회적 제어’를 지향하되 ‘통제’로의 회귀를 경계하기. 인간과 기계의 몸이 갖는 실

재하는 차이들을 부정하거나 초월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기. “사이보그로 하

여금 모더니즘으로부터의 이륙을 주도하게”183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183. Galison, “Ontology of the Enemy”,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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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bernetics of the Sensuous
Gordon Pask’s Works in Science, Art, and Invention

CHOI Sokio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ttempts to make a historical analysis on the works of the British 
cybernetician, artist, entrepreneur and inventor Gordon Pask (1928~1996) done in 
the period of 1950s and 1960s. He was a scientist who pioneered an intellectual 
movement called the second-order cybernetics; and he was also an artist who 
was active in the various fields of the creative works such as music, theatre, ar-
chitecture, entertainment, installation and design. Although Pask was an important 
figure in history of cybernetics and of cybernetic culture as well, there have 
been only a few historical studies dealing with him. Hence this study aims to 
centextualize his works in the history of cybernetics.

Combining the elements of various scientific and aesthetic activities, Pask devel-
oped a unique conceptual motif of ‘the sensuous’ which exceeds mere psycho-
logical sensory perception. By associating sensory perception with various con-
texts such as communication, entertainment, sociality, sexuality and aestheticism, 
here argues, Pask explored the possibility of sense not only of human but also 
of machines. Moreover this thesis shows that such conceptual motif had g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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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ersonal concerns Pask had; but it was the cultural atmosphere of 1950s 
and 1960s Britain that allowe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cybernetics and other 
fields. Through the analys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is about to give a cor-
nerstone of understanding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theoretical and philo-
sophical legacy of cybernetics.

keywords : Gordon Pask; cybernetics; sense; science and art; posthumanism.
student number : 2018–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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