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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르, 데닛을 만나다: 행위자 연결망과 

지향계 이론†

1)

장  익
*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에서는 근대를 지탱

해온 가장 핵심적인 구분 중 하나인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이 사라진다. 거기서 

자연과 사회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들－비인간 생물과 인공물－의 

집합적 행위의 결과일 뿐이며, 과학도 그런 행위자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다. 이

처럼 ANT는 마음이나 의식이 없는 인공물이나 생명체에게도 행위능력을 부여

하는데, 이 때문에 STS 학계에서 종종 ‘확장된 대칭성’ 또는 ‘일반적 대칭성’을 

주장하는 급진 이론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ANT는 과학적 환원주의자라 불릴만한 도킨스, 데닛, 

블랙모어 등이 제시하고 발전시킨 밈(meme) 이론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특

히 데닛은 자신의 지향계 이론을 통해 복제자인 밈도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인

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이론은 인공물에 정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가능한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비인간 행위자의 지위에 

관해 ANT보다 오히려 더 급진적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ANT와 지향계 이론의 관계를 탐구한다. 두 이론은 부자연

스러운 조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자연스럽고 상보적이기까지 하다는 것

이 나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나는 라투르 류의 ANT와 데닛의 지향계 이론이 

피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깊은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ANT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타르드의 모방 이론과 모나드론이 그 유사성의 배후에 존재한다는 

 †본 논문의 초고는 2010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당

시에 몇 가지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본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성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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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논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향계 이론이 ANT를 새롭게 이해하고 

더욱 급진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주요어】ANT, 라투르, 데닛, 지향계 이론, 타르드, 복제자 

“가리비는 잡히기를 원한다”(Callon 1986)

“학자는 도서관이 더 많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Dennett 1990)

1. ‘어색한’ 만남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에서는 근대를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인 구분 중 하나인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이 사라진다. 

거기서 자연과 사회는 인간 행위자들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적 행위들

의 결과일 뿐이며, 권력과 위계는 지식 형성의 원인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

의 이 모든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은 행위자들－인간, 비인간 생물, 그리고 인공물－

의 복잡한 네트워크다(Callon 1986, Latour 1987, 1988, 2005, Law and 

Hassard 1999). 이처럼 ANT는 마음이나 의식이 없는 인공물이나 생명체

에게도 행위능력을 부여하는데, 이 때문에 ANT는 STS 학계에서 종종 

‘확장된 대칭성’ 또는 ‘일반적 대칭성’을 주장하는 급진 이론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ANT는 과학적 환원주의자라 불릴만한 도킨스

(R. Dawkins), 데닛(D. Dennett), 블랙모어(S. Blackmore) 등이 제시하

고 발전시킨 밈(meme) 이론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밈은 문화 전달의 단

위 또는 모방의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서, 도킨스가 인간의 문화를 설명하

기 위해 그의 이기적 유전자 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단어이다. 밈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선율, 아이디어, 캐치프레이즈, 패선, 주전자 만드는 방법, 

문 만드는 기술”1)과 같은 인공물들도, 자연 속에서 유전자가 복제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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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로서 기능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화 속에서 ‘행위자(agent)’

로서 기능한다. 

데닛은 이 밈이론을 자신의 지향계(intentional system) 이론과 결합하

여 의식, 인공지능, 종교 등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Dennett 1987, 1991, 1995, 2006). 데닛의 세계에서 인공물은 능동적 행

위자로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는 방식으

로 행동하는 복제자이고, 이 모든 세계는 이 복제자들의 전쟁터다. 여기서 

자연과 인공물의 구분은 사라진다. 모두 자신의 적응도를 ‘위해’ 행동하는 

행위자일 뿐이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과 밈 이론을 통합한 복제자 이론에 

따르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도 이 모든 

행위자들의 이합집산이 빚어낸 산물이다(장대익 2012). ANT와 지향계 이

론, 이 얼마나 기묘한 만남이고 일치인가?  

나는 이 논문에서 이 어색한 만남이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논증하

려 한다. 오히려 두 이론은 만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상보적이기까지 하

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라투르의 ANT의 핵심을 살펴

볼 것이다(2절). 그런 후에 데닛의 지향계 이론을 검토하고(3절), 라투르와 

데닛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4절) 그리고 ANT의 효시격이

라 할 수 있는 타르드(G. Tarde)의 모방 이론과 모나드론이 무엇이며, 지

향계 이론과는 어떤 개념적 친 도를 갖는지를 탐구할 것이다(5절). 마지막

으로 나는 이런 이종결합(ANT와 지향계 이론)이 ANT를 새롭게 이해하

고 더욱 급진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6절).

2. 라투르의 ‘비인간 행위자’와 ANT

이 글이 라투르의 ANT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비인간 행위자들이 ANT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

 1) Dawkins (1976),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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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것이다.2) ANT는 기계, 동물, 텍스트, 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비인간 

존재들에 행위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텍스트적이고 개념적이며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행위자들 간의 이종결합 네트워크를 상정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행위자란 무엇인가?

ANT에서의 행위자(actor)는 기호학적 정의(행위소, actant)이며, 이는 

행동하거나 타존재로부터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개별적인 인간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인간이 지

닌 특별한 동기를 가정하지 않는다. 행위소는 문자 그대로 행동의 원

천으로 인정받는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Latour 1997, p. 107).3)

또한, “행위자란 자신 주위로 공간을 구부리고, 자신에게 다른 요소들이 

기대게 만들며, 이 다른 요소들의 의지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어떤 요

소다”4). 라고 규정되기도 한다. 즉, 라투르는 ANT에서 행위자를 개별 인

간 행위자에 제한하지 않고 비인간, 비개인적 존재들로까지 확장한다. 이렇

게 확장된 행위자의 목록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가리비, 영장류 등과 같

은 생물체도 포함되며 총, 열쇠, 자동문, 지하철, 과속방지턱 등과 같은 인

공물도 들어간다. ANT의 의제에 들어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인간과 다른, 

인간이 아니, 덜 인간적인 것들의 속성과 특징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 사

이에 존재하는 속성의 분배가 있고, 그들 사이에 만들어진 연결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 분배, 연결, 그리고 네트워크를 순환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

이 이동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Latour 1997).

그렇다면 비인간 행위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ANT 관점에

서 재조명된 파스퇴르의 백신 연구나 과속 방지턱과 자동문 등에 대한 

ANT적 설명은 각각 생명체와 인공물의 행위능력을 드러내주는 흥미로운 

사례들이다. 가령, 행위자로서 미생물의 출현에 대해 라투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2) 라투르의 ANT에 대한 국내의 리뷰 논문들로는 김환석 (2001), 홍성욱

(2008, 2010a)이 특히 유용하다. 

 3) 여기서 인용 쪽수는 ANT 논문들을 편역한 홍성욱(2010b)의 쪽수이다.

 4) Callon and Latour (1981),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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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소음으로 채워진 미생물의 역사도 있다. 역사는 이른바 인간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에게도 국한되어 있다. 한때 독기

가 나오고 전염되고 급격히 번지는 병리적 질병들이 일련의 새로운 테

스트들을 통해 가시적이고 취약한 미생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연구자들이 여전히 잘 정의되지 않은 이 행위자

들에게 자신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즉, 처음

으로 이 행위자들은 경쟁자, 적, 기생자들을 혼재로부터 분리되었다

(Latour 1988, p. 82).  

이렇게 분리된 미생물을 파스퇴르 같은 과학자는 페트리 접시 속에서 통

제함으로써 백신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즉, 이 인공물은 

실험실에서 과학자와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힘겨루기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실험실은 과학자들이 비인간 행위자들을 동맹으로 만드는 

장소이며, 과학자는 이렇게 바뀐 비인간 행위자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ㆍ강화하고 실험실을 세상 속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다(Latour 1988).

라투르가 즐겨 언급하는 과속방지턱의 경우도 비인간 존재가 어떻게 행

위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학교나 아파트 주변 

도로에 적혀 있는 과속방지 문구와 그런 문구 대신에 만들어진 과속방지턱

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둘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종

종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속하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적어

놨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지켜보고 있지 않은 이상 사고율을 크게 줄지 않

았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 과속방지턱이 고안되었다. 이 인공물이 만들어

지자 운전자는 자기 차의 서스펜션이 망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과속방지턱은 경고 문구를 넘어 교통경찰의 

일까지 대신 하게 된 것이다5). 행위자를 “어떤 시행에서 다른 존재자를 변

화시키는 존재자이고, 행위자의 능력은 그것의 수행으로부터 연역되며, 행

위는 시행 과정에서 항상 기록된다”6)라고 했을 때, 과속방지턱이라는 인공

물은 행위자의 조건을 잘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네트워크

 5) Latour (1999a), p .189.

 6) Ibid.,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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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그 성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존재자들 사이의 비구체화된 관계들의 

집합”7)이다. 여기서 행위자와 네트워크는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다. 즉, 행위자는 네트워크 없이 행위할 수 없고, 네트워크는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ANT 이론가들은 ‘번역

(translation)’이라 부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

자를 대신해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협상, 음모, 계산, 설득, 폭력적 행동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 번

역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세부 과정들로 구성되는데, 우선 한 행위자가 다

른 행위자들의 문제를 떠맡고 기존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문제제기

(problematization) 과정, 다른 행위자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

하는 ‘관심끌기(interessement)’ 과정, 다른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는 ‘등록하기(enrollment)’,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포함시켜 새로운 잡종을 탄생케하는 ‘동원하기(mobilization)’가 그것이다

(Callon 1986).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과학의 세계, 나아가 사회 자체는 수많은 네트

워크들의 이합집산의 결과다. 라투르에 따르면, 어떤 행위자가 기존의 네트

워크를 교란하고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포섭하는데, 이 과정

에서 ‘의무 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이하 OPP)을 만드는 일이 

번역 과정의 핵심이다. 이때 행위자들이 이동하고 기록들이 바뀌는 ‘치환

(displacement)’도 일어나며, 네트워크가 충분히 안정되어 마치 하나의 개

별자(‘블랙박스’)처럼 인식되는 ‘블랙박스화(black-boxing)’ 과정도 발생한

다. 라투르가 분석했듯이, 가령, 파스퇴르가 실험실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 

세균을 제압한 후(‘치환’) 그것을 안정화시켜 백신이라는 형태(‘블랙박스’)

로 만들어 사회 속에 내놓았던 사례는 라투르 식의 네트워크 동학을 잘 보

여준다(Latour 1988). 그에게 과학자란 네트워크의 충돌을 통해 비인간 행

위자들의 동맹을 점점 더 확장ㆍ강화해 나가는 인간 행위자이다. 

이처럼 비인간 행위자에 관한 ANT의 논의는 도발적이긴 하지만 충분

히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다. 라투르는 

비인간 존재가 ‘어떻게’ 행위자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7) Callon (1993),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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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존재들이 ‘왜’ 그런 행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왜 과속방지턱이나 세균 같은 비인간 존재들이 행위

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ANT의 흥미로운 관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인간 행위자 개념이 은유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줄기

차게 비판하는 것도, ANT 학자들이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절에서 논의될 도킨

스의 복제자 이론과 데닛의 지향계 이론은 ANT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3. 복제자와 데닛의 지향계 이론

다윈 이래로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지를 탐구해왔다. 그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이 

만족될 때(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자연 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생

각한다(Darwin 1859, Lewontin 1970). 첫째, 상이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존재한다. 둘째, 그 요소들은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 자신의 복제본들이다. 셋째, 어떤 요소의 복제본 수는 그 요소

의 특성들과 외부 환경의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진화의 대상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연 선택의 원리란 어떤 대상이든 위의 세 조건만 만

족시키는 경우라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

다. 자연 선택 이론이 갖는 이런 일반성과 추상성 때문에 도킨스는 ‘보편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것을 “복제하는 

존재자의 차별적 생존에 의해 모든 생명체가 진화한다”고 정리하기도 했

다8). 

여기서 논의될 ‘복제자(replicator) 이론’의 맥락에서는 두 번째 조건, 즉, 

복제 혹은 대물림 조건이다. 도킨스는 이 복제자를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8) Dawkins (1976),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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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 혹은, “외부 세계(다른 복제자들까지 포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만드는 그런 존재자”라고 규정한다.9)10) 그런데 그

는 복제자의 사례가 유전자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  11장에는 “문화 전달(transmission)의 단위, 혹은 

모방(imitation)의 단위라는 개념”을 담은 새로운 복제자가 등장한다. 그것

은 ‘밈(meme)’이다11).

도킨스가 제시한 밈의 사례들은 “선율, 아이디어, 캐치프레이즈, 패션, 

주전자 만드는 방법, 문 만드는 기술” 등 이다12). 그리고 그는 신 개념

(idea of God)이나 독신주의의 전달과 진화를 밈의 관점에서 설명한다13). 

그렇다면 밈이 유전자처럼 복제자인 이유는 무엇일까? 도킨스는 이것이 단

지 비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밈도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복제자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그는 밈이 복제자의 

세 가지 요건들－수명(longevity), 산출력(fecundity), 복제 충실성(copying- 

fidelity)－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14) 밈도 복

 9) Ibid., p. 36.
10) 도킨스는 복제자와 운반자(vehicle)를 구분한다. 그는 선택에서 환경과의 상

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운반자 선택’으로 개념화함

으로써 상호작용이 복제자에 의해 통제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비록 선

택이 운반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유전자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표현형은 결과적으로 단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셈

이다. 이 대목은 도킨스가 얼마나 철저히 수혜자(beneficiary) 중심의 사고

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Dawkins 1994). 
11) Dawkins (1976), p. 192.
12) Ibid., p. 192.
13) Ibid., pp. 192-3.
14) 가령, 복제 충실도 면에서 유전적 복제는 높지만 밈은 그렇지 않다는 가상 

반론에 대해, 그는 유전적 복제의 경우에도 그 충실도가 낮은 경우가 있으

며 밈의 경우에도 오히려 충실도가 높은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대답한다. 실

제로 산물(product)이 아니라 지침(instruction)이 복제되는 경우에는 충실

도는 상당히 높아진다(Dawkins 1999). 한편 데닛은 지침이 복사될 때 밈들

은 대개 ‘자기 정상화 효과(self normalizing effect)’를 통해 복제 충실도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수많은 밈들의 복제 충실도를 유

전적 복제 수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덧붙였다(Dennett 2006). 



라투르, 데닛을 만나다 65

제자라면 그것은 유전자와 동등한 자격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새

로운 행위자(agent)일 것이다.그렇다면 그런 밈에게도 유전자에 대해 그랬

듯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원한다’, ‘기대한다’, ‘결정한다’, ‘지향한다’와 

같은 정신적 용어들(mentalistic terms)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상식적으로는 매우 낯선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 데닛의 ‘지향

계 이론(intentional system theory)’은 이 낯선 질문에 답함으로써 인지

철학적 담론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Dennett 1971, 1987). 지향계 이론이란 

“우리가 다른 인간, 동물, 인공물(컴퓨터나 로봇 같은), 심지어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용어들의 의미 

분석”이다(Dennett 1971).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해석하려는 어떤 대상들에 

마음(믿음과 욕구를 포함한 정신 상태)을 부여하곤 한다. 그렇다면 그 대상

이 어떤 조건에 있어야 마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데닛에 따르면 우리가 그 대상에 이른바 ‘지향적 입장(intentional 

stance)’을 가져보면 된다. 지향적 입장이란, 어떤 존재자－동물, 인간, 인

공물 등 무엇이든－에 대해 그것이 마치 믿음과 욕구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인양 취급하여 그것의 행동을 해석하는 전략을 뜻한다

(Dennett 1987). 즉, 지향적 입장은 어떤 존재자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예

측하기 위해 그것을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15) 그리고 만일 이 입장에

서 그 대상의 행동이 유용하고 널리 예측이 되면 그 대상은 지향계이다. 

그렇다면 지향계의 지향성은 모두 진짜라 할 수 없지 않은가? 즉, 인간

처럼 진짜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체계와 온도조절 장치처럼 지

15) 이런 지향적 입장은 물리적 입장(physical stance)과 설계적 입장(design 

stance)과도 구분된다. 여기서 물리적 입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과 원리들을 총동원하여 문제가 되는 존재자의 행동을 해석하는 전략

이다. 물리학의 통상적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무생물이나 인공물의 경

우에는 이 입장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반면 설계적 입장

은 어떤 대상이 특정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구조와 설계대로 작동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략이다. 보통은 잘 설계된 인공물의 움직임을 예측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지만 때로는 자연물에도 적용된다. 예측이 틀릴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설계적 입장은 물리적 입장에 비해 덜 안전하

다. 예측을 위한 계산 측면에서는 설계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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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상태를 부여받는 체계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데닛의 지향계 이

론에 대한 단골 비판 중 하나는 비인간 지향계의 지향성이 기껏해야 비유

적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화성인 과

학자는 지향적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인지력이 워낙 뛰어나서 물리학

만으로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인간은 한갓 온도조절 장치

처럼 단순한 시스템일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면 어떤 시스템이 지향적 상

태를 가진다는 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Churchland 1989).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스템을 기술하느냐에 따라 지향적 상태의 유무가 

달라진다면, 지향성 이론은 일종의 ‘도구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데닛은 ‘진

짜 패턴(real pattern)’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지향성에 대한 실재론

적 입장을 취한다(Dennett 1991). 그에 따르면,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키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 어떤 시도도 자료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패턴을 포착할 수 없다. 여기서 진짜 패턴이라는 압축될 수 있는 자

료가 가지는 특성이다. 가령, ‘1010101010’과 같은 컴퓨터의 비트열을 생각

해보자. 이 열을 어딘가로 전송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10의 5번 반

복’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리고 이 표현이 원래 비트열보다 더 적은 수의 비

트를 필요로 한다면, 이 표현은 원래 자료의 압축(compression)이다. 반면 

‘1001011010’과 같은 무작위적 비트열은 압축될 수 없다. 이런 예를 통해 

데닛은 어떤 자료가 압축될 수 없다면 그 자료에는 진짜 패턴이 없다고 말

한다. 가령, 유전자의 행동은 지향적 용어들을 통해 압축될 수 있기에 진짜 

패턴을 가진다. 물리적 수준에서만 유전자의 행동을 설명하면 지향적 수준

에서만 보이는 진짜 패턴은 놓치고 만다(장대익 2008). 

많은 사람들이 지향성을 의식(또는 마음)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

다. 하지만 지향적 상태 혹은 지향성의 존재가 꼭 어떤 의식이나 심리 상

태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온도조절 장치는 인간과 같은 마음이 없는데도 

지향적 상태 혹은 지향성을 가질 수 있고, 극심한 자폐증 환자처럼 비록 

인간이라도 지향성을 갖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향성이 인

간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진짜 패턴을 가지는 지향계의 목

록에 비인간 행위자를 올리는 것은, 겉보기와는 달리, 그리 낯설거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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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 아니다.16) 

4. 지향계 이론과 ANT

앞서 논의된 복제자 이론이 학계에 안겨준 최대의 공헌은 그것이 이른바 

‘수혜자 질문(cui bono question)’을 던졌다는 점일 것이다. 그 질문은 ‘무

엇이(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물음이다(Dennett 1995). 도킨스가 유전

자라는 단어 앞에 ‘이기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도, 생명의 진화를 유전

자들의 경쟁과 협동으로 재구성한 것도, 이 수혜자 문제를 화두로 삼았기

에 가능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더 분

명해진다. 그것은 흔히 오해되고 있듯이, 유전자가 어떤 의식이나 특정 심

리 상태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유전자가 마치 더 많은 복사본을 퍼

뜨리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양 행동한다는 뜻이다. 즉, 행동의 측면에서 

‘이기적’ 혹은 ‘이타적’이라는 정신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3절에서 보았듯이, 데닛의 지향계 이론은 기존의 복제자 개념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 예컨대 인공물을 ‘행위자’나 ‘수혜자(beneficiary)’라

고 칭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해 논한다. 즉, 인공물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시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결국 어떤 행위자가 이득을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 질문에 대

한 대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타적 행동을 비롯한 인간의 많은 행동들이 

유전자들의 이해관계의 결과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명체의 산물(특

히, 인공물)들이 그 창조자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각각 유전자와 밈이 수혜자이며 주체라는 발

상들이다. 여기서 ‘유일한 행위자와 통제자로서의 인간(또는 유기체)’ 개념

은 설 자리가 없다. 유전자는 자신의 유전적 적합도(genetic fitness)를 높

이기 위해, 밈은 자신의 밈적 적합도(memetic fitness)를 높이는 방식으로 

16) 하지만 모든 인공물이 지향계 또는 복제자라고 할 수는 없다. 가령, 두 살 

배기 아이가 제멋대로 그린 그림은 그 누구도 그것을 모방하려 들지 않는 

한 복제자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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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하는 복제자일 뿐, 유기체나 인간, 더욱이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 행동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세계(자연계와 인공계를 모두 포함)가 복제

자들의 전쟁터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복제자로서의 인공물을 이야기하는 데닛의 지향계 이론은 행

위자로서의 인공물을 이야기하는 ANT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복제자의 

관점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라투르의 ANT와 흥미로운 교차점을 갖

는다. 

첫째, 지향계 이론은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ANT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물이나 인공물들이 ‘왜’ 인간 행

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위능력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복

제자 이론의 관점에서 ANT는 인공물과 인간 집합체의 동학을 그저 묘사

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동학이 마치 실재하는 양 설득력있는 이야기

(narrative)를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일 후자라면 STS의 성찰성

(reflexivity) 논제를 사수한 경우이겠지만, 그만큼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실재를 주장하기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전자라고 해도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자세한 묘사에만 머무르면, 행위자와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는 특

수성에 매몰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론을 넘어 사회 이론으로 

제시된 ANT가 한갓 예외적 사례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라투르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번역’과 같은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겪는 매우 일반적인 과정

인양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지향계 이론은 밈의 행동 이유와 방식에 대

한 진화론적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을 이해가능하

도록 만든다. 

둘째, 지향계 이론은 ANT에 대한 전통적 비판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

운 근거들을 제공한다. 그동안 몇몇 학자들은 라투르의 ANT는 단지 우스

꽝스러운 은유에 불과하고, 기술과학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라고보다는 기

껏해야 자기 투영적 스토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Collins and Yearley 

1992). 즉, 비인간 존재들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한 것은 반직관적이어서 오

히려 흥미롭고 시선을 끌지만 엄격한 방법론이 결여된 스토리나 레토릭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인공물에 인간의 목소리를 부여해줌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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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다(Khong 

2003). 이런 비판들에 대해 라투르는 인공물에 목소리를 입힌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인공물과 특성을 교환한 인간 행위자라고 반박하지만(Callon and 

Latour 1992), 이 대답은 오히려 인공물을 인간 행위자의 수단처럼 대하는 

태도로서 행위자의 서열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의 ANT에 대한 이런 비판들, 즉,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은유 

정도이며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데닛의 지

향계 이론의 도움이 없다면, 칼롱이 분석한 사례에서 “가리비(scallop)는 

잡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비유일 뿐이다(Callon 1986). 복제자와 

지향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백신과 같은 OPP는 여전히 우리의 존재론

을 ‘파스퇴르/주변 인공물들’로 구분짓게 만들어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지금의 ANT에서 인간은 여전히 궁극적 행위자로 취급되고 

있다.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공물을 자연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복제자로 이해하는 지향계 이론은 은유 이론도 인간 중심주의도 아니다.

라투르의 ANT에 대한 단골 비판 중 또 다른 하나는 ANT가 존재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 비판은 스트롱 프로그램으로 STS를 주도했던 블루

어(D. Bloor)가 제기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라투르는 자연 자체와 자연에 

대한 인식론 자체를 혼동함으로써 과학지식의 형성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에 실패했다(Bloor 1999). 이런 비판에 대해 라투르는 자신의 형이상학이 

오히려 주체/객체, 실재/인식과 같은 근대적 구분들을 거부함으로써 실제 

과학자의 행동을 더 정확히 서술한다고 반박한다(Latour 1999b).

지향계 이론은 블루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ANT를 도울 수 있

다. 블루어가 STS의 인식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기껏해야 ‘해석적 유연

성’(과학이 실제와는 달리 여러 경로로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인식론적 논

제)의 발견에 대한 것일 텐데, 이 해석적 유연성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진화

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 제시된 지향계 이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향계 이론은 유전자와 밈들에 대한 존재론이면서 동시에 그 

행위자들의 행동에 대한 인식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복제자 이론과 결합

된 지향계 이론은, 왜 이 유전자가 아니고 저 유전자가 더 널리 퍼지게 되

었는지, 왜 이 인공물이 아니고 저 인공물이 더 빨리 복제되고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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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5. 타르드의 모방 이론과 모나드론

앞에서 나는 어색한 관계처럼 보이는 ANT와 지향계 이론이 실제로는 

개념적으로 얼마나 친 한지를 논증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성사의 관

점에서 보면 이 둘의 만남은 어색하지도 기이하기도 않다. 그저 자연스러

울 뿐이다. 왜냐하면 ANT는 가브리엘 타르드(G. Tarde)의 사회학에 뿌

리를 두고 있는데(Latour 2002, 2012), 타르드의 모방 이론과 모나드론

(monadology)은 데닛의 지향성 이론의 전조라 할 만큼 개념적으로 상당

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타르드는 19세기 프랑스의 최고 사회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뒤르켐과는 정반대의 사상을 펼쳤으나 후대에는 주류에 려 한동안 잊혀

졌던 사상가이다. 그는 개인이나 집단의 관점이 아니라, 그런 주체들(개인

이나 집단)을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산물, 행위, 아이디어의 관점에서 사회

를 이해하려고 했다(Tarde 1890[1962], 1895[1999]).17) 그의 화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재생산되는가였는데, 이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초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뒤르켐의 구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

런 맥락에서 타르드는 사회학에서 ‘사회’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대신에 ‘연

합(associ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Latour 2002).18) 

타르드는 그의 주저 모방의 법칙(Les lois de l'imitation) 에서 사회

적 변화가 초월적 성격의 일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혁신과 모

방의 원리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 변화의 기

본 원리는 혁신과 모방이다. 가령, 그가 말한 ‘생성적 모방(generative 

imitation)’은 기존 모방들의 조합으로 간주되는 혁신 과정이고, ‘모방적 모

17) 여기서 그리고 이후로 인용한 쪽수는 영어 번역본 쪽 수이다.
18) “자기 조직 말고, 자기 전파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의 일차적 요

구사항이다. 조직은 전파라는 목표, 즉, 생성적 또는 모방적 모방이라는 목

표의 수단일 뿐이다”(Tarde 1890[1962],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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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imitative imitation)’은 혁신의 전파를 지칭한다. 즉, 타르드에게 사회

는 그 자체로 모방이며 역사는 그 모방의 궤적이다.19)20) 그렇기 때문에 그

는 사회학의 과제가 수많은 모방들 중에서 특정 모방이 선택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21)   

모방의 차별적 재생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타르드는 두 가지 법

칙을 제안했다22). 하나는 모방의 논리 법칙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은 기존 모방들의 재조합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재조

합에 관여한 모방들의 사회적 맥락과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어떤 모

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지 안될지는 그것이 기존 모방들의 환경에 얼

마나 적합한가에 달려있다. 셋째, 선택은 논리적 잉여들의 대체와 두 대안

들 간의 투쟁을 통해 일어나거나, 모방들의 논리적 연합을 이끌어내는 축

적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또 다른 법칙은 논리 외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23). 첫째, 어떤 목표가 그 

목표의 수단보다 더 먼저 모방되는 경향이 있다.24) 둘째, 모방은 계층적으

로 일어나는데, 가령 유명인사나 특권층과 연관된 형질들이 더 쉽게 모방

된다.

이 두 법칙은 사회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나아간다. 그는 사회를 서로

에게 봉사하는 개인의 집단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봉사나 효용의 

교환에 기초한, 그리고 노동 분업에 기초한 이런 규정 대신에, 오히려 그는 

유사성과 모방의 원리에 입각한 규정을 제시한다. 그것은 사회가 서로 닮

은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모방하거나 

19) Ibid., p. 74.
20) “사회의 사회적 기원의 모든 유사성은 다양한 형태의 모방의 직간접적인 

열매다. 가령, 관습 모방, 유행 모방, 연민 보방, 복종 모방, 교훈 모방(또는 

교육 모방), 선천 모방, 숙고 모방 등이 그것이다.”(Ibid., p. 14).
21) “우리의 과제는 동시대의 100개의 서로 다른 혁신들(단어, 신화적 아이디어, 

산업 프로세스 등) 중에서 90개는 잊혀지고 10개가 널리 퍼지는 이유를 탐

구하는 것이다”(Ibid., p. 140).
22) Ibid., p. 140-88.
23) Ibid., p. 189-365.
24) 가령, 부자가 되려는 목표는 그것의 수단들보다 먼저 모방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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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방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는 이런 특성 덕분에 모방자

(imitator)일 수밖에 없다. 사회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모방할 때 탄생

한다25). 

모방의 차별적 재생산에 관한 타르드의 이런 사회 이론은 밈의 차별적 

재생산에 관한 밈학자들의 아이디어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왜냐하면 밈학

자들은 인간의 모방 능력의 진화와 작동으로 밈의 출현과 확산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Blackmore 1999, 장대익 2012). 이런 의미에서 타르드는 

밈학자들의 사상적 선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Marsden 2000).26)  

흥미롭게도 라투르도 ANT와 타르드 사상의 유사성을 깊이 있게 분석

했다(Latour 2002, 2012). 특히 그는 주로 타르드의 모나드론과 사회학

(Monadologie et Sociologie) 을 분석했는데, 그에 따르면 타르드는 사회

학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증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그것들은 ANT

의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첫째,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은 인간 상호작

용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무관하다. 둘째,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이분법은 

사회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질식시켜버린다

(Latour 2002). 

라투르는 타르드 식의 모나드론(monadology)을 통해 이런 주장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고 있다. 타르드에게 ‘모나드’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믿음과 욕구를 부여받은 것들이기에 물질적 존재자가 아

니다. 이에 대해 라투르는 타르드의 “모나드는 도킨스의 유전자나 블랙모

어의 밈처럼 자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싸운다”27)고 덧붙인다.28) 즉, 지금 

25) Ibid., p. 12.
26) 타르드의 모방 이론과 밈학의 유사성 관계를 포착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

니다. 대표적으로 Marsden (2000)이 있다. 하지만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거기서는 정리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다. 한편 타르드의 모방 이론이 밈

학에 비해 더 나은 문화 진화론이라는 주장도 있는데(Schmid 2004), 그것

은 지향계 이론에 대한 오해에 기초해 있다. 
27) Latour 2002, p. 3.
28) 이 대목에서 라투르는 밈학자인 블랙모어가 부당하게도 타르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라투르가 보기에 밈 이론은 타르드 모나드론

의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이다(Ibid., p. 120). 이와 유사한 비판에 대해서는 

Jahoda (2002)를 참조하시오. 그리고 이런 비판에 대한 블랙모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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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르는 명확하게 타르드의 모나드론이 복제자 이론, 또는 내가 이 논문

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향계 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점은 “가장 작은 존재자가 차이와 복잡성 면에서 그 연합체(the 

aggregates)보다 언제나 더 풍부하다”는 타르드의 ‘기이한 환원주의’를, 라

투르가 해명하고 옹호하는 맥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에 따르면 타르드

의 이러한 ‘역 환원주의(reverse reductionism)’29)는 사회와 인간의 사이

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타르드는 사회를 개인의 모나드들보다 상위에 있는 더 복잡한 복합체

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인간 개인 행위자가 

사회를 구성하는 진짜 존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뇌, 마인드, 영혼, 몸

은 그것 자체가 수많은 작은 인격(little person) 또는 대행자(agency)

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은 믿음과 욕구를 부여받았으며, 자신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대행자에 영향(influence)과 모방

(imitation)을 합하면, 행위자 네트워크라 불리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

다.”(Latour 2002, p. 120)

좀 더 정확히 말해 타르드에게 사회란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인간에 대

비되는 사회, 자연과 대비되는 사회가 아니다. 타르드의 주장은 모든 것이 

사회이며 그 사회는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모나드들의 불안정한 연합일 뿐

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을 하나의 무언가(a 

thing)으로 간주하는 뒤르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Latour 2002). 

타르드의 모나드론에 대한 이런 해석은, 3절에서 논의된 바, 밈에게 지

향성을 부여하고 이 세계의 작동을 그 밈들 간의 충돌과 연합으로 이해하

려는 데닛의 지향계 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일치는 타르드가 본질

대응으로는 Blackmore (2002)에 나와 있다.
29) 타르드의 주장이 환원주의인 이유는 그가 자연과 사회 사이에 어떠한 경계

도 두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사이의 그 어떤 경계

에서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며, 상위 수준으로 하위 수준을 설명하려는 시도

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라투르가 보기에 타르드 사상의 환원

주의적 측면이다. 하지만 여기에 ‘역(reverse)’이 앞에 붙은 이유는 타르드

의 환원주의에 “더 작은 것이 더 복잡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Latour 2002,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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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동일성(identity) 철학’을 거부하고 반본질론적인 ‘소유(posse- 

ssion) 철학’으로 나아갔는지를 라투르가 설명하는 맥락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30). 그에 따르면 ANT에 대한 지속적 비판은 사람들이 본질론적 동일

성 철학에 입각해 ‘비인간 행위자는 무엇인가(what non-humans are)’만

을 계속 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NT의 효시격인 타르드는 이미 한 세

기 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는 모든 철학들이 다른 존재

들을 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31). 

이에 대해 타르드는 존재 대신 소유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는데, 이런 전환

만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복잡성의 패턴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이런 이유에서 라투르는 타르드의 도발적 제안－즉, 열망, 소유, 속성의 

관점에서 비인간 행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what they want)를 말하라.

－을 받아들이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급진적이긴 하지만 건강

한 것이라고 말한다32).33) 이미 백 년 전에 타르드는 현재의 ANT 학자들

이 곤경에 처한 그 자리에 서서 새로운 소유 철학을 제시했던 셈이다. 한

편 데닛은 자신의 독특한 지향성 철학을 통해 타르드와 ANT 학자들과는 

상관없이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급진적 이론을 깊이 있게 발전시켰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데닛의 지향계 이론은 타르드의 모방 이론과 모나드론

의 현대 분석철학적 발전 및 보완이라고도 할 수 있다. 

30) Ibid., p. 121.
31) Ibid., p. 131.
32) Ibid., p. 132.
33) 타르드의 소유 철학에 대해 라투르는 다음과 같이 공감한다. “비판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리비, 미생물, 문닫힘 장치, 암석, 자동차, 그리고 악기에 

의지와 믿음을 부여할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 한다. 말을 하는 것은 늘 우리 

인간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열망과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들과 함께 

공유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멈추

어야 한다.”(Ibid.,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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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T를 데닛화하기: 더 급진적인 대칭성을 위해

만남은 대개 쌍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향계 이론이 ANT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논의했다면, 그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

해보아야 한다. 우선은 ANT의 자세한 서술과 전형적 사례들이 지향계 이

론의 경험적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네트워크의 번역, 치환, 블랙박스화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묘사는, 

지향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밈집합체(memeplex)의 실체와 동학에 대한 

매우 훌륭한 경험적 자료다. 여기서 밈집합체는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것으

로서, 과학의 경우에는 이론, 기기, 텍스트, 실험대상, 그래프, 실험자 등의 

집합체이고, 종교의 경우에는 경전, 의례, 성직자, 성물 등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Blackmore 1999). 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안정이 되면 진화론이나 

기독교처럼 블랙박스화되어 마치 하나의 복제자인양 행동하고 해석된다. 

이처럼 ANT와 지향계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이나 상생의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엄 히 말하면, 4절에서 논의된 바처럼, ANT는 지향계 이

론에 의해 더 급진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트롱 

프로그램은 인과성, 공평성, 대칭성, 성찰성이라는 네 가지 연구 원칙을 제

시했다. 이 중 대칭성 원칙은 이론의 성공 이유와 실패 이유를 다른 종류

의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이론의 성공 이유는 인식적 

요소들(과학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찾는 이중 전략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런 원칙은 기존의 STS적 관점들에 공통적으로 녹아 있다. 

하지만 ANT는 행위능력 측면에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물

음으로써 이 대칭성을 한 단계 더 확장했다. 그리고 이런 대칭성의 확장은 

틀림없이 ANT를 급진적이고도 흥미롭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4절

에서 논의되었듯이, ‘수혜자 질문’을 하지 않는 지금의 ANT는 결국 행위

자 중에서 인간을 맨 꼭대기에 앉힐 수밖에 없으며, 왜 진정으로 인공물이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대칭성을 통해 

급진적 사회 이론을 전개하려는 ANT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5절에서 

논의한 바처럼, 이 대목에서 ANT의 효시이며 모나드론을 펼친 타르드를 

재발굴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ANT가 진정으로 급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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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려면, 생명체와 인공물을 행위능력 및 복제자 차원에서 동등한 것으

로 간주하는 지향계 이론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지향계 이론은 기술 결정론에 대해서도 ANT와는 조금 다른 견해

를 포함한다. ANT이론가들은 기술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물이면서 결

과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향한 기술의 일방향적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밈적 적응도를 높이는 게 목표인 양 작동하는 밈들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향계 이론은 기술 또는 인공물의 ‘자율성’에 대

해서 매우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생명체에서 무법자 유전자(outlaw 

genes)처럼 주변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만의 복제를 위해 행동하는 행위

자가 존재하듯이 밈의 세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율성을 획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34) 따라서, ANT를 데닛화한다면(Dennettizing ANT) 우리

는 더 설명적이고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급진적이면서 의미가 통하는 강력

한 이론 네트워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언뜻 보아서는 어색한 

이종결합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환상적 조합이다. 

34) 가령, 최근에 도킨스와 데닛은 종교 현상에 대한 복제자 이론을 펼치면서 

종교밈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Dawkins 2006, Dennett 2006). 밈 이론과 유사한 관점에서 기술의 자율

성을 논한 것으로는 Kelly (2010)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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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our meets Dennett: Actor-network Theory and 
Intentional System Theory

Dayk Jang 

According to actor-network theory (hereafter ANT), a fundamental 
dichotomy of human/nonhuman that has sustained the modern world has 
been disappeared. In ANT, nature and society are just products of the 
aggregates of human and nonhuman actants. ANT scholars argue that 
sciences are complex networks of heterogeneous agents such as human, 
nonhuman beings, and artifacts. Because ANT regards artifacts and 
nonhuman beings as same agents like humans, it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radical theory on ‘symmetry thesis’ in the STS field. 

Ironically, ANT resembles the meme theory conceptuall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Dawkins, Dennett, and Blackmore etc. and considered 
to be a scientific reductionism. Especially, Dennett’s intentional systems 
theory (IST) claims that memes, the new replicators behave as agents 
like genes and we cannot understand human behaviors and even cultural 
evolution properly without meme’s eye view. According to the theory, 
the dichotomy of nature and artifacts has been disappeared as in ANT. 
Additionally, IST is more radical than ANT on the status of nonhuman 
actants because IST can make artifacts use mental terms. 

In this paper, I am going to combine ANT and IST. I argue that 
both of the two are very similar in a fundamental way and even 
complementary. For these, I will review an essence of ANT briefly and 
introduce IST in STS. Then I explore the cross section of IST and 
ANT. I excavate Gabriel Tarde’s sociology because I believe that his 
sociology which is considered the forefather of ANT by Latour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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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d light on the intentional talks in ANT. Finally I claim that ANT 
can be more radical and robust if ANT theorists embrace IST.

Key Words: ANT, Latour, Dennett, Intentional system theory, Tarde, 
Replic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