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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2014년 7월, 의족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은 한민
국에서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는 인간의 정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소위 포스트휴먼 시 에 유의미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휴먼과 포스트휴먼을 어떻게 정의하
고 구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
하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포스트휴머니즘은 논자에 따라 그리고 그 방
점을 포스트-휴먼에 둘 것인지 포스트-휴먼에 둘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방향
과 관심사가 다르지만, 포스트휴먼-이즘에 관한 논의는 인간(의 본질)이란 무
엇인지 인간을 정의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데카르트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본질은 사유하는 정신에 있는가?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이 강조하는 것처럼 언어사용 능력에 있는가? 아니면 
주변상황에 반응하는 능력에 있는가? 제러미 벤덤(Jeremy Bentham)이 지적
하듯이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나 언어사용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
는다는 것에, 캐리 울프(Cary Wolfe)가 강조하듯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
성(finitude)에 있는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질문의 화두가 인간과 
비인간의 (절 적) 구분에 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라기보다 결국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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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휴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
스트휴먼을, 포스트휴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먼을 고려해야한다는 캐서린 
헤일즈(N. Katherine Hayles)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Cultural Critique 
137), 포스트휴머니즘은 말 그 로 인간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라기보다
(Badmington 10),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고 횡
단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신과 신체
를 이원화하고 위계질서화하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과 괴물, 사이보그 등 소위 비인간과 절 적으로 
다른 인간의 본질을 상정하고 인간에 절 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
과 비인간을 나누는 절 적 구분선에 한 인식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에 한 연구는 물론이고 인간의 동물성을 인
정하고 동물을 인간의 반려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동물
연구 외에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과 기
계인간, 사이보그라는 ‘인간 이후의 인간’과의 관계이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아
는 인간(Homo Faber)은 처음부터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서, 기술을 배제하고 논하는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철학적 신기
루”(philosophical mirage)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Heise 459). 최근 생명공
학과 기술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이보그화를 선택하는 
인간 존재, 즉 부분 생물체(part biological)이자 부분 기계(part machine)의 
존재를 고려하면, 인간과 비인간의 절 적 구분선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포스트
휴먼이었다”는 헤일즈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How We Became Posthuman 
291),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중심적 사고방
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는 사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절 적 구분선을 거부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횡단적 사고
방식은 인간과 기술 사이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그 결과 기술은 인간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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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넘어 인간과 기술이 실
질적으로 맞물려있음을 긍정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첨단기술과 인간의 결합물, 기존의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종의 탄생을 어
떻게 받아들이는가에 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 문학과 과학이 통섭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흔히 
공상과학으로 폄하되기도 하지만, 슈테판 헤어브레히터(Stefan Herbrechter)
가 지적하는 것처럼 과학소설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간을 정의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단순한 오락문학 장르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116). 명실상부한 포스트휴먼 장르로서 과학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과 기술의 접점(interface)을 다루는 것이다. 과학소설은 유기적인 것과 비유
기적인 것, 남성과 여성, 원본과 복사본,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인간과 
비인간 등의 존재론적인 이분법적 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시각화한다
(Herbrechter 117). 과학소설은 미래를 보여주지만 이는 동시에 현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과학소설은 이미 포스트휴먼화된 현재 사회를 낯설게함으
로써 포스트휴먼화에 한 매혹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표출한다. 기술의 발달
과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타지에 한 매혹은, 사이보그가 
단순히 공상과학이 아닌 사회현실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인간이 더 이상 스스
로 주장하던 ‘그런’ 완벽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두려움,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제 인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런 매혹과 두려움은 과학소설 장르에 고스란히 등장하는데, 여기
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소설 장르가 소위 ‘포스트휴먼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두
려움과 혐오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방식에 있다. 헤어브레히터가 지적하
는 것처럼, 다수의 과학소설 장르는 이러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휴머니즘, 즉 
인간의 본질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극복한다(171-220). 그 결과 과학소설 장
르가 제시하는 유토피아가 인간존재와 관련하여 규정된다면, 디스토피아는 외
계인, 안드로이드, 사악한 컴퓨터 등 비인간이라는 타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Bukatman 16), 결국엔 혐오스러운 포스트휴먼은 제거되고 포스트휴먼의 미
래는 다시 인간으로 귀환한다. 

과학소설의 특징, 인간과 기술의 접점에 한 반응은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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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
도르노(Theodor W. Adorno)는 ｢문화산업: 중 기만으로서의 계몽｣(The 
Culture Industry: Enlightenment as Mass Deception)이라는 글에서 영상매체
가 소비자의 상상력과 반성적 사유를 퇴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문화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재에 비해 영
상매체가 초보적인 수준이었을 때 노정된 이들의 지적은 중과 중문화를 
부정적으로만 파악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특히 과학소설 영화의 경우 복
잡한 과학이론이나 철학이론을 시각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과 허구 사이
의 경계를 허무는가 하면 영화 속에만 존재했던 판타지를 현실 가능케 함으로
써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증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포스트휴먼 시 를 어떻게 전유하고 포스트휴먼화에 어떻
게 응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에릭 가르시아
(Eric Garcia)의 리포제션 맘보(The Repossession Mambo, 2009)를 중심
으로 포스트휴먼 시 와 문화산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장기
(Artiforg)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리포제션 맘보는 가르시아
가 전당포 유리창에 그려진 심장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집필한 ｢자동 췌장｣
(“The Telltale Pancreas,” 1997)이라는 제목의 단편에서 출발한다. 이 작품은 
1997년에 영화화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개럿 러너(Garrett Lerner)와 시나리오
를 수십여 차례 수정하는 가운데 영화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2년 만인 
2009년에 소설로 먼저 출판되고 2010년에서야 <리포맨>(Repo Men)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되었다. 미구엘 사포치니크(Miguel Sapochnik)가 메가폰을 
잡고 주드 로(Jude Law)가 주연을 맡으면서 당시 영화에 한 기 가 높았지
만, 불행하게도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엄밀히 말해 
소설 리포제션 맘보와 영화 <리포맨>은 전혀 별개의 작품처럼 보일 정도로 
플롯과 결말이 상이하다. 소설 리포제션 맘보를 중심으로 영화 <리포맨>의 
차이점과 영화의 실패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역으로 포스트휴먼시 와 문화산
업의 관계, 나아가 포스트휴먼화에 한 휴먼의 태도,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기
를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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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리포제션 맘보 vs. <리포맨>: 

휴먼으로의 귀환 vs. 포스트휴먼으로의 도피

과학소설이 과학과 일상문화를 매개하고 기술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적이라면, 리포제션 맘보는 포스트휴먼의 유토피아적 미래가 어
떻게 디스토피아로 탈바꿈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우선 인공장기가 선사
하는 포스트휴먼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로장생이라는 장밋빛 세계를 선사한다. 
“평생을 보장한다”(60)는 인공장기는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영생불멸의 가능성
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유한한 인간존재에게는 일종의 판타지요 유토피아나 다
름없다. 여기에 기분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줌 기능과 스캔 기능이 있는 
눈동자,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성 를 비롯해 갖가지 부가기능이 첨가된 각
종 인공장기는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에게 분명 “보다 나은 삶”(62)을 제공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젊음의 
샘”(62)을 찾고자 하는 인간에게 인공장기는 그야말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
다. 이렇듯 타고난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인공장기는 ‘인간 이후의 
(더 나은) 인간’,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종의 탄생을 긍정케 한다. 

그러나 인공장기를 이식받은 포스트휴먼의 유토피아적 미래는 “평생을 보장
한다”는 약속과 달리 곧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와 바이오정치(biopolitics)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포스트휴
먼의 탄생을 가능케하는 인공장기 시장이 형성되고 가속화되는 것이 바이오정
치가 간섭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무병장수를 넘어 영생불멸을 꿈꾸는 고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공장기 시장은 최고의 거 시장으로 자리 잡
게 된다. 그 결과 고객들은 마치 옷을 구입하듯이 쇼핑몰에서 인공장기를 구입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액의 인공장기를 구입하기 위해 

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이 제시하는 판타지에 매료된 고객들은 
“신나서”(elated, 188) 출신청서에 서명을 하지만, 자신이 매달 변제해야할 
이자와 원금의 총액에는 정작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례로 사용수명이 무려 
100여년에 달하고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움직이는 인공심장 자빅 13번 
모델(Jarvik Unit, Model 13)의 경우 기본적인 심장 기능은 물론 부가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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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엉덩이에 이식하고 팔천여개의 애
창곡을 전송할 수 있는 플레이어 기능을 더한다면, 연 26.3% (자동이체시 연 
25.8%)의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3,800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달 지
불해야 한다. 이렇듯 고객들은 고액의 인공장기 할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
는 순간 포스트휴먼의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만다.

리포제션 맘보의 이야기를 이끄는 무명의 화자는 포스트휴먼의 디스토피
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와 바이오정치의 관계
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존재이다. 화자는 고액의 인공장기 할부금을 제때 지
불하지 못한 고객의 인공장기를 회수하는 인물로 소속 회사 크레딧 유니언
(Credit Union)에서 친구 제이크(Jake Freivald)와 함께 장기 회수 실력이 가
장 뛰어난 인물이다. 메스와 적출기, 엽총으로 무장한 인공장기 회수원은 채무 
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상이 아닐 수 없다. 
작중화자는 “일은 일일 뿐”(2)이라는 태도로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개복하
여 인공장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때로는 이 과정에서 (성적) 쾌감을 느
낄 정도로 무정하고 잔인한 인물이다. 작중화자는 이를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이자 상품(merchandise)을 회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작
중화자와 같은 인공장기 회수원들에게 이타심이나 타인에 한 동정심을 기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공장기에 관한 연방법”의 보호 아래 인공장기 
회수원과 이들이 소속된 회사는 “인공장기 상품 소지자”(178), 즉 사람을 소생
시킬 법적 의무를 면제받는다. 채무불이행자는 범죄자이기에 인공장기 회수원
의 살인행위는 오히려 “세상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25) 행위로 포
장된다. 이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을 외면한 채 자본의 증식과 기업의 이
윤추구에만 몰두하는 리포제션 맘보의 세계는 자본주의 시 의 바이오정치
가 어떻게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이끌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
러내준다. 

자본주의시  바이오정치의 면모는 인공장기 산업 시스템에서 보다 극명하
게 드러난다. 리포제션 맘보에서 하나의 인공장기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은 생명윤리나 인도주의적 태도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자본의 흐름과 시장
원리, 정치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인공장기에 한 발상이 시작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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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아니라 의학과 무관한 마케팅 부서이다. 인공장기에 
한 지식은 물론이고 이에 한 관심이 전무한 마케팅 부서에서 시작된 인공장
기에 관한 발상이 실제 제품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시장원
리에 지배된다. 제품으로 출시도 되기 전에 심지어 연구조차 되어있지 않은 인
공장기는 먼저 광고를 통해 시장에 소개되고 광고를 본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이후에야 의학 공학자가 투입되어 제품으로 개발된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의
학 공학자의 핵심 업무는 인공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
이행자를 가려내는 레이더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73-74). 이처럼 의학
과 기술, 미디어 산업이 한데 어우러지는 인공장기 산업은 고객의 건강과 행복
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 화
하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생명을 위한 윤리’는 철저히 
도외시되고, 제도화된 체제로서의 생명윤리(bioethics)가 등장하게 된다. 

캐리 울프(Cary Wolfe)가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의 생명윤리는 ‘생명을 위
한 윤리’(ethics for the living)라기보다 생체의학연구나 의료결정절차를 아우
르는 제도화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바이오권력(biopower)을 행사하는 
기업(Bioethics, Inc.)의 모양새를 띤다(51).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기
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와 인간의 존재 조건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결
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이오권력에 관해 흥미로운 분석을 전개한다. 
푸코에 의하면 원래 군주에게 주어진 절  특권 ‘삶과 죽음에 한 권력’은 “죽
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 둘”(take life or let live) 권리였지만, 고전주의 시  
이후 ‘삶과 죽음에 한 권력’은 “살게 하거나 죽음으로 내모는 권력”(foster 
life or disallow it to the point of death)을 의미하게 된다(136, 138). 고전주
의 시  이전의 경우 사물이나 시간, 육체를 몰수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군주의) 권력이 정점을 이루었다면, 고전주의 시  이후의 권력은 이전의 “빼
기”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권력 아래에 놓여있는 여러 세력들을 “선동, 강화, 통
제, 감시하고 최 한 활용하면서 조직화하는” 것으로 변화한다(Foucault 136). 
이로써 인간의 육체와 삶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율제도와 수많은 기술들
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바이오권력의 시 가 열리게 된다. 바이오권력은 
생물학적 양식이 정치적 양식에 반영된 것으로 일종의 생체통제권력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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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1), 자본주의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육
체를 생산체제 안으로 편입하여 인구수를 경제과정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
다. 가족과 군 ,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제도는 경제과정에 깊숙이 관여하
여 권력을 유지하는데 동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권력은 인력을 자본
의 축적에 맞게 조절하고 인간 집단의 증가를 생산력 증 와 차별적 이윤 배분
과 결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차별과 계층화를 낳게 된다(Foucault 
135-141). 

무엇보다 바이오권력의 문제점은 인간의 삶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가
치와 유용성의 영역 안에 배분하여 그 자격을 정하고 평가하고 위계질서화하
는 데에 있다(Foucault 144). 리포제션 맘보에 드러나는 바이오권력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인공장기 산업체와 결탁한 바이오권력은 신용도에 따라 고
객의 가치와 유용성을 평가하여 위계질서화한다. 인공장기를 이식받고 제때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한 고객은 ‘인간 이후의 인간’(posthuman)에서 ‘인간 이
하의 인간’(subhuman)으로 전락하여 종국에는 상품이란 이름으로 인공장기회
사에 회수된다. 인공장기 회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리포맨은 회수기술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마치 바코드처럼 눈에 띠는 곳에 신분과 등급을 상
징적으로 드러내는 리포맨의 휘장 문신2)은 리포맨 역시 바이오권력의 영향력
에서 자유롭지 못한 하나의 상품과 같은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리포제션 맘보의 바이오권력이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삶과 죽음을 통제하
고 관리하는 방식의 핵심은 바로 부채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마우리치오 
라자라토(Maurizio Lazzarato)가 지적하듯이, 부채를 통해 형성된 채권자와 채
무자의 권력관계 속에서 ‘빚을 진 인간’은 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때로는 평
생 이 권력관계에 예속된다(60). 출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

1) 생물학과 정치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권력은 바이오정치와 무
관하지 않다. 바이오권력은 1920년  푸코가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인간을 감시하
고 통제함으로써 권력에 예속시키는 측면을 보다 강조한다. 

2) 작품 속 부분의 리포맨은 눈에 잘 띠는 곳에 리포맨임을 드러내는 문신을 하고 다
니는데, 리포맨의 등급은 검은색의 작은 원을 통과하는 금빛 화살의 숫자에 드러난
다. 작중화자의 경우 크레딧 유니온 최고 실력의 리포맨으로 다섯 개의 화살 표식을 
왼쪽 목 뒤에 새겨 놓았다. 영화의 경우 리포맨의 등급은 군인의 계급을 드러내는 표
식처럼 변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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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무자의 도덕성이 평가되고, 채무자는 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존재로 교환의 매개물이 된다. 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돈으
로 변화하고 돈은 인간으로 육화되는 것이다(Lazzarato 92-93). 미래를 미리 
담보로 잡아 얻은 출금으로 인공장기를 이식받은 고객은 평생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에 예속되며 출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회수되어야 할 상품으로 
전락하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게 된다. 금융자본이나 인공장기 회사에 부채인
간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
다.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리포제션 맘보의 사회는 채무, 소위 인공장기 
푸어(artiforg poor)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삶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바로 이
러한 이유로 부채는 인공장기 시장,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게 하거나 죽음으로 내모는” 절  권력을 행사하
는 부채라는 이름의 금융자본 앞에서, 휴먼이나 포스트휴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으며 포스트휴먼의 경우엔 더더욱 그러하다. 포스트휴먼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공장기를 제거하고 다시 휴먼이 되는 것, 곧 죽
음뿐이기 때문이다.

과학소설이 포스트휴먼에 한 매혹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출한다면, 리포
제션 맘보의 경우 포스트휴먼의 미래에 한 매혹보다 두려움이 보다 강렬하
게 다가온다. 흥미롭게도 작중화자는 예기치 않게 포스트휴먼이 되면서 사유
하고 회의하는 인간이 된다. 친구 제이크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의 여파로 인공
심장을 이식받은 후, 작중화자는 자신의 직업과 인공장기산업 전반에 걸쳐 회
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리포맨에서 리포맨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다. “심장을 잃은 가로 영혼을 얻게 된”(I lost 
a heart and found a soul, 251) 화자의 의구심은 미디어산업과 의학은 물론이
고 바이오정치와 자본주의 전반에 이른다. 화자의 이러한 의구심은 포스트휴
먼시 가 마주한 의구심, 즉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
닿아있다. 그렇다면 화자가 포스트휴먼화에 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섰던 포스트휴먼 화자는 다시 휴먼으로 귀환한다. 본인
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리포맨에게 쫓기던 포스트휴먼 화자는 또 다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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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도망자 보니(Bonnie)의 희생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자유
의 몸이 된다. 심장과 피부, 두개골, 지방조직 일부와 한쪽 가슴을 제외하고 신
체의 74%가 인공장기로 이루어진 보니는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작중화자에게 
내어주고 사라진다. 이로써 비유기적이고 인위적인 것, 두려움과 혐오의 상
인 포스트휴먼은 제거되고 포스트휴먼의 미래는 다시 인간으로 귀환하게 된
다. 이와 동시에 인간 화자와 “가짜 몸뚱이”(fake container, 220)를 지닌 비인
간 보니의 차이와 그 위계질서 역시 복원된다. 

포스트휴먼의 타자성이 제거되면서 인간중심주의로 귀환하는 과정은 작중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인터넷과 통신기술
이 급속도로 발달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작중화자는 
사이버 공간 신 복제가 불가능한 타자기로 어떻게 자신이 인간으로 귀환하
게 되었는가에 한 기록을 남긴다. 서사가 과학과 갈등관계를 이루어왔음을 
고려하면(Lyotard 33), 작중화자가 타자기로 회고록을 완성하는 행위는 일종
의 서사를 실행하는 행위가 된다. 리포맨의 위협을 목전에 둔 위기일발의 상황
에서도 작중화자는 타자기와 종이뭉치를 잊지 않고 챙기는가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타자기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남긴다. 이렇듯 작중화자가 서사를 
실행하는데 매진하는 것은 바로 아들 피터(Peter)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
이다. 피터는 어머니 멀린다(Melinda)가 마약에 중독되어 채무불이행자의 신
세로 죽음을 맞게 된 책임이 작중화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의절을 
선언한다3). 이러한 상황에서 피터를 독자로 염두하고 써내려가는 작중화자의 
회고록은 바로 아들과의 소통을 재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인
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311)에 관한 고민으로 마무리되는 
작중화자의 서사행위는 인간중심 행위가 된다. 

나는 첨단 기술이 내 몸의 복잡한 조직에 선사했던 확신의 안도감
3) 작중화자의 세 번째 아내인 멀린다는 작중화자와 이혼을 한 후 인공신장을 이식받지

만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작중화자는 회사의 명령에 따라 사경을 헤매는 멀린다의 
인공신장을 회수하지만, 멀린다의 인공신장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나
아가 인공장기산업 시스템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이후 작중화자는 인공장기를 회수
하는 일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됨으로써, 리포맨을 피해 다니는 도
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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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립다. 나보다 나은 힘, 오랫동안 시험을 통해 예술의 경지로 
연마된 기술이 내 마음 로 되지 않는 작용을 관리한다는 안도감 
말이다. 그러나 내 몸 안에서 보니가 뛰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 훨씬 더 좋다. 마치 보니가 찾아와 내 몸을 두드리며 인사하는 
것 같다. 

I miss the comforting assurances that high technology brought 
to the complex machinery of my body. It's a reassuring feeling 
to know that your involuntary processes are being taken care 
of by a force higher than yourself, by a time-tested 
technology honed to a fine art. But it’s even better ... to feel 
Bonnie thumping away in there, like she’s just dropped by and 
knocking on the door to say hello. (311-2)

포스트휴먼의 미래가 인간중심주의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사뭇 흥미롭다. 작중화자가 강조하는 소통은 인간의 이성에 기
반을 둔 소통이라기보다 감성적 공감에 기반을 둔 소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러하다. 보니의 심장을 이식받은 후 온전한 인간으로 귀환한 작중화자는 인공
심장이라는 첨단 기술이 선사했던 안도감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신의 가슴 속에
서 보니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단언한다. “마치 보니가 찾아와 
내 몸을 두드리며 인사하는 것 같다”는 작중화자의 태도는 포스트휴먼이 선사
하는 “확신의 안도감”보다 불완전하더라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다 긍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의 
공감과 소통능력이 타자와 조우하고 타자와의 경계 넘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
이다. 작중화자가 최고의 리포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나 다섯 번의 결혼이 모
두 실패한 것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작중화자는 직
접 포스트휴먼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타자성을 접한 후에야 비로소 소통과 공
감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공감과 
소통능력이 감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리포제션 맘보는 휴머니
즘으로 귀환하지만, 인간다움의 본연을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서 추구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논리로 환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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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리포제션 맘보가 휴머니즘으로 귀환하면서 인간의 공감과 소통능력
을 긍정하는 것과 달리 영화 <리포맨>은 오히려 포스트휴먼으로의 도피를 추
구한다. 바로 이 점이 영화 <리포맨>이 흥행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도 하다. 레미(Remy)4)가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후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리포맨으로서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리포맨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소설과 동일하다. 소설 리포제션 맘보의 작중화
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 크레딧 유니온에 투항하고 인공심장을 반납할 것을 결
심한다면, 영화 <리포맨>의 레미는 자유를 얻기 위해 크레딧 유니온에 침투
해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한다. 소설의 작중화자는 보니의 희생으로 온전한 인
간으로 귀환한 상황에서 자유의 몸이 되지만, 영화의 레미는 자신을 쫓는 제이
크를 상 하다가 오히려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제이크가 모든 비용을 감당
하기로 하고 레미는 고스트 시스템(ghost system)이라는 인공신경체계를 이
식받는다. 병상에 누워있는 레미는 상상 속에서 베스(Beth)5)와 함께 크레딧 
유니온을 폭파한 후 해변에서 자유를 즐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일견 레미의 
저항이 성공하여 인공장기산업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오히려 레미가 고스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환상에 갇힌 채 거
한 시스템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크레딧 유니온을 폭파한 
것도 해변에서의 자유도 모두 실제 현실이 아니라 고스트 시스템이라는 인공
장기가 제공하는 거짓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제이크가 인공장기 할부
금을 제때 지불할 경우에만 허락된 거짓 희망이요 판타지에 불과하다. 이처럼 
결코 출구가 없는 닫힌 세계에서 억압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공장기를 반납하고 휴먼으로 귀환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결과적
으로 시스템에 한 저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소설 리포제션 맘보가 제시했던 공감과 소통의 가능성은 영화 
속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과학소설 장르에서 공감과 소통이라는 인간적 가치
의 중요성은 최근 평단과 관객의 호평은 물론이고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둔 몇
4) 소설 속 무명의 화자는 영화에서 레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레미라는 이름은 

인공장기 회수인(repo men)을 뜻하는 영어 앞머리 글자를 변형한 것이다. 
5) 소설의 보니는 영화에서 베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소설에서 베스는 작중화자의 

첫 번째 아내로 작중화자가 첫눈에 반한 매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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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작품의 경우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알폰소 쿠아론(Alfonso 
Cuaron) 감독의 <그래비티>(Gravity),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인터스텔라>(Interstella) 모두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사랑이
라는 감정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임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
다. 영화 <리포맨>에는 소설의 작중화자가 아들을 비롯해 다섯 명의 아내, 그
리고 보니와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한 노력은 모두 축소된 채, 기계와 기술의 
위협과 공포가 극 화된다. 레미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개복하여 인공장
기를 꺼내는가하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잔인하고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고스트시스템이라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체계에 갇히게 되는 것도 레미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닌 제이크의 일방적
인 결정 때문이다. 제이크의 이러한 결정은 결코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
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장기산업 시스템에서 벗어나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려는 레미를 만류하기 위한 것이자 자신을 위해 타인의 희
생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객들이 포스트휴먼의 세계, 그리
고 판타지와 양자물리학6)의 세계로 도피하는 <리포맨>에 공감을 하지 못하
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력하니 시스템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 앞에서 포스트휴먼의 미래에 한 불안감만 가중될 뿐 어디에도 그 불
안감을 해소하거나 그 마음에 위안을 줄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III. 나가는 말

 
휴머니즘에 한 반성에서 출발한 포스트휴머니즘은(Badmington 23), 이분

법적 체계에 따라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고 위계질서화하는 것에 반 하며, 인

6) 실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다루는 양자물리학은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일이 일어남을 강조한다. 리포제션 맘보의 경우 코펜하겐 학
파의 해석을 따라 슈뢰딩거의 고양이(Schrodingers Katze)를 언급하는데, 이에 의
하면 방사능 물질로 가득한 상자 안의 고양이는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96-97). 이를 원용하면 인공장기와 고스트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작중화
자는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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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비인간의 절 적 구분선을 넘고 횡단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를 지향한
다.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식지평의 
확장을 도모한다. 최근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논의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
고 있지만, 미생물과 동물, 기술, (우주)공간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내지 포스트휴먼화를 언급하면서 자칫 포스트휴머니즘이 여전히 인간을 
중심에 상정한 채 인간의 완벽가능성(perfectibility)을 염두에 둔 휴머니즘으
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Rock 344). 이를 두고 크리스토퍼 피터슨(Christopher 
Peterson)은 진정한 포스트휴머니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다가올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to come)으로 표현하는데, 이 모든 논쟁은 결
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답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정보기술과 과학 및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론 
우리는 언제나 이미 포스트휴먼이었지만) 포스트휴먼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
아진 상황에서 이에 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의 
이야기이면서 현재의 이야기인 과학소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소설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포스트휴먼을 하는 휴먼의 태도를 통해 인간은 어떠
한 존재이고 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한 답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리포제션 맘보는 타자와의 소통과 
공감,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음7)을 인간다움으로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인간다움에 한 답이 조심스럽다고 표현한 것은 작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포스트휴
먼인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다움을 긍정하고 실천해야 할까? 이와 관련
7) 소설의 작중화자가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다섯 번이나 결혼

을 실패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작중화자는 휴먼으로 귀환한 후 결혼이 실패한 이유
를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섯 명의 아내 모두 자신을 위해 희생해왔음을 깨
닫게 된다. 작중화자는 첫 번째 아내 베스, 두 번째 아내 메어리-엘런
(Mary-Ellen), 세 번째 아내 멀린다, 네 번째 아내 캐롤(Carol), 다섯 번째 아내 웬
디(Wendy)의 희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크레딧 유니온에 자수하고 자신의 인공
심장을 포기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니가 자신의 자연심장을 작중화자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중화자의 결심은 실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보니의 행동은 인간의 
변화가능성과 희생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인간성에 깊이 회의하던 작
중화자에게 보니는 “사람은 변화할 수 있어. ... 사람은 희생할 수 있어. 전에는 그러
지 못했다하더라도 말이야”(309)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난다. 아이러니하게도 기계
에 가까운 포스트휴먼 보니가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다움을 긍정하고 실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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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인간성 함양하기(Cultivating 
Humanity)에서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누스바움은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인종과 
민족, 계급, 성별 등 갖가지 경계를 넘어 폭넓게 사고하며, 마지막으로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 바로 그것이다(9-11).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인간다움
은 타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특히 ‘서사적 상상력’을 십분 
발휘한다면, 비인간 타자를 동물시민으로, 우주시민으로, 기계시민으로 인정하
고 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상호 공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하면, 소통과 공감 여부
가 포스트휴먼(이즘)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 해본다. 



36  영미연구 제33집

인 용 문 헌

Badmington, Neil. “Theorizing Posthumanism.” Cultural Critique 53 (Winter, 
2003): 10-27.   

Bukatman, Scott. Terminal Identity: The Virtual Subject in Postmodern 
Science Fiction. Durham: Duke UP, 1993. 

Foucault, Michel. “Right of Death and Power over Life.”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78. 
133-59. 

Garcia, Eric. The Repossession Mambo, New York: Harper, 2009.
Hayles, N. Katherine. “Afterword: The Human in the Posthuman.” Cultural 

Critique 53 (Winter, 2003): 134-37. 
      .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 of Chicago P, 1999. 
Heise, Ursula K. “The Posthuman Turn: Rewriting Species in Recent 

America.” The  Blackwell Companion to American Literature. Ed. 
Robert Levine and Caroline Levander. Oxford: Blackwell, 2011. 
454-68. 

Herbrechter, Stefan. Posthumanism. New York: Bloomsbury, 2013.
Lazzarato, Maurizio. La Fabrique de L’Homme Endette. 부채인간: 채무자를 

만들어내는 사회. 허경. 양진성 역. 서울: 메디치, 2012. 
Lyotard, Jean 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완, 이삼출, 민승기 역. 서울: 
민음사, 1979. 

Nussbaum, Martha C.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P, 2003.

Peterson, Christopher. “The Posthumanism to Come.”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16 (2011): 127-41.

Rock, Melanie J. Chris Degeling, and Gwendolyn Blue. “Toward Stronger 



리포제션 맘보: 포스트휴먼 시대와 문화산업  37

Theory in Critical Public Health: Insights from Debates Surrounding 
Posthumanism.” Critical Public Health 24 (2014): 337-48.

Woolf, Cary. What is Posthumanism?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10.



38  영미연구 제33집

Abstract

The Repossession Mambo: 

Posthuman Age and Culture Industry

 Kang, Jihyun

While there are many ways to chart the various paths posthumanist 
thinking takes, posthumanism has something to do with questioning 
humanism and overcoming the binary oppositions upon which humanist 
thinking is based. Humanism, in its anthropocentric from,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human being is defined in terms that are radically different 
from other non-human entities such as animals, monsters, and cyborgs and 
that human being has a privileged role to play in existence. When 
Descartes writes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the truth of the human 
lies on the rational mind, which is entirely distinct from the body. Yet 
these binary oppositions simply do not hold in an era where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human and technology is breaking down. As 
biotechnology and technology engineering have been triumphantly 
developed, people have chosen to use technology and become cyborgs, 
which shows how and why the humanist division between the human and 
other non-humans no longer holds. As one of the known posthumanists N. 
Katherine Hayles points out, we have always been posthuman.

Posthumanism rejects a strict binary opposition between a human 
subject and an instrumental technological tool for the ends of the human 
and shows that the human is substantially entwined with technology.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technology causes the 
human to feel attracted to technology but it causes the huma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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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pped with fear of being displaced by technology at the same time. 
Science fiction literature and films show the attraction to technology and 
the fear of technology. Science fiction chooses to go back to humanism and 
the ‘true’ human nature to take care of the fear of technology when the 
unpleasant posthuman future is exposed. The anonymous narrator in a 
novel The Repossession Mambo and Remy in a movie Repo Men are no 
exception. Both of them cling to what makes the human as the human to 
figure out the true human nature. The way The Repossession Mambo and 
Repo Men appropriate posthumanism demonstrate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posthuman to know the human better and that 
understanding the posthuman is another way of understanding the human.

Key Words: The Repossession Mambo, Repo Men, Posthumanism, Culture 
Industry, Art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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