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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 이외의 자율체(신체 없는 종)를 국제
정치학이 어떻게 항목화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확장해 낼 것

인지를 토론한다.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존재론은 다자와 일자, 공백, 합생, 사
건 등의 개념을 도출한다. 이들은 신체 없는 종이 현시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일
자화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것의 발현과 통일적 과정에 작용이 포함된다. 신체 없
는 종을 기존의 인간, 국가, 사회 등과 병렬적인 물리적 주체로 대상화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현시되는 과정 속에서의 통일적
전개 과정을 토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말하자면, 신체 없는 종이 기존의 국
제정치의 항목들과 내적 연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는 것
만이 오해를 없애는 길이다. 국제정치학은 미지의 도전에 대비하여 열려 있는 항
목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간 인식의 한계와 무지
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몽동이 제시한 기술적 대상의 개체화와 그것
을 둘러싼 연합환경 개념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연
합환경은 조절자로서 그들과의 작용을 통해 상호 관계를 바람직하게 맺게 해준
다. 그리고 그것의 현실적 계기는 도덕적 충실함을 무장한 인간의 작용에 의해서
가능하다. 권력은 하나의 작용이며 작용은 도덕을 생산한다. 이때 도덕은 현실주
의 국제정치학에서 신중함으로 재현되어 왔다. 신중함은 권력으로 표현되는 이
익을 윤리적 맥락에서 수호하기 위한 정치의 핵심이며, 그것은 이익과 윤리, 자율
성과 환경의 매개이자 개입이다. 인간이 신체 없는 종과 맺어야 하는 내적 연관과
작용은 신중함에 의하여 가능하며, 그것은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인
간의 덕목이다. 우리가 국제정치학의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다음 과제는 분명하다. 그것은 신체 없는 종을 넘어, 국제정치학의 모든 항목을
연관시키는 작용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중함’을 계속 말해
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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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article discusses how International Relations encompass a kind
of bodiless in Post-humanism era, and what it expands from non-

human autonomous entity. Ontology of A. N. Whitehead and A. Badiou
derives concepts such as the Many, the One, the void, the concrescence
and the event. They are conditions that are presented as a kind of
bodiless. It is a process that becoming the One-ing, and its revelation
includes the operation in the unified process. If we objectify a kind of
bodiless as a parallel physical subject with the existing human, society
and state, we are mis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ose events.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discuss the process to be unified which it presents.
In other words, that is to be the way to get rid of misunderstandings
when we only reflect and debate on how to fomulate internal relations
with exi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items. It should intend the open entry
for unknown challenges. For thi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limitations and ignorance of human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that G. Simondon proposed, the individuation of the technical
object and the associated milieu, provide the significant values with the
course of the operation of this process. The associated milieu, as an
adjuster, allows mutual interaction with them to be desirable. The actual
occasion of such operation is to be possible by human action armed with
moral fidelity. Power is a sort of action, and it produces morality. At this
time, morality has been represented with the prudence in realism. The
prudence is the core of politics to protect the interests in terms of power
in the context of an ethics, and it is intervention and medi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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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and ethics, autonomy and environment. The inner connection and
the action that human beings have to build with a kind of bodiless, are
possible by prudence which is the virtue of human to decide what can not
be decided. If we have to tell more something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then the next task is clear. Beyond a kind of bodiless, it should be about
the operation that is linking all the ite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is
why we must continually tell “Prudence”.

key words

신체 없는 종 a kind of bodiless, 국제정치학 International Relations, 다

자와 일자 the Many and the One, 과정 process, 기술적 대상 technical object, 개
체화 individuation, 작용 operation, 신중함 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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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이 글은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시대에1 인간 이외의 자
율체(自律體)를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받아들여 항목화하고 그것으
로부터 무엇을 확장해 낼 것인지를 토론한다.2 모든 인문학과 사
회과학이 그렇듯이 국제정치학도 인간을 중심으로 자신을 설명해
왔다. 홉스적 세계관은 무정부적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보
호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국제정치학은 이를 근간으로 권력
이라는 이름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다툼 속에서 국가의
존립 이유와 평화 개념을 전개해 왔다(Hobbes 1651; Morgenthau
1985). 최근에는 단위, 구조, 체계, 권력 등의 항목을 새롭게 발견

하고 이를 재구성하면서 이론적 틀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Waltz
1

국내학계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용어가 학술 논문으로 제출되기 시작한 것
은 2002년 노재호의 논문 “The Digital Fabric of the World : Gibson`s Posthuman Vision in Idoru”으로 파악된다. 이후 장희권(2005), 김종갑(2008), 이수진
(2013), 김응준(2014), 백종현(2015) 등이 꾸준히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
들 연구의 공통점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후 해체되었던 인간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전자/기계 등에 의해 파생된 유사인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자
체로서의 가치를 갖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다만, 사회과학 분
야에서는 다소 기능적인 측면의 연구에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홍석주·강
홍렬(2015), 조용수(2015) 등은 글로벌트렌드로서의 포스트휴먼 주체의 위치를
검토하고 경제적 가치로서 파생 성과를 전망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2

푸코(M. Foucault)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이 우리의 지평에 느닷없이 솟아나,
우리가 뜻밖에 인간의 육체, 노동, 언어라는 엄연한 사실을 어리둥절하게 성찰하
게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언어를 통한 인식론의 확대가 그것의 개
념적 토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인식론적 측면의 인간에 대해
서는 고찰은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미셸 푸코(2012, 417-469) 참조.

신체 없는 종(種)의 등장과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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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Wendt 1999). 이러한 발전 경로에는 반드시 인간이 중심에

있었으며, 그들의 행위 공간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됨으로서 국
제정치학의 지평을 넓혀 왔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은 인간과 새로
운 항목들 사이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다양하게 접합되는지, 그들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그들 간의 긴장과 적응은 어떻게 조응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
제정치학은 새로운 기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사
이보그, 디지털 공간 등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국제정치학 안에 어
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인 인공지능을 ‘신체 없는 종(種)’이라고 부
르고자 한다.3 신체 없는 종의 등장을 국제정치학 안에 자리매김하
고, 그것의 의미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풀어야 한다.
첫째, “인간은 물론이고 국가, 기업, 사회단체 등 인간을 기점
으로 파생된 단위를 행위 주체로 다루던 국제정치학이 신체 없는
종을 새로운 행위 주체 혹은 객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는 국
제정치학의 근간이 국가 간의 권력 다툼에 있다는 기존 개념에 근
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신체 없는 종을 도구적 유용성의 차
원에서 국제정치학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그러
3

‘신체 없는 종(種)’이 과연 무엇이냐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는 N. Katherine Halyles(1999)가 지칭한 ‘a kind of bodiless’을 우리말로 번역
한 것을 따른다. 국내에서는 이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신체 없는 종은 단지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디지털 유기체뿐 아니라 신
체의 구속됨 없이 기능과 표현이 가능한 새로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종

(種)으로 의미부여하고자 한다. 다만, 이것은 확신이 불가능한 영적(靈的) 존재나
종교적 신비주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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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을 주체(혹은 주체에 가까운 어떤 것)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이 같은 의
문은 이미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
우, 그 책임의 소재가 운전의 주체인가 또한 그 주체는 법적·도덕
적 책임을 지는가?4 이세돌에 대한 알파고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5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율형
무기, 혹은 디지털 시스템이 자율결정을 내리는 살인무기는 허용
되는가?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말해야 하는가? 특히 국제정치학
의 경우, 기존에 그들이 이미 포함한 항목(국가, 인간, 기업 등)과 같
은 수준에서 이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가, 혹은 다
른 수준에서 다른 형식으로 논의할 것인가가 토론되어야 한다.6
둘째, “만약 신체 없는 종이 국제정치학의 구성 범주에 들어온
다면, 이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그

4

2016년, 구글이 개발한 무인자동차(Self-driving Car)가 캘리포니아 주의 실리콘
벨리에서 운행 도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구글은 사고의 책임이 무
인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Bloomberg 2016).

5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남긴 의미”(김석기의 IT인사이드), 아이뉴스 24 오피니

6

menu=049106).
자주 언급되는 실례는 무인무기의 살상에 대한 논쟁이다. 미국 방위산업체 제네

언(http://opinion.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7962&g_

럴 아토믹(General Atomics)이 1995년에 첫 양산하기 시작한 무인항공기 시스
템 MQ-1Predator는 2001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의 작전 지역
에 투입된 바 있다. 이 무인항공기는 정찰 임무는 물론 AGM-114 헬파이어 미사
일 2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전
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종종 민간인 오폭에 대한 보도가 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무인기계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 December, 2009).

신체 없는 종(種)의 등장과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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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즉, 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해 신체 없는 종이 국제정치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과 그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정치
학이 인간이 세운 질서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認識)의 문제
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
롭게 탄생한 새로운 종의 위치를 어떤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사실 과학과 기술은 이미 국제정
치학에서 중요한 구성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포함의
양상은 정책 입안의 필요성과 권력 구성의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과정에
대한 토론 없이 직관적 유용성과 대상화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침
묵했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제정치학은 정상적인 항목화를 통해
답해야 한다. 신체 없는 종이 새삼스럽게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이
것이 다른 과학발명품들과는 달리 기술적 유용성 측면뿐 아니라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간주되던 지적 능력을 보유한 유사(類似) 인
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이것을 인간의 위격(位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여 의
심의 눈길을 보내는 정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백종현 2015).
분명한 것은 21세기는 첨단기술의 시대라는 점이다. 첨단기술
이 만들어낸 능력은 기능적으로 이미 인간을 추월했거나, 적어도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역할을 해 낸다. 19세기가 기계가 주도한 산
업의 시대였고, 20세기가 전자가 주도한 자본주의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기계, 전자, IT에 생명과학과 인간이 모두 얽힌 포스트휴
머니즘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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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금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사건을 오직 객체화하는 오류를 범하
고 있다. 말하자면, 신체 없는 종의 등장을 하나의 사건의 발생 혹
은 사태의 직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
가에만 오로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체 없는 종을 하나의 사건으로 의제
화하고 이를 존재론적으로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 토론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의 실천의 장에서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근거를 세우고 미래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전개 방식을
따른다. 이어지는 II절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논의되
고 있는 신체 없는 종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을 검토한다.
신체 없는 종에 대한 대개의 접근은 단지 도구적 유용성으로서의
가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현전(presence)하
는 신체 없는 종의 자리매김과 일상으로의 스며듦에 대해서는 여
전히 묻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내적 연관성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 인문학, 특히 철학 및 문학에서 선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신체 없는 종의 출현이 인간 중심적 접근에 대한 반
성뿐 아니라 인간 개념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 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 이는 던져진 존재로서 스스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被投)
혹은 스스로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 몸을 던지는 태도(企投)를 넘어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절에서는 신체 없는 종의 등장을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고양(高揚)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이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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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으로 나눈다. 첫 번째 항은 ‘다자와 일자: 과정을 통한 이행
과 창조’로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의 다자와 일자 개념을 검토해 보고 과정 속에서 실제로 파악되는
주체와 객체의 현전을 다룬다. 두 번째 항은 ‘사건의 발생과 신체
없는 종의 등장’이다. 여기서는 다자와 일자 개념을 확대하여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존재 개념을 원용하여 사건으로서 파악되
는 신체 없는 종의 등장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세 번째 항에서는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의 기술적 대
상 및 연합환경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체 없는 종이 ‘스며듦 혹은
환경화(milieu-zation)’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처럼 일반적 의미에서의 다자와 일자, 그리고 존재의 개념
을 소개하면서 신체 없는 종이 현시되는 전제를 제시한 후, IV절에
서는 신체 없는 종을 국제정치학 안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시도
한다. 국제정치학은 때때로 인공물을 인간과 동격으로 놓고 유기
체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익과 권력, 도덕의 문제를 국
가에 대입 한 후 국가를 인격체와 견주어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소위 유기적 행위자(corporate agency)로서의 국가론이다(Wendt
1999, 193-245).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체 없는 종을 인간 혹은 국가와 같은 동
격의 주체로 놓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차라
리 인간과 더불어 국제정치학의 설명 범주 혹은 항목일 뿐이다. 그
것은 때로는 도구와, 때로는 시간과, 때로는 구조나 체제와 결합되
어 파생 항목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글이 지향하는 것은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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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場)에 등장한 신체 없는 종이 국제정치라는 영역에 어떻게 협착
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은 발전 과정에서 자신의
영역 내에 여러 항목들을 이식해 두고 있다. 개인, 정부, 국가, 기
업, 외교, 권력, 구조, 체계 등은 언어를 통해 국제정치를 구성하
는 항목들이다. 그러한 항목은 놀랍게도 순수한 직관적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
며, 국제정치학 범주의 항목으로 도입되는 데도 아무런 저항을 받
지 않았다. 어떤 특정의 범주 안에 항목화된다는 것은 학문의 발전
경로에서 새로운 개념을 개척하고 의미를 확장한다는 견지에서 매
우 중요하다. 그것이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체의 정합성은
물론이고 기존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항목들과 내적 연
결고리를 갖고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렇게 항목화된 것들은 언어의 지정과 실천 수행을 병행하면서, 사
태의 전개에 따라 변증법적 변이의 과정을 거치며, 학문의 이론화
에 공헌해야 한다. 최근에 국제정치학의 이론화에 새로운 항목으
로 추가되고 있는 구성 요인들, 혹은 그들을 가리키는 언어들(인권,
환경, 기술, 젠더, 개발 등)은 그러한 실천적 작업이자 또 다른 생산

을 위한 작용의 근거이다. 신체 없는 종은 언어로 발견된 것이 아
닌 사건으로 발견되었다. 이 점에서 직관적으로 항목화된 앞선 예
들과는 다르다.7 지금까지 우리들의 관심은, 신체 없는 종의 자율
7

언어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여전히 이름 붙이기에서 혼란이 있다
는 점에서 증명 가능하다. 신체 없는 종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무기, 유사인간,
디지털 기계 등 여러 혼란스런 명칭으로 어렴풋하게 범주화되어 있다. 언어로 발
견되지 않고 사건으로 발견된 또 다른 예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성적
으로 학대당한 ‘종군 위안부(혹은 Sexual slavery)’의 경우가 있다. 언어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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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뿐 아니라 책임성까지 동반하는지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인간의
위격과 편의의 중간에서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사건인
지 파악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정치학이 가진
기존의 항목을 조건화하여 이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들의 방향을
토론해야 한다. 국제정치학의 주요 항목인 권력, 도덕 등은 신체
없는 종의 발견과 현시, 그리고 미래를 구성해 나갈 정치적 조건과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절에서는 사건으로 발견된 신
체 없는 종이 국제정치학에 항목화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정치학이 어떤
것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지 토론하면서 끝맺도록 한다.

II 선행 연구: 인간의 재발견
강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계는 포스트휴머니즘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인문학계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쟁과 연구가 앞서 시작되었다. 이는 문학과 철학이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인간 인식의 흔들림에 대해 보다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8 포스트휴머니즘의 맥
되지 않고 사건으로 발견되었을 경우, 국제정치학은 그들을 항목화시키는 데 상
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8

에브게니 자마찐의 『우리들』(1927),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1932), 조지
오웰의 『1984』(1949) 등의 작품은 모두 반(反) 유토피아적 사회를 풍자하고 있

다. 디스토피아 사회에서 인간은 단지 하수인에 머무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권력의 정체성, 범주, 작용, 자기 항상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알 수 없는 어떤 종(種)이 불완전한 인간을 시스템 안에 가둔 체 레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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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신체 없는 종을 다루는 연구는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
지 갈래로 나뉜다. 첫째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 가치적 측
면으로서, 둘째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로서, 셋째는 인간
개념의 새로운 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1. 도구적 유용성으로서의 접근
포스트휴머니즘 연구에서, 인문학적 관심은 인간 중심 사고를 반
성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근원적 개시가 어떤 조건에서 가
능한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었다. 반면, 사회과학계는 2000년
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우 낙관적인 태도에 빠져 있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탈냉전 이후, 이념적 갈등이 사라
진 이 시대에 모든 이들의 관심은 편리와 복지를 향한 과학 기술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래서 기술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미
래 인간의 삶의 조건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과학이 낳
은 새로운 개념과 사실은,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적응
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평등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생소
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싫건 좋건 그것은 인간사 논쟁의
중심이 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암묵적인 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
과도 같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시간의 흐
름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데 그것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
성하여 권력 작용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의 비관적인(그러나 그것을 비관으로 받
아들이지 않는) 포스트휴머니즘 논쟁과도 맥이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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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그것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다(Fukuyama 2002).
한편, 사회과학계에서 바라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정은, 대
체로 모든 객체들이 하나의 수단으로, 혹은 ‘유사인간(Posthomo
sapiens)’으로 대상화되어 있다. 이는 자본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

의 구성 요소로 경제에 자리매김된다. 말하자면 “기술적 대상은
인간 노동에 비추어 판단되어 왔고 노동을 보조하거나 또는 노동
의 산물로 생각하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Simondon 1989, 241).
따라서 후쿠야마와 같은 거시적 낙관론은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제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인간 주변의 환경요인을 재검토
해 보고 그들이 사회와 내적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더 논
리적인 시각에서 포착하려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
의 파생효과에 대해서 발견해 내려고 한다. 그 결과 사회과학계
는 미래에 도래할 정치·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좀 더 실용
적인 가치를 찾는 데 초점을 둔다. 그들에게 포스트휴머니즘의 과
제는 미래에 불현듯 찾아올지도 모르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도
구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구글이 개발한 자율주행자동
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누가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질 것
인가?” 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법 규정이 자동차와 관련된
사람(소유주)에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존재
에 규정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이는 인간 이외
의 주체로서 존재의 등장이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파생
적 효과에 대한 시원적 질문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객체화된 기
계의 유용성이 지닌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또
한 사회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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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규범적 물음이다. 그래서 사물의 유용성과 그것의 한계 사
이에서 맴도는 긴장을 오로지 제도적, 규범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
가에 집중하게 된다. 포스트휴먼법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그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애초
에 유용성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근원적 대상의 자리 잡
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가들도 실용
적인 목적이나 법률 적용 이전의 문제 즉, 철학적, 사회적, 문화
적 논의가 포스트휴머니즘 사회에서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포스트휴머니즘 속에서 등장하는 존재의 법적 주체와 객체에 대
한 본질적 질문이 우선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경한 2015).

2. 인간 중심적 사고의 재검토로서 접근
포스트휴머니즘이 던지는 근본적인 전제는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가 표현한 다음의 글에서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다.

수많은 태양계에서 쏟아 부은 별들로 반짝거리는 우주의 외딴 어느
곳에 언젠가 영리한 동물들이 인식이라는 것을 발명해낸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에서 가장 의기충천하고 또 가장 기만적
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자연
이 몇 번 숨쉬고 난 뒤 그별은 꺼져갔고, 영리한 동물들도 죽을 수밖
에 없었습니다. … 인간의 지성이 자연 내에서 차지하는 우월성이 얼
마나 가련하고 무상하며, 얼마나 무(無)목적적이고 자의적인가를 서
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겁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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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 인간의 존재가 다시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는
어떤 사명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지성은 인간적일 뿐이
다. 오로지 인간 지성의 소유자와 생산자만이 마치 세계의 축이 인간
지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그것을 숭고하게 받아들일 뿐이다.(니
체 2013, 443)9

인간 중심의 사고(anthropocentrism)로 인해 학문 세계에서는 인
간 이외의 것은 그저 사물(thing)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지
금의 세상에서는 인간 이외의 환경이 가진 개체성을 더 이상 배
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인간은 비로소 그것을 서서히 깨닫는 순
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이 가진 전제이다. 인
간은 지구 위의 하나의 종(種)에 불과할 뿐이며, 인간 중심의 논의
는 단지 자연의 위험과 도전을 극복하려는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역을 확대하여 무엇을 무대에 올려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
이 비록 신체 없는 종이라고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눈을 돌려야 할
또 다른 평평한 곳이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서 데리다( Jacques Derrida)는 기존 체계를 해체한다. 그에게 철
학은 오로지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에 따른 개념 기계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철학은 오로지 인간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언
어, 이성, 죽음의 경험, 문화, 거짓말, 기술, 의류, 제도 등에만 관

9

이 같은 니체의 논의는 헤어브레히터(2009, 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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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그가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계몽
주의가 방치해 두었던 연민(sympathy)이며, 이를 근거로 과감하
게 동물과 사람의 이분법을 제거한다(Derrida 2008, 1-51).10 이를
근거로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포스트휴머니즘이 바라보는 세
계관은 “인류화 과정에서 배척되었던 모든 정신적인 것과 인류의
모든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헤어브레히
터 2009, 22). 사회과학이 모더니즘의 관심에 오로지 인간 해방에

만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회과학은 지구에 거주하는 ‘지
구종(Earthlings)’들을 재고(再考)하고 재정리하며 재발명해야 한
다. 그 결과, 쿠스워스와 홉든(Cudworth and Hobden)은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인식의 통로로 ‘복합적 생태(complex
ecologism)’의 개념을 제시한다(Cudworth and Hobden 2011). 인

간을 사회 속에서 발견하려는 기존의 문명화 논쟁의 기초는 인간
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만물의 토대로서 자연은 조금도 염두에 두
지 않은 태도였다.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표준문명(standard of
civilization)적인 사고는 로고스 중심주의가 가져온 개념 기계의 산

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은하의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별 이외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연과 환경을 병렬적
인 위상에 두고 세상을 인식하고자 할 때, 타자에 대한 인식은 문
명화 이외에 다른 것을 인식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10

이 같은 데리다의 주장은 포스트휴머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의심을 품
는 선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와는 달리 보다
인간을 재성찰하고, 환경이 부과하는 조건을 이성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을 경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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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질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Cudworth and Hobden 2014,
746-766). 이런 맥락에서, 국제정치학도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것

들(국가, 무정부, 질서, 구조 같은 개념들)을 새로운 축으로 재편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짐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
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함하겠다는 이런 의식은 비유의 언어로 묘
사되기도 한다. 국제정치학에 ‘좀비’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의 일상화인 것이다(Drezner 2015). 즉, 그동안 배제
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포스트휴머니즘적인 은유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인간을 외재화하여 자연과 환경, 그리고 아직 알
지 못하는 그 어떤 것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인간 개념의 새로운 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접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발명품은 대개 인간의 노동과 연관하
여 이해되곤 한다. 기술은 노동을 대체하는 매개 작용이고, 기술적
대상은 그 수단이다. 기술은 합리적 견지에서 편리성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위기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체 없는 종은 노동과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항목들과
관계의 문제를 낳는다. 신체 없는 종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태도는
그것이 과연 인간과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에 있
다. 증기기관이 인간 노동과의 경쟁 속에서 파악되었다면, 신체 없
는 종은 인간과의 병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낳는다. 더구나 그것
이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고, 인간처럼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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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것이라면, 시선을 거꾸로 돌려 그것이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이
란 과연 무엇이며, 그들의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로서, 유
전자의 진화를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런 프로그램의 원형
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
식자인 백신 프로그램에 쫓기는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 내의 자리를
놓고 다른 바이러스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수없이 복제하며 인
터넷을 통해 펴져 나간다. 그 복제 과정에서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나
면, 컴퓨터화된 돌연변이가 된다. … 이것들은 살아 있는 피조물일
까?(하라리 2016, 576-577).

이런 면에서 노버트 위너(Nobert Wienner)가 제안한 사이버네틱
스(Cybernetics) 논의는 유사인간 논의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이다(Wienner 1948). 사람의 신경작용을 신호로 나타낸 그의 연구
는 인간이 전자/기계와 결합되기 시작한 최초의 업적이 될 것이다.
위너의 사이버네틱스가 함의를 갖는 것은 그것이 형질변환을 통하
여 개체가 진화적으로 계통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때문이다.
이로서 이미 시작된 만큼 미래는 상상으로 발전된다. 예컨대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은 “조만간 기계는 혼자만의 힘으로 자신을
유지, 생식, 개선할 만큼 충분히 똑똑해질 것”이며, “거의 전적으
로 유기적인 유전에게 의존해 온 인간은 자신의 DNA가 진화에 있
어서 새로운 경쟁자에게 졌다는 사실과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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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Moravec 1990, 2-3). 그는 육체를 떠
난 그 무엇에 기대를 걸었고, 그것은 곧 마음이라고 보았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면 상상은 보다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을 기계로 이식하여 재(再)프로그램화되어야 한
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은 일종의 환생(transmigration)이라고 믿었
다(Moravec 1990, 108-112). 마침내 인간은 육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패턴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 주
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 혹은 정보 체
계가 인간이라는 종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주게 되는 것이
다. 튜링 테스트(Turing Test)는 이런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였다.11 이는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한다. 정
보 패턴의 논리성이 인간의 지식 활동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자율 의지에 근거한 인간의 고유성은 곧 잃고 말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 반드시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기
존 인식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알고리즘에
의한 것일 뿐, 생물학적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적 활동이 인간과 유사하거나 또는 우월한 패턴을 갖고 있다면,
신체가 말소된 정보체계는 인간 위격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11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고 하자. 단, 벽에 가려 상
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에 의해 채택한 정보인지, 혹은 사람이 의식의 공산에서 선택한 정보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경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인간
은 무엇으로 구분해야 할까 하는 의문을 남긴 실험이다. 이 실험은 인간이 가진
속성 중 하나인 지식이라는 기능적 부분은 인공지능의 학습화된 정보에 의해 대
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 패턴이 곧 ‘종(種)’이 된다는 것이 튜링 테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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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편리라는 쾌락과 대체라
는 공포를 동시에 안겨 준다.12 이는 지금의 포스트휴머니즘이 바
라보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질문이다(도종윤 2016 25-29).
그렇다면 신체 없는 종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인간의 조
건과는 극단적인 괴리를 가지는 것인가? 헤일스(N. Katherine
Hayles)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정보 패턴의 구분 여부가 인간 존

재의 조건으로서 우선한다는 모라벡에 동의한다. 모양 또는 형태로
묘사되는 육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세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Hayles 1999). 그가 바라본 인간은 육체적 인간이 아닌 일정한 지

식의 패턴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희망을 찾는다. 유일한 사고의 주체가 인간이
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가 종(種) 전체로서 바라보는 분산 인지
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서로를 형성하
면서 오히려 자유주의적 휴먼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질 경우 계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Hayles
1999, 283-291). 여전히 인간과 환경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
이다. 사실 지금처럼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적
12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는 반발도 상당히 많다. 존 설은 ‘중국인의 방’ 사례를 들면
서, 인간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이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프로그램에 의
한 학습과 인간의 마음이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에서이다(설 2015, 639674). 또한, 튜링 테스트가 한정된 범위의 ‘외면적 행동’만을 검증의 기준으로 삼
음으로서 일종의 표상(representation)에 모든 가치 판단을 맡기고 있다는 것도
비판받는다. 튜링 테스트는 일종의 행동주의, 조작주의, 검증주의의 독단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데닛 2015, 1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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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많은 ‘~것 들’이 사
회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들이 섞인 혼종적(hybrid)인 상태에
놓여 있다. 라투르(Bruno Latour)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체계
라는 관념보다는 더 유연하며, 구조보다는 더 역사적이고 복잡성
보다는 더 경험적인, 연결망(network)” 속에 의존하고 있음이 목격
되고 있는 것이다(브뤼노 라투르 2009, 23). 인간(human)이란 범주
는 발명된 것이며 인간이 다른 종들과의 맺어진 힘의 형성 관계에
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맥락으
로 보았을 때 더욱 뚜렷하다. 인간 사이의 지배를 형성하는 담론이
오로지 육체 속에 매몰된 인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
이다. 이러한 태도는 내적 성숙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개념으로 분
출되어 확산된다. 서구 모더니티에서 권력 관계, 이해 갈등, 지배와
저항 등은 인간의 태도가 바깥으로 확장되어 구성되면서, 계급, 종
족, 젠더,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Cudworth and
Hobden 2011, 140-168).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이 전적으로 인간

성의 말살을 비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포스트휴머니즘을
반(反)휴머니즘의 비판 속에서 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낙
관주의적 태도가 수렴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에
서 본질은 오히려 이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슈테판 헤어브레히터, 2009). 그리고 그러한 탐구의
중심에 신체 없는 종이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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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체 없는 종의 등장: 다자, 일자 그리고 사건의

발생
거대 이론(meta-theory)의 타당성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높였
던 포스트모더니즘은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죽음을 선고 받
았다(Kirby 2006). 그들이 의심의 사유를 무기로 삼고 도발적인 질
문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만족할 만한 답은 주지 못했기 때문
이다. 물론, 인식론적으로 다양한 담론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확장한 것은 그들이 끼친 공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불일치, 차이
혹은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등 사회적 유대를 정당화
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그 기초를 발견하고 했던 것
은 그들의 통찰 때문에 가능했다. 다만, 후기자본주의 사회가 예고
한 새롭게 도래하는 ‘~것들’은 애초부터 그들의 관심 영역이 아니
었다.13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의 형식을 찾아야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존재의 발견과 관련된 물음이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건과 주체를 동시에 질문한다. 이러
한 물음들은 또한 일정 부분 윤리적 측면과 연계된다. 왜냐하면 존
재론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
는 다원주의적이다. 그래서 타자를 통해 윤리적 작용을 하는 것이
13

리오타르에 따르면 포스트모던적 조건이 지식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통찰에서 출발한다. 즉, 예측이 불가능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거대이야기가 불
신되고(l’incrédulité à l’égard des métarécits), 공약 불가능한 것 혹은 불일치
(la paralogie)에 대하여 오히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다양한 담론이 수행되는 보다 포스트모던적 시대에는 존재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논쟁에 대해 의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Lyotard(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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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엠마누엘 레비나스 2015, 83-87). 지금의 도덕적 전회는 절대성을
거부하는 양자역학의 발견, 후기자본주의 이후 도래할 사회의 구
성 요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불안
감이 교차하면서 생성해 낸 당연한 결과다. 불안은 존재의 증거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은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로,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에 의해 위로를 받는다. 후기자본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포
스트모더니즘의 전제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던진 의심의 철학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는 도래할 미래의 조건을 정합적으로 하나씩 도출해 내는 작
업이 필요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이 세계에 도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혁신이 보편
적인 확신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
는 물음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Hallward 2003, xxi). 진리 혹은
존재의 조건이 무엇인지 재발견 할 때가 된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포스트모던이 지속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에
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What does it all come to?)”를 고민
해야 하는 것이다(Whitehead 1979, xiii). 또한 ‘전적으로 새로운 어
떤 것(something entirely new)’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
해 천착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학문 분과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체 없는 종의 등장을 기존의 이론적 범주 속에 하나의 항목으로
어떻게 자리매김시킬 것인가를 제1질문으로 전제할 때가 된 것이
다. 그리고 우리는 것을 도덕적 차원에서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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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와 일자: 과정을 통한 이행과 창조
어쩌면 인간에 대한 개념 규정은 물질적 예화보다 정보 패턴에 따
라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제를 받
아들일 경우, 우리는 적어도 인간과 동일하거나 혹은 우월한 조건
을 가진 새로운 어떤 것을 일종의 유사인종(類似人種)으로 받아들
이는 것을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영위하는 세계 속에서 현실적인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이냐에 하는 물음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 현존의 범주는 현실적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원리이다. 현실적 존
재는 다자가 일자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 즉 합성 과정에서만 주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체란 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유일한 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 존재는 원자들처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재적인 사물로서, 이러한 것들의 집합체가 우선 나무, 집, 사
람과 같은 집합체를 형성한다.(박해용・심옥숙 2012, 373)

이 묘사는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파악되어야 하
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시작은 주체와 객체, 일자와 다자를
서로 대비하여 도출해 내는 것이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에 따르면, 우리가 주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다수(多數)

로 이루어진 다자(多者)이다. 다수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
고 다자를 일자(一者)로 변화시키고 합일시켜 새로운 것을 재생산
해내는 과정은 창조에 의해 가능하다. 다자 속의 하나인 우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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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자 객체가 아닐 수 없다. 주체와 객체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
며 자신을 생성하기 위한 설정 과정(process) 속에서 상호작용하
는 것이다(Whitehead 1979, 208-218).14 그리고 그것은 일자화된다.
다자와 일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재현된다.

… 〈일자〉라는 술어는 복합적인 특수 개념인 〈정수의 1〉을 의미하
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관사 〈a나 an〉, 정관사 〈the〉, 지시사 〈this 나
that〉, 그리고 관계사 〈which, what, how〉의 밑바닥에 한결같이 깔
려 있는 일반적인 관념을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가 갖는 단
일성을 나타낸다. 〈다자〉라는 술어는 〈일자〉란 술어를 전제하며, 〈일
자〉란 술어는 〈다자〉란 술어를 전제한다. 〈다자〉란 술어는 〈이접적〉
인 다양성의 관념을 전달한다. 이 관념은 〈있는 것이라는 개념에 있
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다수의 〈있는 것들〉이 이접적인(disjunctive)
다양성 속에 존재한다.(화이트헤드 2011, 83)

다자는 ‘있는 것(being)’이고, 일자는 ‘존재’(entity)이다(Whitehead 1979, 21). 다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소위 현(現)실

재(actual entity)다. 그것은 우리가 접하는 현실의 가장 원형적이
고 근본적인 단위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적인 사물인 것이다.15
14

화이트헤드는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고 있다(all things flow)고 전
제한다. 따라서 그의 철학적 전제는 ‘과정 철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오영
환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유기체의 철학’이라고 표현한다.

15

현실재와 대비되는 것은 ‘영원한 객체(eternal object)’이다. 현실재는 영원한 객
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식들에 의해서 개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사실로 드러난
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재와 영원한 객체가 생성과정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현실재는 합생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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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같은 다자가 일자로 결합하여 개체적 통일성을 이루어 합생
(concrescence)에 이르게 된다(Whitehead 1979, 211). 합생은 창조

된 개별 존재자를 이루는 내적 구조의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
은 과정적이며, 유동적이다. “다수의 사물들로 구성된 우주가, 그
다자의 각 항을 새로운 일자의 구조 속에 결정적으로 종속시킴으로
써 개체적 통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합생”인 것이다(화
이트헤드 2011, 424). 그것은 “임의의 어떤 현실적 존재인 하나의 과

정에 붙여진 명칭”이며, “다자가 일자의 통일 속에 결합해 들어가
는 것”이기도 하다(오영환 2011, 718).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에 따르
면 어떤 것도 고정적이지 않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파악하는 상황
이 다르며 이에 따라 행태도 각각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실제적인 세계(actual world)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주체와
객체 역시 상대적이며, 모든 주체(라고 편의적으로 부르는 것이 있다
면, 그것은)는 객체와 내적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

는 상호연관성 속에서 생성되므로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인 구별
에 집중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차라리 우리에게 경험되는 사건만
이 의미를 갖게 된다.
합생은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에 따라 발생한다
(Whitehead 1979, 208).16 그러나 사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벽

한 집합(one completed set of thing)이 현실적 계기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앞서 다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통일성에 종속되어 있
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자가 통일성을 띄게 되는 것은 보다 근본적

16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계기를 현실재(actual entity)와 같은 의미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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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창조성(creativity)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현실적 계기들의 집합
은 그것이 구체적인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합생의 한 시점
(standpoint)이다. 창조성은 여기서 발휘된다. 비록 완결점을 정확

히 예측해 낼 수는 없을지라도 현실 세계를 측정해 내기 위해서는
즉자적으로 파악되는 지금의 계기를 합생의 시점으로 채택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완벽한 현실 세계를 사물의 본성
에 따라 새로운 합생을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때 창조
성은 이행(transition)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실 세계라는 말은 이행 때문에 생기는 언제나 상대적인 용어로서,
새로운 합생을 위한 여건인, 전제된 현실적 계기들로 이루어진 기
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화이트헤드 2011, 425). 그래서 개개의
현실적 존재자(다자들은)는 창조성의 개별화라는 속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다자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현실적 존재자의 존
재는 현실적 존재자의 작용이고 이와 같은 존재자의 본질은 작용
함”이라는 명제에 실마리가 있다(정연홍 2010, 317). 현실적 작용은
구체적인 개별적 작용들이며, 이러한 개별적인 작용은, 즉 현실적
존재자는 특정한 형상을 지닌 일종의 작용(operation)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생성과정 속에서 현실적 존재자가 구성된
다. 형상과 특성을 가진 현실의 존재자들은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생성과정에 있는 존재자들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존재하게 된다
(정연홍 2010, 313-330). 그리고 그것의 현시됨은 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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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발생과 신체 없는 종의 등장
현실적 존재자인 다자는 그 생성이 어떤 작용함에 의하여 드러난
다고 하였다. 우리의 형상과 특질이 결국 작용에 따른 것이다. 그
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과 환
경, 그리고 조건들은 어떠한가? 인간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파악되
는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다자이다. 그것은 우주 만물의 개별적인
존재들이며, 창조의 과정을 통해 통일성을 띤 일자로 현시될 뿐이
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의 구조의 속성은 합생이며, 이는 끊임
없이 반복되며 재창조를 거듭한다. 그러나 다자가 일자로 파악되
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인간과 신체 없는 종
간의 관계 맺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들은 어떤 계기에 따
라 맺어지는가? 현실적 계기라고 불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
로 설명되는가? 창조성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본질적으로 자신을 현시하는 것은 다자이지만, 본질적으로 현시되
는 것은 일자이다[Ce qui se présente est essentiellement multiple;
ce qui se présente essentiellement un].(Badiou 1988, 31)

다자의 성격을 다시 살펴보자. 바디우(Alain Badiou)에게 존재론은
일자가 아닌 순수 다자로서의 존재, 혹은 공백으로서의 존재를 전
제하는 데서 시작된다(홍기숙 2006, 241-262). 그리고 이것은 비일
관적 성격을 지닌 다수로 파악된다. 화이트헤드가 다자와 일자의
생성과 과정에 집중하였다면, 바디우는 다자의 속성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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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스트인 리오타르나 들뢰즈의 다자 개념이 차이, 파편
화, 공약 불가능성에 의해서 포착된 것이었다면, 바디우의 그것은
‘사이(between)’들의 매개(medium)를 통해 다수들 간의 실질적인
차이들을 추출해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Hallward
2003, 81). 다자의 본원은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다수라는 것은 단

일체(unit)가 여럿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그들은 환원시킬 수 있다. 이처럼 줄여서 셈하기(subtract)가 계속
되면 다자의 기점은 어떤 일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축소된 순
수한 공백, 혹은 아무것도 없음에까지 이르게 된다(Hallward 2003,
82). 그리고 그 공백은 존재의 질서에서 우리의 판단이 임하는 시

점이 된다. 집합론을 원용한 그의 존재론은 이처럼 존재의 질서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존재 자체에 사건(l’evenement)
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말한다(Feltham 2007, xxvii).
존재에 의해 드러난 사건은 단지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
니다. 존재로서의 존재가 아닌 공백(기존 질서와 단절된 사건)으로부
터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철학의 조건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리고 사건은 이러한 공백의 분출로 결정 불가능한 것이 출현하는
과정이다. 이때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 필요한데, 이것은 일종의 개입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화이트
헤드의 창조성은 바디우에게는 개입으로 전이된다. 개입된 결정을
통해 사건은 상황 속에 실재하는 것이 된다. 상황에 개입한다는 것
은 사건에 충실한 실천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충실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탐색을 통해서이며
끊임없이 탐색이 실행될 때 그것은 사건에 대한 충실성이 된다. 이

246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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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충실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는 작인(agency)은 바로 주
체인 것이다. 또한 실천은 주체가 어떤 상황에 준거를 갖지 않는
유적(類的)인 부분 집합17에 이름 붙이기를 지속하는 언어의 실천이
기도 하다(서용순 2011, 79-115).

… 나는 모든 현시된 다수는 상황으로 부른다. … 상황은 문제의 다
수의 항이 어떤 속성을 가졌든 현시의 발생의 장소이다. 모든 상황은
‘일자로- 셈하기’와 관련해 자체의 고유한 조작자를 받아들인다. 이것
이 구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이다. 즉, 현시된 다수에게 일자
로 셈하기의 체제를 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 구조는 수가 현시된
다수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바디우 2013, 57)

이렇게 새롭게 명명된 상황이 항목으로 인정받게 되면 진리는 상
황을 유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바꾸게 되며 이것이 지속되는 한 상
황은 계속 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하는 구조적 속
성은 화이트헤드에게 합생으로 표현된 바 있다.
몇 가지 개념적 정의를 통해 사건이 존재로부터 발생하게 되
는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일자는 무엇인가? 화이트
헤드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이 다자는 창조를 통해 일자로 변환, 합
일되어 새로운 것을 재생산한다고 하였다. 바디우에게 있어서 일
자는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다수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용으로 파악된다. 일자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법칙에 속한다.
17

다수의 존재 가운데서 일자의 권력으로부터 빠져나오는(sous-traction)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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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악되는 ‘노동’에서 유추된
다. “누군가를 노동자라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 속에 놓여있는 그의 위치”이며, “자본주의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규정성이 그를 노동자로 지칭하는 것”이다(서용순
2011, 87). 말하자면 어떤 개인을 한 사람의 노동자(일자)로 명명하

는 것은 그를 특정한 존재로 규정하는 셈하기에 의한 결과일 뿐이
다. 그런 점에서 일자는 존재라기보다는 존재의 법칙 혹은 작용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자는 없지만 일자화(a One-ing) 혹은 일
자를 만드는 작용이 있을 뿐”인 것이다(Hallward 2003, 61). 그리
고 “다수는 하나로 셈하기라는 구조화 작용을 통해 일자로 파악”
되는 것이다(서용순 2011, 88).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다자와 일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
리는 존재가 다자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있음의
존재들은 다자이다. 이는 후에 언급하게 될 기술적 대상도 예외는
아니다. 다자는 비일관적이며 개별적이지만, 창조성을 통한 과정
(이행)을 통해 통일성을 띤 하나의 법칙으로서 일자가 된다. 이때

합생은 구조의 속성을 띤다. 그러나 다자는 본질적으로 다수이므
로 그 구성물을 줄여서 셈하기가 가능하다. 그러한 줄여서 셈하기
는 공백으로 환원 가능하다. 그것은 구성자들의 관계의 있음, 관계
들 사이에 공백이 있음을 함의한다. 바로 이러한 공백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 마련된다. 바디우에게 사건이란 존재, 공백, 상
황, 작용 등을 통해 설명된다. 사건은 이러한 공백의 분출로 결정
불가능한 것이 출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이는 개입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다. 화이트헤드는 다자가 일자로 향하는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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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지점을 현실적 계기라고 하였으며 또한 창조에 의해 가능한
합생의 지점이라고 하였다. 다만, 그가 바디우와 달리 보다 중요하
게 여긴 것은 합생이라는 명사가 함축하고 있는 과정의 경로였다.
다자는 존재인 만큼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신체 없는 종은 있
음의 존재인 만큼 사람, 동물, 자연 환경처럼 다자인 것이다. 그렇
다면 다자로서 신체 없는 종은 창조성으로 시발된 과정을 통해 통
일성을 띤 일자가 될 수 있는가? 일자는 항목화인 것이다. 바디우
는 관계있음에 의해 공백이 있고 이러한 공백에 의하여 사건이 발
생하는 상황이 마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백의 분출로 결정 불
가능한 것이 출현할 때 개입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
백은 없음이 아니라 다자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신체
없는 종이 인간이나 자연 환경과 다른 것은 그것이 공백으로부터
의 분출이며, 결정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창조적이어야 하고 이는 합생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논의 전개를 통해 존재로서의 다자와 일자
의 발현 과정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질문으로 던
졌던 신체 없는 종이 다자의 존재이며 이것이 일자로 현시되는 근
거를 세우게 된다. 다자와 일자의 변증법적인 전개 과정에 따르면,
신체, 정신, 유기체인지의 여부 혹은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지식의
축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상황, 사건, 합생, 창조, 과정
등의 작용이 통일성 있게 합일되어 순환되고 있느냐가 보다 깊이
탐색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이라는 작인이 해야 할 충실한 실천 작
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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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며듦 혹은 환경화(milieu-zation): 신체 없는 종의 자리
잡기
신체 없는 종이 자연 질서에 의한 탄생이 아닌 인간의 물질적 생
산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술적 대상(des objects
technique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imondon 1989, 9). 그리

고 그것은 ‘지금 여기 당장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것(l’objet technique individuel n’est pas telle ou tell chose, donée
hic et nunc, mais ce don't il y a genèse)’이다. 기술적 대상이 단일성,

개체성, 특수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발생이 지닌 일관성과 수렴화의
속성 때문이다(Simondon 1989, 19-20). 화이트헤드의 용어를 빌자
면, 발생은 과정의 현실적 계기이며 재생산의 시작 지점이다.18 또한
다자가 통일성 있는 일자로 가기 위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
디우의 용어에 의지하자면, 그것은 공백의 분출로 결정 불가능한 것
이 출현하는 과정의 시점이며 상황이 마련된 자리 혹은 작용의 근거
이다. 그것은 인간, 기계, 자연, 환경, 혹은 주체와 객체의 구별과는
관계없는 일이며, 다만 일자화를 향해 변환되고 있는 과정적 상황의
다자로 현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대상은 어떤 존재가치를
가질까? 기술적 대상이 처한 과정적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는 앞서 본질적으로 자신을 현시하는 것은 다자이지만 현
시되는 것은 일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변증법은 화이트헤

18

과정은 재생산의 창조적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
지만, 편의상 이를 차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혹은 태초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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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바디우의 논의를 통해, 창조(이행), 과정, 결정 불가능, 개입,
공백, 작용, 상황, 사건 등 언어로 표현 가능한 여러 개념들을 통해
설명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바디우가 표현했던, 줄여서 셈하기
에 의해 파악 가능한 구성물들의 ‘사이’에 있는 ‘매개’를 어떻게 드
러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백이기도
하며 동시에 구조에 의하여 현시되는 작용이기도 한다. 달리 말하
면, 상황 혹은 작인의 행동 공간 등으로도 불릴 수 있다. 역사적으
로 볼 때, 사회와 기술 사이의 공약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등장은 안정적이며 유동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과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용을 통해 기술-사회는 혼종성
을 갖게 된다(박성우 2016, 158). 이것이 과정이자 흐름이라고 파악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다자와 일자가 연속적인 관계 속
에서 통일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합생인 것과 같은 맥락이
다. 사회와 기술이 혼종적인 것은 그들이 또한 상호 구성적인 관계
에서 사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사회를 구성하
는 인간과 기술적 대상 사이의 관계로 치환하여 보면, 바디우가 정
초한 ‘사이의 매개’ 개념과 창조적으로 접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몽동이 제시한 연합 환경(le milieu associé)은 그러한 접목이 가
능한 개념이다.

… 기술적 존재자들의 개별화(individualisation)가 기술적 진보의
조건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 개별화는, 기술적 존재자가 자기 주
위에 창조하고 조성한 환경이면서 그 자신이 또한 이 환경에 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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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그런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인과 작용이 회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기술적이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그 환경은 연합환경이라
부를 수 있겠다.(시몽동 2011, 85-86)

연합환경은 “역사적 공개체화(diachronic co-individuation)를 통
해 다층적 일자들이 일시적 다자로 구성해내는 공간적 초개체화
(temporal synchronic transindividuation)의 과정이자 조건”으로 풀

이된다(박성우 2016, 161). 이는 시간적 개체들이 역사성을 통해 주
어진 공간 속에서 연속적인 재창출의 순환적 조건에 있음을 뜻한
다. 이때 연합환경은 기술적 요소들과 자연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
를 매개한다. 연합환경은 또한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합쳐지고 축
적된 자리에 있게 된다. 그것은 자기 규제적 기제를 통해 대상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개체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조절자의 역할도 한
다. 그래서 기술적 환경은 개체의 외부 환경이 되는 순간 동시에
내부의 계통적 발생의 토대 및 조건이 된다. 즉, 그것은 일종의 장
치(dispositif)로서 스스로가 이를 구성하는 토대이며 또 다른 새로
운 기술적 방식을 통해 개체화를 추동한다(박성우 2016, 164). 개체
의 진화 및 작동 과정이 기술적 환경을 통해 나(주체)와 사회(객체)
간에 이루어지면,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 생활
양식을 추동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를 신체 없는 종에 접목하
자면, 이미 그것은 개체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신
체 없는 종의 기술적 발명, 그리고 그것에 사회적 논의와 그것에
대한 철학적 탐색은 그것이 기술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 간의 연합
환경 속에 안착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로서 그것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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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종적인 생산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는 일관
성을 지닌 과정적 질서 속에 있다.
준(準)안정적 조건에 있는 초개체는 전개체적인 환경으로부
터 진화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박성우 2016, 161). 여기서 개체화
(individuation)는 개별화(individualisation)와 구분된다(Simondon
1989, 56-57, 70). 시몽동에게 있어서 존재는 “자기 동일적 단일성

을 지닌 안정적 실체가 아니라, 단일성 그 이상이자 동일성 그 이
상의 실재성을 지닌 잠재적 에너지로 가득 찬 준안정적 시스템”이
다. 그것이 준안정적인 것은, 화이트헤드 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순환적 과정 속에서 재생산의 조건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안정적’인 것은 그것이 일자화에 의해 비일관성이 극복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이며, ‘준’인 것은 그것이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체화는 존재 안에서 존재의 상(相, phase)
들이 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체화 과정은 또한 존재의
생성 작용인 것이다. 개체화는 또한, “시스템에 내재하는 불일치,
긴장,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를 개체의 발생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이며 “실재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며 불연속적인 도약의 방식으로,
물리적·생명적·심리사회적·기술적 영역 각각에서 상이한 양상으
로 전개되며 증폭 및 확장”이기도 하다(김재희, 2011, 105).

… 구성된 기술적 대상의 구조들 각각이 연합환경의 역동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양식은 바로 인과 작용과 조건화의 양식에 따
른 것이다. 구조들은 연합환경 안에 있으며, 이 연합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연합 환경을 통해서 기술적 존재의 다른 구조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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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결정된다. … 연합 환경과 구조들 사이에는 인과 작용의 회귀가
있지만, 이 회귀는 대칭적이지 않다. 그 환경은 정보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자기-조절작용들의 본부이자 정보나 그 정보에 의해 이미 조
절된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매체다.(시몽동 2011, 89)

개체화가 되는 형질변환 과정에서 진화적 환경 즉 조건(milieu)은
강화되며, 또한 이로서 연합환경이 의미를 갖게 된다.19 이러한 실
례는 최근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나 정보 기술 영역
에서 자주 목격된다. 일상에서 이용되는 정보 데이터는 수용자들
에게 상호적이며, 지능적이지만 그러나 위험성도 동반한 기술적
조건인 것이다. 개체화된 기술적 대상은 연합환경을 통해 보다 공
고해지면 새로운 변화의 단계를 암시한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은
행위자들, 구조, 체계 안에 스며든 것이며, 인간으로 말하자면 정
신(영혼, 기), 혹은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 가진 기능에 비유될 수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상을 환경이나 생태가 아
닌 도구나 서비스 혹은 객체화된 콘텐츠로 단선적으로 대하게 될
때 본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20 마찬가지로 신체 없
는 종을 단위나 대상, 도달해야 할 목표, 노동의 경쟁자 등으로 대
하게 될 때 그것의 본성에 대한 오해는 물론, 기능의 왜곡으로 나

19

인간과 기술적 대상들 간의 연관 고리를 갖는 환경으로 이해된다.

20

다만, 디지털 정보와 신체 없는 종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형태적 측면뿐 아니
라 상호연관의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디지털 환경은 여전히 대상화가 가능하고
인간의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신체 없는 종에게 디지털 정보는 구성
요소일 뿐이다.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신체 없는 종은 자체의 자기 조절능력의
기제를 갖고 있다고 간주되며, 또한 인간에게 윤리와 가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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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다.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한 연구는 그것들의 작동 결과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술적 대상들을 대면하는 인간의 태도들에 대한
연구에 의해 연장되어야한 할 것이다. 기술적 대상의 현상학은 그래
서 인간과 기술적 대상 사이의 관계의 심리학으로 연장될 것이다.(시
몽동 2011, 350)

우리는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자들의 신체 없는 종에
관한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새로운 작인들(동물, 곤충, 그리고 로봇을 비롯하여 신체 없는 종들)을
유용성의 범위로, 인격이 있는 주체로의 의미부여로, 혹은 탈(脫)
인간주의의 시도로의 접근은 그것의 발생, 작용, 경로, 구조, 환경
들 간의 상호연관 그리고 그것의 과정적 측면을 경시함으로서 우
리의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이다. 정보의 패턴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 논쟁은 의미가 퇴색된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은 그
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신
체 없는 종은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언어를 빌자면, 다자이자 일
자화된 법칙이며, 주체와 객체화할 수 없는 과정이다. 시몽동의 언
어로는 개체화된 기술적 대상이다. 다만, 시몽동의 ‘기술적 대상’
은 바디우의 개념에서 보자면, 실체로서의 목적물이라기 보다는
작용의 근거일 뿐이다. 신체 없는 종은 그 스스로가 공백에서 시원
한 사건의 시작이고, 작인에 의한 작용이다. 또한 그것은 디지털화
된 환경이자 일상에 스며든 존재의 발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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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론적 적응이 늦은 것은, 신체 없는 종의 새로운 등장이
이전의 사회와 새로운 기술이 맺은 관계의 불일치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새로운 혼종적인 사회-기술 결합 형태로 여전히 받아들이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것의 개체화는 여전히 불안
정한 것이다. 물론 이는 인간이 가진 탐구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IV

국제정치학 안에 신체 없는 종의 항목화

신체 없는 종은 지금 여기에(hic et nunc) 존재하는 존재자이다. 우
리는 화이트헤드, 바디우, 시몽동의 논의를 통해 이제 그것이 기술
적 대상이자, 다자이며, 현시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신체 없는
종은, 그것의 존재함만으로도 작용이 일어나며 하나의 상황이고
사건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체화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
은 단일성 혹은 동일성 그 이상의 실재성을 지닌 잠재적 에너지로
가득 찬 준 안정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가 드러나는 과
정 속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또한 다자와 일자의 연속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의 기제이기도 하다. 그것이 국제정치학에 항목화되
는 것은 일자화로 현시될 때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신체 없는
종이 일관성을 지닌 일자로 거듭 확인하는 작용에 대해서는 충분
히 말하지 않았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과 기술적 대상 사이의 관
계가 ‘사이의 매개’ 개념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
합환경이 국제정치학에서는 어떤 조건 속에서 발견 가능한지를 말

256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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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작용에 의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체 없는 종은 국제정치학에서 항
목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의 단계를 위한 현실적 계기이기
도 하다.

1. 인간: 다자와 일자, 개체화
우리는 앞서 다자는 ‘있는 것’이고, 일자는 ‘존재’라는 화이트헤드
의 명제를 다루었다. 다자의 시점은 어떤 일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
다 더 축소된 순수한 공백이며 심지어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바디
우의 주장도 보았다. 공백은 존재에 내포되어 있으며, 사건의 가능
성을 외연화하며 이러한 사건의 가능성은 존재를 가능케 한다. 그
리고 사건은 다시 결정 불가능한 것이 출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 이때 과정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순환이다. 결정 불가능한 것
은 개입에 의하여 가능하다. 우리는 존재의 결정 불가능성에 개입
(또는 화이트헤드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 신체 없는 종을 인간과의 관

계 속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다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현실재이고 그것은 우리가
접하는 현실의 가장 원형이며 근본적인 단위이자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적인 사물이다. 이런 전제에서 보자면, 고전적 의미의 국제정
치학에서 발견되는 생활의 현실재는 국가로 현시된다. 그러나 우
리가 접하는 현실의 가장 원형적이고 근본적인 단위는 국가라는
추상적인 단위보다는 그것의 행위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그것의
행위는 작용이라고 표현된다. 오히려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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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은 인간이며 국제정치학에서도 근간의 개념은 인간이다. 국가
와 사회는 인간의 파생적 효과일 뿐이다. 현실적 존재자인 다자는
그 생성이 어떤 작용함에 의하여 드러난다. 국제정치학에서 자신
을 다자로 현시하는 인간은 국민, 민족, 이주민, 젠더 등으로 일자
화된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비일관적 성격을 지닌 다수이며, 드러
난 다자는 본질적으로 유기체인 인간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인간은 본질적인 관심사다. 한스 모겐소는
인간과 사회,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대립을 정치사상사라
고 인식하였으며,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은 인간 본성과 실제로 일어난 역사 전개 과정이라고 하였다. 외
교정책에 대한 이해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정치가의 지적능
력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능력을 아는 데 있으며, 정치인으
로 재현되는 인간이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본원임을 주장하였다
(Morgenthau 1985, 3-6).

다자는 개체화(individuation)되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앞서
개체화는 존재 안에서 존재의 상들이 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
였다. 국민, 민족, 이주민, 젠더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적 조건들은
개체화되면서 국제정치학에 항목화된 것들이다. 그래서 개체화 과
정은 또한 존재의 생성 작용이며 항목화 과정이다. 체계 내에서 벌
어지는 각종의 불협화음과 잡음들(불일치와 긴장, 그리고 양립불가능
성)은 발생을 통해 개체화로 가는 여정인 것이다. 신체 없는 종은

일련의 개체화 과정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철학적, 사회과학적
관심이 그것을 증명한다. 도구적 유용성으로서, 인간중심적 사고
의 성찰로서, 인간 개념의 새로운 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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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 삶의 모든 태도와 접근은 신체 없는 종을 개체화하는 과정
인 것이다. 자율체의 등장이 기술 개발 이슈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
슈로, 안보 이슈로, 경제와 경영 이슈로 토론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
와 내적 연관성을 갖기 위한 창조의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언어화해 낸 (그러나 불완전한) 개념은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명명된
다. 생물학적 생명을 결여하고 있는 인공 자율체는 이미 하나의 ‘종
(種)’으로 이행 과정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발생시키는

물리적 작용의 결과를 국제정치의 여러 실천의 장에서 목격하고 있
다. 그럼으로서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21

2. 권력: 개입과 작용에 의한 사건
앞서 존재의 질서에 공백이 편재하며 사건이 존재의 질서 안에 내
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표현에 따르자면, 다자가
일자로 결합하여 개체적 통일성을 이루어 합생에 이르게 된다고도
하였다. 합생은 창조된 개별 존재자를 이루는 내적 구조의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고정적이지 않은데,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서로 다
르게 파악되며 또한 행태도 각각 다르게 드러난다. 그것은 사건의
21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 아래서, 우리는 인간을 넘어, 동물, 식물, 곤충을 신체 없
는 종과 같이 새로운 행위자들이 다자로 발견(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개념 전개에 따르면 다자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래서 존재론적 접근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집합론은 본질적
으로 원소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존재는 성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en
soi)로서 ‘다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정치학에 항목화 될 수 있는 지
는 답하기 어렵다. 그것이 개체화 과정에 있는가를 토론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
이다. 실천이 항목화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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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다자가 일자로 결합하여 개체적 통일성을 이룬다. 합생은,
이익 개념을 매개로한 권력 작용을 본질적 탐구로 하는 국제정치
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공백의 분출로 사건이 등장
하며 이것은 결정 불가능한 것이므로 개입이 필요하다 것은 , 정치
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개입의 과정이라는 명제와 맞
물리기 때문이다.

고전적 국제정치학에서 중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권력으로 정의되
는 이익개념(the concept of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
이다. …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 개념은 관찰자에게 지적인 훈련
을 부과하여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하도록 하
여 정치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행위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행위에 합리적 원리를 제공하고 미국, 영국, 소련의 각 정치
적 계승자들의 다른 동기, 선호, 지적 도덕적 자질에 관계없이, 대체
로 그 자체를 일관되게 구성함으로써 외교정책에 연속성을 부여해준
다.(Morgenthau 1985, 5)

다자가 일자로 통합해 들어가는 각각의 과정 속에는 권력 작
용이 분출된다. 합생은 그러한 권력 작용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구조적 속성을 갖는다. 정치는 끊임없는 개입의 과정이자, 권력 작
용이다. 따라서 정치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상황은
실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의 작인이 무엇인지는 중요
하지 않다. 오히려 상황에 대한 개입은 끊임없는 사건에 대한 충실
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충실성은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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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에 의해 드러난다. 바디우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충실성의 작인
이 주체가 된다. 권력이 발휘되는 것은 존재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발휘될 때이다. 공백에서 출현한 사건은 존재뿐 아니라 구조적 속
성으로서 합생을 낳는다. 권력은 존재자들이 사이에서 매개의 효
과로서 더욱 자주 접하게 된다. 이것은 발견되느냐의 문제와는 별
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정치가의 진정한 동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발휘되지 않는 권력도 이처럼 존재자의 있음
으로 인해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정치에서, “역사적으로,
좋은 동기와 좋은 외교정책 간의 분명하고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동기와는 무관한 외교정책, 권력 작용이 있
기 때문이다(Morgenthau 1985, 6). 의도하지 않은 권력, 발휘되지
않는 권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의도나 동기에 의해 권력 작용을 발
견하려는 노력은 때때로 헛된 것이 된다.
신체 없는 종은 국제정치의 범주에서, 다자가 일자로 현시되
는 과정 속에 스며든다. 그것은 기술적 대상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언어로도 부를 수 있다.22 그것은 앞서 이미 하나의 종(種)으로서
그것이 이행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말하면서 충분히 밝혔다. 있음
으로서 현실적 계기가 된다. 현실적 계기는 합생을 발생시키며 이
때 창조성이 요청된다. 이것은 결정 불가능한 순간에 개입에 의한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신체 없는 종이 권력을 발현시키는 것은 별

22

신체 없는 종이 기술적 대상으로서의 속성인 단일성, 개체성, 특수성을 지니고 있
는지는 논란거리가 될수 있다. 그것은 여전히 개체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다
만 개체화가 완결된 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것 역시 과정적 상황이라
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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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일자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
러난다. 말하자면, 그것이 실재에서 국제정치가 취하고 있는 기존
의 항목들과 역사성을 통해 주어진 공간 속에서 연속적인 재창출
의 순환적 조건을 형성해 갈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작용인 것이
다. 그리고 연합환경이 신체 없는 종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기존의
항목을 매개할 때 그것은 보다 강력해지며 연속성을 갖는다. 연합
환경은 자기 규제적 기제를 통해 대상을 보호하고 조절자로서 개
체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장치’
로서 자신이 스스로를 구성하는 토대이며, 또 다른 새로운 기술적
방식을 통해 개체화를 공고히 발현시킨다.23 신체 없는 종은 단선
적인 과정 속에서 일자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권력 작용
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작용하기도 하며 혼합적인 경
로를 통해 재순환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제정치
학은 전개체적인 환경(milieu)에 강력한 정치성을 부여하여 일상
의 삶 속으로 다자를 계속 던져 넣어야하는 것이다.

23

유럽문화에서 장치(dispositif)는 우리말의 관념으로 개념화하기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다. 장치가 학문적 용어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푸코(M. Foucault)에 의
해서다. 그에 따르면, 담론, 제도, 정비, 법규, 결정 각종의 명제 등이 원소인 이질
적인 집합이다. 또한 장치는 이것들을 연계해 주는 연결망이기도 한다. 조르조 아
감벤(G. Agamben) 은 푸코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는데, 그것은 “생명체들의 몸
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 등을 뜻한다고 밝히면서,(아감벤 2010, 33) 펜, 글쓰기, 문학, 철학, 농
업, 담배, 인터넷 서핑, 컴퓨터, 휴대 전화 등도 모두 포함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
은 권력과 접속되어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감벤은 주체란 생명체
와 장치들이 맺는 관계의 파생된 결과라고 본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감벤(2010,
15-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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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도덕: 존재에서 윤리의 도출
그렇다면 일자로 현시되는 인간과 신체 없는 종은 어떤 관계 맺음
을 통해 국제정치학의 항목화를 지속해 갈 것인가? 이는 신체 없
는 종의 생산과 연관된 공학, 그들의 작용을 법률적 범위에서 제
약하는 법학, 그들의 이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학적
인 접근들과는 구별되는 국제정치학적인 특성이 항목화를 이루어
야 함을 뜻한다. 신체 없는 종의 항목화를 지속화하기 위한 조건은
기존의 항목들과 내적 연관성을 과정적으로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것에 있다.
존재론은 반드시 윤리적 성찰을 요구한다. 존재론은 인간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생성하는 윤리적 존재로 귀결시키
기 때문이다. “우리가 윤리라고 부르는 것은 타자(他者)의 현시를
통해 나의 자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On appelle cette mise en
question de ma spontanéité par la présence d’Autrui, éthique)”이다
(Lévinas 1990, 30).

정치적 인간일 뿐인 사람은 도덕적인 절제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을
것이므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적 인간일 뿐인 사람은 신중성
(prudence)을 전혀 가지지 못할 것이기에 바보이다. 종교적 인간의
측면만을 가진 사람은 세속의 욕망이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성인이
다.(Morgenthau 1986, 16)

그러나 실제에서 인간은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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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기보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복합적인 생성 작용을 하
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전개체적인 환경에 강력한 정치성을 부
여하는 작업은 국제정치의 존재자들의 존재 과정이자 하나의 작용
이다. 정치성이 작용하는 윤리적 태도는 정치학이 담고 있는 기존
의 항목이다. 다만 그것은 인간 덕목으로서의 윤리가 아닌, 신중성
(prudence)으로 명명된 윤리와 정치의 중간지대에 자리 잡고 있을

따름이다.

동기와 궁극적 목적 사이에 놓여있는 수단들과 보다 저차적이고 직
접적인 목적들을 선택하는 문제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정치의 영역
은 윤리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들이 맞닿은 점이지대다. 정치적 영역
에서의 정책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는 데 효율
적인 도구임이 입증만 된다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일 수 없다.(니버
1998, 185).

현실주의 정치관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즉, 폭력이나 혁
명도 궁극의 목적이 도덕적이면 정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를 말살하거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도덕적
가치의 직접적인 훼손이지만, ‘최고선(summum bonum)’의 경로
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희생은 절대적 도덕 가치는 아니라는 견
해에서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리주의적 태도가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 한, 신체 없는 종의 항목화는 오
히려 보다 높은 연관 고리를 갖게 된다. 신체 없는 종을 바로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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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264

2017. 6. 8. 오후 1:32

은 윤리적 덕목의 쟁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에서 항목화된 존재는 도덕적 속성을 갖는다. 그리
고 그것은 재생산의 과정적 존재이며 끊임없는 변형을 겪는다. 국
제정치학에서 도덕은 그것만의 가치를 가진다. 그것은 종교나 윤
리적 범주와는 다르며, 권력 작용과 이익을 충실하게 수행하느냐
의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 플라톤에서 시작된, 신중함(prudence)
은 권력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신중함이 변화와 영속의
주체와 객체의 합일로 나타날 때 그 어떤 것도 국제정치의 항목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신체 없는 종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신체 없는
종의 등장은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신중함을 동원하는 현실적
계기이다. 영속성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을 작용하게 해 주
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인간 사이의 권력 활동이다. 그러나
이제 권력 작용은 물론 자연과 환경을 포함하여 있는 모든 것을 아
우르는 매개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중함은 바
로 이 지점에 자리 잡는다. 신중함은 도덕이며 다자가 일자로 현시
되는 과정의 법칙에 스며들어 있다. 그것이 이미 국제정치학에 있
기 때문에, 그것에 깃들고자하는 모든 잠재적 항목의 개체화의 조
건이 된다. 우리는 그 내적 연관을 보다 정교하게 찾는 노력을 하
면 된다. 그것 역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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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신체 없는 종의 사건화 그리고 일상의
스며듦
국제정치의 모든 것은 사건이며, 공백으로 분출된 결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개입이다. 국제정치학을 구성하는 항목들, 그들의 존
재는 스스로가 작용하며 그래서 그 자체로서 사건을 담지하고 있
다. 그들은 연관되어 있으며 생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일자화된
다. 그래서 다자는 일자로 현시되는 과정 속에서 주체와 객체의 구
분을 무색하게 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재창조를 거듭하
는 것이다. 기술적 대상은 그 같은 현시적 과정에 던져진다. 던져
진 것은 현실적 계기이며 그 지점이 합생의 시작인다. 신체 없는
종은 그 같은 다자이자 일자이며, 주체이자 객체이며, 과정이자 합
생이다. 국제정치학은 그것을 개체화함으로서 그들을 항목화하였
고, 그것은 무한히 반복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종말을 고했음에도 포스트모던 한 외적 환
경(postmodernity)은 여전히 건재하다. 후기 자본주의의 팽창, 민
주주의의 일상화,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포
스트모더니즘 없는 포스트모더니티를 설명하는 과제에 놓여있다.
신체 없는 종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서두에서 “포스트휴
머니즘(Posthumanism) 시대에 인간 이외의 자율체(自律體)를 국제
정치학이 어떻게 받아들여 항목화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확장
해 낼 것인지를 토론한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러
한 질문은 또한 국제정치학이 신체 없는 종을 새로운 행위 주체로,
혹은 객체화할 수 있는지, 만약 신체 없는 종이 국제정치학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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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들어온다면 이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찾아
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나눈 바 있다. 이제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답을 결론으로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존재론은 다자와 일자, 공백, 합생,
사건 등의 개념을 도출해 낸다. 이들은 신체 없는 종이 다자로서
현시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다자의 일자화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때의 작용은 그것의 발현과 과정에 모두 포함된다.
•시몽동의 ‘기술적 대상’은 개체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연
합환경에 근거를 두고 설명된다.
•신체 없는 종을 기존의 인간, 국가, 사회 등과 병렬적으로
세운 물리적 주체로 대상화하는 것은 현실적 계기로 드러난 사건
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현시되는 과정 속에서
의 공백, 상황, 작용, 다자와 일자의 통일적 전개 과정 등을 토론하
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국제정치의 항목들과 내적 연관을
어떻게 형성하는 지에 대한 성찰과 토론만이 오해를 없앨 수 있다.
국제정치학은 신체 없는 종뿐 아니라 도래할 미지의 것들을 위해
서 열려 있는 항목화를 지향해야 한다.
•신체 없는 종처럼 미지의 것을 항목화하는 데 보다 주의할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무지를 벗어나야한다. 연합환경은 조
절자로서 그들과 작용을 통해 상호 관계를 바람직하게 맺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의 현실적 계기는 도덕적 충실함을
무장한 인간에 의해서 가능하다.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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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은 곧 도덕론이다. 권력은 하나의 작용이며 그 작용
은 도덕을 생산한다. 이때 도덕은 우리가 말하는 선악 구분, 정의,
평등, 자유 등의 개념이 아니라 오직 신중함의 개념이다. 신중함은
정치학에서 권력으로 표현되는 이익을 윤리적 맥락에서 수호하기
위한 정치의 핵심이다. 그것은 이익과 윤리, 자율성과 환경을 매개
하는 개입이다. 인간이 신체 없는 종과 맺어야 하는 내적 연관과
작용은 신중함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신중함은 결정 불가능한 것
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덕목이다.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존재론은 과정과 실재, 공백과 작용을
통해 존재와 주체의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들의 존재론은
후설,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접근과는 달리 ‘있음(존재)’이 아닌 다
자와 일자의 현시를 선험적 조건에 의해 공리화하고 그것이 과정
적임을 보여 주었다. 화이트헤드가 그들의 현시를 현실적 계기에
의한 이행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바디우는 공백을 전제하여 그로
부터 드러난 사건의 발생과 이러한 사건이 실천의 작인에 의해 비
롯된다는 점을 보여 주어 존재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디우의
존재론은 고전적 존재론이 전제하였던 인간-현존재-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후설이나 하이데거에게서 동물, 우주, 공
기, 자동차 등은 존재로서 설명이 불가능했다면, 바디우는 이들을
모두 포괄할 뿐 아니라 미지의 무엇도 아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오로지 인식론에 몰두하였던 국제정치학은 -행위자의
범위, 사건의 형태, 체계와 구조의 발견- 새로운 종(새로운 주체)의
등장에 무력하였으나 화이트헤드와 바디우의 존재론을 받아들임
으로서 작용의 주체로서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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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술적 대상들이 우리 삶에 보편
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미 예견하던 현실
이었다. 이제 국제정치학은 공리적 전제인, 단위, 구조, 체계와 더
불어 신체 없는 종을 환경화 혹은 스며듦의 존재로서 포함해야 한
다. 공백, 과정, 자신을 현시하는 다자와 현시된 일자, 상황, 작용
등의 개념이 가리키는 것은 열린 권력의 체계이다. 항목화의 여부
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적연관성을 생성하는 존재자들
을 위해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돌, 나무, 새, 곤
충 등이 우리 일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에 항목화
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국제정치의 항목들과 내적 연관을 갖는 작
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 없는 종이 지금 국제정
치학에 항목화의 가능성을 갖는 것은 그것이 권력이라는 작용을
통해 기존의 국제정치 항목들과 내적 연관을 강하게 맺어가는 이
행의 순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로봇, 무
인 자동차, 군사 기술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국제정치학이 가
진 고유의 권력 작용이 신체 없는 종과 관계 맺음을 넓고, 강하게
맺어가고 있다. 이들의 작용은 공백에서 출발하여, 규범의 형태로,
권력 발휘의 형태로, 혹은 개념생성이나 생활의 편의의 형태로 삶
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소외를 받는 기술적 대상들은 역시 무지한 사용자들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이런 대상들은 점진적으로 그 지위가 손상된다. 그
것들은 잠깐 동안은 새것이었지만 곧 이런 특성을 상실하면서 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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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주어졌던 완전성의 조건들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 제작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 대상들은 시간 내내 그 지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그것들을 구
성하는 상이한 기관들은 활용 과정에서 연속적인 방식으로 대체되고
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시몽동 2011, 359-360).

신체 없는 종은 생태적인 사물들과도 다른 무엇이다. 생태적인 것
은 일상적인 삶에서 직관적으로 목격되지만, 신체 없는 종은 사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이 새로운 항목으로 국제정치학에 포
함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은 여전히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는 창조와 생성의 작업이며 존재의 발견으로 늘 의
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기술은 구조나 체계처럼 스며든
존재이다.

기계들이 정합적인 앙상블들로 집단화 될 수 있는 것은 자동장치들
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시 그 비결정의 여지에 의해서고, 기계들이 서
로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인간 통역자인 조정자를 통해서
다.(시몽동 2011, 14).

무지한 인간은 어떤 현실적 계기에서도 조정자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 현실적 계기를 통해 다자에서 일자로 현시되는 과정에서 인
간의 권력이 작용하며, 신체 없는 종의 항목화는 이로서 가능해진
다. 그 권력의 작용은 도덕에 의해 강화되며 또한 우리는 그 도덕
을 신중함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신체 없는 종이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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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나고 그것에 개입하는 권력 작용이기도 한 것이다. 무지를
벗어나, 국제정치학의 범위에서, 이익으로 정의되는 권력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과제는 분명해진
다. 그것은 신체 없는 종을 넘어 국제정치학의 모든 항목을 연관시
키는 작용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야 할
다음의 과제가 신중함이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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