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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전환(들):
DMZ에서 ‘국가-자연’의 관계성 변화의
새로운 정치생태학을 위하여
김준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지난 30년 간 사회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여러 인식론적 전환들이 이어
지고 있다. 문화적 전환부터 관계론적 전환까지 현상과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인식론적 전환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가 학문적,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가며, 새로운 인식론적, 존재론적 전환이 요구되
고 있다. 기후위기나 환경악화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인간의 지질학적, 행성적 영
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 개념 속에는 기존의 ‘인간-사회’ 속에 포함된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c)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인간 외 존재, 즉 비인간 행위자
들에 대한 존재론적, 이론적, 분석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 인식론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인간 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에 대한
분과학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리학을 비롯한 환경과학, 사회학, 정치학에서
새로운 인식론적 틀로서 비인간 행위자의 물질성(materiality)에 대한 조명은 인간중
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존재론적 전환들은 가장 강력한 인간중심적 기구인 국가와 정치, 법의 영역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혹자는 이 기구들이 가진 도구적 착취와 소외
그리고 폭력 등의 “비인간성(inhumanity)”적 특성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하
나의 종(species) 단위로 바라볼 때 드러나는 인간중심주의는 다른 차원의 인식론적
전환, 즉 물질주의적 전환(materialistic turn)을 요구한다. 동물, 식물, 유기물, 무
기물 등의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gency)가 발휘하는 행위성과 물질성은 기존
의 인간중심적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성찰을 불러온다.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국
가와 자연의 관계 역시 단순히 국가가 자연을 하나의 자원 혹은 동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자연의 관계성이 상호형성 과정 속에 놓여있는 것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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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가 경험해온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냉전체제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
계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공간의 압축적 성장과정 속에서 자연에 대한 대규모의
동원과 포섭과정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방치와 방관의 이분법적 과정
으로 해석되어왔다. 압도적인 자연에 대한 기술적 지배를 통한 강과 산 그리고 지표
면과 지하에 대한 개발과 축출의 과정이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을 통해 일어났으며,
동시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그린벨트의 선정과 도시계획, 그리고 시-공간적 구획
설정을 통한 진입 제한의 과정이 이뤄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인류세 시기의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보존/개발, 사회
/자연, 도시/농촌의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더이상 포착할 수 없는 인식론적, 방법론
적, 분석적 한계들이 드러난다. 특히 DMZ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은 이와 같은 이
분법적 해석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나 재생산해내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인간
의 접근이 제한된 공간”으로 DMZ를 해석하고, 이 공간이 가진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들은 기존의 발전/평화/개발/보존의 개념들을 분절적으로 해석하려
는 시도이다.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의 과정 속에서는 이 개념들이 상호작용하며, 각
각이 완성된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 주체화의 과정 속에 놓여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DMZ를 통해 재현된 인간들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넘어서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인간 너머의 행위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물질성과 정동적 관계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발전과 냉
전 사이에서 조형되어온 국가와 자연의 관계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DMZ라
는 공간을 마치 하나의 “순수한 자연” 혹은 “미지의, 미개발의 땅”으로 바라보는 것
이 아니라 수십 년간 그 안에서 형성되어 온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배치
를 파악하고, 그 역동성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간 종과 맺어온 복잡한 관계성을
보다 다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생태학 분야에서 다뤄온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해
석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적, 이론적 틀의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연론(new
nature/post-nature) 등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인식론 속에는 인간과 자연의 분리
불가능한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자연의 복잡한 물질적 관계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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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연을 포착하는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을 넘
어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발휘하고 있는 생태적, 물질적 특성과 행위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정치
(politics of knowledge)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물질세계’에 대
한 감각적 과정에 집중하여 비인간 행위자들이 불러오는 정동적 기제(affection)들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DMZ의 새로운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환 과정을 통해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본질적
으로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DMZ가 단순히 두 국가 사이의 경계이자 물리적
으로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사회자연적(socio-nature)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
정에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DMZ라는 공간의 방법론적
영토주의(methodological territorialism)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영역에 의해 DMZ 내부의 생태적, 물질적 관계성을 포착함으로써 이 공간이
마치 단일한 하나의 “생태 체계”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잡한 인간
과 자연의 관계가 얽혀있는 공간임 인식함으로, 하나의 실재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물질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방법론적 단종주의(methodo- logical
mono-speciesism)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DMZ라는 공간이 하나의 국가와 인간 종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자연-국가의 어셈블리지로 구성되어가고 있
는 역동적인 공간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DMZ의 새로운 정치생
태학적 인식론을 통해 한국이 경험해온 발전-냉전-평화의 역사적, 사회적 과정 속
에서 잃어버린 자연의 물질적 감각들을 다시금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DMZ의 존재론적 전환을 통해 인간 너머의 평화-생태-발전의 넥서스를 상상하고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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