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무슨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은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가? 과학과 기술은 이러한 연관 관계 속에서 각

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8. 현재 공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과학과 수학 과목을 많이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괴목의 따를 중지핸 다른 종류와웹으로 대체해야 한

다고 생걱룹눈7η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과목이‘필요하다고 행책}는가?

‘ ef !
9. 근대 공학 교육이 ‘발달한 과정을 설명하라. 그리고 자신이 공과대학

,.
의 학장이라면 어떤 식으로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하고싶은지 얘

r
기해보라

’

v

2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

기술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기술

이 사회와 가지는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과사

회의 상호 작용에 대한 다양한 고찰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개념화， 이론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자， 기술

사가， 기술철학자들은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개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틀을 제공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결정론(techno)o

gl잉) de떠minism)’과 이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sod이 construction of technology)’이다

기술결정론은기술이 그자체의 고유한발전 논랴， 즉 공학적 논리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구체적인시간과공간에 관계

없이 통일한 경로를 밟는다고 가정하며， 사회에 일방적으로영향을

미친다고주장하는이론이다 반면 기숭의 사회적 구성론은기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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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사회적 성격을강조하면서 기술적 인공물은 사회 집단들의 상호

작용이나협상에 의해 사회적으로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기술결정론이나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만큼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

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카를 마르크스의

기술관을살펴보는 것도 기술과사회와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데 도움

을 줄 것이다 또한 기술결정론과 기술의 사회참 구성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사학자 토머스 휴즈(Thomas H;써ghes)의 ‘;1술 시스뱀

(technological system)과 모벤텀 (moment뽕)에 대해션도 알아보기로

한다
¥' ‘

이 장에서는 기술과사회의 관계를설명할때 필연적으로등장히는
t

기술의 가치중립성이리는 문제를 먼저 살펴본후기술결정론， 마르크

스의 기술관，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그리고 기술 시스뱀과 모벤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틀의 장점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끝으로 이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면서 기술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제시하려한다‘

2-1 기술의 가치중럽성 : 기술은 앙날의 칼인가?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개념화， 이론화히는 것이 엔지니어에게 왜

중요한 의마를 갖는가? 기술에 대한 해묵응 담론인 기술의 가치중립

성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기술의 가치중립성이란 기술 자체는

아무런 정치성이나 이념을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사용하는사람

의 정치성이나 이념에 따라 기숭이 이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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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기술의 오용은그것을만들고개량한엔지니어의 책염이 아

니라정치인이나기업가와같이 기술의 사용을결정히는사람의 책임

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기술은 과연 가치중립적인가? 엔지니

어는기술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0 21세기를시는

엔지니어는 자신이 만들거나 디자인한 기술의 발전을 주시하고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세 가지 이유

가있다

첫번째는 기술의 초기 디자인에 (엔지니어가 의도적으로 그러했건 혹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건) λ}회적 가치가 각인되는 경우7}

많기 때문이다 로버트 모제스(Robeπ Moses)는 1930년대에서 1950

년대에 이르기까지 뉴욕시의 지형을디자언했던유명한건축가였다.

그가야심적으로추진했던프로젝트중에는로드 아일랜드에조성한

존스 비치 (Jones Beach) 공원이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도

로를진입로로사용하는대신에 새로포장된 공원도로를만들면서 。1

길 위를 지나가는 교각을 버스의 높이보다낮게 만들어서 흑인들이

주로 타는 버강}공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했다 결과적으로존스

비치는자가용을가진 중산층 이상 백인들의 공원이 되었던 것이다

공원의 디자인에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가각인되어 있었다

고볼수있다J

1 Langdon Winner, “ Do Aπα'acts Have P이iti.떠" Daedalus 109 (1980) , PP

121 ~136 이 논문은송성수연역.우리에게 기술이란무엇인 7b(녹두， 1995) ，

51~67쪽에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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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유는 기술이나 디자인이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 그

것을 바꾸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발전한 시스템은 개별 기술에

는 결여된 거대한 관성을 기찌며，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집단이 늘어난다 인간복제 기술은 지금은 법으로 금지시킬 수 있지

만， 일단 그것이 시행되고 이에 이해관계를 가진 의사， 병원， 제g팩

사， 시민들이 늘어나면그다음에는 이를 막기간’무척 힘들다. 원자폭

탄 연구도 1939년에 연쇄반응이 발견되었을컵시에는 홍지시킬 수도

있었지만 일단 원X택함1 성공적으로생발된 194원 이후에 강대

국틀 사이의 경쟁적 인해관계가 이에 집중된 다음에는 그 연구와 개

발을중단핸 것이 후척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분에 기술꼴 담딩하
r

는 엔지니어들은기술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하고，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해보아야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이후에는 기술이 가정 파괴력이 그 어느 때보다

도 증가했다는 사설을 생각해야 한다.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아직도

많은과학기술 연구가 전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컴퓨터 게임의 발전에도 미국 국방부의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

과 해군， 공꾼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Z 전투적인 파괴력만이 아

니라기술의 환경에 대한파괴력도 증대했다 대규모 댐 건설， 방조제

건설， 간척 사업， 자연을 관통히는 도로와 철도， 원자력 발전소， 난파

-
~ Timothy Lenoir, “All But War Is Simulation: The Militarγ Entertainment

Complex," Ccηfiguratio:ηs8(2000) ， pp, 2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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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은 20세기 기술이 생태계와 환경은 물론 인간 사회에 마치는

영향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증대했음을 잘 보여준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파괴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키기 힘들다.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

템을건설하는엔지니어들은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진

정한 책임감을가져야히는것이다

기술의 경우기술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sf는 데 많。l 사용되는

담론이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다’ 혹은 ‘기술은 양날의 칼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틀은 기술이 션한 방향으후도 혹은 악한 방향으

로도시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술의 오용은 。l를 오용한사람의 잘

못이지 기술을 디자인한 엔지니어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한

다 분명히 어떤 기술은 양날의 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았다. 외과의

사의 칼은사람의 생명을구하지만，그칼을강도가쥐었을때에는사

람의 생명을위협한다 이 경우동일한칼이 그것을사용한사람에 따

라좋은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사용된 것으로볼수 있다 그렇

지만 이런 기준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은 분명히 그것의 가치가 뚜렷하게 한쪽 방향으로 경도된

경우가있기때문이다

고대 철학자 플리톤은 ‘배 (ship) 위에서는 평등한 민주주의가 구현

되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 몇 명이 티는 카누와는 달리 큰 배를 운항

하기 위해서는 선장， 부선장， 항해사， 선원， 노 젓는 사람들로 이루어

진 위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 아니라사람이 (단지총을사용해서)사람을죽이는것이라는식으로

총의 사용을 옹호하는사람들이 없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사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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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을 죽이는 데 이외에는사용될 획풀이 거의 없다는 병백한사

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폭탄의 ‘좋은 사용’ 역시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를 두고도 ‘키술은 양날의 칼이고 따라서 가치중립적이

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기술의 문제를 덮어두려는 이데올로기로밖

에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기술온 양날의 칼이다’라는

기술의 가치중립성 담론에 만족하지 말고， 쳐신의 기술히 양날의 칼

이 아니라혹시 한쪽방향으로만쓰일 쩌연성。1 큰찌술인7별세밀

하게 관찰하고주시해안승뜯것이다3

결국찌의 기술션자인。1 어느 범주에 속따가， 혹은 λ팩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초기 기술의 궤적은 물론， 그것이 기술 시스템

에 어떻게 편입되는가를 예의 주시해야만 알 수 있다 기술과 기술 디

자인은 인간의 의도적 노력의 산물이다- 기술자가 만틀어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뜻이다 내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

것의 창조자(creator)로서 책임이 있다 부모가;;<}식의 일생 전부률 계

획하거나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부모에게는지식을잘키워서 독립적

인 시민으로 사회에 편입시킬 의무와 책염이 있는 것처럼， 지신이 만

든기술에 대한비슷한책임이 엔지니어에게도있는것이다.

3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홍성욱， ‘디자인， 소통， 잡종성 (Design ， Com

ffiunication ‘ and Hybridity):' Proceedings of the lnternatioηal Design

C씨tμreGoη(eretκ·e 2003(서울)， pp. 2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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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결정론

기술결정론은기술 변화와사회 변화의 관계를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이다 그단어 자체에서 느낄수 있듯이，기술결정론은사회 변화

의 작인 중에서 기술이 가장중요하다고본다 기술과사회의 관계는

기술에서 사회로그 영형력이 뻗치는 일방적인 관계이다- 그렇기 때

문에 기술결정론자들은어떤특정한기술의 영향은어느사회의 경우

나 동일하다고간주한다. 기술결정론에 따르면， 기술은사회의 외부

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기후가사회의 성격을 형성한

다’는 19세기의 ‘기후결정론’과같은 맥락이다， 이때 기후는독립적

인 요소에 해당되며 사회는기후에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못한다 기

후와 마찬가지로기술은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일방적으로사회

를 변화시킨다고보는 것이다- 기술결정론에서는기술그 자체가사

회와， 더 나아가 인간과도무관하게 발전한다고간주하며， 심지어는

기숭이 독자적인 ‘생병력’을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가장 강한

기술결정론적견해는기술변화가사회변화의 유일한원인이라고주

장한다‘

물론모든기술결정론자들이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을취하는것은

아니다 기술만이 사회 변화의 요소라고보는 업장을 ‘강성 기술결정

론(hard determinism)’이라부른다면，기술이 계급， 성 (gender), 법， 경

제 등다른요소와 함께 사회 변화를가져온다는 입장을 ‘연성 기술결

정론(soft determinism)’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강성 기술결정론에서는

기술이 역사변화의 유일한작인임에 반해서， 연성 기술결정론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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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세 기미총격전투의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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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el ， 689-741) 이 교회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들에게 주었으며， 이것

은 이들을 중세 영주로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세 영주를 중

심 세력으로 한봉건 제도가 이렇게 부상한 것이다. 결국 등자라는 작

은 기술이 봉건제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주장은 중세 기술사를 연구한 린 화이트 주니어 (Lynn White Jr.)에 의

해제기되었다5

.2 Lynn White, Jr. , Medieval Techn이081 and Social Change(Oxford: Oxf‘'ord

[그림 2-1] 등자와안장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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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결정론에 대한 기장 좋은 논의로는 Merritt Roe Smith and Leo Marx eds. ,
Does Techη01081 Dηve History? The Dilemmα of Techηologic찌 Deter

minism(Cambridge, MA: MIT Press, 1994)가 있다

술을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강

성 기술결정론챔 중에는 기술의 궤적 (technological trajectory)이 예

측 가능능찌만통제 불가능하다고보는사람도 았고， 예측도불가응

하고 따라서 기술은 독자적인 생명력을가지고 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4

기술결정론으로많이 거론된 예가 서양 중세씨대의 마구인 등자

(體子， stirrup)의 역할이다. 등자란말을타는써람이 발훈고정시키는

口규의 일종인데 등2반도입되면서 말월탄채로향1나 칼을들고

싸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국 등자의 도입 때문에 기마충격전투를
f

담당히는 기병이 부양했고， 프랑크 왕국의 궁재 샤를 마르벨(Charles



그렇지만 화이트의 주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러한설명은실제 역사의 전개 과정을무척 단순화시켰다는 문제가

었다 예를들어 등자를사용했던 프랑크족과 앵글로-색슨족중프랑

크족만이 8세기 전반에 봉건제를성립시켰다 즉같은기술이라도지

역과 환경에 따라그효과가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프랑크족이 군대

에서 등지를도업해 중요한도구로사용하기 위해셔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본샤를 마르텔이라는지도자의 존재가필요했던 것처힘 한사회

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술T1 그 사회의 변췄를 유발승까 위해서는 개

인 혹은집단적인 행위작의 선택과 행동이 있어야했다 기술은그자
e

체가 세상을 만든 것。~아니라 사람을 매개로 세상을 llj-:꾸었다고 볼

수있다~

이 예에서 보듯이 기술결정론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금은

“나는 기술결정론짜T다’라고 주장i>}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다 기술과사회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연구후니는 학자들은 기술이 사

회 변화의 많은요인중한가지라고간주한다 그렇지만기술과사회

에 대한 논의에 기술결정론이 항상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술이

가진 몇 가지 독특한특성에 잘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세상을 만든다’는

명제를 아래와같은식으로표현한뒤에 논의를전개해보자-

University Press, 1962). 특히 제1장

i 이두갑 전치형，인간의 경계 기술결정론과 기술 사회에서의 인간」， 『한국과

학사학회지J 23:2 (2001) , 157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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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 세상

일견 인간이 세상을만든다는명제는 더 논의할필요가없을정도

로딩연한상식처럼들린다 그런데 이를좀더 뜯어보면몇 가지 문제

점이 발견된다 우전 제기될 수 있는 첫번째 비판은 “연간이 세상을

만드는것”만이아니라“세상이 인간을만드는것”도고려해야한다논

것일수 있다 우리는교육， 문화， 사회， 기술의 영향을받아만들어졌

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두번째 비판으로는 인

간이 세상을만들 때， 항상 ‘무엇’을사용해서 세상을만든다는것이

다- 여기서 ‘무엇’에 해딩하는것은 정치， 법， 경제체제， 관습， 언어，

상정， 그리고기술을포함한다- 이 두 비판을아래와같이 두 가지로

표현해보7'}

세상 ... 인간

인간 ... 무엇 ... 세상

이제 이 ‘무엇’에 기술을대입해서 생각해보자

인간 ... 기술 • 사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어버린다면， 즉 인간이

기술을 만드는 것과 거의 무관하게 기술이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 이

것이 한 가지 유형의 기술결정론으로 귀결된다 이를 ‘Type 1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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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이라고 부르자 한마디로 말해서 Type 1 기술결정론은 “기술

이 연간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낳는다’는 명제

를 말한다 유조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이것이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J}동7}7} 처음 발명

되었을 때는 마차를 끄는 말의 배설물이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한 깨끗한 기술’로 추앙쨌다 이쨌‘l 심각한， 또 다른

종류의 환경오염을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예상쩨 못했던 결과였던 것

이다 t tI 、，

얘
•A

T
i키

사

i

jf
r
1
L

r
π

•
간인 (Type 1 기술결정흔)

그런데 기술결정론에는 이러한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간도 사회의 일부。f쩍， 따라서 만약 위의 관계가 더 진행되어서 기

술이 사회와 인간을 만드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영화감독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요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지신이

살아가는 세상을불편해한다 … 그런 변화속에서 자꾸만 불안해지

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기계에 의해) 조종당히는 기분이

아닐까? 기계의 발전 속에서 인간 역시 기계가되는 것은 아닐까?’라

고 현대 문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적이 았다F 이렇게 기계

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생각， 즉 기계가 마치 살아 있는 것이 되고 인

간이 기계의 부품이 되는 느낌은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한 번썩은 느

7. I선도악도아니다」， 『서울대 대학신문α(200 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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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봤을 것이다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승F는 미래는 수많은 공상과학소설과 영화의 주요 모티보} 되었

다. 이렇게 연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의 주언이 되는 것처럼 기술이

‘통제 불가능하며 ‘독자적인 생명력’을가진다고 보는 것을 ‘Type 2

기술결정론’이라고부를수 있다.

기술 • 〔인간+사회〕 (Type 2 기술결정론)

이제 이 두가지 유형의 기술결정론에 대해서 비판을해보자 Type

1 기술결정론은 기술의 예기치 않은 결괴플 강조한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시질 기술에만 있는 독특

한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기치 않은결

과를낳는경우를자주접한다 또 Type 1 기술결정론이 간과하는것

은 기술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인간의 노동이며， 기술이 사회를 만드는

과정과동시에 사회가기술을만드는과정 역시 존재한다는것이다

Type 2 기술결정론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우

선 기술이 생명력을 가지고 인간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

상과학을 현실과 혼동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의 기술은 생

명이 아니라관성 (inertia)을가지고 있다 앞에서도지적했듯이 기술

시스템의 관성은 성공한 기술이 계속 성공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술에 투자한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지 기숭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디는 병제 아래 발전된 기술결정론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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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인자로서 기술을 보는 낙관적 기술결정론과 파괴적인 인자로

서 기술을보는비관적 기술결정론으로도니뀐다. 낙관적 기술결정론

의 가끼운 예로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술사회 건설을들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산업화를통한 경제

발전과부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산엽화는 기술을통해 가능하다는 것

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이 일어나게 되고 산업이 일어나야 경제

가살며 결국은 풍요로운사회를 건설할수 있혀는 것이다.ι즉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풍용로운패를가쌀오고 그것아 1J}로 발전된

사회라고 할수 있다. 고용도로를 깔고 1분에 l대씩 자동차를 생산하

여 집집마다그것을 소짚하며 자7않으로출퇴근하고 주말이변챔
차로여행을떠나고， 집집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

너가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전화와 컴퓨터， 인터넷

은물론이요， 중학생핸되면 휴대폰한 대씩 갖고 그것으로사진 찍고

음악듣고 언제 어디서나누구와도 통화하고;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기술사회가낙관적 기술결정론에서 주장하는사회다 실제로 우리나

라만 보아도 1960년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들을 기술이 있어

할 수 있게 되었다 테크노피아(technopia， technology와 utopia의 합성

어)라는 말이 생겨나고 기술예찬론지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환경은

g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은 Sungook Hong , “ Unfaithful Offspring?

Technologies and their Trajectories ," Perspectives on Scieηce 6(1998) , pp

259-28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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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파괴되고 사회는 메말라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기 시작하였다 환경보호운동이 일어나고 기술에 대히여 회의적

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술이 언류의 가치를 위해 한 일이 무

엇인가? 인간은 과거보다 더 나아졌는가? 일찍이 미국의 작가 헨리

소로(Henry Thoreau)는 그의 저서 『월든 Waldeη'" (1854)에서 “인간은

자신이 만든도구의 도구가되었다’라고썼다 이러한비판을 대항문

화’ 또는 ‘반문화라고 일컨는데， 여기서는 대항문화의 등장에 중심적

인 역할을 한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와 자크 엘룰(Jacques

Ellul)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걸쳐 활동했던 멈포드는 그의 저서 『예술과

기술Aη and Technic.딩 (1952)에서 “마치 시속 백 마일의 속도로 어둠

속으로뛰어들고 있는유선형 열차의 만취한기관차기사처럼， 우리

는 우리의 기계장치에서 나오는속도가 우리의 위험을증가시킬 뿐이

며 충돌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험표지를 지나쳐왔다’라고 하였다 멈포드가 보기에

회된 우리의 문화는” 가장 위험한 “기계의 신화’의 포로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파시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전체

주의적 구조’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세계시장을 향한 경

쟁 속에서 산업 사회들은 자신틀에게 우위를 가져다줄 기술 능력의

발전을강력히 추진해왔으며 그과정에서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바로

기계가 다른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멈포드에게 그

와 같은탈인격회된 사회는 ‘거대기계 (mega-machine)’라는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 움직이는것이었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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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포드가전달했던 불길한 메시지는자크 엘룰의 손에서 그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그는 1954년에 출판한 『기술;，(후에 영어로 변역되어 『기

술사회』라는 제목으로 출판됨)에서 ‘기술은 이제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

고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이러한 기술의 병령에서 벗어날 수 없으

며” 인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술의 힘에 의해 떠밀려왔다고 단언

하였다- 그는 ‘기술은 그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동록 요구받는 새롭고

도 특정한 환경이 되었다 그것은 인공적이과，A율적이혜 자기 결정

권을갖고인간의 모든강섭으로부터 독립쩡이다라고없다괴

멈포드나 엘롤과 같은사람들의 저작들은묘한 역설을내포하고 있
w

다. 널리 퍼진 기술 시스템의 권력과그시스템들이 인류와자연에 대
r

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이들 비판자들은 기술의 가장 열광적인 옹호자들이 주장했던 것보다

더 높은 정도의 ‘독것}성’과 영향력을 현대 기술에 부여했다 따라서

우리는그들이 기술을사회적， 문화적 변확의 최전선에 위치시키는

만큼 그들도 기술결정론자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악관론자나 비관론지들이나다 같이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일방

적으로 영향을미치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디는 점에서는

똑같은기술결정론자들인 것이다끄

.2 Lewis Mumford, An and Technics(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Mum

ford, lbe Myth of the Machine, vol. 1, Techmα aηdHumaη Development

(Harcours Brace Jovanovich , 1966)

1& Jacques Ellul, lbe Technological Sociery(1 964; Vintage , 1967); Ellul, "The

Technological Order," Techηology and Culture 3(Fall 1962) , pp. 394~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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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르크스의 기술관

커를 마르크스(Kari Maα ， 1818~1883)를 기술결정론자로 보는 견해

가 있다깅 그러나 최근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 및 비마르크스주의자

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기술결정론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

인 볼만을 제기하면서， 기술자체보다는 생산과 노동 그리고 그에 따

른 역사적 변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기술결

정론으로해석하는 것은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깅

마르크스는 현대 사회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한 명

이다 역사상 수많은 사상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주쟁}고 이상을 피

력했지만， 마르크스처럼 이론적 논의를 념어서서 실제 세계의 변회에

11 Meπitt Roe Smith, "Technological Determinism in American Culture," in

Merritt Roe Smith and Leo Maα(eds .l， Does Technology Drive History?

lbe Dilemma of‘ Technological Determinism(Cambridge, MA: MIT Press,
1994) ， pp.1~35

객 1921년에 경제학자 알빈 한센(Alvin Hansen)은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기술

적 해석이다”라고 선언했는데， 그의 견해는 아직도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

제학지아자 철학자인 로버트 하일브로너 (Robert Heilbroner)의 기염비적인

논문 「기계가 역시를 만드는깨(1967)도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 을기술결정

론으로 규정하였다 Robert 1. Heilbroner, “ Do Machines Make History?"

Technology aηd Culture8(1967) , pp. 335~345

:u 이려한논의로는 Donald McKenzie, ‘ Maα and the Machine," 7εchnologγ

and Culture 25 (1984) , pp. 473~502; Nathan Rosenberg, “Karl Marx arid

the Economic Role of Science ," in Perψectives 1η Technology(Cam

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pp. 126~138이 있다 맥캔지의

논문은송성수편역'.우리에게기술이란무엇인가J(녹두， 1995) , 68~108쪽에
번역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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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마르크스의생애

마르크스는 1818년 프포。l센의

(Bonn) 대학과

철학에시츠1해[

마르크스에게 기술은 계급간의 투쟁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기’였

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기술을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것으로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자연 기술은계급사

921 공학기술과사회

영향을미친 인물은그다지 많지 않았다- 마르크스에 의해 설명된 공

산주의 이론과 개념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변화를 흥t한

실제척인 움직엄을촉발했으며，결국 혁병을불러일으킴으로써 새로

운 형태의 정부와경제체제를탄생시켰다 우리는마르크스가제시했

던 여러 형태의 사싱들을한데묶어 마르크스주의(Marxism)라는이름

으로부르고있는데， 여기에는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산

업화등여러주제에 대한논의가포함되어았다 특히 얘르크스는부

르주아가프롤레다리。똘착취등뜯산업평시대를기계를 λ}용한 공

장제 공엽의 시대로보뇨 있다- 이러한점과관련해 마르크스가기계

와 공장， 그리고이의 쓸현에 바탕이 되는기술에 대해서는어떠한 업
r

장을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매우흥미 있는 일이다，

마르크스의 기술에 대한 언급은 『자본론』 , 『공산당 선언』 등 그의

여러 저술들에서 발견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가 기술에 대해 체계적

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른크스는 산업화를 불러온

사회적 영향과 계급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면서 기술을 다루고 있지

만， 기술 그 자체가 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마

르크스의 기술에 대한관점을계급관계，자본주의적 착취와같은그

의 다른개념들과연관시키면서 그의 여러 저술들에서 제기된 주장들

을종합히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회에서는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 계급사회 내에서 기술은 유산 계

급(부르주애에 의해서는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혁명

계급(프활11타리아)에 의해서는 혁명의 봉기를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도 았기 때문이었다 즉 기술은 어떤 계급이 그것을사용하는가에 따

라정반대의 성격을지닐 수 있는 매우정치적인 활동 및 지식인 것이

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기술의 두가지 측면4흥 주로 첫번째의 것，

즉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기 위환 수단으로서의 기술에

대해 논의를집중했다 l #'

마르크스는 개인적부로는 그가 살던 시대의 기술에 크게 매혹되어

있었고， 그 시대 기술화 성격을 이해해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r

었다 또한그는 19세기 상업의 급격한발전에 대해서도깊은감명을

받았다‘ 새롭게 개통되거나 제작된 도로， 교량， 운하， 철도， 그리고 선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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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수많은 사람들과 상품틀을 이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토목과 운송 관련 엔지니어링의

급격한 발전을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상업자본주의의 힘의 표출

로받아들였다 실제 『공산당선언』에서 마르크스와앵겔스는이러한

기술상의 발전에 대히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백 년도 채 안되는지신들의 지배 기간동안과거의 모든

세대들이 이룩해냈던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해

냈다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정복， 기계장치‘ 농업과 공업에 대한 화학의

응용， 증기선을 이용한 항해， 철도， 전신， 대륙 전체에 대한 개간， 하천을

관통하는 운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듯이 불어난 인구-이런 생산력이

기능하려라는것을 이전의 어느세기가 알아차렸을까?단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자동적으로 사회의 발

전을 가져온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기술과 그에 기반

을둔 생산력의 발전이 인류 전체 문명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지본가들의 생산과 상업 체계의 확쟁11 훨씬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

았기 때문이었다. 기술적 진보의 결과물틀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공

대중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술 발전에 숨겨져 있

는 실제 원동력은 몇몇 개인의 ;;<)본 축적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즉마

.ti Karl Marx and Frederich Engels, The Commuηist Manifesto(Arlington

Harlan Davidson, 1955) ,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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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스에게 당시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일부분에 해딩하는 자본가들

의 부를늘려주기 위한수단으로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의 기술과 기계제 공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당시의 기술과 공장은 부르주

아가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가저술활동을시작할당

시 가장 대표적인 공장이었던 방직 공장의 경윈·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 보잘것없는 금액의 보수를 받으며'~l-루어1112치간이상노

동해야만 했다 마르량에거!] 01와 같은짧태를 불러온 기술과 공장

은다름아닌 계급 억압의 수단으로비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마런스까기술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찌고 있

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 역시 기술적 발전에 의해 인류의 문병

이 상당허 진보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고， 그에게 문명의 진

보는 긍정적인 변화킴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던 기술은 부르주아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술이었

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는 당시 혹은 미래의 기술과 관련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주。썩 기술을 파괴하거나 중단할것을요

구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문제를 당시 기술의 성격， 그리고 소유권

과 통제권을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르크스는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발전이 소수의 지본7}가 아닌 다수의 대중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과 개발

수단의 소유권이 자본가에서 사회 전체로 이전되어야함을역설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기술의 소유자가누구인가에 의해 기술이 긍

정적인가부정적인가를판단했다 여기서 기술의 소유자란기술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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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방향을 결정히는 데 지배적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나단체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 변화의 방향은 기술의 소

유자가 추구하는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고， 당시의 기술은

바로 부르주아의 이익만을 위해 발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문제들이 모두사라질 수 있

을 것이라 믿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기술이 대중들과 사

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

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기술

을 소유하게 될 때 가장 긍정적인 방향의 기술적 발전이 달성될 수 있

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르크스의 기술에 대한 업장은 이후에 어떻게 이

해되고 있을까?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적 기술관을

기술결정론의 일환으로 이해히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실제로 한저

작에서 “손방아는 봉건 영주의 사회를 낳고 증기방아는 자본가의 사

회를 낳는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객 이 구절은 마르크스주의를 기

술결정론으로해석하는근거가되어왔다 이밖에도 마르크스는 ‘쟁산

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 구조를 구생한다’‘ ’‘ 물질적 생활의 생

산양식은사회적， 정치적， 지적 생활의 일반적 과정을조건짓는다「라

고 함으로써 생산력의 기반인 기술이 사회 변화의 일차적 요인이라는

기술결정론적인해석의 여지를더욱넓혀놓은것이 사실이다.

그러나앞에서 지적했듯이 최근에 와서는마르크스의 저작중상당

15. Karl Marx, The Paveηy o!Philosophy(Newyork, 1971) ,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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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단순한기술결정론으로 해석되기 어려운내용을 답고 있다는주

정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마르

크스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 변화얀 기계제 대공업

을설명함에 있어서 기술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는， 반대로 부르주。}가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기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단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에게 역사적 발전을 결정짓는 것은찌술자체의핸화가 아닌

그로부터 파급된 생산력의 발전과그것향F용핸 계급간의 갈등이

고꺼러한점을고려한샅면 마런스의 기술관을기술결정론과 동일

시승F는것은문제가 gi는해석이라고 할수 있다
t

마르크스를 기술결정론으로 해석하는 주장자즐은 ‘생산력 =기술’

이라는 등식에 입각해서 대부분의 논의를펼쳐왔다， 기술결정론적 해

석을 반대히는 비판것판도 앞서 지적한 대로 생산력의 발전이 마르크

스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의 변통 요인입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은 마르크스의 경우 생산력이 기술， 기계뿐만 아니라 노동자

의 노동력，숙련지식，경험까지도포함하는개념이라는점을들어 기

술결정론자들의 주강의 기반인 생산력과 기술은 동일하다는 등식을

반박하고 있다 생산력이 인간의 노동을 포함한다면 이는 역사의 변

동 요인a로서 의식적인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술

결정론과는상딩히 거리가먼 주장이 된디는것이다1!i

1!i 특히 McKenzie, ‘Marx and the Machine"이 마르크스의 기술관을 기술결정

론으로보는시각을강도높게비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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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술결정론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다

면 마르크스주의적 기술관은 기술과사회를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어

떠한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 마르크스는 기술이 어떠한 계급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가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동시

에 담당할 수 있디는 점을 주장했다. 이는 기술이 정치적인， 조금 더

넓게 보아서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디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기술적 활동 역시 사회적인 활동이며 사회

적 관계와 기술 변화가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

는 관계에 있읍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인 기술관은

우리에게 기존의 기술이 어떻게 존재해왔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제시해줌으로써 미래의 기술 구조

를 재정립하는 데에도도움을줄수 있다

2-4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기술결정론을비판하는 논리 중하니는사회가기술을구성함을 보

이는 것이다“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따 construction of technology,

SCOT)’은 바로 이렇게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기술 변

화의 과정에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문화적 요소가개입하는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사회적 과정의 일종이라고 주장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펀치 (Trevor J. Pinch)와 바이커 (Wiebe E

Bijker) 같은 과학기술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것으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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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학에서 비롯된 사회구성주의를 기술의 영역a로 확장시켜，

과학적 사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기술적 언공물도사회적

으로구성된다고 보는것이다

‘기술이 사회적으로구생된다’고주장하는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철학적인 사고를 해보자. 무엇

이 기술적 발전을 추동하는가? 왜 우리는 150볼트가 아닌 110볼트

또는 220볼트 전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했때 많은 사함들이 비행

기가 발전해치 결국 누T나 소형 재냉웰행기를 갖께 될 것이라고

예상했혐1도 불구하고/어째서 비행기의 크기는 커졌는m 자전거가

처음 만들어진 19세7(말에는 다른 형태의 자전거도 많이 있었는데

어째서 다이。쁨드형삼의 틀과고무타이어를쓰고두뼈의 려가

비슷한안전 자전거 (safety bicycle) 모텔이 지금은보편화되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4상식적인 답은 대체로지금 우리가쓰는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다

른 것보다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사실 우

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이란좋은 것， 합리적인 것， 추구해야

할 것， 섬지어 운병지어진 어떤 것을의미한다 그렇지만이런 관점은

논쟁적인 기술을 분석할 때 문제를 발생시킨다 핵무기와 독가스도

효율적인 기술이라고볼 수 있을까? 인간복제 기술도 필연적인 것으

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인7}? 이런 기술들모두가다른기술과의 경쟁

과 승리해서 오늘날우리가가진 기술이 되었는가?지금우리가가진

기술이 다효율적인 것이라면， 왜 재앙에 가까운기술적 실패가종종

발생승F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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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정론에서는 기술의 발전은 물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이미 기술 속에 결정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 기술 발전의 궤적이 이미 기술 내에 결정되어 있다는 식의

‘본질주의 (essentialism)’를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대신， 기술의 사회

적 구성론은 기술의 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회 집단틀을 강조

한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을 정립하는 데 선구적인 논문을 쓴 펀치

와 바이커는 자전거의 변천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의 구성 과

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끄 자전거의 발전 과정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전거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집단이다 여기에

는자전거를 만든 기술자， 남성 이용자뿐 아니라여성 이용자， 스포츠

자전거 이용자， 심지어 자전거 반대론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특

정한 자전거 디자인에 대해 그들 나름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자전거 이용자들은 56인치짜리 커다란

앞비퀴가 달려서 페달을 밟는 것이 운동이 되는 모텔을 좋아했다 그

렇지만 앞바퀴가큰 자전거는 치마 입은 여성 이용지틀을 위해서 특

별히 설계된 모텔을개뺨야 했는데， 당시 여성틀은 보통 긴 치마를

lZ Trevor F. Pinch and Wiebe E. Bijk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Facts

and Artifaα-s: Or How the Sociology of Science the Sociology of Tech

nology Might Benefit Each Other," Wiebe E. Bijker, πlomas p. Hughes,
and Trevor J. Pinch eds. ,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αrections in the Sociology aηdH1αtoηI of Tech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1987), pp. I7 ~50 이 논문은 송성수 편저 ,
「과학기술은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생되는가，(새물결， 1999). 39~80쪽에 번역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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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2-3] 앞바퀴까큰 초기의 지정거 모덜

업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전져의 발달을 이를 둘려싼 사회 집단의 맥락 속에

서 분석해보면， 자전거의 초기 발전 단계는표준 자전거로의 단선적

발전을 반영한다기보다오히려 인공물(artifact)과 사회 집단， 그리고

풀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의 분산된 네트워크를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공기 타이어가 자전거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

만， 초기에는이무도 공기 타이어가자전거 설계에 없어서는안될 요

소라고 생각지 않았다 기술자들에게 공기 타이어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였고， 스포츠자전거를즐겼던 사람들에겐쿠션을제공하는공기

타이어가오히려 불필요한 것이었다. 큰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

내리는스포츠자전거를타던 사럼들에겐타이어가아닌 자전거의 용

수철 프레임이 울퉁불퉁한길을지나는 문제를 해결해주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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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치마 때문에 앞바퀴

가 작은 자전거를 선호하던 당시

여성들

다 이렇게서로다른사회집단은자신의이해관계에따라동일한기

술이 지니고 았는 문제점을서로다르게 파악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다르게 제시한다 그러므로기술이 발전히는과정에서 사회

집단들사이에는그 기술이 가진 문제점과해결책이 다르다는점 때

문에갈등이발생한다

이려한갈등은집단적이며，사법적， 도덕적， 정치적 성격을가지는

협상이 진행되는매우복잡한과정을거쳐 결국 어느정도 합의에 도

달한 기술적 인공물의 형태가선택된다 이처럼 논쟁이 종결되는단

계， 즉 안정화단계에 이르게 되면 관련된사회 집단틀은자신들이 설

정한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인식하게 되며 이전괴는다른차원의 새

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초기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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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크가 안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논쟁의 종결。l

일어나는 것일까?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자들은 안전 자전거가 더 효

율적이어서 자전거 디자인에 대한 ‘합의’가일어난것이 아니라.자전

거 경주와 같은 외적 요소가 논쟁의 종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당시에 자전거 경주가사람들의 관심을끌면서 공기 타이어를

장착한 안전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보다 빠르다는 것이 경주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자전거 설계에써 중요하계 고려되지

않았던 속도가자전거의j가장중요한 특강용로새로이 부각되었는데，

그 결과 자전거 설계에서 속도가 다른 특정들보다 중요해졌고， 이는
/

속도를 더 낼 수 있는암전 2댄거 쪽으로 경쟁을 종결시키는 방향으

로나아갔다는것이다-

기술 디자인을 종결하는 데 중요했던 또 다른 요소는 여성 자전거

애호가들이었다 자천거를 격렬한 스포츠로 여기던 남성틀은 큰 앞바

퀴가 있는 자전거를 선호했지만， 여성들은치마라는 복장 때문에 앞

바퀴가 작고 타아어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 안전 자전거를 선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천 자전거가다른자전거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은

기술적 논리(가령 효율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최 집단， 이들의 이해

관계， 그리고 지천거라는 인공물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니온 여러 가

지 우연한사건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안전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담론은 논쟁이 종결된 후에 그 과

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재구성되었디는 것이 펀치와 바이커의 주장

이다

이를 조금만 일반화시켜보자- 기술적 인공물을 둘러싼사회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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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만들고 판매하는 엔지니어와 기업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유형의 소비자도 있다 。l 각각의 사회 집단은 어떤 한 가지 기

술과 관련해서 지진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틀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문제 각각에는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식a로해결할수있다는점을 기

술적 유연성 (technological flexibility)’이라고부른다 이런 다양한유연

성들은기술을툴러싼사회 집단들사이의 해석차와갈등으로나타나

는데， 이러한 갈등응 핵심적인 문제가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해결됨

으로써 해소되며， 그 결고}는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논쟁의 종결은 기술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는 기술을둘러싼사람들사이의 일종의 합의 과정이다 즉 기술의 방

향， 내용， 그 결과가사회 그룹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사회적으로구

성되는것이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 기술결정론의 한계를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다양한 학문적， 실천적 배경을가진 연구지틀에 의해 비판

을 받아왔으며，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의 대표적 연구자인 핀치와 바

이커는 이러한비판에 적극적으로대응해왔다 이와 관련된 주요 논

점은다음의 세 가지로요약될수있다잭

1lI 이에 대해서는 송성수r:사회구성주의의 재검토 기술사와의 논쟁을 증심으

로J， 「과학기술학연구」 제2권 제2호(2002) ， 55~89쪽을 참조했다 송성수는위

논문에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social shaping of technology) , 기술의 사회

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 행위자 연결망 이론(aα: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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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 취하는 방법론이 너무 형식적이라

는점이다 즉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사회 집단이나행위자들이 특

정한 인공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 후 종결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

술철학자위너 (Langdon Winner)는 이러한방법론이 서로다른기술에

대해서 향상 같은 식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됨풍 비판하면서， 이를

‘상상력이 부족한 대학원생’에게나적합한 방볍론이라고혹평하였으

며， 자전거의 역λF를 오랭통안 연구한 닉r콜레이턴(Ni~k Ciayton) 같

은학짜λ팩적 구생흙이 기술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깊게 즙니슨 데

실제로 기여한 B까 형다고 주정하였다 그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자의적인 개념화가이루어지며，특정한개념에 맞추기 위히여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역사적 자료가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고있다는점등을흘어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을비판하였다12

둘째는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 기술의 출현에 중점을두고기술의

영향에는 무관심하다는점이다 즉 특정한 기술이 선택된 이후에 그

network thearγ) , 기술 시스템 접큰(technological system approach). 페미

니스트기술학(feminist t앙hn뼈gy studies) 등을포괄히는 자회구성주의 기

술학’ 이라는표현을썼으나여기서는 기술의 사회적 구생혼으로 바꾸어 표현

하였다 기술의 사회척 구성론이 사회구성주의 기술학의 대표적인 이론이기 때

문에 이와같이 표현을바귀팩도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12 Langdon Winner, "Upon Opening the Black Box and Finding It Empty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Philosophy of Technology," Seierκe，

Technology aηd Human vi:‘,lues 18 (1993) , pp. 362-378: Nick Clayton,
“SCOT: Does It Answerζ" Technology and Culture 43(2002) , pp

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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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개인의 경험이나사회적 관계를 변경하는 방식은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자플

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몇몇 사례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아커는 처음 개발된 형

광등이 확산되면서 새로운사회적 문제가등장하고이를해결하기 위

하여 다른 유형의 형광등이 발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

술사학자 로널드 클라인(Ronald Kiine)과 펀치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포드가 생산한 모델 T 자동차가 처음에는 운송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농촌지역에 확산되면서 다른기계를작동시키는동력의 역

할도 담딩했다는점을강조하고 있다잭

셋째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 기술 변화에 수반되는사회 구조나

권력 관계를 무시하며， 기술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에 대하어 불가지

론적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 기술 변화

에 대한서술과설명에 그치고 았으며， 기술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재

정립할 것인7}에 대해서는 무관섬하다는 것이다. 비판2낱슬은 기술학

의 핵심적인 문제가 “기술이 어떻게 구생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 중심적인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 Wiebe E. Bijk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Fluorescent Lighting, or How

an Artifact Was Invented in Its Diffusion," Wiebe E. Bijker and]ohn Law,

eds. ,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ηge(Cambridge， MA: MIT Press , 1992) , pp. 75-102: Ronald Kiine

and Trevor]. Pinch, “Users as Agents of Technological Change: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Automobiles in the Rural United States," Tech

nol앵y and Culture 37(2002) , pp. 76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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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을어서 뚱랙터로쓰인 포드 T 자동차광괴1917년)

그러나 구성론지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문제에 천적으로 무관심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들어 바이커 및 존 로(John Law)는 ”기술

이 지금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자신들의 핵심 관심사라고 주장하

고 있으며 , lJ}O]커는 구성론지들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onstructive

technological a잃않ment)나 과학기술학의 중등교육 확샌1 관여하고

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의 미래를 ‘퍼 좋은사

회에 공헌히는구성적 과학기술학”에서 찾고 있다깊

걷1. Wieber E. Bijker and John Law, “General Introduction ," in Shaping

7강chnoiogyjBui이'dit영 Society,pp, 1-14 구성주의 기술영향평가에대해서는

A. Rip, T. J. Misa, & J. Sehot eds., MaηaglηR 1강'chnology in Society: Tbe

Approach of 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ηt(London: Pinter,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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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7}해진 또 다른 비판은사회구성론자들이

개별 기술에만 관심이 있을쁜기술 시스템의 발전과 같은 주제를 무

시한다는 것이었는데， 다음 철에서 기술 시스템 이론을 살펴본 뒤에，

이렇게 서로 다른 이론들의 취약한 점을 보완해서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총체적으로 뻐}볼수 있는개념적 툴을생각해보자.

2-5 기술 시스템과모멘텅

앞에서 살펴본기술결정론과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의 대안으로등

장한것。l 미국의 기술사학자토머스휴즈(Thomas P. Hughes)에 의해

제안된 기술 시스템 (teehnoiogieal system) 이론이다 휴즈는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주;상하는 기술결정론이나반대로

사회가기술을탄생시킨다고주장하는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둘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며，사회는기술 형성에 영향을줄뿐 아니

라 또한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점에 근거를 두고 기술시스템

이론을전개시켜나가고있다.갚

우선 그가 제안한 기술 시스랩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술이 발전하

면서 아전에는 없던 연관이 개별 기술틀사이에 만틀어지는데， 이를

n Thomas p. Hughes, Netwoκf<s ofPower: Electrificatio η in Western Society,
1880-1930(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 Hughes,
“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in Social Construction

ofTechnoiogy, pp. 51-82 이 글은송성수편저，과학기술은사회적으로어

떻게 구성되는가，(새물결，1999)， 123-172쪽에 번역되어 있다

2 기술과사회를바라보는관점들 I 109



보다 분병히 이해하기 위해서 산업혁명의 예를 들어보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증기기관은 광샌1서 더 많은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굉산 갱도에 고인 물을 더 효율적으로 퍼내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그 용도

에 사용되었다 증기기관。1 광샌1 융용되면서 석탄 생산이 늘었고，

공장은 수력 대신 석탄과 증기기관을 통력원으로 이용했다 이제 광

산과 도시의 공장을 연결해서 석탄을수송하기 웬한새로운 운송기술

이 필요해졌으며， 철도는 이러한 필요를 충좋시킨 기술혜었다 이렇

게 광산기술， 증기기관， 공장， 운송기술이말전하면서 이 개별 기술들

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갚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비슷한 발전을 철

도와전신의 경우에도댈수 있다 철도와전신은서로독립적으로 발
f

전한 기술이었지만 흔 서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우선 전신선이 철도

를 따라놓이면서， 철도 운행을통저1승R긍 일을 담당했다. 이렇게 철도

운행이 효율적으로롱제되면서， 전신은곧 철도회사의 본부와지부를

연결해서 상부의 명령이 히부로 효율적으록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했

고， 이는 회사의 조직을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위계적으로 만들었

다. 철도회시는 전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전신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증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기술이 연결되어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을휴즈는 통찰력 있

게 파악하고 ‘기술 시스템’이란 개념을 정교하게 주장했는데， 휴즈는

에디슨의 전력 시스템의 예를 들면서 기술 시스템의 개념을 설병했

다 전신과 축음기의 발명에서 볼수 있지만， 에디슨은 발명에 천재적

인 소질을 가진 발명가였다 그렇지만 그가 기술λ에서 차지하는 위

치는 단순한 발명가를 뛰어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전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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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ε6J 에디슨의 앤로 파크 영구소와 연구월들

을 건설한 ‘시스템 건설자(system builder)’이기 때문이다 전력 시스

템이 전등과 디흔 점은， 전력 시스템은 전기의 생산， 송전， 소비， 측정

기술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술 시스템이리는 데 있었다 에디슨은

전기 생산을 위해서 당시 장난감 수준에 불과한 발전기를 수천 개의

전등을 컬 수 있는 발전기로 개량했고， 송전을 위해서 3선 송전 빙식

을 만틀었으며， 소비를 위해 수명이 긴 진공 램프를 발명했다- 이 램

프의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는 천 가지 이상의 물질을 테스

트해야 했다 또 그는 전기화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의 소비를측

정하는 미터기를 개발했다 이 복잡한 일련의 작업들은 벤로 파크

(Menlo Park)에 있던 그의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원들의 공동 작엽으

로진행되었다장

휴즈는 에디슨의 전력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일반화해서 기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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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특성을 개념화했다 우선 중요한 점은 기술 시스템이 물리적인

얀공물의 집합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 시스템은 회사， 투자회

사， 볍적인 제도， 정치， 과학， 자연자원 등 무형 인공물까지 전부 포함

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술 시스템에는 기술적인 것(the techni떠I)과

사회적언 것(the social)01 결협해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 시스템은 사회기술 시스템 (sociotechnical sy.값em)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회기술 시스템의 특정은 그 시스템악t구성 요소호 기능하는

하나하나의 인공물이 댈 인끓들과 깅껄때 상호l작용을 하며

모든 인공물은 시스댐 렀체의 목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

일 하나의 구성 요소까 시스템에서 제거되거나 그 특생이 바뀐다면

시스템 내부의 다른 요소들도 그에 따라 특성이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등 및 전력 시스템에서 저항이나 부하가 변하면 그에 따라 송

전， 배전， 발전 부문쩍 구성 요소들도 변하게 된다.열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투자은행의 전략 변회는 전기기기 제조

업체의 판매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요소사이

에는 시스템적인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았다. 예를 들어 한

전기기기 제조업체가 말전소를 매수히는 데 만약 투자은행이 막대한

II William S. Pretzer ed. , Working at Inventing: Thomas A. Edison aηd the
Meη10 Park Experieηce(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쩍 전기 에너지의 특성상 각 순간마다 발전되는 에너지와 소비되는 에너지는 같아

야 된다 따라서 부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면 그에 따라 발전기의 제어 시스템

이 작통되어 발전량을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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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했다면 투자은행은 틀림없이 제조업체와 회사를 공동으

로소유하거나겸직 이사진을두어 제조업체의 기술 개발아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며. 이를 통히여 투자은행과 전기기기 제조업체

사이에는긴밀한상호작용을유지하게 될 것이다

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틀이 이와 같이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의 특성은 시스템 전체 속에서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전등및 전력회사의 관리 구조나조직 형태는 거대한전력기

술 시스템 안에서 어떤 기술이 새로이 등장하고 어떤 기술이 무대 뒤

로사라지느냐에 따라한 부서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통

시에 기술 시스템 내의 관리자들은 종종 관리 구조나조직 형태를 뒷

받침하는 기술적 요소들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전력회사

의 관리 구조는 발전소가 시스빔 내부에서 차지허는 경제적 역할을

반영하는 반면， 발전소는 그 기업의 관리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

계된다 또한 한 기업에서의 기술적 하드웨어의 구조는 그 기업의 사

업 전략과상호작용을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성 요소들사이의 다양

한 치원의 구조와 전략이 기술 시스템을 구성하며 그 시스템의 스타

일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개편 과정에

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한국전력이라는 거대

한 조직이 몇 개의 발전회사 및 송배전회사로 분리되면서 전력 시스

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

앙집중식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이 분산 시스템으로 비뀌어 나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수 있는 분산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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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맞는경쟁적인 경영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볼수 있다건

두번째로 기술 시스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기술 시스템은 대략 네 단계를 거치며 진화한다 첫번째 단

계는기술시스템이 탄생하고성창하는발명， 개발， 혁신의 단계이며，

두번째는한지역에서 성공적이었던기술시스빔이 다른지역으로이

동허는 기술이전의 단계이고， 세번째는 기술 사쓰템을 λ꿰에 경쟁이

벌어지는단계이며， 마지막은이 경쟁에서 총리한기술‘시스템이 모

벤텀 (momentum)을젠고공고화되는랬l이다

이렇게 기술 시스떻의 진화를 몇 7까 단계로 바는 것은 각각의

f
r

1) 기술시스템의탄생

i
2)기술이전

i
3) 경쟁과성장

•
4) 공고화 모벤텀의 획득

15.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파트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중부발전(주J.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
전력정보센터로 분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았다 이려한 분산 체

제에 따라 전기 생산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새로운

기술이 소형 발전 시스멍이다 산엽체별， 아파트 단지별， 각 가정별로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하며， 모자라는 전기는 송전선에서 받。냥고， 남는 전기

는 전력회사에 피는 분산 발전 시스댐에 대한 연구 개발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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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고유한특성을더 잘 이해할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올 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 초기

발전을 추진하는 기술지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술 시스템의 경쟁

단계에서는 기업가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상하며， 시스템이 공고

해지면 지문 엔지니어 (consulting engineer)와 금융전문가의 역할이 중

요해진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기간에 독립적인 전문발병

기들에 의한 획기적인 발명이 많았으며， 이러한 발명 중 대부분이 주

요한 기술 시스템을출발시켰다 이 초기 시스템의 대부분은 나중에

대기업。l 장악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시스템은 안정화되고 모벤텀을

얻었다

주요한 기술 시스템을 출발시킨 대표적인 독립발명기들과그들의

발명품을 예로 들어보면， 벨(Alexander Graham Bell)과 전화， 에디슨

과 전등 및 전력 시스템， 터1슬라(Nikola Tesia)와 교류전동기， 피슨스

(Charles Parsons) 빛 드라발(Karl Gu앞af Patrik de Laval)과 증기터빈，

라이트(Wright) 형제와 비행기.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와 무선

전신， 안쉬츠 캠페(H. Anschutz-Kaempfe) 및 스페리 (Eimer Sperrγ)와

자이로콤파스유도제어 시스템， 제펠린(Ferdinand von Zeppelin)과 비

행선， 그리고휘툴(Frank Whittie)과 제트엔진이 있다 이들 발명가중

에는초기의 기술 개말단계를넘어 기업가로변신한사람도있고그

렇지 않은사람도있다‘ 전화기를말명한벨 같은경우는그의 발명으

로부터 막대한수입을얻은후에는발명가로서의삶을그만두고여생

을편히 즐기는쪽을택했다 그러나스페라，에디슨， 마르코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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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긴 기간동안자기가발

명한 것들을성공적으로사업화시키며 직접 사업을 이끌어나갔다- 이

런 기술자들은 발명에도 능하고 동시에 사업에도능한시람이라는 의

미에서 ‘발명가 겸 기업가(inventor-entrepreneur)’라고 불린다. 01와

같이 발명7}가자신의 발명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번창하는 회사

로 발전시칸 경우도 있었지만， 발병가가 직접 설랩하여 운영한 회사

의 상딩수는 망했고 이런 경우에 발명기는 창업과 독립올 반복히는

상횡을 겪곤 했다 이들폈l는 이런 과정옳 반복하다가 기술상담역

으로 활동하거나소규똥 연구개발회빨설립한사람도 있었다 이는

기술 시스템의 진화 과정에서 핵심척인 역할이 바뀌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각각의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다르다 첫번째 시

스빔의 성장단계에져는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기술이전 단계에서는 서로 디른지역들 사이의 문화적 , 제도적， 법률

적 차이를 이해히는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 경쟁 단계에서는 ‘역돌출

(reverse salient)’이라는 문제를해결히는것이 매우 중요하며， 마지막

으로 시스템이 성장하면 이윤 증가와 시장 장악이 중요해지고， 따라

서 기술자보다매니처와금융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 중 역돌출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자- 통상적으로돌출은기하학

적 도형이나， 전투에서 최전방의 전션， 혹은 일기 예보를위한기상에

서 사용되는전선 등에서 튀어나온부분을일걷는말이다 그런데 기

술시스템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역돌출은 거꾸로시스템의 다른요

소들에 비해 뒤처져 있거나다른요소틀과제대로상호작용을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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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요소를 말한다약 예를 들어 1890년대에 절정에 달했던 직류

와교류시스템의 전쟁에서 직류는송전선의 열손실 때문에 전력 송선

반경이 매우짧아 전기를 멀리 보낼 수없다는 역돌출이 있었고， 반면

에 교류는 그 당시 공장이나 전차에서 많이 쓰이던 전동기가 발명되

지 않아 그 사용이 제한되어 았다는 역돌출이 있었다 이렇게 역돌출

이 분명해지면 많은 엔지니어들이 。l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시키게 된다 직류의 문제는 5선 송전 시스템 (5-wired system)으

로 부분적으로 해결되었고， 교류전동기는 테슬라에 의해 발명됨으로

써 그 역돌출이 해결되었다-

20세기에 세워진 기업의 연구소는 이러한 역돌출을 조직적인 연구

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엽， 전화회

사의 역돌출은 장거리 전화의 신호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다

는 것에 있었다. 벨 전화회사는 연구활동을 이 문제에 집중시켜서

1900년에 가는 코잎을 꼬아 만든 장하코일(loading coil)을 발명해냄

으로써 신호의 감쇠를 줄일 수 있었다 벨사는 이를 가지고 뉴욕-시

차고 장거리 전화를 개통했다 그런데 。l 장하코일을 가지고도 뉴욕

캘리포니아 장거리 전화는불가능했으며， 회사의 연구진들은 이 새로

Mi 역돌출은 불규칙적이고 동적인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bottleneck)

과 같은 보다 고정적이고 시각적인 개념보다 시스템에 더욱 어울리는 말이다

역돌출이라는 용어는 확장되는 시스템 내에서 주의를 요하는 요소를 묘사할 때

λ냉되는 다른 개념들， 예컨대 지연 요소(drag) ， 잠재적 한계 (limits to poten

tial) , 긴급한 문제 (emergent friction) , 시스범 효율(systemic efficiency) 같

은용어들과 비견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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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역돌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증폭장치를 발명하는 일에 몰

두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드포리스트(Lee de Forest)가 발명한3극

진공관을사용해서 해결되었고.1915년에 벨 사는뉴욕 캘리포니아

장거리 전화를 개통했다.갚또 디론 기업 연구소인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연구소의 엔지니어들과과학자를은 연구소가설립

lJ.. James E. Brittain, “The Introduction of the Loading Coil: George A

Campbell and Michael I. Pupin," Techηology and Cμμure 11 (1970). pp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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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00년경에 전등 및 전력 시스템에서 나타난 역돌출을 해결하려

고 노력했다 이 역돌출에는 백열전구의 필라멘트 및 진공의 개량. 수

은증기를넣은전구의 기능향상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쩍

지금까지 기술적인 역돌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역돌출은 기술

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시스템의 조직이나 재정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역돌출이 성격상 시스템의 조직이

나 재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은 창의적

인 해결책을제시하는 전운관리자나 재정7까될 것이다 즉 기술시

스템의 경쟁과성장 단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역돌출은 그 유형에

따라발명가， 엔지니어， 관리자， 재정가， 법률가등다양한문제 해결

시틀을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시스템은오랜기간의 성장과공고화를거치면서 모벤텀을가

지게 된다. 기술 시스템은 그 속에 수많은 기술적， 조직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속

도로 성장해 나간다 높은 수준의 모벤텀을 가진 시스템은 마치 운동

히는 물체가 가지는 관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기술 시스템에서

이러한 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스템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았는 조직과 사람들이다. 전력 시스멤의 경우플 보더라도 현재와 같

은 높은 수준의 모벤텀을 가진 시스템으로 성장승}는 데 정부， 전력회

사， 전기기기 제조업체， 건설업체， 기업 연구소와 정부 연구소， 투자

깅~ George Wise, Willis R Whitη잉 Geηeral Electric & the Origins of us
lnd:ι51η'aIRese.αrch(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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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은행， 대학의 전기공학과， 전기학회와같은전문단체 등이 크

게 기여했다 말명가， 엔지니어， 과학자， 경영에 참가한 메니저들， 기

엽가틀， 주식에 투자한투자자들， 공무원， 심지어 정치가까지 모두 전

력 시스템에 모멘텀을실어준것이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지금의 지동차는 개별 기술이

라기보디는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부를 만하다‘섹 시스템은 자동차

디자인 및 연구， 핵심 부품및 기타사양， 도로*도시 -토목 공학， 국토

개뺀1 관한장딴 계령， 도시 구조， 주몇구조 주유，정유 체계 신

호 체계， 주차 등 수많윤 제도와 인적 자본이 얽혀 있는 시스템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꺼1금 미국의 직장 중 20%7} ;;<.똥차 시스템을

만틀고 유지하는데 필요한직장이라고보는사람도있을정도다 자

동차가수많은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체 교통수단이 발달

되지 않았던 이유도'7.}동차시스템이 엄청난모벤텀을가지고있다는

사질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시스템의 모벤텀은바로자동차시스뱀

의 생산과유지를위한 일을하는수많은사람，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고할수있다

높은 수준의 모멘텀을지닌 성숙된 기술 시스템들은관성에 의해

자신의 발전 경로를흔들림 없이 밟아나가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현대의 자한집약적인기술시스템들은쉽게 제거될 수 없는 많은 수

의 대규모인공물들로이루어져 있어 외부요인이나주변환경으로부

터 쉽게 영향을받지 않을뿐 아니라오히려 필요에 따라그것들을시

스템 안으로홉수시키고，만약흡수되지 않고 확장에 방해가되는주

변환경이 았다면 그 힘을 축소시켜버리는막캉한힘을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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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와 같이 높은 모벤텀을 가진 기술 시스템은자신의 ‘궤적

(trajeα。ry)’을 형성해 나간다.

기술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의

통제를 거역하고 인간을지배하는 듯 보인다. 기술 시스템 태동과 발

전을 주도해온 미국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의 기술 시

스템은 정부가 이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툴게 되었다 대공황 기간 동안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시를 출범시켰는데， 이 기구는 광

범한 테네시 강 유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자

금 지원， 설계， 건설， 운영까지 전 측면을 담당한 프로젝트였다 。l로

써 미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현대 기술의 모텔을 제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미국은전례가 없는 막대한자원을 역시 전례가없는규

모의 기술 시스템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잊 1961년에 아

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모벤텀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미국 국민들에

게 경고했을 때， 그가 경계 대상으로지목했던 것은 맨해튼 프로젝트

를 모델로 한 거대 군비생산시스템의 부상이었다 1980년대 들어 레

이건 행정부가 추진했다가실패한 전략방위계획(SDI) , 일명 ‘스타워

스 계획’은가장최근의 군산(학)복합체의 사례를보여주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7}λ에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은 정부가 관련된

~ Richard G. Hewlett and Oscar E. Anderson, Jr., The New Tν'orld， 1939

1946(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2) , pp. 624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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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멈포드의 「기계의신화j

기술프로젝트및 시스뱀의통제되지 않은파괴성이 내포하는위협을

많은 사람들에게 극명응}게 드러내 보이는계기가 되었다‘ 뒤이어 벌

어진 핵무기 억제를위한 노력들이 실패로돌아가면서 그와 같은우

려는더욱높아졌다 r칩묵의 봄Silent Spriη'g~ (1962)을 쓴 레이첼카슨

(Rachel 1. Carson)과 그녀의 뒤를 따른 많은사람들은대규모생산기

술。1 ψ1하는 환경적 비용에 대한 우려를증가시켰다- 그리고 베트

남을황폐화시키는데 동원된 군사기술은그간 증가해온반발을정점

에 올려놓은기폭제가되었다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등장한

1960년대의 반성적 급진파들은현대 기숭을 공격했고 그와 연관된

질서， 시스템， 통제의 가치에 비난의 화살을퍼부었다 대항문화는기

계적얀 것 대선에 유기체적인 것， 중앙집중화된 시스템 대선에 작고

아름다운기술， 질서 대선에 자발성， 효율성 대신에 공감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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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이자 사회비평가인 폴 굿먼(Paul Goodman)과 급진적 철학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Herbeπ Marcuse)를 비롯한 대항문화의 지적 영

도지들은 지신들의 공격 대상을 기술적 합리성과 시스템에 정조준했

다 대항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기술과사회에 대한 비

판적 우려를표명한바 았던 멈포드 역시 1960년대에 거대기계 (mega

machine)에 관한 『기계의 신화TheM)ιh oftheMaιbine~(1967)라는 책

을 썼다. 엘룰도 기술시스템을비판했는데， 그와멈포드는 이러한기

술 시스템이 역사의 경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이들

초기 기술철학자들은이러한거대 기술시스템의 특성을인지하고이

를 ‘독재적 기술’이라는개념으로표현했다

무척 복잡한 기술 시스템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시스탬 빌더 (systemcbuilder)’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스

템이 성숙해지고 복집해지면서 그것이 세분화되고 잘게 쐐져서 그

각각이 전문가들에 의해 디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화와 피편화는 종종 전체를볼 수 없게 만들어 큰 사고를 불러일

으키게 되고이 경우그에 대한책임이 실종되는결과를낳기도한다

이렇게 기술 시스템이 낳는 위험에 대한 분석은 현대 기술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 책의 후반에서

더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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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학기술과사회의 관계에 대한종합적 관접

지금까지 살펴본기술결정론과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대한비판

을토대로기술과사회를바라보는포괄적인이론틀을만들어보자.

새로운기술이 처음에 디자언될때는다양한사회문화적요소가 영

향을미친다 이 경우시장의수요가중요하지만꺼l것이 전부는아니

다 기술특허의 90%는 만들어지지도않은것둡이고，지금토많은 기

술。1 시장을고려한결곽라기보디는꿈과생상력의산물이라는것을

부인할수 없다‘ 기옳둘러싼다양한사회적 그룹의 이해관계가기

술 디자인에 영향을n션1는 결과가이 λ171에 나타난다 기술디자인
은 기본적으로열린 것이고유연하다(open and flexible) 사회구생주

의 방법론은초기 디자인 시기의 기술을분석능}는데에는유용하다.

이렇게 도입된 기중은 우리가사는 사회를 바꾼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우리에게 새로운가능성을열어주면서， 우펙가가지고 았었던

기존의 가능성 중 특정한 것을 무력회사킨다. 전화가 일반화되면서

멀리 있는 친구나 친척과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들

을실제로만나는빈도는줄어든것을생각해볼수 있다- 새로운기술

은과거에는하지 못했던 새로운일을하게 해주지만， 과거에 할수 있

었던 일 중 어떤 특정한것을사라져버리게 히는것이다 기술이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 영향 혹은 비관적 영향만이 존재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변과 기존의 현실 중 일부를 무력화시키

는측면이 공존한다- 즉새로운기술은우려를둘러싸고 있는 ‘기술적

환경 (technological environment)’을 바꾸고 새로운환경을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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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환경이 바뀌면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 사회 조직간

의 역학 관계가 비뀐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그룹이 생기며， 이에 따라사회의 역학관계와사회 구조

가 바뀐다 산업혁명기에 공뺑l 도업된 기계는 자본가틀의 힘을 강

화시켰으며， 초기 정보 처리 기술은 국가 관료제의 힘을 강화시켰다.

또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사회적 경험도 바꾼다 들판을 가로지른 철

도는 ‘자연’이라는 것에 대한우리의 정신적 이미지를 바꾸었고， 달에

서 찍은 푸른지구사진은 ‘지구’에 대한 인류의 경험을 바꾸면서 지

구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을었다 컴퓨터는 사람과 사람을 새롭게 만

나게하고있다

즉새로운 인간관계， 권력 관계， 경험을 만들면서 기술은 우리 사회

를 바꾼다 종종 이러한기술은기술시스템으로진화하고， 원숙한기

술 시스템은 엄청난 모벤텀을 가진다- 이렇게 변화된 사회 구조는 다

시 기술이 발전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든다 기술과 사회의 상호 작용

은 이렇게 서로가서로를 바꾸며 냐선형으로 얽히면서 발전하는 양상

을보인다.

이제 이러한인식을최근많은사회 문제를야기시키는정보기술에

적용시켜보자 정보기술이 정보의 집중을 낳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

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보 파놈티콘(panopticon)앨으로 귀결된다

3J1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텀(jeremy Bentham) 이 설계한 원형 감옥

감옥의 중심에는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는 공간이 았고 죄수의 방은 감옥의 원

주를 따라 둘레에 설계되었다 간수의 감시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되고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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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제러미 벤덤이 설계한 원형 강옥 피놈티콘

는 주장은기술 발전의 내적 논리의 필연성에 근거한기술결정론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기술의 역사를 통해 어떤 기술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다른사회문화적 영횡E을낳는경우를종종볼 수 있다 기술의

궤적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술이 새롭게 열어주고 힘을 부여하는

사회 세력들과동시에 그기술때문에 힘을 잃게 되는사회 세력들사

이의 상호 작용을통해 가지치기식의 불규칙한경로를 따른다- 기술

의 궤적에 더 중요한것은 기술을둘러싼다양한사회 세력들사이의

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어， 간수는 언제든지 죄수를볼 수 있지만죄수는 간

수가지신을보고있는지 아닌지도알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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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관계이지， 기술의 초기 디자인에 각인된 발전 방향성이 아닌 것

이다

따라서 정보기술 중에는 권력자가 민중을감시히는 목적으로사용

된 것도 있지만， 역으로 민중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파놈티콘

(reverse panopticon)’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정보기술이 피놈티콘으

로 쓰이는가 혹은 역파돕티콘으로 쓰이는가를 결정하는 것은기술그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항상 기술과 사회 세력들의 다양한 개업 사이

의상호작용이다

그렇지만 정보기술이 역피놈티콘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히는 것은 위험

하다 무엇보다 기존에 힘을 가진 권력자가 다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는 감시용으로 정보기술을사용하기가， 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도구

로 이를 사용히는 것보다 더 용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역파놈

티콘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들

에 의한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통신 인터

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시

민운동의 또다른권력화에 대한끊임없는성찰과자기 감시， 인터넷

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반대운동， 정보의 수집을 제한

하는 캉력한 프라이버시법의 입법화， 그리고 역감시를 위한정보공개

권의 확보등이 결합될 때 역피놈티콘이 제 기능을발휘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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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리

기술은 양날의 칼이고 따라서 가치중립적일까? 우리는 이 질문과

관련해 무조건적으로 기숨을 가치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책

입한 태도이며 엔지니어는 지진의 기술이 양날의 칼이 아니라 혹시

한쪽 방향으로만 쓰일 개연성。l 큰 기술인7별세펠하게 곽찰하고 주

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에엔지니어캐기술에 대

한 책임감을 획질히 인장한다는 것은다샤쐐 기술이 λ}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7에 대웰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장

에서는기술과사회의힘계를 바라보는다양한 관점을소개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기술결정론은 기술이 사회 변화의 작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주장"61는 이론이다. 그러나본판11서 지적했듯이 기

술결정론은 인간의 띄식적인 활동 기술과 관련된 여러 λ택경제적

이해관계를 간과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펀 흔히 기술결정론

자로 언급되는 마르크스의 기술관 역시 노동자의 노동력， 숙련지식，

경험 등의 인적 요연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결

정론으로치부되기는 어렵디는점을확인했다

기술결정론을 비판히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인 기술의 사회적 구성

론은 기술 변화의 과정에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문회적 요소가 개

입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사회적 과정의 일

종이라고 주2륨F는 이론이다 해1만 이 이론 역시 너무 극단적인 업

장으로 인해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충분히 적절한 설명을 제시

하지는 못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기술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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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벤텀 이론이었다‘ 이 이론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보이

지 않던 연관이 개별 기술들 사이에 만들어져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

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여러 기술과 사회적인 요소틀을 포

힘해가며 거대해진 기술 시스템은 스스로 모멘텀을 가지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기술시스템은외부의 환경을종속시키며 지신만의 궤

적을그리게된다-

이러한논의들을종합해서 생각해볼때 다음과 같은기술과사회의

관계를 전반적a로 파악하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다양한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받으며 디자연된다 이렇게 도입된

새로운 기술은기존의 기술적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종종 기술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원숙한 기술 시스템은 엄청난 모멘텀을 가진다‘ 기술시스

템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회 구조는 다시 기술이 발전

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든다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은서로가서로

를변화시키는냐선형으로 얽혀 있는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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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에 대해서 앤지니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세 '7f지 O[유를 대보라

그리고 정치인과 앤지니어 중 누구의 책임이 더밀다고 생ζ냉f는지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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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던 기술의 예를 들 수 있는가? 묘빡 있다면 그 기술은

어떻게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

7 기술 시스템 이론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보라 그리

고 시스템 이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라

;f
‘,

토론주제

4.20세기의 대표적인 기술인 텔레비전과 자동차 중 어느 기술이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불러왔는가? 또한 그러한 변화의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

가? 이러한 결과는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리는 기술만이 원인이 되어 도출

된 것인가， 아니면 기술이 다른 변화의 원인들과 상호 작용했기 때문인가?

5. 기술01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중 어느 것을 만드는 데 좀더 기여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논해보라.

3. 마르크스의 기술관에 대해 논해보라 그러고 “기술은 띨연적으로 정

치성을 딴다”는 그의 주장을 나름대로 지지하거나 비표벼{보라-

/
2 초기 산업기술이 노동 통저|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O[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역사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효H二{

고생ζh하는가?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