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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현대사회와 예술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 대한 문화연

구와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지각양식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미학적 연

구에 있다. 《탈근대문화정치와 문화연구》(문화과학사, 1998), 《문화사회와 문화정치》(문화과

학사, 2003), 《흥~한민국》(현실문화연구, 2005), 《프랙탈》(현실문화연구, 2005) 외 다수의 논문

이 있다.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심화되었던 자본주의의 위기

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면화되면서 세계체계 전체가 카오

스적 요동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카오스’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

니다. 체계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개별 주체들의 행위가 체계 전반에 커다

란 변동을 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계가 요동 상태에 처하면 주체들의 작

은 행위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의미 있는 체계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진다(“나비효과”).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한 요동을 헤쳐나가기 

위해 체계 전반의 카오스적 요동과 개별 행위자들의 나비효과 간의 상호작

용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대적인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은 성장국면보다는 주

로 쇠퇴국면에서 박차를 가해왔다. 대공황과 전대미문의 기술혁신/조직혁신

이 급격하게 ‘동시화’ 되는 자본주의의 역설적 현상은 1920~30년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비쿼터스 혁명”과 “나노-바이오-인

지 혁명”, “네트워크-복잡계 경영”과 같은 전대미문의 기술/조직 혁신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서는 20세기 후반에 확립된 “거대과학기술체제”

가 그간의 분과학문 체제에서 벗어나 학문간 융 · 복합 체제로 전환함과 함

께 21세기 과학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GNR 혁명).

최근 이런 대규모 변동을 지칭하기 위해 “학문간 융복합”이라는 담론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은 세계체계 전반의 카오스적 요동은 물론 그와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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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30여 년 동안은 문자 그대로 정보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를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와 관련된 각종 장밋빛 담론들이 지구 전체를 뒤엎는 과정

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동시에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 자본주의 전반의 위기

가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 지구적 불균등 발전의 심화로 은폐되어 왔던 이 

위기는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를 매개로 급격히 전경화되면서 세계체계 전체가 카

오스적 요동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 요동이 심화되면서 대공황 혹은 장기 불황

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헤게모니의 해체와 더불어 도달하게 될 역사적 분

기점이 일종의 ‘신중세적 위험사회’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지 또는 미국 헤게

모니를 대체할 ‘다극적 자본주의 체계’로 나아갈지, 혹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

운 대안세계화로 전진해 나갈 계기가 될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한 마디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카오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오스’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체계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개

별 주체들의 행위가 체계 전반에 커다란 변동을 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계가 

요동 상태에 처하면 주체들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의미 있는 체계적 변

적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 형성(“나비 효과”)을 위한 새로운 연구

와 교육 체계를 수립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기술결정론적이다. 필자

는 그 대신 다양한 분과학문들 간, 환경과 주체들 간의 발산과 수렴의 변증

법을 적합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환원주의적 T형 통섭”이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1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한 과학기술 혁명의 역사와 미래의 전망을 개괄하고, 2) 체계의 카오

스에 함몰되지 않고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비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

요한 새로운 지식생산/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고, 3) “T형 통섭“을 통해 어떻

게 창조적인 새로운 주체 형성이 가능한가를 인지과학과 프랙탈 수학을 철

학적 논의와 접목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주제어: 비환원주의적 통섭, 기술혁신, GNR혁명, 주체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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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듯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나비효과”). 이런 의미에서 체

계가 카오스 상태로 진입할수록 전체 체계와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

에서 상호작용에 진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 개인이나 집단은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한 요동 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체계 전반의 카오스

적 요동과 개별 행위자들의 나비효과 간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일에 

무엇보다 주력해야 한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카오스/복잡계 이

론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 돌파를 위한 새로운 축적전략을 편성하고, 기술혁신과 조

직/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기술혁신은 주로 성장국면보다는 쇠퇴국면에서 더욱 박

차를 가해왔다. 동력, 조명, 통신을 위한 전기의 도입과 운송 발전을 위한 자동차의 

도입, 아날로그 컴퓨터의 도입 등을 비롯한 20세기의 주요한 기술혁신, 그리고 포드 

자동차의 조직혁신, 아날로그 컴퓨터의 발명 등은 주로 1920~30년대의 대공황기에 

이루어졌다(페인스턴 외, 2008: 제6장). 

이와 같이 기존 산업과 경제가 붕괴되는 대공황과 전대미문의 기술혁신/조직혁

신이 급격하게 ‘동시화’ 되는 자본주의의 역설적 현상은 오늘날에도 첨예하게 나타

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성장과 빈곤의 양극화가 널리 확산되면서 2008년 세계

적 충격을 야기한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를 매개로 대공황의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급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다른 한편에서는 “유비쿼터스 혁명”과 “나노/바이오 혁명”

과 “네트워크 조직” / “복잡계 경영”과 같은 전대미문의 기술/조직 혁신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공황의 계기들과 기술혁신/조직혁신이 서로 

맞물리는 것은 이윤율의 상승국면을 지나 정체/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자본의 

금융화”로 인해 대규모로 축적된 유동자본이 이윤율이 저하하는 낡은 산업에 투자

되는 대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기

술/조직의 폐기와 새로운 산업/기술/조직의 부상이 빠른 속도로 교차된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조직혁신은 20세기 전반기의 기술/조직혁신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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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독일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결

합되어 있던, 국가, 자본, 과학, 기술, 경영이 20세기 후반/21세기 초반에는 초강력 

다차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차 대전과 냉전 시기를 거치는 

동안 확립된 ‘거대 과학기술’(Big Science-technology) 체제가 분과학문 중심에서 학

제적 연구를 거쳐 학문간 융 · 복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며 등장한 ‘관-산-학-

연’ 콘소시움과 ‘연구-교육-비지니스’(E-R-B) 순환 시스템이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새로운 전략인 ‘NBIC’(Nano-

Bio-Information-Cognition, 2002), 그리고 최근에는 ‘GNR’(Genetics-Nano-Robotics, 

2005) 전략으로 담론화되고 있는 이 거대 과학기술의 융 · 복합 연구체제는 90년대

의 생산-유통 수단의 전산화/자동화와 인터넷망과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빙 시스템

의 전지구적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는 공간과 사물 자체의 지능화라는 방향으

로 치닫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퍼베이

시브 컴퓨팅의 상용화는 바로 이런 기술발전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심광현, 2009: 

제1, 제7장).

2)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일부 지역(두바이)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가 가

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G7 국가들과 같은 ‘거대과학기

술 체제’를 가 미비한 상황이지만 최근 이를 구축하기 위한 RND 투자와 ‘과학도시

벨트’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의 구축을 통해 건설

과 IT를 결합한 개발사업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2006년부

터 정부가 준비하여 2008년 3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9

월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공포되어 2009년 3월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만, 이미 전국에서 추진 중인 40여 개 신도시계획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

고, 향후에는 이 사업들이 학문간, 기술간, 기업간 융 · 복합을 통한 전국적 공간 조

정의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매우 복잡한 구조조

정을 동반할 이 과정에서 나타날 공간-사물-사람 간의 관계와 학문간 융 · 복합의 

지형 변화를 거시적 틀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개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치경

제적 지형 자체의 거시적 변화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인식 지도 그리기

가 시급한 형편이다(심광현, 2009: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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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층에서 진행 중인 이런 새로운 흐름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

고 있다. 다만 웹 2.0이나 DMB, Wibro와 같이 상용화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들

이 일상생활과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를 통한 새로운 지식경제와 지식경영, 

문화산업의 창출이라는 표층의 흐름에 대한 관심과 담론들만이 횡행하고 있을 따

름이다. 이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문간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정책 

담론을 개발한 것은 토플러가 말하는 “기반 지식”의 심층적 변화를 포착하고 대응

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담론은 장밋빛 

기대효과만을 남발할 뿐 실제로는 종래의 편협한 기술결정론의 수준에서 한 걸음

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콘텐츠웨어로 이어지는 낡은 형태의 선형적 인과의 사

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진화가 콘텐츠웨어의 필요를 충족시

킬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의 흐름을 촉

진하며,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생산과 문화경제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

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학문 간 융복합 담론은 바로 이 새로운 변화의 측면을 대

부분 간과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복잡계 과학”의 새 흐름을 “단순성의 과학”의 낡

은 틀에 가두고 있는 방식 또는 “제3물결”의 새로운 흐름을 “제2물결”의 낡은 틀에 

가두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지난 10년간 “IT 강국”을 주도해온 정보통신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체되고 IT 산업이 “굴뚝산업”의 하위 산업으로 격하된 

것이 그 실례이다.1) 

  1) 김주현, “‘삽질’에 묻힌 IT”(경향신문, 2010. 1. 29, 3면). “지난 해 11월 영국 경영분석업체 이코

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한국 IT산업 경쟁력이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

년 16위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해 10월에는 일본 총무성이 선진국 IT 인프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고 자랑했다. … 1990년대 말 삼성전

자가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해 놓고도 애플의 ‘아이팟’에 시장을 빼앗겼던 것처럼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제대로 엮어내는 콘텐츠 부족으로 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

가들은 현 정부 들어 가속화된 한국 IT의 몰락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

다. 2000년과 2001년 일본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우정성을 해체하고 총무성, 문화성, 경제

산업성 등으로 쪼갠 것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실책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IT 하나 갖

고는 먹고 살 수 없으니 굴뚝 산업에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하자며 ‘뉴IT’를 주창했다. 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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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작은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비쿼터스 혁명”은 맥락과 무관하게 고립되

어 움직이는 단순한 첨단기술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는 산업과 

경제의 변동을 그 위아래로는 문화와 학문간 융복합의 변동과 동시에 맞물린, 기

술-경제-문화-학문 간 복잡계적 네트워크의 역동적 흐름을 특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이상한 끌개”(strange attractor)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카오스적 요동을 선형적 인과론에 입각한 기술결정론으로 풀어내려 할 경우 

모순과 착종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곧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착오적 태도는 단지 정책 수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기반 지식과 경험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오히려 시대착오적 태도가 더욱 만연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지식/과학기술/문화 생산의 패러다임은 분과학문/단순성의 과

학의 낡은 틀에 머물고 있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카오스적 요동을 파악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체계의 카오스적 요동과 능동적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 형성(“나비 효과”)을 위한 연구와 교육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계의 카오스와 상호작용하는 “나비효과”를 입체적/동태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지식생산의 틀 자체를 “분과학문적 단순성의 학문/과학”에서 “분과횡

단적인 복잡성의 학문/과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는 자연과학과 사회과

학의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체계의 카오스적 요동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

라 이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해서는 인문학과 예술 영역에서도 패

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 

전스(융복합)라는 명분 아래 IT를 굴뚝산업의 하위 산업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뒤에서 살피

겠지만 이것이 바로 ‘개발주의적 융복합’과 ‘환원주의적 통섭’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월 27일 애플이 새로운 개념의 휴대형 PC ‘아이패드’를 선보이며 출판과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 시장의 지각변화 등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가뜩이나 소프트웨

어-콘텐츠웨어의 개발을 외면해온 한국 IT 산업의 급속한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아이패드‘(iPad)는 “음악-동영상은 물론 전자책을 볼 수 있고 네트워크 기능까지 가

미된 터치형의 신개념 정보기기에 가깝다. 아이패드는 두께 1.27cm, 무게 680g으로 … 9.7인치 

LED ISP 디스플레이를 채택했고, 아이폰 같은 멀티터치(한 번에 두 손가락 이상 쓰는 기능)를 

지원하며 반응속도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다”(경향신문, 2010. 1. 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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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학문의 영역에서만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지식과 경험

의 생산과 소통은 유비쿼터스 혁명의 영향 아래 대학과 대형 연구소의 틀을 넘어 

일반 대중들의 일상 속으로 활발하게,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UCC, 블로그, 위

키피디아 등을 통한 집단지성의 확산이 그것이다. 이런 영역에서의 지식생산과 소

통은 이미 복잡계적인 양상을 취하고 있어 학문과 대학교육의 정태적/평면적 프레

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새로운 지식 생산/소통의 패러다임

은 전통적인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서 학문-사회의 상호작용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

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분과학문의 협소한 경계를 넘나들기기 위해 사용된 “학제적 연구”, 

또 최근 등장한 “학문 간 융복합”이라는 개념은 학문/대학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지식생산과 소통 방식을 포착하기에는 협소한 개

념이다. 필자는 이 대신 “지식의 통섭”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

다. 다만 이 때 ‘통섭’이라는 개념은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환원주의적 통

섭”이나 그 제자인 최재천 교수가 번역한 ‘統攝’과는 달리 “비환원주의적 通攝”이라

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비환원주의적인 지식의 통섭’은 체계가 평형 상태를 이

룰 때 구축된 분과학문들과 장르예술들의 협소한 지식들의 경계들을 가로질러 ‘발

산과 수렴의 변증법’(나는 이를 “T형 통섭”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로 시각화

하려 한다)을 통해 체계의 카오스를 이해하고 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동적 주

체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생산/소통의 방법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1)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한 과학

기술 혁명의 역사와 미래의 전망을 개괄하고, 2)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체계의 

카오스에 함몰되지 않고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비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

요한 새로운 지식생산/소통의 방법을 비환원주의적인 “T형 통섭”으로 개념화하고, 

3) “T형 통섭”을 통해 어떻게 창조성이 배가되며 새로운 주체 형성이 가능한가를 

인지과학과 프랙탈 이론과의 접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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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세기 과학·기술 혁명의 위험에 대응할 과학적 합리성의 재

개념화

이미 80년대부터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의 등장이라고 지칭한 정보사회로

의 전환, 그리고 오늘날에는 “제2차 정보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의 확산은 단지 산업적 혁신의 산물인 것만이 아니라 그 심층에서 지속적으로 가속

화되어 왔던 20세기 과학기술혁명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초부터 진행

된 과학기술혁명은 이전과는 달리 선형적인 흐름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큰 특

징이 있다. 이런 흐름들은 비선형적인 중층결정에 따른 복잡계적 동학, 즉, 단기-중

기-장기 지속들의 상호작용(페르낭 브로델)은 물론, 잔여하는 것-지배적인 것-대두

하는 것들 사이의 복잡한 경합(레이몽 윌리엄즈) 등으로 인한 복잡한 소용돌이 속

에서 “비틀거리며 지그재그 형태로 전진하는 복잡한 과정”(화이트헤드)으로 진행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복잡한 흐름들의 역사를 자세히 조망하는 일은 다른 과제로 

넘기고, 여기서는 이 과정을 단순화하여 크게 세 가지 계열의 변증법적 꼬임 형태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계열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심광현, 2009: 74~78).

그런데 20세기 동안에는 이와 같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던 이론적-공학

<표 1> 20세기 과학기술 발전의 세 계열

(1)

1910-30

상대성이론 ·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고전역학의 패러다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의 과정, 그와 연루된 실재론과 반실재론, 환원주

의와 반환원주의,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경합과 같은 과학이론의 전체 틀의 격동, 불완

전성 정리와 위상수학 등 수학 혁명의 확산

(2)

1940-70

생태학 · 사이버네틱스 · 프랙탈 · 카오스이론 등의 등장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복잡계 과학”의 이론적 기반 형성과 분자생물학과 정보공학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

의 탄생으로 그동안 물리학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근대 자연과학의 지반 전체의 변동 

야기, 급격한 과학혁명을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틀에 의해 이해하는 관점이 확산 

(3)

1980-90

2차 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세기 후반 정부 주도의 산학연 체제의 확립에 따른 ‘거

대과학 · 기술 체제’의 본격화 및 그에 따른 융복합형 기술공학의 대규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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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책적 변화의 확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계열들이 어떤 시너지 효

과를 이루어낼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각각의 계열들이 야기한 혁명적 변화를 비전

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과학기술자들 스스로도 따라가기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

만 90년대에 들면서 나노과학의 등장을 계기로 서서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

작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세 가지 계열의 융복합이 본격적인 흐름으로 형성되

고 있다. 미국과 유럽 및 일본 정부는 이 세 가지 계열들의 새끼꼬임이 21세기의 새

로운 지식생산의 틀을 주조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학문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된다. 이를 도표로 요약해 보면 <표 2>와 같다(이정모, 

2009: 26~28).

국내에서는 이런 계획을 논의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흐름이 미약하지만 대략  

<표 2> 21세기 선진국의 융복합 학문정책의 흐름

미국

1) 2002년 NSF의 <미래 융합과학기술 예측 보고서>:

    

미래과학기술연구의 새로운 틀로 Nano, Bio, Info, Cogno (NBIC) 4대 융합기술을 예시

2)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2005): Genetics, Nano, Robotics(GNR) 삼각체계를 

<GNR 혁명>이라고 지칭, 삼자의 연쇄적 상생 효과를 통해 2025년 미군 무인군대 창설 예

상, 2035-40년 전후로 인간의 자연지능과 대등한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되어 컴퓨터가 모든 

지식 생산을 주도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유럽

유럽공동체, 2004년 ‘신기술예측 고위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유럽 지식사회를 위한 융

합과학기술>: 미국의 NBIC 틀에 사회과학/환경과학 등을 추가하여 학문간 융복합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임을 공표.

일본 2003년, 동경대학에 언론정보학과 컴퓨터공학 간 융합교육체계 <정보학환> 설치

<표 3> 21세기 한국의 학문간 융복합의 흐름

2005. 9~
국내 최초로 카이스트 <CT대학원>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예술과의 융합 연구교육  

시작

2008. 1~12
한국예술종합학교의 <U-AT통섭교육사업>(예술에 기반 한 과학기술과 예술의 통섭 

연구교육), 유인촌 장관 지시로 1년 만에 사업 중단

2009. 3~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융합기술대학원> 개원: 공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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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은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기술 지도나 정책적 노력들이 미래에 그대로 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

히 “GNR 혁명”의 기술지도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단지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만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투자와 정부 정책의 결합이라는 외적 조건들이 형성

되어야 하며, 그 조건의 실현은 새로운 이윤 창출이라는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과잉 축적된 자본에게 새로운 출구전략이 마땅

치 않은 현실에서 첨단기술혁신이 주는 매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

다. 그런데 이런 기술지도의 구현 시기가 예측대로 맞거나 지연될 것인지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술이 구현되는 과정 자체로부터 수많은 새로운 위험들이 양

산될 것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위험 유형은 ‘GNR 혁

명’의 전도사 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커즈와일, 2007: 

559~595).

1) 그가 ‘존재론적 위험’이라고 분류하는 위험들이 있다. 자기 복제한 나노기계들

이 끈적거리는 덩어리 모양으로 세상을 집어삼킬지도 모를 위험, 생명공학으로 변

형된 바이러스의 위험 등이 그것이다. 커즈와일은 이런 위험들을 이유로 GNR 기술

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전체주의적 포기로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제한적 포기’ 또는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예방하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런 식의 균형 잡기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를 요하므로, GNR기술의 

가속화는 반드시 과학 · 기술, 인문사회과학, 예술 간 융 · 복합의 가속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2) 가치론의 문제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한다. 인간 지능을 초월하여 인간의 통제

력에서 벗어난 강력한 AI 시스템이 등장했을 때 이들이 인류에 대해 비우호적이 됨

으로써 인류 자체가 절멸할 위험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커즈와일은 “인류의 소중

한 가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확실한 합의가 없지만, 급변하는 기

술을 인류의 소중한 가치들을 진작하는 데 사용하면서 한편으로 방어 능력을 키워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3) 인류의 가치들을 합의하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이나, 이들을 구현해 가는 문제

는 정치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때문에 새로운 정치사회적인 차원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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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할 수밖에 없다. 커즈와일은 과학 · 기술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신자유주

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수행한 역할을 되돌아보면, GNR 혁명 역시 

앞으로도 계속 신자유주의적 생산관계와 맞물릴 경우 대다수 인간들을 모든 생산

과정으로부터 퇴출시키는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로봇경찰이나 로봇군대의 힘으로 무장한 독점 자본이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새

로운 형태의 파시즘으로 나아갈 위험도 크다.

인류를 절멸할 수도 있는 거대과학 · 기술권력을 자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자

는 것은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태도로서, 이런 태도를 해체하고 과학적 합리성

과 인류적 가치를 재-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즉 인간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만연해 있는 과학적 합리

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 즉 과학적 합리성이란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설

명하기 위해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생각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을 바꾸지 않으면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과 인간적인 주관적 가치 사이의 합리적 연

결을 찾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과학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과학적 합리성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내적 관계와 분리된 외적 관계에 대한 관찰에서 형성되는 방

식으로 ‘단순정위’(simple location)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객관과 주관, ‘관찰적 질

서’와 ‘개념적 질서’가 중첩되는 과정에서만 탄생할 수 있다. 최근 로레인 데이스톤

과 피터 갤리슨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적 합리성의 징표로 여겨온 ‘기계적 객관성’ 

이념은 3세기에 걸친 근대과학의 형성 과정 중의 특정 기간, 즉 19세기 중반에서 20

세기 중반이라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그 효력을 다한 한정된 

역사적 이념이다. 이들은 지난 3세기 간 과학도감 제작 방법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

과를 제시하면서 과학적 합리성이 주관성과 분리된 외부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

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Daston, 

Lorraine & Galison, Peter, 2008: 371). 

이들은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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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한다. 이제 더 이상 이미지는 사람의 눈이나 ‘자연의 연필’에 의해 추적되

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기기’가 되며, 이미지의 기능은 ‘재현’

이라기보다는 ‘제시’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나타

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의 ‘제시’(presentational) 현상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한다

(383~384). 

1) 나노 조작은 더 이상 복사에 초점을 두지 않고, 대신 생성 중인 것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재현’(representation)에서 반복이라는 의미와 접두사 ‘re’를 제거해야 

한다. 

2) 이제 대상들은 쇼윈도 속 창녀처럼 제시된다. 이미지 제조자들은 선택된 특성

들을 강조하며 이제까지 상상적 형식으로만 존재했던 장치들을 전시함으로써 사물

들을 존재케 하겠다고 약속한다. 

3) 나노 이미지와 여타 상호작용적 이미지들은 점점 쉽게 예술적 제시의 영역으

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제는 나노과학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영역(유체

역학이나 분자물리학이나 천문학 등)에서 예술과 경쟁하거나 혹은 예술을 고용하

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술 자체로 위상을 바꾸는 과학적 이미지를 보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한편 이런 변화들은 산업적, 국가 정책적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

다. 여러 ‘순수’ 과학들을 결합하고, 다시 이들을 공학을 통해 특수한 응용적 목적

과 결합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과학자와 공학자 사이의 ‘교역 지대’(trading zone)에

서 새로운 활동과 함께 시각적인 것을 위한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게 되고 있다는 

<표 4> 각 시대의 과학도감에서 드러나는 차이

18세기 19세기 중반 20세기 중반

인식론적 덕목

페르소나

이미지

실천

존재론

자연에 충실함

현자(sage)

추론된 이미지(reasoned)

선택, 종합

보편자

기계적 객관성

노동자

기계적 이미지(mechanical)

자동화된 이전

특수자

훈련된 판단

전문가

해석된 이미지(interpreted)

패턴 인지

가족들(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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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런 작업들은 과학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인 새로운 영역으로 향한 긴 길로 

나아간다. 이런 작업이 만들어내는 혼종적인 형식으로 인해 과학적 자아만이 아니

라 이미지 자체도 유동적인 것이 된다(Daston & Gallison, 2008: 413~415).

하지만 데이스톤과 갤리슨은 지난 3세기에 걸쳐 과학사에서 전개되어온 ‘보는 방

식’의 이 네 가지 유형들은 서로를 무화시키면서 대체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

적적이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즉 과학적 객관성은 기계적 객관성을 추

구할 때조차도 주관적 자아를 결코 완전히 삭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Daston & 

Gallison: 38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근현대 과학은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주관성을 배제하

고 검증가능한 객관성만을 추구해 왔다기보다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함께 맞물려야

만 가능한 특정한 ‘배치’(constellation)의 합리성을 추구해 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관점은 과학이나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파악했던 주-객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체를 관찰자 및 주변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고립시켜, 분리시켜 낼 수 있는 대상으로 ‘단순정위’했던 모든 관

점은, 열린 전체와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적 존재의 구체적인 생성 과정으로

부터 추상화하여 사후적으로 구성한 것을 거꾸로 구체적인 실재로 착각하는 오류

라고 할 수 있다.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의 모든 수준에 이르는 모든 현실적 존재는 주-객의 중

첩적인 이중구조를 지닌 경험의 물방울들의 합생(concrescence)과 계승의 역동적

인 과정이라는 화이트헤드의 사상은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방법, 즉 내재적 과학비

판을 통해 자기성찰적인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 기술과 사

<표 5> 21세기 과학기술자의 새로운 상

페르소나
20세기 후반의 과학자의 에토스와 산업공학자의 도구 지향성과 예술가의 작가적 야

망의 결합

이미지 시뮬레이션, 미메시스, 조작의 혼합

실천 만드는 것과 보는 것의 동시성

존재론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분리된 경계에 양다리를 걸치는 “나노기술로 제조된”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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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탐구하는 어려운 방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표본이다. 근

대과학이 사상과 사회 전반에 미친 충격은 과학적 유물론과 반과학적 관념론의 대

립으로 나타났다. 이 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3세기에 걸쳐 진행된 

이 대립에 전제된 “단순정위된 고립된 실체”라는 환원주의적 착각이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심광현, 2009: 92~93).

화이트헤드는 이미 오래 전, 현대에 들어 지식의 전문화가 성공하면서 사회의 제 

기능은 분화된 형태로는 훌륭하게 작용하고 진보해 왔지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비

전은 상실하게 되는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위험들

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GNR 혁명으로 인해 

더 큰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는 아무리 과학 · 기술과 인문사회과학 간

의 융 · 복합이 이루어져도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그 대상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어

느 것이나 환원론적 실체로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외적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단순정위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구적 삶 전체가 처하게 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학의 합리성

의 지반과 인간 주체성의 형식이 함께 변화하고 있는 지금, 화이트헤드가 가정했던 

모든 경험의 주-객 이중구조의 합생이라는 개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일상 속으

로 스며든 미디어 테크놀로지와의 합생이라는 매개 과정과 맞물려 새로운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3. 학문간 융복합-환원주의적 통섭 VS 비환원주의적 통섭

90년대 이래 한국에서의 학문과 지식생산 관련 담론 지형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변화와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학문 간 융복합>을 미래 교육

과학 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했고, 관련 학문정책 기관과 연구소 및 대학 의 통

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학문간 융복합이라는 개념은, 한

편으로는 그동안 해묵은 병폐로 지적되어 온 분과학문들 간의 견고한 장벽을 넘어

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과학문의 독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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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성을 특정한 실용적 목적을 가진 기술공학적 프로젝트만으로 수렴시켜 학

문 전체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개념이 오랫동

안 사용되어 온 <학제적 연구>, <통합학문>과 같은 개념이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식의 통섭>이라는 개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학문 

정책적 개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심광

현, 2009: 202~203). 

1) 학제적 협동연구는 여러 분과학문 분야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주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또는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각 분과학문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기도 하는 협동연구 등을 일컫

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분과학문 자체의 해소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2) 반면 융합연구는 각 전공 분야가 특정한 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

의 연구로 수렴되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기존의 분과 전공은 사라지고, 여러 전

공들이 서로 삼투되어 새로운 전공이 창출될 수 있다. 

3) 이에 반해 복합연구는 각각의 전공 분야가 하나로 융합되지 않고, 각각 전공

의 특성이 복합적 전체의 구성 성분으로 유지되는 방식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표 6> 1990년대 이래 한국사회의 지식생산 관련 담론지형

시대 담론 주요 함의

1990년대 정보사회 IT산업 주도 하에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을 지칭

2000년대 

초반

지식사회 새로운 지식생산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

하자는 당위적 성격이 강함

유비쿼터스

시대(웹 2.0

시대/제2의

정보혁명)

지식사회/

학문간융복합/

통섭

지식생산 매커니즘의 실제적 물리적 변화와 맞물려, 이미 변화된 지

식생산의 하부구조에 맞춰 지식생산의 상부구조를 새롭게 재편 이

미 구축된 글로벌 디지털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기존 지식들

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 데이터베이스의 자

동 생성, 집단 지식 생산(위키피디아)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 분

과적 전문지식은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게 맡겨지고, 전문

가의 역할은 분과를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쪽으로 강제

되는 시대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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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복합연구는 학제적 연구와 유사하지만 보다 강한 결합을 유지한다. 

4) 한편, 통합연구는 융합연구와 복합연구가 전체적으로 유기적 통일체를 이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그에 반해 에드워드 윌슨에 의해 유명해진 통섭연구는 ― 환원주의적으로 오

해되지 않는다면 ― 여러 전공 영역이 함께 모여 상호 연결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지

만, 상호연결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귀착될 지가 미결정된 다양성으로 열려 있는 

연구 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학제적 연구 또는, 특정 주제로의 융

합적 연구, 또는 복합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지식을 통한 새로운 복합학문 분야의 형

성, 또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연구주제와 과제의 창발적 출현 등으로 다기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심광

현, 2009: 203).

수백, 수천 가지의 학문 분과들과 세부 전공들이 처음부터 강한 결합의 형태인 

융합이나 결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과학재단 2002년 보고서는 NBIC같

은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강한 결합을 전제로 융합연구에 착수할 것을 

강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학제적 연구와 복합 연구 경험을 갖고 있어

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견고한 분과주의의 협소함과 강한 환원주의의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점점 더 복

<그림 1> 학문간 융복합과 통섭의 개념적 차이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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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해지는 현실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협업과 분업의 역

동적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분과 전공의 틀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 현실적 과제 해결을 위해 각 학문 분야가 적극적

으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제 간, 복합, 융합, 통합의 길로 “적응 진화”

해 나갈 수 있는 “열린 과정”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비환원주의적 통섭” 개념이 필

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사회생물학자 윌슨이나 최재천 교수의 “환원주의적 

통섭” 개념과는 달리 수백 수천 가지 분과학문이 종국에는 하나의 학문으로 통합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학문간 차이나 다양성을 배제

하는 강한 환원주의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통섭 개념에 대해 반대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모든 학문이 하나의 메타학문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통합연구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자신의 전문분야와 타분야의 상호연

관성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설명력을 높이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통합적 

문화연구/사회과학/여성학/생태학 등). 

“통섭”이라는 개념은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지식의 통섭>(1998)에서 

사용한 “Consilience”라는 개념을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2005년에 번역하면서 조

탁한 용어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윌슨이 처음으로 만든 신조어가 아니라 19세기 

과학사가였던 윌리엄 휴얼이 사용했던 개념을 윌슨이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 의미

를 뒤틀었고, 최재천 교수가 다시 번역하면서 의미의 변용이 나타났기에, 필자는 이 

개념을 윌리엄 휴얼의 본래 의도에 근접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용어에 대한 상이한 용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 용법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필자는 윌슨과 최재천 교수 덕에 ‘통섭’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들

의 해석과는 달리 이 개념의 창시자인 휴얼로 되돌아가 비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이 개념을 새롭게 사용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본다. ‘consilience’의 어원에는 

‘jumping together’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도약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갈래의 흐름들

이 뒤섞여 하나로 융합이 되는 경우, 또는 여러 흐름들이 체계적 통합을 이루는 경

우, 함께 뒤섞이다가 다시 갈라지는 경우 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열린 과정이 

그것이다. 최근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복잡계 과학’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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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렇게 이질적인 계열들의 복합적인 뒤섞임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복잡한 상호작

용과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경험이 창발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데, 이런 

점에서 ‘열린 형태’의 ‘비환원주의적 통섭’은 복잡계 과학의 관점과 일치한다. 네트

워크 이론 역시 이와 같은 ‘비환원주의적 통섭’이 효과적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학문 분야나 전공들은 일종의 노드(node)에 해당하며 학

문 간 연결망은 링크(link)에 해당한다. 여러 노드들을 링크로 연결하게 되면 ‘무작

위 네트워크’ 또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서로 무관했던 학문 분

야들이 2~3단계를 거치면 가깝게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드백 과정을 거침으로

써 서로 성격이 변하게 될 것이다. 역동적 네트워크는 예술-예술 사이의 연계를 동

<표 7> 통섭 개념의 네 가지 유형

consilience / 통섭

consilience

어원: 라틴어 ‘consiliere’(con=with, salire=to leap)

윌리엄 휴얼

(19세기중반)

최초 사용. consilience를 ‘jumping together’(즉 ‘더불어 넘나듦’)으로 

해석, 여러 지류를 가진 강이 바다로 합류해가는 과정에 비유하는 

비환원주의적 관점: addictive consilience 

에드월드윌슨

(1998)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술을 가로지르는 학문간 횡단을 강

조하되, 그 중심은 사회생물학으로 설정하는 환원주의적 관점: 

reductive consilienc(자연과학 내부에서도 지나친 환원주의라고 비

판받음)

통섭(統攝) 최재천(2005) 

윌슨의 ‘consilience’ 번역을 위해 조탁한 신조어(cf. 일본: 통합/대만: 

융통/중국: 융통, 일치성, 계합으로 번역)로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

리로 학문의 ‘큰 줄기를 잡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번역이 윌슨 교수

의 본래 의도와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 잔가지와 뿌리를 연결하는 

나무줄기에 비유하는 환원주의적 개념.

통섭(通攝) 심광현(2009)

‘통’은 소통한다는 의미로, ‘섭’은 “쥐다/잡다”는 뜻보다 “끌어당기

다”로 재해석하여 “끌어당겨 서로 통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재해

석. 이런 해석은 ‘leap/jumping together’라는 어원에 더 근접하고, 윌

슨의 환원주의적 통섭(reductive consillience)과는 다르게, 여러 갈래

의 지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는 휴얼의 가법적 통섭(adductive 

consilience) 개념에 더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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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이게 만들고, 예술-과학, 예술-인문학, 과학-인문학 간의 다중 네트워크로 중첩

될 수 있다(심광현, 2009: 207). 

이런 맥락에서 비환원주의적 ‘통섭’은 분과주의나 환원주의 어느 한쪽으로도 귀

착되지 않은 채 분과적 고유성과 학제적 횡단성의 이중성을 유지, 심화하는 방식이

라는 점에서 ‘T’형의 연구 방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각 학문의 성격이 ‘T’형의 위

상을 가질 경우, 각 학문은 이질적 분야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협동의 범위가 넓

어질수록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더욱 깊이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발

견하는 방식으로 ‘창조적 전문가’를 육성하게 될 것이다. 

4. 비환원주의적 “T형 통섭”을 통한 창조성의 증진

최근 학문간 융 · 복합 혹은 통섭과 같은 새로운 학문 방법 혹은 지식생산 방법

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분과학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내야 할 현실적 

필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한 나노공학, 기계와 생명의 원

리를 통합하려는 생명공학 및 로봇공학 등이 모두 그러하다.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

창작과 수용의 필수적인 매개체가 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물리

공간과 가상공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제3공간(증강현실)이 출현하고, 감각들의 

혼성과 확장, 감수성의 변형과 확장, 상상력의 도약 등이 촉진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르와 스타일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포맷과 스타일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분과와 장르를 넘어서려는 학

문간 융복합과 통섭이라는 화두의 심층에는 전대미문의(물질과 생명과 지능을 창

조하려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조성의 증진이 자리 잡고 있다. 

창조성이 무엇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한 학문적 정의를 내리기 어

렵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창조성이란 IQ 검사와 같이 단순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일반적 지능에 비해 더 많은 인지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IQ 120 이상부터는 창조성과 지능의 상관관계가 낮았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창조성은 성격 특성, 두뇌 기능, 내재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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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능력 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볼 

때 일단 창조성이란 인간에게 내재한 다양한 능력들과 환경적 요인들(생물학적 요

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영향) 간의 상호작용의 특수한 소산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창조성 연구자인 대시와 레논에 의하면, “우리가 다룬 모든 연합주의자들은 인지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의 본질이란 새롭고 효과적인 조합들을 형성할 수 있고, 다양

한 정신적인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대

시, 레논, 2006: 178).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조성의 이해와 증진은 상대적으로 분과

적, 장르적 접근보다는 통섭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

론 분과적 연구와 장르적 실천에서는 창조성의 발현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

나 주어진 분과와 장르적 틀 내에서도 문제를 뒤집어 보기와 여러 의미의 층위를 

넘나드는 형태의 창의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경계들을 미세하게 넘나

들며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는 통섭형 시각과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분과와 

장르 내에서의 창의적 사고 역시 탈분과적, 탈장르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새롭고도 효과적인 조합

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식은 어떤 것일까? 에드워드 드 보노(Edward deBono)의  

<수평적 사고>(1970)의 연구는 이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는 ‘수직적’ 사고(하위 및 상위 수준 개념 간에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심리적 작용)와 ‘수평적’ 사고(문제를 정의 또는 해석하는 대안적 방식의 모색을 의

미)를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수직적 사고는 선택적인 반면, 수평적 사

고는 생산적이다. 수직적 사고는 하나의 경로를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평적 사고는 정확성보다는 다양성에 보다 중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많은 통로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직적 사

고는 분석적이고 순차적인 반면, 수평적 사고는 유발적이고 순서를 자유롭게 뛰어

넘을 수 있다. 드보노는 이런 구분에 의거하여 수평적 사고가 확산적, 창의적 사고

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대시, 레논: 203~204). 

그러나 수평적 사고가 문제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창의적 사고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지만, 단지 수평적 사고만으로는 최종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어

렵다.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확한 해답을 찾아내는 분석적이고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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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고 과정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를 파헤치기만 하고 상

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성은 수직적 사고

와 수평적 사고의 긴장된 교차과정에서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교차되는 과정을 “T” 형 사고라고 지칭해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과정과 문제의 해법을 좁혀 들어가는 상반된 과정

의 긴장된 교차는 ‘뇌량’을 매개로 한 우리 양쪽 뇌의 협력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

다. 높은 창의성은 좌뇌 혹은 우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량을 통해서 양

쪽 뇌의 정보를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할 때 증진되기 때문이다(이정모, 2009: 

287~290). 

이런 점에서 “T”형 사고는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 분업과 협업, 분과와 횡

단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이중적 도약”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자신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두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함께 도약하는 이미지야말로 이와 같은 “T”형 이미지에 적합하다 

(<그림 3>). 이런 여러 개의 “T”자형 형상이 “함께 도약하는” 이미지를 가장 상징적

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마티스의 작품 <원무>(1905년)이다.

이 작품은 19세기에는 전문화에 몰두해온 예술 장르들이 20세기에 들어 함께 손

을 잡고 도약하면서 장르 간 경계는 물론 예술과 사회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기 시

작한 현대예술혁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곧이어 나타난 1907

년 큐비즘의 탄생, 1909년 미래파의 탄생은 예술과 과학기술 간의 ‘통섭적 춤’의 산

물이기 때문이다. 마티스가 이 그림을 그린 1905년은 또한 20세기 과학혁명의 상징

         

        <그림 2> 마티스의 작품 <원무>                    <그림 3> T형 통섭의 이미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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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출발점이기도 한데 그 해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해 그때까

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되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일정 조건 하에서

는 서로 연결-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논증되면서 자연과학의 개념적 경계들의 대변

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심광현, 2009: 209~210). 

‘원무’ 이미지는, 이질적 분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도약한다면, 이는 어느 방향으

로 나아갈지는 미리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래가 열려 있는 복합적 변화의 과정, 즉 

통섭으로 출발하여 학제적, 복합, 융합 및 통합의 네 가지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

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학제적 연구에서 시작해서 복합을 거

쳐서 융합을 하고 융합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 후, 융합 연구의 유기적 통일인 통합

으로 나아가는 지그재그 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융합이나 통합은 특정 영

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모든 학문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20세기 초와 20세기 후반의 예술혁명, 과학혁명 이후

에도 여전히 수많은 예술장르와 분과학문이 존속, 분화해온 역사적 사실에서도 쉽

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과정이 분과학문으로의 분화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19세기의 수직적 학문적 이미

지가 “T”자형의 이미지로 점차 전환해가고 있다는 점이 다양한 분야(문화연구, 과

학철학과 과학기술연구, 여성학, 생태학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T형 통섭”의 자세가 학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예술 창작과 수용, 

사회적 실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현 시점에서 생

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효과들은 다음과 같다. 

(1) 복잡계적 사고(과학)의 용이한 획득과 응용 

      - 단순성의 과학에서 복잡성의 과학으로의 패러다임 이행에 관한 이해 증진

      -  분리된 경계들이 해체되고 이질적-혼종적인 세계의 출현에 대한 이해 증진

      - 부분과 전체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등

(2) 문제 발견과 해결 능력의 증진

      - 환유(연합)와 은유(도약)의 변증법적 역량 증대 

      - 감성과 이성, 의식과 무의식의 변증법을 통한 주체의 역량 증대 등 

(3) 네트워크적 역량의 증대: 차이의 생성과 연결망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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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과 지성의 연결 역량의 증대 

      - 주체와 환경의 연결 역량의 증대 

      - 이질적 미디어들 간의 연결 역량의 증대 등

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 해도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T형 사고

“에서 수평 축과 수직 축은 언제나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따로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실제로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반드시 생산

적으로 결합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언제나 분리되어 따로 놀 수 있는데, 가령 대

학의 교양과목은 수평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수평적 사

고가 다양한 전공과목의 지식들과 저절로 결합되어 생산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실기 분야에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예술대

학에서 교양과목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

다. 공대나 의과대학의 경우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형 통섭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분리되지 않고 효

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양자는 서로를 내용적으로 자극하고 심화시키는 역할

을 해야 한다. 이 상호작용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

이다. 

이와 같은 모형은 “T형 통섭”이 성공적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4> T형 통섭 내의 상호작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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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축은 좌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반드시 중앙점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는 발산적 사고는 언제나 애초에 출발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설정의 지점

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중앙점은 반드시 수직 축과 마주치는 지점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달리 말

하면 이 중앙점은 각자가 현재까지 획득하고 있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경험과 지식

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마추짐은 기존 지식의 확장 혹은 폐기, 수정

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3) 수평축과 수직 축은 T형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대각선 사선과 같

은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종합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 결과 T형 통섭은 

일정한 시간을 지나 삼각형으로 확장된다. 만일 수직 축이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뻗어나갈 경우 위로 향하는 새로운 삼각형이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 가령, 최초에 

시각문화를 공부하려고 할 경우 정지상태의 시각이미지를 탐구하는 방향(미술전

공)이 아래 축이라면 위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동영상 이미지를 탐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구성 방법을 하나의 사례, 가령 시각문화 연구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통섭적 탐구가 가능할 수 있다.

1) 미술사를 시각문화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

어의 역사라는 수평적 방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이해라는 수

평적 방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수평축은 무제한으로 확장

되기만 해서는 안 되며, 시각문화연구라는 중앙점으로 수렴해야 한다.

2) 또한 시각문화연구라는 중앙점은 전통적인 미술사 연구라는 수직 축과 겹쳐

져서 미술사 연구를 재해석하여 더욱 심화시키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 

3) 이렇게 수평축과 수직축의 만남은 양편으로 대각선의 결합을 추동하는데, 한

편으로 미디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에서 판화의 등장이 인쇄술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사진기술의 등장에 따른 압력에 의해 재현적 회화의 

양식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며, 다른 

한편으로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연구는 바로크와 고전주의의 시각성의 예술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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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더욱 역동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그와 반대로 미술사는 미디어역사와 철학

사에 대한 이해에 더욱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수직 축이 아래 방향만이 아니라 위의 방향으로, 즉 영상문화연구의 방향으

로 발전할 경우, 위의 방향과 아래 방향의 수직 축이 좌우의 수평축과 교차하고, 대

각선 방향으로 삼각형을 만들어내면서, 위와 같이 미디어생태학과 지각의 교육학

과 같은 새로운 연구영역을 탄생시킬 수 있다.  

5. T형 통섭의 인식론적 근거: 칸트와 인지과학

이런 통섭적 사고는 예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 경험과 지식 전반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구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개개인들이 이질적 만남과 

정보의 홍수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을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체화’하기 위한 통섭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영상문화연구 

시각문화연구
 

미    지 

                      디    각 

시각매체의            어    의                철학 

역사              생    교 

태    육   

학    학 

 

미술사연구 

<그림 5> 시각문화와 영상문화연구를 통해서 본 T형 통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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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누구에게나 이런 태도의 ‘창조적 체화’가 가능한 근거는 인간이 오랜 진화 과정

을 통해 다양한 능력들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는 달리 외부의 경험들을 압축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존, 발

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들의 분화와 종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이와 같은 능력들의 체계는 유전자 정보로 압축되어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데, 칸트

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이런 능력들을 “선험적”(a priori: 경험에 앞선다는 

뜻) “능력들”(faculties)이라고 불렀다. 칸트에 의하면 이런 능력들은 감성과 지성,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고 종합하는 능력인 상상력이라는 대범주로 구분될 수 있고, 

다시 감성은 감각(sense)와 욕구(desire, needs),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능력은 쾌/

불쾌의 감정(affects, emotion), feeling으로 세분되며, 지성은 오성(혹은 순수이성, 계

산하는 능력), 실천이성(자유의지),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고 종합하는 능력인 판단

력(judgement)으로 구분된다(칸트, 1999: 139~184).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런 선험적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도움 

혹은 장애들로 인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능력들을 충분히 사용하거나 혹은 사

용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좋은 경험과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혹은 그 반대 방식으

로 살아감으로써 이런 능력들이 신장되거나 혹은 훼손, 왜곡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성능이 좋은 기가급 컴퓨터를 타자기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듯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매우 탁월한 능력들의 소

지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외부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입력”하는 데만 급급하

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태도를 철학적으로는 정립한 것이 근대적 ‘경험주의’라

고 부를 수 있다. 근대과학이 발전해 오는 동안 이런 태도가 우세해 왔고, 일반적으

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경험주의적 입장에 쏠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

에게 내재된 선험적 능력들만을 귀하게 여기면서 외부로부터의 경험에 대해서는 무

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학사에서 이런 입장은 ‘이성주의’라고 일컬어져 왔다. 칸트

의 <비판철학>이 영국의 경험주의와 대륙의 이성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했다고 하

는 바의 의미는 대립해 있던 양자의 입장을 연결하여 < 외부로부터 경험의 입력 → 

선험적 능력들과의 결합을 통한 정보의 가공과 변형 → 외부를 향한 지식의 출력

(표현)>의 선순환(혹은 악순환) 구조가 인간 경험과 지식 생산의 체계(신체화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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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복잡한 작동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칸트의 인식론적 혁명은 <정보의 입력 → 가공과 변형 → 지식

의 산출>이라는 현대 정보과학적인 모형을 최초로 제시한 셈이 될 것이다. 물론 칸

트 당시에 이런 모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이 있기 전까

지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설정될 수 없었기에 칸트의 인식론적 모형은 불완전

하다. 프로이트 이후 현대철학은 칸트의 의식중심적 표상 철학의 한계를 비판해 왔

는데, 특히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1969)에서 칸트의 “선험적 이성론”의 한계를 비

판하면서 “선험적 감성론”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외부 → 내부 → 외부

로 진행되는 표상적 인식의 수평적 구성과정을 무의식 → 의식으로의 비표상적 인

식의 발생론적인 수직적 과정으로 대체하고자 한 시도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필자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칸트의 표상적 인식론과 들뢰즈의 비표상적 인식

론은 이분법적 대립항 또는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이

중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인식과정의 실제적 측면에 더 부합하고 더욱 생산적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외부-내부의 표상론적 수평축과 무의식-

의식의 비표상론적 수직 축을 교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필자가 다른 글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지성과 감성이

라는 두 층위로 구분했으나 들뢰즈는 아래와 같이 ‘판명하나 애매한 무의식’(미분

화, 미분적 차이), ‘명석하나 혼잡한 감지’(개체화, 강도적 차이), ‘명석 판명한 지성’

(현실화, 개념적 차이)의 세 층위로 대별한다(미분적 차이/미분화 → 강도적 차이/

개체화 → 개념적 차이/현실화).

“모든 사태는 이념적인 반쪽과 현실적인 반쪽으로 나뉜다. 이때 이념적 반쪽은 잠

재적인 것 안에 잠겨 있고, 한편으로는 미분비들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

응하는 독특성(특이성)들로 구성된다. 반면 현실적인 반쪽은 한편으로는 이 미분비

들을 현실화하는 질들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독특성들을 현실화하는 부분들

에 의해 구성된다. 그 둘의 끼워 맞춤을 보장하는 것은 개체화이다”(들뢰즈: 586).

 2) 《프랙탈》(심광현(2005), 현실문화연구), ”제5장 주체성의 새 지도”의 168~174쪽 참조. 이하의 

글은 이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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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의 이 3분법이 칸트가 인간의 역능 전체를 표상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 

능력으로 대별한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 역능

의 세 유형과 그 각각에 상/하위 인식능력의 두 차원이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

기 때문에 칸트적 주체성은 위의 <표 8>과 같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매트릭

스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이 중에서 아래 층을 위층과 연결해주는 접합제가 바로 

상상력이다). 

반면에 들뢰즈의 무의식-감지-지성의 3분법은 <명석-판명한 인식>만을 참된 인

식으로 인정한 데카르트에 반대하여 ‘명석-애매하고’, ‘판명-혼잡한’ 인식도 인식으

로 인정하는 라이프니츠적인 인식론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들뢰즈의 삼분법은 

칸트에 빗대어 말하자면 상하위 두 가지 유형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상을 

지닌, 그러나 일종의 발생론적 순서(무의식 → 감지 → 지성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지닌 세 가지 유형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은 이런 식으

로 라이프니츠를 복권하며 칸트의 지성-감성의 이분법적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차이와 반복》은 단순히 칸트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 것이다. 자신의 철학을 칸트의 선험적 이성론에 맞서는 선험적 감성론이라

고 불렀던 데서도 들뢰즈의 강렬한 전복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는 인

식능력의 삼분법으로 칸트의 인식론을 확장하기는 했지만, 칸트가 인간 역능의 세 

형태라고 부른 표상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의 측면을 자신의 역능론에 어떻

게 비판적으로 연관시킬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칸트의 세 가지 인간 역

능을 지성-감지-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인식능력으로 다시 환원시켜버리는 듯한 인

상을 준다. 때문에 칸트에게서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다각화될 수 있었던 인간 역

능의 배치도가 들뢰즈에게서는 오히려 세 가지 항목의 배치도로 축소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칸트를 들뢰즈로 대체하거나 들뢰즈를 무시하

<표 8> 칸트의 인식능력들 간의 상관관계 모형

상위인식능력 오성(순수이성) 판단력 이성(실천이성)

접합제 상     상    력

하위 인식능력 감각기관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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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칸트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칸트와 들뢰즈를 교차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을 

교차시키면 아홉 개의 항을 가진 매트릭스가 나타난다(심광현, 2005: 제5장). 

<표 9>는 칸트와 대립하는 들뢰즈의 입장을 어느 정도 무시한 채 양자를 교차시

킨 것이므로 들뢰즈 입장에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칸트의 공통감각론을 비판

하는 들뢰즈의 입장에서 보면 공통감각을 자신의 중요한 위상인 감성적 인식 칸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들뢰즈가 공통감각을 재현(표상)의 영역에 위치시키

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적 공통감각은 나카무라 유지로의 공통감각 이

론에 의거한다면 원심적-술어적 논리를 통해 신체 내부의 다양한 역능들의 원심적 

종합을 성취할 수 있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프랙탈 한 조합의 중심원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공통감각을 복권하여 감성적 인식과 쾌/불쾌의 감정이 교차되

는 이 표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에 반해 칸트적 공통감

각의 다른 측면인 상식(good sense)은 들뢰즈가 주장하듯 재현(표상)의 영역에 위치

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배치표는 칸트 철학의 단점을 들뢰즈 철학의 장점으로 보강하고 다시 역의 

교차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근대 철학과 탈근대 철학의 비생산적인 이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이 배치표는 인간 ‘주체성의 배치 양식’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데에도 양자를 나누어 선택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사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본다. 이 배치표는 단순히 아홉 개 항목들의 나열이 아니다. 칸트에게서 쾌/

불쾌의 감정은 표상 능력과 욕구능력 사이를 매개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

<표 9> 칸트와 들뢰즈의 인식론의 통섭 모형

들뢰즈              칸트 표상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

지성적 인식

(개념적 차이=현상)
오성 반성적 판단력

이성

(밖주름/곁주름운동)

감성적 인식

(강도적 차이=본체)
의식적 지각(감각) 감정/공통감각

욕구

(온주름운동/에로스)

무의식적 인식

(미분적 차이=이념)
무의식적 지각 내장감각/생명감각 막주름운동/죽음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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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 들뢰즈에게서는 감성적 인식이 무의식적 인식이 지성적 인식으로, 잠재

적 이념이 현상적 현실로 현실화되어가는 중간 과정 역할을 한다. 이 중간 항들은 

일종의 ‘사이-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이 배치표는 겉으로는 단일 평면처럼 보여도 내용적으로는 두 개의 

이질적 차원이 겹쳐진 것이다. 겉으로 두드러지는 차원은 사각형의 네 모퉁이에 고

정된 네 개의 극이다. 이것이 두드러지는 것은 표상과 욕구, 지성(현상적 현실)과 

무의식(잠재적 이념)이라는 극들이야말로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주도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면 쾌불쾌의 감정과 감성적 인식이 교차하여 만들어내는 다섯 개의 항

목은 서양철학에서는 무시되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 있던 역능들이다. 그러나 

현대에 올수록 이 역능들은 철학적, 종교적 억압의 틀을 벗어던지고 사회의 전면으

로 드러나고 있고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심광현, 2005: 제5장). 

한편 칸트의 인식론은 역사적 생성과 변화의 맥락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한계를 지닌다. 칸트에 대한 헤겔의 비판은 이런 점에서 전적으로 타당하다. 헤

겔은 정신(인식)의 역사적 성장을 <주관정신>-<객관정신>-<절대정신>으로의 변증

법적인 발전 과정으로 기술했는데, 이런 역사적 진화 과정 속에서 인류가 출력한 

지식들의 체계는 점차 거대한 <집단지성>의 구조로 형식화되게 된다. 이 집단정신

(의 산물들)이 곧 헤겔의 <객관정신>에 해당할 것이다. 과학, 예술, 종교, 철학, 기

술, 여가오락, 체육활동과 같은 “객관화된 문화적 산물들”은 개별 인간들의 <개인

지성>이 도약할 수 있는 지적 토대이자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작용하게 된다. 개별 

인간들은 과거와 현재에 주어져 있는 이 객관화된 문화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하는 데 각기 일조하면서, 객관화된 집단지성과 주관적인 개인지성을 활용

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입력하며 새로운 지식들을 출력한다. 앞에서 제시한 다이어

그램을 이런 역사적 과정과 결합하여 새로운 다이어그램으로 구성해 보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이 다이어그램에는 주관정신-객관정신, 즉 개인지능-집단지능의 변증법이 함축되

어 있는데, 이 변증법에 의해 인간 정신은 진화, 베르그송의 표현을 빌자면 <창조적 

진화>를 거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이어그램은 입력 → 가공과 변형 → 

출력의 순환적 프로세스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다이어그램으로 보

충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다른 글에서 개발한 <그림 7>과 같은 다이어그램, 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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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 인지과학자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신체화된 마음>의 작동모형과 인공지능 

연구자인 클라우스 에메케의 인지모형을 결합한 다이어그램이 그것으로, 이 다이어

그램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화된 마음의 창조적 진화>가 이루어

지는 변증법적 프로세스를 모형화한 것이다(심광현, 2005: 101). 

헤겔은 정신의 역사적 진화가 <주관정신 → 객관정신 → 절대정신>으로, 또한 정

신의 산출물들은 <예술 → 종교 → 철학>(고대 그리스 예술 → 중세 기독교 → 근

대 철학)의 형식으로 진화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위의 마름모꼴 그림(<그림 6>)에서 

보자면 <신체적 무의식에서 사유하는 의식>의 방향으로, 또한 <외부에서 내부의 방 

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를 취하며 인간 능력들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그림 6> 심광현의 주체성의 배치도(A): 철학적 인간학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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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착오 중의 하나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들이 외부로 출력된 객관적 산출물의 하위개념들로 환원(소외)되어 왔

다는 사실이다. 이런 객관적 환원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의 표와 같은 선

험적 능력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집단지성의 산출물들만을 숭배하

는 착각(소위 “소외”)에 빠지게 되며, 다양한 전문분과들로 분화된 일들만을 하면

서 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칸트의 철학적 혁신은 이런 객관적 산출물들 자체

가 모두 선험적인 인간 능력들과 외부 경험의 합성물일 따름이며, 중요한 것은 이

<그림 7> 심광현의 주체성의 배치도(B): 인지과학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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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산출물들을 탄생시키는 인간능력들의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작동 방식을 통찰하

여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 교육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체계적으

로 밝혀냈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는 자신의 비판철학을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명명했고, 삼대 비판서를 통해 이론적 체계를 확립한 후에

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교육학》과 같은 실천 철학을 집필하는 데 여생

을 바쳤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삼대비판서는 스피노자의 《에티카》의 체계를 일종의 ‘인지과

학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철학의 궁극

적인 과제는 인간이 외부의 자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들의 

작동체계를 올바로 이해하여 올바른 운용 규칙을 갖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서 칸트에 이르는 근대철학의 발전은 

외부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자연과학에게 넘겨주고 인간 역능의 내적 작용 구

조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그 증진 방법에 대한 모색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진화과정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인간의 신체

적, 정신적 역량들 간의 창조적 연결을 위한 올바른 운용규칙이 바로 “T형 통섭”이

다. 

<그림 6>은 위와 아래로, 좌와 우로 두 개의 “T형 통섭”이 교차된 것인데, 여기서 

가운데의 중앙지점에 위치한 것이 감정이며, 이 감정의 중심부는 전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7>의 가운데 부분인 “신체화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동

적인 공백(활동하는 무라는 의미에서의 불교적 ‘공’(空)(우주 사방 팔방이 끊임없이 

일한다는 의미)을 안고 있다. 이 공백이 있어서 우리는 외부의 다양한 경험들을 무

진장하게 안으로 접을(folding)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지식들을 표현(unfolding)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공백이 없다면 입력된 정보가 많아질 경우 전체 시스템이 작동

될 수 없게 된다. (컴퓨터가 그러하듯이) 입력과 출력의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백을 내포한 시스템의 역동성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능력들

을 진화시키며, 그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객관적 문화들을 구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인간 주체들은 이 복잡한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제반 역능 들 간의 균형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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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은 다음 글로 넘기고 여기서는 이 과정 “T형 통섭”이라는 단일한 규칙

의 프랙탈한 반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칸트의 ‘비판철학’과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역시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다음에서 개

략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6. T형 통섭과 프랙탈 

“프랙탈”은 1975년 벨기에의 수학자 베노아 만델브로(Benoit Mandelbrot)가 처음

으로 발견한 새로운 수학 원리인데, 간단히 말하면 자연계의 모든 공간적 형태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가정한 것과는 다르게 정수 차원의 형태가 아니라 분수 차원

의 형태들이라는 점이다. 자연에는 유클리드적인 의미의 직선이나 정삼각형이나 입

방체는 존재하지 않고 구부러진 선, 울퉁불퉁하게 접힌 면과 입체들이 있을 따름이

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자연 형태들은 분수 차원의 수학적 비율로 접기와 펼치기를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유하고도 복잡한 형태들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도해의 주름진 해안선이나 주름진 계곡의 흐름

은 무질서해 보인다. 그런데 이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아도 그 불규칙한 정

도가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렇게 부분이 전체를 닮으면서 비유클리드적인 차원을 

갖는 형상을 ‘프랙탈’하다고 한다. 해안선의 모습을 닮은 코흐 눈송이(1.2618 차원,  

<그림 8>), 스펀지 모양의 시어핀스키 공간(2.7268 차원, <그림 9>) 등이 대표적인 예

다. 이렇게 부분과 전체의 모양이 정확하게 같은 것을 ‘규칙적’ 프랙탈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장신구나 아랍의 문양들에서 이런 규칙적 프랙탈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와 달리 다도해나 난류와 같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프랙탈은 부분과 전체의 모

양이 대략적으로 비슷하여 ‘통계학적’ 프랙탈이라고 부른다(윤영수·채승병, 2005: 

124~135).

우리의 신체 역시 이와 같은 프랙탈의 원리에 입각하여 작은 공간 속에 무수하게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뇌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뇌는 이런 방법으로 구성

된 수많은 뉴런 세포들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온 무수한 자극과 정보들을 해

석하여 필요한 부분은 축적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해버린다. 오장육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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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 내부에 무수한 공간을 만들어내어 외부로부터 

들어온 양분들을 소화하여 신체 내부에 축적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배출한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들은 이런 방식으로 외부의 정보와 양분을 프랙탈한 방

법으로 접어 넣고, 표현-배출하면서(input=folding, output=unfolding)하면서 진화해 

왔다. 이와 같은 프랙탈 원리가 T형 통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그림 10>과 같

은 모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모형은 ― <그림 9>의 시어펜스키 삼각형의 경우처럼 ― 상상력의 감성과 지

성으로 분화와 수렴(칸트의 인식론적 가정)으로 형성된 최초의 <T형 통섭으로 형

성된 큰 삼각형> 내부에서 <작은 T-삼각형들>이 반복 복제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만델브로의 발견에서 나타났듯이 프랙탈 한 집합은 자기유사성을 전

제로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반복하는 순

환성의 특성을 가지며, 이때 프랙탈 차원

은 주어진 대상의 최소한의 용량을 담는 

상자 정도로 정의된다(윤영수 외: 130). 이

런 맥락에서 보자면 인간 두뇌는 이와 같

은 <T형 프랙탈>의 무한 반복을 통해 최

소한의 용량 속에 최대한의 정보를 함축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마름모꼴의 다이어

그램(<그림 6>)은 이런 반복된 T-삼각형

<그림 8> 코흐 눈송이 

<그림 10> T형 통섭 내의 프랙탈 작용 모형

<그림 9> 시어펜스키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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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위와 아래로 겹쳐지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형 상으

로는 정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T-형 프랙탈은 하나의 단순한 차원을 가진 ‘단일 프

랙탈’(monofractal)이라기보다는 복잡도의 증가에 따라 다른 차원의 프랙탈이 겹쳐

진 다중프랙탈(multifractal) 구조를 취하는 인간 역능의 복잡계적 진화과정의 발생

원리를 단순화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들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감성적, 지

성적 능력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최초의 빈약한 경험과 지식들을 “T형 통섭”의 

무수한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복잡하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적응-진화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닌 이 유한하면서도 무한한(분

수 차원의 유한성을 무한히 반복하여 최소한의 공간 속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함축

한다는 의미에서) 능력들을 제도적, 관습적 장막에 갇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한다면 “T형 통

섭”의 프랙탈 한 반복의 간단한 규칙은 이런 장애들을 걷어버리는 데에 유용한 이

론적, 실천적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프랙탈’ 하게 자기-조직화하는 <T형 통섭>은 그동

안 유클리드적 격자 방식으로 분할되어 고착된 예술적, 학문적 경계들을 가로질러 

자연의 복잡하고 창발적인 실재의 작용 원리에 따라(프랙탈 하게 자기-조직화하는 

자연의 원리), 0과 1, 1과 2, 2와 3 등과 같은, 양자택일적인 두 극(구조와 행위, 구

조와 과정 등의 두 극)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의 ‘순환적’ 왕복운동을 전개하면서, 텅 

비어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적, 사회적, 심리적 시공간 내에 복잡한 연결망을 조밀하

게 도입하는, 일종의 “변증법적 시뮬레이션”의 원리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3) 

 3) 복잡계 네트워크, 《복잡계 워크숍》, 민병원 · 김창욱 편, 삼성경제연구소, 2006. 그동안 사회이

론은 행위가 구조를 결정하거나 구조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입장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

했다. 그러나 90년대 이래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온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연

결망 분석이나 행위자 기반 모형 시뮬레이션 이론 등의 방법으로 거시적 구조와 질서가 개별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행위자들은 개별적인 적응성을 가지고 이에 대해 행위를 하는 

비선형적 상호작용의 반복에 의해 거시적 구조가 창발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과학의 

오랜 숙제였던 미시와 거시의 연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71-73

쪽).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하향식 연역적 방법(규칙의 입력)과 상향식 귀납적 방법(생산

된 데이터의 관측)을 동시에 연결하는 복합적인 중간적 방법으로, 최근에는 변수의 복잡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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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가며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를 수술하고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듯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올바른 의미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구

와 실천의 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선형적 인과성

의 통시성과 결합된 상호괴리된 분과학문 체제라는 낡은 부대를 해체하여 비선형

적 인과성의 공시성과 결합된, 학문적 제도의 안과 밖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들

과 경험들의 수평적 통섭이라는 역동적인 새 부대로 흡수-재구성하는 일은 오랫동

안 단절되어 있던 이론과 실천, 대학과 사회, 지식인과 대중,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에 선-순환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21세기의 과학기술혁명(GNR 혁명)과 더불어 도래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는 

이런 가능성을 전례 없이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 열린 가능성을 오직 인구의 10%

에게만 허용하며 자연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반생태적 ‘통제사회’(위험사회)로 나아

가려는 흐름을 거슬러 자연과 인간의 공진화를 촉진하는 민주적 생태적 ‘문화사회’

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는 오직 사방으로 두 팔을 활짝 벌려 손을 잡고 

함께 도약해 나가는 우리의 능동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심광현, 2009: 483~484).

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규칙의 복잡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병렬형 상호작용 모델을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어 거시적 구조 변동과 미시적 행위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중간 영역들을 파

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525-528쪽).

 필자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의 제9장에서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논의를 

빌어 분석한 구조와 과정, 캘리브레이션과 피드백 사이의 변증법이란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원

인이고 결과인가를 따지는 대신 양 축의 순환적 연결의 반복을 통해 실제에 근접해가는 인

식의 심화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역과 귀납의 순환적 연결방식인 가추

법의 과정과도 유사하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병렬형 모델에 입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발

전은 정치-경제-문화의 복잡한 비선형적 상호작용의 변증법을 해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마이클 앨버트가 제안한 대안경제 모델인 “참여계획경제”

(parecon)(2003)의 현실적합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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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ductionist Consilience and a Mechanism of Creativity:
GNR Revolution vs a Task of New Subjectification

Shim, Kwang Hyun*4)

Nowadays the whole capitalist world system has begin to enter into a chaotic 

turbulence while the crisis of capitalist economy, being deepened by 30 years’ neo-

liberalist globalization, has been come from background to the front through American 

financial crisis in 2008. However, chaos must not be evaluated as ‘bad’. On the contrary, 

the world system on the balance does not allowed individual subjects to make a big 

change of the system. But, each small acts of individual subjects would have more 

chance to change the system in a phase of chaotic turbulence of the whole system.

(“butterfly effect”) In this regard, it’s very urgent to apprehend a specific mechanism of 

interactivity between chaotic shaking of the whole system and individual subjects for 

the purpose of making one’s way through violent crises of present and future. 

In the long history of capitalism, wholesale technological and organizational 

renovations have tended to accelerate more in the stage of decline than in the stage of 

growth. The capitalistic paradox of “simultaneity” of economic crisis with wholesale 

technological-organizational renovation, such as “ubiquitous revolution,” “nano-

bio-cognitive revolution,” and “networked-complex management revolution,” begin 

to emerge very rapidly in these days as same as in 1920’s. And, under such trends, 

new revolution of 21th century science-technology, GNR revolu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by complex convergence of many disciplines and “Big Science-Technology 

* Professor, Department of Cinema Studies,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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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half of 20th century.  

Although discourses such as “complex convergence of disciplines” have emerged to 

explain and descript these new trends, such discourses are too narrow and technological 

determinist to set up a new research-educational system for a proper interaction between 

chaotic turbulence of world system and active subjectification. Instead, I propose a new 

paradigm, “non-reductionist T-type consilience of knowledge,” in order to understand 

exactly a dynamic dialectic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between environments and 

subjects. In this perspective, it’s the purpose of this essay, 1) to review a short history of 

and a future outline of science-technology revolution which has produced recent “age 

of ubiquitous computing,” 2) to find a proper methods of founding a new production-

distribution system of knowledge for making “butterfly effects” of activ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subjects and environments, 3) to connect cognitive science and 

fractal mathematics with philosophical inquiry in order to explain how to accelerate a 

new creative subjectification by use of “T-type consilience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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