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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기술과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혁명’이 지니는 

의미와 그것이 낳게 될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 안더스

(Günther Anders)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대의 과학⋅기술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 그 인간다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성찰을 시도한다. II.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생명과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

을 토대로 인간을 개조하려는 노력의 인류사적 의미와 그것이 제기하는 근본

적인 문제를 살펴본다. III.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예리한 기술비판을 

전개한 안더스의 이론을 고찰한다. IV.에서는 현대적 과학⋅기술이 과연 안더

스가 진단하듯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무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잠재력을 증대시

켜 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V.에서는 안더스 이론의 한계와 의미에 대해 간략

하게 고찰한다. 

Ⅰ. 들어가며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을 항상 촉발했

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있어 지난 세기의 후반부를 갈수록 지배했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27-B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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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우리 지구가 산업적 발전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태학적 

문제 다. 세기의 전환기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못지않게 거대한 차원의 문

제가 인간의 미래와 관련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소위 ‘생명과학의 혁

명’과 더불어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Viveret 2000, p.20). 생물학, 생명공학, 유전

공학 등의 생명과학 분야는 이제 21세기의 ‘선도과학’으로서 자본주의 시

장경제 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황금알을 낳을 유망 분야로 각광을 받는 한편

에서 핵무기에 못지않은 인류파괴의 잠재력을 지닌 불길한 기술분야로 경

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1) 생태학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기존의 정치적 

구분은 더 이상 입장 차이를 선명하게 정리해낼 수 없었지만 생명과학과 관

련해서 그러한 구분은 더욱 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는 물론 ‘생명과학의 

혁명’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와 항력에 대해 그 누구도 확언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인본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인류의 

미래로 질주하고자 하는 소위 ‘탈인본주의(Posthumanism)’의 목소리 역시 

일견 정반대되는 것 같은 정치지형에서 각각 터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

지만 해도 독일에서 급진 좌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슬로테르딕(Peter 
Sloterdijk)과 ‘역사의 종언’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보수주의 이론

가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각각 상이한 이론적 입장 위에서 ‘탈인

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더불어 역사가 완결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점에서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생명기술적 혁명이 

탈인간적(posthuman) 역사의 조건을 창출하리라는 점을 내다보지 못했다

는 점이다. 후쿠야마는 목하 진행 중인 기술혁명 중에서 정보기술혁명이 더 

눈부시긴 하지만 가장 중대한 변혁은 생명공학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바라

1) 기독교 생명윤리학자인 콜슨의 다음과 같은 물음은 이러한 경계심을 잘 표현하고 있

다. “과연 미래 인류는 생명공학 조작자들의 사탕발림과 기술에 현혹되어 결국 인간 

폐지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콜슨, 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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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현대적 자연과학의 예측을 불허하는, 열린 성격으로부터 우리는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내에 생명공학이 과거의 사회공학자들이 수행하지 못했

던 것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줄 도구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게 될 것이라고 얼

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인류역사의 

종착역에 도달한 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야 비로소 인간 자체가 

철폐되고 새로운 탈인간적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Fukuyama, 
1999, pp.16-33). 이러한 전망은 후쿠야마가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지속적

으로 옹호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열등한 인간이 ‘초인’에 예속된 관계

에 놓이는 미래상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Viveret, 2000, p.20).2) 
다른 한편 슬로테르딕에 있어 인본주의는 순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인본주의적 교양과 유전공학적 배양의 꿈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양의 인본주의자들이 “작은 훈육인”에 불과하

다면 슬로테르딕이 지향하는 것은 “큰 훈육인”이다. 그는 니체에 기대어 인

간이라는 동물 중 “일부는 동류를 훈육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훈육을 받는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인간기술(Anthropotechnik)” 시대에 중요한 것은 

자연도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존재하는 일이다. 도덕론자들

처럼 단지 거부하기만 하는 불모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전개될 과

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슬로테르딕은 ‘인간기술’이 어디까

지 도모해도 좋은지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 

열리게 될 회의가 “인간생명기술의 현명한 제한에 대해 세계대화를 수행하

고 규범을 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에 따르면 지

구화라는 “정치적, 경제적 거대구조” 속에서 장차 도구적 요구들이 인간이

2) 반면 후쿠야마는 2004년 9월 Foreign Policy에 기고한 짧은 글에서 트랜스휴머니즘

(transhumanism)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트랜스휴

머니즘은 “인류가 과학기술의 수단을 이용하여 진화에 의해 주어진 생물학적 운명 혹

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인데 후쿠야마는 이러한 인간향상 시도가 모든 사람

이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가정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를 훼손”시킴으

로써 평등을 파괴할 것이며 또 그러한 시도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으로써 

“인간적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에 반대한다(신상규 

2012, 190-202). 자유주의적 평등 원칙의 위반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후쿠야마는 하버

마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Habermas 2002,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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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작은 동물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새로운 속성의 

엘리트층을 길러낸다는 플라톤적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자연

들이 걸러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그렇게 될 때 “초－인본

주의자들(Über-Humanisten)”의 “프로그램”은 실현을 맛보게 될 것이다

(Sloterdijk, 1999, pp.15-21). 
이처럼 상이한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생명과학 및 생명기술의 비약적 발

전에 기대어 인간과 인간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다

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의도들은 한편으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인간 ‘파괴’의 잠재성으로 인

해 격렬한 도덕철학적, 정치적, 법적, 종교적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찬반 

양 진  사이의 논쟁은 ‘인간다운 삶’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인간은 어디로부터 비롯

되는가’, ‘무엇이 인간인가’,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와 같은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기술과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혁명’이 인간의 역

사발전과정에서 지니는 의미와 그것이 낳게 될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인

식할 수 있기 위해, 근대의 산업사회를 기술이 ‘역사의 주체’가 된 사회로 

파악한 안더스(Günther Anders)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원자

력 기술과 생명과학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지닌 가능성과 한

계, 그 인간다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II.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생명과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 기

대어 인간을 개조하려는 노력의 인류사적 의미와 그것이 제기하는 근본적

인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III.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지난 세기 가

장 예리한 기술비판을 전개한 이들 중 하나인 안더스의 이론을 ‘인간이 기

술에 대해 객체일 뿐,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그의 명제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IV.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생명공학이나 핵기술과 같

은 현대적 과학⋅기술이 과연 안더스가 진단하듯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들

고 심지어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무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잠재력을 증대시

켜 가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원자력과는 달리 유전공학의 경우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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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풍요로운 삶의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존하는 사회적 조건과 도덕적 수준은 그에 대한 경계심이 현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을 시도할 것이

다. V.에서는 안더스 이론의 한계와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Ⅱ. 인간의 자기 형성과 ‘인간기술’

슬로테르딕이 촉발한 논쟁은 독일에서 하버마스 학파를 비롯한 반대진

의 격렬한 반응을 야기했으며 상호간의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비화했

다.3) 이러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성공적

이었다. 즉 슬로테르딕의 주장이 담고 있는 핵심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

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유전공학의 진보와 함께 열리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인간의 자기이해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문제이다(Liesmann, 2000, p.1). 
슬로테르딕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은 한

편으로 의아한 일일 수도 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예컨대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바로 독일에서도 인간복제를 옹호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격앙된 반응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사용한 용

어－취사선택(Selektion)－가 과거 나치 체제의 그것이었다든지, 그가 기

댄 사상가들－니체, 하이데거 등－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나치 체제의 정신

적 기반을 제공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격렬한 거부반응의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4)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그의 ‘인간기술’ 개념에 내재하

3) 슬로테르딕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참조(이석재, 2004, pp.37-59).
4) 독일의 슈피겔(der Spiegel)지는 슬로테르딕이 플라톤과 니체, 하이데거를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다분히 일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가 이

들의 텍스트를 조합한 것을 보면 그의 “엘리트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신상태”와 그가 

“인간성에 대해 깊이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Evers/Franke/Grolle 
1999,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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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개조 구상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 개념은 원래 노동의 기술적 환경

을 인간의 필요에 적합하게 형성하는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노동과학의 

한 분과 으나 슬로테르딕 주장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자기형성 프로그램

의 의미를 띠게 되면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가 인본주의자

들을 ‘작은 훈육인’으로 파악한 데에서도 볼 수 있듯 ‘인간기술’은 유전공

학과 같은 첨단의 기술을 통한 인간의 자기개조만이 아니라 교육과 교양, 
사회화, 문명화의 모든 방식도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오직 기술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즉 스

스로를 형성하고, 스스로에 대해 조작(Eingriff)하며 취사선택하는 방식으

로만 관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자기형성에 

대한 구상은 르네상스 시기의 인본주의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이다.5) 인간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유는 인간을 ‘보편적 존재’로 파악하면서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을 토대

로 개인들의 실제적 발전이 그 한계의 끊임없는 지양으로서 실현되는 새로

운 사회를 기대한 맑스와 인간이 ‘확립되지 않은 동물’이라고 규정한 니체

에게서도 볼 수 있듯 근대 이후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근본전제에 속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의 기술문명에 대해 가장 예리한 비

5)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글 중 하나로 근대의 인본주의적 인간학의 원칙을 선포

한 강령서로 간주되는 미란돌라(Giovanni Pico della Mirandola)의 “인간 존엄성에 대

한 연설”은 이러한 전통의 대표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연설에서 미란돌라

는 인간을 “커다란 기적”이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신은 동식물 같은 하급 생명체와 천

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각각의 고정된 규정과 장소를 배분한 후 인간을 마지막

으로 창조했는데 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고정되지 않은 속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가능한 행태를 정해진 틀로 한정하는 속성들을 지니고 태어

나며 그에 따라 정해진 서식지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그에 반해 세계의 가운데에 자유

롭게 존재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것을 탐색한 후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스스로 어떻게 어디서 존재하고자 하는지 결정을 내리

는 자기 자신의 형성자가 된다. 이것이 인간 속성의 놀라운 면이며 여기에 인간의 특별

한 존엄이 놓여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신의 모사(Abbild)라는 것이다. 인간의 속

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에서 미란돌라는 인간을 카멜레온과 비교했다. 이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사전 독일어판의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항을 참조. 
(http://de.wikipedia.org/wiki/Giovanni_Pico_della_Mirandola) (검색일: 2013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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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가한 철학자의 하나인 귄터 안더스도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

이 표현한 바 있다. “인공성(Künstlichkeit)은 인간의 속성이며, 인간의 본

질은 비 속성(Unbeständigkeit)이다”(Anders 1936, 22). 이러한 인간에 

있어 소위 그의 ‘자연’은 출발 재료에 불과할 뿐, 그것은 결국 형성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이러한 사유가 단지 인간을 윤리적이거나 심미

적인 고려에 따라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을 ‘개선’하려고 의도할 

때부터 시작된다. 근대의 유토피아들은 ‘새로운 인간’을 더 이상 내적인 고

투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공학적인 혁명의 산물로서 창조하려는 의도를 내

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혁명은 인간의 재생산을 우연의 자의로부터 해방시

켜 줄 것이라 기대됐다. 엄격한 우생학적 규칙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우수한 후세를 배양하고자 했던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캄파넬라가 꿈

꾼 ‘태양의 국가’에서 ‘새로운 인간’은 성적 교배와 인위적 도태를 통해 생

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러시아의 혁명가들은 소련이라는 착취가 사

라진 새로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인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은 과거 사회의 산물인 악습과 패덕으로부터 벗어난 

일종의 ‘초인’이 될 터 다. 트로츠키는 1923년 이러한 확신으로 한껏 고무

되어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인간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더욱 강하고, 더욱 리하고, 더욱 섬세해질 것이다. (...) 인간의 평균

은 아리스토텔레스나, 괴테, 맑스의 수준으로까지 고양될 것이다”(Trotzky 
1994, 252). 이처럼 ‘새로운 인간’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이 야심차

게 표방한 사회변혁의 모토 다.6) 
이처럼 근대 이후 ‘인간기술’은 점차 무언가 부족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간주된 인간을 개선하는 기술로 여겨지게 되었다. 개선의 방향은 

각각의 정치적－이념적 입장에 따라 더 공격적이거나 더 평화적인 성향, 
더 냉혹하거나 더 온정적인 성향, 더 이기적이거나 더 연대적인 성향 등이 

6)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인간’의 이념은 성경에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 4장 22-24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

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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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다. 계몽주의 이후 교육이 인간을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으

로서 신망을 얻었으나 이러한 지위는 점차 대중매체에 의해 도전받고 흔들

리게 되었다. 20세기에 자행된 대대적인 야만의 경험은 계몽의 기획에 대

한 믿음과 기대를 근간에서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현

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혁명적 실험의 꿈도 공식적으로 매장되면서 교육

과 계몽, 혁명적 사회공학을 통해 새로운 인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 더 요원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Liessmann, 2000, p.3). 
이러한 상황에서 슬로테르딕과 같은 이들은 교육과 문화를 통한 인간 개

선의 노력이 무위 음을 진단하고 유전자라는 좀 더 ‘근원적인’ 요인에 착

안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인간을 창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완강하게 

버티는 ‘하드웨어’ 상에서 작동하기 힘들었으므로 이제 이 하드웨어 자체

를 개조해야 할 때라는 식이다.7) 인간의 자기형성 역이 이처럼 문화로부

터 자연 자체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는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

전공학은 이제까지의 “문화적 자기조정체계”의 단순한 연장에 머물지 않

을 것이다(Liessmann, 2000, p.4). 슬로테르딕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그가 

전개하는 “유전공학적 품종개량(Züchtung)의 공상”이 당장 실현에 옮겨질

지 모를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주장이 내포하는 “정치적 차원”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 대신 품종개량”이라는, “정치 대신 생

물학”이라는, “계급 대신 인종”이라는 “원칙적 전환”을 내포한다(Evers/Franke/
Grolle, 1999, p.307). 

유전공학이 펼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 뒤에는 찬반론자 모두가 공유

하는 한 가지 믿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유전자에 모든 것이 달

려있다’ 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단지 한쪽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 하며 다른 한쪽은 거기에서 손을 떼고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

한 믿음에 따라 유전공학에 인류의 미래를 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와 속성이 과연 유전인자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인가 라는 

7) “이렇게 볼 때 최첨단의 인간기술은 실로 인본주의적 세계 개혁가들의 마지막 희망임

에 틀림없을 것이다. 즉 유전공학은 다른, 필경 더 효과적인 수단을 통한 교육의 연장

이 된다”(Liessmann, 200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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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 유전자 ‘교정’을 통해 인간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전공학을 둘러싼 논란에서 

거론되는 많은 것들－예컨대 유전자 치료법이라든지 후세에 대한 유전자 

디자인 등－은 아직 공상의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현재 사용가능한 재생산 

기술－시험관 수정이라든지 복제기술 등－만으로도 이미 인간의 자기 자

신의 자연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복

제기술은 ‘동일성의 생산’이라는 과학기술 문명의 원리를 인간 자신에게 

적용한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실험은 동일한 조건 하

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

다. 즉 과학적 실험은 항상 반복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적 생산방식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비약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리하여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귄터 안

더스는 이미 1950년대에 인간이 자신의 생산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되

지 않는 것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근본적으로 거

부하는 입장에서 지만 안더스는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발전 경향을 예견했던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성

을 결국 자신이 창출한 생산기술에 맡기게 될 것이며, 그것이 이윤을 가져

다준다면 “유일성의 불편함”과 우연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동일하게 다

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Liessman, 2000, 
pp.4-5).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에서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다수의 철학자들

은 인간의 조작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의 마지막 비 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간의 유전적 운명에 대해 모르고 있을 ‘권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발전 정도와 사회적 논의의 양상을 보건대 이러한 주장

은 이미 뒤늦은 감이 든다. 예컨대 유전적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가능할수록 출산 이전에 치료하거나 출산여부를 선택하는 데 대

한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장애아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이들의 과실로 인해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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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는 삶(wrongful life)’을 살게 된 데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1980년의 판결에서 장애인이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했다.8) 또한 인간의 행위성향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조

절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수록 자녀들에게 최상의 출발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는 데 대한 압력도 증가할 것이

다. 이러한 압력은 특히 유전적으로 최적화된 동시대인들 속에서 살아가면

서 점차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태아를 계획적으로 구성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대신 

계속해서 우연에 따른 출산에 대한 권리를 고집함으로써 자신들이 불이익

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유전공학은 인간

의 자연적 평등이라는 근대 사회의 확고한 이념적 토대를 뒤흔들고 역사적

으로, 특히 독일에서 나치의 인종정책을 통해, 오명을 자초한 우생학의 문

제를 다시금 제기할 수도 있다(Liessmann, 2000, pp.5-6). 하버마스는 이러

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유전공학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대칭적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모든 시민이 자율적 삶을 위할 

권리가 있는 다원적 민주 사회 속에서 ‘개선’을 목적으로 한 우생학을 ‘정
상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원하는 

속성들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삶에 대해 미리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

할 것이기 때문이다(Habermas, 2002, pp.34-45).9)

8) ‘원치 않는 삶’을 근거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사전 어판의 “Wrongful birth” 항을 

참조(http://en.wikipedia.org/wiki/Wrongful_birth). (검색일: 2013년 2월 10일) 생명권이 

더 이상 절대적인 자연권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담론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장애를 안고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태아의 부모는 태아가 생명권을 가져야 

할지 아니면 가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

과정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담론윤리에 따르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태아의 발언권이 무시되는 것이다(Habermas, 1986, p.32). 물론 

담론에는 성숙한 개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아는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 결정적인 향을 받게 된다. 태아는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자

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는 데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담론윤

리와 담론원칙을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변적 윤리(advokatorische Ethik)” 
(Brumlik 1987)가 일치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낳는다. 

9) 나치즘의 체험이 ‘트라우마’를 남긴 독일에서는 종교적－보수적 우파뿐만 아니라 좌

파 역시 생명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 인간의 자연을 바꾸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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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이 한편에서는 맹목적이고 과도한 기대와 열광을 자아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 나치 체제의 

‘생명정치’를 연상시키는 취사선택의 논리를 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요구되고 있는 유전자 심사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데 이것이 노동이나 보험 역에서 적용

될 경우를 상상하면 유전공학이 미래 사회에 미칠 파장이 어떠할지를 충분

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적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수명이 낮

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나 보험계약 상으로 차별과 불이

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콜슨, 2009, p.27). 현존하는 사회관계가 지속될 

경우 유전공학의 진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과실이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거나 모든 인간의 자연적 출발조건을 동등한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

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유전자적으로 

한층 심화된 불평등 관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선
진 산업국의 일부 계층이 이미 백 살에 가까운 수명을 누리는 가운데 가난

한 다수 국가의 대부분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그 반에도 못 미치는 ‘지구

촌’(!)의 불균형 상태가 유전공학의 발전을 통해 더욱 더 일그러질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10) 

반해 실용주의 성향의 미국 생명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시도에 비교적 개방돼 있다. 인
간의 자연은 가변적이므로 모든 새로운 기술은 어떤 형태의 인간 조작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또는 비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유일한 도덕적 계명은 개개인들이 새로운 방법의 사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

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것뿐이다. 유전학자들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지 또 다시 정

치적 또는 사회적 계획을 위해 복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식세포 조작과 

같은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 바로 이러한 계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 
부모와 의사 또는 국가와 같은 타자가 미래의 인간이 어떤 유전자를 갖추게 될지에 대

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이러한 방법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은 그를 창

조하는 자들의 판단에 내맡겨져 있다”(Evers/Franke/Grolle, 1999, p.316). 그러나 하

버마스 식의 자율성 침해 주장에 대해 개인 스스로가 유전적 향상을 꾀할 수도 있으며 

출생의 우연성이 “반드시 평등한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닌 만큼 인위적인 향

상이 때로는 “평등한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신상규, 2012, pp.203-204).
10) 생명공학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에 대한 국내 논의로는 참조(박병상, 2008,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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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더스의 기술비판

귄터 안더스는 근대 기술문명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한 가장 뛰어

난 철학자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의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여기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생산능력

과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능력 사이의 괴리를 진단하는 안더스의 ‘격차의 

철학’이 어떻게 핵무기에 대한 비판으로 구체화되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인간복제와 같은 생명공학이 인류사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그의 사유를 재구성함으로써 현대의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차원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안더스는 근대 기술문명의 파괴적 성향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는 사회적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안더스는 다양한 역에서 시대

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발휘했으나 이러한 그의 사유는 동시대인들에게 널

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는 그의 이론과 실천이 사회전체적인 

틀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이 틀을 딛고 사는 모든 동

시대인들의 삶의 형태에 가혹하리만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모든 형태의 낙관론을 경멸했으며 진

보에 대한 믿음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Liessmann, 1993, pp.11-24; 
2002, pp.14-29).11)

귄터 안더스의 기술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특징짓는 것은 ‘격차

(Diskrepanz)’의 사유다.12) 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갈수록 증대되는 인간

과 그 생산물 세계 사이의 비동시성을 “프로메테우스적 격차”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했다. 이는 “만드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의 격차, “행하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격차, “지식과 양심” 사이의 격차, 그리고 안더스가 특히 

강조하듯 생산된 기계와 인간의 육신 사이의 격차 등을 의미한다.13) 인간

11) 한 비평가의 눈에 안더스는 “삶의 대부분 시간을 (그것도 자신의 저술 속에서뿐만 아

니라) 불행할 줄 아는 철학자” 다. “실제로 그는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근본적인 비

관주의와 배치되는 모든 태도를 경멸했다”는 것이다(Papst, 2002). 
12) 안더스의 ‘격차의 사유’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졸고(주정립, 2007a)에 의존하고 있다. 
13) 안더스는 ‘프로메테우스적 격차’의 현상을 다양하게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발생하는 



지구화시대의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217
의 실행능력과 기계의 그것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과 더불어 인간의 신체적 기관의 연장과 개선으로서 도구가 고유의 동역학

을 발휘하는 기계로 대체되면서부터이다. 이제 인간이 만든 생산물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로써 인간은 ‘낡은’ 존재가 되기 시작한

다.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벌어진 

격차는 인간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낡고 뒤처진 존재임을 보여준다. 
과일 통조림과 비슷한 아우슈비츠의 독가스 원료 용기나 원자폭탄의 외

양으로부터 이것들이 지닌 대량 살육의 ‘역량’을 상상하거나 감지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프로메테우스적 격차의 모든 현상형태에 공

통된 점은 “기술이 한 발 앞서 있다는 구조”이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계에 의해 설정된 사실성 뒤를 절룩거리며 따라가는 일뿐이다. 그런데 이

러한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점은 “기술 및 그것을 대표하는 기계체계가 인간

이 임의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중립적 수단”이 아니라는 사

실이다. 즉 기술사용의 결과는 맑스주의에서 얘기하듯 기술을 사용하는 사

회유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어떠냐에 따라 이미 그 사용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계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의 근원이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

라 기술 자체의 본질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충분히 가능하

다”는 것이다(Anders, 1980, p.126). 안더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체계가 사

회적 관계의 새로운 토대로 되었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적 삶에의 참여를 포

기하려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식으로 기술

은 “역사의 주체”가 된다(Anders, 1980, p.279). 이는 인간의 행동범위가 

그의 도덕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

라 우선적으로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리하여 인간은 부자유하게 되고 기술에 대해 객체일 뿐 더 이상 주인이 아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어난 

변화가 비교적 완만했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진화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일상적인 체감 

능력”이 근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생생히 포착하고 상상하

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 ‘프로메테우스적 격차’의 발생 원인

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신상규, 2012, pp.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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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게 된다(Anders, 1956, p.16, p.264).14)

그런데 근대 이후의 과학기술문명에 있어 안더스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1945년 이후의 ‘세 번째 산업혁명’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서막을 연 것은 히

로시마에 대한 원폭투하 다.15) 원자폭탄은 이 시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생산수단”으로서 인류는 이것을 손에 넣음으로써 사상 처음으

로 “자신의 멸망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류는 이제 그 전체가 죽임

을 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절대적인 것으로의 비약”이 일어났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부정적 전능함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그럼으

로써 세상 자체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더스는 이러한 가

능성과 함께 도래한 현시대를 “종말의 시대 또는 시대들의 종말(Endzeit 
oder Zeitenende)”이라 부르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건, 그것

이 원히 지속되든 어떻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자기절멸 가능성은－종

말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면－결코 종말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우
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설령 그것이 원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인류에

게 결정적으로 최후의 시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것을 결코 잊지 않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다른 시대에 선행하는 일시적인 시대

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의 ‘유예기간’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

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간신히 아직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

한 이유에서 안더스는 ‘희망의 원리’를 고수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 

아닌 상태’ 속에서, 즉 진정한 것에 선행하는 ‘전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블로흐(Ernst Bloch)의 철학이 ‘낙후’된 것이라고 힐난한다(Anders 

14) 안더스와 비슷하게 멈포드는 “인간의 통제를 거역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

는 거대 기술 시스템을 ‘독재적 기술’이라 불렀다(이장규/홍성욱 2005, 31). 기계와 인

간 사이의 전도된 지배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이미 맑스가 자본을 비롯한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 저작들을 통해 시도한 바 있다. 1950-60년대에도 이러한 사유는 철학

자 프롬(Erich Fromm)이나 사회학자 스(C. Wright Mills), 경제학자 갈브레이드

(John Kenneth Galbraith) 등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홍성욱, 
2002, pp.177-180). 

15) 안더스의 ‘원자폭탄의 역사철학’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졸고(주정립, 2007b)에 의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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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244-258). 

‘종말의 시대’인 ‘세 번째 산업혁명’ 시기에 일어나는 기술적 변혁에 대

한 안더스의 논의는 ‘자연에 대한 기술적 조작’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끈

다. 안더스가 우선 언급하는 것은 인간이 이 시기에 “창조하는 인간(homo 
creator)”으로 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이 이제 “자연으로부터 

(나무로 만든 집과 같이) ‘문화산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범주에 들어가는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플루토늄은 바로 직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실로 ‘신과 같은’ 
인간의 조작을 통해서야 비로소, 즉 U238의 가공을 통해서야 비로소” 생겨

나게 되었다. 그것은 생산된 순간에 ‘새로운 것’으로서 자연에 속하게 된 생

산물이다.16) 이렇게 새로운 것의 생산가능성을 통해 세계가 혁명적으로 변

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도구를 ‘제조하는 인간(homo faber’)으로부

터 ‘창조하는 인간’의 지위로 부상함으로써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안더스가 지적하는 또 다른 ‘혁명적’ 변화는 인간이 스스로를 원료로

(homo materia)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원료로의 전환”은 

이미 아우슈비츠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사체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생산물이었던) 수용소 재소자의 사체로

부터 분명 모발과 금니, 아마도 지방질까지 떼어내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Anders 1980, 22).17) 그러나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훨씬 더 

특징적인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단지 죽은 재료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자체가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행위들이다.” 물론 교육이나 

16) 미세 입자 분석을 통해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자연 존재를 입증한 것은 그 양의 극미함

으로 인해 1971년에서야 비로소 가능했는데 이는 핵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인위적으

로 생산하고 난 후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사전 독일어판의 “Plutonium” 
항목 참조. (http://de.wikipedia.org/wiki/Plutonium#Nat.C3.BCrliches_Vorkommen) 
(검색일: 2013년 2월 20일)

17) 안더스는 같은 맥락에서 미군의 사례도 언급한다. 태평양 전쟁에서 귀환한 미군 병사

들이 일본인 금니로 가득 찬 주머니를 자신에게 아무 악의 없이(arglos) 보여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악의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세계 속에서 어떤 원

료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바로 일본인도 이러한 세계 속에 포함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인들은 사전에 체계적 비방질을 통

해 ‘원숭이’로 비하되고 난 후 지만 말이다)”(Anders, 198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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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통해 인간을 “조건화된 존재”로 ‘가공’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간

사회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다.18) 그러나 안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공

은 생명체를 변화시키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부터 다른 생

명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이 근본적인 것이다. 즉 “복

제기술(cloning)”과 “유전자 조작”이 그것이다. 이는 “새로운 종류의, ‘전
대미문의’,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 예정되지 않은 종들, 또는 심지어 현

존하는 개인들의 복제물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19) 이
는 “생명체의 생리학적 유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자연에 의해 ‘예정

되어’ 있지 않은 존재들을 유전자 조합을 통해 만들려는 것이다.20) 이 경우 

우리는 이것들이 기존의 종류에 여전히 속하는 것인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그것은 개인들의 살아있는 복제물을 만들어냄으로써 개

인의 일회성을 지양하는 존재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21) 이로써 

18) 안더스는 교육과 문화를 통한 ‘인간기술’이 “합법적(rechtmäßig)”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최선의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올바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

다는 점을 언급한다. 물론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서부터 훈육(Drill)이 시작되는지, 
즉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조건화된(konditioniert) 인간으로 만드는지” 확인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을 인위적으로, 다소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조건

화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은 (소위) ‘원시적’인 사회뿐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사회의 

본질에 속한다. 아니 그것을 통해 비로소 사회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Anders, 1980, p.23).
19) “이미 인간 유전자의 복제기술이 실시되었는지는 내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는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명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또는 ‘이룰 수 있는 

것은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단지 가능하기만 한 것은 

이미 숨 막히게 하는 불길한 징조로 현존하고 있다”(Anders, 1980, p.24). 비슷하게 콜

슨은 이러한 명령에 따르는 관념을 “기술지상명령주의(technological imperative)”라 

부른다. 이에 따라 “과학자가 어떤 것을 발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꼭 발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콜슨, 
2009, p.19).

20) 안더스는 “이제까지 생명체가 모든 종에게 안 그래도 열려 있는 변화의 범위 내에서만 

변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는 심지어 인간의 “생리학적 유형”을 ‘개선’시키겠다던 

나치의 “‘생명의 원천(Lebensborn)’이라는 품종개량 시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Anders, 1980, p.24). ‘생명의 원천’은 나치 친위대를 이끌던 힘믈러(Heinrich 
Himmler)가 낙태 등을 통해 유실되는 소중한 “미래의 귀족”(Lilienthal, 2003, p.47) 
자원을 수호하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협회의 명칭이다.

21) 하버마스도 개인의 일회성이 인간복제를 통해 지양됨으로써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고유한 방식으로 성찰한 바 있다. 즉 복제기술은 현대적 형태의 노예지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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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더스가 일찍이－1950년대에 이미－인간은 자신의 생성을 결국 자신이 

창출한 생산기술에 맡기게 될 것이라 내다본 예견이 현실화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에게 핵전쟁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절멸을 의미한다면, 
복제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생산을 통한 종 자체의 절멸을, 경우에 따라 인

간이라는 종의 절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서 바람직한 유형들을 ‘꼭 닮은 것’이거나 ‘복
제한 것’인 존재를 생산함으로써 비인간적인 것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조작을 수행하는 자는 인간을 오직 생리학적인 원료로서만, 즉 새로

운 종류의 생산물 또는 생산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서만 취급할 수 있

다. 이처럼 인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칸트가 금지한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 비인간적인 면에서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서 안더스는 

이러한 행위를 “탈문명적 식인주의”라고까지 부르고 있다(Anders, 1980, 
pp.24-26). 

위에서도 언급했듯 안더스는 일찍이 과학기술체계가 사회적 관계의 새

로운 토대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이 “역사의 주체”로 되고 있음을 진단

했다. 또한 ‘프로메테우스적 격차’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육신과 정신이 

기술 및 기계에 형편없이 뒤처져 이것이 설정한 사실성 뒤를 절룩이며 뒤따

르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간의 육신이 기술의 필요성에 

따라 생산 및 재생산된다는 것을 안더스는 이미 1950년대에 통찰했다. “육

그에 따르면 “노예제는 하나의 법적 관계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물로 지배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타고난 유전자에 의존한다. 그는 일단 주어

진 유전적 소질로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설정하지 않

았으나 스스로 해답을 구해야 하는 조건들과 씨름하는 속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러한 조건을 창출했을 때이다. 바로 

인간복제가 이에 해당한다. 복제된 인간의 경우 그의 유전적 소질은 그가 씨름해야 할 

천부의 조건이 아니라, 평생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 (또는 공적)을 다른 사람에게 돌

리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복제인간이 다른 경우에는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예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Habermas, 1998). 하버마스의 이러한 사유는 복제기술만이 아니라 유전자에 대한 모

든 본질적 조작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타율(Fremdbestimmung)’이라는 측면

에서 복제와 다른 유전자 조작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는 클지 모르지만 원칙적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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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계를 통해, 기계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것이다(Anders, 1956, p.39). 육신의 생산 

및 재생산은 단지 그 기능들이 훈련이나 교육, 습관 등을 통해 기계의 필요

성에 적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의 가능성을 통해 보

았듯 유전자적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직 인간에 대한 생명공학적 

조작이 기껏해야 공상 과학 소설의 소재에 불과하던 시절에 이미 안더스는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의 실험들이 실제로 로봇시대의 통과의

례”임을 간파했다(Anders, 1956, p.41). 
기계가 주도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고유성을 경험하는 것은 기

계의 흐름에 따른 노동이 더 이상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실패하는” 
순간뿐이다. 이렇게 기능하지 않는 실패의 순간 ‘나’의 개인적 특수성은 확

연해진다(Anders, 1956, p.91). 이러한 고유성은 한때 “모든 인간성의 신

조” 지만 이제는 기계 앞에서 느끼는 “열등감”의 원천일 뿐이다. 안더스

는 기계의 세계와 인간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로부터 생기는 감정을 ‘프로

메테우스적 수치심’이나 “유일성의 불편함” 등의 표현을 통해 묘사한다. 
안더스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기계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만 기계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연속 생산

의 시대 속에서 “산업적 재생” 능력이 부재함을 절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는 것이다(Anders, 1956, pp.50-55). 자신의 기술적 창조물보다 열등한 존

재라는 수치심은 스스로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낳는다. 
이리하여 기계가 지닌 내구성, 재생가능성, 계산이나 저장 능력 등이 인간

을 개선하는 척도가 된다. 줄기세포로부터 장기를 생산해 부품처럼 교환한

다든지 복제를 통해 인간을 재생산한다든지 또는 소형 중앙 처리 장치

(microprocessor)를 이식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상상은 바로 인간의 

유한성과 유일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 이라 하겠다(Liesmann, 
200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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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열광적인 기대와 함께 다른 극단에서 공포에 가까운 우려를 낳고 

있는 유전공학과 원자력 기술은 일견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것들에 대

해 널리 퍼져 있는 ‘막연한’ 불안감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 확산의 논리가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유전자 조작 식물의 확

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지적하는 것은 2100년에 지구가 약 110억 명의 

인구를 지니게 될 텐데 전래의 농업생산 방식으로는 이들을 다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늘어난 인구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래의 에너지원이나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 원자력 이용 확산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한다.22) 이러한 상황논리적 공

통점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시민들의 동의 없이 오만

하게 확실성을 과시하는 전문가들의 절대적 힘에 의존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과 결부된 “중차대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은 시민들

의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 기술들은 엄청난 사회

적 변화를 초래할 것임에도 어떤 의회 위원회도 이에 걸맞은 진지한 검토를 

수행한 적이 없다. 그 결과 “기업가와 전문가의 동맹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관철시키는데, 인류의 대다수에게 그 이득은 의문스러운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덮어 가린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현존하는 보안조치가 위험을 예방하

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것뿐이다(Testart, 1997, p.3).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결부된 위험성은 안더스가 기술은 가치중립적이

지 않다면서 그 위험성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기술 자체의 본질로부터 비롯

22) 역으로 만약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들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통찰이 가능하다면 이는 똑같은 이유에서 다른 것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
른 한편 왜 인구 증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적극 대처하는 노력부터 기울

이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원자력이나 유전공학 ‘발전’에 투입되는 막대한 금액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저개발국 소녀들의 교육에 투자한다면 인구 억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여성이 좀 더 나은 학교 교육을 누릴 때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기 때문이다(Testart, 199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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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일까? 인류의 총체적 절멸 위협을 항상화시킨 원자폭탄의 경우는 

차치하고 원자력 기술의 이른바 ‘평화적’ 이용의 경우에도 이는 후쿠시마

까지 경험하고 난 지금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있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후속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보아 원자

로의 안전성과 핵폐기물의 ‘ 구’보관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

제들은 오늘,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겁의 세월 동안 방사능의 유출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

다.23) 이는 체르노빌을 통해 이미 긍정적인 답을 얻기 힘들어졌지만 후쿠

시마를 통해 다시 한 번 충격적이면서 구적인 답변을 얻게 되었다. 안더

스가 일찍이 지적했듯 인류는 어떤 차원의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술

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 기술이 현실에서 사용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것

이 지닌 엄청난 차원에 대한 상상력 부족 때문일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행위로 인해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는 당장 그 행

위를 그만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당신의 행위가 오만 년이 지나서까지 

인류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를 전혀 대수롭지 않

게 받아들일 것이다.24) 이러한 상상력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동안 값싼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수천 세대에 걸친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

23) 극도의 독성을 지닌 플루토늄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되는데 그 

반감기가 24,000여년에 달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겨우’ 5,000년 전에 세워진 것

과 비교하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실로 인간의 관점에서 겁의 세월

에 걸친 과제가 된다. 현재 핵폐기물의 구(?)보관장소가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도 없

다는 사실은 우리의 핵에너지 (및 핵폐기물) 생산 능력과 그것이 야기할 결과에 대한 

인식 사이에 바로 안더스가 진단한 ‘프로메테우스적 간극’이 심대하게 벌어져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원자력발전을 ‘도착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떠

난 비행기’라 부르는 것은 이제 흔한 비유가 되어버렸다(Heinrich-Böll-Stiftung, 
2006, p.31). 

24) 안더스에 따르면 “위협은 그것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즉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Anders, 
1981, p.110). 즉 차원이 ‘너무 클’ 때 사람들은 냉담하게, 완전히 무심하게 된다는 것

이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백만 명은 우리에

게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반면 열 명의 피살자에 대한 소식은 그래도 무언가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게 있을 것이며 피살자가 단 한 명이라면 우리는 끔찍한 느낌에 빠지게 될 

것이다”(Anders, 196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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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넘기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원자력은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가 명백히 보여주듯 그 차원이 우리의 상상력

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역시 훨씬, 그리

고 상상할 수 없는 기간에 걸쳐 초월하게 될 극도로 위험한 기술이다

(Liesmann, 2011). 
유전공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유전공학은 그 열렬한 옹호자들이 약

속해온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이러한 ‘불모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치료법은 여전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전자가 이식된 동물들은 이식된 유전자와 뚜

렷한 연관이 없는 불임이나 당뇨, 기형 등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

다. 이는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는 현재에도 유전자와 관련된 우리의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유전공학적으로 변

화된 모든 생명체는 이식된 유전자와 고유의 게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기치 못한 속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놈들을 혼합함으로써 

혼종(hybride Arten)을 만들겠다는 조물주적 생각은 이를 통해 막대한 이

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결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게

놈이 ‘생명의 교과서’라는, 모든 ‘생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는 조야한 단

순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Testart/Apoteker, 2006, p.18). 생물학적 요소는 

문화적 요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이제까지 해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

의 외모나 성격에 향을 미친다. 독일의 신경생리학자인 볼프 싱어(Wolf 
Singer)는 미래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정확하게 인간의 성격을 계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유전자 조작은 가능하지만 복합적인 

진화 체계 속에서 정확하게 계획에 따른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임을 강조한다. 특정한 유전자가 인간의 행위성향 또는 성격을 규정하는 유

일한 원인일 수 없기 때문에 유전공학은 ‘짜라투스트라적 꿈’을 실현시킬 

수단이 될 수 없다. 싱어에 따르면 과학 자체가 “관리된 진화의 시나리오가 실

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라는 점을 구적 사실로 밝혀준다”(Nennen, 2003, 
pp.373-374).25) 

25) 인간의 삶은 유전적 조건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나 발달 과정에서의 우연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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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명공학이 거대한 차원에서 ‘품종개량’의 꿈을 실현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미 예컨대 착상 전 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을 

통해 실험실에서 생성된 수정란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검사함으로써 자궁

에 이식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일은 가능하다. 생식의학자 테스타르

(Jacques Testart) 등은 이미 1995년에 이러한 착상 전 진단 기술을 통해 인

류는 산업적 인간 제조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차원에서 이 기술이 

우생학에 있어 일종의 양자 비약을 의미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Testart/Sèle, 1995).26) 테스타르 등은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공학의 

등에 올라타 전 세계의 농업과 식량 분야를 지배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

해 생성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 이식 식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도 경고하고 있다.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식물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에서부터 그것이 박멸하고자 한 해충이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성

을 갖춤으로써 새로운 해충의 위협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

는 점, 이식된 유전자가 다른 종에 전이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생태적 변화

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다(Testart/Apoteker, 2006). 
다른 한편 생명과학의 ‘발전’이 야기하는 크고 작은 위험에 대한 우려에

에 의해서도 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적 향상’ 시도가 인간의 삶 자체를 전적으로 디

자인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조건을 극복하면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의 인간의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신상규, 2012, 
p.204). 

26) ‘착상전 진단’은 주로 유전병이나 염색체 이상을 알아내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질병을 앓고 있는 형제를 위해 장기를 선사할 ‘구조 베이비’(또는 ‘디자인 베이

비’)를 만드는 데 이용되거나 아이의 특정한 유전적 성격을 선택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착상 전 진단’은 1990년대 초 가능해진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00명 이상

의 아이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생성되는 생명의 가치에 대

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

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착상 전 진단’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상이한 용

도를 위해 허용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심각한 유전병이나 사산 또는 유산의 방

지를 위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사전 독일어판 “Präimplantationsdiagnostik” 항을 참조. 
(http://de.wikipedia.org/wiki/Pr%C3%A4implantationsdiagnostik) 
(검색일: 201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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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인간해방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모색

되고 있다. 근대의 기술적 진보는 한편에서 가공할 파괴적 역량의 축적과정

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인간의 삶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해 줄 다양한 수단의 

생산과정이기도 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상에서의 삶 및 유적 재생

산과 결부된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재생산의학이나 생명과학⋅기술

의 연구결과가 이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생명물리학자

(biophysicist)이자 철학자인 아틀란(Henri Atlan)은 “피임과 가족계획을 

통해 이미 도입된 임신능력과 생식 사이의 분리”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의도적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생식과 성애 사이의 완전한 분리”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험관 아기뿐만 아니라 인간복제도, 또
한 여성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임신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아틀란은 

이승에서의 삶과 결부돼 있던 고통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인간 

및 비인간적 생명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통해 “노동의 고

역과 출산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에 따르면 “복제를 통한 

인간의 생식은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일보가 될 것”이다.27) 그러나 아틀

란은 현 시점에서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

다. 이는 기술적 또는 종교적 고려에서라기보다는 현 인류의 도덕적 상태 

속에서는 인간복제와 결부된 사회적 위험이 너무도 클 것을 고려한 결과이

다(Viveret, 2000, p.20). 
이처럼 복제기술과 같은 유전공학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미흡

한 수준인데 이를 언젠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해도 유전공학을 실용화하

는 것은 생명을 수단화하거나 상업화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일이다. 아틀란은 모든 것이 인류가 유전공학이 제기하는 

도전을 받아들일 만큼 도덕적으로 성숙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도덕적 성숙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제어할 수 

27) 트랜스휴머니즘의 입장에서도 “노화와 같은 심성⋅신체적 능력의 퇴보나 폭력이나 

착취에 대한 성향”처럼 인간이 타고난 것들이 “생명공학의 첨단기술을 통하여 극복 

가능하다면, 그러한 향상을 시도해서는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

다(신상규, 2012,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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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Viveret, 2000, p.21). 그러나 현재의 사회⋅경

제적 지배⋅권력관계가 낳는 도덕성 부재의 상태 속에서는 안더스가 우려

하는 비인간화의 위험이 오히려 현실로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자본과 이

에 복속된 전문가들의 동맹 속에서 그 위험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차단

되고 위험성의 막대한 차원이 의도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우리는 원자력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목격해왔다.28) 결국 현 시대의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는 

원자력 기술의 경우 안더스가 지적하듯 기술 그 자체 속에 놓여 있는 반면 

생명공학의 경우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본질적으로 규

정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Ⅴ. 나가며 

안더스는 기술과학적 체계가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토대로 되었다고 하

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상품경제의 사회관계와 

이와 결부된 권력 및 지배관계가 막대한 변화들을 낳고 있는 기술과학적 체

계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아닌가?29) 안더스는 기계들이 하나의 거대한 기

계체계로 연계화되는 것을 “기구들(Apparate)의 민족공동체”라 부르면서 

기계들을 의인화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비유적인 차원을 넘어 현실의 관

계로 실체화된다(Anders, 1980, pp.115-16). 사물화된 사회관계에 대한 안

28) 이장규와 홍성욱은 원자력이나 생명공학 기술이 지닌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기술에 대한 과신과 비전문가들에 대해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기술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고 냉철히 인식하면서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 시민자문

회의와 같은 방식의 시민 참여와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장규⋅홍성욱, 
2005, pp.52-60). 

29) 이장규와 홍성욱은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 ‘기술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분

명 도움을 주지만 “종종 원숙한 기술 시스템이 거대한 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하

곤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 기술은 “사회와 향을 주고

받으며 (...) 사회에 의해서 바뀌기도” 한다거나 “모든 기술은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

는 정도의 내용만 갖는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형태(Form)가 기술의 존재양식

과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맑스의 문제의식을 훨씬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 될 것이다(이장규⋅홍성욱, 2005, p.36;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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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의 비판은 부지중에 비판대상으로부터 ‘오염’됨으로써 그 자체가 이러

한 사물화의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 결과 그의 기술비판철학은 그 비판

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기술주의’의 성향을 띠게 된다. 역사의 주체

로 실체화된 기술이 그 뒤를 절룩이며 따라가는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인류

와 그의 역사를 종식시킬 역량을 증대시켜가고 있다는 진단으로부터 이를 

극복할 사회적 조건을 도출하는 것은 난망한 일일 것이다. 이는 그의 이론

에 기술의 사회적 형태규정성(Formbestimmtheit)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안더스의 근본적 기술비판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새로운 기술에 내재된 가능성과 위험 및 그와 결부된 사회적⋅윤리

적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깊은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

하다. 
안더스가 히로시마에 대한 원폭투하를 인류역사상 미증유의 만행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인류사에서 갖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의미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특히 우익들이 시도하듯, 히로시마에 대한 만행과 그 희생을 강

조함으로써 일본을 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으로 둔갑시키려는 행위만큼 안

더스의 의도와 동떨어진 것은 없을 것이다. 근대 기술문명과 그 작업방식이 

낳은 순응적이고 책임감이 부재한 인간유형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연스

럽게’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를 연출했다는 안더스의 분석은 일본제국의 

충실한 군인과 과학자들이 연출한 난징학살과 731부대의 만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30) 오랫동안 원폭 희생자들이 처한 상황과 피맺힌 

절규를 외면했던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다른 한편에서 은 히 원폭개발에

의 의지를 벼리며 ‘보통국가’로 변신할 것을 꿈꿔왔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꿈은 이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보통국가’화된 일본이 미국

에 버금가는 핵강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

서 핵군비경쟁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껏 지구상

30) 근대 기술문명의 작업방식이 순응적이고 책임감이 부재한 인간유형을 양산함으로써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를 가능하게 했다는 안더스의 논의에 대해서는 참조(주정립, 
2007a, pp.1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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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의 ‘쓴 맛’을 본 국가가 인류에 대한 핵위협의 수위

를 높이는 데 앞장서는 기막힌 역설적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

국 안더스가 역설했듯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종말’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안더스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금기시했으나 다른 한편 만행이 되풀이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스스로도 그러한 일에 앞장섰다. 
그 첫 걸음은 끔찍한 재앙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었다. 안더스는 근대의 기

술문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생

산된 것의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가는 것

을 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원자폭탄의 경우에 치명적인 인지능력의 결함을 낳을 수 있다. 안더

스는 재앙에 대한 상상력의 회복을 위해 ‘두려워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라’
고 촉구했다. 히로시마의 핵지옥이 한반도에서－이번에는 분명 훨씬 더 큰 

규모로－재연될 것을 ‘상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저항의 용기를 

얻고 ‘다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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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tentials and Limits of Technolog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Günther Anders’ Critique of Technology

Chu, Choeng-Lip 

This work attempts, through critical reviewing of the theory of 
Günther Anders, to reflect potentialities and limits of the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grope for the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a use of them worthy of human beings is possible. Firstly, the 
work examines the anthropological meaning of the efforts to enhance 
the human beings on the basis of dramatic development in the 
biotechnology and the fundamental problems raised by them.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work reviews the theory of Günther 
Anders whose critique of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the sharpest 
of the modern age. Then the work examines whether the modern 
sciences and technologies increase indeed the negative potentiality to 
annihilate the existence of human being itself as diagnosed by Günther 
Anders. Finally, the work gives a short consideration to the limits and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Günther Anders. 

Keywords: Günther Anders, anthropotechnics, critique of technology, 
atomic energy, genetic engine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