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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학습하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규정하고 그것의 제

거를 요구하는 일은 노동조햄} 달려 있다 간단히 첼H서 노동자의 요

구가 충족되도록 그 시스템을 다시 조절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들에 대한 임무이다 콩스베르크에서는 노통조합이 요랜 투쟁 끝에 승

리를 거두어 작업장 노동자가 컴퓨터 지원 생산 및 재고 시스템에 완전

히 접근할 수 있었다. CNe가 기계가공의 자동화를 통하여 작엽장 통제

에 접근했듯이 작엽장 노통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컴퓨터 지

원 생산 시스템은 경영진의 역할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술이

공장에 실제로 채택되는 과정은 기술 자체의 속성보디는 특정한 생산

과정에 개입된 정치적·경제적 환경과 생산의 통제에 관한 투쟁에 침여

승뜯 세력들의 상대적인 힘과 정교힘에 의존승F는 것이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생산기술을 형성한다

사회적 관계가 달라지변 설계도 달라지고 배치도 달라진다 물론 생산

의 사회적 관계 자체도 더욱 더 거대한 조건(예를 들어 정치적·경제적·

문화적 환경， 노통 시장， 노동조합의 전통과 세력 정도， 국제적 경쟁과

투자 자본의 흐릅)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항상 투쟁의 조

건에 영향을 미치고 투쟁의 한계를 규정한다 그러나 투쟁의 한계와 사

회적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술적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한다

미국의 전기화

→시스템 건설자로서의 에디슨치)

이사이 베를린뼈띠1 B빼)은 『고슴도치와 여우』σhe R<때gehog and

the Fox)에서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

다”는 그리스 시인 아르칠로쿠스(Arc l띠띠lS)의 말을 인용하였다 미국의

전기호k電氣fψ에 관한 이 논문은 고슴도치에 관한 것이다 베를린은 고

슴도치를 “모든 것을 하나의 중심적인 전망， 즉 일관적이고 정교회된

시스템으로 통합히는 사람객로 기술하였다 이와 반대로 여우는 “종종

무관하고 심지어 모순적인” 많은 목석을 추구한다 베를린은 단테

(Dan!랴， 플라톤(plato) ， 루크레티우스@αetius) ， 파스칼(Pascal)， 헤겔

* 출처 ηlotrns P. Hu야<8， η1ε B∞trification of A1rerica : The System Buildets",

Technology αd αdture 20 (1979), pp. 124-161, esp. 때 124-139. R따피때 in D<빼d

MacKenzie and Judy W셔 αllIl， ed>., 재e Social Shapir땅 of Technology : How the

Refrigerator Got Its Hwη 뼈ton Ke~ ar떠 P뻐Jldelφia : oj:en illv. Pr., 198잉， pp.

39-52.

1) 이 논문은 Thomas P 뻐l방It'S， Networks of pi.αwr .' Ekeπηcation in Westem Society,

1881J.1930 (Baltirrore : J뼈lS He짜여lS illv. Pr., 19없，)， 띠.p. 2 (pp. 18-46: 에 디소 다른

형태로살려 있다 - 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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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l), 도스토예프씌따:Btoyevsky)， 니체이l없C뼈)， 입센@쩌)， 프루

스트(prou잉)를 고슴도치로 법주화하였다2) 나는 여기에 토마스 에디슨

(Thomas 뻐뼈1)， 시무엘 인설(싫nuellns베)， 미첼(S. Z. Mitchell)을 추가

하려고한다

에디슨은 시스템을 발명하였고 인설은 시스템을 관리하였으며 미첼

은 시스템의 확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논문의 초점은 전등 및

전력 시스템에 주어져 있다 에디슨은 통햄1디슨새〔때solidated 많son

@聊ny)로 개청된 에디슨조명새많없 1 moo빼ating cot뼈ny)의 뉴욕

펄가{p，얹II Street) 발전소의 형태로 시스템을 발명하였고， 인설은 시카고

의 연방에디슨새common뼈Ith 많없1 Cotn)xmy)로 통합된 전통 및 발

전 회사들을 관리하였으며， 미첼은 대규모적인 지역 발전 시스템의 성

장을 주도하였다 세 사람은 발병， 경영， 재정과 같은 기술변화 과정의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중

심적 전멍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특수한 능력을 넘어서야만 했

다 미첼은 훌륭한 경영자였으며 인셀은 재정 활맴도 관여하였고 에

디슨은 경영과 재정 분야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에디슨은 발명가

겸 기업개'inventor - entrepreneur), 인설은 경영자 겸 기업개뼈nager

히ltrepr태eur)， 미첼은 재정가 겸 기업가{빼anα앉- entrepreneur)로 칭할 수

있다3)

에디슨， 인설， 미첼은 전체적인 개념화 작업에 유능했으며 시스템의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제

풀이의 개념과 연구에 관한 역사에 해딩한다， 그들의 강력한 개념은 다

양한 요소와 부문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조직 원리를

2) 뼈떠1 않lin， The Hedgelwg αul the Fo.λ 찌j Essay αI To.lstoy's VIew o.f f[lSto.ry (Ne'、v

York, 1953), p. 1

3) 나는 Elmer φerry " Inventor and Er생'neer (Baltirmrζ l이1) ， pp. 63-70, 241, Z9J-Z95에

서 발명， 개발， 혁신을 관장하는 사람을 ‘창의적 기업개(때뼈eneur)로 개념화하는

것에 관능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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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스템

건설가들은지댄의 궁극적인 전망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발명， 경영， 재

정과 같은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등 빚 전력이 일관된 시스템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발명이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관리 구조가 진화하l도 않고 재정적 수단이 시스템

의 성정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전기 공급 시스템의 성장을 주관했던 사람들에 주목하면서 이 논문

은 또한 전등 및 전력의 역사적 단계도 규정할 것이다. 에디슨이 주로

활동했던 1880년대는 전등 및 전력이 발명의 단계에 있었고， 그는 엘리

휴 톰슨따ihu Thorr뼈on)， 윌리암 스탠리(william S빼ey)， 니콜라 테슬

라쩌ikola Tesla)와 같은 주도적인 발명가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사무엘

인설은 약 25년 후에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때는 기술

이 이미 형성되고 대규모 설비의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었

다 당시에 유명했던 설비 회사의 경영진으로는 인설 외에도 존 리브

(J，빼1 Iieb)와 알렉스 도윈외ex Dow)를 들 수 있다 1920년대에는 발명

과 경영이 여전히 중요했지만 당대를 풍미했던 지주 회사들이 지역 시

스템의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첼， 찰스 스

톤(αaries Stone), 에드워드 웹스터(많뼈rd WI뼈ter)와 같은 사람들이 탁

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4)

R

에디슨이 단순한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발명을 생취했던 것은 아

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영웅이나 천재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발명은

4) 여기서는 에디슨과 관련된 부분만 번역하고 인설과 미첼에 관한 부분(pp. 139-161)은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 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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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노력과 1%의 영감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5) 에디슨에 관한 전

기 작가들은 그를 발병가 이상으로 묘사하였다θ 그들은 에디슨의 발병

적 활동뿐만 아니라 발명을 상업화하려는 노력에 주목하였다 에디슨의

노트는 그의 개념이 대담하고 포괄적이라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의 활

통은 발명에서 혁신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다 그의 문

제 풀이에 관한 접근법은 매우 체계적이었으며， 그의 발병 방식에는 기

술적‘경제적 과학적 요소가종합되어 있었다.η

초기 시절에 에디슨은 4중 전신기와 전화 송화기와 같은 부품의 발명

에 만족하였다 에디슨이 아닌 다른 사람틀이 그것들을 최종 소비자틀

에게 적합한 상엽적 시스템으로 통합했던 것이다. 에디슨이 지신의 연

구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자신이 발명한 부품틀을 종합히는 완전한 기

술 시스템을 시장에 도업하려고 했던 것은 187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그는 1얽6년에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먼로파크α빼0 뻐k)

로 옮겨갔고 1878년에 전동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섬하였다 발명가

겸 기업가로서 그는 전기기술7}， 기계기술자， 과학자의 팀을 구성하고

기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정치적 사업적 문제에 관심이 있

는 동료들과 협동하였다.

1878년 가을에 백열등 시스템을 철저하게 겁토한 후 에디슨은 10월

28일에 『뉴욕선，(New York SlID)의 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혔

5) Frank L 이"， m띠 T. C Mll1in, &lisan : Rι life ωul Inventi.이α" 2 vals. (New Y(ακ

1930),띠 2, p. WI

6) Matfuew Jm찌son. Edison : A Biogtιψ>fry (New Y，α1<; 1959) ; Francis J，뼈， 짜111η Pαk

Rell띠1iscences， 3 vals. (D않born， Mich., 193τ1941) ;이er 뼈 빼빼 없son

7) 에디슨이 전등 시스템을 발명하고 있었던 187&년부터 1880년의 시기에 대해서는 적

어도 200권의 연구소 노트가 존재한다 이것은 다른 에디슨의 노트와 함께 버없l

F빼m띠 패와α1C 잉Ie (National Park앓찌ce)， We잉 @떼ge， N. J에 소장되어 있다 이

논문을 작성하연서 나는 특히 1878년 11월과 12윌의 노트를 참조하였다 냐는 1차

사료의 사용을 얀내해 준 뼈.".AI:x가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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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종종 신문기자들에게 주요 도시의 중앙 발전소에서 시작되는

지하 배전에 관한 계획을 암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전등이 가정에 보급

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스 버너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AJ하면서 그

의 중앙 발전소가 “1/2 마일의 반경에 있는 모든 가정에 광병”을 제공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백열등뿐만 아니라 계뺑， 발전기， 배전

선과 같은 부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디 자신의 개념을 기록하기 한 달

전에 그는 “전등에서 노다지를 캘 것 ’이라고 말했다.8) 이처럼 그는 『뉴

욕선』의 독지들과 자신의 영감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그에게는

배전 시스템은 물론이고 발전기나 백열등도 없었다 그것들은 적어도 l

년 후에나 출현할 것이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나는 올바른 원리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면 돼 물론 시간과 노력과 행운이 필

요하겠지 그것은 이전에 내가 다른 것을 발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

라고 생각했다 “직관에서 시작된 발명은 저돌적인 탐구 활동으로 이어

지지만 이내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업적 성패가 확실

하게 영1돼질 때까지 집중적인 탐구와 노동이 필요힌 것。이l 다다‘/’

다른 사람틀도 1878년 가을에 에디슨이 그의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11월에 연구소 보조원으로 에

디슨 그룹에 참가했고 이후에 먼로파크 시절의 회고록을 출판했던 프

란시스 제엘(Francis J에1)은， 실용적인 백열등을 제작하여 발진기 설계

를 공표응}기 127H월 전인 1878년 10월에 “에디슨이 첫번째 대포를 발사

하기 전에 그의 전투 전략을 포괄적으로 계획하였다”고 상기하였다 10)

제엘에 따르면， 에디슨이 성공했던 이유는 “백열등이 현실화되기 이전

의 초기 전멍에서 찾을 수 있다"11)

8) 11려맹:am from 많ison to 11없따e Puskas, Sep. 22, 1878 에디슨의 모든 전보와 펀치

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짜마ives， m쨌1 뼈때 Historic Site, West αangζ N. J

에서 인용한것이다

9) 퍼잉m to pus없κ Nov. 13, 1878

10) Jehl, Menro Park Reminiscences. I ,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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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은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전체 시스템의 발명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그가 연구소와 참모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기술적 부품들을 발명했을 때와 같이 그의 개념에 따라

인적·물적 지원을 통협하였다， 먼로파크에서는 시스댐의 위계가 형성되

어 있었다 그의 노트는 그가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로파돼 천기기술자들， 기계기술지틀， 과학;z)들에게 할당했음을 보

여준다 그는 전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였고 그의 직원틀은 그의 안내에

따라 실험하고 계산하였다 전등 시스템을 연구했던 최초의 2년 동안에

그는 프란시스 업턴(Francis up!α1) ， 프란시스 제엘， 찰스 배철러(α았Ies

B없뼈or)， 존 크레어새Jolm Kr뼈)에게 종종 의존하였다'. 1878년 11월

에 시작되어 1879년과 1880년을 포괄하고 있는 연구소 노트는 프란시스

업턴이 실험과 계산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임을 보여준다 12)

프란시스 업턴은 먼로파크에 침여하기 전인 1878년 가을에 뉴욕셰서

에디슨을 위하여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로파크로 옮기기 직전에

그는 “1857년 이후의 물리학의 진보에 관한 베를린(Berlin) 요약과 포겐

도르프 연보(p，맹뿔때αffs Annalen)의 색인”이 있는 메시추세츠

α1assachus앙ts)의 보스톤(Booton)에서 문헌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

부를 에디슨에게 물었다)3) 에디슨은 전기기술 분야에서 시스템을 개발

하려는 업턴의 열정이 과학에 입각할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

다 이러한 점에서 업턴은 에디슨을 자극하고 보완하였다 14) 에디슨의

11) I，에1， Menro Park Rem!삐scenceκ 1, p. 217

12) “Me1mraJ때때 1 of contents of Not앙lOOks fUJm 뻐sα1 Lab<:πatory" ， 려Eα1 Archives‘
West ornr멍;0， N. I

13) 얘:on to G. Lowrey, DEε 1ι 1878

14) 먼로파크에 있는 도서실의 정기간행물은 에디슨이 미국과 r:f른 나라의 주도적인

과학 빛 공학 정기간행물들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였음을 보여준다 독일어와 프랑스

어에 익숙했던 otto M= 박사가 도서실을 책임지고 있었다 빠ron Y;어없빼I"

Thαnm Elison, C!αJist(JV.삶비Jgton， D.C, 1이1)， p. 40 도서실의 당시 소유물은

미국의전기화 243

시스템적 접근은 학문 분야의 경계를 무시하였다 그는 학문 분οF가 아

니라 문제 중심적인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업턴은 l윈8년 12월에 먼로파크에 합류하였다. 먼로파크 동료탬 의

해 학2에자 신사로 평가뺑앤 그는 필립스。}카데미앤도버뼈 ψ]13

Aca떠ny 뼈over) ， 보우도인(B:>wdoin)대학， 프린스턴(Prin ceton)대학교에

서 수학하였고 베를린(Berlin)대학교의 헤르만 폰 헬름홀츠떠앉mum vrn

뻐빼IOltz) 밑에서 연구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에디슨의 지문개 기

업인， 재정적 조언가인 그로스베너 로레이(Groovenor P. Lowrey)는 물리

학자와 수학자에 대한 에디슨의 요궈1 부-응하여 업턴을 추천하였다

프란시스 제엘은 엽턴이 모든 연구를 “순수하게 수학적인 방식으로 수

행하였고 옥스퍼되Oxfc때의 어떤 랭글러(wr뻐빙.er : 수학 졸업 시혐의

최우등 합격자 - 편쥐도 그가 미적분 방정식을 다루는 것을 보변 기뻐

했을 것이마’고 말했다 15) 업턴은 종종 시스템을 위한 발전기의 개발에

전념하였다

제엘은 전등 필라멘트 조사 활통과 관련된 노트에 자주 등장한다 제

엘도 로레이의 추천으로 1878년 11월이나 12월에 에디슨 그룹으로 합류

하였다 그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과학 논문을 읽었고”， “에디슨

을 열렬히 추종했던” 청년이었다 16) 서부연행Western 뻐때의 상담역

을 맡고 있었던 로레이는， 제엘을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서부연

합의 수선 공생써 개설된 견습 과정에 죠뼈하도록 하였다 제엘은 또

한 쿠퍼(Qx)per)연합의 。받 강쐐서 화학， 불리학， 대수를 배웠다.

@영퍼ed Vi피앵ζ JJearbOrπ Mich.에 복구된 도서설과 과학뺀1 수집되어 있다 거기

서 나를 안내해 준 에디슨의 비서 R야>3rt G. Ko때kianoJJ게 감사한다 과학 및 기술

정기간행물에 관한 Upton의 1878년 발궤본은 버없1 Arch1\.않 West ornr핑;e， N. J에

실려 있다 에디슨의 도서실에는 또한 19세기의 과학 및 기술 정기간행물들이 보존

되어 있었다

15) I，에1， Menro Park Remi'ιseenα~， II, p. 619

16) Ie삐~ Menro Park Reminiscences, I ,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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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팀의 구성원이었던 찰스 배철러는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유놓한 숙련공이었다 그는 틱윌한 실험 기법과 기계적 재능으혹 에디

슨의 오른 팔 역할을 하였는데， “그가 연구소에 없으면 에디슨은 작업

을 잠시 중단시킬 정도였다"1끼 먼로파크의 기계 공장을 맡았던 존 크

레어시도 중요한 역할을 담딩했다 스위스에서 세공 기술자로 훈련받은

그는 에디슨의 다양한 설계를 스케치와 암호로 능숙하게 구성하였다

그는 배철러와 마찬가지로 먼로파크 연구소가 설립되기 전에 뉴저지

(New Jersey)의 뉴아드!(New따k)에서 에디슨과 함께 있었다)8)

먼로파크의 많은 다른 사럼들은 전등 시스템의 다양한 부품을 연구

하는 데 할당되었다 이천에 오스트리아 통신부대의 장교였던 헤르만

클라우디어스떠때따 lOal찌illi) 박사는 전지를 가진 발전기， 배전용 전

선， 부하에 대한 저항기를 구비한 시스템의 시율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제엘은 클라우디어 0]- 키르히호프짜떠 ilia삐의 전도멍에 관한 법칙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19) 에디슨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발명

하고 개발하는 것을 기능하게 했던 다른 선구자들로는 존 ‘베이식’ 로

쉰J뼈1 'Basic’ La，뼈y， 오트{1. F. Ott), ‘독’ 헤이되‘Doc’ 뻐iφ 박λh

윌리암 해머(William 1. 뻐mrer) ， 에드워드 존슨뼈뼈d J，때lSQll)， 스톡

턴 그리핀(81∞:ktoo or뻐n)， 윌리암 카만(때lliam Cannan), 마틴 포스

αiIartin Iiαee) ， 루드비히 보엠(Lu뼈ig Baelnn)을 들 수 었다

이처럼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에디슨의 시스템

개념이 가진 포괄적인 성격을 설명해준다 게다가 그들은 먼로파크 연

구소에 있는 다양하고 값비싼 공작기계， 화학 장치， 도서실 자혹 과학

기기， 전기 설비를 활용할 수 있었다2이 에디슨이 1878년 11월에 에디

슨전등사뼈san E!뼈icll양J!Cor뼈'y)를 설립했던 주된 이유는 연구

17) Mεw York Herald, ])X. 21, 1879, 인용운 J뼈， Menro Park Reminα:cences， I , p, 393

18) j，강n， Menro Park Reminiscences, I , p. 54

19) j，뼈， Menro Piα* Reminiscences, II, p. 545

20) j，뻐은 Melν'0 Park Remin잉cenee.ε I , pp. 257-27C여써 과학기기를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화 245

소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업턴과 제엘과 같은 새로운 인물틀을 고용

하기 위한 자금을 획득하는 데 있었다 에디슨과 그의 직원， 그리고 연

구소가 가진 공통된 특성은 시스템을 건설하려는 노력에 의해 형성되

었다

먼로파크에는 시스템은 물론 공통체도 있었다 에디슨이 먼로파크를

선택한 이유는 그 곳이 뉴아크와 같은 도시적 환경에서 격리된 시골이

기 때문이었다 에디슨과 공동체의 다른 기혼자들은 먼로파크 부근의

농장을 구매하거나 임대하였다 예를 들어 업턴은 그의 신부를 새로운

에디슨 전등이 제공되는 안락한 집으로 데려 왔다 몇몇 사람들은 연구

소어써 컬어다닐 수 있는 조르댄J뼈an) 부인의 아늑한 하숙집에서 거

주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성의가 담긴 시골 음식이 제공되었고 주변 환

경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 연구소 생활의 특정을 잘 보여주는 일화에

의하면， 고된 작업을 마치고 늦은 밤에 요기를 하거나 연구소 2층 끝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에 맞춰 음식과 음료를 즐기기도 하였다 때

때로 노동 시간은 거의 2찌간에 육벡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에디

슨은 과외 비용을 기꺼이 지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과 공통체， 그리고 발명의 스타일은 본질적으로 ‘에디슨

식’f뼈sanian)이었다 에디슨이 조직의 천재라는 데 의문을 제기히는 목

격자나 역사가는 거의 없다 단 한명의 예외는 전통 프로젝트의 초기

시절에 에디슨에게 재정적·정치적 문제를 조언했던 그로스베너 로레이

였다 에디슨은 배철러， 크레어시， 업턴의 안내자였지만 로레이는 월가

(wall S뼈)나 뉴욕의 정치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에뿐을 종종 얀내하

였다. 그러나 에디슨이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기술적

과학적 문제에 몰두하고 ‘정치’는 로웨이에게 넘긴다고 말했지만 각종

서신 교환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에디슨은 재정적·정치적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향상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였다

로웨이는 자신의 법률적 사업적·재정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에디슨을 보좌하였다 매λF츄세츠에서 태어난 로웨이는 뉴욕의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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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뛰어들어 제법 병성을 날렸다 그는 미국익스프레스사{U .S. Express

con뼈ny)， 웰즈파르고λ]{\\I빼 F앙go & cor聊ny)， 볼티모어 및 오해1

오철도B외titmre & αno Ra파cad)의 상담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또한

재정가 겸 기업가인 헨리 빌라돼fernγ Vill빼의 법률 상담도 맡았다.

1뼈년에 그는 서부연합전신새Western uniαI TI려egmph cor뼈ny)의 일

반 상담역이 되어 에디슨과 함께 전신 특허 소뺑1 관여하기도 하였다.

로웨이는 에디슨이 전등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설득한 사람툴 중의 한

명이었다21) 1878년에 파리에서 도입된 자블로흐코프(Jablc뼈roll)의 아

크탬1 대한 대중적인 열핑을 옥격한 후， 로웨이는 에디슨이 그 분야로

진업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먼로파크를 확정송F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하였다. 로웨이는 에디슨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종종 설득하기도 했

다 로웨이는 1878년 10월에 전등 특허의 수입이 에디슨의 꿈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것으로 자네는 세%에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네.’잉) (당시에 먼로파크

에는 연구소 건물， 목공소 창고가 있었지만 기계 공장， 도서실， 사무실

은 없었다.) 에디슨은 로웨이에게 전통 특허의 판매 협상과 국내외 기

업의 설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니는 지금 아무 것도 약속할 수

없네. 나는 모든 문제를 자네에게 맡기려고 하네 내가 지금 원히는 것

은 전등 개발을 급속히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네 "23)

로웨이는 뉴욕의 재정 및 정치 세계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그

의 법률사무소는 드렉셀(Drexel) 빌딩의 3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의 l층

에는 드렉셀 및 모간사(Drexel， Mar뿜κ 따띠 con뼈ny)가 자리잡고 있었

다. 이탈리아인으로서 ‘재정의 천재’이자 피에르폰 모간(J. Pieqxmt

Marg，뻐)의 파트너인 에지스토 파브리탱잉a P. pi빼버)와 협동뼈 로위1

21) Payson Jones, A Power 페Sloη， of the Cons，ιj여@ιd 뼈SOjη φ，stem， 18끼~19OO (New

Ycπι 194이， p. 27. Lowrey에 대해서는 p. 161도 보라

22) IρIwrey to 많성α1， ili. 10, 1878

23) Edison to Lowrey,αt. 2,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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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에디슨이 요구하는 지끔을 드렉셀 및 모간사로부터 획득하였다 24)

로웨이가 정치가와 정치적 문제툴 다루는 데 있어서 발휘했던 수완과

효괴는 먼로파크의 에피소드에서 잘 나타난다 1879년 12월에 로웨이는

멋진 로비 작전을 세웠다. 그것의 목적은 에디슨 조병사가 에디슨 전등

시스템의 첫번째 상엽적 작품인 배전 시스템을 뉴욕시에 설치하기 위

승벼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는 데 있었다. 뉴욕의 몇몇 시의회 의원들은

가스퉁이나 램프의 손해를 염려하여 백열등의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였

다 특별 기차가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먼로파크로 운송하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연구소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타오료고 있는 전등을 목

격하였다 에디슨과 그의 참모진은 연구소를 안내하변서 사업 계획과

연구 현황을 설명하였다 잠시 후에 누군가가 목이 마르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손님들을 연구소 2층으로 모시라는 신호였다 전등이 어둠을 밝

히자 유명한 텔모니코(Delmmico)의 호화로운 ‘향연’이 준비되어 있었

다 로웨이는 에디슨을 소개했고 만창 후에 에디슨은 독점 판매권을 어

렵지 않게 획득하였다，.25) 그것은 발전기의 상엽적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로웨이와 에디슨에 의해 형성된 회사의 조직과 초기 관리는 다른 저

직에서도 잘 설병되어 있다2에 여기서는 회사의 초기 특정을 강조하고

자 하는데， 그것은 에디슨이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창출히려는 결심과

기술변화의 넓은 스펙트럼을 주관~1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최초로

설립된 회사인 에디슨전등시는 에디슨의 발병 활혐1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전세계에 판매하여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수단이었다. 뉴욕의 에디슨조명사는 에디슨전등사의 특허에 입각뼈

24) I잉IllS απey， The lilα'J，se of Margoα1， p. 23. J，αJeS， A Power History of the Co，이solidated

E:ils，α1SJl'πm， p. 1없에서 재인용

25) JI뼈， Menro PIα* .Heminιsι:ences， IJ, pp. 778-785

26) 예를 틀어 빼미de 뻐=， The E1edrical ManujadUrers, 1875-1900 (Cambri빵、

뼈SS. ， 195잉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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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참모진의 보조와 로웨이의 지원으로 에디슨은 기술변화와 관

련된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문제 풀

이에 관한 그의 시스템적 접근법은 백열등 기술의 발명 과정에서 잘 드

러난다 에디슨은 기술을 경제와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백

열등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한 이후 에디슨은 가스등 시스템의 경제성

에 관한 많은 문헌틀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또한 그는 최초의 중앙

발전소를 뉴욕 펄기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그 곳의 잠재적인 전등 시

장을 점검하였다.갱) 그의 노트는 그가 그램(없=)아크등 발전기와

왈라스(Wallace)아크등 발전기의 직동 비용을 분석했음을 보여준다-，29)

또한 그와 업턴은 다양한 문헌을 활용히여 지블로흐코프 아크등시스템

의 작동 비용을 결정하였다. 연구소 노트에 의하면， 에디슨은 특히 발전

기와 배전선에서 사용되는 구리의 가격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의 절감

을 원하였다.찌) 1878년 12월에 그는 그의 시스템에서 백열등 하나를 작

동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11달러로 평가하였다‘ 그는 투자액에 대한

10%의 이지율과 연간 300시간의 전등 사용 시간을 가정하여 전등의 작

동 비용이 1시간당 OJX)366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31)

에디슨은 분명히 자본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사고했던 것이다

에디슨의 노트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가 단순히 정교한 장치의 발

명에 만족"6]'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노트의 곳곳어써는 개념， 기

발한 실험， 주의깊은 추리， 긴밀한 경제적 계산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880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120번 노트에는 전등 1ααU개를 작동

시킬 수 있는 중앙 발전소의 수지타산에 관한 계산이 30페이지 분량으

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아마 뉴욕에 건설될 펄가 시스템을 염두에

둔 계산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계산은 에디슨과 업턴이 수행한 것인데，

그들은 다양한 실험과 문헌 조사에 입각하여 1마력의 증기기관과 발전

기가 1쩔짜리 백열등 8개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10，1αP개의 전등을 갖춘 시스템은 1，200마력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철저1

발전소 건물에는 8，500달러가 소요되며， 밥콕{Babeαk)과 윌콕스(WIlcox)

의 제안을 따라 보일러 및 보조장치에는 30，180달러가 소요된다고 평가

하였다 크레어시는 증기기관과 발전기의 건설 비용을 48，cro달러로 추

에디슨 시스템을 상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1882년 9

월에 시작된 뉴욕 펄가의 중앙 발전소는 그 회사가 발주한 대규모 프로

젝트였다 에디슨은 통합적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을 (보일러와

증기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스스로 발병하고 개발하였으며， 발전기와

지하 전도체를 제작해1 위해 에디슨기계제작소뼈san 뼈C바E

Works)와 에디슨전기튜브λM캠san El∞trie Tube cor뼈ny)를 각각 설립

하였고? 백열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뼈 에디슨전등제작소(Edis α1

μmp W，이ks)를 운영하였다， 또한 그는 이전에 자신의 피고용언이었던

지그문트 베르그맨 Si맹nmd Bet맹JaIlIl)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다양한

악세사리를 만드는 데에도 관여하였다끼 에디슨은 이러한 회사들의 활

동을 주도하는 엔지니어이자 경영자였지만， 그의 초점은 발병에 지속적

으로주어졌다

27) j，αleS， A Po~r HlStOtγ of/he α‘wlidated뼈on Systel1\ p. 13에는 에디슨의 다잉한

회λF들과 그것들의 관계가 그렁a로 설명되어 있다

28) J，에1， Menro Rω k Reminiscences, I , p. 215 ; II, pp. 731-732

29) Menlo않k Not아lOOk， No. 6 α;，c. 4, 1878 • Jan. 30, 1879), pp. 22-30

30) Menlo 업rk Nol야lOOk， No. I (I‘ov. 28, 1878 - July 24, 1879), section on 얘re

C에αJ1aliα1 ; No싫=k， No. 12 α;，c. 20, 187히， pp. 174-175, 232'깅3을 보라

Ja비 ~hkDff 아크등의 작동 비용에 대해서는 Not양Xlk， No 이 p.57을 보라

31) 뼈아lOOk 뻐 6, p. 1η ;Nα아lOOk， No. 120 (Nov. -lh:., 1880, 야>proximate dal하， pp

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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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그들은 집중적인 계산을 통하여 시스템에 사용될 전도체의

비용은 57，뼈달러， 계뺨1의 비용은 5，1αU달러로 예상하였다. 연간 사

용량에 입각한 감가상각 비율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용은 감소할 것인

데， 건물， 보일러， 증기기관， 발전기， 계량1 ， 전도체의 감가상각비는

α058달러로 책정되었다. 일일 노무비는 주엔지니어 5달러， 보조 엔지니

어 3달러， 청소부 1.5달러， 주요 직장 2.25달러， 보조 직장 1.75달러， 주

전압 조정자 2.25달러， 보조 전압 조정자 1π달러， 두 명의 노동자 3달

러로 각각 계산되었다. 따라서 일일 총노무비는 20.5달러가 되었고 연

간 총 노무비는 7，482달러가 되었다. 또한 연간 관리자 임금은 4，1αm달

러， 지대와 보험료 및 세금은 7，rxJJ달러로 각각 책정되었다 석탄은 1톤

당 2.8달러이고 1마력당 3파운드가 소요되묘로 연간 석탄 비용은 8,212

달러로 계산되었으며， 유류와 폐기물 빛 울은 석탄의 1β인 2，737달러로

계산되었다 중앙 발전소에는 35샌트짜리 전등 30，1뼈개가 설치되므로

그 비용은 연간 10，500달러가 소요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연간 총 비용

은 45，989달러가 되었다 수입의 평가와 관련히여 에디슨과 업턴은 하루

에 5시간， 연간 18，250;αn시간 전등을 시용할 경우에 10，때개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들은 15촉짜리 가스등 10，뼈개가 협셰 5시간

씩 사용되면 하루에 Z%，αUh3， 연간 91，250;α뼈의 가u} 소요된디는

것을 알았다， 가스 회사들은 고객에게 1，(XX)ft3당 1.5달러를 청구하고 있

었는데， 동일한 서비스 요금을 가정한다면 에디슨 중앙 발전소의 수입

은 136，875달러가 되었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가스등 시스템과 통일한

가격을 요구할 경우에도 에디슨은 90，886달러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초과 비용은 “특허권에 대한 이지를 지불하는 것”뿐이었다.32)

중앙 발전소는 지뿜투자 예엠인 150，1뼈달러의 2배 정도의 자본을 확

보해야 했는데， 그것은 특허권의 소유자인 에디슨전등시에게 투자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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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에디슨의 중앙 발전소에 관한 평가 (10.αn개의 전등을 작동시킬 경우)

자본투자 감가상각

발전소건설

보일러 및보조장치

증기기관과발전기

보조전기장치

전도체

계행1

함계

$8,500
30.180
48;αm

zαm

57，1αxl

5αxl

$ 150,680

운영및기타비용

노무비 (매일)

주엔지니어 $ 5.00
보조 엔지니어 3.00
갱소부 1.50
주요직장 2.25
보조 직장 1.75
주전압조정자 2.25
보조전압조정자 1.75
두명의 노동자 3.00
합계 $ 20.50

노무비 (연간) $7,482
기타비용

완<1자 임금 (연간) $4때

지대， 보험료 맞 세금 7.0CIJ
감가상각 6.058
석탄(영긴) 8,212
(1톤당 $2.80 ; 1마력당 3파운드 ,
하루에 5시간 ; 1，200마력)

유류， 폐기물 및 뭉 ι731

전퉁 (35센트 찌리 30.α”께 10.500

합계 $ 45,989

전등 1O，00J개를 판매할 경우의 여샘 최소 。]익

비용

32) Notebook, No. 120, p. 99‘

%
%
%
%
%
%

뼈
椰
때
때
때m@

$6,058

$ 136,875
45,989

$ 9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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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계산은 에디슨이 전등 시스템을 발명하고 개발하는 과

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비용 분석은 전등 시

스템의 핵심 기술인 필라멘트의 탐색 활행1서 중요한 역할을 담딩하

였다 에디슨이 기존의 저6떠저항 전등에 대비되는 고저 항 전등에 주목

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비용 분석에서 비롯되

었다는 사실은 잘 인식되지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

용 분석은 물론 과학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에디슨이 전등

시스템을 발병하고 개l괄하는 과정에는 기술적 요소는 물론 경제적 요

소와 과학적 요소가 모두 개입되었던 것이다 그의 노트에서 경제적 계

산과 뒤범벅되어 있는 실험 데이티는 종종 과햄1서 비롯된 추흔적 설

명 및 가설의 구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처럼 경제 ←기술~과학의 연

결망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먼로파크에서 불적·인적 자원을 통합

적으로 활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디슨은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틀을 종합하는 데 자신의 독창성과 영형력을 발휘하였다

앞에 기록된 항목 중어써 전도체는 고지본 품목이다 전도체에 관한

비용 57，αm달러 중에서 27，M달리는 구리 전도체를 위한 것이었고，

25，뼈달러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피아프에 관한 비용이었으며， 2，αm

달러는 절연에 필요한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초71 시절에 에디슨은 구

리의 가격이 비용 방정식의 주요 변수라는 점과 그것이 전도체의 횡단

면적과 길이에 의존한다는 점을 알았다 전돼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

면 전등의 가격이 가스등보다 높아질 것이었다 전도체의 길이를 줄이

고 횡단면적을 작게 하기 위하여 그는 오림아m)과 주율(Joule)의 과학

적 법칙을 활용하였다 몇몇 노트에 의하면 에디슨과 업턴은 주울의 법

칙(열량 또는 에너지=전류의 제곱×저항=전압×전류)을 사용하여 백

열등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계산하였다}3) 그들은 또한 전도체의 에너

33) No떠뼈ι No.3 (Nov. 21, 187히， p. 107과 N이랴wk， No. 9 (Doc. 15, 1878 뼈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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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손실을 보여주기 위히여 주울의 법칙을 활용하였다 에너지 손실은

(전류의 제곱)X(전도체의 길이)X(전도체의 횡단면적에 따라 구분되고

사용된 구리의 성질에 의존하는 /셈에 비례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에너지 손실은 CI.a/S:에 비례한다;)3씨 이 공식에는 수수께끼가 담

겨져 있었다， 만약 에디슨이 배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의 횡단

면적을 늘리면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구리 비용의 증가가 수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도를 취하는 방볍이 모색되어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

서는 전류리는 다른 변수가 고려되어야 했다 만약 전류가 감소될 수

있다면 전도체의 횡단면적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열등을 벌f히려면 전류가 필요한데 어떻게 전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인

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디슨은 디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전류를 감소시켜 전도체의 손실을 줄이려고 했던 그는 전압을 증가시

컴으로써 전등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수준을 벌충하고 유지할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떠=CXV) 그리고 그는 “저항=전압/전류”리는 오옴

의 법칙을 작용하였다 그는 백열등 필라멘트의 저헝을 증가시킴으로써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저항은 비율로 나타

나는 값이다꺼5) 이처럼 그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탐색 활똥을 통하여

18껴I)， p. 41에는 오옴의 법칙이1 관한 몇몇 메모가 나타나 있다 Not뼈Xlk， No. 6, pp

llff는 주울의 법칙을 사용했읍을 보여준디 Notf섰Xlk， ’‘。 6에 기입된 P};<]막 날짜

가 1879년 1월 30일엔 것에 비추어 볼 때 에디슨은 그 법칙을 전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Note!XXJk, No. 10 αlx. 1878 - Jan. 1엄9)， p. 13에

는 H~ C' R가 사용된 지리에 ‘주울’이라는 메말} 나타나 있다

34) Nαe!XXJk， No. 12, pp. 174-176.

35) Je!ι Menro PIω k ReminiscαICes ， I , pp. 362-363 ; II , pp. 852용54는 에디슨의 오옴의

법칙에 관한 의존을 강조한다 나에게 이것은 에디슨이 과학을 활용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종종 인용되는 “R뼈icity" ， Ene;ι야>edia sriωmica， 9th ed (1엄8)， p.

41는 먼로파크에서 R저항J=E(기전력)/c(전류)라는 오옴의 법칙을 사용했다고 지

적하였다 뻐rold passer는 fumcis Je애， “밟띠cal Scien<ε 뼈 the Errly De，리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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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항 필라벤트라는 개념에 도달하였는데， 그것은 동시에 논리적 추론

의 과정이기도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에디슨은 고저항 필라멘트를 통해 전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에너지 손실과 구리의 함량을 감소시킴

으로써 전도체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볍을 찾았다 그러나 나는

에디슨이 이러한 추론에 도달했던 정확한 날짜를 아직 찾지 못했다. 에

디슨은 1926년에 헨리 포드(Hemγ 뼈에에게 보낸 에세이에서 “1878년

가을에 탄소 필라멘트로 실험을 했지만 저저헝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

한 후 ’‘전등 시스템에서 전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전류는 커다란 구리

전도체를 요구한다. 전도체에 λ탱되는 구리의 양이 핵심적인 상업적

문제이다”고 지적하였다 3야 그는 ‘'1878년 12월경에 나는 프란시스 업턴

이라는 청년 수학자와 함께 …전퉁이 가스등과 상엽적으로 경쟁하기

of El뼈iα11 Manufactt미 I멍 h뼈JSIIY in tlε Unit<엉 States", Annals of Science 7 (1951),
pp. 382-392에 입각해 에디슨의 추론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passer는

에디슨의 노트나 다른 1차사료에 입각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까Ie Electrical

Mmuifacturers, pp. 82, 84, 89. Dyer ar녕 뼈띠n， Ellison, vol. 1, pp. 244-200은 에디슨의

1926년 회고에 의존하고 있다 @때on， Ellison, pp. 193때， 211;때은 에디슨이 오

옴의 법칙을 사용한 것을 강조하지만 에디슨이 그의 시스템을 개념화해1 위하여

오옴의 법칙과 주울의 법칙을 함께 사용한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Jm찌1은 또한 에

디슨이 1878년 9윌 8일의 영ZG에 의해 고저항의 개념에 도달했고(p. 194) 1879년 1윌

에 최초로 고저항 전등을 개발했빼 199)고 지적했지만 。F무런 증거를 제시하]

않았다 AA Br힘ι The Electric -laJ’ψ h때띠7γ (New YI야 194잉은 에디슨이 그의

시스댐을 인식한 방법에 대늠뼈 어떤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Jeh1의 책은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7댐 유용한 출판물이다 M뼈 p，νk Reminiscences, I.

pp. 214-215, 243-245, 255-256; 11, pp. 없()'821 ， 852-854를 보라

36) 'Tho1ms A 닮잉1， ‘'Beginnings of the Incar띠escent 떠npand 니ighting System", a

q없αipt in the 뻐없1 Archives, West αm뽑 N J., p. 4 여기에는 1926년에 벼πy

fud의 요청으로 보낸 품목이라는 메모가 있다 1926년 경에는 에디슨과 그의 특허

변호사가 우선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품목은 조심해서 사용되어야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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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적어도 1m오옴의 저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말하면서 X댄。1 고저항 개념에 칙안했던 시점을 암시하였다.떼 그리고

에디슨은 고저항 펼라멘트를 획득하기 위뼈 탄소 이외의 다른 금속

에 주의를 기울였고 1879년 4월에는 차단 기체가 방출되어 불용해성을

증7~시키는 백금에 주목하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에디슨이 과1항 필라

멘트를 탐색하는 활통은 적어도 1878년 12월에서 1879년 4월에 걸쳐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엘의 『먼로파크 회고록』α1enro Park

&미Jiscences)에 의하면， 에디슨은 1878년 10월에 고저항 전등을 전통

시스템의 필수적 요소로 파악했으며 주울과 오옴의 볍칙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본질에 접근하였다.

에디슨의 추론은 근사치를 사용한 간단한 사례를 통히여 설명될 수

있다 1880년 쯤에 에디슨은 저항이 깨 -80.오혐1서 130요엠 이르는

탄화 종이 필라멘트를 획득하였다. (그는 Im.2.c옴을 원하였다껴잉 가스

등과 통일한 촉광을 원했던 그는 이 필라벤트가 대략 1m와트에 접근한

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전등의 전압과 전류의 곱이 1m와트가 된다

는 것을 의미하였다 저항이 1m오옴이면 열에너지가 전류의 제곱과 저

항의 곱과 같다는 주울의 법칙에 따라 전류는 1암페어가 되었다 (Im=

강Xlm ; C=I) 그렇다면 필요 에너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압이

IOC볼트가 되어야 한다 떠=CxV ; V=lm/l=lm) 여기서 우리는

에디슨 시스템에서의 견적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m와트， 1암페어， 1m오옴떼

37) 버sα1， “&밍뼈1흉 of the Incandescent μmpand μ야m핑 야앉에1"， p. 5

38) Not야JOOk， No. 52 (J띠y 31, 1879), p. 229 기업 날짜는 1879년 12월 15일로 되어 있

다

39) 1881년 1월애 에디슨은 민로파크에 설치된 그의 전등 시스템의 경제성을 테스트하

였다 이것은 1882년에 뉴욕의 펄기에서 완전한 크기의 시스템을 설치긍보 것a로

이어졌다 테스트어써 그는 16촉과 혐의 두 7꺼 크기의 전등을 λF용하였다 16측

은 101.25볼트의 기전력과 114오옴의 저항을 가지고 %었다 따라셔 16촉 전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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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관계상 에디슨이 그의 시스템의 다른 부품들을 발명한 방식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겠다 그러나 고저항 필라멘트의 발명에서 나타나

는 그의 연구 방식은 그의 창의력을 구성핸 핵심적인 요소를 보여주

기에 충분하다. 그가 공언하였고 심지어 피상적인 전기 작가들도 지적

하였듯이 그의 발명 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으로 가득차 있었

다 에디슨적 방법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은 연구소 과학자들의 소위

‘과학적’ 방법과 비교하여 그의 방법이 ‘경험적’ 이라고 강조한다. 이러

한 견해는 피상적이고 왜곡된 것으로서 창의력의 성격에 대한 혼동에

입각하고 있다.，40) 내부의 발병가의 영감은 그의 소망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다른 발명7}， 엔지니어， 과학자와 마찬7t지로

에디슨은 우천 결정적인 문제를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해결책을 강구하

기 위한 주요한 단계였다 그의 일차적인 소망은 가스등과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백열등을 개빨F는 데 있었다 그의 시스템에서 핵심적

인 기술적 변수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것

들을 조작히는 데 있어서 오옴과 주울의 법칙을 휠용한 것은 에디슨의

가장 주요한 통찰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수용할 때 우리는 연구소

보조원 제엘이 그의 회고록에서 에디슨의 창조적인 성공을 설명하기

9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C L Oarke, “An없때 Test of the 많ism Electric U뱅t

at Monlo Park, 1881", Comrnittre OIl St Loois Ex뼈lion of Asscciation of 댐ism

illuminating cot뼈ny， 뼈soma : A Brief Ristoη ofthe뼈son Electric μightil땅 에이.m

(New Y，αk， 1984), pp. 166-178

40) 필자인 뻐l방g는 자신의 시스템적 접근에 입각하여 미국 현대 기술사를 재구성한

책에서， 시스템 건설자들은 정교화도1지 않은 급진적인 혁신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산

업연구소의 과학자틀은 이미 확립된 기술 시스템을 개량하는 데 집중한다고 강조하

변서， 두 그룹은 모두 과학적 방볍을 사용하지만，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을 활

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Arne끼따1 Genesis ‘ A α'nJWγ of Invention

and Tecluwlogico! Etιhusiasm (New York 뻐맹in， 1989), chaps, 2, 4 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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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에디슨이 오옴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유를 알 수 았다. 또한 우리는 에디슨이 과학자 특히 수학;<)를 멸시

했기 때문에 그가 과학을 활용해1 않았다는 기존의 많은 해석들이 잘

못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백열등의 발병과 개발은 에디슨의 시스템적 접근법을 잘 보여준다

그는 전등의 특성을 고려한 후에 발전기 설계의 문제를 규정하였다 즉

발전기는 병렬식 백열등을 위히여 100볼트를 제공해야 했으며 전류는 1

암페어짜리 전등의 갯수와 통일한 크기를 가져야 했다， 발전기와 전등

의 관계는 전등을 병렬식으혹 설치하려는 결정에 의해 규정되었는데，

그것은 시스템의 전압을 안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 전등을 다른 전

등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통시키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에디슨

의 시스템은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호작용이 연루된 한 편의 드라마처

럼 진화했던것이다

실용적인 필라벤트를 최초로 발견했던 1879년 10월에 에디슨은 그의

시스템을 위한 발전기를 공표하였다 1882년 9월에 펄가의 시스템은 월

가 지역에 전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에디슨 조명사의 펄가 말전소

가 개장됨으로써 중앙 발전소 백열등 시대， 즉 공공 전기 공급의 시대

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점차 전등 분야에서 불러섰다 이

러한 현상은 1892년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의 제조업체인 에디슨제너

럴일렉트릭뼈son 않뼈밟tric)과 다른 전기 제조업체인 톰슨-휴스

턴새Th01lliOll 뻐l앗m Cor뼈1ψ의 합병으로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

는 제너럴일렉트릭(뼈era! Electric)이라는 새로운 회λ}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리나 여전히 미국의 대도시에는 에디슨의 이름을 지니고 있

는 수많은 설비 회시틀이 전등을 공급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