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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에서 라투르의 과학철학으로

- 매개의 수 늘리기 또는 번역의 연결망*

1)

이 상 원**

라투르의 과학철학은 통상적 기대를 깨는 기원을 갖고 있다. 『실험실 생활』

에 드러난 라투르의 사고는 독일 신약성서 신학자 불트만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라투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라투르의 과학철학은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에서 강력한 힌트를 얻었다. 공관복음 전승을 둘러싼 탐구를 통해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의혹에 도달한 불트만의 신약성서 텍스트 연구 방법이 라투르의 

실험실 철학, 과학적 사실 구성 과정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매개의 

수 늘리기, 번역의 사슬, 번역의 연결망, 또는 혼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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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과학철학과 신학은 서로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라투르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불트만(Rudolf Bultmann)은 신약성서 신학계에서 

20세기 이후 가장 저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

으킨 인물이다. 라투르(Bruno Latour)의 과학철학은 자인하기로 불트

만의 영향력 속에서 출현한 것이다. 불트만의 라투르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과학철학적 통념을 부정하는 흥미로운 연구 과제로 보인다. 실

험실 활동에 관한 라투르의 연구를 중심으로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

이 어떤 식으로 라투르의 과학철학에 자극을 주었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 라투르의 철학적 입장 형성에 영향을 끼친 불트만 신학의 요소를 

살펴본다. 과연 라투르가 그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았으며, 라투르가 

그것을 어느 정도로 뛰어넘어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논

의한다.1) 불트만과의 대면에서 라투르 철학의 기원과 관련하여 의외성

과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2)

1) 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외, 국내 모두에서 찾기 어려웠다.

2) 라투르에게 영향을 준, 불트만 이외의 다른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글에서

는 불트만이 라투르의 철학, 특히 라투르의 ‘초기’ 철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관점에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학자 중 라투르가 주목하

는 이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면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이다. 슬로터다이

크는 라투르와 동년배 학자다. 그는 라투르처럼 과학을 포함한 인간 활동의 

국소적 성격에 주목한다. 슬로터다이크가 유명해진 것은 『냉소적 이성 비판』

(Kritik der zynischen Vernunft)을 낸 이후이다. 이 책은 1983년에 독일어로 

나온 책이며, 라투르의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초판이 나온 1979

년보다 뒤에 나온 책이다. 그러므로 슬로터다이크의 입장이 라투르의 초기 철학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라투르의 연구에는 영향을 주었을 여지는 적지 않다. 라투르는 슬로터다이크의 

견해를 매우 존중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예를 들면, 라투르(Latour 2010, p. 

605)는 슬로터다이크의 2004년 책을 제시하고 있다. 라투르와 슬로터다이크 

사상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다루는 논의는 불트만과 라투르의 초기 철학 간의 

유관성을 다루는 이 글의 논의 만큼이나 유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논문과 별도의 논의가 될 것이다. 나아가 라투르에게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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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는 보통 그에게 영향을 준 선배 철학자를 갖고 있다. 라투르는 

그가 영향받은 철학자들을 분명히 밝히지 않다가 2010년에 주목할만한 

정보를 제시한다(Latour 2010).3)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트만의 성서 주해 방법에서 주요한 암시를 얻었다는 

것이다. 라투르는 부르고뉴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으로 학사를 마쳤다. 

그리고 투르 대학에서 성서 주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가톨릭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으며, 박사학위 논문도 가톨릭 신앙과 관계된 내용을 

다루었다.4) 부르고뉴 대학 시절에 잘 알고 지내던 한 교수가 마침 불트만 

책의 불어 번역을 낸 이였다.5) 그 교수는 이전에는 가톨릭 신부였다가, 

나중에 대학 교수이며 개신교 목사가 된 이였다. 그의 이름은 말레(André 

학자는 초기에 있었던 불트만과 나중에 있었던 슬로터다이크만이 아니다. 상당

히 다양한 학문적 연결망을 보여주는 것이 라투르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불트만-라투르 커넥션에 관한 이 글의 논의는 라투르 독해의 

한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되, 이러한 논의는 슬로터다이크-라투르 커넥션 등등

에 관한 다른 연구를 통해 라투르 사상에 대한 풍부한 해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라투르가 자신의 초기 연구자 시절에 불트만의 연구를 접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는 점에서 연구 질문의 당위성을 일부 찾을 수 있다. 라투르의 2010년 논문은 

2008년 그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3차 지크프리트 운젤트 상

(Siegfried Unseld Preis)을 받으면서 한 수상 연설을 다듬은 글이다. 이는 ‘철학

자로 커밍아웃(Coming out as a philosopher)’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소개한 일종의 자전적 수기라고 할 수 있다. 라투르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직접 밝히는 텍스트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라투르는 불트만 이외에 페기(Charles Péguy) 등을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이로 언급한다. 또한 나중에 파리국립고등광업학교에 과학학자로

서보다는 사회학자로서 취업하여 사회학 연구에 집중하면서 사회학자 타르드

(Gabriel Tarde) 등의 연구를 알게 되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이 나온 이후였다.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

한 학자가 언급되고 있으나,『실험실 생활』에 나타난 라투르의 철학에 미친 

불트만의 영향은 압도적으로 보인다. 

4) 이런 맥락과 관련하여, 과학과 종교의 실천을 분석한 라투르의 최근 문서로 

예를 들면, Latour (2009)가 있다.

5) Latour (2010), 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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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t)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라투르는 불트만의 사고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 불어로 번역된 책은 『공관복음(共觀福音) 전승(The Synoptic 

Tradition)』이다(라투르 논문에 이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공관복음 전승사(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Bultmann 1963)

다. 아마도 라투르가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Laboratory Life: The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1986)의 본문과 주에 각각 1회 등장한다. 참고문헌에서 1921년 

독일어 원서가 서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불어 번역본의 서지 

사항도 적혀 있다. 

불트만은 신약 성서는 균질한 문서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화자

(話者)의 ‘구두 전승(oral tradition)’(혹은 구전)과 다양한 저술 양식으

로 상이한 내용을 덧붙여서 쓴 문서라는 것이다. 그 긴 화자의 연쇄 

속에서, 수많은 쓰기의 덧붙임 속에서 나자렛의 예수에 대한 확실한, 

진정한 정보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예수에 관한 구두 전승 속 

수많은 덧붙임의 방식에 관한 연구로부터 예수의 존재에 관한 진정한 

정보를 얻고자 한 불트만의 접근처럼, 라투르는 불트만의 사고와 유사

하게 실험적 절차에서 의미 있는 행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과학

적 사실이 구성된다는 착상을 자신이 얻어냈다고 2010년 글에서 밝힌

다. 증가시킨다는 것은 가능한 유의미한 ‘여러’ 실험 절차를 동원하여 

실험과 관련된 주장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솎아

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라투르가 말하는 과학적 사실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의 『실험실 생활』에서 이루어낸 성취에 결정적 도움을 준 불트만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라투르 과학철학의 이 별난 기원에 주목하

면서, 이를 라투르와 불트만의 논의를 대조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라투르의 논의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나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그

의 입장의 핵심이 놓여 있다. 필자는 과학적 사실의 구성, 이 구성의 바

탕이 되는 ‘문헌적 기록하기(literary inscription)’(줄여 기록하기)에 초점

을 두어 논의할 것이다. 라투르는 『실험실 생활』에서 실험실 속 과학

적 사실의 구성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기록하기의 역할을 논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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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라투르는  특정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호르몬)(Thyrotropin Releasing Factor(Hormone): TRF(H))’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히 추적하고 있다. 현재 

TRF(H)는 뇌의 시상하부(視床下部, hypothalamus)에서 극히 미량으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peptide) 성분의 물질로 알려져 있다. 라투르는 과

학사 속 실험이나 실험실이 아니라 그의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던 실험실의 사실 산출 활동에 주목했다.

이 기록하기에 관한 힌트를 불트만의 신학성서 연구에서 얻었다고 

라투르가 밝힌 것은 매우 관심을 끈다. 불트만의 성서 연구 방법은 예

수의 선포(케뤼그마, kerygma)와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를 구별

해내는 것이었다. 예수의 선포, 즉 가르침은 구세주의 사랑과 죄로부터

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 예수는 구세주로서가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과 행적과 관련된 것이다. 

불트만은 신약 성서가 균질한 저자와 균질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서

로 보지 않는다. 그의 신약 성서 연구 방법은 성서라는 텍스트를 이루

고 있는 여러 저자와, 여러 서술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

를 통해 그는 예수의 선포는 의심할 수 없고 유의미하나, 역사적 예수

에 관한 서술 내용은 확실한 것이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신

약 성서의 여러 서술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예수 관련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불트만의 방법은 대조 과

정을 통해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는 작업이다.

라투르가 보기에, 실험적 사실의 수립에 불트만의 신약성서 연구 방

법은 묘한 힌트를 준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사실의 확립 

과정에서도 대조라는 관념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대조는 상이한 실험적 방법, 실험 도구, 실험 결과 등의 대조다. 필자

가 보기에, 라투르의 현장 연구, 참여 연구라는 인류학적 탐구 노선에

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유의미한 실험 도구의 사용을 늘리

는 방법이다. 불트만이 성서 텍스트의 서로 다른 양식(form)의 구성 부

분을 대조하여 연구했듯이, 라투르는 유의미한 서로 다른 실험 도구의 

채용에 기반을 두어 그 결과를 대조 관점에서 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상 원6

대조에 두 사람 다 주목하지만, 라투르는 최대한의 서로 다른 유형의 

실험 도구와 실험 방법 사용의 유의미성에 집중한다.

2. 불트만에 관한 라투르의 언급과 공관복음 전승: 

발명, 부가, 변경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은 공관복음(Synoptic Gospels)(마태, 마가, 누

가복음) 텍스트 분석에 근거한다(Bultmann 1963, 독일어 원서는 1921

년 출간). 불트만은 역사적 예수(예수의 행적)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구절은 공관복음에서 몇 문장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트만은 공관복음

에 들어 있는 예수의 언행에 관한 자료들은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 하지만 예수의 선포는 이와 관계 없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적 예수와 예수의 선포는 별개의 부분이라는 

것이다.6) 예수의 선포는 그가 신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인간의 죄

를 대속(代贖)하고자 십자가에 달렸으며, 부활했으며, 세속의 종말이 

오며, 이때 예수는 재림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불트만은 예수의 

케뤼그마와 역사적 예수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초대(初代) 교회에서 

‘케뤼그마의 관점에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모든 자료가 ‘취사선택’되

었음에 주목한다. 라투르는 바로 이 역사적 예수에 관한 자료의 발명, 

부가, 변경과 연관한 불트만의 이야기에서 그의 과학철학 관념을 형성

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에 초점을 두어 논의할 

것이다.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의 ‘전반적’ 의미와 가치 등에 관한 논

의는 라투르의 관심사가 아니며 필자의 관심사는 더욱 아니다.7)

6) 역사적 예수에 관한 불트만의 탐구와 그 결론이 기독교계와 신학계에 던진 

파문은 굉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예수의 선포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에 

관한 논구에 국한된다. 불트만 자신은 매우 보수적인 신앙인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트만에 관한 삶과 학문과 신앙을 포괄하는 전기적 내용으로 

Fergusson (1992), Schmithals (1968) 등을 참조하면 좋다.

7) 이 글에서 관심사가 되는 사항을 넘어서는 불트만의 신학에 관한 포괄적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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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르는 불트만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공관복음 전승 단계에서도, 

특히 구두 전승에 주목하는 대목이다.

기독교적 화자(話者, locutors)의 긴 사슬에 의해 거칠게 발명되어

온 모든 잇따른 부가를, 하나씩 하나씩, 닦아냄으로써, 불트만 자

신이 진정성(authenticity)에 도달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그리

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알듯이, 『공관복음 전승(The Synoptic 

Tradition)』(나의 조언자에 의해 막 번역된: Bultmann (1973))의 

끝에 있었는데―여러분은 확실한 ‘나사렛 예수’가 발화한 더도 아

닌 서너 줄의 ‘진정한’ 아람어(Aramaic) 문장과 함께 끝나게 될 

수가 있다(Latour 2010, p. 600).8)

현대인은 유대인의 언어로 히브리어를 쉽게 떠올린다. 하지만 예수 생존 

당시 유대인의 언어는 아람어였고, 자연스럽게 예수도 아람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칠게 발명되어온 모든 잇따른 부가”란 예수가 

죽은 후 예수의 행적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기독교적 화자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아람어를 통해 ‘구두 

전승’ 또는 구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화자의 긴 사슬에 의해 

부가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발명되

많은 문서가 있다.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Fergusson (1992), 

Roberts (1977), Fuller (1963), Schmithals (1968) 등등. 불트만은 1921년에

『공관복음 전승사』를 내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유럽을 넘어 미국과 전세

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41년에 “신약성서와 신화론”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영어 번역은 Bultmann (1984)). 이 논문은 공관복음 전승사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 기초하여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현대 과학 시대에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글이었다. 근대 과학 이후, 계몽주의 이후의 기독교는 예수에 

관한 신화적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계속 살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여기서

부터 이른바 ‘비신화화(demythologizing)’라는 표현이 신학계에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된다. 한국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신약성서 신학 개론 교재인 

김철손 외 (1981), 전경연 외 (2000)의 일부에도 공관복음 전승과 불트만의 

연구가 소개되어 담겨있다. 근래에도 유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동건 (2001), 현우식 (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8) 나의 조언자는 앞쪽에 등장했던 인물 중 말레 목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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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여기서 많은 내용이 덧붙여져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가들은 

거친 발명을 통해 계승되었다고 불트만이 받아들였음을 라투르는 여기서 

말하고 있다. 불트만이 이러한 부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여 닦아냈다

고 라투르는 언급한다. 거울에서 먼지와 때를 닦아내는 것처럼, 신뢰성이 

없는 전승 사항을 닦아냈다는 것이다. 불트만에 의해 이러한 검토와 닦아냄

의 결과는 예수가 발화한 서너 줄의 진정한 아람어 문장으로 귀착되었다. 

불트만의 견해는 구전 과정에서 수많은 부가가 이루어졌으며, 예수의 진정

한 발화 내용은 밝혀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성서는 균일 문서가 아니라 

다양한 전승 기원을 갖는 텍스트이며, 이런 전승의 다양한 고리를 살핀 

후 얻은 결과는 예수의 서너 줄의 아람어 문장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삶의 

‘진정성’에 도달하고자 한 불트만의 의도는 충족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

한 작업은 나중에 라투르의 실험실 철학 형성에 긍정적이고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라투르는 인용문에서 구전 단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문서화’ 

단계에 대해서도 불트만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신약성서는 알려져 

있듯이 희랍어로 쓰여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헬레니즘 시대의 희

랍어로 말이다. 신약성서 가운데 특히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사한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내용 묘사에서 조

금씩 달라진다. 한 예를 보기로 한다. 예수가 중풍환자를 고치는 장면

을 다루는 대목이다.9)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태복음 9:2)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마가복음 2: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누가복음 5:20)

9)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신교 쪽의 개역개정판 성경전서를 사용하

기로 한다.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에서 라투르의 과학철학으로 - 매개의 수 늘리기 또는 번역의 연결망 9

문서 내용의 유사성이 뚜렷하나, 약간의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 성서를 읽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위 세 가

지 예수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유사성을 단번에 알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예수가 죽은 후 벌어진 일어난 상황과 관

련된 대목이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 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

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태복음 28: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마가

복음 16:2)

“돌아가 향품을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누

가복음 23:56 – 24:1)

예수가 죽은 이후의 상황에 관한 유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위 인용과 마찬가지로, 서로 유사하지만 조금씩 문장이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관복음에는 이러한 유사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이 

많다.

이들 기록화는 구전 기간을 통해 내려온 예수 이야기 내용 가운데서 

선별된 것이다. 구전이 없었다면, 문서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음이 

분명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자에 따라 역사적 예수에 

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 기독교 성경은 

여러 종류다.10)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성경 번역에 따라 성경의 내용

에 차이가 있다.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다. 영어 번역은 희랍어로 된 성

경을 번역한 여러 종류가 있다. 서로 다른 영어 성경에서 희랍어 성경

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된다. 지금 필자가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서화되면서 성경의 내용이 조금씩 

10) 개역개정판 성경전서 외에 개신교의 새번역 성경, 천주교 성경, 그리고 이전에 

개신교와 천주교 쪽이 같이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서 등 가지 수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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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는 것이다. 발명, 부가, 변경 등이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문

서화 이전의 구전 기간(oral period)에서도 마찬가지로 발명, 부가, 변

경 등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대목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

음이라는 문서에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전

자, 즉 문서화 단계의 성경 내용(예수의 행적에 관한)에 주목한 것이

다. 불트만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문서 전승과 관련하여 논의를 펼치

면서 『공관복음 전승사』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불트만은 구전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도 같은 책의 

여러 곳에서 주목한다. 불트만은 말한다. “구전과 쓰인 전승 사이의 정

의 가능한 경계는 없으며, 이와 유사하게 전승 재료의 편집 과정은 쓰

인 형태로 고정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Bultmann 1963, p. 

321)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불트만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우

리가 앞서 본 라투르의 인용문은 문서화 단계보다는 구전 단계에 관해

서 인용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전 내용이 많은 변용을 겪었고, 이것을 엮어 문서화 하는 데에서 

문서화 한 이의 관점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편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11) 알려져 있듯이, 구전의 문서화의 최초 실현물은 마가복음이다. 

신약성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배열 순서는 지은 순서와는 다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가복음에 또 다른 자료를 첨가하여 쓰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12) 

불트만 역시 이러한 대목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재료

는 구전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

이 그에게 중요했다. 불트만에 따르면,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구전의 문

서화는 구전 그 자체 또는 문서화 그 자체의 목적, 즉 문학적 관심이

나 역사적 관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불트만은 말한다. “마가복

11) 이는 성서 해석학(hermeneutics)에서, 그리고 나아가 일반 해석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다.

12) 불트만 이후 공관복음 사이의 유사성을 둘러싼 논의를 포괄하는 논의의 

예로 Stein (1987)을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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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초대 교회의 신학 속에 흠뻑 젖어 있던 한 저자의 작품이며, 그

가 받은 전승 재료를 초대 교회 신앙에 비추어 질서 지우고 배열했던 

것이다―그것이 그 결과였다”.13) 구전 재료는 초대 교회 혹은 초기 기

독교적 공동체의 신앙적 관점에서 문서화되었다. 불트만이 초기 기독

교적 공동체가 신앙적 목적에서, 즉 예배와 설교를 목적으로 구전의 

내용 중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 문서화했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그들이 

처했던 공동체적 환경을 “삶의 자리(Sitz im Leben)”14)라고 부르고 있

다.15) 마가복음에서 처음 문서화된 내용은 바로 초대 기독교적 공동체

의 삶의 자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신앙의 목적에 어울리고 부합하는 

구전 재료가 선별되어 문서화되었다는 견해이다. 화자들에 의해 발명

되고 부가되고 변경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초대 교회의 신앙의 관점

에서 선별되고, 이어 붙여지고, 또다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구전 과

정에서도 발명, 부가, 변경이 이루어지고, 마가복음 속으로 구전이 최

초로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구전의 발명, 부가, 변경과 유사한 과정이 

또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저자에게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

제로 문자 그대로 살면서 존재했던 예수이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했다.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이 신

앙적 관점에서 문서화된다. 불트만은 이렇게 쓴다. “선교되는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신앙과 숭배의 그리스도이다”.16) 시골 목수인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 기록의 핵심적 

사항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복음서 안에는 역사적-전기적 관심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복음서

는 인간 예수의 인격, 그의 외모와 성격, 출신, 교육과 성장에 관해서 

말해줄 아무것도 갖지 않는 이유다. 복음서가 웅장한 문헌을 위해 필요

13) Bultmann (1963), p. 1

14) Bultmann (1963), p. 4

15) 영어로는 ‘삶의 상황(life situation)’으로 번역되어 있다. 불트만이 밝히고 있듯

이, 삶의 자리라는 용어는 궁켈(Hermann Gunkel)이 구약에 관한 ‘양식 비평

(form criticism)’ 연구에서 먼저 사용한 개념이다.(아래 주 18 참조)

16) Bultmann (1963),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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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양된 문장 구성술을 명령하지 못하거나, 그 저자들의 인격을 나타

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과는 꽤 별도로 말이다. 철학자의 회상과 삶에 

관한 문헌은 기껏해야 그것들이, 복음서처럼, 짜임새 없는 형식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생애로부터 약간 느슨한 형태로 대화와 일화를 모아낸

다는 점에서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문헌이 신화와 숭배와의 연결을 

결여하는 것처럼, 복음서도 그렇게 과학적-역사적 관심을 결여한다

(Bultmann, 1963, p. 372).17)

불트만이 신약성서 성립과 관련하여 『공관복음 전승사』에서 관심 

갖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하나는 예수의 말(sayings of 

Jesus)의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에 관한 설화(說話) 재료, 즉 예수

에 관한 이야기 재료(narrative material)의 전승이다.18) 예수의 말은, 

예를 들면, 예언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표현과 같은 부분이

다.19) 예수에 관한 설화 재료는 예를 들면, 예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

를 말한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위에서 인용했던 

중풍병자를 대한 일, 장님을 눈뜨게 하는 일, 바다 위를 걷는 일 등등

17) 강조는 불트만의 것임

18) 이렇게 성서를 구성하는 문헌적 요소를 구분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양식 

비평’이라 부른다. 원래 양식비평은 구약성서에 대해 궁켈 등이 적용했다. 

불트만의 연구는 이 양식 비평을 신약성서 텍스트에 적용한 것이다. 비슷

한 시기에 디벨리우스(Martin Franz Dibelius)도 신약성서를 대상으로 양

식비평을 발전시켰다. 물론 디벨리우스보다 불트만이 더 널리 알려져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투르도 프랑스에서 불트만의 연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궁켈, 디벨리우스에 대해서 불트만은 『공관복음 

전승사』의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다. 양식비평은 『공관복음 전승사』에

서 불트만이 이뤄낸 결정적 기여이다. 예수의 말과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헌적 요소이며 두 가지의 구별되는 양식이다. 구별되는 양식

에 대해 장르(genr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양식비평에 관한 간략한 논

의로 예를 들면 McNight (196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궁켈, 디

벨리우스, 불트만에 주목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라투르는 불트만의 양

식 비평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불트만의 일부 논의가 그의 과

학철학에 긍정적 영향을 준 부분에 국한해 이야기한다.

19) Bultmann (1963), p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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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된다.20) 이렇게 문서화된 부분은 이미 그 이전에 수없이 변

화를 겪은 구전 내용 중에서 선별된 것이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벌어

진 일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문서화된 경우에도, 예언자가 고향에서 대

접받지 못한다는 표현, 기적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표현이 마

가, 마태, 누가에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관복음 전승사』의 

결론에서 불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공관복음서에서 문

헌 형식은 그런 것으로서 그 자체의 생명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 작품

들은 완전히 기독교 신앙과 예배에 종속된다”.21) 

앞서 언급한 대로, 라투르는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 전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역사적 예수와 케뤼그마적 예수의 구분에 주목하지도 않

는다. 라투르의 초점은 예수에 관한 구전 과정에서 있은 화자들의 행

위와 결과에 대한 불트만의 인식에 놓여 있다. 구전 화자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발명해냈거나, 발명해낸 이야기에 많은 것을 

부가했다는 것이 불트만의 주장이다. 그 후에 기독교적 입장에서 마가

복음이 문서화될 때 이 구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신앙적 목적에서 취

사선택되었다고 말한다. 라투르는 이 문서화 과정에서 있은 마가복음

의 역할에 관한 불트만의 논의를 다루지 않는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의 발명 혹은 만들어냄 그리고 그 발명 또는 만들어냄에 대한 부가 또

는 덧붙임을 논의 관심사로 라투르는 삼고 있다. 불트만은 이러한 화

자들의 발명과 부가로 인해 예수의 진정한 말과 행적의 신뢰성을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투르는 예수의 말과 행적에 관한 진정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화자들의 

예수 이야기 발명과 부가와 변경에 초점을 둔다. 물론 이러한 발명, 부

가, 변경이 신약성서 신학 ‘자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논쟁적인지는 

라투르의 관심이 아니다.22) 라투르는 이러한 발명, 부가, 변경이라는 

20) Bultmann (1963), pp. 209-18.

21) Bultmann (1963), p. 374

22) 2절 첫 문단 마지막 주변에서 이 글이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 전반에 대한 

논의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라투르가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에서 어떠한 

‘과학철학적’ 힌트를 얻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불트만의 성서신학 논의가 신약성서 신학을 넘어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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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과학 활동, 특히 실험실 활동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산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라투르는 불트만의 이러한 급진적 신약성서 해석이 자신에게 부정

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민족지적 현장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생물학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성서 주해적 차원’23)을 과학적 실천의 엄청난 복잡성을 이해

하는 뇌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3. 매개의 수 늘리기 또는 번역의 사슬 또는 번역의 연결망

실험실에서도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의 방법 즉 전승의 다양한 고리

를 검토하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라투르는 주장한다. 이것

이 바로 라투르가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에서 배운 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라투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성서 주해(biblical exegesis) 연구에서처럼 정확히, 진리

는 매개적 단계(intermediary steps)의 수를 줄임(decreasing)에 의

해서가 아니라, 매개(mediation)의 수를 늘림(increasing)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다(Latour 2010, p. 601).24)

“여기서도”라는 표현에서 여기는 물론 실험실을 뜻한다. 이어지는 진

리라는 표현은 과학적 진리를 뜻한다. 라투르는 불트만에 관해 이야기

해석학이나 비평 이론 등과 무엇이 다르고, 그것들에 불트만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필자

의 논문과 별도로 유익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라투르는 그의 

나중의 연구에서 예를 들면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와 같은 언어학

자 혹은 기호학자의 논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Latour (2010), p. 601

24) 강조는 라투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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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종교적 진리(religious truth)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25) 실험

실에서 추구되는 과학적 진리를 종교적 진리와 대비시킨다고 볼 수 있

다. 이때 라투르가 사용하는 진리라는 표현의 의미는 일의적이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논문에 등장시켜 라투르가 쓰는 진리라는 표

현은 그 의미가 때로는 정확하지 않다. 어떤 경우 그의 진리 개념은 

사실의 확립 혹은 수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우 이론과 사

실의 일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둘 다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종교적 진리라는 표현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하나는 신앙과 관련된 진리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 

관련된 진리 개념이다.

라투르가 말하는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의미에 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그는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것이 종교적 진리 추구와 과학적 진

리 추구에서, 성서 주해와 실험실 활동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

기 때문이다. 라투르가 매개의 수를 늘린다고 할 때, 이는 서로 다른 

실험 도구의 사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는 

실험실 활동의 맥락에서 라투르가 매개의 수를 늘린다고 말하는 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본다. (1) 라투르의 경우에서 매개의 수

를 늘린다는 것의 주된 의미로 서로 다른 도구 사용을 고려할 수 있

다. A라는 도구로 계속 실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B, C 등의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탐구 대상의 거동을 파악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구 A, B, C 각각을 독립

적으로 사용하며 서로 결합하거나 중첩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

키는 상황이 (1)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도

구의 사용은 당시 과학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도구

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의미의 다른 

것으로서 A, B, C 등의 도구를 겹쳐 쓰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A, B, C 등은 서로 다른 원리와 물질

로 세워진 이질적 도구이므로 이들을 겹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5) Latour (2010), 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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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르에서 매개의 수가 늘어나는 방식은 (1)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탐구 대상 + A 

            탐구 대상 + B 

            탐구 대상 + C 

화살표는 연구의 계열을 나타낸다. ‘탐구 대상 + A ’는 실험 

도구 A를 쓰는 실험적 연구 계열을 뜻한다.26)

(2)의 경우에서  매개의 수가 늘어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탐구 대상 + A + B  

            탐구 대상 + B + C  

            탐구 대상 + A + C 

            탐구 대상 + A + B + C 

(1)과 (2)는 그 뜻하는 내용이 매우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

게 될 수 있다. (1)은 한 실험적 연구 계열에서 도구 A를 계속하고 그 

계열에서는 다른 도구 B, C 등의 사용은 배제되는 경우이다. 이때 배

26) 여기서 ‘탐구 대상’을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라투르의 과학철학에서 자연이라는 개념은 매우 미묘한 탐구

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생물학과 의학 실험에서 유전

자 변형생물체를 만들어, 이 변형생물체를 이용해 생명의 발생 단계를 연구하

거나 새로운 약물의 반응을 시험하는 데 활용한다. 특정 유전자를 없애거나, 

특정 유전자를 추가하거나, 특정 단백질에 형광단백질을 발현하도록 만든 

이 생명체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최근에 인간이 만든 생명체이다. 

즉 인공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생물학, 의학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유전자 변형생물체는 자연인가, 인공인가? 이런 맥락에서 보아 라투르에 관한 

논의에서, 라투르의 실험실 철학에서 자연이라는 개념은 주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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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의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와 더불어 B, C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27) 합리적 이유로 A

와 더불어 B, C 등을 함께 쓸 수 없는 상황을 주로 의미한다. (2)의 

경우는 한 실험적 연구 계열에서 혹은 한 연구 경로 안에서 다른 종류

의 여러 도구를 결합시켜 사용하는 매개 단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1)과는 차이가 있다.28)

라투르가 쓰고 있는 이러한 표현은 ‘번역의 사슬(chains of translations)’

이라는 표현으로 더 일반화되고 널리 알려진다(예를 들면, Latour 1993; 

2010). 불트만에 관해 다루는 논문에서 라투르는 ‘번역의 연결망(networks 

of translations)’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Latour 2010, p. 600). 번역은 

‘혼성(混成, hybrid)’ 혹은 ‘혼성화(hybridization)’라는 표현으로도 제시된

다. 번역 혹은 혼성화 혹은 매개는 이질적인 것의 접합을 뜻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도구를 통해 탐구 대상과 작용을 일으켜 실험적 현상의 안정성

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탐구 대상을 일정한 실험 도구로 연구하는 것이 번역의 

예가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탐구 대상 + A : 번역 A

            탐구 대상 + B : 번역 B

            탐구 대상 + C : 번역 C

27) 과학의 실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과학자 집단에서 서로 다른 이론과 도

구를 신뢰하고 추종하여, 서로 다른 이론과 서로 다른 도구의 사용을 의도

적으로, 심지어 감정적으로 멀리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과학 활동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8) 하지만 (2)가 (1)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 의미의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관

점이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전자 현미경과 형광 현미경은 서로 다른 이론

과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이 둘을 인위적으로 결합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결합 없이도, 어느 한 쪽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둘 다를 사용하는 것은 매개의 수를 늘리는 좋은 예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해킹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Hacking (1983), pp. 18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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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대상 + A + B : 번역 S

            탐구 대상 + B + C : 번역 T

            탐구 대상 + A + C : 번역 U

            탐구 대상 + A + B + C : 번역 V

이렇게 탐구 대상과 실험 도구가 서로 다르게 결합되어 서로 다른 번

역을 이루어낸다. 서로 다른 번역들이 바로 번역의 사슬이다. 라투르에

게는 특정 번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번역의 사슬 혹은 번역

의 연결망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실험적 

작업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번역이란 말은 보통 언어 관련 활동에서 매우 익숙한 것이다. 다윈

(Charles Darwin)의 영어로 쓴 책을 한국어로 옮기는 것이 그 예이다. 

이 경우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다른 언어가, 특히 문화적 

배경이 결합된다는 점이다. 라투르의 사고는 책의 번역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더 확대하여 탐구 대상과 도구의 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 활동에 대한 라투르의 이해는 바로 이런 

종류의 번역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특히 관념적 번역뿐만 아니라 

특히 도구와 같은 ‘물질적’ 번역에 주목한다.29)

번역과 더불어 혼성이라는 개념을 라투르가 사용하기도 한다.30) 혼성 

29) 라투르에게 번역 개념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Latour (1993), 

Latour (1995) 등을 참조하면 좋다. 필자는 『실험실 생활』을 중심으로 번역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실험실 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번역의 전형적 예다. 하지만 번역은 이질적인 것, 이종적

인 것 사이의 여러 실천적, 이론적, 문화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실험 도구만이 아니라, 과학 활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시간과 장소에

서 이질적인 것, 혹은 이종적인 것의 만남과 그것이 일으키는 변화를 의미한다. 

필자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실험실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불트만의 신약

성서 신학적 탐구로부터 라투르의 과학철학적 탐구로 가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체도 라투르가 말하는 번역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학적 탐구와 

과학철학적 탐구은 동질적이기보다는 보통 이질적이거나 이종적인 것에 가까

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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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따라 위 실험적 상황들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탐구 대상 + A : 혼성 A

            탐구 대상 + B : 혼성 B

            탐구 대상 + C : 혼성 C

            탐구 대상 + A + B : 혼성 S

            탐구 대상 + B + C : 혼성 T

            탐구 대상 + A + C : 혼성 U

            탐구 대상 + A + B + C : 혼성 V

번역 대신에 이렇게 혼성 개념을 써도, 이질적 종류의 것, 그 전형적 

예로 탐구 대상과 도구의 결합이 지니는 성격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번역 또는 혼성의 구도를 라투르가 다듬는 데 대한 불트만의 기여는 

상당한 것이었다고 라투르는 말한 것이다. 

라투르가 말하는 과학적 사실의 구성은 특정 역사적 시기의, 특정 

실험실의, 제한된 종류의 도구를 통해서 국소적으로 이루어진다. 라투

르의 매개, 혹은 번역, 혹은 혼성화의 특징은 그 수가 많을수록 실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매개의 수가 적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것은 라

투르의 사고와는 차이가 있는 질문이다. 물론 라투르는 A라는 하나의 

도구로 계속 실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도구가 

없으면 그럴 수 밖에 없다. A만을 써서 동일한 실험 결과가 계속 나오

면 확률적 입증의 정도는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A 외에도 

B, C 등의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탐구 대상의 거동을 

파악하는 데 많은 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직관적 감

각과는 어긋나 보이기도 할 수 있다. 이 직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

30) 라투르는 초기에는 번역 개념과 혼성을 같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예

를 들면, Latour (1993))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번역 개념에 좀 더 집중

하는 모습을 보인다.(예를 들면, Latou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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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매개 단계만 있게 되면 정보는 더 신뢰할 만하게 되고, 매개 단

계가 늘어나면 정보는 오히려 덜 신뢰받게 된다. 중간에 여러 가지가 

끼이게 되면 사안이 명료해지기보다는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

을 가질 수 있다. 실험 상황이 아닌 일상적 예를 들면, 개인1과 개인2 

사이에 직접, 매개 없이 대화가 이루어지면, 대화 내용의 혼동 가능성

이 적다는 것이다. 개인1과 개인2 사이에 매개하는 타인들이 많이 개

입하게 되면 될수록, 대화의 혼동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식의 사고이다. 

하지만 라투르가 불트만의 관점을 실험실의 맥락에 적용하는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의미는 이러한 직관적 감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함축

을 지닌다. 어떤 이가 암 진단을 한 병원에서 받았다고 가정해보기로 

한다. 그 병원에서 정밀한 의학 진단 도구를 쓴다고 또한 가정한다. 이

때 환자가 암 진단에 관해서 의심이 갈 경우, D라는 진단 도구를 사용

하고 있었다면, 환자의 요청으로 그 D로 재검, 혹은 세 번, 네 번의 검

사 등으로 매개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매개의 수를 늘림에 의

해 암 진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환자가 이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면 그는 다른 의학 진단 도구 M을 쓰는 절차를 병원에 의뢰할 수 있

다. D에 이어 M을 써도 암 진단이 나왔다면, 환자는 자신이 암에 걸

렸다는 진단에 더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가 여기서도 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리고 기존의 병원이 의학 도구 D, M밖에 없

다면, 또다른 진단 도구 Q를 쓰는 검사 절차를 사용하는 ‘다른’ 병원

에서 진단을 받길 희망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매개의 수를 늘리는 매

우 중요한 과정의 예이다. X선 촬영만 몇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X선 

촬영에 이어 양전자 단층 촬영, 핵자기 공명 촬영31) 등의 서로 다른 

의학적 절차를 밟는 것이 질병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 역시 매

개 수 늘림 혹은 번역의 사슬, 번역의 연결망의 경우가 된다.

필자는 이어서 라투르가 2010년 논문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

는 매개적 단계 혹은 매개에 관해, 이 개념들의 의미를 『실험실 생활: 

31) 이 도구의 원리는 뒤에서 다루는 라투르가 연구한 실험들에서 쓰인 도구

의 하나인 핵자기 공명 (고분해능) 분석계의 원리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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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실의 구성』을 중심으로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실험실 내 

일상적 작업의 세부내용을 인류학적 참여자가 직접 관찰하여 과학적 

사실이 구성되는 과정과 그것의 인식론적 의미를 『실험실 생활』에

서 파헤치고 있다. 라투르의 탐구대상은 미국 소크연구소(Salk 

Institute)의 실험실이었다. 그 실험실은 로제 기유맹(Roger Guillemin)

이 이끄는 실험실이었다. 이 실험실은 어떤 시점에 신경내분비학 분야

에서 TRF(H)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라투르는 이 

TRF(H)가 철저하게 ‘도구’ 의존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정한 시점에 

그것이 안정성을 지니게 되면서 실재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보

고 있다. 『실험실 생활』에서 도구에 의한 구성 과정을 세밀히 논의

하고 있는 것이다.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라투르가 제기

한 ‘문헌적 기록하기’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투르는 기본적으

로 과학 활동을 ‘문헌적 기록하기’라고 본다.32) 과학 활동은 결국 기록

된 결과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실험은 기록하기

를 위한 작업이다. 실험적 작업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그림, 

도표, 상(image) 등이 문헌적 기록하기이다.33)

TRF(H)의 경우에서, 장치, 동물, 화학 물질은 문헌적 기록하기를 통

해 결국 문서를 작성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문서가 

유통되고 학술지 등에 실리게 됨으로써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즉, 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과학 지식으로 알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과학자는 글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글쓰기를 위한 재료가 

바로 기록하기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 라투르는 실험실에서 탐구 대

상과 도구와 실험자, 즉 물질인 실험 도구와 인간으로서 실험자 집단

이 탐구 대상과 함께 어울려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실험 결과, 즉 사

실을 빚어낸다고 이해한다.

32) Latour and Woolgar (1986), pp. 15-90

33) 문헌적 기록하기에 관한 논의로 이상원 (2011; 2015)를 참조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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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F는 펩타이드 성분의 물질임을 보이는 데 쓰인 

매개적 단계 혹은 번역의 연결망

TRF는 펩타이드 성분임을 보이는 데 쓰인 매개적 단계 혹은 매개를 

확보하는 일에 여러 가지의 도구가 사용되었다. 라투르가 제시하는 도

구들은 다음과 같다.

질량 분석 분광계(Mass spectrometer)

핵자기 공명 (고분해능) 분석계(Nuclear magnetic resonance(high 

resolution) spectrometer

아미노산 분석기(Amino acid analyzer)

펩타이드 자동 합성기(Peptide automatic synthesizer)

세파덱스 관(Sephadex columns)

방사성 면역 검정(Radioimmunoassay)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역행 분배 크로마토그래피(Countercurrent distribution chromatography)34)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도구를 탐구 대상과 작용시키는 작업이 서로 다

른 매개적 단계, 혹은 매개를 이룬다. 이 매개의 수, 즉 서로 다른 도

구 사용의 수를 늘릴수록 실험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번역의 사슬이란 라투르의 더 많이 알려진 용어를 위 도

구를 사용하는 실험실 작업에 적용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이들 도구는 도입 시기, 기원 분야, 작동 원리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

서 매개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질량 분석 분광계는 1910-1924

년에 창안되었고 기원 분야는 물리학(동위원소)이다. 핵자기 공명 (고분

해능) 분석계는 1937-1954년에 창안되었고 기원 분야는 물리학(스핀)이

다. 아미노산 분석기는 1950년-1954년에 창안되었고 기원 분야는 단백

질 화학 및 분석 쪽이다. 펩타이드 자동 합성기는 1966년 창안되었고 기

34) Latour and Woolgar (1986), pp. 43-103.



불트만의 신약성서 신학에서 라투르의 과학철학으로 - 매개의 수 늘리기 또는 번역의 연결망 23

원 분야는 생화학이다. 세파덱스 관은 1956-1959년에 창안되었는데 상

대적으로 덜 복잡한 도구이며 명시적 기원 분야 지정은 큰 의미를 지니

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어 보인다. 방사성 면역 검정은 1956-1960년에 

창안되었고 기원 분야는 핵 물리학, 면역학, 내분비학이다. 단일 기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1958-1967년 사이에 

창안되었고 분석화학이 기원 분야다. 역행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1943

년-1947년에 창안되었고 기원 분야는 분석화학이다.

TRF(H) 연구 실험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서로 다른 기

원 분야를 갖고 있는 도구들이 채용되었다. 어떤 도구가 한 학문 분야

에서 기원했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되어

야 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 도구는 기원 분야가 다를뿐더

러, 더 눈여겨볼 것은 작동 원리가 대부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다.35) 실험하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원리를 갖는 도구를 다양하게 채

용해 사용하는 일은 라투르가 말하는 매개의 수를 늘리는 일이다. 이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시각은 라투르가 불트만의 시각에서 힌트를 얻

어 발전시킨 것이다.

라투르는 그가 이야기하는 매개의 수를 늘린다는 관념을, 앞서 보았

듯이, 번역의 사슬 또는 혼성이라는 개념으로 더 일반화한 바 있다. 

TRF(H) 실험 전반에 사용된 위의 8가지 도구들은 라투르가 말하는 번

역 혹은 혼성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실험실 생활』 이후의 여타의 

그의 책에서 TRF(H) 사례만큼 번역 혹은 혼성의 성격을 상세히 드러

낸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다양한 도구의 도움으로 과학자

들은 TRF(H)의 물질적 성격을 밝혀낼 수 있었다. 라투르의 시각에서

는 매개의 수를 늘리면 그것은 실험하기를 위해 바람직하다. TRF(H) 

실험에 채용해 쓸 수 있었던 이들 실험 도구가 당시의 상황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우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 도구가 아

니라 다른 도구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TRF(H)의 물질적 

35) 원리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이 대목의 핵심이며, 

이는 각 도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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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투르의 불트만 이해는 신학적 맥락을 엄밀하게 따르면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즉 그가 불트만의 역사적 예수 연구를 계승하고 확장

하는 연구 혹은 비판하는 연구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

다.36) 라투르의 불트만 이해는 ‘라투르식’으로 이루어진 이해이다. 라

투르식이라는 표현은 실험실 활동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불트만의 신약

성서 신학적 요소에 주목하는 상황과 직결된다. 만일 불트만이 살아 

있어서 그의 개념이 라투르에 이렇게 창조적으로 실험적 활동에 적용

되는 것을 목격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즐거운 반

응을 보였으리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라투르식 이해는 과학적 사실의 

구성, 매개, 번역, 혼성화 등의 개념을 라투르가 형성하는 데 강한 영

향이 있었다.

5. 결론

불트만의 신약성서 연구가 라투르의 과학철학에 끼친 영향에 관해 논

의해왔다. 라투르의 과학철학 나아가 그의 철학 일반에 대해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비교적 드문 편이다. 특히 

한글로 출판된 라투르 연구의 경우 상당수가 철학 전반을 다루기보다

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같은 일부에 한정되어 

36) 불트만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실험적 사실의 안정성 확보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 함의를 잡아낸 것에서 라투르의 연구가 지니는 매우 독창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데 불트만의 영향과 별도로, 문서의 다양한 판본과 문서 자료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사실 혹은 진리를 확립하는 과정은 성서라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제재로 삼는 여러 분야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연구의 전진에 물론 불트만의 영향이 적지 않다. 라투르의 

연구가 보여준 독창성은 이러한 과정을 과학적 사실을 얻는 실험적 절차에 

관한 탐구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이런 지점에 도달한 

것은 주로 불트만의 영향 속에서였음을 필자는 논의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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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라투르 사상의 특수성이 보여주는 일

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연구는 과학학은 물론, 전통적 의미의 사

회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등 여러 분야를 횡단하고, 그런 까닭에 어

느 한 분야로 규정하기가, 이들을 포괄하는 어느 하나의 관점을 제시

하기가 어려우며, 이것이 라투르의 연구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라투르 과학철학의 계보를 재구성하고자 한 필자의 시

도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대한 그의 입

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트만의 성서 주해 방법으로부터 주요한 암시

를 얻었다는 라투르의 자인은 의외의 놀라운 학문적 영향에 관한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 그 암시의 효과는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나타난 서로 다른 실험 도구 사용에 의거한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잘 나타난다. 나아가 그러한 논

의에서 나타난 관념은 『실험실 생활』 이후의 논의에서 매개, 매개적 

단계 특히 번역의 사슬, 혼성화 등의 용어로 일반화된다. 

필자의 글은 불트만과 라투르 사이의 영향사를 다루는가, 새로운 과

학철학 방법론37)의 창출을 다루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둘, 즉 

영향사와 방법론의 창출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가 어렵다. 라투르에 

대한 불트만의 영향 속에서 라투르의 과학철학적 시각이 성립된 것이

기 때문이다. 전자의 함의는 물론 신선하고 주목할만하며 라투르의 과

학철학적 입장 정립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양자를 균형 있게 다

루었다. 만일 불트만의 라투르에 대한 영향이 있었더라도, 그리고 그것

이 신학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졌더라도, 즉 라투르가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쓴 이후에 과학학(science studies)으로 나아가지 않고 신학의 

영역 안에만 계속 남아 있으면서 불트만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것만

37) 라투르의 번역의 연쇄라는 개념은 실험실 연구, 그리고 좀 더 넓게 과학철

학의 연구를 넘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과학 영역으로 확대해가고 있

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철학 방법론이라는 표현은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불트만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을 주 논의 대상으로 삼는 이 논문의 경우에는 그 

사용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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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철학적 탐구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불트만의 라투

르에 대한 영향이 신학의 영역을 넘어 과학철학의 영역에서 발생했다

는 사실은 좀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라투르의 경우, 신

학과 과학과 과학철학을 넘나들면서 방법론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현대 프랑스 철학에 대한 독일 철학의 영향

은 상당하다. 라투르의 번역의 사슬 또는 번역의 연결망이라는 개념은 

거의 일의적으로 불트만의 영향에서 발원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불트만은 독일인이지만 전형적 철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였다. 실험적 

사실의 수립 과정에서 매개를 늘린다는 것의 의미, 번역의 연결망이라

는 의미를 라투르는 그만의 방식으로 불트만에게서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매개 혹은 번역은 탐구 대상에 관한 실험적 탐구에서 ‘이질

적’ 도구를 통한 실험자와 탐구 대상의 서로 다른 접점을 형성하게 된

다. 그 결과로 보통 어떤 ‘실험적 안정성’에 도달하게 된다. 라투르는 

영미권 과학철학, 나아가 과학학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는 학

자가 되었다. 주로 영미권에서 연구되어 온 것으로서 과학철학 속, 보

다 넓게 과학학 속 한 주요 조류로서 라투르의 실험실 철학은 자리를 

굳혔다. 라투르의 과학철학에 끼친 독일 불트만의 것과 같은, 넓게 보

아, 대륙철학 전통의 영향에서, 필자는 독일, 프랑스의 대륙철학과 영

미권 철학의 긍정적 융합의 구체적 실례를 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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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ultmann’s Theology of New Testament to 

Latour’s Philosophy of Science: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ations or Networks 

of Translations

Sangwon Lee

Latour’s philosophy of science has origin that breaks ordinary expectations. 

His thought revealed in Laboratory Life is influenced from that of German 

theologian Bultmann. This is what Latour himself acknowledges. Latour’s 

philosophy is strongly hinted by Bultmann’s Theology of New Testament.　

I tried to analyze how Bultmann’s research method for doubting historical 

Jesus in tradition of synoptic gospels influenced Latour’s philosophy of 

laboratory, or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Main argument focus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ations, chains of translations, networks of 

translations, or hybrids.

Keywords: Bultmann, Latour,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ations, 

chains of translations, networks of tran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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