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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우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듯, 그는 현대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무관하게 자율적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인류에게 공

헌한 바가 없지 않으나 심각하게 위험한 요소를 너무 많이 포함

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도예베르트의 우주론적 관념의 철학은, 현

실은 다양한 양상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현대 기술은 너

무 강해져서 다른 양상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걱정한다. 과학기술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고하게 믿는 철학자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기술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중요해지

고 있는 현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책도 그런 안내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여러 대학에서 기독교철학을 강의하고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

는 중에 그는 군소 기독교 정당들을 대표해 네덜란드 상원의원으

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비록 정당의 힘은 크지 않지만, 그의 

확신과 논리는 매우 강해 국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

고, 각종 소위원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다. 아마 전 세계에

서 국회 연설에 ‘하나님’을 들먹이는 나라는 네덜란드뿐일 것이

고, 그것은 주로 스휴르만의 입을 통해서였다. 그는 대학 강의를 

계속하면서도 비교적 오랫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책에

추천사

이 책의 저자 에그버트 스휴르만Egbert Schuurman 박사는 아브라

함 카이퍼Abraham Kuyper에 의해 시작된 신칼뱅주의 전통에 입각한 

도예베르트H. Dooyeweerd의 기독교철학(우주론적 관념의 철학)에 가장 

충실한 철학자이며, 그 학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술철

학자다. 그는 네덜란드의 유서 깊은 델프트Delft공과대학에서 학

부를 마치고 자유대학교 철학부에서 헤이르츠마H. Geertsema, 흐리

피운S. Griffioen, 그리고 나와 같이 철학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우리 넷은 모두 전통적 칼뱅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교회 출신으

로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서 매우 친하게 교유했다. 그러나 우리 

넷 중 유독 스휴르만만 이공계 출신이라서 그런지 항상 모든 관

점에서 주장이 분명하고 확신이 강했다. 같은 델프트공대 출신인 

반 리슨H. van Riessen 교수의 수제자로, 두 사람은 서로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가 매우 비슷했다. 

스휴르만은 무척 부지런해서 우리 넷 가운데 가장 먼저 기술철

학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개혁주의철학회가 

파송하는 특임교수로 임명되어 델프트공대, 에인트호번공대 등 

여러 대학에서 기독교철학을 강의했다. 또한 기술철학에 대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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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견해가 여기저기 드러난다.  

그는 네덜란드에서도 보기 드물게 교회생활에 충실해, 여러 가

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느라 누구보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 2년마다 장로로 시무했다. 그 나라에서는 장로의 임기가 2년

이고 반드시 2년을 쉬어야 다시 장로로 시무할 수 있다. 그와 부

인은 선교에도 관심이 커서 인도에도 갔다 왔으며, 손 대접하기를 

좋아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책을 번역한 두 사람도 그들 사랑

의 수혜자다. 그에게는 책을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

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독자들도 그의 헌신을 느끼면서 읽는다면 

선한 지혜를 얻을 것이라 믿는다.   

손봉호(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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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의 자람│보철로서의 기술│다른 가치들│규범의 종합적인 틀│

문화의 방향전환의 결과│길 잃은 자를 위한 안내│우선순위│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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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

내 학문의 여정은 공학에서 시작되어 기술에 대한 사유로 이어졌

다. 내가 공학자로서 철학을 공부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공

학도로서 어떻게 무언가를 만드는지, 즉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를 배

웠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즉 왜 기술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술의 

의미와 관련된 물음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물

음들이 내게 중요했다. 그런 물음을 던지지 않는 공학자가 되는 것으

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고 기독교적 관

점에서 기술철학을 발전시켜왔다.

나는 최용준 박사와 손화철 박사가 내 마지막 저서를 한국어로 번

역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 내 오랜 친구이자 동급생이었던 손봉호 

박사의 추천사 역시 내게 큰 영광이다. 그의 추천사가 한국 독자들에

게 이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하리라 기대한다.  

이제 서문을 대신해 기술철학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주제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에 대해 사유하는 공학자와 철학자들은 기술의 정신적·

역사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술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에 직

옮긴이 서문

이 책은 네덜란드의 저명한 기술철학자인 에그버트 스휴르만 교수

님의 마지막 저작을 한글로 옮긴 것이다. 네덜란드어로 출판된 책의 

원제목은 ‘기술에 대한 역발상Tegendraads nadenken over Techniek’이다. 

한글 번역은 킴 바또Kim Bateau의 영역본 《일어나라! 기술에 대한 대

안적 관점Wake up! An Alternative Look at Technology》에 기초하여 전반부 

세 장은 필자가, 나머지 세 장은 한동대 손화철 교수가 담당했다. 

네덜란드어 원전은 목차가 약간 달라 이 책의 1장이 6장으로 되어 

있으나, 기술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먼저 제시하기 위해 영어

판과 한국어판에서는 1장으로 배치했음을 밝혀둔다. 두 역자는 스휴

르만 교수님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필자는 저자에게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았고, 손화철 교수 또한 네덜란드에서의 어린 시

절과 벨기에 유학 당시 저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추천사를 써주신, 저자의 절친한 동료 손봉

호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

가며 현대 기술의 함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바란다.

독일 아헨Aachen에서, 역자를 대표해 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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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

핵에너지, 컴퓨터 사용으로 문화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의 불가해한 

시스템의 대립, 로봇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이 모든 문화 

영역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 조작과 연결된 문제 등등을 생각해보라. 

컴퓨터, 로봇, 위성을 가진 인간은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지만, 동

시에 그 힘의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기술의 윤리라는 주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윤리

는 동기, 가치, 규범을 다룬다.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기술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종류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려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는 계몽주의 정신의 영향 아래서 가장 압도

적인 패러다임은 기술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기계-모델이다. 기계-모델에서는 환원적이고 모든 것을 평

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는 과학의 구조가 지배적이다. 이 패러다임

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위협이다. 

기계-모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대안으로 나는 ‘동산의 패러다

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산의 패러다임이 왜곡된 세상에서 높이 인

정을 받아야 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기술에 있어서도 살아 있는 

모든 것, 즉 인간 사회, 모든 인간, 동물, 식물 등이 모두 보호를 받아

야 한다. 이와 같은 동산의 윤리는 문화 명령과 연결되어 있고, 기계-

모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이 된다.

아무쪼록 이 책의 독자들이 위협적인 기술 문화에 대항하는 도전

면하게 된 오늘날 더욱 필수적인 물음이다. 17세기의 학자이자 최초

의 기술철학자라 할 수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새로운 아틀란티스’, 

즉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어떤 면에서 그는 우리 기

술 사회의 미래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서술에 결여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의 낙원인 ‘새로운 아틀란티스’에는 아무런 문제

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기술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

래의 공학자는 날씨마저 통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의 정신

적인 동기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다. 지식은 기

술적인 힘이다.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이자 통제자다. 이것이 바로 계

몽의 정신이다.

둘째, 기술에 대한 사유에서 기술의 구조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필

요하다. 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계몽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운데 과학이 갖는 영향력이다. 주인과 통제자로서의 인간은 과학

을 기술에 의한 통제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과학의 중요한 특징, 

즉 과학의 보편성과 추상성이 기술적인 사물들에 투사된다. 이것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지만, 프랜시스 베이컨의 정신에 따라 불이익

은 무시된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 정신의 맹점, 즉 초월적인 차원의 

결여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신적인 기

원을 가진 실재, 모든 것의 일관성coherence, 그리고 모든 것의 개별성.

셋째, 기술에 대한 그리고 기술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술

이 발달할수록 이 책임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기후 문제,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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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나는 기술철학에 관해 많은 강의와 저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책의 1장은 네덜란드의 철학 월간지 《인간과 기술》(2014. 4.)에 

기고한 에세이다. 다음 장들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한 것들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2013년 봄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에서 대학 강사

들과 학생들에게 강의한 것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나는 우리 문화의 

다양한 위기 및 현대 기술의 중심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참고로 기술 technology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이론

technological theory(대학의 한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적 적용technical 

applications(가령 로봇)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기술’이란 문자적으로(그

리스어로 ‘예술, 기술’이라는 의미의 technay와 ‘연설, 이성’을 뜻하는 logos의 합

성어) 기술적 적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scientific study를 뜻한다. ‘기술적 

적용’이란 이런 과학적 연구의 실제적인 결과들이다. 이 강연집에서 

나는 ‘기술’과 ‘기술적 적용’이라는 용어를 유사어로 사용하며, 예외

적으로 ‘기술’을 대학의 학문 영역으로도 사용하겠다.

이 책의 제목 ‘일어나라! 기술에 대한 대안적 관점’은 기술적 진보

들에 대한 대부분의 긍정적 접근들에 비해 비판적 평가가 매우 필요

적인 기술의 윤리를 더 힘차게 추구하게 되기를 바란다. 

에그버트 스휴르만 

(기독교철학 석좌교수 및 전 네덜란드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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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나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로봇 등의 영역

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흔히 매우 높은 기대, 심지어 그 성공에 대해 

구세주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이 책에서 나는 기술적 발전의 기저에 있는 영적 동력원driving spirit

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변에서 실제로 일

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깊고 넓은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후

에야 우리는 대안 및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미래에 대해 보다 실제적

인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른 기술철학자들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동일

한 세상에서 살며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우

리의 관점은 다르다. 나는 현대 기술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올바른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관점

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은 깨어날 때다!

2017년, 네덜란드 브루클린에서 

에그버트 스휴르만

1  인간과 기술 도전적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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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보다 더 공정하게 다룰 것이며, 인간

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다. 기독교 정

치에서도 공적 토론의 장에서 특별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구의 역사

 

인간 문화의 역사 시초부터 인간은 도구들을 사용해왔다. 수없

이 긴 기간 동안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발전이나 경신

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자연에 일정한 형상을 부여해왔다.

인간은 도구가 없는 것보다 도구들을 사용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성

취들은 도구들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비례해 증가한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도구들을 통해서 특정한 기능들과 

기술들을 객관화하거나 응용해 그 범위와 효율성을 강화하고 증

가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부담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현대 과학 및 기술적 관리와 제어의 영향으로 

도구들의 발전은 상당히 가속화되어왔다. 인공두뇌학(기술적 지도에 

관한 학문)의 원리에 의해 기계들은 조직하고 시스템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 결과 우리는 물질 및 에너지 기술의 초보 

단계를 넘어 지금은 정보기술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만큼 기술 지향적인 시대는 없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및 신경기술들이야말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2차 

기술혁명의 원인들이다. 컴퓨터, 로봇 및 사이보그, 즉 인간과 기

계의 ‘융합’ 및 유전자 수정 등으로 조작된 유기체들이 매우 급속

히 진보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철학의 달’ 기간 중 네덜란드에서

는 이런 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

간과 기술에 관한 사고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철학적 관점에서만 고려되고 평가되었다.

대안적 접근은 ‘시대를 거스르는’ 기독교적 접근으로, 철학적 

우주론과 인류학 그리고 윤리학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은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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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물론 어떤 기능들은 아직 더 적절히 설명되고 형식화되

어야 한다.

로봇의 ‘생각’은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를 위한 정보의 

처리는 단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

소, 즉 센서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로봇은 흔히 인공수족을 통

해 작동하며, 그 결과 외부 세계에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 나아

가 로봇은 흔히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스스로 ‘개

선’할 수 있다. 

그런 로봇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판타지 이상의 일

들을 할 수 있다. 가령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돕고, 가정에서 가

사를 돌보며, 심지어 군대에서 군인들의 역할을 대체하고, 무인비

행기(드론)로도 사용되며, 태양계 혹성들을 탐사하는 데도 이용되

고 있다. 로봇들은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인간이 접근하기

에 너무나 위험한 곳을 청소하는 데 배치될 수도 있다. 

로봇들은 이제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는 

‘멍청한 기계들’이 아니다. 환경에 따라 적응할 수 있으며 그것들

을 통해 학습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주 원거리에 배치되지만 해

당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기

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

로부터 육체적으로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과

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의 초기 발전단계와 연관

되어 있다. 심지어 이런 초기 단계에서도 컴퓨터는 인간이 하던 

일들을 점점 더 대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런 발전

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컴퓨터는 근본적인 동시에 환상적인 기술의 성취다. 지난 40년

간 컴퓨터의 발전은 눈이 부실 정도다. 크고 불안하며 값비싼 컴

퓨터들로 시작해서 작고 안정적이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컴퓨터들로 발전해왔다. 마이크로컴퓨터들과 마이크로칩들은 기

술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런 과정은 퀀텀컴퓨터와 바이오컴퓨

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술적 생산 과정

의 완전 자동화를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3D프린터가 등장했다. 

이 프린터에 의해 조립 라인이 사라지고 생산은 좀 더 개별화 및 

자동화되었다. 원하는 제품의 컴퓨터 모델 제조를 이전보다 더 신

속하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3D프린터가 

가진 응용 잠재력은 거의 무궁무진하다.

최근의 이런 발전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기술적인 작업이 대

체되었고 모든 종류의 문화적 활동들도 자동화되었다. 이제 우리

는 인간의 ‘감각적’이고 ‘지적’인 기능들에 대해 다루면서 ‘인공지

능’을 말하고 있다. 산업용 및 비산업용 로봇의 발전과 함께 인간

의 기능들을 로봇들에게 이전하는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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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2011) 이런 새로운 기술적 적용에 의해 저해될 수도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술적 관리 및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런 관리 및 통제가 우리 삶 외부의 세계와 관련

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신기술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다. 인간이 물리적으로 기술적 적용과 융합된다면 우

리는 소위 사이보그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사이보그cyborg’

란 사이버네틱 오가니즘cybernetic organism의 줄임말로, 인간이 기계

와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의견

에 따르면)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Haraway, 1991). 

이런 와중에 나노기술, 즉 나노미터(1미터의 10억분의 1) 크기의 

입자를 다루는 기술이 등장했다. 나노기술은 물질들을 이렇게 극

미한 규모로 조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원자의 집합체들은 같은 물

질들의 자연적 집합체지만 (나노 입자들에서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

닐 수 있다. 이것들은 가끔 훨씬 더 과격하게 반응하는데, 서로 다

른 집합체를 구성해 파괴하기도 어려우며 너무 다르므로, 가령 이

들이 인간의 신체에 들어갈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려져 있

지 않다. 따라서 나노기술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새로

운 인위적 ‘자연’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롭고 매우 호

의적인 성질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진 않

았으나) 인간 및 환경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폭발적인 기술의 발전

 

1980년 이후 많은 신기술이 나타나 인간과 기술적 적용의 관

계가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개인용 컴퓨터 및 사회적 매체의 진

보와 더불어 1980년 이후 우리는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신경기술의 진보를 목도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적용들은 점점 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들이 우리의 공적・사적 

활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 직장, 운송 분야, 식품 생산, 

에너지 및 엔터테인먼트, 여가생활,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적 네트워크가 되었다. 우리 인간도 이런 현대적 형태

의 기술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깊은 수준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IJsselstein, 2013).  

예컨대 앞으로 구글글래스(쓰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과 연결되게 해주는 안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가령 당신에게 건망증이 있다면, 

이 안경은 지인의 생일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사람이 구글글래스를 쓴 

채 나를 만난다면, 그가 동시에 나의 과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중에 어떤 정보가 민감한 부분

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우리의 만남이 이런 의식으로 

지배되지는 않을까? 진정한 개방이 가능할까? 어쨌든 우리의 인

격적 만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셰리 터클Sherry Turkle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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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는 무엇보다도 손

상된 청력, 시력 및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신경-보철neuro-

prostheses에 초점을 맞췄다. 뇌의 놀라운 피질 유연성 덕분에 심겨

진 보철의 신호들이 뇌에 의해 처리되어 손상되거나 부족한 부분

들을 치료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Warwick, 2004). 심지어 신체의 

신경세포 및 로봇 간의 인터페이스들도 실현되고 있다. 미니 로봇

은 이제 더 이상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들

에 의해 직접 제어될 수 있다. 

반대 상황에서도 정신-기계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놀라운 사

례를 본다. 뉴런과 전극들이 함께 자라며, 칩들이 뇌에 심겨져 외

부 신호들에 의해 제어되거나 외부 장치에 의해 읽혀지고, 그 결

과 관련된 사람의 행동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원격조종할 

수 있다. 

신경세포들이 전극들과 함께 자라는 것은 네덜란드의 많은 연

구소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다. 지금껏 상상할 수 없었던 나노기술

의 발전과 극소화로 인해 이런 시스템들을 매우 작게 만들어 결

국에는 나노 로봇에 의해 뇌 조직에 이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막 증가하기 시작한 이런 하이브리드

가 앞으로 얼마나 많아질지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와 컴퓨

터 및 (원격) 로봇을 결합하는 것은 이제 실험 단계를 벗어나고 있

다(De Mul, 2014). 기술적 적용의 사례로 살아 있는 인체에 인공 엉

덩이를 이식하는 것보다 더 진보한 사이보그의 시대가 온 것이다. 

나노기술은 DNA 분자들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적 적용이며, 

사람들은 살아 있는 세포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

명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유전자기술의 가능성을 증가시

켜 DNA의 유전적 재료들을 나눠 다른 종류로 바꿀 수 있다. 나노 

크기에서 만들어진 매우 작은 도구(소위 ‘나노 로봇’)가 인체에 삽입

되어, 가령 혈액의 수치를 측정하는 작은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도 가능하다(Oomen, 2010). 나노기술은 

소위 친밀한 기술 intimate technology이라고 불린다. 네덜란드의 라테

나우연구소Rathenau Institute가 2014년에 붙인 명칭이다.

심지어 인간의 마음도 나노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신경세포들이 직

접 전극에서 자란다. 이렇게 신경이 이전되는 나노기술, 생명기

술, 정보기술 및 신경기술 또는 인식기술이 모이면 새로운 기술적 

적용 및 과학들이 생겨난다. 이런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이 기계화되고 기계가 인간화된다”고 말한다. “생

물학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생물학이 된다”고도 한다. 이것을 소

위 뇌 심부 자극술deep brain simulation, DBS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경 

자극제를 통해 일어나는데, 대부분 전기적 자극을 뇌의 전극에 보

내는 쇄골collarbone에서 일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병리적 

신경 행동 유형이 변화될 수 있고(가령 파킨슨병의 경우), 또는 새로운 

행동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다

(Rathenau Institut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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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지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소위 ‘트랜스휴

머니스트’들은 이런 발전을 찬양하며 인간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으로 본다. 케빈 워윅Kevin Warwick 또한 새로운 사

이보그 기술이 인간의 진화를 변화시키는 실체를 대변한다고 믿

는다(2004).

인간됨과 기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발

전이 철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가끔 심도 있는 반성의 촉매

제로 작용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지배적인 문화의 사고 흐름은 중세 이후 종교개혁에서 기원하

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술 발전을 환영했으나 이것이 점점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 대체되었다. 인간 존재의 기원과 목적 그리

고 미래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면서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에 근거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과학 및 기술은 구원의 길로 가는 수단이 

되었다(Mutschler, 1999).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새로운 자연관이 출현했다. 자연은 과학

적으로 분석 및 계산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관리 및 제어될 수 

있는 힘들의 거대한 심포니로 간주되었다. 시초부터 모든 자연은 

하나의 복잡한 기계로, 정확한 과학적 분석 이후 기술에 의해 모

인간의 두뇌에 기술적 장치를 이식해 기술적 적용과 인간의 정신

을 결합하는 잠재적 현실을 보고 있다. 양자는 상호적 관계로,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나노기술이 생물학, 정보통신기술 및 인지과학과 결

합해 인간과 기계, 정신과 물질, 죽음과 생명 간의 경계를 넘나드

는 미지의 가능성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Oomen, 2010). 따

라서 인간의 정체성(전체성 또는 통일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

고 있다.

이런 발전은 윤리적 반성을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이 적법한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술적 사고가 걷잡을 수 없

어지며 물질주의적・기술적 적용의 범주들 내에서만 생각하게 된

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런 환원주의가 인지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청각, 시각, 지체)이나 환자들이 이런 기술적 적용의 도움

을 받아 듣고, 보고, 걸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은 진정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하지

만 인간의 삶에서 책임의식이 제거되고, 이런 기술적 적용들이 단

지 도구 또는 수단으로만 간주될 경우, 우리가 원치 않게도 인간

의 삶을 사실상 빈곤하게 만들고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삶이 기술적 적용으로 인

해 (‘강화’라는 형태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게끔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정 넘어서는 안 될 규범적 경계들을 넘어버린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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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철학자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도 언급

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은 서로 다르지 않다.”1 데닛은 인간과 로

봇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양심과 같은 

모든 인간적 성질이 원칙적으로 로봇에게도 있다. 더 중요한 것

은, 데닛이 인간도 실리콘이나 철이 아니라 육체와 혈액으로 만든 

‘촉촉한 로봇’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의

식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과정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데닛 씨, 당신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일간지 <트라우Trouw>의 기자

가 인터뷰에서 질문했다. 데닛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

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파편화된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

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님은 사실상 벌거벗은 것이 아

니며, 옷이 임금님을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데닛은 웃으며 대답

했다. “사실 그것은 정말 좋은 진술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철학자들이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가져

온 생각 중 오래된 데카르트적 전통의 정상에 서 있는 학자의 관

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전통에 입각한 몇몇 철학자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자.

방될 수 있고 심지어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대 이

후 사람들이 기계적 세계관mechanical worldview의 출현에 관해 말하

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요즈음 우리는 기술적 세계관technical worldview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적용들이 단지 기계 이상의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관은 모든 것을 (가능한) 기술적 관리 및 제어라는 안경

을 통해 본다. 이 틀에서 인간과 기술적 적용 간의 관계에 대한 접

근이 이루어진다.  

이런 반성의 시작은 17세기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근대 서

양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비록 기계 안에서

도 인간의 정신에 대한 여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인간을 기계로 

보았다. 이후의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정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생각조차 하나의 사변이라고 비판한다. 18세기에 드 라 메트리De 

La Mettrie는 인간을 모든 능력을 가진 순수한 기계l’homme machine로 

간주했다. 

컴퓨터과학 및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간주되었다. 지배적인 기술적 실재관으로부터 이런 

결론이 예측되었다. 반대로 컴퓨터에게는 더 많은 인간적 특성들

이 부여되었다. 이런 기술적 인간관은 인간과 새로운 기술적 적용

이 쉽게 연결되어 새로운 융합인 사이보그를 낳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증진시키고 있다. 인간과 기술의 차이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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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투사로, 전신망은 신경 시스템의 투사로 보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캅의 사고방식을 확장해, 컴퓨터는 인간 두

뇌의 무의식적인 투사로서 두뇌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지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를 통해 캅의 철학은 

명백히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인간의 정신’에 

대해 보여준 관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

만, 우리는 그의 인간 및 기술에 관한 개념이 현대에도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Verbeek, 2009).

하지만 나는 캅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은 궁

극적으로 어떤 투사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는 기술적 발명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환경에서 그분의 통치 및 

우주적 법과 관련하여 일어나며, 모든 피조물들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캅의 이론과 맞지 않는 발명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가령 원자

로가 그렇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기술적 발명들이 자연적 예시들

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본다. 천천히 착륙하는 드론들은 가령 

물에 떠다니는 해파리를 모방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매우 민첩한 

로봇 파이터 비행기 개발자들은 매우 민첩하게 날아다니다 급속

도로 솟아오르는 날파리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2

기술철학의 역사

 

에른스트 캅

에른스트 캅Ernst Kapp은 기술에 관한 최초의 서양 철학자다. 그

의 주저(1877)에서 중심 되는 주장은, 우리가 인간 자체에 대해 의

식하게 되면서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 진정

한 통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의식은 인간의 신

체적 가능성들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적 적

용(도구 제작)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신체기관들의 형태와 기능

들을 도구로 전환하려고 한다. 도구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간은 

신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대부분을 기계로 본다. 캅은 ‘인간

이 된다’는 것은 기계 이상이며 정신은 물질을 초월한다고 인정한

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정신 안에 있는 기

술적 메커니즘인 것이다.

캅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기술적 적용

을 신체기관들의 투사”로 본다. 망치와 핸들은 인간의 주먹과 팔

의 연장 및 투사로 인정할 때 이해된다는 것이다. 도끼는 손톱의 

투사이며, 드릴은 손톱이 있는 손가락의 투사이고, 줄과 톱은 치

아의 투사이며, 집게 한 쌍은 턱의 투사로 본다. 이런 원칙은 또한 

더 복잡한 도구들에도 적용된다. 카메라는 눈의 투사로, 눈이 어

떤 기계처럼 움직이는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다리를 건설하

는 것도 인간 뼈대의 무의식적인 투사로 보고, 철도망은 인간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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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없

다. 이것은 결국 피조물이 죄에 의해 오염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 인류학 및 우주론이 아쉽게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노버트 위너

컴퓨터의 출현과 함께 정보기술이 시작된 이후 기술에 대한 독

창적이고 흥미로운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하나의 예로, 현대 컴퓨

터의 아버지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기

계의 관계에 대해 쓴 책 《하나님과 골렘God and Golem Inc.》이 있다

(1964).

유대인들의 민속 종교에 의하면 골렘은 호문쿨루스homunculus 

(매우 작은 휴머노이드)로, 프라하의 뢰브라는 랍비에 의해 1580년경

에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마술적 주문에 의해 생명체가 될 수 

있었다. 위너에 의하면, 현대의 골렘은 특히 스스로 배우고 자신

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계로, 문화 발전의 지속적인 과정에서 하

나님의 동역자다.

위너가 말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현대적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컴퓨터의 발전이 창조주, 인간 그리고 기술적 적용 간의 관

계에 새로운 빛을 비춘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및 

인간의 재생산을 정보과학의 측면에서 보면서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새로운 기계들은 스스로 배워 자

오스발트 슈펭글러

문화철학자 오스발트 슈펭글러Oswald Spengler는 주저 《서구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에 이어 《인간과 기술Der Mensch und 

die Technik》이라는 작은 책도 집필했다(1931). 이 책에서 그는 니체 

철학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을 영웅적인 권력에의 의지will to power

에 지배받는 약탈자로 보았다. 인간은 기술적 적용에 의해 지배받

는다.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기술적 존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기술적 적용에 관여하는 것

은 자연과의 투쟁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생존하려는 의지를 나타

낸다. 이런 발전의 비극은 인간이 자신의 기술적 성취의 희생물이 

된 것이며, 그 기술적 적용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슈펭

글러의 기술 개념은 그의 비관적인 문화관에 적합하다. 그는 우리 

문화의 몰락 과정 및 멸망이 기술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

았다.

기술에 관한 슈펭글러의 사상에서 영웅적인 면이 현대 철학자

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가령 아르놀트 겔렌Arnold Gehlen은 기술을 

논하면서 인간을 ‘결핍된 존재Mängelwesen’로 보았다(1961). 인간이 

자연을 통해 얻지 못하는 것을 (진화의 과정에서) 기술을 통해 공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슈펭글러의 문화비관주의는 거의 낙관주

의에 의해 대체되었다. 나중에 우리는 현대 기술의 적용이 무엇보

다 진화의 연속으로 간주되고 평가된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현대 기술에 대한 반성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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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의 개념은 과학기술적 사고를 통한 사변적 예시다. 그

리고 그의 인간관은 모든 면에서 기계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인간은 단지 간단한 기계장치를 숭배하는 

존재gadget worshippers가 되는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컴퓨터나 로

봇, 보철을 숭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기계가 인간을 지

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너는 (다행히도 그의 전제들과는 달리) 인

간을 응답하고 책임지는 존재responsible beings로 본다. “공학기술이 

점점 더 인간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에 따라 그것이 인간의 목

적을 더 잘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3 이것이 위너가 ‘인간의 가치

에 따라’ 기계가 행동하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사이보그)을 주장하

는 이유다.

그의 철학을 통해 위너는 과학기술적 사고가 지배적이 되도록 

문을 넓게 열었다. 그는 그의 사상을 출범시켰고 문제들을 인식했

으며, 이는 컴퓨터의 가능성들과 관련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와 관

련된 토론의 주제로 남아 있다.

위너 이후 사람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상가들은 더 이상 위너가 주장하는, 단지 정보를 생산하는 저급

화된 신을 신봉하지 않는다. 인간과 기술에 관한 현대의 토론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기술적 범주 안에서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는, 전적으로 폐쇄된 물질적 실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

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따라서 점점 더 제어 가능한 기술

적 실체의 영혼 없는 한 부분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Schwaab, 

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너에 따르면 인류의 창조 및 

재생산에 관해 무엇인가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의 메커니즘은 다른 과정들의 메커니즘에 관해서도 

무언가 가르쳐줄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

하셨고, 인간도 컴퓨터의 기술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간을 자신

의 형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위너는 보았다. 

하나님, 인간 및 기계는 기술적 개념화를 통해 하나의 범주 아래 

모인다. 이 말은, 현대 기계에 비춰볼 때, 곧 하나님과 인간은 정보

를 처리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며, 기계는 그 시점까지 

수신한 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정보이론은 수학적 

언어로 이런 과정을 표현한다. 새로운 과학 및 기술은 따라서 창

조주 하나님 및 피조물에게도 새로운 빛을 비춘다.

우리가 위너의 사고방식을 따른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매우 복

잡한 수학적 형태로 표현되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밖에 없

고, 따라서 인간도 본질적으로는 지구의 물질적 형태를 취하는 수

학적 표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위너의 관점에서는 (생물

적 진화의 후계자로서) 기술적 진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알게 해주는 것이다. 위너는 여기서 인간

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다윈의 이론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

려운 사상을 주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가장 심도 있는 수준의 분석에 의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위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술적 개념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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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다르다는 사실을 경시한다. 그는 현재까지 이 물질적 차이 

때문에 인간이 기계보다 우월했지만 미래에는 이런 관점이 변할 

것이라고 보았다.

슈타인부흐가 원칙적으로 인간과 기계를 동일시하는 이유는 

인간과 컴퓨터가 동일한 정보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

기 때문이다. 양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기능들에도 설명할 수 없는 ‘남은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인간의 지성에 ‘비밀’이란 없다. 그가 보기에 물질과 지성

의 연결에 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감정, 공포, 근심 등의 심리적 

개념들은 인간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정당화되며 결국 물질적 개

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집합적이고 묘사 가능한 특징들이 

인간과 기계 모두에서 동일시될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있는 사

고, 지성, 학습, 반성, 예측, 창조성, 시를 쓸 수 있는 능력, 의식 등

을 기계에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가 책을 썼을 때(1965), 두뇌의 모든 물리적 관계가 알려진 것

은 아님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부분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계도 구조와 복잡성 면에서 

인간의 신경체계보다 열등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미래의 기계들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으며 학습

도 할 수 있어 기계가 인간의 진화를 추월할 것이다. 인간의 ‘자

유’는 따라서 단지 겉으로만 나타나는 문제일 뿐이다. 그는 이런 

2010).

위너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토론

에서 지속적인 하나의 자극이 되고 있다. 인간은 기계화되었고(데

카르트 이후) 기계는 점점 더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발전이라고 본다. 가령 최근에 네덜란

드의 일간지 <NRC>에서 “컴퓨터는 ‘아니요’라고 말한다”4는 제

목의 논설을 읽었다. 이 글은 컴퓨터가 불법 난민이 네덜란드에 

머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 과정

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책임은 컴퓨터로 이전되었고, 

인간의 권리는 기계적 모델의 결론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적용이 인간의 책임 아래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은 우리가 미래의 기술적 적용에 대해 반성할 때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카를 슈타인부흐

독일의 철학자이자 엔지니어 카를 슈타인부흐Karl Steinbuch는 컴

퓨터와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우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965). 정보이론 및 컴퓨터공학의 도움으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완전히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정신 기능들은 등

록, 프로세싱, 보존 및 재생, 소통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라고 주장한

다. 그는 신경체계의 유기적 물질 및 두뇌가 컴퓨터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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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악의 존재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악이 인간의 역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지만 많은 사

람들은 기술적 적용을 통해 악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기술의 사용에 있어 독재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친다. 가령 환경파괴, 기후변화, 핵무기 및 자연

재해 등을 보면 기술적 적용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소위 트랜스휴머니스트인 슬로터다이크 및 네덜란드 사

상가 데 뮐, 페르베이크의 사상을 살펴보자.

페터 슬로터다이크

1999년 독일의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는 《인간 

동물원 규정Rules for the Human Zoo》이라는 책을 출판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후예처럼 인간

의 전통에 따라가고 있으며 많은 면에서 길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누가 인간을 길들일 수 있는가? 만약 인본주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는 인본주의란 지배적인 철학적 흐름으로 윤리를 기술적 적용

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사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철학은 죽었으

므로 장례를 지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발

전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을 수정하는 유전학 및 기술적 적용, 

놀라운 발전들에 대해 부적절한 이념들, 편견들 그리고 교리들, 

특히 초월적 실재 및 현상계 배후의 세계에 의존하는 사람들 때

문에 인간 자신이 저항하므로 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어야 한

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런 세계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는 썼다

(1968, p.50).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가 기술적 이념에 근거한 자신의 전제

를 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매우 강력한 기술에 대한 

‘신자’의 예다. 인간과 기계에 대해 반성하는 사상가들 중 그와 같

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인간과 넓은 의미의 기계에 관한 

논의에서 슈타인부흐로부터 도출된 개념들이 더 확장되고 있다. 

과학기술적 인간관 및 과학기술적 사고에 대한 과대평가(절대화는 

아니겠지만)가 이런 흐름의 명백한 배경이다.

현대 기술철학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철학자들은 주로 기술적 사고를 통해 

물질적 실재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인간을 기계로 보고 

미래 컴퓨터에 대해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철학자들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며 이와 관련된 특정한 이념들을 강화한다. 특

히 철학자 니체가 말한 ‘권력에의 의지’ 및 ‘초인’ 사상에 의해 자

극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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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충실한 인류학적 기술적 적용들’은 인간 배양을 

개선하기 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

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어Bruno Latour가 그를 환영하며 부르

듯 슬로터다이크는 ‘새로운 니체’다. 신은 죽었으며 무법lawlessness 

및 모든 가치의 전도Umwertung aller Werte를 주장한 니체의 사상은 

이제 새로운 유전자기술 및 인류학적 기술의 진흥이라는 옷을 입

고 다시 등장했다.

슬로터다이크는 초인문주의자super-humanist다! 그에게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더욱 멀어진 과격한 인본주의를 본다. 그의 에세이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항의의 글이 쏟아져나왔다. 중요한 비판은, 

그가 《인간 동물원 규정》에서 우생학을 실천해 수백만 명의 유대

인을 학살했던 독일 히틀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엘리트가 ‘인간 동물원’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그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독재적이고 자유

롭지 못한 과거의 망령들을 일깨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유, 양심, 민주주의 그리고 품위 있

는 윤리를 주장한다(Habermas, 2003). 그들은 슬로터다이크가 인

간의 가치들을 평가절하하며 심지어 없애려 한다고 본다. 인간은 

그가 말한 인류학적 기술에 의해 완전한 기술적 관리 및 제어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은 심지어 인간과 기술을 융합하는 개념

으로 나아가고 있다.

관리 및 제어 기술의 발전은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슬로터다이크

는 인간의 형성 및 교육Bildung을 더 이상 인간의 개선을 주도하는 

계몽주의적 전통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기술에 의한 인간의 변화

를 추구한다. 여기서 그는 니체가 약 한 세기 전에 주장했던 초인

Übermensch 사상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우리의 사명은 인간을 길

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준은 철학자들로 구성된 특별한 엘리트에 의해 정의될 것이라

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그는 한때 한숨을 쉬면

서 “모든 철학자들이 왕이고 왕들이 모두 철학자라면 얼마나 좋

을까?”라고 말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을 따르고 있다. 슬

로터다이크는 철학자 왕의 이상화된 형상이 없다면 다른 인간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것은 아마도 열정적인 노력이긴 하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최선에 대한 

천상의 비전을 기억해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다.

슬로터다이크는 현대 기술에 의해 인간을 개선하려고 한다. 그

는 단번에 하나님이나 우연에 호소하는 것을 제거한다. 인간은 스

스로 권력을 행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인간은 인간을 최고의 권

력으로 만든다.” 이것은 니체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슬로터다

이크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정치적 결정들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

한다. “인류는 탄생의 체념론에서 선택에 의한 탄생 및 탄생적 선

택으로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쨌든, 철학자들은 인류를 개

선하기 위한 기술적 방식들에 관한 윤리적 코덱스를 형성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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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유토피아가 눈앞에 있다!

디아만디스Diamandis에 따르면(2012), 나노기술은 지구상에 있

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물과 지하자원 및 에너지를 공급함으

로써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는 장면

들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게는 진정한 현실이다(Cusveller 외, 

2003). 아마도 어느 날 우리 뇌에 기억된 내용들이 다운로드되어 

영원불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Kurzweil, 2013). 아니면 노화 과정을 

정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우리의 두뇌를 업그레이드해, 나

노기술에 의해서 영원불멸이 실현될지도 모른다(Drexler, 2013). 트

랜스휴머니스트들은 업로딩uploading을 통해 조만간 인간의 의식

(지성)도 소프트웨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소프트

웨어를 다른 곳, 가령 두뇌의 모든 기능들을 복제할 수 있는 매우 

진보된 컴퓨터와 같이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이것은 인간을 가상세계로 업로드하는 것이며,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업로드하는 것과 같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된 관심은 따라서 인간이 기술적 적

용과 융합되는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 신경체계의 기술적 확

장을 통해 모두 인터넷과 즉시 연결될 것이며, 또한 서로 연결될 

것이다. 가령 이것은 뇌에 심겨진 마이크로칩을 통해 가능할 것이

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확장해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며 

그것을 우리의 특정한 규정에 따라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슬로터다이크는 윤리와 기술의 근본적이고 뜨거운 이슈에 대

해 활발한 토론을 촉발시켰다. 지금까지는 기독교와 고전적인 인

본주의의 영향으로 윤리학이 기술의 방향을 정의해야 한다고 보

았지만, 슬로터다이크와 그의 추종자들은 기술 자체가 윤리의 규

범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기술적 가능성들을 분명히 과대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의식을 가진 인공두뇌 기계를 보기 원하는 

사상가들이 그의 전제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동의한다. 그에게 있

어 인간은 개선될 수 있는 기계인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

소위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사고는 이런 방향으로 더 나아간

다. 그들은 인간이 이제 진화하는 배의 선장이 된 후기 다윈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보통 고전적인 인본주의

를 주장하지만 가장 먼 한계를 개척하며, 그것을 심지어 넘어서려

고 한다.

아르놀트 겔렌의 영감을 받아(1961),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

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한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 육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를 위한 언어와 유사하게 나노기술 및 유전자 조작 그리고 컴퓨

터기술을 인간의 신체에 접목시켜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계속해서 모든 질병을 박멸하고, 세상의 굶

주린 사람들을 먹이며, 태양계를 정복하는 새로운 기술적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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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후기 인간 생명체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사이버공간 오디세이를 만들어 기술적 적용들을 진화의 

연장으로 보고, 기술적 사고를 탁월한 지위로 높여 인간을 초인으

로 가는 여정에 있는 존재로 본다.

이런 초인은 세계의 두뇌와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결

국 세상의 모든 지식이 융합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초

인은 파악할 수 없는 성격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하다.

데 뮐은 나아가 최근에 출판한 책 《자연에 의한 인공Kunstmatig 

van Nature》(2014)에서 이런 사상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

보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다루면서 그는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2.0이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 3.0으로 발전

하는지 보여준다. 후자는 안드로이드 로봇이며, 새로운 기술에 의

한 인간 진화의 새로운 과정을 상징한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인

류는 개선, 변화될 수 있으며 마침내 대체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로봇들이 새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인류

는 원래 인공적이지만 이전의 인류도 사실 그러했다. 내적으로 이

전된 것이 인간의 한 부분으로 결국 개방될 것이다.

명백한 것은, 데 뮐의 사고는 기술적 사고라는 점이다. 그는 인

간이 항상 기술적으로 적극적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으며, 이는 역

사적으로도 사실 그렇다. 데 뮐에 따르면, 인간의 구조가 사실상 

기술적이며 따라서 새로운 진화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개념들을 호모 사피엔스 3.0이 (후기 인간 지성으로) 더 

우리는 과거에 ‘신’이라고 불리던 것들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Chorost, 2011). 이는 ‘초인’과 같은 종류에 의해 우주를 식

민지화하는 사상과 같다.

네덜란드 사상가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주제와 관련해 두 명의 네덜란드 

사상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대학교에서 철

학적 인류학을 가르치는 요스 데 뮐 Jos de Mul과 트벤테대학의 페

터-파울 페르베이크Peter-Paul Verbeek 교수다. 둘 다 철학적 인류학

자로 최근 기술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공헌을 해왔으며, 매우 참

여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토론하고 있다.

요스 데 뮐

최근 정보통신기술철학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요스 데 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2002, 

2014). 그는 여러 출판물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모든 기

술적 발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의 가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등

장과 함께 새로운 인류의 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2년 출판한 그의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노기술, 생명기술, 인공지능 및 인

공생명 등 새로운 학문들의 발전 및 협력은 여전히 인간의 광채

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의 의제는 결국,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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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다시 소망이 주어진 세

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가

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거부한다는 말은 아니며, 그런 기술이 계속해서 인류와 사

회 전체에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가능한 위

험성 및 불확실성들을 언급하긴 하지만, 위와 같은 규범적인 접근

은 데 뮐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기술이

란 인간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연한 것

으로 본다.

그러나 가령 미래의 로봇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일 경우, 이

런 전 과정에서 악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규범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필요할 때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한계를 정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분명히 올 수 

있다. 우리는 가령 자연재해에 취약한 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의 

경우와 같이, 현대의 기술적 적용들이 내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하

고 종말론적인 효과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물론 데 뮐도 그가 예견하는 기술적 진화의 결과들에 대해 단

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는 인간이 디지털식 생존경쟁에서 살

아남을 자신의 진화적 후손들(더 뛰어난 로봇들)을 창조하도록 운명 

지어진 최초의 생명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초인은 

현대 인간의 성취인 동시에 동일하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하는 것은 단지 옛 인간의 종말만을 의미

나은 발전을 향해 지구를 떠나기로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

상가들과 연계시킨다. 그리고 미래의 로봇이 인공두뇌 덕분에 의

식과 감정의 형태를 가질 것이며 자유의지도 발전시킬 것으로 본

다(2014, p.168). 

내가 언급한 책들은 매우 재미있는 방식으로 저술되었다. 기술

적 발전과 관련해 박학한 지식으로 데 뮐은 (자신이 묘사하듯) 사변

적 인류학을 추구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제어되지 않은 상상력

의 문을 열어 그늘에 있는 사실들을 명백히 분석한다. 그리하여 

그의 책들은 보다 초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그의 두 번째 책 서문은 특별히 이런 경향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단지 공상과학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인간이 

인간 로봇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로봇은 하원의원에 출

마할 수 있고, 로봇의 권리도 입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판타지가 더 심화되면서 그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비

록 그는 인간 의식 및 지성의 신비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는 하지만, 미래를 위한 그의 기술적 사고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며 기술적 가능성 자체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그가 현실 전체

를 추상적이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실제로 환원시

켜 그것을 꿈꾸기 때문이다. 

데 뮐의 결론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며, 인간에 의해 손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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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들리며 새로운 기술에 너무 적응하는 것처럼, 아니면 인

간과 기술적 적용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는 이전에 우리가 (계몽주의를 통해) 윤리의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는 윤리학을 인간으로

부터 기술적인 것으로 이전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기술은 우리

의 도덕성을 중개한다”고 말한다(2014, p.14). 기술적인 것들은 우

리와 함께 도덕성을 형성하는 의미에서 도덕적인 공동체에 속한

다. 그에게 있어 기술적인 적용들은 도덕적으로 충전된다(2014, 

p.54).

그가 도덕적이고 기술적인 행위자에 대해 말하지는 않지만, 그

에게 기술적 적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중개자들이다. 

그는 명백히 우리가 새로운 기술 자체가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이 마지막 부분이 유효한 것 같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가치에 기반해 규범을 형성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분

명하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기존의 가치와 변하는 규범 간의 가

변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기술적 행위자에게 혼

종적hybrid 의도와 혼종적 자유가 있다고 본다. 그는 현재 및 미래 

인간으로부터 이미 반인간half human, 반기술적 적용half technical 

applications의 표준 하이브리드를 창조했다(2014, p.73). 즉, 인간 및 

기술적 행위자는 함께 일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총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인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가능한 진화적 후손들이 인류

를 멸종시킬 수도 있다(2014).

페터 -파울 페르베이크

페르베이크는 보다 절제된 접근을 통해 데 뮐의 저작들과는 다

른 방식으로 말한다(2009, 2014). 그는 특별히 새로운 기술과 관련

해 새로운 윤리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인은 기술적으로 조건 지어진 존재다. 고전적인 철학적 인류학에

서 인간의 몸은 인간과 기술적 적용들 간에 매우 자연적인 경계

로 기능했다. 이제 이 경계는 명백히 새로운 인류학적 기술로 인

해 덜 명확해졌다. 페르베이크는 이런 기술적 적용이 육체적 기능

을 투사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몸으로 융합

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기술윤리가 기술적 가능성들에 좀 더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강조한다. 선악에 대한 오래

된 윤리적 접근이 새로운 인류학적 기술을 평가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유지하고 보호하

는 대신 윤리학은 이제 양자의 책임 있는 융합의 길을 찾아야 한

다. 기술과 도덕성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2014).

여기서 그는 소위 감독적인 윤리학supervisory ethics이라고 하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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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히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미래를 위한 규범적인 형태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그의 기술윤리는 기술적 윤리로서 서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리더십 아래 기술적인 발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

다(Schuurman, 2004, 2014). 어쨌든 그가 선택한 방향은 물질주의적 

관점과 명백히 모순되지 않으며 지배적인 과학기술적 사고는 인

간이 기술적 경영 및 제어를 실행하는 데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

의 근본적 가치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손상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인간의 장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과, 인간됨 자체being human itself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인간의 총

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간의 근본적인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놀랍다. 어쨌든 여기서 인간과 

기술을 완전히 ‘융합’하는 윤리학은 인간성 자체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평가

 

내가 보기에 페르베이크는 자신을 기술윤리학에 제한시키며 

기술의 문화철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사상가들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기술에 위대한 일들을 기대한다는 사실이다. 보통 그들은 가능한 

체적 현실과 모순되지 않는가? 바위와 나무들은 ‘의도적 자유’가 

없다. 페르베이크는 과학기술적 사고방식, 추상적 사고방식에 헌

신해(현실의 총체성으로부터 분리되어) 그의 개념들을 결정한다. 우리가 

여기서 그를 따른다면, 그 결과 우리는 기술의 힘에 종속되며 따

라서 책임의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5

요약컨대, 페르베이크의 개념은 ‘기술적 권력들과 협력’하는 것

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기술에 대해 거의 비판하지 않으며, 자

신이 어떤 기술적 발전에 적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상

을 준다. 따라서 그는 비판 없이 기술적 사고 및 기술적 권력들의 

정당성을 확증한다(2014, p.99). 그의 기술윤리학에서 그는 ‘기술

과 상호 작용하는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2014, p.108). 그러나 이

것은 기술윤리ethics of technology를 기술적 윤리technical ethics로 변화

시키는 것이다. “윤리학은 윤리학 자체가 기술의 산물인 경우들

에 대해 더 파악해야만 한다(2014, p.167).” 사실 내가 보기에도 기

술적 적용의 윤리학은 정당하며 기술적 적용에 관심 있는 윤리학

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기술적 윤리학은 프랑스 철학자 라투어가 기술적인 

것들을 인간화하여(2014, p.57) ‘사물의 도덕성morality of things’으로 

말하는(2014, p.63) 개념인 후기인간윤리post-human ethics다. 그의 글

에서 그는 인간과 기술적 적용이 공유하는 기술적 책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014, p.124).

그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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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여기서 예시적으로 생각

해보자. 수학적 철학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은 컴퓨터도 생각할 

수 있음을 확증할 수 있다고 믿은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

는 소위 ‘모방 게임’을 발전시켰다. 인간과 컴퓨터가 둘 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한 주체가 인간인

지 컴퓨터인지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

으며 지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튜링의 제안 이후, 

이런 개념이 토론의 중심에 있다.

이 토론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튜링의 주장을 좀 더 자

세히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가정적인 

테스트를 통해 이미 예상한 것들을 보여준다. 인간과 컴퓨터를 비

교하면서 양자를 두 종류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그의 

가정적인 테스트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정보처리 기계의 가능성

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에서 인간과 컴

퓨터는 보이지 않지만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우리는 여기서 튜링이 인간의 

사고를 전적으로 형식화된, 즉 일련의 규칙들로 확립된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지능의 ‘인공적’ 성격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고 확증하고 싶어 할까?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기대, 인간과 기술적 적용의 경계를 제

거하는 것, 그리고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생각대로) 새로운 기술을 통

해 인류의 진화가 도래하거나 인류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는 

너무 단순하거나 피상적이다.

이런 기대에 대한 이유들은 일차원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 및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방식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술적 사고는 추상적 수준의 학문 및 그런 과학에 철저히 영향

을 받은 기술 수준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과학기술적 사고방식이

다. 현대 기술에 관한 이런 사고는 사실 전적으로 총체적 실재관

에서 제거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갈 곳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런 접근은 인간의 강화human enhancement와 커즈와일

Kurzweil이나 드렉슬러Drexler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사고방식

에 대한 최근의 토론을 심대하게 왜곡한다. 그러나 데 뮐 역시 현

실에서 소외되어 실제적이기보다는 초현실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상가들은 총체적 현실에 관해 말한

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론화된 것으로 또는 새로

운 기술적 적용으로 환원했다. 그 결과 실재의 총체성은 과학적 

추상성의 수준으로 전도되었고, 따라서 왜곡 및 변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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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컴퓨터는 새롭고 놀라운 기술적 발명이다. 인간의 많은 활

동이 분석 후 객관화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터에 프

로그램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에 의해 인수되고 강화될 수 

있다. 인공적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면 로봇을 인공 

수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로봇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발전은 

지속된다. 

미래의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하는’ 컴

퓨터 또는 ‘의인화된’ 로봇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컴퓨터는 

기술적 도구 또는 안내를 하는 도구 또는 문제들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 무엇이든 항상 인간을 섬기는 것이고, 인

간의 독창성과 기술의 산물이며, 인간의 창조물로 보아야 한다. 이

것을 ‘도구적 활동’으로 부르면 컴퓨터를 독립적으로 보는 것을 

방지하며 인간을 결코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게 된다. 컴퓨터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화성에 보낸 

로봇도 마찬가지다. 로봇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로봇의 목적이고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지

만, 로봇은 항상 인간의 제어를 받도록 만들어졌다. 심지어 원격에

서도.

그러나 1997년 여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Kasparov가 슈퍼체

스컴퓨터인 딥블루Deep Blue에게 패하지 않았던가? 이는 체스컴퓨

왜냐하면 그것이 데카르트 철학의 주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근

대 이후 사상가들은 기술적 적용들이 우리를 인간의 부족한 부분

과 한계점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추상

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사고의 형태 내에서 의인화된 언어는 더 이

상 주저함 없이 컴퓨터에 적용되어 컴퓨터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컴퓨터화’해 

보고 있다. 인간을 컴퓨터의 가능성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고의 환원이 일어나며 인간적이라는 의미도 환

원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인간과 컴퓨터의 구분을 무

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를 비교하면서 컴퓨터를 

마치 독립적인 전체로 간주하지만, 사실 컴퓨터가 그 ‘자체로’ 존

재하지는 않는다. 모든 컴퓨터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프로그

램화되었다. 컴퓨터가 흔히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

문에 이런 사실은 쉽게 잊힌다. 그리고 후속 컴퓨터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며 저장 능력이 커지고 곧 중

립적인 네트워크에 통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인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에 지능이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컴퓨터는 비교적 실수를 적게 하고(버그들만 제거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므로 더 ‘지능적’이 되어가고 있다. 나아가 컴퓨

터는 지칠 줄 모르며, 약속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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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하고 있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4). 컴퓨터와 로봇을 인

간의 역사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50대 기계에 포함시키는 데는 충

분한 이유가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Chaline, 2012).

이런 기술 개발은 많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 인간이 감당하

던 어떤 위험부담은 이제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인간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이지만 최근 몰

라보게 발전했다. 옛 패턴에 따라 일하는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

가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직업을 잃고 있다. 기술 개발의 시작

과 관련된 보다 창조적인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선택하지 않는 한 새

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말 것이다. 

결국 모든 기술적인 발견들 및 발명들은 사람에게서 온다. 가령 

우리는 사회적 미디어에서 컴퓨터가 시스템 관리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위

키피디아 같은 가능성들은 분명히 인간의 의식적인 창조물들이

다. 그리고 컴퓨터와 로봇이 결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

들에 독립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호기심에 의해 배양되며 지속성 및 가능

성과 새로운 조합들에 대한 예기치 않은 새로운 관점에 의해 특

징지어진다. 나아가 유연한 사고방식, 유희성, 젊음, 질문하는 정

신, 일상적인 것들을 다르게 보는 능력, 전통적인 해결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용기, 높은 수준의 직관, 내적 반성의 정도 및 위대한 

터도 생각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속지 말아

야 한다. 승리를 인식하고 기뻐한 것은 체스컴퓨터가 아니다. 그 

컴퓨터를 만든 프로그래머들이다! 컴퓨터가 이렇게 겉으로는 독

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우리는 쉽게 잘못된 결론에 

빠져들 수 있다.

컴퓨터가 최고의 체스 챔피언보다 더 체스를 잘 둘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딥블루 프로그래머들이 체스를 두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카스파로프를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생

각하는 컴퓨터 및 체스를 두는 컴퓨터에 관해 말하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에 관한 신화를 지속시킨다. 만약 컴퓨터

가 자신에게 “나는 생각하고 있다” 또는 프로그램화된 문장 없이 

“내가 체스 게임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웃음을 터

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컴퓨터는 진정한 의식이 부족

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로봇이 할 수 없는 것

 

지금까지 컴퓨터와 로봇이 성취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새로

운 적용들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병원에서

의 진단, 창고나 매장에서의 재고 정리 그리고 심지어 규정과 지

침에 따라 사회적 결정을 준비하고 내리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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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말한다면, 컴퓨터는 공간 및 물리-화학적 영역에서는 주

체subject로 기능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객체object로 작용하는데, 

인간은 이 영역에서도 주체로 기능해 어떤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미적 영역에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돌봄과 자비를 보여주며, 사랑을 나타내고 신뢰

하며 신앙한다. 기계는 결코 인간의 비전, 지혜, 사랑, 인내 및 공

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최신 기술보

다 뛰어나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기술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

은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로서의 ‘인간적인 사회’로 이

어질 수 있다. 그 반대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기

술적 적용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이며, 환원주의적인 기술주의적 

사고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술주의적 사고

는 악을 섬기지만 않는다면 매우 풍요로울 수 있으며 실재를 물

질로 환원시키지 않지만, 영적이고 신적인 기원을 둔 모든 피조물

의 통일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다. 그들의 머리와 손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술주의적 시대에도 결코 피상적이 되지 않

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

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창조성이 필요하다(Dessauer, 1956 / 

Schuurman, 2004, 2009).

지적 능력과 담대함의 결합도 그 특징들이다. ‘브레인스토밍’ 및 

비판을 갖춘 처리 능력을 통해 창조성은 확장되고 다양한 창조물

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교육

에 의해 창조성을 발전시키고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발전

된 창조성은 새로운 길을 가며, 경계를 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창조해내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창조성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전략을 선택한다. 이것은 

컴퓨터나 로봇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전략 내에서 하

부적인 계획과 관계된 모든 것은 그 기계를 만든 인간을 섬기기 

위해 기계에 의해 매우 잘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

점이다.

나아가 창조성은 항상 유익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창조성

은 악과 동맹을 추구할 수 있으며 악에 의해 소유될 수도 있다. 인

간의 역사를 보라. 창조적인 인간의 악의에 의한 발명은 폭력적인 

갈등 및 전쟁, 파괴적 인간관계, 범죄,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사

디즘sadism에서 명백히 드러나며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감소되지 

않고 있다. 창조성은 고립될 경우 축복이 아니다.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놀라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혁신적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본질, 사물의 본체에 

통찰 또는 직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컴퓨터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물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누구든지 ‘나’라고 영적 중심에서 말할 수 있다. 개혁주의적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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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런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활동을 무책임한 것

free-in-responsibility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미 있는 관점

은 선험적으로 배제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적용이 인간의 활동과 조합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물리적 보철의 경우, 인간의 복잡한 구조는 

기술적 장치와 섞여 있다. 이 패턴은 가령 신체기관 및 기능 수준

에서 근대 기술적 적용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기술

적 구조를 실행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침범할 수 없으며(여기서 

우리는 경계를 볼 수 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인간의 정체성을 존중

해야 한다. 인간의 총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이 그런 수준에서 

기술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백혈병에서 회복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골수

세포를 조정하는 유전자술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할 것이다. 그러

나 동일한 기술로 어떤 사람의 DNA 구조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

은 불법일 것이다. 후자와 같이 ‘섞는’ 것은 가령 생식선을 통해 

(미래) 인간의 유전 구조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도 조작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고려 없이 로봇과 사이보그

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험적으로 기술적 관리 및 사고의 

통제 스타일에 종속되고 있다. 인간을 무비판적이고 무모한 생각

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자

유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철학적 관점

 

소위 인류학적 기술에 관한 현대 기술사상가들의 기대는 우리

가 본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환원주의적이고 피상적인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구조들

로 환원하고 이것을 기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복잡한 인

간의 구조에 대해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술적 

적용에 의해 인간 존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 수

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기독교철학은 기술의 가능성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과대평

가에 대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인간의 구조적 분석에 있어 인

간은 물리적 구조 이상의 존재임은 매우 본질적인 사실이다. 인간

은 물리적 구조(원자 및 분자들), 생물적 구조(세포들), 심리적 구조(신

경체계), 그리고 인간적이고 규범적인 행동 구조, 즉 의도하고 생각

하고 믿으며 이론적 분석에 체포되기를 거부하는 나라고 하는 구

성 요소들에 의해 잘 짜인 카펫과 같다(Ouweneel, 1986). 이런 ‘나’

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

간 존재의 중심을 특징지으며 거기서 모든 책임 있는 인간 행동이 

결정된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잠 4:23b).” 

이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지배적인 과학기술적 사고방식과 그

로 인한 인간과 실재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간을 처

음부터 기계로 인식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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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요소들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능성의 

분명한 근거일 것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책임지는 존재다.

기술적 적용은 인간이 자유를 사용해 발전시킨 것이며 인간을 

섬기기 위한 도구들로 개발되었다. 이 막강한 도구들은 인간의 문

화적 산물들을 객관화하고 강화시키며, 결국 인간에 의해 의미 있

게 사용된다. 우리는 주변의 기계들과 로봇들이 점증하는 과학기

술적 통찰력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를 본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

의 책임이 적절히 강조되고 인간이 리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육체가 기술적 적용과 조합될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이때 우리는 사람의 육체적・인격적 그리고 영적 성실

성과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 넘어서는 안 되는 규

범적인 경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런 보호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는 인류학적 기술과 관련해 회복을 말할 수 있으며(여

기서 인류학적이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용들을 의미한다. 보고, 듣고, 움직

이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을 도와 더 발전하게도 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의 결과로 생명에 방해나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기술은 생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

게 된다. 가령 사람의 뇌에 심겨진 바이오칩이 그 사람을 통제해 

그의 의지를 위협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분야의 새로운 기술

인간이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길이다.

기술에 관심을 쏟는 많은 사상가들은 자유롭고 책임지는 인간

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론상 자유 또는 책임이 없는 인

간은 이미 기계의 희생물이다. 이것은 무한한 과학기술의 관리 및 

제어에 대해 이상을 품은 결과다. 이런 이상은 변증법적으로 인간 

자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술적 세계의 위협적

인 특성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대를 배제한다. 자유가 

사고의 한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유를 향한 외침이 뚫고 들

어와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데 뮐이 그의 책에서 인간과 로봇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분명

히 설명했지만, TV 토론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

유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인간 자유의 필요성(인간의 독특성)을 생생

한 용어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데 뮐은 그 점을 억

지로 인정하긴 했으나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현대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정도로 너무나 가까워

졌지만(Van Est, 2014), 우리가 그것에 관해 생각할 때 인간은 자유

롭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확증해야 한다. 인간은 항상 

자유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며, 자유롭게 평가하고, 자유로운 상태

에서 결정한다. 인간이 기술과 섞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술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간의 자유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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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치학이 새로운 형태의 기

술에 관여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가령 컴퓨터를 통해 사이

버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사생활이 위험에 처한다는 매우 

정당한 염려가 있다. 다른 예로, 유전자 변형의 가능성에 대한 정

치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인류학적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발전이 시작되면서 유전자 변형에 관해 다양한 윤리적 의

견이 있었다. 의견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새로운 진보의 증거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점점 더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합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유럽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농산물의 유전자 변형에 관해서도 그

렇다. 동일한 종류의 식물에서 수정(‘시스-제네시스’ 즉 ‘종 안에서의 변

형’이라고 한다)은 점점 더 많은 지원을 얻고 있지만, ‘트랜스-제네

시스trans-genesis(종을 넘는 변형)’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위험부

담 때문에 여전히 반대가 많다. 

이런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질

병을 치료하는 경우 장기 수준의 치료는 점점 더 동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생식선을 통해 치료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부한다. 그런 치료는 인간 전체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줄기세포에 관해서도 유사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네덜란드 정

당 중 자신의 줄기세포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에 초점을 맞추는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이런 발전에 대해 별달리 

저항하지 않는다.

기독교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기술적 적용의 강화 및 그 결과

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

이 기술 남용의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다. 책임지는 

자유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범의 가능성을 창조하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나아가 인간은 그의 창조성

이란 신비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책임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사회적

으로 증가한다.

나아가 우리의 논의는 사이보그 개념의 내용 및 기술이 어떻게 

가치와 규범을 낳고 우리의 경험 및 사상을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형성해야 하는지가 계획

에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 정말 새로

운 기술적 적용은 기존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규범의 출현을 

요구한다. 그런 책임윤리의 방향은 새로운 인류학적 기술이 인간

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기술은 엄청난 문화적 힘을 창조하며 계속되는 발전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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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자신을 재생산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정당들이 이런 

발전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사실 매우 놀랄 일이다. 21세기의 

기술적 적용들, 즉 유전자 수정,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공학 등은 

너무나 강력해서 예기치 않은 다양한 종류의 사고들과 남용이 일

어날 수 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핵폐기물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일들이 새로운 기술의 경우에

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

는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재정적

인 성공 및 경쟁적 유익이라는 유혹의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기

술에 의해 창조된 물질적 꿈을 좇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

는 거의 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실제적 우려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Joy, 2000). 

더 나아가 우리는 윤리적 반성 및 공적이고 정치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우리의 행위에 (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빅브라더 시나리오 및 기술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시대의 

눈부시고 새로운 기술에 관한 매우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반성은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개현하고 발전시키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

광을 나타내 인간의 복지도 증진시키고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당은 없다. 그러나 이런 세포들을 그 목적을 위해 인간의 배아

로부터 배양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당들 간에 근본적으로 이견이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사람의 몸에 있는 

기존의 세포를 차별화되지 않은 줄기세포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다. 그렇다면 많은 질병의 치료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행히도 많

은 사람들이 정치권 내외에서 인간 복제를 거부하는데, 이는 복제 

과정에서 인간 전체의 인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인

격을 포함하는 기술과 단지 장기 또는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기

술 간에는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하며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류학적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정당들은 좀 더 경성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 적용들이 다시금 인간 전체를 향한다면, 또는 이

런 종류의 기술들이 인간의 인격성을 훼손하거나 인격적・영적 정

체성에 압력을 가한다면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특히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영향을 받아 우생학적인 사상이나 관련 제안들

이 나오게 된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인

간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

술들과 관련해 정당들은 깨어 있어야 하며, 이 분야에 대한 감시

가 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로봇 이슈에 관해 다룰 때 로봇은 이미 인간에 의해 관

리되고 제어되었으나 항상 투명하지는 않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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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현상으로서 기술적 세계관

 

우리는 과거 고전적인 장인들의 솜씨로 대변되는 고전적 기술

과 현대 기술을 구별해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장인

들의 기술과 현대 기술의 발전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고전적인 장인들이 기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

었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종교

적 세계관은 기술적이지 않았다. 그런 장인들은 석공들처럼 매우 

기술이 좋고 창조적이었으나 그들의 생산물이 기술적 지식만으

로 정의되는 현실관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기술적 장인정신은 기

술적 세계관의 유무에 상관없이 인간의 내적인 물리적 능력에 의

해 모든 시대에 가능하다. 그런 장인정신은 완전히 인간적인 노력

이다. 그것은 가능한 도구에 의존하며, 내가 보기에 그 자체가 일

반적으로 말해 기술적이라고 할 수 없는 더 큰 우주적 전체인 피

조계의 일부다.

모든 시대에 기술적 장인들의 솜씨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

을 미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솜씨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권력 및 예술의 놀라운 결과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바

벨탑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창세기> 11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런 경배는 오늘날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반응에서

도 종종 목격된다. 많은 사상가들이 엘륄과 틸리히와는 달리 현대 

기술이 영감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며, 어떤 이들은 인간 

현대 사상가들 중 소수만이 기술이념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 프

랑스의 문화철학자 자크 엘륄Jacques Ellul 및 독일계 미국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우리 ‘기술 사회’를 비판

하면서 서구에 나타난 기술 발전의 독특한 정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는 현대 문화에 대해 매우 깊고 넓게 분석한 그들

의 관점을 본다. 그들은 가령 어떻게 교육, 사법제도, 윤리 및 심지

어 종교도 절대화된 기술적 태도에 의해 위협받는지 보여준다. 그

들은 이것을 ‘도구주의’라고 부른다. 나아가 기술적 열병이 사회

적・경제적으로 비참한 문제들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강

조한다(Ellul, 1989 / Tillich,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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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적용에 전이되면서, 기술적 세계관에 대한 무의식적이지

만 종합적인 헌신을 낳게 되었다. 즉, 현대 기술은 그 특징들과 함

께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모델이 된 것이다.

기술이 (과학적 연구로) 광범위하게 기술적 산물 및 시스템으로 적

용될 때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사실 특

정한(현재 지배적인 것 같은) 기술적 세계관은 그 자체가 인간의 역사

에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다양하고 상이한 (종교적) 헌신 및 세

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기술적 적용

을 실행할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기술적 세계관의 유혹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서양의 역사적 발전

 

서양의 현대 기술적 세계관의 뿌리는 중세 시대 서양의 발전으

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서양 사상가들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심지어 실재의 기준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은 인간을 존재의 진정한 ‘주인이요 지배자’라

고 선언했다. 

현대 서양의 지배적인 지적・이념적 운동들이 하나님이나 지배

자들이 아니라ni Dieu ni maître!라고 외친 르네상스 및 계몽주의의 

열매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근대의 운동들은 그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 세계를 위한 현대의 복

음이라고 본다. 이것은 현대 기술 세계와 과거 장인 세계의 연속

성을 보여준다(창 11). 둘 다 인간의 천재성의 산물로 경외감을 불

러일으키는 대상물을 경배한다.

그러나 비연속적인 면도 있다. 현대의 기술적 적용은 전체적인 

기술적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바벨탑에서 보는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현대 서양에서 그리고 동양에서도 모든 

것을 현대 기술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의 막강한 

존재감을 생각해보라. 현실의 모든 것은 과학기술적 지배, 즉 공

격적인 인간 관리 및 기술적 수단에 의한 제어의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가 세속화되고 기술

적인 세계관의 시대Zeit des Weltbildes라고 말했다. 서양의 현대 기술 

시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천국은 아직 인간의 사고 구성에 

의해 ‘못 박히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연과학의 결과로 생겨난 기술

공학의 세계는 특정한 세계관에서 비롯되고 다시 그 세계관을 퍼

뜨리는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연

과학 및 공학은 확신을 주는 보편성 및 논리적 필연성을 공유한

다. 이들은 실재를 종합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으로 묘사해 자연법

을 정의하고, 이런 법칙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데 실

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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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연관과 비합리적・이상적・낭만적 자연관, 세렝게티 평야의 

평온함 간의 변증법적 운동에 휘말려 있다(Cobey, 1990). 이런 변

증법적 운동은 내가 보기에 테니스공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세

속화된 문화의 저변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이방

인적 특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배척하다

 

이런 변증법적 운동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

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믿는다. 우리는 피조물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고, 따라서 변증

법적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서구인

들이 적극 무시하고 있다고 깊이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

운데 있는 악의 깊이를 부인하고, 역사적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모든 어두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

부한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 죽으심 그리고 부활

하심으로 이룬 총체적 구속도 애써 무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에 대한 생생한 기대로 인한 소망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된다.

우리 문화에서 양극단(과학적・분석적・합리적인 비인격적 자연법과 이상

적・낭만적・범신론적인 자연) 간의 변증법적 운동은 그 저변에서 해악

혁명적인 배경과 함께 과학 및 과학 지향적인 철학을 통해 인간

의 모든 활동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시도했다. 오늘날 이런 운동들

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문화적 풍경을 넘어 마치 메뚜기떼처럼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서양 문화

가 기술적인 문화인 동시에 철저히 세속화되고 무신론화된 중요

한 이유다.

사람들은 서양의 역사적 발전에서 인간 중심의 기술적인 문화 

및 무미건조하고 개인주의적인 세속주의 간에 이념적 연결점을 

인정할 때 이상하게도 자주 침묵한다. 내가 보기에 이는 매우 놀

라운 일이다. 그들은 이런 발견에 의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것 같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고 불가피한 발전이므로 그것에 의

해 마비되는 느낌인 모양이다.

녹색으로의 전환과 그에 연관된 변증법

 

기술적 세계관의 힘은 우리 시대에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문화

의 극단적인 인류학적 특성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

하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는 것에 반해 ‘녹색 생태계적’ 접근으로 식물, 동물 그리고 지구 

자연환경의 건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되는 합리적・과학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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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Pro Rege》에서 전화기와 같은 현대 기술의 성취를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묘사했다(1891, p.143 이하)!

카이퍼는 인간이 끊임없이 기술적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왕좌

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이름을 지상에서 높이며 하나님이 없는 

바벨 문화를 건설하려고 했던 성경적 경고(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

기)를 잊었다. 놀랍게도 카이퍼의 기술적 진보에 대한 평가는 너

무나 찬사 일색이며, 이것은 결국 그의 추종자들의 눈도 멀게 만

들었다. 네덜란드에서 현대 기술이 비판적으로 분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최근 기술에 대한 찬양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깊이 있는 비판

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영원의 관점에서 본, 카이퍼에 대한 새롭

고 심도 있는 비판적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카이퍼와는 다르

게 우리 주변에 선전되고 있는 기술적 세계관에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이 세계관은 깨지고, 우리는 비

로소 그 내재적이고 순수하게 물질적인 사고의 속박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다. 

1991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1회 기독사회회의 100주년 기

념 행사에서 현대 기술에 대한 위험이 지적되었으나, 이 위험의 

배경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바로 이 특정한 배

경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빛을 던져주고 있다.

을 끼치는 기생충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적 실재 및 세상에 나타

난 그리스도의 구속적 능력을 저버리고 자기파멸적인 과정에 빠

져들고 있다.

카이퍼의 맹점

이제 현대 기술의 주제로 돌아가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현대 

기술의 발전을 매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태도는 1891

년, 네덜란드의 위대한 개신교 신학자요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

이퍼Abraham Kuyper(1837～1920)에게서도 발견된다. 물론 그는 자신

의 사회에 대한 ‘총체적 비판architectonic critique’을 영원의 관점에 

기초했으나, 당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상대화하려는 노력은 거

의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유익한 기술 발전은 어디

에서나 볼 수 있었다. 누가 그 발전이 이룬 놀라운 잠재력, 즉 가

난과 기아 그리고 질병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더 풍요한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준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발전은 하나님 나라의 부인할 수 없는 표식이 아닌가? 

카이퍼는 우리가 기술적 진보를 진정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

았다. 그러나 그는 기술적 발전을 기술적 세계관의 무서운 힘인 

이념으로 바꾸려 하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카이퍼는 《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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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진다. 법, 심리학, 심지어 신학 등 많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분야들이 과학기술적 범주들로 자신들을 

표현한다. 경제적 범주들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간주된다. 여기서도 경제학은 기술에 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기술이념이 사회 문제들을 다룰 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심을 너무나 적게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애덤 스미스나 마르크스의 계보를 따르는 시장경제의 변호

인들은 많은데, 이들 이념에 대한 탁월한 변호인이나 반대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일부 변호인들과 반대자들이 있기는 하지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그리고 기술이념이 이렇게 결

정적이고 가시적인 주창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

만큼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 적용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인간의 타락 이후 항상 유혹적인 힘을 형성했으며, 이런 

힘은 미묘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현대 과학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왔다.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서양의 중세 시대에 시작해 르네상스 시대에 강력하게 커진 서

경제는 멍청한가?

우리 시대에 많은 사회적 비판은 기술적 적용을 중립적인 것으

로 보고, 그것이 악의적인 경제・사회적 질서 내에서 작용할 경우

에만 위험한 것으로 파악한다. 우리가 제3세계의 문제들을 볼 때, 

배타적인 자유시장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정당함을 부인할 수 없

다. 전 세계적인 노동 문제들, 환경오염 및 생물 영역의 파괴 원인

들이 그런 분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은 자유시장 경제학의 이념에 대한 비

판이 현대 기술의 이념에 대한 격렬한 비판에 의해 보충될 때 가

능하다. 

사실 현재 기술적 세계관 또는 기술이념(나는 이것을 기술을 절대화

하는 영이라고 부르겠다)이 자유시장 경제학의 이념보다 앞서며 그 저

변에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Schuurman, 1985, pp.9-30 / 1989).

세상에서 정치적 발전의 배후에 있는 엔진으로 경제적 요소들

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무기기술 및 우주탐험기술의 발전

을 생각해보라. 왜 엄청나고 비균형적인 투자들이 이 분야에 이루

어지고 있는가? 여기서는 경제적 유익이 우선시되지 않는다. 오

히려 이런 발전들은 지배적인 세계의 초강대국들 간의 영광과 명

예를 위한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적인 세계관의 효과는 어떤 경제이론에 속한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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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 집을 잃기도 했으며, 

우울증과 알코올중독・비만・쾌락주의적 허무를 추구하는 소규모

의 사치스러운 상류 계층, 불안・권태・고독・자포자기・마약중독

에 빠진 청년들이 생겨났고, 가정이 깨져(결혼한 가정의 40퍼센트가 이

혼했다) 어떤 한계도 없이 살거나 ‘시간만 죽이는’ 삶을 사는 이들

이 늘어났다. 이것은 현대 문화적 풍경이 낳은 병폐적 세태의 표

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

복하다고 대답하지만 믿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기술적 

능력에 지나치게 의지해 그런 척하는 쓴 열매이며 디스토피아적 

태도다.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삼키면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다고 하

박국 선지자는 말한다(1:13).

기술적 헤게모니

기술적 이념이 현대 우리 문화의 핵심을 붙잡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발전으로 

인해 많은 문화 요소들이 이 ‘세력’, 즉 과학기술적으로 제어 및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부(그들의 광범위한 관료주의와 함께), 교육, 

산업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농업이

나 보건 및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구 사회는 자신을 점점 더 자율적이라 상상하면서 현대 기술적 

진보로 무장했다. 이런 비전은 이미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에 기

술적 적용의 가능성에 의해 영감을 받은 ‘유토피아’라는 꿈에 의

해 분별할 수 있다. 우리는 로저 베이컨이 13세기에 언급한, 그리

고 16세기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유토피아(‘새로운 아틀란

티스’)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Ihde, 1985). 그리스도인이었던 프랜

시스 베이컨은 타락의 많은 결과가 미래에 기술적 적용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정말 대단한 예상이었다!

어떤 현대 사상가들은 전체 실재를 기술적인 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지구에 유토피아를 추구하면서 과거 두 베이컨의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인간은(두 베이컨은 그래도 

유신론자들이었다) 그 내재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제어 및 관리 능력

으로 모든 존재의 주와 지배자가 되려 한다. 영원한 관점은 완전

히 사라졌으며, 신적 세상과 세상적 실재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런 발전의 결과는 명백하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

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무한한 

기술적 진보에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술이 제공하는 

명백한 물질적 성공에 주목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그 결과

였다.

내가 평가하건대, 서양의 역사상 이렇게 철저히 기술적인 시대

는 없었으며, 동시에 영적으로 이렇게 공허한 시대도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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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기술적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앙적 발

전에 직면하게 만든다.

가령 일반적인 직업을 생각해보자. 새로운 기술 가능성들을 통

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요

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인간적 비극으로 

몰아간다. 이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무능하며 아픈 사람으로 낙

인찍힌다. 기술적 문화는 흡연이 암을 키우듯 탈진burn out을 야기

한다. 첨단기술 사회는 고등교육을 받은 수준 높은 피고용인을 요

구하는데, 이들은 지속적인 신기술의 진보로 인해 늘 새로운 상황

에 적응해야만 한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남

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에 시

달린다. 은행업이 이 부분에서 매우 좋은 사례다. 

서양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제3세계에서의 빈곤과 기아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양에서의(부유한 동양 나라

들도 포함해서) 기술적인 진보 및 경제적 성장은 이기적이며 부를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의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만

약 제2세계(이전의 동구권 국가들) 및 제3세계가 마침내 서양 및 부

유한 동양 나라들 수준으로 성장해 동일한 번영을 누린다면(누가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기술 문화의 해로운 영향은 전 세계적

으로 재앙이 될 것이다. 정말 지구의 미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기술에 의해 초래된 문제들을 더 많

은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가령 정보기

술, 생명기술 및 유전자 수정(또는 조작)이 환경 및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자명한 해결책으로 얼마나 자동적으로 제시되는지 보라. 우

리는 과연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제 실업 및 직업적 장애, 환경오염 및 노동을 단지 경

제적 생산 노동으로 보는 것이(커뮤니케이션, 예술적 창조성 및 보건 전문

직과 같은 인간 노동의 다른 형태들을 잊어버리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

조적임을 자각해야 한다. 기술적 이념의 결과, 물질적 번영의 성

장이 계속되어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일방적이고 물질적이며 대규모의 정치적인 틀로 기우려

는 경향이 기술이념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

치학은 흔히 기술적 제국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인가? 시간이 답해줄 것이다.

기술적 명령은 큰 파란을 낳는다

기술이념의 영향으로 기술적 발전의 가장 주된 규범적 가치는 

기술적 완전 및 기술적 명령이다.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 한

다! 우리 문화는 따라서 변화의 역동적 과정으로 접어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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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문화명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문화명령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

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

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창 1:28).” 우

리가 이런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부

익부 빈익빈 형태의 현대 경제 패턴을 거부하지 않고, 기술에 대

해 비판적인 반성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악의적인 분

위기에 감염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기술적 암시와 함께 문화명령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술적 발전들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경고한

다. 카인의 이야기, 라멕 세대, 바벨탑 건설 및 느부갓네살 등으로

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부상에 대한 예언도 매우 분명한 사례다. 

우리는 문화명령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가령 

솔로몬 왕은 지혜와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기도를 드

렸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

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

문제의 깊이와 유럽

우리 나름대로 시도하는 총체적인 사회 비판architectonic social 

criticism(카이퍼의 용어)은 우리 스스로 주변의 기술 사회에 적응하려

고 시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무비판적 연

결로 우리는 논리적이고 냉혹한 결과들에 직면해 있다. 현대 기술

의 발전들은 강박적이고, 스케일이 거대하며, 보편적이고, 환원적

이며, 사회적인 수준에 따라 일차원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인간은 

큰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었으며 인격을 박탈당하고 서로 소외되

었다. 그 최종 결과는 합리적이고 비즈니스적이며 효과적으로 보

이지만, 사실상 차갑고 황량한 문화로 마음이 없는 상태다. 과학

기술의 지배는 하나의 터널 비전을 가져왔으며 과학, 경제 및 정

치학에 큰 규모를 지향하는 경향을 낳았다.

최근 유럽이 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가끔 ‘불가항력적인 기술적 진보의 힘’이 이런 통합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

적으로 강력하게 통일된 유럽은 사회 문제들을 감소시키기보다

는 더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는 통합된 유럽이 동료 시민들을 섬기는 희생적 봉사에 우선

을 두고 공적 정의를 진흥시키는 데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 

이상 황금이나 유토피아적인 기술 문화를 추구하지 말고 정치의 

우선순위를 급진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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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

자(히 12:2)”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문화의 모든 목적

을 성취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것이 오히려 문화명령의 핵심이 아닐까? 모든 문화적 

활동은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의 뿌리가 아

닌가?

역사에서의 문화명령

문화명령에 관해 역사적인 질문들이 중요하다. 가령 <창세기>

에 나오는 문화명령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기술적 발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

하지 않는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주변

의 민족들이 가진 기술에 의존했다. 학자들은 서양의 기술적 진보

가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유대교에 기원

하기보다는 이집트와 바빌론 문화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명령을 개념화하면서 반기독교적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기술

적 적용을 통한 제어와 지배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그 

핵심적인 현상으로 만든 것이다.

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왕상 

4:33)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동물에 관해 말하면서 정복하지 않고

도 그 동물에 관해서 그리고 그 동물로부터 배울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잠언>에서 규칙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은 과거에는 

간과했던 문화명령의 다른 면이다. <시편> 148편 또한 우리가 문

화명령을 단지 ‘정복’하고 ‘발전’시킴으로, 기술적 사고로만 연결

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음악적 교훈을 준다. “하늘과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님을 찬양함

이 없는 문화명령은 성경적이지 않다. 

나아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본질적

으로는 순례자였음을 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이다(히 11:10).” 이

런 삶의 방식 및 사고는 우리의 순례자 됨에 있어 네덜란드의 그

리스도인들에게 문화명령과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도 제2의 아담으로서, <마태복음> 4장

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탄

에게 경배하라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

명령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태도는, 문화명령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

해서는 착취도 허용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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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야 한다.

문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책임지는 청지기 됨의 기초를 제공

한다. 문화와 자연의 신을 경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물질주의에 저

항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기술적 발전 및 경제는 진보와 성장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로워진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하지만 쉽지 않은 작은 규모의 사

랑, 공의, 섬김, 자기부인, 희생, 자비 및 감사를 추구해야 한다. 이

것들이야말로 현대의 기술적 세계관(효율성, 효과성 및 제어에 주된 관

심이 있는)의 어휘에는 속하지 않는 핵심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기술이념, 기술적 완전함의 이상, 기술적 명령 그리고 

기술적 제국주의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요청한다. 

이런 ‘회심’은 우리더러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

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기술을 통해 살고 있다. 솔직히 말

해 우리는 기술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에 마음

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 시대의 방향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

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

에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신다. 후자가 사

신약에 나타난 문화명령

신약은 이 세상과 노동의 중요성(기술의 중요성도 포함해서)을 간과

하지 않지만(계 21:24 / 딤전 4:4-5),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왔고 또

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일들’을 

부인해야 한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 3: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눅 12:34)

사람이 온 세상(현대에는 기술이념의 목적일 것이다)을 얻고도 제 목

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막 8:36)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마 6:19)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롬 12:2)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히 13:14) 

…… (Schuurman, 1989)

그리스도를 통해 신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오

직 은혜로!) 우리의 문화명령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우리는 세속화되고 기술적인 문화에 등을 돌리고 우리 주

변 및 멀리 있는 이웃을 문화적 맥락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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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기를 제공하는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소는 그렇지 않다. 원자

력발전소의 경우, 환경에 대한 다른 실제적 위험들이 존재한다. 

현재 비료를 사용 가능한 메탄으로 바꾸는 기술에서도 우리는 다

른 위험을 본다. 토양 및 수질 오염은 감소하지만 동물들을 단지 

물건처럼 조작하는 악은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은 지속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말해왔

지만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 우리가 현대 

문화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회심이 없다

면, 지속 가능성은 신비로운 개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심해야 하며, 근본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

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우리 문화의 역동적인 속도를 늦추고 

안정화시키면 지금 피상적이고 반생산적인 것으로 보이는 많은 

기술들은 폐기될 것이다. 기술적인 발전은 자율적으로 기능하도

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을 도와주는 도구로, 인간과 

피조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만 허용되

어야 할 것이다.

사물의 진정한 대가

네덜란드인들은 비용에 대해 민감하기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네덜란드에서 사람 및 화물 

실이라면, 우리는 기술적 진보에도 정당하고 올바른 위치를 부여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재와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의미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정치적 책임

실제 생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네덜란드 정치계가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살펴보

자.2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기술적 노하우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적 수단들 가

운데 일부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의 강도, 역동성 및 확장은 자주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주요 산업인 보다 깨끗한 그린하우스 농업

을 장려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농부 개인은 그가 보다 깨끗한 생

산 방식을 사용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이 분야의 흐

름을 분석해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사용해 더 큰 

온실에 난방을 할 경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계속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자체는 배기가스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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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허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여전히 저명한 경제학자 슈마허E .F. Schumacher(1911～1977)

에 전적으로 동의한다(1973 / 1977).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

의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발전에 대해 윤리적 접

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윤리적 접근의 기본은 창조 및 구속의 

질서 간 연결성을 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질서는 하

나님의 질서다. 자신에 대한 방향 설정이 더 이상 인간 중심이어

서는 안 되며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신적 질서 내에서 살

고 건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현해야 하는 다양한 규범에 

빛을 비춘다(Strijbos, 1988 / Schuurman, 1990).

이렇게 빛을 비춘 윤리적 틀은 건강한 방식으로 정보기술, 생명

기술, 유전자 수정 및 나노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다. 사실 산

업, 농업, 교육, 보건 등 책임 있는 기술적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지

배를 원하는 과학기술적 교만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현재의 상

황만큼 쉽게 통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런 새로운 접근이 실현된다면 어느 정도는 문화의 발전

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이웃

(멀리 있는 이웃들도 포함해) 및 지구 자체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이며,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다.

수송을 위해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아스팔트를 

까는 과정에서 자연을 더 손상시킨다. 내 의견으로는, 화물 수송

은 지하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가령 새로운 지하도로를 

통하거나 또는 기존의 고속도로 밑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은 많지만 결국 개인들의 소비주의는 감소할 것이

며, 새롭고 건강한 역동적 경제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술적 적용은, 사실 장기적으로 환경

과 사회에 피해를 주고 값비싼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처음

에 너무나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보다 안전하고 사려 깊은 형태

의 기술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결국은 더 저렴한 

것이다.

기술이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새로운 경제질서와 관련

된 이슈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품의 생산 및 에너지 소비, 원자재, 오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장

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물질주의적 경제라는 터널 비전

에 대항해 우리는 나무들이 중요한 ‘나무 경제’로 이동해야 한다. 

이 용어는 경제학 교수였던 보프 하웃즈바르트 Bob Goudzwaard로

부터 유래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성장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도 생태계적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성장의 열매들이 보

다 균형 잡히고 비례적이며 진정 지속 가능함을 확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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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대한 목표가 우리의 지속적인 동력이며 동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만물이 회복되는 그 위대한 날이 동터올 때까지 기도하며 노력해

야 한다.

3  신앙, 과학 및 기술 갈등전선의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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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대학에서 일한다. 이것은 오늘날 분

명한 사실이다. 네덜란드의 대학교에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교

수들과 강사들이 지금만큼 많이 일했던 적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런 지위에 있는 그리스

도인들은 과거처럼 대규모로 교회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문화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세속화된 적도 없다.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이

들이 교회를 떠났으며 교회는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갈등의 국면에 대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깨어 있는가? 나

는 신앙과 학문의 이슈가 우리 기술 시대의 도전에 답변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연과학 대 기독교 신앙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서양에서(동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

로 자연과학의 성취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과학이야말

로 진리를 독점하며 이것이 문화 형성의 열쇠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이 진리를 

독점한다는 주장은 항상 기독교 신앙 및 다른 종교적 확신들과 

충돌해왔다. 현재 서양에서 과학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모든 것

신앙과 학문의 관계는 당연하게도 오랫동안 기독교 대학의 학

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온 주제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수세

기에 걸쳐 상당한 연속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서양 기독교 역사에

서 새로운 측면도 많이 제기되었다. 이는 과학적 사고가 서양에서

는 위대한, 가끔은 혁명적인 성취를 이뤘고, 특별히 과학의 배후

에서 큰 영향을 미친 서양 철학이 전반적으로 종교, 그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과 기술의 관계보다는 신앙과 (자연)과학

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신앙과 기술

의 관계는 신앙과 학문이라는 일반적인 문제의 범주 아래 속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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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인데, 그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생명체는 단순히 우연과 무자

비한 경쟁의 시간이 지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진화론적 영이 

학계에 침투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화에서 이런 지배적이고 포괄

적이며 무관용적인 기원론에 직면해야 한다. 나는 표준적인 빅뱅

이론 및 다윈의 진화론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 주제에 대한 논

의가 마무리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는 우리

가 이런 논의에서 드러나는 자연과학에 대한 형이상학적 과대평

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믿는다. 선험적으로 또는 결론에서 하나님

을 배제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범주 및 방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갈릴레오에게서 배울 것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자연과학의 관계에 접

근할 때 좀 더 긴장을 풀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갈릴레오의 입장은 매우 강해서 우리 태양계

에 관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추구했다. 그가 관찰 

가능한 현상에 근거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옳

았다. 우리는 이런 갈릴레오의 사례를 통해 과학하는 그리스도인

으로서의 자세를 많이 배울 수 있다.

을 물질적이고 수학적인 기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입장에 의하면, 하나님 그분의 계

시 및 그분에 관한 진술들은 과학 및 철학적 기준에서 배제된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는 반면, 생명체의 고통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라고 본다. 많은 과학자들과 학자

들은 학문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확신을 

표한다. 심지어 대학교의 신학부에서도 죽은 몸은 과학적으로 다

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신 것을 배척한다. 

빅뱅과 진화

사람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우주 만물의 기원은 비인격적이고 

임의적인 사건이며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빅뱅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전형적인 빅뱅 주창자들

은 약 100억 년 내지 200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이 어떤 (공간 및 

시간 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비인격적인) 에너지 형태로부터 모든 우

주의 물질과 에너지를 낳았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명백한 것은, 

신앙과 자연과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우주의 기원, 역사적 출현

과 발전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생명체에 관한 한 다윈의 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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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 서양의 합리주의적 정신(자연과학이 절대화되고 존중되는)은 

자신을 최근 몇 세기 동안 최상의 존재로 인식해왔다. 사람들은 

과학이 완전히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학은 종교, 신앙 또는 철학적 관점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과 학문적인 활동에 관여하

면서 그들의 신앙적 전제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사고 자체를 절대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화론 및 과학적 창조론 둘 다 자신의 한

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생각에서 출발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과학적 창조론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피조된 실

제의 핵심 및 그 역사적 출현까지 파고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사실 이것은 창조의 기적 

같은 특성 및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억지로 부적절한 답변을 찾기보다는 답변 불가능한 상태

로 남겨두는 게 나을 것이다.  

신비를 위한 공간, 기적을 위한 여유

기독교 학자들은 과학의 전제들이 가진 상대성에 관해 민감함

진화론과 과학적 창조론

우리가 진화론과 진화주의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

고 있는가? 우리는 종 간의 소진화는 관찰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는 사변적인 진화적 생각 그리고 진화론을 자연주의라는 세계관

에 대한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다. 자연주의적 진화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받

아들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진화론은 하나의 세계관이며 과학적

인 이론의 형이상학으로 비약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쉽게 소망 없는 구식 창조론자들로 낙인찍힐 것이다. 그렇다

고 진화론에 반대해 너무 쉽게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소위 과학

적 창조론에 헌신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 접근으로

서 성경적 자료의 신뢰성에 기반을 둔 것이며, 과학적 창조 모델

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다윈의 진화론의 배후에는 내가 보기

에 인간의 사고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다. 그러나 성경의 데

이터를 수용하면서 이런 절대화하는 사고를 계속하게 될 경우, 과

학적 창조론도 뻔뻔스러운 이론화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자연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들과 전제들에 대해서는 근본

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 자신만만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항상 비판

적인 학자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항상 실제적으로 비판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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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들의 왕관’인 신앙

학문과 신앙의 관계에서 첫 번째 제시된 해결책은 중세 서양의 

모델로, 현대적 모델과는 다른 ‘학문들의 왕관’이라는 관점이다. 

철학과 과학에 대한 현대적 관점은 기독교 신앙과 독립적으로(자

연의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본다) 수용되지만, 은혜의 영역에 있는 

신앙에 의해 ‘왕관으로 씌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

스의 개념에 의하면, 중세 시대에 신앙은 신학과 동일시되었다. 

실제로 이런 해결책은 두 개의 별개 신앙에서 나온 개념을 종합

한 것이다. 신앙은 자율적이고 자기충족적인 학문을 기독교 신앙

으로 둘러싸 신학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에서 신학은 학문의 여

왕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교회의 위계질서라는 능력에 의해 이런 두 종류의 지식(자연과학

과 신학)이 종합된 긴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교회는 신

학의 도움을 받아 논쟁거리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갈릴레

오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좋은 예다. 교회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실수는 

지금까지도 교회의 명성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로마 천주교 전통에서 ‘학문의 여왕으로서 신학’ 모델은 여전

히 유효하다. 이런 자연과 은혜의 종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

되었다. 아마도 교회의 위계질서가 이것을 보장해온 것으로 보인

다. 천주교 내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가 감소했다는 사실도 아직까

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계가 가진 신비로운 특성을 존중함

으로써 교만해지는 경향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학문과 영적 

열매가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면 과학자는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판 

데 뵈컬A. Van de Beukel 교수의 책 《사물들은 나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Dingen hebben hun geheim》에 아름답게 기술되어 있다. 

창조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 충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과학적 그리고 학문적 지식은 제한된 지식이다. 많은 과

학자들 및 학문적인 연구자들은 환원주의자들이며 창조에 있는 

기적적인 실재들에 대해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나타

난 기적들을 배척한다. 사실 자연과학은 그 구조 자체가 특별한 하

나의 학문 분야로, 이러한 기적들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말할 수 없

다. (자연)과학적 지식은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지식이다. 기적은 하

나님의 특별한 행동과 관련 있지, 일정한 물리적 법칙과는 상관없

는 독특한 사건들이다. 창조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

으며 오직 신앙으로 이해된다. 우리를 둘러싼 창조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은 열려 있으며,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탐구할 수 있다. 따

라서 과학과 학문적 사고는 그 자체의 한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제시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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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의 관점 바깥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발전

되었다. 기독교 신앙 또는 신학을 과학 및 학문적 지식의 건물 위

에 이층구조로 덧붙이는 것은 단지 틈새를 막는 땜질에 불과하다. 

이런 여왕은 사실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학문과 신앙은 두 개의 다른 세상이다

‘학문의 여왕으로서 신학’이라는 입장 및 그와 비슷한 종류로 

‘과학에 덧붙여진 증거로서의 신앙’적 접근에 이어 학문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된 독립 영역으로 보는 대중적 입장이 있다. 이런 관

점은 이층구조가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물인 셈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상가들은 학문과 신앙을 두 개의 독립된 

삶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학문 세계 옆에 기독교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체적

으로 특징짓고 있다. 이런 분리는 경제 및 정치적인 영역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이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활동을 예약하고, 나머지 

시간이나 활동들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효과적으로 사유화되었다. 

이런 분립은 기독교 학자들에게 두 세계를 두 개의 진리 기준

지는 교회 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학문을 보완하는 신앙

개신교 전통에서도 이런 종합적이고 이층구조적인 사고가 발

견된다. 개신교 내에서도 신학은 학문의 여왕으로서 과학적인 이

슈들에 대해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다. 물론 교회적 권력이 부족해 

이런 종합이 매우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지만, 이런 종합 자체는 

매우 중요하게 남아 있었다. 많은 개신교 학자들은 별다른 비판 

없이 이런 중립적인 ‘학문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

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충한다. 가령 과학적 진화론이 많은 사람

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사람들은 그들의 학문 분

야에서 이런 관점으로 일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들은 동시에 하

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을 견지한다.

‘증거’의 의미로서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진지하긴 하지만, 내

가 보기에 이런 입장은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없다. 신앙을 전하는 것

을 ‘불신앙적’ 학문 또는 이론관 위에 ‘소스’처럼 덮는 것은 설득

력이 약하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과학적 진화론은 자연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신앙적 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신앙에 대한 정당한 대접이 아니다.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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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적 사고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관한 세 번째 입장은 ‘근본주의적 사고’

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신앙과 학문을 통합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대학에서 과학과 학문적 연구

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도 내가 보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가령 여기서 원리란 정확

히 무엇인가? 이것이 진정 기초적인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과

학적이고 학문적인 원리로 번역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사실 여러분은 어떤 출발점을 선택했으며, 

모든 것이 그에 의존한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일어났

다. 과학 및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성경적 또는 개혁주의적 원

리들을 분명히 규명하고자 했으나, 이 원리들이 나중에는 의문시

되고 심지어 실제적으로는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접근 때문에 대학 수준에서의 기독교적 과학 및 학문적 노

력들의 이상은 결국 네덜란드에서 전반적으로 폐기되었다.

으로 살고 있으며 그 뿌리에서 양자는 갈등을 일으킴을 의미한다. 

학문적 연구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반해서 존재한다. 서

양 역사에 대한 개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갈등 상

황에서 자주 학문을 (더 낫게 말하면) (자연)과학에 대한 신앙을 더 선

호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 과학 및 학문적 판단의 지배에 따

라 논리적이고 권위적이며 필요하고 불가피한 증거에 근거한 확

실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과 학문적 연구의 분리에 관한 분명한 사례는 가장 오래된 

네덜란드 대학교들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개신교 대학으로 

시작했다. 현재 이 대학들은 인본주의와 비기독교적 사고의 아성

이 되었다. 서양 철학이 주가 되어 중세 이후 인간의 자율성이라

는 이념을 그 중심 추진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

적 능력을 가진 철학은 모든 학문 분야(수학에서 신학까지)의 배경에

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플라스Laplace는 수학자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수학에 의

해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신학자 루돌프 불트

만Rudolf Bultmann은 자연과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기적 또는 심지

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

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학 및 학문적 연구 작업의 세속화

는 학문의 막강한 문화적 능력을 통해 모든 문화도 세속화시켰다.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분리된 학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 

‘여왕’은 집을 떠나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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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이 생각을 규정한다

신앙과 학문의 이슈 자체가 잘못 형성되었음을 나는 점점 더 

분명히 본다. 이것은 신앙과 학문 자체의 관계에 관한 이슈가 아

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어떤 특정한 학문관을 가진 기독교 

신앙과 현재 인정된 학문 이론들을 신뢰하는 신앙 간의 대조다. 

신앙과 생각은 항상 서로 연결된다. 문제는 어떤 신앙이 생각을 

인도하는가다. 

서양 문화에서 두 믿음 간의 대치는 장기간 계속되어왔다. 기독

교 과학자들 및 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다뤄왔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설정하

려고 노력했다. 자주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좋은 신앙으로) 그들은 

종합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런 종합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 종합 안에서도 신앙적 헌신 간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

으며, 무신론적 과학에 대한 신앙적 헌신이 기독교 신앙을 이기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과학적 그리고 학문적 활동을 

정의하고 구조화하려면 과학 및 학문적 활동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해 그 신앙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은 대안

과학 및 학문적 연구의 기독교적 기초가 가진 특별한 성격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물론 기초

를 형성하는 데 있어 생각이야말로 매개적 행위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의 수단으로 기초를 놓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과 신앙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자칫 신앙을 어떤 정적인 것으로 간주해, 어떤 문장들과 

규칙들로 형성되어야 하며 그 결과 이 신앙을 따르는 생각은 건

전한 것이라고 간주할 위험이 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전제에 집

중함으로써 기독교적 과학 및 학문 활동과 비기독교적 과학 및 

학문 활동 간에 차이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전제

의 수준에서 우리는 기본적 차이를 보긴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

아 있다. 그렇다면 원칙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초에서 따

라야 할 생각 모두에서 생각과 연구를 위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

인가?

이 장의 앞부분에서 나는 과학적 진화론 및 과학적 창조론이 

그 전제가 다르긴 해도 둘 다 과학적 이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적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둘 다 열매 

없는, ‘근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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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철학적 전통이 믿어왔듯이 생각 그 자체(이성)가 아니라 마음

이다. 그 마음에 인간의 신앙과 생각의 통일성이 있고, 신앙과 과

학적・학문적 활동(그리고 따라서 기술도) 간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마음과 머리 및 손의 통일성은 성취하고 유지하기

가 쉽지 않다. 흔히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진다. 그리스도인들도 

분열된 삶을 살기가 매우 쉽다. 즉, 우리 안에서도 다른 신앙적 헌

신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좀 더 설명해보

겠다. 

신앙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작용한다. 우리가 신앙

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의 종교적 내용은 우리 마음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찾는 것이 명백하다.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구체적인 활

동, 실제적인 삶 그리고 비과학적・비학문적 사고 및 지식을 인도

한다. 명백히 전과학적・전학문적 생각과 지식은 신앙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 신앙은 전자를 초월한다. 과학적・학문적 생각은 다시 

비과학적이고 비학문적인 생각과 지식도 전제하며, 나아가 신뢰 

또는 신앙에 의해 인도되고 자극을 받는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는 

인간 경험의 중심이다. 다시 말해, 신앙은 경험, 실제적인 삶과 생

각 및 과학과 학문적 활동까지도 인도하고 규정한다. 신앙의 인도

를 받아 다양한 인간 활동들이 개현되며 열매를 맺게 된다. 아무

도 신앙 없이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과학과 학문적 활동에 국한시켜 생각해

개혁주의 철학의 약속

개혁주의 철학의 전통은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1894～

1977) 및 볼렌호번D. H. Th Vollenhoven(1892～1978)의 뒤를 따라 기독 

신앙 및 대학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학과 학문적 영역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런 전통에서 우리는 신적 

계시의 빛 아래 어떤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며, 어떤 비전에서 과

학 및 학문적 활동이 일어나는지 전제하면서 철학적 활동을 한다.

기독교 신앙과 과학적・학문적 사고는 두 개의 다른 인간 활동

이며 서로 환치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

처럼, 신앙은 과학적・학문적 사고로 설명될 수 없다. “믿음은 바

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나 신앙

과 생각에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양자가 서로 배

타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나는 믿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 모두 같은 한 사람의 행위다. 여기서 ‘나’는 모든 인간의 종교

적 중심인 마음에 있으며, 이것은 신앙과 생각(그리고 행동, 따라서 기

술적 적용을 만드는) 간의 연결점이며 집중점이다.

이 마음은 성경적으로 말해 인격적인 인간의 중심이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을 치셨다(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잠 4:23). 마

음을 갖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삶의 닻을 의미하며 신앙, 

의지, 생각 등의 모든 표현을 형성한다. 인간의 중심은 따라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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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신앙

최근 서양의 학문적 전통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신

앙이 더 힘을 얻는 것을 본다. 그리스 시대 이후 그런 신앙은 철

학적이거나 과학적・학문적 사고와 연결되어져왔다. 구체적으로 

실재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마음의 기본적 신뢰가 중심이긴 하지

만 점점 더 과학적・학문적 사고가 추상 및 논리적 체계로서 대체

되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 삶의 ‘과학화’라고 부

를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 닫힌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

도한다.

이런 서양의 현대적 사고의 기본 특징은 진리에 대한 추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리는 하나의 이론적・과학적・학문적 진리가 

되었다. 이런 이론적 진리는 그 보편성이라는 주장 때문에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인간은 자율성 사상과 그들 자신의 위대함을 과학

적・학문적 담론으로 투사시켰다. 모든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주장

의 상대성은 간과되었다. 절대적 주장이 승리했다. 사람들은 과학

적・학문적 지식의 설득력 있어 보이고 논리적이며, 심지어 경쟁

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면에 자신을 굴복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런 주요 흐름을 서양의 합리주의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론적・논리적・추상적 진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확실히 과학

과 학문적 설명에는 추상화가 따른다. 그런 추상화는 사람들이 그

런 추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더 위험해진

보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과학적・학문적 활동의 사명과 동

시에 최후 경계도 발견한다. 학문에 대한 신앙faith-in-science은 그런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학문적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자주 보는 이유이며, 기본이 없는 그리고 

가끔 위험한 사변의 영역으로 빠지는 이유다. 우리가 본 바와 같

이, 이것은 과학혁명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경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리고 성령

의 조명에 의해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

는 것과 우리 자신의 생각의 규범적 한계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

도록 인도한다. 과학적・학문적 활동은 신앙적 관점에서 수행되

며, 우리 삶의 목적도 전체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과학적・학문적 활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피조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가능성이

다. 이것은 새롭고 가끔 매우 놀라운 것들이 창조 및 역사에서 발

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갈등관계가 아니

다.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규범적인 과학과 학문적인 활

동은 신앙을 풍요롭게 한다!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전능하시고 전

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학적・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

114

◦

115

#3

신앙, 과학 및 기술  갈등전선의 이동

신앙은 과학적・학문적 사고의 경계선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이 신비로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신앙은 ‘과학적・학문

적 진술과 다른 면’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위해 과학적・학

문적 활동을 한다. 신앙은 과학적・학문적 사고를 규정하며 개현

하고 그 활동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위치를 갖도록 그 한계를 정

한다. 

우리는 과학과 학문 활동을 포함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왕이

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고후 10:5).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의 일부다(롬 12:2). 기독교 과학자들 

및 학자들은 그들이 믿음에 있어 지혜롭고, 신중하며, 인내하면서 

사려 깊게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하

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한다(롬 14:23). 믿음 없이 우

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과학과 학문 활동을 포함해 그들의 

특별한 소명과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

과 살아 있는 믿음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엡 4:23). 

과학적・학문적 사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 및 뿌리가 되

시는 삶을 위한 실제적 지혜에 근거하고 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해 생각

해야 한다. 과학적・학문적 활동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다. 이론적 ‘진리’는 절대화된 이론적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

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왔으며, 이제는 죄에 의해 깊이 오염

되었으나,다시 하나님과 화해했으며, 만물이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이런 진리는 과학적・학문적 이론보다 훨씬 더 풍요하다. 이것은 

전적인 인격적 참여를 요구하며, 사실 신뢰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기꺼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완성자로 인정하는 것

인데, 이것은 논리적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

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히 11:3).” 이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적절히 개념화하

는)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 간에 완전히 논리적인 조화는 없다. 신

앙과 과학적・학문적 활동의 주제,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관계

는 생각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과학적・학문

적 사고는 신앙을 지배할 것이며 신앙의 신비를 없애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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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의 내적인 발전은 과학에서 어떤 진리 주장도 최종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과학적 이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과학적・학문적 진리가 최종적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었다. 토머스 쿤Thomas Kuhn도 과학의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과학적 이론들을 

형성함을 보여주었다. 철학자 파이어아벤트Feyerabend도 사회적 

요소들이 과학을 형성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정

부 과학철학자라고까지 부른다.

‘체계적 사고system thinking’의 발흥 또한 과학적・학문적 연구에

서 방법론의 다원성에 대한 공간을 만들었다. 단지 분석적이고 환

원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삽적이고 ‘확산적’인 방법 또한 이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과학이론의 형성에는 놀라운 융통

성이 도입되었다. 날카롭고 건조하며 합리주의적이고 엄격한 사

고는 이제 도전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과학자들 

및 학자들이 직면했던 갈등의 면이 이전되고 있음을 본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 과학적・학문적 지식 자체가 과

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리스도인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전환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동

시에 이런 새로운 불확실성을 이용해야 한다.

과학적・학문적 활동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은 이제 사상의 시장

에서 진정한 하나의 대안이다. 나는 네덜란드 대학교들이 정통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견들

과학적・학문적 활동의 목적과 의미는 한 특정한 과학자 또는 

학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인지될 수 있다. 네덜란드

의 한 비기독교 일간지(NRC Handelsblad)의 과학적・학문적 연구에 

관한 주간 기사를 읽을 때 나는 가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낀다. 

독자로서 나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발전이 자극하는 인간

의 오만함을 관찰한다. 그러나 심지어 과학에 대한 잘못된 신앙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기에 비신자인 학자들도 매우 자주 우

리가 분명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

과학적・학문적 연구의 발견들 및 명제들은 기독교 신앙과 궁극

적으로 통합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과학

적・학문적 활동의 결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놀라움과 감사함은 

증가한다.

갈등전선의 이동, 과학적・학문적 진리의 상대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합리주의자는 아니다. 사람들은 

과학적・학문적 지식에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음을 보게 되

면서 무조건적 합리주의자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가령 하이

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및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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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경제학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본다.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은 과학적・학문적 연구를 경배해 우상숭

배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총

체적으로 기술의 마법에 걸린 대학 및 전체 사회와 부딪치고 있

다. 우리는 그 호감을 주는 마술의 영향 아래 있다! 계몽주의적인 

과학적・학문적 사고의 자율성은 우리 주변의 기술적 성취에서 물

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기술적 또는 기술적 

문화라고 부르며, 이것은 매우 세속화된 문화다.

경건하지 못한 현대 문화는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두 번째 종

류의 갈등전선을 형성한다. 아마도 이성을 신뢰한 것에 대한 대면

이 훨씬 쉬울 텐데,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합리주의의 무

책임한 주장들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관리 및 제어

에 대한 신앙을 비판하는 것은 반면에 특별한 자기비판인데, 왜냐

하면 이것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지배적인 문화적 태도를 정의하

기 때문이다. 

갈등전선의 이동, 통제를 믿는 신앙에서 기술적 사고로

현재 서양에서는, 그리고 동양에서도 점증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신을 어떤 목적을 위해 기술적 합리성을 사용하는 ‘주인이요 지

배자(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가 사용한 용어)’로 본다. 특히 자연과

리스도인들의 공헌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기

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자들 및 신학자들은 좀 덜 그러할 것

이며,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합리주의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자연과학자들 및 다른 학자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분위기

가 더 친근해지고 있다. 최근 다양한 네덜란드의 대학교들이 정통 

개신교나 개혁적 배경의 총장을 선출했으며, 이와 같은 배경을 가

진 교수와 강사들만도 100명 이상이다. 

나는 이들이 의식적으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적・학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주의를 끌 수 있다면 좋

겠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현재로서는 이런 접근이 많은 기

독교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받기보다는 용인되고 있는 정도

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갈등전선의 이동, 이성을 믿는 신앙에서 통제를 믿는 신앙으로

과학적・학문적 이론들에서 최종적 진리에 대한 사상은 의심받

고 있으나 다른 오만한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최종 진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실재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

다고 확신한다. 과학적・학문적 연구의 진리를 결정하는 목적은 

그 유용성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실용주의적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의 전선이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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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명백한 거짓말들이 정보로 퍼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

람들은 인터넷을 ‘청소하기만 하면’ 윤리적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기술적 정신이 생

명을 컴퓨터 코드, 정보의 바이트로 환원시키는 특정한 행동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것

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인간이 기술적 적용에 하루 24시간, 매주 7일을 매여 있을지라

도 인간 전체의 존재는 컴퓨터화한 데이터에 의해 결국 소유되고 

있다. 우리는 삶의 다른 많은 차원들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정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우리 사회의 의미

와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 더 많은 활동들이 소셜미디어 등 온

라인에서 일어날수록 우리가 서로 실제적으로 연락하거나 영적

으로 함께하는 일은 감소한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기술

적 세계관이 점증하는 세속화와 함께 가는 것에 주목한다.

기술적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참여해야 하지

만, 동시에 지구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인식해야 한다. 우

리 모두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종말론적 재난들 또는 멕시

코만의 기름 유출 같은 재난의 위험성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학 및 공학들이 모든 것을 인간의 지배하에 두려는 야망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 그들은 그 결과 사회의 오래되고 새로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상이 특별히 

중요한데, 과학적・기술적 진보에 의해 실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

고 다시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야망은 기술적 제어에 대한 신앙을 증가시켰다. 특정한 

의미에서 단지 기술적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을 실제

적인 것들로 인정했다. 삶과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반성은 

정략적으로 배제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과

거와 비교해볼 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영적 공허감이 우

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을 본다. 이것이 그리 광범위하게 인정되

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사고의 기술적 스타일 또는 기술적인 정신이 우리 문화에 전반적

으로 스며들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생명기술 분야에서 생명현상 자체

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생명의 

기술적 모델은 생명이 그 모든 복잡성과 깊이에 있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기술(유전자 조작 또는 수정

을 포함한)이 너무나 많은 감춰진 곤경들과 타협해야 하는 것은 놀

랄 일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위험은 소위 잘못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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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 가능한 이슈들에 대해 민감해야 하며, 사치하지 않고 오

히려 금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야 한다. 칼뱅이 단순한 삶

을 살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과학 및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과 생각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창조, 그리고 죄와 은혜의 

관점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

용하는 도구와 수단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문화 등 우리의 역사

적 맥락에 의해 정의된다. 서양 문화가 이런 전자 시대에 현대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

로서 그 탑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근처의 이웃으로 살

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미래에 직면한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은 어떻게 이런 바벨 문화 내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

한 문화 변혁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과학적・학문적 사고의 한계를 볼 수 있도록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기술적 사고를 형성하고 거기에 접

근하는 규범적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는 과학적・학문적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정당하게 대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 내가 제시할 유익하고 열매가 풍성한 미래에 관한 관

점을 제공할 수 있다. 

4  기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종류의 윤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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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 큰 주목을 받았다. 델프트공대에서 보고서들이 나왔고,2 

네덜란드 왕립과학원에서도 이 주제에 관심을 쏟았으며,3 몇 년 

전부터는 에인트호번대학도 관심을 보여왔다.4

그 결과 몇 년 전부터 델프트공대의 모든 학생이 윤리 교과목

을 수강하게 되었다. 에인트호번대학도 윤리 교과 필수화를 시험

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리와 기술을 공부하기 위한 

기반들이 이들 대학에 조성되었다. 이런 시도들 모두 너무나 당연

한 것이다. 공학자들은 연구자나 설계자로 일하건, 개발자나 기술 

시스템의 관리자로 일하건, 윤리적 문제들과 마주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델프트공대에서 윤리 교과목이 필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내게 

조심스럽게 내가 가르치는 윤리 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

다. 에인트호번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

르치는 윤리와 기술 교과목에서 개혁주의 철학의 관점을 특별히 

강조해 차별화된 과목을 만들었다. 학교 측도 내 결정에 동의했

다. 나는 이렇게 된 것이 기뻤는데, 이전에 나는 내가 일반적인 대

학 수업에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일반 대학 수업에서는 기술적記述的 

윤리를 더 강조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델프트 보고서나 수업 교과서에는 윤리를 

다룰 때 어떤 규범적인 입장도 권위적인 것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다. 거기에는 실질적인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개인적인 이야기

개혁주의 철학협회를 대표해 강의를 해온 32년의 세월 동안 나

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현대 철학의 흐름들, 과학

철학, 그리고 문화철학을 다루는 데 마음을 쏟았다. 이 직책을 맡

은 이래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기술의 윤리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기술의 윤리는 네덜란드의 다른 대학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는 이들에 의해서도 점점 더 많이 제기되어왔다. 1986년에 나온, 

당시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 리천Ritzen의 《윤리와 과학 연구에 대

한 정책서》에 영향을 받아 네덜란드의 공과대학들에서 기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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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가 박혀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근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사람

들은 그렇게 마술적인 발명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힘들

어한다. 근대의 핵심에는 기술적 진보에 대한 일종의 조용한 숭배

가 있는 듯하다.

사실 기술적 적용은 훌륭하고 신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오늘날 현실에 대한 기술적인 세계관의 독점은, 모든 

것을 통제와 관리의 마음가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술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점점 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그 문제는 환경의 오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숫

자와 화면에 맺힌 이미지로 환원하는 경향, 그리고 그로 인해 생

기는 깊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생태

적이고 녹색친화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무비판적인 기술옹호론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이 영

역에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환경을 위한 윤리, 경제 발전

의 윤리, 경영윤리에 대해 읽지만 기술의 윤리에 대해서는 거의 

읽지 않는다. 내 생각엔 기술윤리가 모든 다른 윤리의 근본이 되

는데도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주의 철학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는 기술의 

윤리를 구성하라는 도전에 응할 필요가 있다. 

만 있을 뿐이다. 이 접근에서 세계와 삶에 대한 관점들world-and-life-

views은 피상적이고 기술적으로만 제시된다. 불명확하고, 불투명

하고,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가 제시된다. 그러나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다 보면, 제시된 윤리는 숨어 있던 충돌 지점

들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 충돌은 서로 다른 세계와 삶의 관점

들로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확신들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지점

에서 개혁주의적 관점이 요구된다.

이 대학들에서 많은 강사들이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하지만, 그

럼에도 공통된 문제들이 제기하는 도전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

을 보면, 나의 이런 확신은 더 커진다. 더 나아가 기술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통의 기반이 많다는 것과, 우리가 기술을 통해 

우리 공동의 사회에 장기적으로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표면 아래

작금의 기술 발전은 처음에 보기에는 상당히 유망한 개념들을 

많이 성취했고, 미래를 위해 잠재적으로 유망한 발전을 많이 이뤘

다. 그러나 우리는 최면에 걸려 초래될지도 모르는 실제 위험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가? 나는 현재의 서구 문화에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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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술 환경이다. 근대 기술이 없으면 여기 지구 위의 인간 존재

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기술과 세계 경제생활의 관계는 떠들썩하고도 강력한 발전을 

경험했다. 이제 그 둘은 서로 강하게 엮여 있다. 그래서 내가 기술

의 윤리에 관심을 갖자고 요청하지만, 기술의 윤리는 경제의 윤리

와 완전히 구별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 모두 

기술적인 마음가짐, 즉 기술의 틀거지와 사고방식에 의해 서로 묶

여 있다.

기술을 둘러싼 행복감 아래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역사상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기술의 윤리를 정식화하려는 노력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기술의 유익

우리 시대를 수세기 전과 비교해보면, 근대 기술은 서구 사회에

서 엄청난 유익을 가져왔다(동양에서도 점점 더 그러하다). 기술을 통해 

사람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다. 하수 처리와 물 정화 시스템으

로 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계화, 자동화, 로봇의 사용 등

으로 사람은 심한 육체노동이나 반복적인 노동에서 벗어났다. 경

제와 새로운 기술의 연결은 전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안녕을 가져왔다. 인터넷은 유용한 정보를 끝없이 공급해준다. 가

장 비현실적이었던 꿈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기술의 윤리가 필요하다

과학에 의해 형성된 근대의 기술 발전은 역사적으로 서양의 유

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났다. 이 전통이 책임 있는 기술 적용의 

윤리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는가? 이것은 시급한 물음이다. 유대 

기독교 전통은 기술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지난 천 년 동안 이어진 전통적인 장인의 기술은 그 

자체로 특정하고 제한적이고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사

람들 간의 관계와 인간의 규모를 가졌다는 특징이 있었다. 일반적

으로 그런 장인의 기술이 낳은 부정적인 영향은 통제할 만한 수

준이었다. 나아가 그 기술이 통용되던 문화 자체의 틀을 만들거나 

구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일부였다. 장인의 기술은 

자연의 질서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

적인 상황에서 기술의 윤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기술 문화’

우리는 한 세기 전과 비교해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근대 기술은 놀랄 만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제 기술은 우리 사

회에 스며들어 인간 사회를 역동적인 기술적 운동으로 구성해가

고 있으며 세계적인 시스템이 되었다. 근대 기술 덕분에 어디서나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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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문제들에 더해,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사용은 그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의 ‘면대면 접촉’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상호 소원해지고 외로

워지고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유토피아의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취약한 기술

아직 더 있다. 큰 규모의 기술 발전은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사

실이 거듭 밝혀져왔다. 인간의 실수나 기술적인 처리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부딪히게 된다. 체르노빌 사고나 보팔의 화학공장 참사, 큰 혼란

을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파괴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그 대

표적인 예다. 우리 사회를 계속 병들게 하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은 서양의 문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충분히 잘 보여주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근대 기술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결론은 과거의 인류가 자연의 힘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

면, 오늘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통제를 벗어난 근대 기술의 위

기술의 악몽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 시대에는 기술의 어두운 면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술의 악몽은 밤에 자꾸 우리를 깨운

다. 아니, 깨워야 한다. 악몽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자.

•세계 모든 곳에 핵폭탄의 위협이 있다. (북한을 보라!)

• 방사능 폐기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한 장소들에 계속 쌓

이고 있다.

• 모든 대륙에서 경작 가능하고 비옥했던 땅들이 사막화되고 

있다.

•식량 생산이 모든 곳에서 감소하고 있다. 

•원자재가 과도하게 사용되며 계속 없어지고 있다.

•많은 식물과 동물 종들이 멸종했거나 멸종하고 있다. 

•세계의 숲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채워지고 있다. 

•청정 수역이 점점 소금물이 되어가고 있다.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 

•공기오염이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다.

•지구 환경의 온난화가 주로 인간 때문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살아 있는 것들, 곧 식물과 동물,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 조작

이 위험스러울 정도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구에 사는 생명 자체에 안전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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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에 대한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동

의하는 비전도, 작동할 만한 합의점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원성과 관계해야 하는데, 이 다원성은 흩어버리는 것이지 묶어내

는 것이 아니다. 혹시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비전

들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에 공통되는 핵심 경로를 발견할 수 있

을 것인가? 

배경

일반적으로 기술 시대의 문제와 위협에 대해 다룰 때 사람들

은 그 논의를 표면적인 현상에 한정하곤 한다. 그 표면 아래 있는 

역사적 전개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성찰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 

나는 현재 서양 문화에서 주도적인 사고의 패턴을 기술적 사고

방식technical mentality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에 관

심을 기울이면 이런 사고방식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재가 창조되었다는 믿음, 그러니까 

창조자에 대한 믿음은 기술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점점 시야에

서 사라져버렸다. 역사적으로 기술적 사고방식은 인간 사상가의 

자율성이나 자기충족성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1561～

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기술 진보는 병

적인 범죄자의 손에 들려진 도끼”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

게 잘못된 길로 가버린 기술적인 조치들에 대한 통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가? 윤리적 도전은 이

제 충분하다!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윤리학’이라는 말로 우리가 진정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

인가? 우리는 학문 분야로서의 윤리학이 다루는 주제들이 선이나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

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의 윤리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 안에서 혹은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이 무엇이

고 책임 있는 인간 행동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나는 윤리학을 분리된 학문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다학제적이

고 융복합적인 소명으로 본다. 이는 인간이 현실의 모든 규범적 

측면에 대답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인간임이 무엇인지, 옳음과 책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세계에서 기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는 물음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학의 기반들, 철학적 

비전의 차이,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이런 차이들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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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실재를 인간에 굴종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그의 야망과 

기대였다.  

데카르트는 기계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

는 자연을 기계의 집합이요 기계장치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데익

스터하위스Dijksterhuis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를 통해 서

양의 세계관이 결정적으로 기계화되었다고 하는 이유다. 데카르

트는 “자연은 기계다. 우리가 시계나 자동 기계장치를 충분히 가

까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결

론적으로 우리가 자연의 힘이 작동하는 법을 알게 되면 자연은 

계산 가능하고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인간

은 ‘자연의 주인이며 소유자maître et possesseur de la Nature’이기 때문

에, 우리는 자연 위에 군림하고 자연을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식물이나 동물이 바뀔 수 없는 그 자체의 고유한 성

격이나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조작할 수 있는 물건 혹

은 기계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이것들’을 조작해 이런저런 방식

으로 유익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재는 달리 이해

되지 않고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인간이 수행하는 기술적인 사용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지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데카르트의 이런 개념이 생

명산업과 유전자 변형 및 조작에 적용되고 있음을 본다. 기술적 

1626)을 살펴보자. 그는 ‘근대의 나팔수’라 불려왔다. “아는 것이 

힘”이라거나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같

은 말을 하면서, 베이컨은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

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했다. 자연은 인간을 섬기는 노예가 될 것

을 강요받는다. 베이컨은 우리가 물질의 숨겨진 구조와 비밀스러

운 작동에 대해 완전한 통찰을 갖게 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

연의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컨은 자신의 계획에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우리는 베이컨이 자신감과 교만으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호이카스Hooykaas의 주장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그의 유토피아인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베이컨은 

이상적인 사회를 묘사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권력이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 있다. 그들이 진정한 진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

다. 그는 인간이 이룬 과학과 기술적 적용들의 발전은 신의 창조 

역사의 모방이라고 말한다. 성경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은 미래

에 일어날 이 세상의 인간 진보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다. 심지어 

우리가 과학과 기술적 적용들을 통해 타락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구속적인 모티프는 창조 모티프로서

의 기술적 사고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제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René Descartes로 옮겨가보자. 그

는 ‘근대 서양 사상의 아버지’라 부를 만한 사람이다. 데카르트는 

합리적 사고란 자연과학과 기술적 과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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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적이고 프로메테우스적인 계몽주의의 인간은 자연과학의 

성공적인 개발에 힘입어 스스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자

신과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도구적 과학 이외에 

아무 규범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과학적・기술적 방법

으로 무제한 조작하려는 노력이 수행된다. 과학적 사고가 권위주

의적 역할을 하는 것은 모든 비과학적 권위가 무력하다는 선포가 

내려졌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

님과의 확실한 절연을 본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과정 전체가,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의 

용어를 빌리자면 ‘기술의 이데올로기’라 부를 수 있는 것에서 절

정을 이룬다. 이 이데올로기는 스스로 가림막을 쳐서 사물에 대

한 전체적인 조망을 가로막는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들에 

대한 물음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배제된다. 그 물음들이란 

기술 발전의 배경, 근원과 목적, 근본 동기, 기술을 위한 규범에 

대한 것들이다.

기술 종교

데이비드 노블David Noble의 《기술 종교The Religion of Technology》에

서, 우리는 기술적 ‘지상천국’의 도래를 기대하는 놀라운 사례를 

발견한다. 그는 르네상스 이래 사상가들이 인간이 기술 발전을 통

사고방식은 언제나 더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헤맨다. 20세

기의 철학자 슈펭글러는 이를 간결하고 힘차게 표현했다. “기술의 

사용은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다. 기술은 성자처럼 삶을 구속하

고, 성령처럼 그것을 성스럽게 만든다.”

램프 밖으로 나온 지니

지니가 램프 밖으로 나오면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기술적 사

고는 한번 지배적이 되면 멈출 수가 없다. 기술은 하나님이 창조

한 실재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갖는 특징인, 꿰뚫을 수 없는 비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사고는 늘 불안정하고, 계

속해서 실재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사실 이 사상은 실재

를 거대한 기계로, 요즘 말로 하자면 거대한 정보의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잴 수 있고, 무게를 달 수 있고, 셀 수 있으

며, 따라서 기술적으로 운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기술 문화가 이전에 없던 규모로 세속주의와 영

적 공허함을 동반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근

대 기술의 적용과 자율적・개인적 자유의 가면 뒤에 영적 공허함

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근대의 ‘기계 안에 있는 

유령’인 ‘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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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새로운 기술 발전(모든 새로운 발견과 발명)은 이 세계관을 더욱 역

동적으로 만들고 그 헤게모니를 강화한다.

그러나 사실 기술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한다. 기술적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일종의 윤리적 틀로, 규범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동기, 가치, 규범이 기술적 사고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이

다. 자연과학에 의해 결정된 것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

실이 바로 진짜 실재다. 기술적 사고방식은 서양의 문화에 흥미로

운 방식으로 적용되고 그 색깔을 결정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도 이 사고방식에 의해 각인되고 구성된다.

이 세계관은 기술의 발전에서 도출되었지만 기술적 적용의 영

역 밖에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환경과 

관계 맺는 것뿐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가 그것에 의해 모양 지어

진다. 우리 모두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기술적 사고방식의 공기를 

숨 쉬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부적절한 윤리 교육 

기술적 세계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했던 문제들의 숨은 원

인일 뿐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해

답을 찾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현재의 접근 대부분은 통제되고 

해 일종의 신이 될 수 있다는 대담한 야망을 피력해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주

요 공동 구원자라는 사상에 연결되었다. 이 세계에 악의 영향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과학 영역의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본래의 낙원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기술적인 

인간이 바로 새 아담인 것이다. 사물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시작

해, 기술 발전의 종교는 기독교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것이 되었다. 

노블에 따르면, 이 기술적인 ‘지상천국’에 대한 기대는 기술 발

전의 첨단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우주 전문가, 인공지

능 연구자,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상현실 개발자, 유전자 변형 관계

자들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보여준다. 공

간과 시간의 구분은 없어졌다. 인간은 기계를 통해 영생을 얻고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사이버 시대에는 편재하게 될 완벽한 마음

을 추구한다. 유전자 변형은 재창조된 새로운 인간성을 보장한다.

기술적 세계관

기술적 사고방식을 특징짓는 절대화 때문에 실재의 실체가 되

는 중심이 없어졌다. 기술적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시되거

나 잊혀진다. 서양 문화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 중독되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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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과 자연의 문제들은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존이라는 주제

와 무관하게 언급된다. 

기술적 세계관과 그것에 맞춰 따라가는 윤리는 이 지점에서 우

리를 버린다. 이것은 우리가 종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이

야기할 때 특별히 확실해진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종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단 한 세대 만에 종의 수가 절반

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실재에 대한 기술

적 관점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불가능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상은 미래 세대에 공급해야 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세대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왜 지속 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가? 

지배적인 기술적 세계관은 관리와 통제의 모델을 사용해 오늘

날의 경제를 지배한다. 성장은 필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류 모두와 지구 전체를 위한 

지속 가능성은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물론 환경과 관련된 기술적 적용들을 매개로 해서라도 환경 문

제를 제기한 것은 긍정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언제

나 기술의 경제라는 틀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후속적인 정책

들에 의해 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소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도로를 만들고 

제한 속도를 시속 130킬로미터로 올려버린다. 우리는 계속 착취

자, 오염자, 약탈자로 남는다.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해 위험을 피하는 것을 변호하는 데 그

친다. 이를 나는 극단적으로 기술적인 형식의 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윤리학이 순진한 기술들의 연속이 되어버린다. 이 ‘관리와 

통제의 윤리학’은 원하지 않는 현상들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인간이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기술적이고 종말

적인 거대한 혼란(앞에서 언급한 목록을 기억해보라)은 거의 인지하지

도 못한다. 

기술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위대한 계명은, 가능한 

한 최대로 효과적이고 최대한 기술적으로 진보하라는 것이다. 둘

째는 이것이니, 최대한 효율적이고 싸게 하라는 것이다. 이 두 가

지 계명에 모든 기술적・물질주의적 문화가 달려 있다. (마태복음 22

장 35～39절을 패러디한 것이다.)

우리는 기술적 사고의 그물에 걸려 있다. 우리가 기존의 기술적 

곤경에 적응하려고 계속 애쓰는 한, 정말로 다른 동기와 가치, 규

범, 윤리적 준거ethical moorings를 채택하는 실재에 대한 다른 근본

적 비전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려되지 않는 지속 가능성

우리의 집인 환경과 지구는 어떠한가? 기술적 사고를 따라 물

질적 가치와 규범이 진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문화를 지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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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경험으로의 전환과 포스트모더니즘

이쯤에서 최근에 기술철학 내에서 발전하고 있는 소위 ‘경험으

로의 전환empirical turn’을 간단하게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6 

이 ‘전환’은 하이데거와 엘륄 같은 철학자들에 반대하는 것인데, 

옳은 방향이다. 하이데거와 엘륄은 기술적 적용의 발전이 자율적

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하는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지만, 실상 그 비율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

에 작금의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경험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학자들은 이 생각에 반대한다는 점

에서는 옳다. 하이데거나 엘륄 같은 학자들은 실재 기술적 적용의 

활동 중 특별한 문제들, 소위 개별 ‘사례들’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기술 발전 전체의 특징을 뽑아낸다. 그러나 기술적 적용의 구조적

인 발전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전체로서의 실재 안에 기술을 위

치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기술적 적용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이 학

자들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영역들에서 윤리적 

문제의 시급성은 다 동일하지는 않다. 기술적 적용에 대한 개혁주

의 철학의 접근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사물들을 정당하게 다루려

고 노력한다. 하이데거나 엘륄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

술적 적용이 자율성이라는 사상은 기술을 거대하고 제압할 수 없

는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설 자리가 없다. 개

오늘날 인기 있는 미래관은 기술을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기

대에 여전히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삶의 목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

은 기피되고, 실재는 관리 가능하고manageable 통제 가능한 것으로 

환원된다. 기본이 되는 원칙은 기술적 구성의 이미지다. 기술적 

구성은 계속 힘과 영향력을 얻고, 그 구성 안에서는 우리를 둘러

싼 실재가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 도구적인 가치만 갖는다. 이런 

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그들이 인간을 위해 과학

적・기술적으로 사용될 때 갖게 되는 ‘물질적 사용’이라는 관점에

서만 보이게 된다. 심지어 인간마저 조작과 개선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는 이 상황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확실히 한계가 없는 것 같은 물질적 힘의 확장으로 인

간은 강력한 배의 선장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배는 철

과 강철로 만들어져서 배 안의 나침반 바늘이 더 이상 북쪽을 가

리키지 않고 철 덩어리인 배 자신을 가리킨다. 이런 배를 가지고 

정상적인 항로를 결정할 수는 없다.”5

서양 문화는 나침반 없이 바다에 버려진 신세임을 깨닫게 된다. 

기술적 힘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재난도 함께 

엄청나게 증가했다. 기술의 진보는 그 주인인 인간과 지구 자체를 

적대하게 되기 쉽다. 이런 위협들은 잘 보이는 것들, 즉 바람직한 

기술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힘 아래 감춰져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윤리적 환원주의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



◦

144

◦

145

#4

기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종류의 윤리

들(나무)에만 일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 전체

의 움직임(숲)을 보지 못한다. 기술 발전에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

의 영향만 분석하다 보면, 더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공통의 동

기를 놓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분석은 피상적이고 일관성이 결

여되고 만다.

특정한 ‘사례들’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통찰의 깊이는 그것

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철학적이

고 윤리적인 성찰에서 그것은 개별적인 기술 현상의 윤리를 다루

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이미지, 에토스, 동기, 가치와 규

범을 통한 포괄적인 윤리적 접근이다. 그 바탕 위에서 어떤 기술

적 적용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실용적인 문제로의 전환은 이

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점점 더 파편화되는 전문화는 파

편화된 사고를 부추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작은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

특정한 기술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핵심적인 것으로부

터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다. 핵심적인 것이란, 우리 문화에서 일

어날 수도 있는 방향전환과 사고방식의 전복에 대한 윤리적 물음

들이다. 이것은 관련된 동기, 목표, 가치와 규범이 더 광범위한 수

준으로 드러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잘 알려진 슬로건을 

이용해 다시 표현하자면, “전체적으로(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개

별적으로(지역적으로) 행위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주의 철학은 이런 식의 접근을 거부한다. 

또한 기술적 적용이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에서 일어난다는 사실과, 여러 집단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옳다. 각 집

단은 기술의 발달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 중 어느 하나

도 이 발달 자체의 연속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는 않다. 

나아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한 이데올로기적・역사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배경이 당면한 윤리적 문제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하는 철학자들

이 이 이슈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개별 ‘사례들’

을 조사해 미래를 ‘어림짐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들 철학

자들은 문제의 뿌리와 그 문제들 간의 일관성을 발견하려 노력하

지 않는다. 증상을 가지고 다투는 바람에 문제는 그냥 바뀌기만 

할 뿐이고, 모든 문제의 공통된 기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윤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철학자들은 그들이 제시

한 실용주의적인 해결책과 함께 여러 형태를 가진 끝없는 ‘기술의 

미로’에 갇혀 있는 셈이다.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그 모든 다양성을 가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할 때에만 실제적인 사례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

다. 필요한 것은, 기술의 일반적인 기본 구조와 개별적인 특정 기

술 현상들 모두를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다. 이 둘 중 한쪽으로만 

기우는 것은 다른 쪽에 공평하지 않다. 경험주의자들은 개별 문제



◦

146

◦

147

#4

기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종류의 윤리

부적절한 ‘사례 연구’ 접근

‘사례 연구’ 기술윤리는 큰 그림을 보는 데 실패한다. 왜 그런지 

보여주는 예는 많다. 그중 네덜란드의 환경과 관련된 사례 하나만 

제시하겠다. 

환경기술의 도움으로 온실에서 작물을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기르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네덜란드에서 널리 퍼진 사업이다. 

농부들도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데 동의한다. 미시적 수준, 즉 

특정 온실의 차원에서 보면, 과거와 비교해 뚜렷한 진보가 확인된

다. 그러나 한 장소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관련된 

부가비용을 치르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그 말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이고, 이는 화석연료를 더 태워야 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환경의 상황은 이

전보다 더 나빠진다. 기술의 윤리에 대한 비전이 개별적인 기술 

문제만을 다루는 데 그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주론적 결핍과 윤리적 결핍

이제 이 장의 주요 주제로 돌아왔다. 나는 앞에서 현재 서양에

서 인기 있는 세계와 삶에 대한 관점이 계몽주의의 정신과 이데

올로기에 의해 자라났다고 말했다. 물론 계몽주의 덕분에 여러 가

포스트모더니즘   

소위 ‘경험으로의 전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잘 어울린다. 포스

트모더니즘은 거대한 계몽의 내러티브에 대한 반대로 일어난 것

이고, 근대 기술의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

은 기술적으로 비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그 근원

인 계몽주의를 배반한다. 그런 점에서 기술은 하이퍼모던이라 해

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의 변증법 중 한 가지 축을 강조한

다. ‘경영과 통제management and control’의 축에 반대해 자유의 축을 

선택하고, 보편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파편

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을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것보다 더 많이 

제시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재에 대한 일관적인 비전이 결여

되고 윤리적 상대주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경험으로의 전환’과 공

유한다. 포스트모던 철학자 리오타르 Jean-François Lyotard가 말한 대

로, ‘거대 내러티브’에서 활동의 좁은 길로 관심이 옮겨간 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경험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한 기술적 

적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기술의 윤리에 기여하는 바

가 적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경험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내

가 명명한 지배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례 연구’ 기술윤리를 별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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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를 계몽하기

주변에서 우리는 근대의 정신이 거침없는 기술 발전과 일치되

는 것을 본다. 서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계몽주의의 

모티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 아래를 보면 서구 문화는 

오래된 계몽주의가 천착해온 완전한 자유에 대한 믿음과 기술적 

관리 및 통제의 절대적 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진다.  

‘계몽Aufklärung’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

에 대해서는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이미 고전적인 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계몽주의의 해방된 인간은 그 위에 어떤 권위도 인

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히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라.” 칸트

의 정언명법은 과학적 지식에서의 성장이나 의지의 즉각적인 행

동에 의한 해방의 요청일 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통해 인간 삶

의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용감한 결정에 대한 요청이다. 

이성은 힘의 도구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 자기의 욕망에 따라 세계를 재창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열망은 그것이 실현되면서 초래된 재

앙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 시대 모든 종류

의 문화철학에는 이 ‘계몽주의’의 명백한 약점에 대한 비판이 포

함된다. 사람들은 도구적 이성이 파괴적인 영향을 내포하고 있으

지 좋은 것들이 생겨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많은 악도 계몽주

의에서 초래되었다.

나는 기술적 적용에 대한 우리 시대의 대중적인 관점이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우주론적 결핍과 윤리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고 본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실재의 다양

한 측면, 깊이, 일관성, 완전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재는 과학적・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로 환원된

다. 이것은 실증주의적인 우주론 혹은 기술적 우주론이다. 그리고 

우주의 신적 기원에 대한 의존과 지향, 즉 모든 것의 초월적인 지

향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이 우주론적 결핍 외에 우리는 윤리적 결핍도 경험한다. 인류를 

둘러싼 실재는 유용한 대상으로서 조작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윤리적 결핍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결여다. 예를 들어, 동물

들은 인간에 의해 기술적으로 역할이 결정된 ‘생산자’가 되어가고 

있다. 치료와 번식을 위한 인간 복제에 대한 생각 역시 이런 기술

적 세계관에 잘 들어맞는다. 

독일 철학자 슬로터다이크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있어 계몽주

의의 영향은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 충분해질 수도 없다고 주장한

다. 인간을 유전자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슬로터다이

크는 말한다. 그걸 최대한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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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만큼은 충실하게 지켜낸다. 

개혁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우리는 계몽주의의 삶의 철학에 대

한 근본적인 비판의 전통에 선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자율성

을 주장하면서 지적 자만과 권력에의 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몽 이전으로 돌아가서 근대 이전의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이 비전의 파괴적인 결과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윤리적으

로 매우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계몽주의의 우주론적・윤리적 결핍이 해소될 수 있을까? 그렇

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기되는 대안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

다. 나는 로르모저Günter Rohrmoser와 함께 ‘계몽의 계몽’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것을 성경 <시편>의 언어로 표현하면, “주의 빛 안에

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36:9).” ‘계몽주의’ 자체가 계시의 신적

인 빛으로 계몽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이 만드는 낙원과 기술이 

만드는 지옥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 딜레마를 초월하

는 다른 길을 따를 수 있다. 하이젠베르크가 사용했던 배의 비유

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선장이 배를 바른 항로에 다시 올려놓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자신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 문화’는 기술 밖에 있는 영원한 관점에서 평

가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는 창조된 실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이 실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음도 알

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다. 기술은 더 이상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

다. 이 권력은 잔인하게 인간을 구속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

를 위협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그

들의 시작점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몇몇은 ‘계몽주의’가 의미

하는 것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보강을 하려 했다. 예를 

들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추

가적인 설명과 계몽주의의 심화를 원했다. 하스테드Heiner Hastedt 

같은 사람들은 ‘계몽주의’의 프로젝트를 더 넓게 확장시키고자 했

다. 그들은 ‘계몽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 

윤리와 기술 시스템에 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가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심히 수정하려 노력하면서도 이들 사상가들은 절대

로 과학적・기술적인 인간이 자율적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

다. 그 자율성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성을 이용해 

더 풍성하고 넓은, 다면적인 합리성을 확보해 더 많은 영역에 적

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세계관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변

형되지만,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고수한다. 형이상

학적이고 영적인 물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시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이런 물음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제2의 계몽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도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계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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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우주론은 우리

가 지적한 우주론적 결핍과 지배적인 기술적 세계관의 결과인 윤

리적 위기를 원칙적으로 해소한다. 

하나님이 창조된 질서에 내밀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랑으로 특

징지어진다. 그의 신적인 실재,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개입하는 것, 그리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그의 명령을 받아들임

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온 윤리적인 결핍이 지적될 수 있고 

새로운 태도와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인간을 위한 모든 동기와 

명령, 가치, 규범의 중심이 된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사랑의 

명령에 기대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마 22:40). 이 두 가지 

사랑의 표현이 기술적 적용의 윤리를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특히 창조 안에서도 연약하고 부서지

기 쉬운 피조물에게 그러해야 한다. 사랑은 창조된 모든 것과 신

적인 비밀로 싸인 모든 것을 식별하게 해준다. 진심으로 이 진리

에 동의한다는 것은, 기술적 적용을 위한 가치와 규범에 관심을 

갖는 것 외에도 우리가 생태적・사회적 가치로 부름 받았다는 점

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를 우리가 돌보는 책

임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통해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왕국에

서 통용되는, 자유롭게 하는 관점으로 살 수 있다. 이 왕국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 심오하고 종교적인 새로운 탄생과 방향전환

이 기술의 윤리에 희망을 주는 밝은 빛을 비춘다.

우주론적 결핍과 윤리적 결핍의 해소 

실재가 창조된 것임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는 실재에 대한 환원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확장하더라도 

우주론적이고 윤리적인 결핍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시스

템적 사고는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전체론적

인holistic 접근으로 포장해도 결국 인간중심주의의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일 뿐이다. 인류가 더 이상 ‘주

인이며 지배자’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내면

적인 자원을 활용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기충족적인 ‘파일럿’으

로 여겨진다.   

여기서 차원의 증가, 즉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실재 전부가 과학적 분석 이전에 주어지고, 전달되고, 창조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재 자체는 자기충족적이지 않

고, 그 근원인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항상 하나님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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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미 있는 자리와 충족해야 할 역할을 갖는 곳이어야 한다. 유

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낭만적인 생각도 처음부터 배제되

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요청하는 ‘사랑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보

면 하나님이 지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가 보인다.

기술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 또한 이 동산에 함께 사는 동

료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피조물의 본질적인 특성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

명은 궁극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는 자연을 목적 그 자체로 보는 

자연숭배가 아니다. 반대로 창조자의 사랑과 창의성의 힘을 인정

하는 것이다. 그 힘이 우리 인간들도 같은 방식으로 창조주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인 지구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거주하면서 그 안의 모든 생명체를 지지하고 강화할 의

무가 있다.

지구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비전이 된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지만, 그 이상이

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꿈을 채운다. 하나

님은 인류가 공동체적으로 거할 처소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

고 그의 동산을 가꾸라고 하셨다. ‘하나님 동산의 교제가 거할 처

소’라는 생각은 피조물 전체와의 연대와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의

존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창조된 실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인간은 마치 소중한 선물의 포장지

를 조심스럽게 벗기듯이, 창조에 내재된 것을 밝혀내고 발전시킬 

문화에 대한 새 비전 

우리가 이 새로운 헌신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에 

접근해갈 때, 문화철학자 한스 요나스Hans Jonas의 통찰이 도움이 

된다. 그는 우리가 달에 갔다는 상상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우리

는 우리 주위의 끝없는 우주를 보며 경이로워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별과 지구를 함께 보며 우리가 사는 작은 행성인 지구가 얼

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태양계라는 그 

압도적인 구도 안에 있는 유일한 녹색 행성이니 말이다. 우리는 

지구 위에 대단히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달 위에서 생존하고자 한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구에서 구해와야 할 것이다. 요나스는 그러나 달 위

에 서서 우리는 지구가 죽음에 이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을 갑자기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모든 생명이 작금의 기

술적・경제적 발달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은 응급

상황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응급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

인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구조 노력은 급진적으로 새

로운 가치를 요청한다. 인류는 지구를 돌봐야 할 동산으로 보고

(창 2) 가치 있게 다뤄야 한다. 인간 사회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

소’, 공동체적 거주지가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자연과 기술, 그리

고 문화가 완전히 서로에게 의지하는 곳이어야 하고, 모든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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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위에 사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보존하려 할 것이다. 자연

의 순환이 중지되지 않고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는 한 생태학, 기

술 그리고 경제는 서로 균형을 맞출 것이다. 우리의 지구, 하나님

의 동산은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다.

차가운 현실주의가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우리는 죄로 인한 

타락,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 때문에 인류의 조건이 급진

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 

죽음을 경험하며, 그 결과는 기술 안에서도 보이고 느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로 우리의 부

서지고 어두워진 피조물에도 이제 희망적인 전망이 보인다. 우리 

존재의 진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지속적인 투쟁이 일

어난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우

리 시대의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태도와는 크게 다르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

이 유익하리오?”라고 물으신다(마 16:26).

전통적인 인간주의적 윤리의 접근

우리가 답하고자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기술의 윤리

에 나타나는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윤리적 접근은 

기회를 부여받았다.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그

리스어 오이코모노스(영어 economy의 뿌리어), 즉 ‘가정을 관리하는 

자’와 잘 어울린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관리’라는 말에 어떤 의

미를 부여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 동산에서 공동체의 집을 

만들 때 ‘관리’라는 말은,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경작하고 추수하고 생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근대가 중시

하는 생산량 증가나 기술로 문화적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은 바뀌

어야 한다. 우리는 이 동산에서 기술관료적이 되거나 통제하고 지

배하며 스스로를 섬기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명하

고 이해심 있는 청지기가 되어, 인간과 피조물이 공생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규모와 속도로 이 동산을 가꿔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 허먼 데일리Herman Daly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지구의 잠재적 비옥함을 최대한 증진시켜야 한다. 지구의 

비옥함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문화의 책

임 있는 발전은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본’의 이익을 통

해 살되, 자본 그 자체가 완전히 감소되거나 완전히 사용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창조의 좋은 청지기가 되

어야 한다는 생각에 맞는 핵심 개념이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기술・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추동력이 된다. 이 비전은 우리가 목도하는 현재의 

성장보다 더 균형 잡히고 선택적인 성장의 여지를 만든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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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윤리학자들이 게임규칙의 윤리를 제시하는 이유

다. 그러나 이것도 실용주의적인 윤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우리 기술 시대를 위한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술적 윤리’라고 부르는 것의 지배가 초

래한 현재의 재앙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 윤리

내가 보기에 응답을 지향하는 책임윤리가 우리의 시대에 기술

의 윤리를 세우는 데 더 우월한 접근이다. 이것은 에토스, 동기, 

가치, 규범이 대화에 부쳐지고 물질주의적이고 인간에 편향된 실

재보다 더 포괄적인 실재의 비전에 기반한 윤리다. 우리는 하나님

이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청지기를 부르시는 것에 응답할 것을 요

구받고 있다. 

이 책임윤리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철학적인 기

원이 없고 신학적인 기원만 있다. 요나스가 책임윤리에 대해 책을 

쓰기 전에 니버Reinhold Niebuhr나 바르트Karl Barth 같은 신학자들이 

책임윤리에 대해 쓰고 있었다.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만들어

졌을 때 책임윤리는 이미 사회에 대한 토론에서 주도적인 원칙이

었다.

책임이라는 말은 우리 기술 시대에 적절한 말이다. 기술 발전에 

무엇인가?

여전히 영향력이 큰 서양의 인간주의적 윤리 접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의무의 윤리(의무론, 칸트)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 

접근(결과주의, 밀)이다. 내 생각에 이들은 근대 기술의 복잡한 현상

을 다루기에 부적절하다. 기술적 적용은 인간과 도구의 단순한 관

계로 특징지어질 수 없다. 과학이론이 기술에 점점 더 많이 적용

됨으로써 기술적 적용은 훨씬 더 역동적인 시스템이 되어 전 세

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근대 기술은 경제사업과도 

얽혀 있다. 이는 새로운 게임이어서 칸트나 밀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전통적인 윤리 시스템의 약점은 무엇인가? 

의무윤리(칸트)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과도하게 실용적인 

윤리가 되어버렸다. 한때 영구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규범들은 상

대화되었다. 그런데 실용주의는 기술의 도전을 다루기에는 허약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위를 둘러보라. 

목적론적 혹은 목적 지향적인 결과주의 윤리(밀)도 충분치 않다. 

그 이유는 목표를 평가하는 것(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수단을 평가

하는 것(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채택된 방법과 그것을 따르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

고 인간주의적 접근이 기술혁명을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을 

제공했는지 보라. 상황은 엉망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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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동산으로 보는 비전을 가지고 조화롭고 

전 세계적인 교제가 거할 처소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

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 만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의 삶을 위한 기본 필요를 공급하고 모든 

사람과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가 부담과 질병으로부터 놓여나도

록 도우라는 부름을 받았다. 기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과학자, 

개발자, 사용자 모두는 그런 비전과 그런 활동을 하도록 부름 받

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Coram Deo, 즉 그의 위대한 현존 앞에 

선 자의 공통된 책임이다.

동기의 경신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 기술을 기술적 적용에 의해 심대한 영

향을 받은 농업, 경제, 정치 등의 영역을 지배하는 에토스가 절대

적 권력과 통제하는 관리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았

다. 이 에토스가 과학에서는 ‘지식이 힘’이라는 동기로, 기술적 적

용에서는 ‘기술을 위한 기술’의 동기로, 나아가 “만들 수 있는 것

은 만들어야만 한다”는 기술적 완벽의 동기로 구분되어 나타난

다. 산업적 농업에서 추수는 고삐 풀린 과학적・기술적 힘의 도움

관여된 모두가 공식적인 후견인이나 청지기로서 전권대사의 힘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리가 우리 기준을 발명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하려고 노

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요한 우주에서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 자

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

각한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

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근

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에 대해 어

떤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에토스, 동기, 가치, 원칙, 규

범이 자기의 활동을 근거 짓는가? 

문제가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윤리’를 끌어들이

는 것은 흔히 “무엇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부정적인 질

문과 연결된다. 그러나 책임윤리에서는 이와 반대다. 우리는 긍정

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근대 기술이 시

작되어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겨났을 때에는 사람들을 도와 고통

과 필요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섬김에 

대한 ‘부름’은 기술 세계에서 책임의 윤리와 잘 맞아들어간다. 기

술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책임윤리의 좋은 시작점은 관련된 기술의 ‘행위자’들이 자신들

의 행위가 초래할 긍정적인 잠재성을 보다 잘 의식하게 하는 것

이다.7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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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과학과 기술적 적용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좀 더 이

야기해보자.

과학, 지혜의 자람

근대 과학은 기술적 관리와 통제의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받았

다. 그것은 단순히 그 적용의 결과 때문에 기술적 활동이 되는 것

이 아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이유는 그 활동이 실재를 측정과 예

측 가능성의 틀을 통해서만 보고, 일반적으로 실재를 관리 및 통

제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자. 많은 과학자

들은 그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재를 더 잘 알기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주장, 즉 근대 과학은 ‘전체적으로 보아 im grossen und ganzen’ 

그 핵심 존재 면에서 기술적이 되었다는 주장을 바꾸지 못한다. 

이는 우선 지배적인 문화적 동기와 그것을 몰아가는 문화적 권력 

때문이다.

실재의 기원과 의미가 과학에 선행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그리고 도구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론이 거부될 때에만, 과학

이 실재의 충만에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다. 과학은 경험의 충만

한 실제에 통합되고, 실재의 지식의 형태로 깊어져야 한다. 그러

면 과학적 지식은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으로 착취적이고 약탈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돈의 힘과 물질적 이윤이 유일한 가치로 인정받는 물질주의적 

경제와 정치 때문에 지배적인 문화적 권력은 한 움직임으로 스스

로를 묶어가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 문화적 권력들의 융합은 

문화적 탈구dislocating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융합이 권력의 비

대화, 거대화, 집중화 외의 다른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은 환상이다.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동산의 이미지로 보고 교제가 거할 처소

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인간은 자신의 문화적 행위에 있

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로 보이게 된다. 그런 건강한 에토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의 바탕이 되는 동기들은 지금 유행하는 것들과는 다른 내

용을 갖게 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힘의 에토스 대신, 사랑의 에토스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과학과 관련해서 이 말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

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

는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피조물을 추수하고 보호하며 돌보기 위해 부름 받았다. 경제와 관

련해서는 좋은 청지기가 되도록 부름 받았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법의 지배와 공공의 정의를 확장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힘으로부터 이탈하는 패턴이 문화를 꽃피

우는 중요한 시도를 위해 추구해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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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인간의 창의성은 과학에 의해 속박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창의성은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의

해 자극되어져야 한다. 대학에서 공학을 연구할 때 발견이나 혁신

에서 진정한 창의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기술이 생

명을 섬기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술적 적용의 동기는 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것이어야 하

기 때문이다. 기술적 적용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일종

의 보철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인간은 기술의 노예가 아

닌 통제자로 남을 수 있다. 

여기서 작은 규모의 기술적 적용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거대한 

기술적 적용인 네덜란드의 오스터스헬데Oosterschelde를 가로지르

는 댐을 예로 들어보자. 이 댐은 바다를 향해 반 정도 열린 상태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과 환

경,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려는 시도의 사례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 반론이다. 이런 이상

을 실현하는 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

대의 기술적 적용은 너무 싸다. 이는 우리가 최초의 경제적 비용,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생산비용만을 고려하고 자연과 환경에 끼

치는 장기적인 해악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기 때문

이다. 또 다른 이슈를 언급하자면, 효율성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

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기술적인 세계관의 지도를 맹목적으로 받

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과학을 한다면 실재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을 점점 더 

많이 확장시킬 것이다. 과학의 목표는 통찰을 얻고 실재에서 일어

나는 일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

으로서의 실재가 ‘교제가 거하는 처소’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에서 다학제적 접근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

리는 기술적 적용에 포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지혜를 

자라게 하는 데 기여하는 그 기반이 기술의 영역에서는 모든 차

원에서 생명을 섬기는 데 창조적이고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너무 모른다. 만약 다학제적인 접근이 기술과 관련

해 좀 더 시행되었다면 생물학이나 생태학 같은 분야들도 기술과

학을 위한 기초 학문으로 오래전에 인정되었을 것이다. 

보철로서의 기술

내가 과학 일반에 대해 말하는 바는 기술적 과학과 기술, 내가 

쓰는 용어로는 기술적 적용의 연구에도 적용된다. 기술 역시 과학

적・기술적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에 대한 도구적 개념을 채택하면 기술 개발의 과정에서 얻

은 놀라운 발견들을 공평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발견

은 기술적 적용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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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들은 공동체 정신, 검소함과 정의의 정신, 정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들이며 이는 전체적인 사회적 복지다. ‘휴식’, 

‘자유시간’, ‘영적 번영’ 등 기술 시대에 잊힌 사회적 가치들을 여

기서 언급하는 게 너무 지나친 일인가?  

규범의 종합적인 틀 

기술 개발과 관련해 나는 지금까지 문화에 대한 이미지, 에토

스, 동기, 가치 등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기술은 존재하는 다양한 생활의 양식을 섬겨야 하

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산’의 책임 있는 발전에 맞춰져

야 한다. 우리의 맥락이란 언제나 현재의 상황이다.

우리는 ‘규범이 있는normed’ 방향으로 여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과 가치 및 그것들로부터 비롯되는 규범들을 기준점으

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들은 기술적 적용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

라, 기술적 적용들이 인간의 삶, 자연, 사회와 맺게 되는 다양한 관

계들과도 관련이 있다.

‘원칙과 규범들의 종합적 틀’이란 철학에서 말하는 구조의 개

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 철학의 우주론은 

책임 있는 기술 개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선grid이 된다. 

근대 기술에서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는 특별한 사실은 우리가 

지구와 사회를 섬기는 데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술

적 적용이 더 복잡해지면서 무모하고 태연한 태도도 늘어났다. 그

러나 기술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의 지구 위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는 교만보다 겸손이 요구된다.  

다른 가치들

생태적 가치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

는 것, 깨끗한 물・토양・공기를 유지하는 것, 비옥한 토지를 유지

하고 만드는 것, 우리가 사는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 

생물권biosphere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한 가스의 배출과도 싸

워야 한다. 기술적 적용은 자연과 생물의 환경에 맞춰져야 하고, 

생명의 다양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생존 가능성, 안전, 신뢰, 음식과 건강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

는 것, 고통 및 질병과의 투쟁, 자연의 위협과 싸우는 일 등과 관

련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는 모두 치유, 지속 가능성, 작업

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부담을 제거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물

리적 필요 외에도 영적 성장, 인간관계, 공동체적 삶 등이 우리 삶

의 목적이 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술적 가치들이 어떻게 사

회적 가치들과 연결되는지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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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방향전환의 결과

나는 이제 새로운 문화적 접근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지향을 다소 인

위적인 방식, 즉 흑과 백의 대립적인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다. 현실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창조된 실재를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기술적인 세계관은 창조된 실재에 붙어사는 일

종의 기생충이다. 그것은 실재를 방해하지만 실재와 분리될 수 없

다. 이것이 기술적 세계관이 그렇게 유연해 보이는 이유고, 세계

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충분치 않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익하고도 도움이 되는 비일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반대로, 창조된 실재를 인정하는 우리는 너무 자주 무

의식적이고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술적 세계관에 사로잡

혀 고통받곤 한다.

이와 관련해 자연파괴의 원인에 대한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자연의 파괴가 과연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라

는 문화명령과 관계가 있는가? 기술적 세계관에서 이 문화명령에 

기대는 것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지구

를 보호하고 돌보고 지속시키는 것에 거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내 견해로는, ‘교제가 거할 처소’로서 하나님의 동

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명령에 호소할 때 훨씬 더 조화로

그 규범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역사적 규범, 효율성의 규범. 

2.  연속성과 불연속성 및 큰 규모와 작은 규모, 그리고 융합과 

차별, 보편성과 개별성의 조화 규범. 

3. (모든 행위자가 참여하는) 명확한 정보와 열린 소통의 규범. 

4.  인간・기술・자연・사회의 조화 규범, 청지기 정신, 효율성, 

자연과 문화에 관련된 행위자에 대한 보편적 정의의 규범. 

5.  기술 개발에 관련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돌

봄의 규범. 

6. 섬김, 신뢰, 신앙의 규범. 

이 틀 안에서 우리는 무책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안전을 돌보

지 않으려는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내 저작들에서 나는 이 규범의 종합적 틀을 다뤄왔다.8 그런 규

범적 틀을 존중하는 것은 일면적인 기술 개발을, 책임 있고 풍성

하게 다양한 자연과 사회의 펼쳐냄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기술은 자연과 사회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일면적이거나 일차원적인 기술적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풍요롭게 꽃피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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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행동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기술적 적용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

겠지만 말이다.

우선순위

예를 들어보자. 과학과 기술적 적용에서는 특이하고 주목할 만

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단순한 

사회적 정의 같은 보통의 영역은 무시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기술적 적용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다. 우주여행같이 과도하고 돈만 많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를 보자. 그런 프로젝트가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비용과 사회적 정의를 고려할 때 좀 다른 우선순위를 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다른 정의롭지 못한 예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원자재를 나

눠서 ‘교제가 거할 처소’에 함께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모든 사

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기아는 많은 경우에 일면적인 

기술적・경제적 개발에 의해 초래된다. “모든 필요는 충족할 수 있

지만, 모든 탐욕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운 기술적 적용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문화명령

보다 창조명령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좋은 길을 계속 선택해야 하고, 이는 게

으름 피우지 않는 투쟁을 의미한다.

길 잃은 자를 위한 안내 

지금까지 나는 현재 통용되는 윤리적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술 현상에 접근하려 해왔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이 관점이 

많은 이들이 ‘사례’라 부르는 다른 개별적 기술 현상에 대해 어떤 

다른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사례’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관찰하면 어떻게 윤리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지가 보이

지만, 거시적 차원의 현상과 관련해서 보면 그것은 한시적인 효과

밖에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기술한 윤리적 관점은 문화, 에토스, 동기, 가치, 규범의 이

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관점은 화합하는 윤리적 평가

의 틀에서 작동해야 한다. 그런 틀이 실재적이고 개별적인 기술 

문제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점검표’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

게 평가된 ‘사례’들이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기술적 적용의 개발

에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사람

들에게 그런 윤리적 평가 틀이 좋은 안내서로 사용될 수 있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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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게 현대적인 산업과 함께 가난한 대중이 살아가는, 제멋대로 

퍼져나간 더러운 도시는 슬픈 결과를 초래한다. 시골의 인구는 줄

고 그에 따라 오래된 문화는 파괴된다.

선진국과 그 산업에도 과도한 발전에 따라 자연이 기술적 적용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은 점점 확연해

지는데(특히 공학자, 기술적 과학자, 기술자에게 더 그러하다) 바로 파괴적

인 쓰레기 상품들이 책임 있는 기술적 적용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여전히 취할 점이 많은 슈마허의 사상, 즉 적응하는 중간 기술 

혹은 소규모 기술에 대한 요청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에너지 위기에 처했던 1970년대에

는 그의 사상에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 위기가 사

라졌을 때 사람들은 슈마허의 사상을 희화화했다. 그는 원시 시대

나 과학 이전의 기술 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오

히려 자연, 문화와 인간을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자고 한 것이

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규모에 맞추자고 한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기술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망가지기 쉬

운 생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작금

의 기술적・경제적 힘은 이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계산을 하지 않

는다. 그래서 발명과 혁신을 일으킬 창의적이고 발명적인 기술이 

요청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고, 생태적・문화적으로 적

응이 가능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공의롭고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만족시키는 적용이 필요하다.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이 지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개발과 관련한 의식적 계획이 정치에서 

강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곧 밝히려 한다. 여기서는 

일단 올바른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경향처럼 사건이 터

진 후에 고민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앞날에 대해 숙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만 언급하자. 

적응하는 기술

근대의 기술적 적용은 인간, 문화, 그리고 자연 경관이 존재하

는 실제적이고 특별한 상황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대의 

기술적 적용은 생태적・문화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적응

하는 기술adaptive technology’이라고 한다. 헝클어진 것을 보면 균형

을 회복해야 한다.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자연 경관에 미친 피해

를 얼마나 많이 회복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는 전통적 

장인이 기술적 적용을 수행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기술의 근대화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차별화는 문화적 차원을 가져야 한다. 기

술적 적용은 문화를 풍성하게 해야지, 피폐하게 해선 안 된다. 슬

프게도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는 후자를 목도하고 있다. 근대 기술

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경우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상하게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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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과 토양과학의 토대 위에서 토양, 식물, 동물과 지혜롭게 

상호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

새로운 기술이 규범적 틀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식물, 동

물, 인간의 유전자 조작 도입에서 잘 드러난다. 응용생명기술에서

는 일반적으로 생명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로운 접근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 생물의 유전자 구조를 레고 블록의 구조와 비교

하는 것이 그런 예다. 이런 종류의 환원주의나 생명의 가치를 저

버리는 태도 때문에 생명공학(유전자 변형)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은 비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검토되고 법적

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발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유해하

며, 그 부정적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 모

델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이 생물을 다루는 데 적용되어야 한

다. 생명체를 생명의 총체로 보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생명이 보

호되고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식물, 동물, 인간의 유전자 변형 가능성과 관련한 한, 일반적으

로 나는 “～가 아니라면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행스럽게도 이 원칙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바다. 이 반대는 

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것들을 통해 권력의 탈집중화

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때 그것을 

지혜롭게 쓰기 위한 비전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

적응적 농업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예로 근대의 기술적 적용이 

산업적 농업에 초래한 결과가 있다. 산업적 농업에서 우리는 반복

적으로 ‘기술화’의 잘못을 저질렀다. 한편으로는 근대 기술이 생

산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어난 생산이 

농부와 동물, 환경에 피해를 끼쳤다.

분명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토양의 소진과 오염, 새로운 토

양의 병, 경관의 훼손, 생명다양성의 손실, 시골의 불분명한 미래 

등. 농업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실재와 상호 작용하는 것인데, 우

리는 너무 자주 자연을 무생물인 기계처럼 여긴다. 통제와 관리의 

과학적・기술적 이상에 사로잡혀 농업은 그 생태적・생물적・문화

적 맥락에서 소외되어버렸다.

생태주의적・친환경적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의 건

강을 회복하는 것을 도우려 한다. 질적으로 좋은 제품과 환경에 

유익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농업을 통해 우리는 낭만

적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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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휩쓸고 있다. 곳곳에서 풍부하고 고갈되지 않으며(않거나) 

재활용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

고 있다. 수소, 광전지, 바이오매스,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조수

에너지 등. 우리는 이런 기회를 환영하는 한편, 에너지 문제에 대

한 단순한 기술적 접근의 위험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딜레마

기술의 방향전환을 위한 노력은 많은 딜레마에 봉착한다. 어떻

게 과거의 에너지 형태에서 새로운 에너지 형태로 전환할 것인

가? 기존 기술을 갑자기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기존 기

술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이다. 우리는 방사능 물질을 

덜 해롭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

능하다면 핵에너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

이다. 

정치적 행동

인간의 활동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 우리

우리가 자연을 병들게 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준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물 때문에 생물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도 그런 기술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논증에 기반해

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에 대해 사업

가들만 자기들끼리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평가를 위한 

틀에 기반한 정치적인 결정이 요구된다.  

인간의 유전자 변형은 특별한 물리적 장기와 관련해서만 고려

되어야 한다. 인간 전체와 관련된 생식세포의 유전자 변형은 금지

되어야 한다. 치료적 인간 복제나 생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간 

복제의 이론적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대안 에너지

대안 에너지에 대한 물음도 시급하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

고 온난화와 오염을 초래하는 에너지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 지금 사용하는 원료로부터 깨끗한 에

너지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

기 소각 발전 같은 것 말이다. 장・단기적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도 중요하다.  

이미 새로운 자연적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위대한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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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사업가 정신과 책

임 있는 기술을 위한 틀을 만들어왔다. 우리는 기술의 지향을 진

정한 섬김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해야 한다. 

책무성 

새로운 발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를 정하는 원칙에 대해 미리 충분히 논의해서 일이 제대로 되도

록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은 새로운 발전이 해악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적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기술적・경제적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완전한 조망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그렇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영역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연방정부는 기술산업체들이 그들의 활동이나 

제품의 해로운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그러니까 납

세자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기술산업체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사

회적・환경적 해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가의 권리의 이면에

는 책무성accountability이 있다.  

는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를 

‘책임을 동반한 자유’로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제시한 윤리

적 틀이 점점 더 필수적이 될 것이다. 

현실은 우리에게 경제적 권력은 기술주의를 강화시키지 약화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롭고 잘

못된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다. 우리는 사

회의 기술화를 정치적 활동을 통해 중지시킬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기술 발전의 다른 방향을 택해서, 넓은 의미에서 

규범을 따르고, 그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가진 기술을 추구할 수 있

다. 이 방향은 환경, 동물, 인간, 문화에 친근한 방향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산업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더 의식

적으로 도덕적인 방식으로 행하게 하는 새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

하다.  

그런 국가적인 정치적 움직임(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정치를 염두에 두

고 하는 말이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글로벌 문화를 

고려할 때 이런 새로운 방향성이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상호 합

의, 국제법, 전 세계적 공공정의의 형태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

모스의 선지자적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오

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 

역사에는 정치를 통해 굽은 상황을 바로잡은 경우가 충분히 많

이 있다. 어린이 노동, 사회보장, 주택정책, 가격정책, 환경보호, 질 

관리와 안전기준 같은 분야에서 옳은 입법이 가능하다는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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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희망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내가 제시한 새로운 지향과 방향 설정

을 하는 것이 쉽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제안이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무엇이든 언제나 ‘가

시와 엉겅퀴’ 그리고 ‘땀과 눈물’이 따를 것이다(창 3:18-19). 이것

은 하나님이 마침내 개입하셔서 지구가 개발로 인해 심하게 상한 

상태를 벗어나 기적적으로 신적인 동산 도시(divine Garden city, 계 

21:9-22:5)로 변형될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해

방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주는 자유를 

누릴 것이다(롬 8:21). 그때 과학과 기술로 수행되는 일들은, 많은 

경우 과학자와 공학자 자신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

님의 새로운 창조에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그 통찰이 희망을 주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희망과 책임

감이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향한 열망을 불러온다. 그 윤리를 통

해 사람들은 기술의 목적을 실재의 목적과 분리된 것이 아닌, 그 

일부로 추구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윤리적 통찰이, 

내가 제안한 것처럼, 계속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종류의 윤

리가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 시대의 기술에 요구되어야 한다. 

5  이슬람 기술 비판의 도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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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개념과 관련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

어, 미디어가 종교에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종교를 스포츠, 정치, 

과학 같은 인간 삶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취급한다. 그러나 우리

가 종교 공동체를 유심히 살펴보고 세계의 여러 사회 구조들에 

주의를 기울여보면, 종교가 하나의 전형적인 기능이나 변수가 아

니라, 삶의 다른 가지들이 싹트고 자라며 계속 거기 의존하는 뿌

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그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이다. 

이슬람 세계에서 기술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나는 

현재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과 서양 간 긴장의 배경을 논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도 간명하게 다루겠다. 과

학과 기술은 그들의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슬람의 

기술 비판은 두 가지 근원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영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흐름이다.

나는 서양에서 기술과 관련해 일어나는 긴장을 서양 문화에 현

존하는 내적 긴장을 검토함으로써 밝힐 것이다. 특별히 근대 기술

과 함께하는 그 긴장은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기독교 문화가 계몽

주의의 영향 아래 세속화되면서 강화되었다. 계몽주의라는 문화

적 운동은 종교와 연결되려 하지 않고 확실하고 눈에 띄는 방식

으로 급진적인 운동이 되어 기독교와 각을 세우고 있다. 나는 이

것을 닫힌 물질주의 세상의 종교라고 표현한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

들이 실재의 비물질적인 차원을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 나는 근대 

테러 사건이 세계 도처에서 증가하면서 우리는 서양 세계와 이

슬람 세계가 그 공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상호 적대적인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 장에

서는 기술과 기술에 연결된 문제들에 직면한 이 불편한 두 세계

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서양 문화와 이슬람 문화 사이

의 긴장을 다루는 일반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접근이다.

이 문제를 역사적 시각으로 보려면 이슬람 세계와 서양 세계에

서 기술이라는 배경을 피해갈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주요 이슈와 

다시 연결된다. 세상에서 종교가 갖는 활력과 종교가 문화, 그중

에서도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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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하고 수행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Stöklein und Daiber, 

1990, p.102). 과학은 알라가 창조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

해되었다. 그런 관점에 의거해 철학과 과학은 500년 이상 이슬람 

세계에서 융성했고, 9～10세기에 아랍 문명은 절정을 이뤘다.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지식을 키워가야 한다는 이

슬람의 명령에 따라 다른 문명, 예를 들어 페르시아와 인도, 심지

어 중국으로부터도 많은 지식이 수입되었다. 과학적인 실험과 기

술적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자연에 

대한 관심도 남편과 아버지가 그 가족에게 주어야 하는 관심처럼 

진지하게 일어났다. 이 발전은 교역(경제)으로도 이어져서 과학과 

기술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이슬람 종

교와 실용적인 과학의 공생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종교적인 건물

들, 모스크, 학교의 건축 그리고 특히 사막의 나라에서 수리시설

을 설치한 것 등이 이런 공생의 중요한 사례들이다.

중세까지 이슬람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과학과 기술에서 

앞서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세의 시작 즈음에 이슬람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서양 세계를 현대 유럽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까지 했다. 과학의 발전에 관한 한 서양 세계는 아랍 세계에 

많은 빚을 졌다.

그러나 11세기부터 아랍의 국가들에서 과학의 발전이 더뎌지

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들 외에도 온갖 

설명이 제기된다. 그때 이후 전통주의와 고립이 이슬람 세계의 중

기술 발달과 관련해 이슬람, 기독교, 계몽주의 사이의 긴장을 더 

총체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분석하

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독교철학적 비판과 이슬람의 비판에 면하여 서양 문화는 자

기성찰을 하라는 도전을 받는다. 내 생각에 서양의 지배적인 문화 

패러다임, 즉 그 안에서 서양의 문화가 발달해왔고 발달하고 있는 

윤리적 틀은 진정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립된 서양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이슬람 내부의 운동

들로 인해 일어나는 긴장도 줄어들 수 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은 물론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태도는 스스로 주장

하는 것처럼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종교적 입장을 반영하기 때

문이다. 기대할 바라고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롬 12:21) 노력을 

통해 그들의 적대감을 약화시키는 정도일 것이다.

기술과 이슬람

이슬람 세계에서 과학과 기술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

해보자.

632년 무함마드의 사망 이후 초기 이슬람은 그리스-헬레니즘 

세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이슬람의 특색을 띤 과학을 



◦

186

◦

187

#5

이슬람 기술 비판의 도전

한 반대가 그런 에토스에 의해 강화되었다. 12세기 이래 이슬람 

세계는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바라보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세계화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아

랍 세계에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많은 것들이 서양에서 수입되었

다(Huntington, 2001, p.70 / Soroush, 2000). 그러나 근대 기술은 이슬

람 종교에 복무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과

학과 기술은 이슬람의 깃발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윤리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했다. 이슬람은 바로 이 윤리에 저항하고, 그 저항은 

그 윤리의 배경이 되는 현대 서양의 진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다. 이슬람이 과학과 기술의 지식, 즉 근대화를 수용

하는 것은 서양화・세속화・물질주의・서양의 불경함에 대한 반대

와 심한 대조를 이룬다(Soroush, 2000, p.xvii) 근대화는 이슬람의 도

덕적 나침반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

다(WRR, 2006, pp.38-39).

이슬람에 대한 반응

나아가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가

는 서로 다른 반응을 구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먼저 급진적이

고 폭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들은 과

요한 특징이 되었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평가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돌아선 것과 맥을 같이한다(al-Hassan, 2001 / Hoodbhoy, 

2007).

나중에 산업 시대와 후기산업 시대 동안 이슬람 국가들은 과학

과 기술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물론 여기서 석유의 생산과 석

유산업이 기술 발전과 연결된 몇몇 산유국들과 이슬람 국가들에

서 발달한 무기기술은 제외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슬람 고

유의 역사와 전통에 기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

이다(내가 이 글에서 그것을 보이고자 한다). 그들의 비판은 과학과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서양의 기술 문화, 즉 기술과 엮여버린 

서양의 윤리에 대한 비판이다(Zayd, 2006, pp.31-35).

서양 계몽주의의 영향

그사이 서양은 계몽주의에 의해 특별히 자극된, 진보에 대한 지

배적인 믿음에 힘입어 이슬람에 대한 편견, 즉 이슬람이 과학과 

기술에 반대한다는 편견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슬람의 명상적인 

성격과 아랍의 삶에 대한 숙명론적인 태도가 그 비난의 이유가 

되었다. 본래의 태도와 반대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에

토스는 이슬람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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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적

이안 부루마 Ian Buruma와 아비샤이 마갤릿Avishai Margalit의 서양

중심주의occidentalism 연구는 이 과정에 대해 좋은 통찰을 제공한

다. 그들이 서양중심주의라 부르는 것은, 서양의 적들이 만든 서

양에 대한 험악한 이미지다. 이 내러티브에 따르면 기업가, 자본

주의, 경제적인 보수주의가 미국의 영향으로 서양 사회에 질병처

럼 퍼져서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광신적인 무슬림은 이 ‘미

국화’가 거침없이 문화를 파괴하는 기계적 문명이라고 본다. 

세계화는 차갑고 합리적이고 영혼이 없는 이 악한 문명을 강화

하고 있다. 서양의 정신은 기술을 높은 수준까지 발달시킬 수 있

고 위대한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영성

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추구할 수 

없다. 이것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영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삶

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서양의 정신은 무신론적 과학주의를 퍼뜨린다. 이는 과학과 

기술을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로 생각하는 믿음이다(Buruma, 2004, 

p.76, p.96) 무슬림에게 서양 종교는 물질주의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신적인 영에 대한 예배와 마찰을 일으킬 수밖

에 없다. 

부루마와 마갤릿에 따르면, 서양에 대한 적대감의 뿌리는 그 

‘기술적 문화’에 대한 반대다. 서양의 정신은 미쳤고, 오만하고, 피

학과 기술, 서양화, 그리고 계몽주의의 윤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한편, 서양으로부터 그 두 요소를 모두 받아들이

는 흐름도 있는데, 특히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과 몇몇 무슬림 학자들의 입장이다. 전자의 흐름이 후자를 거부하

는 것은 물론이다. 이것이 급진적인 무슬림들이 서양 세계뿐 아니

라 무슬림 국가들에서도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다.

우리는 또한 헌팅턴이 언급한(2001, p.118 이하) 소위 이슬람 개

혁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영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룹이라고도 부른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 분야의 근대

적 발전을 받아들이되, 영적인 확신과 함께 가는 온전하고도 적절

한(세속적이지 않은) ‘합리화’를 지지한다(Hassan, 2007 / Soroush, 

2004).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서양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oroush, 2000 / WRR 2006, pp.29-58).

결과적으로 이들 세 흐름의 근본적인 차이와 그사이 점증한 긴

장 때문에 서양 세계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폭력적 시위가 더 증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양 

세계 안에서도 문화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그중 가장 작은 그

룹인 광신적 이슬람의 흐름이 서양 문화에 폭력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열정적인 파괴의 충동을 보면 우리는 세계의 상황에 대

해 매우 우울한 관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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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테러리즘의 이유를 찾는다. 이 긴장은 세계화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느낄 수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반작용은 서양 문

화에 한정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극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

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슬람의 지하드 운동은 이런 표

현 중 가장 강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 대한 비판이 계

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기술 문화’ 비판은 급진 이

슬람주의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WRR 2006, p.45 / Zayd, 2006).

문화의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문화의 변증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는 취임 연설에

서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와 혁명 사이의 문화적 긴장을 다뤘다

(Schuurman, 1973). 그 후로 나는 문화적 변증법(긴장 혹은 갈등)을 내 

강의에서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다뤘다. 문화적 변증법은 우리 문

화의 가장 심층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

지, 그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나아가 우리가 

그것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을 때 어떻게 그 문

제들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헤르만 도예베르트는 서양 변증법의 근원을 스스로를 자기충

족적이며 자율적이고 신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자만에서 찾았다(Dooyeweerd, 1959, p.10 이하). 그 결과 세계는 인

상적이고, 경건함에 적대적이다. 다른 한편, 서양의 정신은 전자

계산기처럼 효율적이다. 그래서 서양 문화는 영적이지 않고 물질

주의적이며 건방지고 권력을 탐하며 잔혹하고 퇴폐적이다. 이런 

문화는 파괴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살 테러는 이런 면에서 서양 

기술에 대한 적대감의 정점에 있다. 자살 테러리스트들은 신적인 

영의 예배자로서 “알라를 위한 죽음이 우리의 가장 큰 야심”이라

는 모토(Buruma, 2004, p.73 / Al-Ansari, 2007) 아래 땅의 일을 숭배하

는 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서양에 대한 그들의 투쟁은 그 목표

를 향한 신성한 헌신이다.

이슬람 테러리즘과 서양 문화의 변증법

부루마와 마갤릿은 자신들의 서양중심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서양의 적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이 이슬람 운

동이 왜 서양을 그렇게 미워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들이 극단적으로 파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

한다.

부루마와 마갤릿의 서양 문화 분석과 이 문화에 대한 적개심의 

이유를 찾는 연구가, 개혁주의 철학에서 서양 문화의 변증법이라 

부르는 것과 나란히 가고 있음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부루마와 

마갤릿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서양의 ‘기술적 문화’ 내부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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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현

상이 되었다. 실재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조직하고 합리

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확실히 계몽주의의 정신이다. 그 사상

이 사회를 도구적 이성으로 발달시켜 인간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원하는 바를 실현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 상상 속의 객관적인 구조가 자율적인 

이성에 의해 개발되고 세워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권력이 되어서 문화적 자유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위협은 

그 권력들에 의해 더 역동적이고 복잡한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더 

커진다. 인간은 더 이상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을 갖지 못하고 이 

발전 과정을 바꾸지도 못한다.

근대 철학의 흐름에 대한 내 강의에서 나는 이미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의 힘이 논리실증주의, 실용주의, 시스템이론 등 지배

적인 철학적 흐름들에 의해 권장되고 강화되는 것을 보이려 애썼

다. 이것은 특별히 이 흐름들이 기술의 발전을 이제는 쓸모없어진 

기술들 때문에 생겨난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

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변증법의 다른 축을 대표하는 철학적 흐름들도 있다. 실존주의

자들은 기술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으며, 인간이 기

술적으로 변조 가능한 대상으로 강등되고 있다고 본다. 신마르크

스주의자들은 경제적・정치적 권력이 과학과 기술적 적용의 발달

을 강화하는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 문화 담지자로서의 인간과 그

간중심주의적이고 닫힌 세계로 파악되며, 역사는 순수한 인간의 

역사로 여겨지게 되었다. 우리 문화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열린 태도는 막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과 

무관하게 인간은 자신을 궁극적으로 현세diesseitige, 곧 이 땅의 실

재와 관계하는 유일한 존재로 파악하게 되었다.

서양인들은 과학에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자율성의 사상

을 현실화하려 했고, 나중에는 이에 대한 확증으로 기술의 영역에

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인간과 세계가 기술에 의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발전이 여러 권력을 통해 세

상에 긴장이 높아지게 만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번영에 

대한 이상이 일부 현실화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자

유와 환경을 대가로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번영을 누리며 

곧 폭발할 화산 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서양 문화는 자기 자신과 

심각하게 갈라진 문화다. 절대화된 자유는 과학기술적 통제와 관

리의 절대화와 서로 적대적이다. 이 긴장이 우리 역사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문화적 변증법의 발달

이 변증법(그 근본에는 종교적 특징을 갖는)이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철학적・이론적 문제가 있었지만, 계몽주의가 침투해 궁극적인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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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경제적 권력들의 야망이 

끝이 없고, 다수의 소비자가 과학과 기술의 적용에서 여전히 물질

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현재 우리 문화의 주

요 방향을 계속 지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적 변증법의 위협

이 역사적 과정에서 문화적 역동은 점점 더 악의적이고 삶에 

위협이 되는 성격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해야 하겠다. 

근대 기술과 그 가능성들의 사용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높이로 

치솟고 있으며, 전제적인 성격을 취한다. 전 세계의 과학적・기술

적 통제와 관리를 통해 인간의 자유가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원

자재가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고 있고, 자연은 빠른 속도로 파괴되

고 있으며,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오염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과학적・기술적 역동이 자연적・생태적・에너지・사

회적 경계들을 재난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국가들 간의 전

쟁 발발이 실질적인 가능성이 되었다(Van der Wal 외, 2006, p.223).

개발도상국에서는 세계화된 기술과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정

치적 무력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만과 침체로 이어지

는데, 그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과학

들의 정치적 역할에 위협이 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촉구한

다. 반反문화 사상가들은 자연의 억압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

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술적 적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보

다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 녹색운동가들은 전체로서의 자연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거대하고 인공적이며 추상적인 기술에 반대한

다(Schuurman, 2003, pp. 135-161).

우리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술 문화에 대해 긴

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긴장은 몸과 영혼이 경험하는 것으로, 

끝이 없는 기술의 확장 충동과 창조 세계 및 그 숨겨진 가능성들

의 유한함이 부딪치면서 일어나는 긴장이다.

과학과 기술의 통제 이상의 최고점

과학과 기술이 가진 통제와 관리에 대한 이상이 계속해서 문화

적 변증법의 또 다른 축, 즉 인격적 자유의 축을 이기고 있는 상황

은, 전자가 시스템이론, 컴퓨터과학, 컴퓨터기술 적용, 유전자변형

기술 같은 과학적・기술적 가능성 안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인 문화적 권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제적 권력이 

그 과정을 강화시킨다. 

그 과정에 대한 비판이 아무리 늘어나도 궁극적인 문화적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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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슬림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은 이 문화적 상황에 어

떻게 반응하는가?

이슬람 지성인들의 비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 사상가 중 한 명인 이집트

의 사이드 쿠틉Sayyid Qutb은 아메리카니즘, 즉 공허하고 물질숭배

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서양에 대항해 순수한 이슬람 공동체를 변

호한다(Buruma, 2004, p.36, p.116 이하, p.124 이하. p.131). 삶의 전 과

정을 통해 서양의 행태에 점점 더 분노하게 된 그는 가능한 모든 

서양과의 동화를 반대한다. 전적인 순결에 대한 꿈이 모두 그렇듯

이, 영적 공동체에 대한 그의 이상은 그 자체에 폭력과 파괴의 씨

앗을 담고 있는 판타지였다. 그는 서양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들과 대립하는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의 창시자로, 서양의 오만

함에 이슬람의 무관용으로 대응했다(Huntington, 2001, p.333). 이슬

람의 급진적인 순결과 서양의 파괴가 그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쿠틉은 급진적인 이슬람교의 대변인이 되어, 서양에 저항하면서 

폭력을 배제하지 않고 심지어 명시적으로 권고하기도 한다(Qutb, 

1990). 그에게 있어 문화적 변증법은 파괴를 이끄는 엔진이다. 

다행히 무함마드 이크발Mohammed Iqbal과 같은, 조화로운 사회

를 추구하는 이슬람 개혁주의자들도 있다. 이 파키스탄의 사상가

적・기술적 문화가 세계화를 통해 다른 문화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들 간, 민족들 간, 국가들 간의 변증법이 명확해

지고 있다. 그 변증법을 통해 문화적 긴장이 폭발할 수 있고, 폭력

적인 정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오늘날 문화적 변증법의 새로운 측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저항은 주관적인 저항으로 남아 있었

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문화적인 권력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

에, 그 저항은 기술 문화의 변화를 실현할 수 없었고 기껏해야 그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이 도래

했다. 외국의 ‘기술 문화’에 대한 이슬람의 저항은 이제 서양 문화

에 안착한 현실이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객관적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것이 두 번째 새로운 측면이다). 테러리즘은 진짜 위협

이다(Gray, 2007).

혁명적 유토피아주의자였던 와스카우Waskow 같은 서양 철학자

는 1960년대에 기술 문화를 폭력적으로 전복할 것을 주장했다

(Waskow, 1968). 그러나 그는 입으로만 혁명을 외치는 데 그쳤다. 

오늘날의 테러리스트들은 광범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비롯해 상

당한 문화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같은 근대 기술을 통

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이 그 근대 기술

에 저항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만 말이다. 2001년 뉴욕 쌍둥

이빌딩의 파괴는 그들이 한 종류의 기술로 다른 기술을 파괴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 발전은 매우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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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s Salam은 같은 정신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슬

람 세계의 과학기술’에 관한 강연에서 그는 알라가 천국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인류에게 공급해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다(1983). 

살람에 따르면, 이슬람 과학자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라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

학은 물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 공동체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과학기술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

유다. 이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알라에게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알라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살람은 이슬람의 처음 시대로 돌아가 과학기술의 부흥과 발전

에 대한 적절한 동기를 다시 회복하려 한다. 그 시기에는 과학기

술 발전의 횃불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살람에게 

있어 과학과 기술의 적절한 동기와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슬람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 무슬림 학자는 종교와 기술

의 관계 혹은 그 둘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말하는데, 이런 생각

은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는 생소하고 서양 계몽주의 사고에서

도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아예 안 일어나는 종류의 것이다.

기독교 철학의 기술 비판

우리는 이슬람 개혁주의의 대표들이 서양 문화를 매우 일방적

는 무슬림적인 관점에서 서양을 비판하고 서양에 매료되지 않는

다. 그는 특히 확연하게 보이면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되는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 서양 자본주의의 재정적 힘, 자본주의 고

유의 경제적 착취와 그에 동반되거나 심지어 그로 인해 야기되는 

세속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서양의 영향을 비판하는데, 이는 

유럽의 계몽주의에 의해 인간이 알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이제 서양은 신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래서 이크발은 서양의 오만함과 제국주의, 그리고 서양 대중의 도

덕성을 비판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과학과 기술로부터 거

리를 두지 않는다(Buruma, 2004, p.122, p.152). 

오히려 그는 무슬림에게 잘 알려진 ‘알라의 통일성Allah’s Unity’을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기초로 삼는다. 이크발에 따르면, 

그 통일성은 조화로 인간 사회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의, 평등, 연

대,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는 

초기 이슬람의 정신에 따라 과학기술의 개혁을 지지한다(Iqbal, 

1971 / Foltz, 2003도 참조). 그는 현존하는 문화적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슬람과의 접촉 지점

파키스탄 무슬림이면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압두스 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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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교적 근원으로 돌아가고, 기독교가 문화적 부름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할 터이다. 

새로워진 기독교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바탕으로 서양 문화

의 현대적 변화를 요청할 것이다. 이 요청은 많은 반향을 얻게 될 

것이다. 벌써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큉Hans Küng은 과학과 정치에서 그가 ‘글

로벌 윤리’라고 부르는 세계적 에토스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Küng, 1997). 또한 전 세계 교회단체들은 이미 서양 문화의 발전

을 비판하는 보고서들을 낸 바 있다(Opschoor, 2007).

이들의 호소에는 매우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내 생

각에는 이 분석들이 우리 사회적・문화적 문제들의 원인을 역기능

적이고 착취적인 경제적 관계에 치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들은 오늘날의 거대한 문화적 문제와 긴장의 밑바닥에 자유와 과

학 및 기술에 중점을 둔 계몽주의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계몽주의의 이상들은 사실 서로 모순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자유의 개념 대신 우리는 질서, 규율, 권위, 존중, 신뢰, 

상호 원조 및 인간 연대와 같은 가치에 상응하는 자유를 발견하

고 증진해야 한다. 즉, 책임감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유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동기도 경신되어야 한다. 지배력을 행사하

기 위한 탐구는 세계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섬기기 위한 태도로 바

뀌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더 이상 기술적 세계관

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본다.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뿌리내리고 있

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화적 운

동은 기독교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왔고, 이제는 반복적으로 기독

교에 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이 기독교의 영향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마치 이 둘이 필연적으로 동일한 

기술의 윤리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는 것은 틀렸다(Buruma, 2004). 

내가 지금까지 밝힌 것처럼, 전통 기독교는 계몽주의 변증법에 대

해 과격하게 비판한다. 

20세기에 계몽주의의 이상, 즉 개인의 자유 및 관리와 통제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이상은 우리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 

이상들은 세계의 문화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양에서 자유

와 과학적 통제 사이의 내적 문화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이슬람이 서양에 반해 점점 더 강해지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서양 문화는 내적으로 더욱 훼손되고 외적으로

는 위협을 받고 있다.

원래 철저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하버마스조차도 최근 ‘난파된 

계몽주의’에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abermas, 

2005).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 관한 그의 책에서 이슬람과 서양 

문화의 충돌은 무엇보다 서양 문화의 중심 구성 요소로서 기독교

의 약화의 결과라고 말한다(Huntington, 2001, p.335). 당장 제기되

는 물음은 과연 문화가 종교적 뿌리를 잃고도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Hittinger, 1995). 서양 문화의 경신은 사람들이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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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Hassan, 2007 / Soroush, 2007). 기독교와

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것과 사회정의를 

염려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쿤의 패러다임이론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잘 알기 위

해 과학 발전과 관련한 쿤의 패러다임이론을 사용하려 한다. 쿤은 

과학이론의 부상이 사회학적・심리적・경제적 및 종교적 측면에

서 설명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지식의 

지속적인 성장뿐 아니라, 과학에서 일어난 예기치 않은 ‘도약’도 

분명해진다. 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과학자들의 안정성과 합의

를 보여준다. 과학 발전의 분야에서 위기가 있는 경우, 이것은 과

학 분야가 더욱 발전해갈 수 있는 새로운 틀, 즉 패러다임의 채택

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 승리를 거두면 위기 때문

에 야기된 분열이 치유되고 과학 분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학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상대화된다(Kuhn, 1962).

쿤은 과학이론 형성의 위기 속에서 갑자기 크고 근본적인 질문

이 제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이론에 대한 오래된 과학적 

신념은 그 기초부터 흔들린다. 한때 일반적으로 여겨지던 생각이 

에 기대서는 안 된다. 기술이 매우 많은 문화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통찰이 필요하다. 

기술 자체가 야기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또 다른 문제와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들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변덕스럽고 높이 날아가는 기술은 단단하고 초월적인 닻을 필요

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창조의 기원으로 인정하고, 인간을 창조된 현실을 드

러내는 신적인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책임 있는 형상으로 인정해

야 한다. 그래야 과학과 기술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신적 목적

에 복종하게 할 수 있다(Sweeringen, 2007, p.271 이하). 계몽주의가 

제시하는 대로 기술적 세계관을 우선시하며 거기 끌려가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산이 되어야 할 창조 세계를 밝히고 펼쳐

내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Schuurman, 2005). 기독교는 ‘기

술 문화’의 변혁을 간절히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개혁적 이슬람만

큼이나 ‘물질의 종교’에 반대한다.

고맙게도, 기독교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무슬림들이 서양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서양 문화 

자체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위협뿐 아니라, 과격한 이슬람과 같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요구되는 변화다. 개혁적 이슬람 윤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 문화’ 내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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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을 때 그러하다.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

리는 서서히 깨닫고 있다.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문화의 단계, 즉 ‘기술 문화’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해

결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과학혁명과 유사한 문화혁명이나 문화적 전향은 필연적으로 

날카로운 토론을 수반할 것이며, 마침내 사람들이 믿고 사실로 보

는 것에 대한 평가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여기서 종교의 역할이 

등장한다. 우리가 기독교나 개혁적 이슬람교의 예에서 본 것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문화 비판과 기술 비판이 종교나 종교들의 관

점에서 제기된다. 문제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기존

의 문제와 위협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의 문화 모델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로는 핏불테리

어와 같은 고집으로 버틸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은 경제적

・정치적・문화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는 예전 패러다임의 약점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된다. 현재의 과학

적・기술적・경제적 사고방식의 결과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사건

이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

던 과학자집단의 만장일치가 허물어지고, 같은 생각을 가졌던 이

들의 암묵적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요컨대, 과거의 패러다임

은 시대에 뒤진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이론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Koningsveld, 2006, p.110 이하)

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쿤의 비전이 우리 문화의 패

러다임에 꼭 필요한 변화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유사 모델은 우

리에게 유용한 지침을 주지만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과학은 단

지 문화의 한 가지나 부분일 뿐이다. 문화는 과학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괄한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점점 더 ‘기술 문화’ 또는 ‘과

학기술 문화’로 보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쿤의 이론이 우리

에게 영감을 준다. 

‘기술 문화’의 변혁

기존의 문화 패러다임과 그 변혁을 상대화하는 이런 시도가 현

재의 문화 발전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서 가능한가? 서양의 지배

적인 문화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

금 우리는 애당초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된 바로 그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다. 해결책은 분명히 

우리 문화의 문제 중 하나다. 특히 그것이 경제와 정치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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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들은 정치 영역을 향해 환경

과 기후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Willems 외, 2007). 최근 2,50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과학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유엔의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

는,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간과 인간의 

기술적 적용과 경제, 그리고 소비를 지목했다(IPCC 보고서, 유엔 기

후위원회, 2007).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기후대의 변화, 생태계 교란, 생물다양

성의 손실, 새로운 열대성 질병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우리 문

화의 에토스를 바꿔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빌 클린턴과 

앨 고어도 이 분야에서 변화를 촉구해왔다. 수년 동안 그린피스가 

발휘해온 영향력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이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에 눈뜨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이 현대 사회의 생산, 통제 및 소비의 패턴이 본질적으로 지속 불

가능한 것이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Van der Wal 외, 2006, p.8 이하).

기존의 오래된 문화 패턴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약화되고 있

다. 네덜란드의 정당들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

고 있다. 지배적인 문화적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것의 성

격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구심을 표한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힘

이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산업농업과 유기농업의 갈등

나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서양 세계와 무슬림 세계

에서 일어난 문화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저한 관련 사례 

중 하나는 유기농업과 산업농업의 다툼이다(그 성공 여부나 충분한 논

증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Foltz, 2003, p.3 이하 / Petruccioli, 2003, p.499 

이하 / Schuurman, 2005, p.49 이하). 산업농업은 점점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농업 편에서 유기농업의 반대자들이 목소리

를 높이고 있고, 유기농업의 지지자들도 점점 자기 주장을 알리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더 많은 성공

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산업농업의 변호인은 농업에 생태적

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두 가지 발전 모두 기존의 문제가 심각

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Simons, 2007, p.240 이하, p. 340 이하).

문화적 전향

이에 비견할 만한 전향이 기술적인 문화 전반에 일어나야 한다. 

정치 및 경제 세계는 문화적 대안,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으

로 책임 있는 사업에 눈뜨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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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환이 요구된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메타-역사적인 나침반

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의 내용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새

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실질적으로 달라야 하고, 이

전 패러다임에서 가치 있는 것을 여전히 흡수하고 보존해야 한다.

과거의 문화 패러다임에서, 자연은 생명이 없고 기계적인 것으

로 취급되고, 무한정의 조작으로 착취당했다. 자연, 인류, 환경, 식

물 및 동물은 기술 패러다임에 따라 기술적 관점에서 주시되었다. 

이것이 소위 ‘기계 모델’이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생명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문

화 형성에 있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과학, 기

술, 경제는 생명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오

히려 생명을 섬기는 데서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

기독교와 개혁적 이슬람교는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해도(그리고 서

로를 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겠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를 새로운 문화적 전형에 참여하

는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다(Rohrmoser, 2006). 기독교와 이슬람교 

양쪽 모두에서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동산의 모델이 적절하

작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찰하

고, 새로운 조치들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정한 문화적 변화를 위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변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런 변혁이 현재 세계화의 발전이 초래한 불의를 극복할 전 세

계적인 정의에 더 관심을 쏟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의 서양 문화가 산업 문화의 위협을 지적

하려 애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반드시 학습의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이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오랫동안 무시돼온 근본적인 물

음들이 종교의 대변인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 문

화, 기술, 그리고 경제의 본질과 목적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문

화의 종교적 뿌리에서 나오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문화를 구성하는 삶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다루는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토머스 쿤의 용어에 빗대, 우리는 여기서 ‘게슈탈트 스위치gestalt 

switch’, ‘방향전환turnabout’ 또는 ‘혁명revolution’ 등을 언급할 수 있

겠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도약’이다. 그렇다. 이제 ‘돌아설 시간’

이 되었다. 우리는 서양 문화사의 관점에서, 계몽주의의 문화적 

실험은 (우리가 그로 인한 유익에 고마움을 아무리 많이 표한다 할지라도) 대

규모 실패로 끝났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문화의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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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진짜 현실은 

기술적 조작의 대상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선물로 여겨질 것이다. 이

것은 우리에게 소유자에 대한 경외, 감수성, 겸손, 경이감, 경배, 

신중함을 요구한다.

기술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방식은 지배력을 추구해서 생긴 파

괴적인 현실을 신중하게 밝혀내고 펼쳐내려는 노력으로 특징지

어질 것이다. 기독교와 개혁적 이슬람교는, 서로 매우 다를지라

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살아 있는 동산 도시의 관점을 소중히 

여긴다. 이 관점에서 환경과 자연을 적절하게 돌볼 것이고, 따라

서 지구에 있는 생명의 보전과 복지가 물질적 번영보다 더 중요

해질 것이다.

삶과 사랑이 기본 범주가 되는 문화의 새로운 틀은, 위임에 따

라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초주관

적이고 규범적인 경계를 존중하려 노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

화적 긴장을 줄이고,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롭고 풍성하

게 다양한 발전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 절제하는 태도는 서양 문

화 자체에서뿐 아니라 이슬람 문화와 관련해서도 문화적 긴장과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적 이슬람교는 그 윤리

적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그런 문화적 전향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만약 급

다(Petruccioli, 2003, p.499 이하 / Schuurman, 2005, p.37 이하). 이들은 

함께 “우리는 창조주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Foltz, 

2003, p.29)”는 데 찬성할 수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각각 자신

의 방식에 따라, 더 이상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풍요로워지며, 진

정한 정의가 실행되어 긴장이 줄어드는 세계화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회적 결

속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기독교의 신앙적 활력이 부족하고 개혁적 이슬람교의 지원이 

부족해서 이런 협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계몽주의와 급진적인 

이슬람 사이의 투쟁이 심화되고 이슬람의 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를 비관할 이유가 실제로 생기는 셈이다(Bawer, 

2006).

생명의 보존과 복지

산업 사회에서 기술적 사고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거의 모든 것

이 기술 모델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이 모델에서 생명 자체는 근

본적이며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기술의 힘은 이 모

델에 근거해 전제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물론 새로운 문화 단계에서 우리는 기술 그 자체를 걷어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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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이고 폭력적인 무슬림이 이 시나리오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금융자금・보조금・무기를 포함한 

과학・기술・경제・문화의 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르면 더

욱 지속 가능하고, 정의롭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계화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6  물질주의적 문화의 변혁, 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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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영역에서 선택

적인 맹목성이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문화적 권력으로서의 기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경제, 국가나 지역의 조직, 과학, 기술 

같은 지배적인 문화 권력과 연관을 맺는다. 이 권력은 문화 안에

서 역동성을 제공한다. 내 생각에 이런 권력의 근본에 기술이 있

다. 기술이 없이는 이 권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술은 인간 문화에 근본적인 것이고,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 역사에 대해 말할 때 기술의 수준에 따라 시

대와 기간을 말하곤 한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원자력 시대, 

컴퓨터 시대 등.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특별히 컴퓨터의 등장 이후 우리는 역사

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때까지 우리는 집짓기, 

청동주전자, 나막신, 수로 파기 같은 특정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래된 형태의 장인 기술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관

계, 신앙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오간다. 그러

나 기술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훨씬 적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신앙과 기술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이

유다. 

우리 시대는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재정적・경제적・생태

적 위기, 에너지와 자원에 관련된 위기 등인데, 이들은 모두 근본

적으로 도덕적 위기에서 비롯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를 분석

하는 이들이 그 원인으로 (적절하게도) (신자유주의) 경제 흐름의 부정

적 결과들을 지목하지만, 기술이 경제 현실에 미친 영향이나, 기

술이 그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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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화적으로 주변에 있는 현상이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모

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상호 연결된 기술적 장치들이 상

호 작용하면서 작동한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시스템으로서의 현

대 기술이 우리 문화의 정중앙에 있다. 

상호 연결된 형태의 현대 기술은 모든 것에 자취를 남긴다. 문

화철학에서 기술 문화와 기술 시대(모두 대문자 T를 쓴다)라는 말이 

쓰이고, 그렇게 쓰이는 것이 맞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는 이 기술의 시스템이 경제와 조직화 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과, 

과학이 그 시스템들 사이를 논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요

소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자율적 기술?

엘륄은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한다. 그는 상호 연관된 시스템으로

서의 기술이 자율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기여하지만 사실은 거기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다. 엘륄에 따르면, 기술 시스템이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결

정되어 있으며 인간의 힘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부정적

으로 해석했는데, 너무 강하게 이런 입장을 밀고 나간 나머지 현

대 기술을 우리 사회의 최고 악으로 취급했다.

내 생각에 엘륄의 편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위험하

남아 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이런 형태의 기술

은 다른 문화적 현상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한 구성 요소였다. 오래된 기술들은 주어진 자연환경과 엮여 있었

고(풍차를 생각해보라), 홍수처럼 자연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될 때도 그랬다. 

산업혁명 이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기술은 엄청나게 바

뀌었다. 이제 과학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과학의 기

본 특징인 합리성과 보편성은 또한 기술의 특징이 되었다.

기술의 현대적 형태는 사회와 문화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이 

지점에서 해석이 요구된다. 현대 기술은 특정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중립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 기술

은 수단이나 도구들의 집합 이상의 무엇이다. 우리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와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성

된 환경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네트

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문화철학자 자크 엘륄은 현대의 기술 현상 Technological 

phenomenon(대문자 T를 썼다)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서술했다(1980). 

그는 대문자 T로 표현하는 ‘기술’은 서로 연결돼 있는 구분된 장

치들의 총합을 말한다고 했다. 그것들은 전체, 시스템, 네트워크

를 이룬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기술에 속했던 것들과 전

혀 다르다. 과거의 기술들은 별개의 현상이었고, 서로 구분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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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술 발전이 확실히 자율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본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시스템이 기능하

는 방식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 때때로 당장 가능한 발전을 가

속화하는 대신, 그 속도를 늦추고 인간적인 측면에 정의가 수립되

도록 해야만 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계속 책임

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현대의 기술은 사실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그 개요를 작성

하는 것이 장인 중심의 전통적 기술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대한 시스템의 기술인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책

임이 있을 뿐 개인의 책임은 없다. 일반적인 책임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서로 다른 이데

올로기가 부딪치기 때문에 공동의 윤리적 에토스를 경험하기 어

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기

술과 우리 시대에 서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 인간의 천재성과 

디자인, 산업의 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건 집

단적으로건 그에 대해 명백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 시스템이 정말 완전히 결정되어 있거나 

자율적이라면, 그것들은 그 자체로 멈출 수 없고 모든 삶을 찬탈

하는 힘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네

가 기술을 멈출 수는 없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나는 이 견해가 비판받을 만하다고 본다. 기술(대문자 T를 쓰는)은 

여전히 인간 노력의 산물이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 기술이 윤리적・도덕적

으로 중립적이라면, 인간의 책임은 그 목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될 

것이다. 때때로 공학자들은 “우리 같은 공학자는 거짓말을 못해

요. 그건 정치가나 경제학자가 하죠(Dessauer, 1956)” 식의 말로 자

신들이 만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는 흔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종사한 공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들의 주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정치가와 경제학자에게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술 시스템을 ‘자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시

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지속적으로 팽창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되

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혁신의 확장이 빨라지

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 기여하지만, 그

들은 더 이상 전체적인 조망을 하지 못하고 지적으로나 윤리적으

로나 그 빨라지는 정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기술 시스템은 점점 

사람들이 갇혀 있는 미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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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기술은 윤리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을 수반하거나 

암시하기 때문이다. 현대 기술 시스템에는 특정하게 정해진 방향, 

혹은 그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요소와 힘이 있다. 계몽주의의 영향

으로 기술은 윤리적인 면에서 일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특정한 인

간의 경향성이나 동기와 기술의 발전 사이에는 깊은 상관성이나 

교류가 있다. 서양 문화에서 현대 기술이 발전한 것이 우연이 아

니다. 서양 사람들은 특정한 가치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

실하다. 그 가치나 규칙들이 그들의 동기를 부추기고 깊은 필요를 

충족시켰다. 과연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인가?

기술을 어떻게 보는가?

내 박사논문인 《기술과 미래Techniek en Toekomst》(1972, 영어판은 

2009)에서 나는 두 가지 지배적인 견해를 자세히 논하고 비판했

다. 하나는 초월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주의다. 초월주의의 흐

름은 기술에 적대적인 비관주의를 가리키고, 두 번째 흐름은 기술

의 유익을 믿는 낙관주의적 입장이다.

1980년대까지 이 두 견해가 기술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서 가

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철학자들은 이때 경험으로의 전환

기술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인가?

많은 이들이 기술과 기술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 기술이 좋은 목적이나 나쁜 목적을 위

해 사용될 수 있지만 기술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이런 견해는 암묵적인 지지를 받지만, 기술은 절대로 중립

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원자재의 공급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기

술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라. 인간의 자리도 기술에 의해 급진적으

로 바뀌었다.

오래된 전통 기술의 장치들은 우리 손과 오감, 그리고 몸의 다

른 부분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기술은 매우 다르다. 

인간은 기술에 종속을 강요당한다. 또한 어떤 것이 특정한 조건에

서 합법적인지 여부를 묻는 윤리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경제적 발전이 문화나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면 기술

의 적용이 이런 종류의 해로운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정당화된다. 탐심은 경제적 동기와 연결되지만, 

기술 시스템은 경제 발전의 기본 구조로서 온갖 미묘한 방법으로 

탐심을 자극할 수 있다. 

기술적 장치들은 언제나 문화의 담지자이거나 특정 문화에 묶

여 있다. 문화가 가치의존적인 것처럼 기술도 그렇다. 기술은 세

계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세계관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자연과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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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문화에서 기술의 지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은 흔히 경제 분야에서의 발전과만 

연결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돈의 힘이 경제를 지배하지만 

놀랍게도 동시에 경제에 지장을 준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

만 악의 근원”이라고 경고한다(딤전 6:10).

그러나 인간의 존재에서 돈과 연결되지 않은 가치가 더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지점에서 엘륄에게 배울 것이 있

다. 그는 마르크스가 그의 사회 비판에서 자본 경제에 부여한 중

요한 위치가 현대 기술 시스템의 현상에 직면한 우리 시대를 분

석하는 데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엘륄에 따르면(1979), 경제가 아니라 기술이 서양 문화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 혹은 원동력이다. 나는 그 둘 모두가 지속적인 상

호 작용 속에서 우리 문화를 결정짓는다고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

이 기술의 깊은 영향력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모르고 있다는 점

에 대해서는 나도 엘륄에게 동의한다. 

엘륄은 자본이 기술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자본을 지

배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에 의해 가능해진 현대 기

술이 자본과 경제에 앞서가면서 그것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사례는 컴퓨터다. 널리 퍼져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정보와 소통 시스템 말이다.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컴퓨터 기술의 가능성에 의해 강화된다. 이 기술적 적용들은 그 

empirical turn을 이야기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으로 돌아섰다. 기술철

학은 더 기술記述적이 되면서 기술 발전에 대해 판단이나 견해를 

밝히지 않게 되었다. 경험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철학자들은 특정

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 기술의 실용적인 면, 즉 ‘사

례’에 집중했다. 이 사례들은 총체적인 기술 발전에서 그들이 추

출해낸 것이다.

사실 기술철학자들은 사소한 것에 집중하려는 유혹에 빠졌다. 

기술적 적용의 특정 사례를 분석하는 것의 가치는 한정적이다. 예

를 들어, 그런 연구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었는

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철학자들은 구조나 규범적인 기술 

일반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이 흐

름에 반대하는 이유다. 

내가 보기에 기술 발전에는 일관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험

으로의 전환’ 철학에는 기술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견해가 빠져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통합적인 견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

이 미래의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갈 실행 가능하고 

책임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는 기술철학자들이 경험으로의 전환 너머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공학자와 정치 영역을 포

함한 사회 전반의 책임이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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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연관된 복잡한 기술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재앙

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연결되어 있는 2008년의 은행 

시스템 위기가 고삐 풀린 기술의 배신을 보여준 것인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이라 불리는 은행 상품들은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 네덜란드 국립은행장 웰링크마저(그리고 

그 곁에 있는 많은 이들도) 그 은행 상품들로 그들이 무엇을 팔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했다. 기술은 그런 상품들의 실

제 가치를 가려버렸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

각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명확해지고 말았다. 기술로 

인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돈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이다.

스킨켈의 글은 돈의 가치, 그리고 그에 따라 경제 전체에 대한 

기술의 위협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국제적으

로 연결된 전 세계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서 전 세계 금융시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그러나 바로 물음이 떠오른다. 스킨켈은 기술의 문제를 또 다른 

기술적 해결책들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는 “마귀로 마귀

를 쫓아내기”를 바라는 것에 비견할 만하다. 한 국가나 유럽의 컴

퓨터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없는데, 국제적인 시스템이 

더 잘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스킨켈의 칼럼이 제기하는 

효과와 결과의 총합이다. 컴퓨터 기술의 적용은 경제와 환경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시대가 처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우리가 이 힘, 즉 기술적인 통제와 

관리의 힘 혹은 경제적인 돈의 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기술 현

상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로운 결과에 눈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에게는 기술이 얼마나 기만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릴 적절한 

안테나가 없고, 그래서 기술적 적용을 통해 이윤을 내는 것에 만

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허상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기술이 경제를 지배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경제 발전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로서의 기술이 없이는 현대 경제를 생각할 수 없고, 기술과 

경제는 함께 긍정적인 것들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

인 측면만 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의 반대 측면을 볼 수 없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자. 마르텐 스킨켈Maarten Schinkel은 2012년 

1월 6일 네덜란드 일간지 <NRC>에 게재한 칼럼에서, 많은 문화

적 위기의 분석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

지 문화에 대해 비판한 이들 중 아무도 기술이 초래하는, 전체적

으로 처참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2 스킨켈은 기술의 영

향을 통해 그가 말하는 통화시장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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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 전역에서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명백해진다. 정보 

시스템, 나노기술, 3D프린터, 로봇, 지적인 컴퓨터 두뇌, 자율주행 

자동차 등 가속화하는 기술에 의한 실업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점증하는 실업에 직면해서도 

기술을 통해 자동화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흔

히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반대로, 이 현상은 후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위기에 대한 재정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점점 늘어나고 편만해지는 

기술의 영향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가 항구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진정 막고 싶다면 말이다.3

위험에 눈을 가리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현대 기술은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다. 정보와 소통, 유전자공학, 나노기술, 신경기술 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술적 적용과 다른 영역들이 연합하기 때문이다. 

이들 신기술들은 경제와 연관되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기술의 이런 사회적 역할

이 바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다. 기술이 사회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21세기에 거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는 우리가 기술의 축복이라는 가면을 벗길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숨겨진 기술의 악한 이데올로기를 밝혀내야 한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나는 은행 세계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그런 시

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축할 때 자신들이 어떤 기준

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례. 유럽에서 일어난 최근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몇몇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려는 움

직임이 완전히 거부되었다. 그리스같이 경제적으로 병든 국가들

은 유로화를 자신들의 본래 통화와 바꿀 수 없다. 유럽의 경제는 

서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병든 구성원들을 나머지로부터 

격리할 수가 없다. 이런 상호 의존성이 기술로 인해 만들어졌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상호 의존성을 바닥까지 꿰뚫어보거나 전체

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 번째 사례는 더 설득력이 있다. 마틴 포드Martin Ford는 자동

화, 로봇, 미래 경제에 대한 그의 중요한 저서에서, 위기가 쌓이는 

이 상황에서의 실업 문제를 다뤘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위

기들을 재정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미국 은행들의 재정 문

제가 이 위기들의 최초 원인이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

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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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에서 분명하게 드러

나고 있다. 이는 환경, 기후변화, 원자재의 부족, 사람들에게 충분

한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 원자력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그

렇다. 기술의 복잡한 발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 

나아가 우리는 보건 문제, 사회적 응집력과 신뢰의 상실 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인주의와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의 상실이 현

대 기술의 발흥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후기)산업화 사

회의 주요 특징이 발달된 기술과 함께 재앙적 위험danger의 위험

risk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1986). 나아가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만족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2007).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발전에도 불구

하고 기술에 대해 계속 긍정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술 진보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

술에 대한 모든 비판이 터부taboo가 되어버렸다.

비판이 가해지면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비판자가 기술 전

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한 

바다. 내가 기술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의 창조와 연결된, 하나

님이 주신 명령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는데도 그렇다.

데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가 사회적 발전의 진짜 중요하고 

유일한 동력이라는 생각에 반대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시작 사

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새로운 기술의 출현 

때문이다. 이들 기술적 변화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경제적, 그

리고 정치적 변화들과 함께 20세기의 색깔을 바꿔놓았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이 표명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서조차 기술의 분열적인 영향에 대해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는 

데 점점 더 놀라게 된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의 실패를 모든 문제

의 원인으로 보는 데 익숙해진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지점blind spot을 만들어 기술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지 않게 되었다. 

기술이 자율적이라거나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입장 때문에 

사람들은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다. 나아가 기술적 발달이 우리 삶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대의 도덕적 문제들을 알아차리고 공

감하는 민감함을 갖기가 더 힘들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

덕적으로 눈먼 상태moral blindness(Bauman, 2013)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회적 경신을 독려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리고 있음

을 직시해야 한다. 기술이 물질적 번영, 교육, 주거, 건강의 측면에

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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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특별히 

컴퓨터가 널리 사용되고, 컴퓨터가 다른 기술적 적용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기술적인 세상이 되었다. 현대 문화는 기술을 

통해 구성되어왔다. 기술은 세계 역사의 지배적인 힘이 되었다. 

기술 없이 우리는 전 지구적 경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현실의 

총체가 기술에 의해 점령당했고 모든 인간의 목표는 기술적 목표

가 되었다.

계몽주의 이래로 기술의 진보가 물질적 번영과 자연스럽게 함

께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술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산물이지만 그 반대도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점점 

더 우리를 편만하게 둘러싸고 있는 기술에 적응하고 있다. 그 결

과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엄청난 

위험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한다. 기술 발전의 규범이 기술 그 자

체가 되었다. 가능한 것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독일 철학자 우르술라 메이어Ursula Meyer에 따르면(2006), 인간

은 집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갖는 것에 대한 

느낌을 잃었고, 도덕을 미로나 소용돌이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

이다. 게다가 이런 변화가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

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기술적 사고가 부추기는 행동 패턴은 삶을 

반복되는 기술적 재난에 대한 논의들

매우 파괴적이고 심지어 종말적인 재난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

나 현대 기술의 주제넘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체르노빌과 후

쿠시마의 원자력 재난, 멕시코 걸프만의 기름 유출, 몇 년 전에 일

어난 인도 보팔의 화학공장 참사 등을 생각해보라. 상상할 수 없

는 고통을 야기한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들은 서양 문화가 이끌

어가고 있는 이 세상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준다. 

이런 사고는 우리의 현재 문화에 본질적으로 속한 것들이다. 현대 

기술에는 과거에는 없던 차원의 잠재적인 파괴성이 숨어 있다. 그

러나 누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더 큰 물

질적 번영을 약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주는 기술적 가능

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들과 연동되어 있는 위험에는 마취

된 것처럼 무감하다. 우리는 작은 기술적 발전들에 대해서는 통제

하는 주인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규모의 기술들은 

우리를 인질로 삼고 있다.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같이 명민한 학자들이 현대 과학기

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이다. 아인슈타인은 ‘기술 사회의 퇴보’를 두려워했다. 하이젠베

르크는 기술 문화를 장기적으로는 통제 밖으로 나가버릴 위험이 

있는 초대형 유조선에 비유했다. 우리 중 다수가 그 느낌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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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패러다임

기술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 발전의 동기와 가치, 그리고 규

범을 유심히 살피곤 한다. 그러나 나는 과학과 경제의 관련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발전의 연합과 일관성을 직접 해석하는 접근을 선

호한다.   

나는 서양 문화에서 일어난 지배적인 문화 패러다임을 발견하

려 애썼고, 이 패러다임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해왔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문화가 발

전하는 윤리적 틀로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온갖 종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방적 조

치를 미리 취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나 ‘녹

색경제’를 향한 노력을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

가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접근이 빠져 있다. 패러다임적 접근

은 과거의 동기, 가치, 규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미래에 꼭 필

요한 근본적인 가치와 규범에 관심을 쏟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문화적 패러다임 전환이 무슨 의미

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가져야 할 것

에 대한 더 깊고 명확한 통찰을 얻게 된다.

그 실재보다 덜한 무엇으로 만듦으로써, 삶의 총체를 축소시킨다. 

컴퓨터에 반영된 이런 기술적 사고 패턴은 무비판적인 사용자에

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동일 패턴을 반복적으로 따르게 한다. 인

간이 밤낮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이런 상호 작용을 수행하게 되

면, 그의 마음과 에너지는 기술에 그야말로 홀린 상태가 된다.

우리 시대는 ‘소셜미디어’의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친구를 사귀지만 그 우정은 기술적 성격을 띤다.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중 진짜 필요할 때 진정한 우정을 발휘해줄 사람이 얼

마나 되겠는가?4 이런 식으로 보면 소셜미디어는 역설적으로 매

우 비사회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술이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기술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비인격적이고 문

화적인 힘이며, 그 영향력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존재

에 뻗어 있다. 우리는 기술이 자동적으로 풍요를 생산해낸다고 주

장할 수도 없다. 부정적인 영향은 자주 과소평가되고 제대로 보고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 세상에서 스스로를 잃게 될 위험과 인

간의 미래를 향한 위협은 실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

게 그 위험과 위협, 혼란, 그리고 잠재적인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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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새로운 기술적 적용들이 현실의 해석 모델로 받아들여졌

다. 예를 들어, 기술적(컴퓨터) 모델이 경제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기술적 사고와 현실에 대한 기술적 해석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도 명백하게 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한 

예로, 자주 언급되는 암스테르담대학의 신경학자 딕 스와브Dick 

Swaab의 인기 있는 연구 <우리는 우리의 뇌다>를 들 수 있다. 인간

의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현대 정보소통

기술의 예에 따라 해석된다. 그런 개념화를 통하면 기술의 모델이 

얼마나 추상적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모델을 모든 것에 적

용하는 것이 현실의 일관성과 충만함에 얼마나 부적절한지가 드

러난다. 이 모델은 현실을 축소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인간의 뇌가 작업

한 지식 전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자고 제안한(2013) 데서도 

드러난다. 커즈와일에 따르면, 인간 뇌의 작동을 다운로드한 다음

에도 기계(컴퓨터)가 우리 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

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부드럽게 표현해도 기

술적 가능성에 대한 과대망상이다. 컴퓨터라는 ‘죽은(무기물인)’ 사

물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실수이고 기술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견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술적 사고는 인간과 컴퓨터, 로봇, 나노기술 같

은 초현대적인 기술 적용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

기술적 문화 모델

데카르트 같은 ‘아버지’를 둔 근대 이래로 서양의 사고방식은 

현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기술적인 방식의 사고로 바뀌어왔

다. 데카르트는 기술적인 합리성을 사용해 인간과 문화의 오래되

었거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고, 그것을 통해 물질적 풍요

를 이루려 했다. 데카르트는 기계의 법이 자연의 법과 동일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기계적 메커니즘의 일부로 종속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자연과학이 도구로 사용되었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굴종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데익스터 하윅스Dijksterhuis의 용어(1996)를 빌려 

표현하자면, (서양) 세계관의 기계화mechanizing of the worldview가 역

사에 혁명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본다. 데카르트는 “자연은, 우리

가 충분히 가까이 보면, 시계나 자동 기계장치처럼 이해할 수 있

는 기계”라고 말했다. 

이런 사고방식의 결과는 자연이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데카르트에게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며 지배

자’였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해 인간에게 굴종하

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사고방식을 따라 서양 문화의 모든 것은, 수

학과 자연과학에 의거해 무엇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보는 렌

즈를 통해 관찰된다. 계몽주의 이래 문화의 모델은 기술적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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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Zygmunt Bauman이 그의 최근 저서(2013)에서 ‘도덕적으로 눈먼 

상태’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윤리

학과 도덕의 비전은 치명적이고 환원적으로 점점 좁아질 것이다. 

최근 이렇게 좁아진 비전은 나노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책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나노기술의 아버지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드렉

슬러K. Eric Drexler는 《급진적인 풍요, 어떻게 나노기술의 혁명이 문

명을 바꿀 것인가》(2013)라는 책을 썼다. 그는 미래를 일종의 기술

적 낙원으로 본다. 그는 자신의 현실 개념의 환원주의가 갖는 영

향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악과 전쟁의 현실도 무시한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간단히 소개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엄청난 실재의 환원주의를 본다. 우선 기술적 

세계관에는 신적이고 초월적인 현실이 없다. 즉각적인 현실은 기

술적 세계관의 세계로 환원된다. 기술적 세계관은 평평하게 되어

버린 물질적 현실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신적인 비밀이 제

거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은 이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현실이 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미 자연은 그 자체로 의미도 목적도 없으며, 우리

가 기술적 적용을 통해 의미와 목적을 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신이 없는 세상은 완전히 기술적이고 통제 가능한 물질적 

현실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가로

채고 자신의 기술적인 의지와 힘을 윤리적 지침으로 삼는다. 

놀라운 것은 인류와 그 문화가 우리가 만든 것의 희생자가 되

할을 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이 논의를 여

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한마디만 하자면, 인간과 가장 현

대적인 기술적 적용 사이의 연결에 대한 기술적 사고들은 때때로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까

지 말하곤 하는데,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책임 있는 존

재로 보지 않는 셈이 된다. 

요약하자면, 기술적 패러다임은 서양 문화가 현실을 이해하고 

지배하고 재편하는 것을 주도해왔고 지금도 주도하고 있다. 이 현

실은 기술적으로 이해되고, 우리는 이 기술적 현실을 최첨단의 과

학적・기술적 발견과 발명으로써 (이 생각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개

선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기술적 문화 모델의 환원론

이 발전 과정과 그 근본이 되는 개념들에 있어 우리는 기술적

으로 완전히 해석되고 통제 가능한 물질적 현실과 관계한다. 이 

물질적 현실에서 인간은 왕이며 주인이고, 우리의 윤리는 효율성

과 효과성을 주요 규범으로 하는 기술적인 윤리다. 인간에 대한 

비전은 물질주의적 자기기만, 일종의 영적인 일식의 결과다. 이 

견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게 되는 행동의 가치와 규칙들을 무

엇보다 기술적 가능성에서 도출한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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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자연은 제한 없는 조작의 착취에 

시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 환경, 식물, 동물, 그리고 

지금은 인류 자체에까지 기술적 패러다임을 적용해 ‘기계 모델’이

라 부르는 기술적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 유

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생명을 보호하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생

각과 활동을 주도하는 관점으로 만들 때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경제가 생명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신 그것들이 생명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

다. 이런 시각에서 작동하는 기술과 경제가 그 목표를 더 잘 성취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창조주이자 보존자이신 하나님

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창조된 현실에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

나님을 통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책임을 수행하는 핵심 원리

다. 미래는 하나님의 미래, 즉 하나님 나라다. 최초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훼손되고 찢어진 현실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스도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순간이 

온다. 그것이 끝없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

스러운 하나님 나라다. 거기서 그 나라의 시민들은 영원한 조화와 

감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독교의 비

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은 모든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현실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

는 것이 재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가장 

큰 원유 유출 사고에서 잘 드러난다. 

마콘도 유정의 굴착시설인 디프워터 호라이즌의 시추공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시설 전체가 화재로 인해 침몰했다. 인명도 손

실되었지만, 이후 석 달 동안 멕시코만의 해양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 정도 되는 지

역이 원유로 완전히 오염되었다. 새로운 폭풍이 올 때마다 원유가 

해저에서 밖으로 흘러나왔고,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불가

피한 결과였다. 지역의 어업과 관광산업은 무기한 중단되었다.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가 필요했고, 그럼에도 그 지

역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사고 이후 유전자가 변형된 새우와 

게들이 발견되었다. 기술적 문화 모델의 지배는 치명적이다.5

기술 문화 모델의 변혁

성경적 문화 모델, 바람직한 문화 패러다임으로서의 동산

오래된 문화 패러다임에서 자연은 생명이 없이 죽은 무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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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화의 모든 것이 우리의 지평 너머 있는 동산 도시로 나타

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목적과 의미를 받아들이면, 인간의 사고는 지

배를 위한 사고가 아닌 감사하는 사고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능동적으로 섬기기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술의 새로운 방

향이다. 이 접근을 통해 우주론적・인류학적・윤리적 환원주의와 

작금의 물질주의적 문화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잠정적으로 극복

될 것이다.

동산의 발전에서 생명이 중심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가 처한 현

실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고집스러운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말

이다. 과거와 현재의 기술은 인류, 동물, 식물의 생명을 섬기라고 

부름 받는다. 동산에 있는 생명의 형상은 위협받지 않고 풍성해지

며, 진정한 정의가 도래하고 갈등은 줄어든다. 그리하여 사회적 

응집력과 완전성, 평화가 촉진된다.

물질문화의 변혁

생명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섬기는 기술은 공학자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기술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는 

정치가와 경제학자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늘어나는 경

제적 문제와 연관된 혁신에 대한 요구는 다음의 물음으로 평가되

전에 담긴 함의를 거의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계몽주의 사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

씀에 따라 과거의 계몽주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계몽주의가 필

요하다.

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역사관은 우리의 기술적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 모델이다. 기술적 모델은 추상적이고, 죽음이라

는 특징을 지닌다. 놀라울 것도 없이, 이 모델을 대대적으로 따르

는 것은 현실의 환원주의와 엄청난 문제들, 궁극적으로는 치명적

인 위협으로 이끌어왔다. 이 모델은 생명의 현실성이나 그 현실의 

충만함, 일관성, 구체성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생명의 실체를 바라보는 문화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기

술은 비로소 적절한 위치에 서게 되고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재

난들이 줄어들 것이다. 나는 ‘발전하는 동산’이라는 오래된 성경

적 문화 모델이 내가 나열한 요구들을 충족시킨다고 믿는다. 그렇

게 되면 역사는 펼쳐지는 동산(창 2)으로서의 낙원에서 미래의 동

산 도시(계 21)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죄로의 타락 때문에 이 관점

은 엄청나게 왜곡되었다.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죽음’이 인간 

역사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 동산의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엄청나고도 시사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제

공해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

에 대한 희망찬 관점이 다시 생겨난다.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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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도 점점 더 명확해졌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이 기존의 

기술적 복합체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합체의 10퍼센

트 정도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복합체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문화 권력의 추상적인 복합체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세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문화 권력은 창조된 

현실의 풍성함, 그 깊은 내면적 결속과의 관련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그 현실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축

복뿐 아니라, 그것이 인간과 환경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도 보게 

될 것이다. 도구적 합리성은 섬김의 합리성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기술에서는 쌓아올리고 짓는 데 쏟는 만큼의 관심이 유지하고 돌

보는 데에도 쏟아부어져야 한다. 경제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규칙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살고 

일하는 인간 세계를 건강하게 돌볼 방안을 찾는 데도 신경을 써

야 한다.

기술적 문화 모델에 반대되는 새로운 성경적 문화 모델로부터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얻게 된다. 현실은 더 이상 기술적 조작

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드러나

서 감사와 사랑으로 받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세계의 소유자에 

대해 경외감을 갖도록 부름 받았고 그와 함께 수용함, 단정함, 겸

손, 경이, 존경, 사려 깊음을 갖도록 부름 받았다. 살아 있는 현실

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색깔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

어야 한다. 이 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혁신을 위한 혁신은 문

화 발전의 기술적 모델을 확증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나는 이런 일이 나노기술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앞에서 언급

한 드렉슬러의 책(2013)과 디아만디스의 책(2012)을 보라. 나노기

술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이다. 

나노기술은 확실히 전망이 있어 보이지만,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

야 할 것인가? 동산의 문화 모델을 가지고 혁신을 평가하고 나노

기술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핵심 물음을 제기한다.

왜 좋은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가? 첫째, 깊이 뿌리박힌 역사적 

패턴의 결과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서양적 사고는 무엇보다 기술

적 사고다. 이것을 배경으로 과학, 기술, 경제, 조직의 문화 권력이 

거대한 복합체를 이뤘다. 다른 문화 영역에 대한 도구적 과학의 

지배적인 영향을 통해 이 복합체는 추상적인 과학적 성격을 띤다. 

그것은 진짜 삶의 구체성을 결여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사실

로 인식되는 풍성하고 일관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지배적인 

물질주의의 기본 관점이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근본적이고 종교

적인 태도가 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 복합체의 힘, 

즉 물질적인 이익에 배타적으로 쏠리게 된다. 사실 그 복합체는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부분적으로는 권력의 경제적인 집

중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위기와 위협의 증가로 그 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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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신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고립되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모델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깊어져

야 한다.

인간의 창의성과 다차원적인 책임에 근거해 공학자들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고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을 요청받는다. 동산의 모델에 따라 개발되는 기술적 적용

은 지상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연대, 공동의 이익, 정의, 사람의 내적 가치에 대

한 인정, 돌봄, 구호), 생태적 가치,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을 제

대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가치보다 얼

마나 많은 것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것은 정의의 요

구 그 자체다. 이런 문화적 회복은 우리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시작하려는 열망과 희망을 그 안에 포함한다.

기술은 그래서, 네덜란드 트벤테대학의 철학자 브레이Breg가 아

름답게 표현한 대로(2008),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정의롭게 대해

야 한다. 이것은 삶의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점점 커지고 퍼

져나가는 작은 동심원을 생각해보자. 우리 시대에 세계는 최후의 

큰 원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기

후변화나 원자재의 위기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음을 가지고 세계적인 인류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면, 기술 발전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현실을 지

배함으로써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고 드러내는 것이 기

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창조를 펼쳐내는 기독교적 관점은 살아 있는 동산 도시의 관점

을 제공한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문제들은 가시적인 한계 내에

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양 문화 안에서뿐 아니라 다

른 문화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화적 갈등과 위협을 줄일 수 있

다. 더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세계화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세계적인 문제와 위협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술적 낙원

이 도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

정한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동산의 모델을 따르는 것은 기존의 기술을 없애는 것이 아

니다. 기술적 발전과 혁신의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의 창조에 더해

진다. 그것은 창조가 타락으로 인해 심한 왜곡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도 그러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 방식으로 듣게 

되는 지속 가능성으로의 부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다. 비기

독교인 저자가 지속 가능성을 외친다 해도 마찬가지다. 사실 비기

독교인들이 지속 가능성을 먼저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우

리는 기술 문화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본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돌봄과 사랑 속에서 인류라

는 배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방향으로 마구 나가지 못하도록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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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처럼 늘어나는 생산 

규모와 속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과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모와 속도를 지향하는 동산의 새로운 패러

다임이다. 이 동산의 이미지 속에서 자연이 질 수 있는 부담의 한

계가 존중된다. 동산의 열매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라테나우연구소의 최근 연구에서 완전히 유기적인 경제를 지

지하는 올바른 제안이 제기되었다.6 그 다음 단계는 ‘지속 가능성’

을 더 잘 정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은 단지 미래 세대

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것은 식물과 동물의 영역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와도 연결되어 있

다. 이는 지혜와 신중한 청지기 정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

어 음식을 위한 작물 대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삶의 리듬, 유기적인 것

들의 리듬이 갖는 주기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문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포함한다. 기술과 자연의 관계는 기술의 지

배를 통한 착취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 기술과 자연은 협조적인 

방식으로 조화롭게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방식을 따르면 현재 세계화의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의 측면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성은 동산의 비유에서 작동할 때 가능하다. 기술이 경제

기술에 대한 비판은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다

이 장의 초반에서 나는 오늘날의 문화 비판이 경제적 질서의 

비판에 배타적으로 쏠려 있음을 지적했다. 나는 그 비판에 동조한

다. 그러나 거기에 기술 세계에 대한 비판이 더해져야 한다. 신자

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잘 알려진 하우츠바르트Goudzwaard, 그라

프란트Graafland, 용어네일 Jongeneel 같은 학자들의 견해는, 기술로 

인해 생겨나는 힘도 우리 경제에서 돈이 차지하는 힘처럼 전복되

어야 한다는 사실이 함께 고려된다면 더 강해지고 더 도전적이며 

더 성공적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죽은’ 기술적 컴퓨터 모델은 성경적 동산의 모델

과 합쳐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손상당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정의와 자비가 자연과 환경을 

보살피고 사회적・인간적 자본을 성장시키는 주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우츠바르트가 제안한(2009, 그리고 다른 책들) 건강한 세계

와 세계에 건강을 부여하는 보살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때

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일하는 인간 세계 전체를 말한다. 내 견해

로는 기술에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은 하우츠바르트가 선

호하는 포괄적 접근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발전하고 있는 동산의 이미지는 ‘오이코노모스’의 원래 의미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

하고, 유지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고 추수하고 생산하는 것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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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GNP 같은 지표와 과거의 기술적 적용 패러다임을 현저하게 

대변하는 사회경제위원회social economic board, SER의 보고서를 살펴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이들은 기술적 사고에 전적으로 좌우

된다. 그 평가와 보고서를 당장 없앨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

에 더해 다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지표와 기관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SER에 더해서는 사회자문위원회social council가 있으면 매우 유

익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동의 책임과 이익에 기반해 고용주와 피

고용자뿐 아니라 환경단체와 개발 및 안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술적・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표인 GNP에 

더해서는, 더 현실적인 ‘복지지표’가 대안으로 꼭 요구된다. 그런 

새로운 지표들을 통해 발전의 기술적・생태적・경제적 측면뿐 아

니라 정책의 문화적・사회적・인간적 영향도 평가되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표는 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국가 지속 가능 지표부터 수립해 GNP와 함

께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 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 경

제적 발전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은 널리 퍼진 오해다. 오늘날 

모든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활동의 이면과 저변에는 기술이 그 기

본 구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 시스템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경제나 금융 정책을 바꾸는 데 상당할 정도로 저항하게 

마련이다. 현재의 경제적 발전은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기존 

와 함께 더 이상 조작과 착취, 오염을 초래하지 않고, 세계은행의 

경제학자 허먼 데일리가 말한 것처럼, 세계가 비옥함과 생산 능력

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고 그 풍부함과 생산물을 현재와 미

래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말이다.

책임 있는 문화적 발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의 이

익’에 따라 살고, 그 자본이 손상되거나 소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다. 이것은 사실 인간을 돌보는 자와 청지기로 보는 입장의 핵심 

개념이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긴급한 요구에 응하

는 것으로, 또 경제가 ‘사람, 지구, 이익’을 순서대로 추구해야 한

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나아가 ‘요람에서 

요람으로’의 원칙을 지키는 청지기 정신이 산업에 필수적이다. 이

는 버리는 문화에서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문화로의 대체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실재에 적용되

었는데, 이는 감사하게도 오래되고 여전히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서 이 새롭고도 꼭 필요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이미 

보고 있다는 증거다.

정치와 기술

회복과 변화로의 접근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나는 여

기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네덜란드의 국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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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을 줄이고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농업을 하자는 운동

도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녹색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

에서 눈에 띄게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과 오래된 문화 모델

이 새로운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공학자

대학에서의 다른 기술 연구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베테랑 토목공학자로서 나는 기술이 

섬김의 역할을 보여준 완성된 프로젝트의 좋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네덜란드 제일란트 서쪽 해안에 쌓은 오스터스헬데댐

이다. 이 댐은 폭풍이 불 때가 아니면 바다로 열어둘 수 있게 만들

어서 제방 안에 물이 갇혀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연 

환경과 스헬데강 및 강어귀의 생물다양성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건축 기술의 사용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의 생태도시다. 그 부근에는 

모든 자동차가 지하에 주차되고 도시를 떠날 때는 터널을 이용한

다. 이 도시 근교는 동산 도시가 작은 규모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좋은 예다.

접근에 따라 진행된다.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시민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봉사하는 데 집중하는 새롭고 적절

하고 적합한 기술적 기본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위기와 은행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

치적 노력은 기술이 인간의 가치를 지향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

래서 투명하고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국제 금

융과 유럽 금융의 자본 이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언제나 사기와 기만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만약 자동차가 우리 마을이나 도시에서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으로 달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려 한다고 해보자. 그

런데 현대 기술을 이용해 바로 이 마을과 도시들을 통과하는 4차

선 고속도로 건설을 허용한다면, 속도 제한은 시속 40킬로미터보

다 훨씬 높게 정해지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사실상 

포기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

기 위해 그 길들의 모양과 너비를 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과속방

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한 교통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적절하고 적합한 기술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기술은 파괴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섬겨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미 희망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business enterprise’에 더 많은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자연의 착취와 오염을 줄이자는 요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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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시 이 장의 처음에 제시했던 예, 즉 거대 은행과 그들의 

전횡을 지적하려 한다. 이 은행들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필요하지

만, 그 규모 면에서 작아져야 하고, 더 적은 수의 은행원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거대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인간의 문화적 삶을 증

진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독교인 철학자 슈마허의 사상

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때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장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1973)와 《놀란 이들

을 위한 가이드》(1977) 같은 책들은, 새로운 세대의 모든 공학자

들에게 내가 제안한 성경적 문화 모델을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따라가도록 자극을 줄 수 있다. 오늘에 맞는 방식으로 말이다. 여

기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된, 그러나 왜곡된 현실에 대한 희망적 

관점을 찾는다.

네덜란드 델프트도 빼놓을 수 없다. 50년 전 델프트 중심을 가

로지르는 거대한 철교 고가가 세워졌을 때 나는 이 역사적 도시

에 볼썽사나운 건축물이 생기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전적으

로 동의하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하 터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행

스럽게도 현재 터널이 마침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터널을 만드는 공사는 훨씬 더 많

은 돈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다. 아직껏 지배적

인 현대 기술 모델에 따라 일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싸게 일을 

해치울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다. 처음에 

돈을 적게 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면 처음부터 돈을 많이 쓰면 장기적으로

는 더 경제적이 된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도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반대하는 데 놀란다. 반대의 

이유는 수평선을 훼손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왜 전 국토에 자동차를 주차해서 한때 아름다웠던 도시와 

마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반대를 하지 않는가? 

왜 모든 차들을 지하에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가?

사실 모든 공학자는 더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에서 탁월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

양성을 더 증진하고 획일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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