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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굴몬 디지훨 정보소통 기술로 연결된 새로운 공간인 싸이버스페이스가 

어떤 과정옳 밟아서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갖는 새로운 특징이 무엇인지톨 

고활함으로써 싸이버스페이스가 다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 

것온 다종의 민주적 능력율 챔식하는가 확장하는가? 훌 검토하기 위한 것 

이다. 이 검토의 과정에서 이 논문은 싸이버스페이스에서 전개되는 갈둥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어떤 주체성률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 주체성 

둘울 기존 체제로 봉합하기 위해 어떤 주권화의 양식이 가동되고 있는가? 

이 갈등적 상황에서 새로운 주체성률이 취활 윤리는 주권의 윤리와 어떤 차 

이톨 강는가? 등을 질문한다. 이훌 통해 이 굴은 싸이버스페이스의 둥장과 

밟전율 축적과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주권적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싸이버스페이스가 노동의 사회화톨 촉진하고 다중의 자유로운 

연합을 촉진할 잠재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다중의 자치로서의 민주주의롤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률어가고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 잠재력옳 현실 

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온 다중의 윤리정치적 노력인데 이 노력온 주권적 

이고 사법적인 것과는 다른 소통적 책임윤리률 요구한다는 것도 이 굴의 주 

요한 주장 중의 하나이다. 

1. 글머리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중의 자기지배를， 민중의 자치를 의미하는 용어였다. 이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침식되고 또 굴절되었다. 오늘날 그것에 남은 것은 껍질뿐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오늘날의 자칭 .민주주의들’은 입법， 사법， 행 

정의 삼권올 분립하고 성인이 된 국민 대부분에게 선거권을 제공하며 언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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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를 포함하는 일련의 자유권올 보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들은 예외 없 

이 대의제의 틀 속에서만 기능한다. 다수의 사람들의 활력이 소수의 사랍들의 수 

중으로 집중되어 권력으로 경화된 후 그것이 거꾸로 그 다수의 활력을 억제하고 

침식하는 것으로 반작용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즐에서 국가는 대의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대의적 방식으로 합성된다. 법률은 

대의 체제를 일상의 질서로 공고화한다. 군대는 대의 체제를 지키는 갑옷과 같은 

것으로 기농한다. 상투화된 대의제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된 탈근대 사회에서는 미 

디어가 인위적으로 대의될 의견올 생산한다. 

이 일련의 현실적인 혹은 가상적인 대의 메커니즘 속에서 다중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호명되고 다중 자신이 정치의 주체인 것처럼 선언된다. 적어도 형 

식적으로는 그렇다. 많은 경우에 헌법도 현재의 정부형태가 ‘민주공화국’ 임을 선 

언한다. 그러나 이 선언은 권위주의 하에서는 공공연히 부정되며 신자유주의 하에 

서는 교묘하게 부정된다. 보통선거를 통해 권력자를 다중이 선출한다는 사실이 그 

러한 환상을 지속시킨다. 다중은 권력자를 선출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선출하는 사람이 선출된 사랍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노예가 

되는 것， 즉 선출의 주체가 정치의 대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통치행위를 보호 행위로 내세운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억압을 위한 변명으로 기 

능한다. 이렇게 자치가 대의의 구조 속에 포섭됨으로써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 

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중의 자치 와는 정반대의 것에 자치의 환상올 부여하고 민 

주주의라는 탈올 씌우는 제도형태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주기적 선거 

절차들은 현존하는 권력이 다중 자신의 권력이라는 환상올 일상적으로 재생산한 

다. 지방자치제도의 확산은 시， 군， 구 둥의 지역의원들까지 다중 자신의 손으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의제를 사회 깊축이까지 뿌리내렸다. 이러한 대의제는 텔레 

비전. 라디오， 신문 둥 대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일방적 성격의 대중매체들에 의 

해 보호받고 조장된다. 대중매체들은 오직 대의제만이 정치의 가능한 형태라는 생 

각올 일상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대의된 권력들과 은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한다. 

그렇다면 다중은 대의된 권력자들 및 대의되지 않은 언론사들의 일방적 희생물 

인가? 그렇지는 않다. 다중은 한편에서는 대의제에 참여하고 그것을 완성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와 일방주의를 넘어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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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호소통하려 노력한다. 대의된 권력에 대한 저항，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 풍의 

부정적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면 대화들， 공동체들의 구성， 자율 매체들의 창출 

둥과 같윤 긍정적 노력이 그것의 표현들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는 이윤올 위해 

도입된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다중의 자율적 소통과 자치능력의 향상을 위해 사용 

되어 왔다. 둥사기와 같은 소규모 출판기술에서 전화， 라디오 퉁이 운동적 목척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디지훨 테크놀로지의 확산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상황 

올 조성하고 있다. 팩시밀리가 보급된 지 오래지 않아서 퍼스널 컴퓨터가 널리 보 

급되고 전화접속 휴은 광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대중척으로 보급 

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과 싸이버네틱 기술의 확산은 무선 네트워크를 생활 깊축이까지 가져 

오고 있다. 핸드폰은 방대한 규모의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것이 PDA나 노 

트북과 연결되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유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자 

연과 근대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현실 공간 외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인 방대한 인공지능 공간이 창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싸이버스페이스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디지털 정보소통 기술로 연결된 모든 사회영역을 지칭한다. 이 새로 

운 공간의 동장과 확장이 다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중의 민 

주척 능력을 침식하는가， 확장하는가? 그 공간에서 전개되는 갈둥의 성격은 무엇 

인가? 그곳에서 어떤 주체성들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 주체성들이 취할 윤리는 

무엇인가?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다. 

11. 싸이버스꽤이스 핸상 : 역사와 훌징 

1 ，인터넷의역사 

1) 세계의경우 

비록 싸이버스페이스가 인터넷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것의 

핵심은 유무선 인터넷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싸이버스페이스 

현상을 이해하려면 인터넷이 형성되어온 역사에 대해 먼저 고찰활 필요가 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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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TCP/IP률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그것은 FrP , 

T맘..NET ， HTIP 퉁올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공통체들2) 

의 집합 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차원들을 서로 공유하는 정보 네트워크이다. 그러 

나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많온 컴퓨터들을 지 

금처럼 연결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미국 국방부의 ARPA (Advanced Re않arch 

Projects Agency )는 일정 지역에 대한 폭탄 폭격과 같은 긴급사태 시에도 장애를 받 

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을 구상했다. 국방성과 민간기관의 

망들올 서로 분리한 상태에서 각 대학 국가 지역， 또는 기관의 컴퓨터 망들올 서 

로 연결하는 것이 그 방안이었다. 1969년에 탄생한 알파넷은 그것의 구체적 성과 

였다. 이것은 인터넷이 처음에는 군사적 목척으로 도입되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는 인터넷의 여명기였다. 벨연구소의 프로그래머 데니스 릿치 (Dennis 

Ritchie)와 케네스 톰슨(Kennethπlompson)은 1970년에 UNIX를 개발했고 이 무렵 

알파넷 (ARPAn하)은 한 달에 한 개 꼴로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다. 1971년에 텔넷 

(Telnet)의 프로토콜이 완성됐고 파일전송표준(FfP: File Transfer Protoco1)도 그 윤 

곽을 드러냈다. 이때에 인텔은 4004칩올 발표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신기원을 열 

었다. 

알파넷올 통해 전자우편올 교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1972년이었다. 

그 해에 알파넷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시연회가 이루어졌다.40대의 컴퓨터가 연결 

된 이 시연회는 학계에 폭발적인 반향올 일으켰다. 워싱턴의 힐튼 호텔 지하실에 

패킷 스위치와 터미널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TIP)를 인스톨시킨 후 외부 사랍들이 

들어와 알파넷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의 미래를 회의 

하던 사랍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1)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서술로는 Gregoη R. Gromov，깨.e Roads 

and Crossroadsof Intemet History’, http://www.netva11ey.comlintvall.html 참조. 이 파일은 

피ltv머 l .h뼈-inαa19.html까지 아홉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 B뼈 M. Leineret.머.， 

‘A Brief History of the Intemet’, http:!.깨ww.isoc.orgfmteme배istorylb디ef.shtml도 창조할 수 있 

다. 

2) 이 글에서는 ‘공통체’ 라는 용어는 대타객 폐쇄성올 갖는 전통적 공동체들과 달리 갖는 

개방생올 갖는 공동체， 주로 싸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형 공동체들올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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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는 밸연구소가 C언어률 개발했고 왈로 알토의 제록스연구소가 스몰톡 

(SmaIltalk)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올 내놓았다. 인터넷은 정차 미국의 네트워크에서 

유럽의 네트워크로， 그리고 나아가 세계의 네트워크로 진화했다. 인터넷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런던대학과 노르웨이의 왕립 레이더연구소(Roy외 

&없r Es때b뼈llTlent)가 서로 연결되면서부터였다. 1973년 말까지 BBN파 NASA , 국 

립 표준 사무국， 공군연구소 둥 30개의 연구기관이 인터넷으로 묶였다. 1970년대 

말에는 유즈넷 (USE뾰T)이 개발되면서 인터넷의 발전은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인터넷은 다중의 수 

준으로 자신의 영역올 확장시킬 하드워1어척 기반을 갖게 되었다. 1981년 8월에는 

田M이 R률 선보였고 1982년에는 『타임』지가 컴퓨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 

도 했다. 이어 1984년에는 애플이 맥킨토시률 발표했다. 개인용 컴퓨터 개발이 한 

창 진행 중이던 이 무렵에 소설가 윌리엄 겁슨(William Gibson)은 「뉴로밴서 

(Neuromancer) J라는 공상과학 소셜에서 사이버스페이스(Cy없:pace)라는 말을 처 

읍으로 사용했다.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는 꾸준히 불어녔다. 이처럼 1980년대는 

인터넷이 하드웨어적 기반을 갖추고 자기중식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결합되는 성장기였다. 네트워크가 TCP/IP라는 언어롤 갖게 된 것온 1982년이었다. 

이어 1983년에는 인터넷 호스트 수를 측정하기 위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Domain Name System)이 만들어졌고 1984년부터는 .g아， .mil, .edu , .0명， .net, and 

.com 동의 도메인들이 생겨났다. 

1986년 초부터 1987년 말까지 네트워크의 수는 2聊여 개에서 3만여 개로 불어 

났고 세계 각국이 인터넷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알파넷 이후 연구 목척의 미 파화 

재단 네트워크인 NSFNET이 인터넷에 연결되었고 1989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독 

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1. 1990년에는 

한국율 포함해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멜기에， 브라질， 철례， 그리스， 인도， 아 

일랜드， 스페인， 스위스가 인터넷에 합류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데탕트가 본격화된 1990년대는 인터넷의 대중화 

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정온 상업적 목적의 네트워크들이 인 

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용에서 상업용으로 인터넷의 주된 이용목적 

이 바뀌고 대중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척인 역할을 

했던 것은 월드와이드웹 (WWW)의 발전이었다. 1991년 팀 버너스 리 (TimBe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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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는 하이퍼텍스트롤 이용해 www올 제안했고 이어 이것올 이용할 수 있는 툴 

이 다양하게 동장했다. 아91 (Arc비e)， 고퍼(Gop뼈r) ， WAIS 퉁이 그것이다. 1992년 

에는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The Intemet Society)가 셜립됐고 NCSA(깨e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 학생들은 웹브라우저 인 모자이 크(MOSAIC) 

를 만들었다. 모자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 중의 한 사랍인 마크 앤드리손이 1993 

년 넷스케이프(Netscape)를 개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자 1993년부터 세계 각국은 정보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의 

HPPC , NII , 정보고속도로 계획， 일본의 신사회간접자본 계획， 유럽의 많O뾰， 

EuroPaNet, 싱가포르의 IT2000 , 한국의 초고속정보화계획 둥이 그것이다. 이후에 

각국에서 인터넷은 국가의 보호 하에 상업망올 주축으로 발전하며 짧은 시간 사이 

에 수억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이르게 된다. 

2) 흔댁의경우 

한국의 인터넷온 독자적 발전 과정을 밟다가 전 세계적 인터넷에 연결되는 경로 

를 밟는다. 한국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는 1980년대 초에 탄생했다. 1982년 7월 서 

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중형 컴퓨터 PDP 11파 구미에 있었던 KIEf(전자통신연 

구소 따'RI의 전신)의 중형컴퓨터 VAX 11η80올 1200bps 전용선으로 연결한 것이 

한국 전산망의 시작이자 국내 인터넷의 시작인 셈이다. 아직 세계 인터넷에 연결 

되지 않았던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이라 불렸던 이 네트워크를 인터넷 

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TCP/IP 프로트콜 

및 까'P， Telnet 동의 웅용 프로토콜을 사용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과 서유럽의 국가들만이 일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던 때에 나타난 컴퓨터 네 

트워크인 SDN을 인터넷의 초기 맹버로 간주할 수 있다 3) 

1983년 3월에 한국과학기술원(KA1ST) 전산학과의 VAX 11η80컴퓨터가 연결되 

면서 SDN은 KAlST를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올 이룬다. 그해 11월에는 네트워크 

전산망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여 초보적인 네트워크 운영 써비스도 시작된다. 

SDN은 1983년 8월 네덜란드의 MCVAX라는 컴퓨터를 통해 EUNET에 연결된 것 

3) 한국에서 인터넷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박현제 r세계 속의 한국 인터넷: 한국 인터넷 

의 역사J ， 1995년 11월 , http:νwww.iak.ne.krlhi앙ory/datalhjp빼-history .do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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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작으로 그해 10월 미국의 HPL뼈S라는 컴퓨터률 홍해 UUCPNet에 연결되었 

다. 이때는 1200bps의 전화선올 통해 전자우편올 교환할 수 있었다. 1984년 12월에 

는 CSNET에 연결되어 이 때부터 인터넷에 정식 연결될 때까지 CSNET를 중심으 

로 구미 각국과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4) 1985년 3월에 SDN은 미국의 

지질학연구소에서 지원하는 SEISMO(현재 미국의 한 상업망의 전신)로 UUCP 

NET 연결점올 이동하여 CSNET와 함께 국내외를 엮는 주요 지점으로 사용되었다. 

처음부터 인터넷 프로토콜올 사용한 한국은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올 

연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1985년 PACNET(PACific 뾰Twork) 구성올 시발로 

1년에 한번씩 교류를 가지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산망 구성을 위한 정보를 교류 

했다. 이것의 정신은 APNG(Asia Pacüic Next Gene빼on) 협의회로 현재까지 지속되 

고있다. 

1987년 1월에는 정부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 

면서 국가기간망올 구축하기 시작했다. 1988년 6월 연구망과 교육망을 분리 추진 

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구망 KREONet(Korea Re않arch Environment Open Network)은 

과학기술처 산하 시스댐공학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망 KREN (Korea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은 교육부 산하 서 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각각 구축에 들어 갔다. 

민간의 SDN이 5~6년 동안 20여 개의 주요 기관을 연결했음에 반해에 교육망과 

연구망은 단 2-3년 만에 이 정도의 연결망을 갖게 되었다. 

1990년 3월에는 KAIST의 한 컴퓨터가 하와이 대학의 컴퓨터와 인터넷 프로토콜 

올 통해 연결되었고 이어서 인터넷의 모든 연결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 

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본격적으로 인터넷의 연결마디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변 

화로 인해 SDN은 국내망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망인 하나(HANA)망으로 대체 

되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KREONET이 독자적인 전용선올 미국 및 유럽에 설치 

함으로써 인터넷 연결이 일반화되었고 하나망도 상업망에 그 자리를 넘겨주고 사 

라졌다. 

1994년부터 한국의 인터넷은 상업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KORNET , DACOM 

4) CSNEf란， 미국방성 프로젝트 중심의 ARPAnet에 연결되지 봇한 대학들이 연결된 대학 

에 비해서 연구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ARPAnet에 연결되지 못한 대학 및 연구소들간의 

전산망을 구성 ARP뻐하와 정보롤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전산망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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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해let ， INET이 직접 전용선올 미국에 셜차하고 상업 써비스롤 시작했고， 1995년 

에는 나우콤. 천리안이 인터넷 연결 써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www이 

급속히 발전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불문한 세계 어느 곳의 정보도 

검색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코넷， 하나로， 두루넷 퉁 상업망을 매개로 급속히 일 

반화된 ADSL, VDSL 둥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둥장은 한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들 

을 전 세계적 거미줄 망이라는 새롭고 단일한 싸이버스페이스 속으로 통합하기에 

충분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장 활발한 곳 중의 하나로 알 

려져 있다. 

2，인터넷의륙징 

1) 실효적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은 현실척 (actu허)이지 않으면서도 실재하고 또 현실화될 힘을 갖고 있는 

공간， 즉 실효적 (때m외) 공간이다 5) 이것은 우리률 일상적 사건들의 세계 바깥으 

로 인도한다. 그곳에는 물리척 사물들이나 자연척 실재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 

같은 느낌올 제공한다. 실효적 실재는 인터넷 외에 정보에 의해 창출된 감각척 세 

계를 포함한다. 이 감각적 세계는 실효적 실재라는 용어에 상웅하는 것이다. 그 세 

계는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이지만 사랍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항해흘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사랍들은 이메일올 교환하거나 채팅올 하거나 온라인 게임올 

하거나 유즈넷에 참여하거나 블로거 (Blogger)6)로 활동할 수 있다. 사랍들은 아바 

타나 인터넷 탈올 쓰고 마치 현실 세계의 공간적 퉁가물 속에 있는 것처럼 공통된 

5) Fred Evans, ‘Cyberspace and the Concept of Democracy’, http://www.frrstmonday.dk/issues/ 

i잃ue5_10/ev뻐잉뼈ex.html#note 1. 어의척으로 에m어은 행동할 혹은 현실화될 힘올 갖고 

있는상태훌말한다. 

6) 웹로그는 웹 (web)파 기록(Iog)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 만들어진， 웹 함해기록이라는 뭇 

의 단어다. 인터넷올 항해하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링크에 짧은 코멘트훌 덧불이는 것이 

웹로그의 초기형태였다. 햄로그가 정차 대충화되면서 이를 블로그(blog)라고 줄여 부르 

게 되었고，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양해졌다. 블로그의 내용은 뉴스， 사회문제， 새로운 

기술， 상품 소식. 일상， 취미， 커뮤니케이션 둥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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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용자 영역 (M띠.ti-U앓r Oom뻐18)은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상호작용올 위한 실효적 공간으로 사용된다. 

현실을 괄호 치고서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인간의 지적 

정서적 힘틀이 서로 연결되어 공통적인 것올 구성할 수 있는 윤리척 공간이기도 

하다. 베네틱트는 이것올 에멘동산과 천상세계의 비유률 통해 종교적 언어로 표현 

하기도 했다 7) 

실효적 실재로서의 싸이버스페이스에서 현실공간은 괄호 쳐진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들은 부재하는 현전을 갖는다. 공간은 융합되어 거리를 갖지 않는다. 지 

리학은 가상화된다. 울산이나 경주에 있는 사랍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프 

랑스에 있는 사랍들도 동일한 시간에 서울에 있는 사랍들과 가상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실제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랍들이 가상의 채팅 룸에 모여 

이야기롤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채팅 룸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안 

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말하지만 현실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뿐이다. 

정보사회에서 공간의 이러한 가상적 압촉은 전통척 국가정치의 영토 관념에 커 

다란 혼란을 불러온다 8) 싸이버스페이스에서 공간 경계가 사라지는 한에서 거기 

에 영토가 자리 잡을 곳은 없다. 싸이버스페이스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자신 

의 특이한 활력들을 갖고서 이 공간에 들어선다. 이제 힘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며 힘의 중식이 나타난다. 권위 있었던 많은 것들이 힘올 앓는다 9) 그러나 

권력들은 싸이버 공간올 독립척 공간으로 방치하려 하지 않는다. 이 무정부척 공 

간에 정부 주체들이 나타나 싸이버스페이스를 식민화하려 한다. 그리하여 싸이버 

스페이스를 삶과 봉기의 공간이 아니라 물질적 영토의 비물질적 연장과 재현의 공 

간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7) D뼈ly Yee, ‘Re에ew of Cyberspace: Fl1'St Steps’ by Michael Be뼈ikt， http://1없nnyre애ews.com/hI 

Cyberspace_FirsCSteps.html 참조. 

8) http://b빼nf.띠b.뼈‘때피e뻐uin302Jarchives/cat..geopolitics_oCintemet.html. 

9) 사회주의 붕괴는 싸이버스때이스의 생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제3인터내셔널과 그 

이후의 사회주의들은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이탈올 지향했고 싸이버스페이스 

가 국경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묶기 시작했올 때 이 이탈파 독립은 더욱 불가능한 것으 

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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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로운공적 영역으로서의 인터넷 

전통적으로 공적 공간은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국가 바깥에서 공공성올 

표현하던 매스미디어들도 점차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전화되어 갔다. 그래서 

공공성은 다중의 참여가 제한된 소외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인터넷의 출현온 이러한 상황올 바꾼다.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개 

인들은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 

로의 의견올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부터 그들 나름의 공적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서태지 땐클럽， 흙은 악마， 노사모，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무수한 공룡체 

들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다. 헤아릴 수 없올 만큼 많은 동호회들， 메일링리스트 

들， 뉴스그룹들， 블로거들은 국경을 넘어 의견올 교류하고 필요한 행동올 조직했 

다. 이들은 셔로의 의견이나 행동율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시간， 서로의 삶 

올 공유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것은 다중의 자치적 잠재력을 한충 증대 

시켰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개인들은 더 이상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 대화한다. 메일 

링 리스트， 채팅， 커뮤니티 구성 웹진 발간， 홈페이지 구축둥이 이러한의사창출 

과 소통의 기관으로 활용된다. 펌질은 이렇게 창출된 의견들올 광범한 영역에 유 

통시킨다. 인터넷으로 인해 변형된 가상지리 세계 속에서 견해들은 빠른 속도로 

전 지구를 회전한다. 인터넷이 거대 언론이나 방송에 못잖은 힘올 발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터넷은 국가나 기업의 수중에 장악되었던 지성 기관들(도서판， 대 

학， 연구소， 언론， 방송 퉁)을 넘어서는 거대한 다중 지성 , 전 인류척 집단 지성으 

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111. 앤률로저와 억압훌 륭한 싸이버스빼이스애서의 주권합정 

그러나 싸이버스떼이스는 결코 다중의 자율척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다. 앞서 

서술했듯이 인터넷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터넷의 초기형태는 국가(미국)가 군사 

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군사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알파넷)에서 비 

롯되었다. 그것이 이후에 민간의 연구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그와 더불어 저항척 



싸이버스페이스와 민주주의 47 

다중플의 자율적 네트워크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은 권력이 지배훌 위해 도입한 

기술이 다중에 의해 역이용된 중요한사례 중의 하나이다. 

네트워크 속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웅직인다. 그 중에서 지배적인 것은 

국가와 자본이다. 자본은 네트워크가 다중들의 자율적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올 목격하면서 이것올 이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올 경주했다. 1990년대 

에 들어 전 세계의 주요한 네트워크가 상업 네트워크로 된 것은 이러한 역공의 결 

과이다. 한국에서도 코넷， 하나로， 신비로 둥 초고속인터넷 써비스 업체들은 모두 

이윤올 목적으로 움직인다. 또 인터넷 콘탠츠의 많온 부분도 이제 상업적 목척에 

의해 제공되거나 그러한 목적에 포섭되었다. 각종 상품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몰， 다양한 정보판매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 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자본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축척을 위해 움직이는 각종 기업 형태들올 온라인에 그대로 옮 

겨놓음으로써 싸이버스페이스를 자본주의척 이윤공간으로 전용했다. 상점뿐만 아 

니라 도서관， 대학， 기업， 영화관 둥이 싸이버스페이스에 생겨녔다. 싸이버스페이 

스는 곳곳에 울타리가 쳐진 모습으로 얼룩져 갔다. 

국가는 일찍부터 네트워크에 관심올 가졌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활성화되리라고 

보지는 않았고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자본주의적 생산 

력올 높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권위주의를 침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련 

의 붕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네트워크의 발전도 한 몫을 했다. 

인민들의 자율적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제척 소통이 증 

대하면서 권위주의척 통치가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중국 천안문 시위는 팩시 

밀리와 인터넷올 통해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중국 공산당 정부를 국제적 곤경에 빠 

뜨렸다. 1996-97년에 걸친 한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당시 인터넷은 노동자들올 결 

집할 뿔만 아니라 투쟁 소식올 해외에 알려 국제적 투쟁 협력을 창출하는 수단으 

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영토률 넘는 소홍올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권위를첨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취한 정책은 억압적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것은 억 

압적인 법률의 제정과 분할척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시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형법과 전기홍신사업법(제53조와 제54조) 외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파 청소년 

보호법올 도입했고 .인터넷 국가보안법’ 으로 비판받는 인터넷 내용퉁급제를 강제 

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올 싸이버스페이스에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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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률 셜치하는 퉁 법률적， 제도척. 조직적 조치 

를확대했다. 

1997년에 발효되기 시작한 청소년보호법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올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제정되었다. 당시 많용 사회단체들은 음란물올 제한한다는 정부의 조치 

에 도전함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싶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움란물은 

이미 사회척 악으로 낙인찍혀 있었기 때문이고 청소년보호법과 싸우는 것은 하나 

의 법률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이 견고한 대중적 관념체계에 대한 도전을 함축하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길성이 지적하듯이 ‘미성년자보호법’ , ‘풍속영업 

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공연법’ , ‘음반 및 비디오에 판한 법률’ 풍이나 그에 근거 

한 각종 심의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좀더 포괄척인 법 

령올 굳이 제정해야했던 필요의 본질은 ‘매체 탄압’ 에 있었다 10)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보호법은 단지 청소년뿔만 아니라 모든 인구를 국가가 셜정한 윤리 아래에 

종속시키려는 통제 법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뼈년에 들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정을 시도한다. 우리 사회 

가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 정보사회에 들어섰고 새로운 정보사회가 정보통신 

시스템올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며 행정올 비롯하여 금융， 의료， 교통， 운송 둥 사 

회 및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이러한 정보통신시스댐올 주요한 구성요 

소로 한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둥 각종 사이버 위협"11) 

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이것은 “사회 및 경제 활동의 근칸이 되는 

인프라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시스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져 이들 인프라 

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되면 일순간 국가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 있 

다"12)는 공포에서 유래한 법제이다. 

2001년 11월 1일부터 국가는 인터넷 내용둥급제를 실시했다. 그것은 웹페이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유해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퉁급올 표시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PC방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셜치해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속올 

lO) 고길설 r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국가보안법’ 에서 ‘청소년보호법’ 으로J. r진보 

명론」 제2호. 

11) 정보통신부장관 안병엽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정올 위한 토론회롤 소집하는 글 

에서 쓴 말. http:/，따ww.kisa.or.kr/newsI2αlOI07021forum.htrnl. 

12)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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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체하려 한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내용퉁급제 실시롤 전후로 해서 동성애자 커 

뮤니티 풍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사이트들이 혜쇄 당하거나 자진 

폐쇄 해야 했다. 이것은 인터넷이 갖는 다중의 자치 놓력에 대한 부정이자 침해였 

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통제는 지적재산권법의 확대적용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텍 

스트，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둥 모든 정보들의 강력한 소통올 핵심적 특정으로 

갖는 인터넷은 모든 정보들에 대해 가격을 매기고 소통의 제한올 가하며 법률 위 

반 사례에 대해서는 공권력율 행사하도록 규정한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재갈 몰리 

게 되었다.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다중의 수평적 소통은 가로막히고 다시 국가와 

화빼가 싸이버스페이스의 매개자로 군립하는 상황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부 기관이 싸이버스페이스 속에 복제되고 생성되는 상황과 병행한다. 싸이버 순 

찰대률 비롯한 정보감시 기관이 싸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들의 활동올 낱낱이 기 

록하고 감시함으로써 싸이버스떼이스 자체률 거대한 파놈티콘으로 만든다. 다중 

들이 민주적 자치능력올 박탈당한 채 거대 권력의 통치 대상으로 떠밀리는 상황이 

가상공간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은 디지혈 써비스와 디지혈 상품들에 대해 가격을 지불할 능 

력올 가진 사랍들파 그렇지 못한 사랍들 사이의 격차률 더욱 벌림으로써 다중을 

정치척으로 분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할은 다중들의 무한 참여를 봉쇄 

하여 싸이버스페이스를 일종의 특권구역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디지혈 분할올 

생산하는 것온 경제적 격차만이 아니다. 성차별은 싸이버스페이스에서도 현실 공 

간에 못지않게 노골적이며 자심하다. 여성올 비하하는 언어들， 여성에 대한 폭언， 

여성에 대한 따툴리기 둥이 용라인에서 일상적으로 되풀이된다. 싸이버스페이스 

에서 유통되는 언어가 영어를 비롯한 강대국 언어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 공간 

에 불명둥과 위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되고 있다. 또 현실 사회의 법률이 싸이버 

스페이스로 쳐들어와 싸이버스페이스에서의 행동올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른 

바 “불온문서”를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올 척용하여 처벌하는 경 

우가그러하다 13) 

13) 지난 2003년 7월 14일， 두 명의 건국대 학생에 대한 구속용 참여정부에서도 인신의 구 

속올 통해 싸이버스페이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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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날이 갈수록 싸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의 억압과 감시， 그리고 자본의 

엔클로저는 심각해져서 싸이버스페이스에 대해 걸었던 다중의 희망온 정점 어두 

워져 가고 있다. 싸이버스페이스를 해방의 공간으로 받아들였던 초기의 열청은 점 

점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싸이버스페이스는 자본의 제2식민지로， 제국의 하 

부구조로 경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IV. 싸이버스때이스얘서의 계굽구성과 다중 

그러나 자연공간이나 사회공간에서 그러하듯 가상적 실효공간언 싸이버스페이 

스에서도 자본이나 국가의 전일척 지배는 관철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중의 저항과 탈주가， 그리고 자기구성의 노력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싸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자유의 항해률 하려는 다중의 노력이 중지되지 않기 때문 

이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의 몇몇 사례들올 들어볼 수 있다. 

1994년 멕시코의 사빠띠스따들은 인터넷올 투쟁의 전자직조로 만든 하나의 중 

요한 선례률 남겼다. 치아빠스의 원주민인 이들은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선전포고 

률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전 세계 시민들의 시선올 치아빠스 정글로 이끌었다. 이 

들은 미국과 NAFfA률 체결한 멕시코 정부의 학정파 원주민에 대한 배제 정치를 

폭로하고 500년에 걸친 외세와 독재자의 억압에 대한 자신들의 투쟁을 시적 언어 

로 표현하여 이것올 인터넷올 통해 전 세계에 유통시켰다. 이로써 싸빠띠스따 원 

주민들은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힘들올 결집하는 연결마 

디가 되었다. 이들은 한 차례의 대륙별 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 회의를 소집 

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다중들의 힘을 공동의 척을 향하여 배치하는 데 기 

여했는데 이 때에도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올 했다. 

1999년에 시작된 씨애툴 투쟁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항하는 투쟁 

이었다. 이후 퀘빽， 제노바 둥으로 이어진 이 반지구화-대항지구화 투쟁을 연결시 

킨 것도 인터넷이었다Indym잉ia나 Autonomedia와 같은 독립 인터넷 매체는 물론 

이고 다양한 메일링리스트들， 홈페이지들， 게시판들 둥이 투쟁올 유통하고 결집하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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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에 사용되었다. 제노바에서 청년 활동가 까롤로 지올리아니가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올 때 인터넷은 즉각척 항의행동올 조직하는 조직가로 기능했다. 

2003년 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 세계의 반전운동 

올 결집하고 조직한 것도 인터넷이었다.2003년 1월 18일， 2월 15일， 3월 22일， 그 

리고 4월 22일 퉁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열렸던 국제반전명화시위에 수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킴으로써 미국의 전쟁목적올 폭로하고 제국 속에서 미국 

의 제국주의적 반발에 항의하며 평화를 원하는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하는 공동행 

동을 조직하는 데 인터넷은 필요불가결한 역할올 했다. 웹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 

를 통해 전쟁올 준비하는 미국에 대한， 그리고 야만적 전쟁을 강행하는 미국에 대 

한 전 세계 시민플의 분노가 유통되었다. 그리고 블로그라는 새로운 네트방식도 

이에 참여하는 사랍들인 블로거들을 반전 대오로 합류시키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 

올했다. 

이상의 사례들은 인터넷이 자본에 의해 점점 더 깊이까지 엔클로저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다중들이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들을 전개하고 그 투쟁들을 유 

통시키며 또 그들 자신올 서로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다시 말해 싸이버스페이스가 자본파 노동， 제국 주권파 다중 사이의 적대 

가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공간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디지혈 기계와 전 

자 미디어를 이용한 다중의 움직임올 계급구성의 관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살며 

보기로하자. 

첫째로 싸이버스페이스의 동장은 생산의 정보화를 수반한다.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을 선두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제 l차 산업인 농업과 

제2차 산업인 공업에서 써비스업， 즉 3차 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이 나타난다. 건강， 

보험， 금융， 오락. 광고， 교육 동에 이르는 광범한 활동들이 급속히 발전한다. 이 

활동들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지식， 정보， 정서， 그리고 소통이다. 산업의 정보적 

재편은 전통적 산업영역의 성격도 변화시킨다. 즉 제조업， 농업 퉁이 써비스엽적 

성격올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조업과 써비스업 사이의 구분이 회미해 

진다. 그리하여 싸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은 모든 경제활동올 정보경제의 지배 아래 

에 종속시키고 그것에 의해 그 경제활동올 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경향이 었다. “전 

지구적 경제에서 지리적 차이들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들이 공존한다는 신호들이 

아니라 새로운 전 지구척 생산 위계의 선들이다 "14) 이 위계의 사다리률 기어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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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경쟁은 근대척 산업화보다는 생산의 정보화률 통해서 수행된다. 인도나 한국 

에서 20세기 말에 산업 발전이 보여주는 정보경제척 특갱은 이러한 양상올 잘 보 

여준다. 

둘째 싸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은 노동의 질과 성격의 변화률 가져온다. 

정보와 소통의 생산이 생산의 근본적 내용으로 되면서 생산과 소비 사이의 포드 

주의적 소통구조는 역전된다. 생산이 소비를 규정하는 관계로부터 , 현존 시장에서 

의 수요가 생산올 규정하는 관계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적시(適時) 생산과 같온 

도요다주의 모텔은 이러한 관계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모델이 일반화되면서 소 

통과 정보의 중요성은 한충 강화되었다. 시장 수요량， 소비 패턴， 소비자의 배치 

상태， 개별 소비자의 신상 둥에 대한 정보가 생산올 규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로 둥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일군의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이 ‘비물질적 노동’ 이라 

고 부르는 것으로 변화한다 15) 그것은 “써비스， 문화상품， 지식 , 혹은 소통과 같은 

비물질척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16)이다. 비물질척 노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컴 

퓨터에 의해 매개된다. 컴퓨터 기술， 컴퓨터 네트워크 퉁이 점점 더 노동활동의 중 

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노동은 점차 소통 모텔， 미척 모델로 변형된다. 

의사소통의 생산 과정은 직접적으로 가치화의 생산과정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과거에 의사소통이 근본적으로 언어에 의해，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및 문학/ 

예술적 생산의 제도들에 의해 조직되었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산업적 생산의 특 

질을 부여받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특수한 기술척 체계들(지식. 사유， 이미지， 소 

리， 그리고 언어 재생산 기술들)에 의해， 그리고 새로운 생산 양식의 담지자들인 

조직화의 형식돌 및 “관리”의 형식들에 의해 재생산된다. 사회척 의사소통의 형 

성 과정과그것의 “경제” 내부로의 포섭 과정올파악하기 위한시도속에서， 생산 

의 .. 물질적” 모렐보다는 작가， 재생산， 수용올 포함하는 “미적” 모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 모텔은， 전통적 경제의 범주들이 애매하게 하는 경향이 있 

었던 측면들을， 그리고 (…) 생산의 탈테일러주의적 수단들의 “특유한 차이”를 

14)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f제국J ，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1 ， 379쪽. 

15) 마우리찌오 핫짜라또 r비물질척 노동J(쩨르지오 볼로냐 · 스티브 라이트 외， fo] 딸리 

아자율주의 정치철학 . lJ , 이훤영 편역， 1997) 참조. 

16)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r제국J ，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1 , 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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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측면풀올 드러낸다. 생산의 “미척/이데율로기적” 모텔은 그러한 사회학 

척 변형이 가져오는 일체의 한계들과 어려웅들올 가진 소규모의 사회학적 모텔로 

변형될 것이다. 작가， 재생산. 수용의 모텔은 이중의 변형을 필요로 한다: 우선. 

이 창조 과정의 세 단계들은 그들의 사회척 형식에 의해 즉각적으로 특정 지워져 

야만 한다 ; 둘째로， 세 단계들은 실질적인 생산적 순환의 분절결합들로 이해되 
어야만한다 17) 

이 변형올 통해 작가는 개인적 차원올 상실하고 산업적 생산과정으로 바뀌며 재 

생산은 수익성의 명령을 따르는 조직된 대량생산으로 되고 청중온 소비자/의사소 

통자로 된다. 이렇게 비물질적 노동의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띠지만， 비물질척 

노동에 의해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형이 작가와 청중 사이에 창조 

적 소통의 관계가 발생한다는 미적 모텔의 기본적 특정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18) 

셋째 노동의 비물질적 변형은노동에 두가지 상이한특정올부여한다. 

하나는 추상노동화이다. 근대적 노동활동에서 노동활동의 구체적인 실행은 다 

양하고 이질적이었다. 노동의 실제척 추상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컴퓨터의 도입 이전에 추상 노동은 노동의 구체척 실행에서 분리된 지적 추상올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컴퓨터가 보편척 도구로 도입되면서 

모든 활동들은 단일한 코드를 따라 이루어진다. 연구， 생산， 유통， 재생산에 걸친 

모든 노동활동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혈 조작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다. 이렇게 생산의 컴퓨터화는 노동을 직접적인 추상노동의 지위로 끌어올린다. 

비물질적 노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의 접촉과 상호작용， 즉 노동의 정서화 

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것을 정서적 노동(affi떠vel때or)이라고 명명한다. 

공공의료는 보호노동과 정서적 노동에 주로 의존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정서의 창조와 처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노동은 신체척이고 정서척일지라도 

노통의 결과물들， 즉 안심. 행복， 만족， 흥분. 혹은 정열을 만질 수 없다는 의미에 

서 비물질적이다. “대인 써버스들” 혹은 근접 써비스들과 같은 범주들은 이런 종 

17) 쩨르지오 볼로냐 · 스티브 라이트 외， 1"01 딸리아 자울주의 정치철학 . lJ , 이원영 옮김. 
갈무리， 1997 , 327쪽. 

18) 같은 책， 32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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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의 노동율 확인하기 위해 총총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비물질적 노동에 본질 

적인 것은 정서의 창조와 처리이다 19) 

정서적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은 삶의 활력들， 사회적 네트워크들， 개인들 사 

이의 소통과 협력， 공통체들이다. 그것이 산업생산이든 분석척이고 상징적인 생산 

이든 정서의 생산파 처리이든 비물질적 노동의 각각의 형태들 속에서 협력은 노동 

에 내재적이다. 협력은 외부로부터， 감독자나 경영자로부터 부과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비물질척 노동형태 속에 내재적인 관계로 된다. 

여기에서 노동력의 지위에 변화가 발생한다. 과거에 노동력은 생산수단으로부 

터 분리되어 있는 상품이면서 동시에 자본에게 판매되어 자본의 수중에 있는 생산 

수단과 결합함으로써만 활성화되는 가변자본으로서만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 비 

물질적 노동에서의 내재척 노동협력은 노동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자본가의 수중 

에 있는 생산수단과의 결합’ 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비물질적 

노동에서 두뇌와 신체는 이미 그 자체가 노동력이자 생산수단으로 결합되어 기능 

하기 때문이다. 추상척이고 정서척인 비물질적 노동이 갖는 내재적인 협력척 능력 

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잉여 창출 잠재력은 중대된다. 그것은 기계의 형태로 독립 

된 불변자본의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노동에 내재적인 것으로 된다. 네그리와 하 

트는， “생산성， 부， 그리고 사회적 잉여의 창조는 언어적， 소통적 그리고 정서척 

네트워크들을 통한 협동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띤다. 자기 자신의 창조척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서， 비물질적 노동은 일종의 자생적이고 초보척인 코뮤니즘의 잠재력 

올 제공하는 것 같다 "20)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노동의 그러한 성격 변화， 역할 변 

화. 그리고 위상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넷째 노동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변용되고 사회척 노동 

자가 새로운 주체성으로 대두된다. 

노동이 점차 사회적인 것으로 되어 가는 경향은 오래 전 맑스에 의해 충분히 예 

견되었던 것이다 21) 맑스는 자본이 이윤올 추구하는 방식이 점차 기계화를 통한 

19)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앞의 책， 385쪽. 

20) 같은 책 ， 387쪽. 

21) 칼 맑스 r정치경제학 비판 요강.1 2권. 김호균 옮김 , 백의 ， 2α)() ， 륙히 이 책 367~392 

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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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잉여가치의 확취로 이행하는 경향율 발견했고 이로부터 노동의 사회화 경 

향의 필연성올 도출했다. 상대척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란 개별 노동자의 육체력에 

대한 착취로부터 개별 노동자들의 연합과 사회적 협력에 대한 착취로 착취의 초점 

이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의 연합 - 노동생산성의 기본 조건들로서의 협업과 분업 - 윤 노동 

의 강도를 규정하고 따라서 노동의 외연척 실현청도률 규정하는 노동의 모든 생 

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생산력으로 현상한다. 따라서 노동의 집단력， 사회척 

노동으로서의 노동의 성격은 자본의 집단력이다. 과학도 마찬가지. 고용의 분할 

이자 그것에 조웅하는 교환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분업도 마찬가지. 생산의 모 

든 사회척 잠재력은 자본의 생산력이고 따라서 자본 스스로가 잠재력의 주체로 

현상한다.강) 

그런데 맑스는 노동자의 사회척 연합， 즉 그것의 주체적 형태로의 결집올 “노동 

력의 축적파 이것의 한 지점으로의 집중， 즉 자본가의 지휘 아래로의 집중"23)으로 

예상했다. 디지럴 기술과 싸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은 노동자의 사회적 연합올 이와 

는 다른 양상으로 실현한다. 맑스가 고정된 기계와 같은 물질적 형태 속에 웅축될 

것이라고 보았던 .일반척 지성’ 갱)은 오늘날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들의 지적 , 정 

서적 협력의 네트워크의 형태로 실현되고 기계류는 그것에 연결된 물질적 마디의 

형태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은 공장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확장되었올 뽑만 아니라 생산 공간 

으로서의 공장 대 소비 공간으로서의 사회라는 전통적 관계가 역전된다. 공장은 

사회라는 생산 공간의 부분척 마디로 편성된다. 노동자는 공장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산포되어 이질적이지만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주체성으로 나타난다. 이제 생 

산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공통체 자체이다. 사회적 공통체는 생산올 

수행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그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물이다. 그럴수록 착취는 

사회척 공통체의 활동 자체에 대한 착취로 되며 그 결과 생산에 외재척이고 더욱 

더 명령적인 것으로 변질된다. 역셜적인 것은 자본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자본 외 

22) 같은 책 .232-3쪽. 

23) 같은 책 .233쪽. 
24) 같은 책 . 367-3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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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아무 것도 남져 놓지 않은 것처럽 보이는 때에 자본율 생산하는 주촉인 이 사 

회적 공통체가 자본주의적 명령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는 경향올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지형으로 다시 내려감으로써， 그리고 거기에서 현대의 탈근대 

적 세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성적 주체의 계보학올 서술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한 반웅올 정식화하기 시작할 수 있올 뿐이다. 이 

주체는 노동하는 주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주체이다. 그것의 사회 

적 현존윤. 우리가 비물질적 노동의 주체척 종합과 생산의 협력적 본질에 대해 앞 

에서 전개한 고찰들에 의해 개괄된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식별한 발전들 속 

에서. 생산적 노동은 노동 그 자체 외부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어떠한 협력의 강 

요로부터 독립적으로 의미의 완전히 내재적인 사회적 차원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었다. 노동의 더욱더 비물질적인 차원들은， 사회적 생산의 핵심에서. 노동하는 협 

력의 항들파네트워크들올제시한다. 이리하여 생산적 협력의 조정자로서의 자신 

의 전통적 역할로부터 해임된 자본은 포획의 기구라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 

다. 생산적인 사회적 노동은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자본주의적 명령의 일체의 형 

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따라서 , 국가 규범성에 의해 재현되던 노 

동에 대한 자본주의척 명령의 간접적 형식으로부터는 더욱 분명히 독립적으로 되 

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리하여 자본 및 자본주의적 국가의 역할온 사회적 생산 

의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흐름올 약탈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그 결과， 

일단 국가가 자율성과 분리의 가장 극단적인 형식 속에서 통치권올 제기하면. 통 

치권에 대한 개념규정의 모든 사회적 혹은 변증법적 기능은 진부하고 공허한 것 

으로 보인다. 두 개의 자율체들 사이의 분리 속에는 공통된 것이라곤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사회의 생산성올 지속적으로 정의하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성 

의 형상으로 고립되어지는 명령(혹은 통치권)은 결정적으로 분리되고 탈구된 
다 25) 

이 분리와 탈구의 운동은 극히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사회적 삶의 곳곳에서 분 

리와 탈구가 진행된다. 그 운동은 새로운 주권형태를 구축함으로써 낡은 주권형태 

률 대체하려 한 전통적 운동들과는 다른 형태에 따라 나아간다. 이제 이 운동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25)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r디오니소스의 노동 . 2J , 이원영 옮김. 갈무리， 1997 , 
210-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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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싸이버스메이스애서 다충의 삶과 훌쟁 

싸이버스페이스의 잡채력 

써이버스페이스에서 사회적 노동자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중의 형태로 존재 

한다. 이들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사회적 집단지성올 전유하고 또 그것올 새롭게 

재생산하면서 살아간다. 이들은 노동의 네트워크 속에서 소홍하고 정서적으로 교 

류하면서 전 사회적 생산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다중은 다양한 혼재들로 구 

성된다. 이들은， 공장 노동자， 농민， 학생， 교사， 예술가， 사무원， 공무원， 점원， 

주부， 지식인， 둥반가， 게이머， 자유기고가， 임시직 노동자， 그리고 실업자 동 다 

양하고 이질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롤 교환하 

고 대화를 나누고 논쟁올 하며 만나서 정올 나누고 일올 하고 놀이를 하고 물건올 

교류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글올 쓰고 공통체를 꾸리면서 살아간다. 이들은 네트워 

크에서 바이러스를 뿌리거나 해킹올 하거나 자신의 적들과 투쟁을 하며 어떨 때는 

죽옴을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싸이버스페이스에서의 삶은 현실 공간에서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 싸이버스 

페이스 역시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랍들로 하여금 기뽑과 노여움. 슬픔과 출 

거움을 느끼게 한다. 이곳에서도 사랑과 미움이 교차한다. 현실 공간에서 시민사 

회가 구성되듯이 싸이버스페이스에서 다중은 싸이버 공통체들을 구성한다. 싸이 

버스페이스는 현실 공간에 비해 다중들 사이의 연결을 용이하게 한다. 다중들은 

현실 공간이 갖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 만남올 갖는다. 저장과 재생의 자유로움으 

로 인하여 시간이 가하는 제약은 크게 완화된다. 또 다중들은 싸이버스페이스에서 

현실 공간의 제약올 넘어선다. 서올에 사는 사랍과 제주도에 사는 사랍이 , 심지어 

는 파리에 사는 사랍이 자유롭게 자신의 위치에서 동일한 채팅에 참여할 수 있다. 

싸이버스페이스의 목소리들은 이렇게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연결될 수 있는 잠 

재력을 갖고 있다. 싸이버스페이스에 이러한 잠재력에 역행하는 역경향들이 항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러한 역경향이 다중 

내부에 인입되고 재생산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공간이 잠재적으 

로 우리에게 인류를 연합으로 나아가게 할 커다란 잠재력올 제공한다는 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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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수는없다. 

이 공간은 어떤 특정한 목소리의 독점올 허용하기보다 다양한 목소리툴의 수명 

척 공존을 허용하고 그 웅성거림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싸이 

버스페이스에서의 목소리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고 쉽게 복 

사되어 유통될 수 있다. 또 이곳에서 다중들은 복수의 정체성올 갖고 살아간다. 새 

로운 정체성올 가지려면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아바타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 

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의 정체성율 가질 수 있고 여 

성이 아니면서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가변적 정체성， 이것이 싸이버스 

페이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동성이다. 이것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목소 

리들은 증폭되어 상품 경제와는 다른 경제 , 예컨대 선물 경제와 같은 것을 가능케 

한다. 저작권 (copyright)과 같은 상품 경제 논리와는 다른 교류의 논리 (예컨대 니 

체의 ‘짜라투스트라’ 가 말하는 ‘선물올 주는 덕’ )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곳이 

싸이버스페이스이다 26) 다른 사람들의 정보선물을 받고 변형하고 다시 주는 과정 

에서 , 다시 말해 .이기심’ 의 니체식의 긍정적 형태를 실천하는 가운데 인터넷 사 

용자들은 그들 자신이 바로 인터넷 공통체에 주어지는 선물이 된다.낀) 요컨대 다 

중의 목소리들의 내재적 상호관계는 그 자체가 새로운 목소리들이 부단히 창출하 

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중의 잠재력올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영원한 혁 

신의 과정을가동한다. 

2, 후쟁공간으로서의 싸이버스페이스 

문제는 이러한 구성적 잠재력이 끊임없이 주권합성의 경향에 의해 도전받고 침 

식되며 억압된다는 점이다. 자본， 국가， 그리고 초국척 제국은 다중의 네트워크척 

삶에 쐐기률 박고 이들은 파편화된 개인들로 만드는 것에 사활적 이해를 갖는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지적 재산권들(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둥)이 싸이버스페이 

스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중의 소통 언어들에 소유권과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 

26) Fred Evans, ‘Cyberspace and the Concept of Democracy’, http://www.firstmonday.dk/issues/ 

issue5 10levans/index.html. 

27)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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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척 표현행식들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상품경제와 다른 교류형식올 창출해 나 

가려 한 다중들의 노력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싸이 

버스페이스에서 공통체롤 구성하려는 노력은 저항과 투쟁과 탈주를 수반하게 된 

다. 

싸이버스페이스에서의 투쟁에 대해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서 자율주의자돌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념 다이어 위데포드는 ‘투쟁주기’ 와 ‘투쟁 

순환’ 이라는 두 가지 개념올 사용하여 이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지도를 펼쳐 놓는 

다. 여기서 투쟁주기는 축적주기에 대응하는 것이며 투쟁순환윤 자본순환에 대용 

하는것이다. 

그가 그린 지도 속에서 1980년대는 새로운 투쟁주기의 기미가 나타난 연대로 서 

술된다. 간호사들， 미디어 노동자들， 학생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일으킨 투 

쟁의 주기가 그것이다. 프랑스에서 청년 취업자들의 임급을 삭감하려는 정부 정책 

에 맞서 학생， 노동자， 이민자 집단 퉁이 일으킨 1986년의 투쟁에서부터 시작하여 

쥐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안에 맞서 3주 동안 지속되었던 1996년의 대중파업 

에 이르는 투쟁의 물결은 1960년대에 둥장한 최초의 신사회운동과 완전히 새로운 

투쟁의 국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네그리의 견해를 벌어 위데포드가 말하는 이 

투쟁 국면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근본척으로 민주적인 조직형태， 노조와의 변화된 관계(이제 노조는 아래로부 

터 솟구치는 추진력을 전달해주는 벨트가 된다)， 사회적 차원의 투쟁 목표， 계급 

투쟁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사회적 전망의 재발견， 페미니즘파 제3차 산업 노동자 

들， 특히 ‘지식’ 노통(무엇보다도 교육받은 노동력)에서 보충된 새로훈 운동인 

자” 동을 특정으로 갖는다. 오히려 이 운동은 사회를 관리 · 통제하려는 위기국가 

에 도전하며 ‘자회적 노동파의 결합에 주목하고 사회적 협통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윤리학에서 배운다. 그리고 “기초에서부터 협동생산올 끌어오고， 사회적 주 

체를 통해서 세계척 규모의 탈산업주의적 경제률 주도해 나아가려는” 열망을 다 

소 산만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낸다 28) 

이것은 전 지구척 컴퓨터 네트워크률 상업적 목적에 종속시키고 이 속에 위계를 

28) 닉 다이어 위데포드 r.사이버-맑스J. 신숭철 · 이현 옮김， 이후. 2003.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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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대항해 이 네트워크률 ‘항구적으로 자기 충식하는 집단 

지성의 체제’ 로 발전시키려는 다중의 투쟁올 가져온다. 빈민가의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올 역감시하는 비디오를 사용하고， 랩 음악올 동훤하여 자본의 억압적 체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수자들의 

투쟁올 보도하고 그것에 개입한다. 앞서 언급한 싸빠띠스타를의 인터넷 이용， 씨 

애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항하는 국제적 반/대항 지구화 운동의 인터넷 

이용， 그리고 2003년 초 반전운동에서의 인터넷 이용 둥도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 모든 것은 1968년 운동파 연결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투쟁주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정들이다. 

위데포드는 투쟁의 주기에 대한 탐구에서 더 나아가 투쟁의 순환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척 공장과 사회적 노동자에 대한 이론이 

다. 맘스의 자본순환론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만올 다루지만 사회적 공장은 이 모 

델이 기초해 있는 토대를 확장했고 노동력의 재생산과 자연의 생산 그 자체를 자 

본순환의 중요한 계기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위데포드의 독특한 주장이다. 그는 

(1) 생산. (2) 노동력의 재생산. (3) 자연의 재생산 그리고 (4) 이 세 계기의 총순 

환을 포함하는 네 개의 계기 속에서 노동의 투쟁순환올 고찰한다. 

생산의 계기 속에서 전통적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온 계속된다. 심지어 디지 

털의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에도 지식노동자들 외에 관리자， 정원사， 카때테리아 

직원， 마이크로칩 조립공 퉁이 마치 제 l세계 속의 제3세계처럼 존재하는데 이들은 

〈관리인들을 위한 정의〉라는 조직올 만들어 캠페인 투쟁올 벌였다. 그리고 이곳에 

서 〈환경과 경제정의를 위한 사우스혜스트 네트워크〉는 유독성 화학물질과 열악 

한 노동조건에 대항해 투쟁올 벌이고 있다. 이런 유형의 전통적인 작업장 투쟁이 

앞서 말한 새로운 투쟁 형태와 연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노동자조직 

들이 기업의 지배질서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복지， 빈곤퇴치， 학생， 소비자， 환경단 

체 동의 운동과 연합한 것이 그 사례이다 29) 

노동력 재생산의 계기에서도 투쟁이 일고 있다. 이것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올 

공급받기 위해 리바이어던 같은 국가권력올 사용한 자본의 행적과 결부되어 있 

다. 감욱， 정보통제， 행정력 퉁이 신자유주의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통제의 

29) 같은 책 . 216쪽. 



싸이버스때이스와 민주주의 61 

무기로 척극척으로 사용되면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형태의 빈민운동이 둥 

장했고 빈집 점거， 노숙자 야영단체， 첨단기술올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시 

키기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 퉁이 전개되었다. 

혼인거부， 출산 거부 퉁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가족올 통한 노동력 재생 

산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자본은 생명공학에 기초롤 둔 대안척 출산통제체계를 

시험해 왔다. 시험관 출생， 양막천자. 인공수정， 그리고 인간복제가 암암리에 탐구 

되기 시작했다. 재생산의 공학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재생산 · 유전공학에 

저항하는 국제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는 이러한 재생산의 공학화에 대항해 저항하 

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시험관 수정의 성공확훌이 낮고， 양막천자률 이용한 성감 

별로 여아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전공학이 사회척으로 위험한 우생학 

적 발상에 의해 침윤되어 있다는 것 둥을 고발한다. 반에이즈 운동은 ACT-UP , 

〈정보프로젝트〉 동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데 이들은 에이즈 연구의 의제를 재조정 

하도록 압박하고 인체의 면역체계와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 

해 유통시키고 대안적 처방을 연구하는 한편 에이즈 치료를 위한 진료소롤 열거나 

피임용 령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또 상업적으로 특허권이 있는 약올 몰래 제조하 

기도 했다. 또 하나의 노동력 재생산 기관인 대학， 연구소에서의 투쟁에서도 새로 

운 투쟁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료 인상， 높은 실업률， 보조금 삭감， 

늘어나는 채무 둥에 대항해 수업거부， 동맹휴업 풍의 투쟁올 벌였다. 학생률의 이 

러한 투쟁은 교수노조， 강사노조 퉁 학내 직원 조직들의 노동쟁의와 결합되기도 

했다.뻐) 

그런데 자본은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자연 자체를 통제하는 데 기술올 동 

원한다. 자본은 자연의 재생산을 자연 자체에 맡겨야 한다면서 자연올 착취하기만 

할 뿐 그것의 재생산을 방치했다. 이것은 노동력의 재생산 책임을 가계와 공동체 

에 전가해 온 태도의 연장이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과 더불어 또 하나의 부의 훤천 

인 자연 생태계가 토양 부패， 산림 황폐화， 사막화， 대양의 오염， 오존충 파괴， 면 

역체계의 붕괴 둥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핵폐기 

물， 산업폐기물. 살충제， 화학비료 동의 남발을 중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 

한 저항을 피해나가는 데까지 첨단기술올 이용했다. 녹색운동은 이러한 생태위기 

30) 같온 책 ，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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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대안올 찾기 위한 노력으로 탄생했다. 유색인 공동체， 전룡척 노동계급 

거주지， 토착 인디언 지역， 가난한 농촌 지역 어디에서나 지금은 환경정의를 외치 

는 주장과 생태 파괴에 대항하는 운동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항하는 투 

쟁이 일반화된 것으로 이해활 수 있다. 이 운동들이 발전하면서 , 생태계를 위협하 

는 기업들의 폐쇄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올 지원해 주는 기금마련 운동， 유독성 

화학물질 생산 중단， 오염물질올 럴 배출하는 운송체계 개발， 환경정확) 비용의 공 

정 분배， 환경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국제법 제정 퉁이 이들 운동에 의해 제기되 

는 요구들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제 생산과 재생산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자본순환 과정올 살펴볼 차례이다. 

이 과정 속에 자본이 끌어들인 싸이버네틱 기술들은， 다양하지만 분산적인 다중들 

의 투쟁올 연결시키는 일에 이용된다. 순환의 측면에서 보았올 때 자본이 싸이버 

네틱 기술을 동원하게 되는 이유는， 이융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의 회전시간올 줄 

이려는 동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시장 속에서 소비주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 그리 

고 소비와 생산의 분리롤， 그리고 이 양자 사이의 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다. 

대량생산에 상웅하는 대량소비를 창출해야 했던 포드주의 시대에 미디어가 광범 

하게 도입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생산이 소비를 규정하기보다 생산과 소 

비의 관계가 역전되어 소비가 생산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포스트포드주의 시 

대에 싸이버네틱 기술은 자본에게 더욱더 절실해진다.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정보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텔레비전， 컴퓨터 네트워크 동 

이 VOD나 원격쇼핑을 가능케 해주고 소비자 정보를 자본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 

을수행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단순히 수통적인 주체로 남아 있지 않는다. 이들온 리모콘으 

로 채널을 옴직여 광고롤 피해가며 프로그랩올 시청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모 

임올 통해 프로그램의 독성에 대웅하고 불매운동 둥을 통해 나쁜 상폼들올 생산한 

자본을 공격한다. 소프트혜어 복제와 같온 해적행위로 자본의 지식 독점에 저항하 

기도 하고 대안척이고 자율적인 미디어률 창출하기도 한다. 라디오 얄리체를 비롯 

한 라디오 행동주의， 퍼블릭 액셰스 케이블 둥을 비롯한 전술 미디어 운동， 그리고 

게릴라 비디오 퉁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정부나 기업의 악행올 비판하기 위해 목 

표물이 된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법을 사용하거나 메일폭탄올 통해 정부나 기 

업의 정보흐름을 방해하는 전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31)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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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싸이버스때이스에서 팡범하고 다양한 대항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ACTIV-L , 

LEFf-L, PEN-L 같은 메일링 리스트， P-NEWS 같은 뉴스 그룹， PI않ce-Net ， Eco

Net, Cont1ict-Net의 연합체인 〈진보커뮤니케이션연합)， <유럽대항네트워크〉 그리 

고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블로그 동 국경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컴퓨터 네트워크들 

이다. 

싸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다중의 이러한 대안척 이용 사혜들은 통신정보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자률 자신의 통제 아래에 종속시키려 했던 자본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는 지첩이 어디인가률 보여준다. 네트워크 속에서 다중들은 하워드 라인콜드가 

‘영리한 군중’ 이라고 부른 주체적이고 농통척이며 참여적인 집단들로 형성된 

다 32) 착취를 위한 기술이 협력을 위한 기술로 전용되는 것이다. 이 기술올 이용 

하는 일은 선진 유럽 국가들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 NAFfA에 대항한 치아빠 

스의 원주 농민들， 세계은행의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아마존의 차야포족의 투쟁， 

브라질의 길거리 텔레비전， 한국의 진보네트워크， 남아프리카의 공동체 라디오 둥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싸이버네틱 기술올 투쟁협력의 기술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은，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인 지구화에 대항 

해 국경올 넘는 투쟁의 유통을 통해 소통의 공통체를 창출해 내는 대안적인 지구 

화 과정올 개시하고 있다. 

VI. 짜여버스쩨이스얘서 윤리와 민주주의 

싸이버스페이스가 현실 공간파 마찬가지로 자본의 포획 운동과 다중의 저항/탈 

주 운동이 척대적으로 대립하는 공간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랍들이 싸 

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불만올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불만도 적대 구조 속에서 전 

개되는 것임으로 인해서 상이한 입장에 따라 다른 내용올 갖게 된다. 

권력과 자본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불만은 네트워크가 띠고 있는 근본적 불안정 

성이다. 복수 정체성， 익명성， 군중성， 유통성 둥과 같은 다중의 존재양식들이. 그 

31) 전략적 전술척 전술 미디어 운동에 대해서는 더글러스 러시코프 r미디어 바이러스'J. 

방재회 옮김， 황금가지 .2002 제3부 참조. 

32) 하워드 라인골드 r참여군중J ， 이운경 옮김， 황금가지 .2003 ， 륙히 제7장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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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서핑， 바이러스 유포， 해킹， 해척행위 퉁 다중의 행동형태들 둥이 모두 자본 

에게는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이중 많은 것들은 다중들이 자본의 공격에 맞서 취 

하는 폰재양식들이며 행동형태들이다. 자본은 이 투쟁들올 반윤리적이라고 비판 

함으로써 그것의 정당성올 박탈하려고 한다. 네트에서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노력윤 다양한 법제화의 노력올 통해 표현되어 왔다. 그것은 청소년 보호 

법이나 저작권법에서처럼 보호의 논리를 수반하거나 통신질서 기본법에서처럼 질 

서의 논리률 수반하기도 한다. 그 어느 것이든 권력의 윤리학은 싸이버스떼이스에 

서 기존의 소유 질서 , 착취질서 , 축적질서롤 지키고 그에 필요한 재생산의 힘들올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구축되고 있다. 그래서 그 윤리학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정 

치적이고사법적이다. 

다중은 이와는 전혀 다른 윤리학올 필요로 한다. 싸이버스페이스에서 다중이 지 

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휴일한) 잠재력은 협력이다. 자본도 축척을 위해 

다중의 이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대상적인 위치에 남아 있지만은 

않는다. 다중의 협력은 다중이 자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잠재력이기도 하다. 

다중은 네트워크와 협력올 통해 지성올 교류하고 정서를 나누며 삶올 새롭게 재생 

산한다. 그러므로 싸이버스페이스에서 다중의 윤리는 사법적이고 정치척인 것파 

는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소통 가능성은 다중의 싸이버스페이스 윤리의 제일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자본 

은 부단히 다중의 소통올 가로막고 다중들 사이에 매개자로 개입하려 한다. 지성 

과 정서의 유통에 가격을 매겨 정보 상품으로 만들거나 법제를 통해 그 유통의 양 

과 질올 통제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 개입의 공작이 성공하는 만큼 다중들 사 

이의 수평척 교류도 파괴된다. 이것은 다중의 자율성을 침식하여 다중을 자본에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싸이버스페이스에서 다중의 직접적인 상호 소통 농력올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싸이버스패이 

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회와 가능성들올 내재적이고 유효한 것의 생산올 위해 

사용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르주아 사회가 부과하는 고정된 정 

체성을 넘어서기 위해 익명성과 복수 정체성율 사용하고 표준어들의 경직된 의미 

망을 깨뜨리면서 소통의 지명올 깊고 넓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언어적 유연성을 

사용하는 것 퉁이 그것이다. ‘네티켓’ 이라는 용어가 의미률 가지려면 낡은 현실 

공간의 도덕을 그대로 싸이버스페이스에 적용하는 차원올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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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버스페이스툴 다중의 소흉능력의 증대률 위한 윤리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 

식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하나의 원리는 책임이다. 책임은 소통의 중요한 측면이다. 혼히 책임은 제도 

적 · 사법적 관점에서 이해되지만 실제로 책임은 내재적 윤리의 문제이다. 영어에 

서 그것은 응답-가능성 (responsi-bi1ity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책임은 기본적으 

로는 소통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성공이고 원만하게， 그리고 창조적인 것으로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싸이버스페이스의 익명성과 복수 정체성은 때로 

웅답 불가놓한 상황올 만들어 내는 일에 이용되기도 했다. 일방척이고 근거 없는 

욕셜파 비방을 통해 대화 상대자들올 깎아내리거나 성적 폭언을 행하거나 허위사 

실을 유포하는 것 퉁이 그것이었다. 이것들은 심지어 이러한 공격올 받은 사랍들 

을 자폐증에 휩싸이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웅답의 가능성올 제공하는 것， 할 수 있다면 최대의 웅답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싸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정서적 소통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그리 

고 이것은 권력으로부터 다중의 자기가치화 네트워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왜 

냐하면 네트워크에서 책임 없음이 늘어날 때 권력은 보호를 명분으로 다중의 네트 

워크에 개입하여 그것올 권력에 종속시키고 권력올 재생산하기 위한 동력으로 재 

배치하곤 하기 때문이다. 

싸이버스페이스는 많은 경우에 새로운 공공영역으로 간주된다. 어떤 점에서 그 

것이 새로운 것일까? 지금까지 공공 영역은 사적인 과정에 수반되는 갈동을 관리 

하는 영역으로서 주로 국가의 활동영역과 중첩되어 왔다. 시민사회 속에서 공공영 

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공공영역 

은 초월척 성격을 띠어 왔다. 

전통적 좌파 운동도 공적인 것을 초월척인 것으로 사고하곤 했다. 국가를 장악 

하는 것올 변혁의 제일 업무로 보거나 이를 위해 맹아적 국가로서의 당조직을 구 

축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둥이 이러한 사고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싸이버스페이스 

는 초월적인 것과는 대립적인 성격올 갖는다. 쌍방간， 다방간의 횡척 소통의 잠재 

력올 제공함으로 해서 싸이버스페이스는 소통하는 특이자들의 내재척 상호관계를 

복원활 수 있는 가능성올 준다. 즉 특이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것올 생산하고 쌓아 

나갈 수 있는 관계망을 제공한다. 실제로 책임을 수반하는 소통은 심원한 공통망 

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구축되는 공공영역은 더 이상 초월적이지 않고 내재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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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책임 있는 소통올 통해 구축된 싸이버스떼이스의 공통망돌은 공공척인 

것과 공통적인 것의 내재척 관계를 다시 한 번 만회한다. 이것에서 우리는 어떤 보 

상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도 화우되지 않는 지복으로서의 덕의 옴직임올 본다 33) 

이 내재적 덕의 자기 훈통이 다중의 민주주의를 추동한다. 그리고 다중은 책임 있 

는 소통올 생산하는 이 내재적 민주주의롤 통해 영원하게 된다 34) 

33) 스피노자는 ‘지복이 덕의 보수가 아니라 덕 자체. 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책임에 대한 내재척 이해를 가능케 한다. “우리들은 쾌락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 

복올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올 억제할 수 었다 그에 

따르면 이 정리는， “어떤 사람이 정서를 억제하는 힘은 오직 지성에만 있기 때문에， 어 

떤 사랍이든 정서롤 억제했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 

로 쾌락을 억제하는 험이 지복 자체에서 생긴다”는 것으로 셜명한다. 우리는 이것으로 

부터. 공통적인 것올 창출해 나가는 다중의 노력 자체가， ‘부과되는 것으로서의 책임. 

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서의 책임.올 생산하는 힘이라는 생각올 이끌어 낼 

수 있다(B. 스피노자 r에티카'J ，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0, 320쪽). 

34) 영 원성 영원하게 되 기’ 에 대해서는 Antonio Negri, Time for Revolution, 없ns. by Ma뼈 

Mar찌뼈피， Con미lUum ， 2003의 제2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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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BfT''1tT 1. 
? ” J 

Cyberspace and Democracy 

Jla때 삐삐 삐I I 뼈$빼뼈여않rui Pl뼈1EII'， 
The AJIα1OITfY' Review 

πris 않sayaims at 야le elaboration of the relation of cyberspace and deπlocracy. 1t deals with 

some questions. How did the cyberspace as a new space linked by dig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been formed? What is the new characteristics of it? And then, 

how have the cyberspace changed the life of multitude? All of the questions converge on one 

p피nary question. It c이Jld be de양ibed like this: will the cyberspace either undercut or expand 

따 democratic 뎌뼈cities of multitude? To solve this question, this essay explores some other 

questions. What is the ch따acter of the conflicts develo야d on cyberspace? Which sort of 

subjectivity have been formed in that space? And this essay does not omit the question about 

the domination of cyberspace. It is developed as an effort that seeks to explore the mec뼈nism 

of sovereignty to contain the emerging subjectivity into the old system. Then this essay 

￠α:eed to illuminate the 이fference between the sovereign moral and the new p이itico-ethics 

of the new subjectivity in cybers맹ce. π피s es잃y suggests a vision that cyberspace heψsto 

make the democracy as a autonomy of multitude more realer than ever by accelerating the 

socialization of labor and by stimulating the potentialities of multitude to associate freely with 

each other in spite of the cruel attempts to contain the p아ential of cyberspace within the 

boußl없ry of accumulation and power. In addition to it, this essay includes another suggestion 

for realize the potentialities of cyberspace: in conσary to the sovereign juridical moral of 

power, the ethics of communicative responsibi1ity is needed for the ethico-p이itical effort of 

m띠tit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