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른횟l스핸에서의 협동 계획*

인류 역사의 어떤 단계에서도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력이 이렇게 컸던 적은 없었다. 적절한 과학과 기술을 통해 표현된

인간의 훌륭한 솜씨는 불결함과 질병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출하였고

식량·난방·주거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는 산업사회의 미래에 대

한 불안， 심지어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딴}

소위 기술선진사회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모

순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 중에서 특히 다음의 네 가지가 루카

*출처 Mike Cooley, “Dra뼈Jg lφ the Corporate Plan at Lucas Aerc뼈ce" ， Mike

Cooley, Architect or Bee? : The HlIJ1UJJl Price of Technology, new and eX!뼈ed·ed. with

a new intr따uction by Anthony Barn밟 α..ondon : Ho탱r야l Pr., 198끼， 벼ap. 7 (pp.

114-138). Extracts R따inted in Donald MacKen깅e 뼈 Judy W메αnan， 떠S.， The Soc따l

Shnping of Technology : How the ~꺼igerator Got Its HIμn α1ilton Keynes and

P에1때려!phia : open Univ. Pr., 1985), pp. 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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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Lucas)에서의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기술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제공한 것 사이에는

지금도 엄청난 간격이 존재한다. 우리는 콩코드(Con따de)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사회에

서 우리는 연금으로 살。F기는 노인들을 체온저하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간단한난방체계를충분히 공급할수 없다. 1975 -76년 겨울에는 런

던 지역에서만 980명이 추위로 죽었다.

뉴욕의 평균 교통속도가 시간당 6.2마일인 요즘에 많은 설계기사들은

자동차가 시간당 120마일의 속도에서 기체역학적으로 안정하게 달릴

수 있도록 차체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다. 그러나 말이 p}~l를 끌었던 20세기 초에는 뉴욕에서의 평균속도

가 시간당 11마일이었고， 런던의 경우에는 평균속도가 시간당 약 8.5마

일이었다.

우리는 1초도 걸리지 않고 전세계에 소식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통

신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편지를

보내는 데에는 역마차 시절보다 요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술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즉각적으로 사

용되는 반면 일반 대중과 사회가 기술의 혜택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음

을발견한다.

두번째 모순은 우리 사회가 가장 값진 자원， 즉 보통 사람들의 기술·

능력·에너지·창조력·열정을 비극적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영국에는 16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 우리의 도시에는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가 매우 필요하지만 수천 명의 기사들은 해고라는 지위하락으

로 고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도시의 난방체계를 긴급히 요구할 때에

도 사회로부터 일할 기회를 빼앗긴 수천 명의 전기공들이 존재한다. 나

는 이 나라에서 약 7백만 명의 사람들이 슬럼가와 비슷한 곳에서 살고

있디는 정부의 통계가 있었던 해에， 18만 명의 건설 노동지들이 실직상

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런던 지역에서는 실내 화장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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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전체의 20%나 되는데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수

당을 받는 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세번째 모순은 컴퓨터화， 자동화， 로보트 장치의 사용이 저절로 인간

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더 창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

록 해 줄 것이라는 미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힘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나 산업국기들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

황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간 존재라는 총체성은 무자비하게 파괴되었으

며 특정한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서로 충돌하기에 이르렀

다. 생산자로서의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을 착취할 목적의 일회용

상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괴상하고 어리석은 노동을 수행하도록 요구받

는다. 우리 사회의 과학과 기술은 효율의 극대화라는 기치 하에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가치와 요뀌1 봉사하고 수렴하는 단계에 와 있다

네번째 모순은 현재 실행 중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예술가들， 언론인들， 작가들이 있는

모임에 가서 당선이 기술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근대의 야

후(Yahoo :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 - 편쥐로

취급할 것이다. 그들이 믿는 뼈l 의하면， 당신은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

하기 전에 일부러 녹을 차체에 뿌리고 있으며， 모든 상품들을 재생할

수 없는 용기 속에 포장하고 있고， 당신이 설계한 모든 대규모 공장들

은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들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이

익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이

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능력있고 민

감한 여섯번째 피조물의 일부가 과학과 기술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종류의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는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지 않으려

는 것은 놀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과학과 기술을 향해 굉적으로 급속하게 니아감으로써

우리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구조적 실업의 급격한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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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다. 예를 들어 1990년까지 닮r 국기들에서 실업자 수가 2천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은 분명한 사실이 되고

있다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대응

실제로는 앞의 네 가지 모순 외에도 더 많은 다른 모순들이 지난 5년

에 걸쳐 루카스항공(Lu띠s Aerospace)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쳤

다. 우리는 콩코드를 만드는 공%에서 일하면서 구조적 실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디는

것에 대해서도 날마다 깨닫고 있다.

루카스항공은 루카스산업(Lucas fudustri떠)의 일부가 GBC와 AEI의 몇

부문 및 다른 소규모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던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되

었다. 그 회λ까 GBC의 아놀드 바인스토크(왜 1이d Weinstock) 에 의해

이미 확립된 노선에 따라 합리화 계획을 채택하리라는 것은 명백했다.

그 때는 해롤드 윌슨R싫old Wt1son)이 제창했던 이른바 ‘기술변화의 백

색 열풍’ 시대였다. 납세자들의 돈은 산업재조직협회(In뼈 S빼

R∞rg때ization αrparatia띠을 통해 아놀드 바인스토크의 합리화 계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합리화 계획에 수반되었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놀드 바인스

토크에 의해 6만 명에 달'8"1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루카스헝공에서 회사 당국이 합리화 계획을 주창하기 약 1년 전에

협동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운이 좋았다. 우리는 회사가

바인스토크의 방법을 사용히여 한 쪽 집단이 다른 쪽에 대항하도록 만

드는 것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연합위원회(Combine αm피ttee)를

발족할 수 있었다. 이 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과 직엽장의 반숙

련 노동자들을 함께 묶었다는 점에서 영국 노동조합운동사상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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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의 분석력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지

도 모르는， 직엽장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계급의식 사이에 창조적인 상

호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

구조적 실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른 노

동자 집단이 그것에 저항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

았다. 루카스에서 우리는 이미 노동자들의 직무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개발된 많은 산업적 전술들의 중요한 부분

을 막기 위하여 연좌농성에 침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우

리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회가 노동지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의 사기가 매우 급

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일할 권리가 있다받 운동을 하지는 생각을 발전

시켰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사회가 긴급히 요구하고 있었던 때에 우

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식과 설비가 있었디는 것은 비합리적으

로 보일른지도 모른다. 그것은 시장경제체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할 능

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8"}는 사람들에게 중요

한교훈을줄것이다.

중요한교훈

우리는 노동자들의 작업능력·나이·기능·훈련과정과 사용가능한 공작

기계·장비·연구실， 그리고 과학연구진의 특성 및 설계능력에 대히여 상

세하게 서술한 180통의 편지를 준비했다. 우리는 그 펀지를 지도적인

권위자들과 학회·대학·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 보냈는데， 그들

은 모두 과거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의 인간화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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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일어났던 일은 실제로 루카스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의외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히여 전국 곳곳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고 몇몇 경우에는

방대한 책을 쓰기도 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질문의 특성 때문에 침묵

속으로 빠져든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상품 중에서 우리의 설비와 능력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개’에 대해 물었다. 다음의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침묵을 지켰다.

개방대학교(밟n University)의 데이비드 엘리오트@띠d Ellio띠 박λh

권메리대헨Queen 뼈ry College)의 트링m뼈19) 교수， 북동런던공과대

학입orth 없앉 London Polytechnic) 의 리차드 플레처(Ric뼈rd Fletcher)와

클리브 라티머(αve Latimer).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했어야 할 일에 착수했다. 우리는 우리 구

성원들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직접

물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승}는 보통 사림들의 능력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과 확실한 증거를 가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확실한 증거는 3주 내지 4주 이내에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루카스항공이 보유한 공

작기계와 기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품에 대하여 150여 개의 아이

디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작업장 대표들의 모임에 설문지를 돌려

이 정보를끌어냈다.

나는 우리의 설문지가 응답자들을 무능력한 백치처럼 다루는 가루비

누 회사의 설문지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설

문 내용을 변증법적으로 기획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응답자들이 그들의

기술 및 능력과 그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과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설

비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로 이 설문지가 채워져 있

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소비자이자 생산자라는 사회에서의

이중적인 역할 내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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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중하게 구성했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부과했던 불합리한 구

분을 극복하려고 신중하게 노력했다. 그 구분이란 마치 두 가지 국민，

즉 공장이나 시무실에서 노동히는 국민과 집이나 공동체 내에서 살아

가는 완전히 다른 국민이 있다고 제안하는 듯이 보였다. 이와 달리 우

리는 일과 중에 수행히는 작업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응답지들이 상품의 교환가치뿐만 아니

라 그것의 사용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을 모두 수집하고 그것들을 6개의 주요 생산

범위로 나눈 후 200페이지 가량의 책 6권으로 구체화시켰다. 그 책들은

특정한 기술적 세부사항과 경제적 계산 그리고 심지어는 공학적 도면

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과 개발에 장기간을 요히는 상품들을 포함하는 혼합체

를 신중하게 추구했다. 다시 램서 그것은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사

용될 수 있는 상품과 제3세계에서 사용되기에도 적합한 상품의 혼합체

였다. 그것은 서로를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의 기준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상품들의 혼합체를 찾아냈다.

AJ-품과신념

우리가 협동 계획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도 볼버햄프턴(Wolverhamp

ton) 공장의 우리 회원들은 스피나비피다협회 (S빼 B퍼cia Association)

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위한 단체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기

몸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말 그대로 마룻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뿐이라는 시질을 알고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협카트’떠0뼈rt)라고 알려진 차량을 설계했다.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피나비피다협회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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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의 주문을 원했다 그러나 루카스항공 당국은 합카트가 지신들의

생산 범위와 맞치 않다고 하면서 그것의 제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때에는 협동 계획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λ까 합카트를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힘L카트의 설계와 개발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다. 설계자였던 마이크 패리 에반스αrfike Parry

Evans)는 “내가 합카트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았

을 때가 나의 삶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했을 때”라고 말했다 왜냐하

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설계했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에반스는 “그 때까지 자신이 관여했던 어떤 설계활

동보다도 이 일이 더 큰 의미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

서도 재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회적 인간의 문제와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의자가 아이들을 적절히 받칠 수 있도

록 하기 위빼 진흙으로 아이들의 등 모형을 제작해고 했다. 그가

의사·물리치료사·건강상담자로 이루어진 복합 작업팀에서 일하고 있었

디는 것은 그의 활동 여건을 충족시켜 주었다. 내가 이 사건을 언급하

는 이유는 “루카스항공의 기술자들이 단지 복잡하고 생소한 기술적 문

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의 기술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들과 실제로 관련을 맺는 것이 허용된다면 기술은 그들에게 훨씬

더 풍요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생명구조체계

다른 공쟁}서 일하던 우리 회원들 중의 일부는 심장o}비로 죽는 사

람들의 약 30%가 심장마비가 일어난 때와 그들이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단계 사이에서 죽는디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가볍고

단순하며 운반이 용이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설치된 주(되생명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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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들것 옆이나 구급

차 안에서 시용될 수 있는 생명구조체계를 설계했다.

그들은 또한 혈액의 최적 온도와 혈액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중요한 수술 도혐1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것은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봉건적 신비주의의 내막을 알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적 문제였다. 그들은 간단한 열

교환기를 설계한 후 그것의 표준모형을 제작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공장에 근무 중인 신입 보조 설계자가 중대한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그들은 지방병원이 그 기구를 사용하도록 주장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에너지를 보존하는 A}품

대체 에너지원 분야에서 우리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제안들을 얻

었다 여름에 뉴욕을 시원하게 유지하느라 필요한 에너지가 겨울에 뉴

욕을 난방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합리하

게 보였다. 따라서 만약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저장하였다

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있는 상

품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제안들 중 하나가 기체 상

태의 수소연료전지를 만들지는 것이었다. 이 제안으로 우리는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생태학

적으로 바람직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성있는 에너지 보존의 수단을 생산

하려고했다.

때마침 저에너지 주택에서 사용될 수 있는 태양집열장비류에 대한

자세한 설계가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클리브 라티머와 북동런던공과

대학에 있는 그의 동료들과 연합히여 연구한 결과， 우리는 저에너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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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 덧뽑 언급할 것은 저에너지

주택이 자개담했 건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북동런던공

과대학의 통신디자인학위과정 (αnnnuni떠tions Des뺑l De양e Co뼈e)에

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 몇몇은 강의 지침서를 쓰고 있었는데， 그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동시에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만약 이 개념이

정부의 지역기금과 연결되었더라면， 복잡한 주거문제가 있는 고실업 지

역에서 실업자들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금이 제공될 수 있었

을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주의회와 많은 접촉을 가졌다. 우리는 건축7까 지은 집에 사는

중산층을 위한 오락기구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상품을 지뺨고 있는 대

체 기술의 현재 경향에 대해 실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개방대학교

를 통해 밀턴 케인즈사A엔lton Keynes αrporation) 와 연합하여 천연가

스를 사용하면서도 성능의 실질계수를 2.5까지 증7씨킬 수 있는 열펌

프의 원형을 설계했고 현재 그것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복합동력체계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한 자동차의 동력체계를 개발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할과제이다.

루카스헝공과는 분리된 회사인 루카스전기(Lucas Electri떼)는 그 해

결책으로 전지로 움직이는 자동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차량을 가지고는 평지에서는 100마일， 지주 정지하고 출발히는 지역에

서는 거의 40마일마다 반드시 재충전을 해야 한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전지를 나르는 일이 필요해진다; 1300킬로 가까이 되는

차체에 1뼈킬로 정도가 되는 전지가 추가적으로 운반되어야 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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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차량은 무작위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함께 자주 재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새로운 노변 구조물이 펼요할 것이다.

기존의 주유소에서 그것을 제공히는 것이 기능한 빙안이겠으나 그렇

게 할 경우에는 매우 많은 차량들이 재충전을 위해 밤새 기다려야 하

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환식 전지가 유용하겠디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1톤 가까이 되는 전지를 교환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런던 지역 내에 수많

은 전지를 쌓아 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한 해에 1입방피트당 약 40

내지 60파운드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

들은 부가된 전지와 그것을 쌓아둘 공간에 대해 경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그들은 보통 차

량이 출발 토크를 얻기 위해 펼요한 것보다 두 배， 어쩌면 세 배 정도

로 무거운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단 차량이 움직 이기

시작히면， 훨씬 작은 엔진으로도 충분히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전기 자동차의 운행 특징은 가솔린 엔진의 특정과 변증법

적으로 반대라는 점을 지적했다. 말하자면 가솔린 엔진이 고회전에서

더 큰 토크를 가지는 데 비해 전기모터는 높은 출발토크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 둘을 함께 연결시킨다면 새로운 통일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회전수와 최적 온도에서 일정하게 달리는 소규모

연소 엔진은 전지의 매우 작은 부분을 교대로 충전시킨다. 이러한 동작

은 단순히 임시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전기모터에 동력을 제공하

는데， 이것이 더욱 개선된다면 바퀴 위에서 직접 바퀴통 모터를 작동시

1 킬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매우 다양한 제안들 중의 하나는 도시 사이의 운전을

위한 것이었다. 차량이 일단 속도를 얻으면 연소 엔진은 기계적인 전달

체계를 통하여 바퀴동을 직접 운전시킬 수 있었으며， 차량이 교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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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입뼈 자주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복합 방식으로 달

릴수있다.

또한 루카스의 노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도시 중심부에서 내연기관

이 추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합동력체계를 사용하면 금지 구역 주변

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지역 내에 진입하면 축적된 에너지로 천천히 운

전히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후에 이 동력계는 다른 곳에서 복합 방식

으로 작동될 때 재충전될 것이다.

일반적인 시용에 있어서 그 엔진은 최적의 속도로 계속 작동한다. 체

계 내부로 진입한 전체 에너지는 냉각상태에서 출발한 엔진이 기속·감

속·변속·정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소모되는데， 그것은 약 50% 정도의

연료소비량을 개선히는 것이다. 그리고 엔진이 최적의 온도에서 지속적

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의 연소는 훨씬 완전해져서 연소되지

않는 기체가 대기층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로운 냄새의 방출

이 약 80% 줄어들어 특정한 연료의 소비를 50% 개선할 수 있다. 독일

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작엽은 우리의 계산이 정당함을 입증하였다 또

한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진 진동수는 일정한 회전수로 작동하

는 엔진의 진동수와 달라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크기도 줄어들게 된

다. 소음 65데시벨의 환경이면， 1아n밖에서는 이 동력계의 소음이 들리

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모형 동력체계는 현재 런던의 권메리대학에

서 트링 교수의 지도 아래 제작되어 시험 중에 있다.

이 체계에서 각각의 구성요소들 자체는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다. 새

로운 것은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한 창조적 방식이다. 물론 “그러한 동

력계가 왜 이전에는 설계되거나 개발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생길른

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대답은， 그러한 동력계는

약 15년동안이나 계속 시용되어야 하고 그것을 정비하고 수리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서비하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물

질과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와 ‘수리가 불가능해서 쓰고 버리는 상품’

이라는 관념을 기본으로 삼는 기존의 자동차 설계 정신과 완전히 반대

루카스항공에서의 협동 계획 297

되는것이다.

루카스의 노동자들이 이런 종류의 동력계를 제안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대규모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그들의 동료들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거나 2만 마일을 달린 후에는 폐기될 엔진을 개밝고 설계해야만

한다. 당신은 단순히 기화기를 엔진에 연결하는 데도 엔진을 기어박스

의 안쪽11 고정시켜야 하며， 섬지어 자동차에 불과 기름을 넣는 즐거움

조차 누릴 수 없다. 그것은 범죄라고 할 만큼 무책임한 형태의 기술이

다. 그런데도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는 상품이 빨리 폐기될수록 생

산과 소비의 속도가 증가할 것얘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는 서

구사회가 이처럼 낭비적이고 한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

다고확신한다.

다목적용동력 생산

기체역학의 노하우에 주목하여 우리는 풍력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장

치를 제안하였다.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에는 독특한 축차 제어 기

귀rotor control mee뼈rism)7} 설치되어 있어서 열을 전달히는 매체로

사용되는 액체가 제동 기능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가열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다양한 상품을 제안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이들 국기에서도 적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의

기술에서 믿을 수 없는 혼란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제3세계 국가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변에 주목할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이 기술의 유일한 형태라고 믿는 것 또한 매우 오만한

가정이다.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이 존재

하지 않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

제3세계 국가들과 우리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신식민주의적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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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만드는 형태의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영업부대가 동력계를 팔기

위해 해외로 진출할 때， 그들은 항상 범용 기계보다는 특수용 기계를

팔려고 애쓴다. 말하자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동력계 따후 물을 퍼

올리는 동력계 따로 하는 식이다.

루카스 노동자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달랐다. 그들은 광범위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력계를 설계하였다. 그것은 자연스럽

게 얻을 수 있는 물질， 즉 메탄가스나 그 밖의 물질을 광범위한 연료로

사용할수있었다.

우리는 특수하게 설계된 변속기능한 기어박스를 사용함으로써 외부

에서 얻는 속도를 매우 넓은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동력과 속도를

제공할 수 있었고， 저속으로 작동할 때 압축기를 움직여야 하는 기압계

를 위해 압축 공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은 기중기에 사용되

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수압 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었으며， 매우 낮

은 속도에서는 물펌프를 작동시켜 관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처럼 이 기계는 거의 하루 24시간 내내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동력계를 설계후벼1 있어서 다양한 베어링 표면을 보통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고， 각 부품들이 거의 아무런 정비 없이도 2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그것은 부분적이고 간단한 기능으

로도 수리나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더 나。}가 우리

의 지침서는 정비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자기신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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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겸용차량

1950년대 중반에 루카스항공은 새로운 기동 메카니즘을 개발하기 위

히여 백만 파운드 이상을 소비했다. 그것은 철도 기관차가 도로 위에서

도 달릴 수 있도록 공기 타이어가 적당한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기존의 철도 양식에서는 금속 바퀴테가 금속 트랙을 달리게 되면 그 위

의 구조물에 온갖 충격이 전달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빅토리아 시대에

서 유래된 차량 설계의 형태로서 거대하고 단단한 구조물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루카스 노동자들은 리차드 플레처과 북동런던공과

대학에 있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철로에서

달리는 조그만 안내바퀴와 구르는 바퀴에 피드백 작용을 히는 서보 기

구(servo meC뼈nism: 다른 동력원을 시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작은 힘으

로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자동제어장치 - 편주)를 사용하면 공기 타이

어가 철로에서 달리는 동안 바퀴는 트랙을 따라 조종될 수 있었다.

물론 신축적인 안내 메카니즘을 가진 그 차량은 도로 위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1 / 6도 철로 경시를 올라갈 수 있는 유연하고

가벼운 차량의 기초를 제공한다.

금속 바퀴테와 금속 트헥 사이의 마찰이 작기 때문에 보통의 철도 차

량을 활용할 경우에도 1 / 80도의 경시를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개발

도싱국에서 새로운 철로션을 놓을 때 산지를 평평하게 하고 계독을 메

우거나 터널과 고가다리를 세울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사

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은 트랙 1마일당 백만 파운드 정도이다. 그

러나 고무바퀴로 달리고 1 / 6의 경사를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복

합차량을 사용하면 트랙 1마일당 2만 파운드로로 자연지형을 따르면서

새로운 철로선을 놓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그 차량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원거리 지역에 설치된 트랙 위에서도 달릴 수 있다.

도로·철도 겸용 차량의 원형은 북동런던공과대학에서 만들어졌고， 이

스트켄트￡없 Kent) 철로선에서 매우 성공적인 시험을 거쳤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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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복합차량이 자동차처럼 우리 도시들을

통과하다가 철로망에서도 곧장 움직일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복합차량은 통합된 수송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I)

신장(뽑藏 기계

루카스의 노동자들이 단순히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상품 중에도 그들이 훨씬 많은 비율로 생산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가정용 투석기 혹은 신장 기계

(에dney machine) 이다. 약 4년전 루카즈;회사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적 회

사에 신장 기계 부문을 매각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때 우리는 몇몇 하

원의원들과 연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막을 수 있

었다. 우리가 영국에서 신장 기계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을 때， 우리는

매년 3천명의 사람들이 그 기계를 구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버밍겸 지역의 의사들은 만약 당선이 15세 이하

나 45세 이상이면 당선이 폐병 환자라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선고해

야 한다. 의사들은 누가 구원될 것인가를 결정히는 판사와 배심원들처

럼 병원의 행정가들과 함께 앉아 있는 셈이다. 한 의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신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했다. 그는 환자

의 상태를 알리게 되면 환자의 가족들。l 매우 당황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최근의 상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45세가 넘었고 폐병 환자로 인

정된 교사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손자

들에게 자신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

1) R Fle띠ref， “Guided Transport System", North East London Polyteclmi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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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위원회의 서기였던 어니 스카르브라

우땀me.Scarlπ'Ow)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루카스항공에 있는 우리 회

원들은 일주일에 40파운드의 수당을 받는 줄에 서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햄 대하여 분노한다.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이외에 각종 행정 비용을 첨가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약 7따운드가 필

요하다. 우리 노동자들이 70파운드의 돈을 받고 신장 기계와 같은 사회

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사회적

계약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꺼고 사회적 임금과 같은 것이 확실히 존재

한다면， 우리는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인상을 선

행한 후에 1공동체가 요구하는 의료장비를 생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장치

협동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제안은 ‘텔레치릭 장치뻐lee바IC

de까ce : 원거리에서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장치 - 편쥐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그 장치는 인간의 활동을 단지 모방할 뿐이지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실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

이 생산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손기술의 정교함과 두뇌의 창조력이 계

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능을 진보된 기술과 연결시

키는 작업으로서， 소위 객관화된 인간의 지식이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적대적인 힘으로 현상하는 역사적 경향을 뒤집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루차스 노동:Ar들이 이러한 생산의 개념에 도달하게 된 경로는 명백

하다. 만약 우리가 북해 송유관의 정비 노동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

단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일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깊은 바대1서 일하는 정비 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사고율

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설계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인간 존재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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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로보트 장치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로

보트 프로그래밍의 문제를 고려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히는 프로그램에는 육각형 너트

의 규격을 인식하는 방법， 올바른 스패너를 선택히는 방법， 적절한 힘을

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련 노동지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작업을 원할하게 수행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너트와 볼트의 직경만 보

고서도 적당한 힘의 크기를 알며 볼트와 너트를 충분히 조여서 다시는

느슨하지 않게 한다. 그들은 볼트의 강성률이나 재료의 강도와 같은 과

학적 지식이 없이도 작엽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폴라니(polanyi)

가 “세상에는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다’깅)고 적

절하게 지적했듯이 말이다. 다시 빨R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으며 실제 작업을 통해

드러내는것이다

루카스 노동자들은 서구 사회에서 기계에 비해 인간의 능력이 적절

히 평가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로보트 장치의 지능 수준과 총체

적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지독하게 어려운

것이었지만 대체적인 수치는 기계의 능력은 10
3
내지 10

4
인 반면 인간

은 1014
에 해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혜는 의식·의지·상상력·이데

올로기·정치적 열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주들은 그것들을 매우 위

험한속성으로간주한다

2) M Polan;피는 이러한 유형의 지식을 ‘암묵적 지식뼈cit knowledg밍이라고 칭했다.

Person띠 Knowledge 0αi떠go， 198이를 참조할 것 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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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간은 골치 덩어리， 기계는 충실한 일꾼

다국적 기업과 고용주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글로

표현할 정도로 교만하다. 최근에 『엔지니어』암 l맹1많:r)라는 잡지는 “인

간은 골치 덩어리， 기계는 충실한 일꾼”이라는 머리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인간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억압하여 103
정도만 사

용할 수 있는 기계체계를 설계하면 각종 사파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

리는 이러한 발상을 생산 현장에서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행

위로간주한다.

루카스 노동자들도 몇몇 위험한 작업이 로보트로 대체되어 사라지기

를 원한다. 그들이 의문을 제기히는 것은 기계의 시용을 보편적인 원리

로 격상시키는 술책이다.

노동자여 침묵하라?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술변화는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작업장에 대한

통제와 더 관련이 있다~4) 앤드류 우어(Andrew Dr，리는 『매뉴팩처의 철

학~ (philosophy of 뼈nufactures)에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지적했다.

“산업가들은 특이한 숙련과 꾸준한 손작업이 필요한 공정을 제거히려

고 한다. 예를 둘어 깡통을 만드는 숙련 노동지를 어린아이라도 감독할

수 있는 자동기계로 대체하려고 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거대

한 목표는 지본과 과학을 결합하여 노동자의 과업을 어린아이의 능력

에 적합한 것으로 축소하는 데 있다'."5)

3) Engineer 14 (Sep. 1978), pp. 24-25.
4) S. 뼈I맹11， “What Do Bosses Do? The αi앵E 뻐d Function of Hi앉llfchy in

Capi때ist pr따uction"， A Goα ed, The Division of Labour : The Labour Process αnd

Class Struggle in Mα1ern Capitalism (Sussex : I뼈rvester Pr., 197이， pp.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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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본과 과학이 거두었던 성공은

『미국기계업자.~(마뼈않 n 뼈C뼈뻐t)라는 잡지의 1979년 7월 판에 극적

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수치제어 기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노동자였다.

이러한 노동에는 많아야 12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 수준을 필요로

한다. 어떤 고용주는 만족스러운 어조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 어

린아이는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 작업을 수행한다. 그는 모든 탁자를 싣

고 기계가 작몽하는 것을 관찰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탁자를

내린다. 그 작엽은 매우 지루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어른은 그것을 따라

가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뺨11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변명은 매우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에는 매우 본질적인 요소가 숨

겨져 있다. 세공이나 제분과 같이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에

게 만족감을 주며 매우 창조적인 노동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1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노동으로 탈숙련화되는 것이다.

탈숙련화의 역사적 과정은 그것이 사용자가 피고용인에 대한 통제를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6) 넓은 의미에서 탈숙련화는

기능의 저히뿐만 아니라 숙련을 익히는 방법이나 숙련 노동의 수행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파괴한다)

우리는 텔레치릭 장치를 제안함으로써 탈숙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루카스 노동자들은 심오한 정치적 신념을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것은 설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지적 노동 분야에서 인간 중심의 체계를

제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A lire, The Philosophy of Manufactures (London, 183잉.

6) H 많averrnan， μbor and MOIwpoly αzpital : The Degrlαiation of Work in the 20th

Centulγ (New York : Mot펴J1y Review Pr., 1974).
7) A Qe잃， “C때ftsmen 뻐d the ori명n of Sci없ce" ， Science and Society 63 (Summer

1979), pp. 186-201.

루카스항공에서의 협동 계획 305

인간중섬의 체제

매우 창의적인 과학자 호워드 로젠브록떠ow따dRα>enbrog)은 선진적

인 상호작용 그래픽 시스템(interactive graphic system)을 개발하였다. 그

것은 기본적인 수학 기법과 함께 그의 책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의 일

차적인 의도는 설계자와 인간의 지능을 설계과정의 중심에 두는 데 있

다. 그는 디음과 같이 소신을 밝혔다. “나 자신의 결론은 공학이 과학이

라기보다 예술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공학이 낮은 지위에 있디는 것을

의미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여 공학의 더 높은 지위를 함축한다"

컴퓨터지원설계(CAD: con뼈ter 떠ded d않i맹) 분야에서 그는 컴퓨터

가 자동화 설계의 편람이 되어 설계기사에게 단지 사소한 선택만을 남

기는 것에 관하여 심각하게 경고한다. 그에 의하면， 설계 편람식의 접근

방법은 “인간 능력 중에서 모든 신경과 신념을 제거하고 분엽의 원리를

이무 생각없이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설계자의 임무가 고정된

대안들 가운데 일련의 판에 박힌 선택을 히는 것으로 축소되면 “설계자

로서 그의 재능은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쇠퇴하게 된다."8)

로젠브록은 설계자가 시스템의 안정성， 응답속도 교란에 대한 민감

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였다~9) 그와 그의

동료들은 니퀴스트배열(Nyquist Array)을 역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작업을 성취하였다. 로젠브록은 컴퓨터지원설계를 통하여 더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역사적 단계에서 육체 노

동 분야에서 한 것처럼 지적 노동의 다른 분야에서도 노동자의 지율적

인 선택을 제거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

을 ‘루샤이힐즈효과'(Lushai 돼TIS Effect)라고 칭했다.

바이젠H댐-(Weizenbaum)과 같은 다른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들의 작

8) H H Ros히lbrOCk， “The Future of Control", Automatica 13 (197η.

9) H H Ros앉lbrOCk，“Int없ctive Computing A New 야lpOrtuni ty" ， Control 에'stems

Centre Report 338 (UMIST, S맹. 1여η ; Ros앉1brock， “πIe Future of 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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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관련하여 사회의 수용 여부，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 그들 X댄

의 이미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0)

이러한 종류의 진솔한 관심 표명에서 종종 결여되는 것은， 특정한 계

급의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통제하고 왜곡하는 사회

세력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분석이다.

따라서 루카스와 다른 지역에서의 토론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이 개발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제기”라는 더 큰 맥

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술이 조직되는 기존의 방식에 반대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시도히는 광범위한 도전과 연결되어 있다. 이

와 관련된 사례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녹색추방운동(Gr een Bans

Movement), 매우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행태를 특징지어 온 협소한 경

제주의를 극복히려는 이탈리아 피아트퍼at) 노동자들의 시도 그리

고 스웨댄 알고츠노어드(패gots Nord) 여성들의 용감한 투쟁을 들 수 있

다)1) 녹색추방운동은 1970년대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설 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것은 산업적 활력과 파업의 능력을 공동체 그룹이

나 자연보호주의자들과 연결하려는 시도로서 건축적·문화적·사회적 중

요성이 있는 건물을 개발업자가 파괴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그것은 지역 공동체가 소중하게 보존해서 미래의 세대에

게 유산으로 물려줄 토지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피아트 노동자들은 ‘대

체 상품’의 생산을 제안하였다. 알고츠노어드의 여성노동자들은 의류

공장의 폐쇄에 직면히여 다양한 차원의 공동체와 직업 그룹에게 그들

이 소유하고 싶은 의류나 작업복의 종류를 물어 보고 그들과 함께 새로

운 상품의 범위를 설계하고 개빨}였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사회체제에 대한 도전과 관련되어 있다. 사이

10) 1. Wein얹lbamn， “on the In뼈ct of此 Computer of Society : Hoe Does one Insult a

Mac비ne?"， Science 176 (197깅， pp. 609-614 ; 1. We없1벼.mn， Computer Power and

HUI11J1Jl Reaso，η (San 단ancisco : W. H PI없nan & Co., 197'이

11) Cooley, Rib앉g and Sjoberg, Alten따tiv Pr，뼈Iktion (Stockholm : Iiberforlag,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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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네틱스의 창시자 노버트 위너(Norbert Wmner)가 말했듯이， 현재의 착

취적이고 위계적인 사회를 새로운 유형의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것은

“독재자 형의 기업가와 정치인에 의해 제출된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정보가 상부에서 유출되고 전혀 피드백이 없는

조직을 원한다. 부히들은 고도회된 조직의 작동체로 타락한다. 인간 존

재가 자신의 능력 중에서 사소한 부분만을 사용하도록 조정된 공장을

운영히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권력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인

간 존재에 대한 기계적 개념이 권력에 대한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는 간

단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모든 윤리적 가치뿐만 아

니라 인류를 보존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망까지도 파괴한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역사의 독특한 전환점에 처해 있디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우리는 기술관료적·과학적 전문용어가 우리의 상식을 침묵

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과학기술결정론에 의해 미래가 이

미 고정되어 있다고 믿도록 협박받아서도 안된다. 콜룸부스(αhm빼)

의 발견 전부터 아메리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미래

가 ‘저기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인

간 존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위하여 싸워야만 히는데， 이와 관련

된 논점은 기술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무시

한다면 물질적인 힘이 인간의 지적 생활을 망쳐놓을지도 모른다.

마이크로폰은 귀가 아니고 카메라는 눈이 아니고 컴퓨터는 두뇌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 흔동하거나 기술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가 인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씨울 것인지， 별과 같이

반응만을 보이는 존재로 전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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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계획의 중요성

협동 계획은 그것이 잘 조직된 산업노동지들에 의해 추진된 매우 견

고한 제안이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낸 상품을 통해 그들이 몽상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

들은 자신의 작엽을 매개로 모든 과학기술노동자들에게 기존 체제의

한계가 무엇인기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다수 과학기술노동자들의 믿

음에 의하면， 사회가 멋있고 유용한 상품을 가지지 못히는 유일한 이유

는 바로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러한 상품이 제작 중에 있지만 아직도 정부나 회사에 의해 거부되

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사회의혁신

우리는 “기술자들이 사회가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규정해야 한다”

는 발상01 매우 오만한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루카스 노동자들은 우

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논쟁이 산업노동자들에만 국한된다면 새로운

종류의 엘리트주의가 출현할 것이라는 점도 갚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

서 그들은 노동자들이 사회의 각 계층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울 수 있도

록 사회의 다양한 부문들과 연대히려고 분투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

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정의하고 정부나 회사가 그것을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하여 지방 노동조합과 정당 및 다른 조직들을 통해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루카스 노동자들은 자동치를 도로·철도 겸용 차량으로 바

꾸기 위하여 북동런던공과대학과 협동하고 있다. 그들은 이 차량이 기

술적 선전의 한 형태가 될 것을 희양하고 있다 그들은 협동 계획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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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상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사진·슬라이드·비디

오 테이프를 차량에 전시하고 있다. 지방 노동조합 분회와 노동조합 위

원회는 다른 집단들과 함께 이 차량이 다른 도시를 방문하도록 지원할

것이고 일반 대중과 기술노동자 및 산업노동자 사이에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소집할 것이다.

차량 전시회에는 루카스헝꽁의 숙련 노동자인 데니스 마짧않뻐S

뼈m빼)의 사진 전시회가 포함될 것이다. 그의 사진들은 노동자들의

기술적 창조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창조성이 협동 계획 속에 구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데니스 마살은 환경오염·내륙 도시의 파괴·철도 체계

의 무식함·핵 위험 등을 자신의 카메라로 생생하게 묘사해왔다. 내가

왕립예술대학-(Roy따 αUege of Art)의 깅면에서 그의 사진을 시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산업노동자가 퍼럼 인상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

다는 것에 놀랐다. 만약 그들이 루카스에 일하러 오고 마살이 왕립예술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내가

제안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놀랐다.

노동조합의반응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조합운동이 협동 계획에 즉각적인 지지나 격려

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약간의 긍정적인 진전은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위원회는 협동 계획을 다루는 30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그것은 공장 지배인을 위한 노동조합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BBC 2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운송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합은 그들의 조직에 속한 전국의 공장

지배인들이 이러한 종류의 협동 계획을 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선언

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관심도 대단했다. 예를 들어 스웨멘에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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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이 협동 계획을 다루는 30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 6개와 현재 스

웨덴 전역의 공샘서 사용되고 있는 토론용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했

다. 또한 스웨덴 노동조합들은 한 시간 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

했고 협동 계획을 디루는 책을 스웨덴어로 출판했다. 비슷한 발전이 오

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단지 노동자 집단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위해 일할 권리를 최초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손과 두뇌를 사용하여 상품의 설

계와 개발에 공헌할 수 있고 노동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방법을 제안하고 있디는 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기술의 혁신에서는 매우 훌륭했으나 사회의 혁

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진

보를 성취하였지만 우리의 사회적 조직들은 사실상 수백 년 전에 존재

했던 바로 그것이다. 스웨벤 텔레비전의 인터뷰 담당지는 “영국은 과학

적·기술적 발명에서 매우 위대했지만 종종 그것을 실제로 개발하거나

이용하지는 못했다. 루카스 노동자들의 협동 계획은 위대한 사회적 발

명을 보여준다. 영국에서 그 계획을 발전시키고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

것은 진실로 매우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협동계획의 기술적 측면

루차스항공 노동자들의 캠페인이 함축하는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상

당한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노동지들 스스로가 협동 계획에서 사용된

기술·상품·생산방식의 형태를 매우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 계획

의 기술적 측면은 대체로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협동 계

획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하다)2)

협동 계획에 포함된 기술에 관한 혐오감은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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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좌파 세력의 주목할 만한 무능력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과학과 기술을 ‘중립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무관심에

기인한다.

루카스의 노동자들은 정신과 손의 창조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위계적

이지 않는 형태의 산업조직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찾으

려고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그것에 관하여 매우 자세히 토론하였다. 생

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술·설계방법·노동과정의 특정을 고

려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노동자

들은 서로 분리되어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루카스 노

동지들이 협동 계획의 영향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히는 것은 많

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수준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사

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토론들이다. 그 대표들은 빅커스(Vickers) ，

피슨즈(parsons) ， 롤스로이스(Rolls Royce), 크라이슬러(Onyslers)， 던롭스

(Dunlops), 소른좌Thorns) 등에 소속되어 있는 공장 지배인， 고펙재 반

숙련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단지 ‘정치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의 내용과 설계 방법의 본질에 대해서도 심오한 의

문을제기하고있다.

한 노동자가 표현했듯이， 그들은 상품의 모형을 실제로 설계하고 제

작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경영은 기술이나 기능

이나 전문직이 아니라 단지 명령관계이다. 즉 군대와 교회로부터 물려

받은 나쁜 습관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 계획의 추진이나 프로젝트의 관리가 필요없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작업의 개념적·계획적 측면

을 노동과정에 통합하여 노동자가 직접 작업을 계획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12) D. Albury, “Alternative Plans and Revolutionary Strategy", Internatioml Soc따lism 6

(Auttnn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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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위대한 숙련공이 주거공ιF을 설계·계획·관리·건축했을

때에는， 거기에도 분명히 위계는 존재했지만， 관리자가 작업의 맥락과

내용을 충분히 알고 실행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지도력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수있었다.

위에서 표현된 반감은 작업의 개념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그것을 생

산과정의 외부에 군림히는 자본가의 손에 넘기는 관리방법에 대한 것

이다. 많은 회계새 예산 입안자 기타 비생산적인 노동자들은 자본의

피수꾼 역할을 담딩해 왔다. 이것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과정에 해딩하며 동시에 지본의 생산이 생산 자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과정을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프로젝트 기획이나 회계 관리와 같은 기술이 중

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루카스 노동자들은， 기득권 집

단이 이러한 기술을 지배의 도구로 시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 노동자의

건전한 생산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초기 단

계에 있는 ‘사회주의적 기술’에 사용되는 설계방법론이 현재의 기술에

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현격하게 달라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현재 기술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우수한 설

계자들과 기술자들이 기계의 모형을 제작하고 응력과 변형에 관한 실

험을 분석하는 데 몇 달 씩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단계들은 복잡

한 수학적 과정을 포함}는데， 그것은 상업적인 이유에서 자원을 완전

히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가 정

확하게 규정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것이다. 복잡한

수학적 과정들은 산업노동자 대중의 경험을 능가하는 것이고 그들의

상식을 침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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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사례

컴퓨터 전문기들은 실제로 설계를 많이 해보지 않고서도 우리의 모

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듯이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

타날 수 있는 결과의 극적 인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항공회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4명의 수학지들을 고용뼈 대형 제트

엔진 재연소장치의 설계 방법을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문

즈(Coons)의 맴질 표면 정의뺑t띠 따face definition : 프로그램이나 데

이타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부분만 일시적으로 수정히는 방법 - 편주)를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모양의 재연소장치를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이

러한 문제를 다루느라 약 2년을 보냈으나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항공회사 공장의 실험 작업장에 갔을 때 그들은 금속판

을 다루는 제도공과 숙련 노동자가 그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성

공한 것을 발견했다. 수학자들 중 한 사람은 “노동자들이 엔진의 재연

소장치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

나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평가로 치부될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나에

게는 ‘실재’의 개념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사람을 기

계장치로 대체한다는 명목하에 제도공과 숙련 노동자의 3차원적 기술

이 경솔하게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수

년에 걸쳐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획득한 물질 세계에 관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실재와 무관

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협동 계획에서 제안된 상품으로부터 개발된 모형과 생산방법은 위의

경우와 반대이다. 노동자들은 직엽조베서 자신의 기술과 창의성을 완전

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분석’보다는 ‘느낌’에 의존하여 작엽

목표를달성했다.

내가 ‘느낌’이나 ‘암묵적 지식’으로 부르는 것에는 신비로운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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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없다. 그것은 노동지들이 수년 동안 기계를 조작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풍

부한 지식이 교묘하게 제거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가

특정한 형태의 기술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제거

작업이야말로 바로 소위 ‘과학적 관리’ 혹은 ‘테일러주의’(T aylorism) 라

고 불리는 것의 기원이다. 테일러는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노동자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받는다. 그에

게 주어진 지침을 조금이라도 수정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관리에 치

명적인 것이 된다;"13)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가지고서 산업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단지 기만에 불과함이 분명하다.

설계의 기본요소

좌익과 우익을 막론하고 모든 권위주의자들은 기술에 대한 루카스

노동;<1들의 접근뱀이 낭만적이고 엄밀하지 못하며 과학적이지 않다

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소망이

좋은 품질과 창조적 설계에 매우 중요한 자극이 되고 설계 과정에서 수

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루카스 노동자들만이 과학과 기술에 관뼈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적 기술자이자 지식인인 호워드 로

젠브록은 최근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 자신의 결론은 공학이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이라는 것이다. 이 말

은 공학이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여 공학

의 더 높은 지위를 함축한다.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분석은 어쩔 수 없

이 공학에 도입되고 그것들의 역할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

13) F. Taylor,매e Prim:ψles of Scienti.껴c Management 이ew York,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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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학은 경험이나 판단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각종 사회적 요소와

인간노동을 사용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한다. 그것에는 아직까

지 한 번도 정확한 수학적 형태로 환원된 적이 없는 지식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가치판단을

요구한다;"14)

루카스 노동자들이 제안했고 몇몇 경우헤는 제작이나 검사 단계에

있는 상품의 인상적인 범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에 접근-0-1는 것이

더욱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이리는 점을 보여준다. 자동

차나 기차에 사용되는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한 동력 단위를 찾는 문제

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이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14) G. N때ler， “An !nVIεstigation of Design뼈thodology 뼈na뽕men( ， Sciem:e 3 (196끼，

pp. 64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