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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공학자의 자율성*†
1)

이 상 하‡

조직체계의 주어진 준수사항을 넘어서 양심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자율성

이 현대 공학자에게 요구된다 자율성의 이론적 규정에 매달린 사람은 모호.

한 ‘양심 있는 공학자의 육성’ 혹은 ‘공학자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외친다.

양심 있는 공학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재난은 줄어들까 정말 공학자는 일반?

적으로 다른 분야 특히 인문학의 종사자보다 양심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모, ?

든 질문은 잘못 구성된 것들이다 그 어떠한 세련된 자율성의 규정도 직업의.

역사가 갖는 특수성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 의 원인(substantial problems)

진단과 해결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 .

떤 이유에서 과거에는 공학자의 자율성이 가려져 있었을까 지금에 와서 공?

학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자율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공학 지식과 직업으로서 공학이 조직체계가 맞물려?

변천해온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답한다.

주요어 공학윤리 상황윤리 의무 계산 자율성 재난, , , ,【 】

* 접수완료 심사 및 수정완료: 2004. 11. 9. / : 2004. 12. 22.

† 이 논문은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2003 .

(KRF-2003-003-A00056).

논문의 문장 및 내용 수정에 도움을 준 심사자의 지적사항인 실제 공학적

문제 해결의 방법론 개발 및 집단 의사결정 과정의 사례는 추후의 작업과

연구결과보고서를 참조하라 이 논문은 현대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자율성.

이 공학 직업의 내적 미덕으로 굳어지지 않은 상황 진단에 국한되어 있다.

국립경상대 교육연구원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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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실천윤리 흐름1.

조직체계 속의 전문직으로서 공학의 역사는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미덕을 갖는다 이러한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만 책임 안전 그리고 숙련된 기술 및 효율과 연(responsibility), (safety)

관된 능력 이 일반적으로 언급된다(competence) .1) 자율성 자(autonomy),

비 선행 및 공정 과 같은 의료 행(beneficence), (nonmaleficence) (justice)

위의 미덕은 공학 직업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합의.

된 관습들은 여러 미덕을 반영하는 창과 같고 역사 속에서 다양한 직업,

은 그러한 미덕을 분할한다 공학의 미덕은 직업으로서 공학의 역사 속에.

서 일상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견된 것이고 공학자가 특별한 교육 없이,

직업 활동과 함께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천윤리 의 분야로. (practical ethics)

서 공학윤리가 상식에 근거한 상황윤리임을 분명히 해주고 우리는 시행,

착오 속에 인본주의의 실험이라는 현실세계를 똑바로 보게 된다.

현대 윤리학의 여러 이론을 살펴보면 언급된 미덕들은 규범 처럼(norm)

다뤄진다 그 이론들은 올바른 행위 및 동기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정당.

화한다 정당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정당화는 하나의. .

상황에 적용된 규범은 유사한 다른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보편화 가능성 을 추구하는. ‘ ’(case universalizabilty)

작업은 동기보다는 행위의 상황과 관련된다 둘째 정당화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타인에게도 그러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 보편화. ‘

가능성 을 추구하는 작업은 행위자의 동기 등’(agent universalizability)

과 관련된다 상황 보편화 가능성과 행위자 보편화 가능성을 관통하는 개.

념은 보편화이다‘ ’ .2) 이러한 보편화의 물결이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1) 실례로 다음 책의 저자들을 들 수 있다. Pinkus, R. L. B., Hummon, N.

P. & Wolfe, L.(1997).

2) 상황 보편화 가능성과 행위자 보편화 가능성은 새롭게 개발된 용어지만‘ ’ ‘ ’ ,

용어 속에 함축된 두 정당화 방법은 근대 이후 서양 윤리학 전통에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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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규범들의 갈등이 나타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

의사 는 새로운 치료제를 말기 암환자에 투여했다 그의 동기는 자비K .

와 선행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암환자가 죽자 가족은 를 고발했다. K .

그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의사라는 것이다 는 의사로서. K

치료의 자율권과 선행 및 자비의 동기를 빌려 항변했다 그가 준수사.

항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을 위한 의학의 발전을 위해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상황은 자율성 자비 선행 및 공정성이 갈등하는 곳이고 판사의, , ,

판단은 일종의 중재 역할이다 그 판단이 얼마나 적절한지는 치료제의 성.

격 및 의사의 과거 행적 등의 상황 특수성과 연관된다 충분한 자료 검토.

와 합의 절차는 판단의 만족 수준을 결정한다 현실세계에서 당연한 이러.

한 상황은 철학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된다 상황 보편화 조건에 따른다면. ,

어떤 규범이 위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긋나는지 정하기 어렵다.

의사가 환자를 개인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

문에 행위자 보편화 조건은 의사의 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의 조건이 되,

기는 힘들다 자율성 자비 선행과 공정성을 보편화의 두 조건을 따르는. , ,

규범들로 본다면 규범들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두 조건의 비중치 조,

절도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 철학자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

친 것이고 이러한 사례는 현실세계 속의 윤리적 딜레마, ‘ ’(ethical

로 불린다dilemma) .

특정 분야의 직업과 관련해 세련된 규범체계를 만들어보았자 윤리적,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가상의 상황은 건설하기 쉽다 현실세계의 복잡성.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의 상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

은 사실일 뿐이다 이를 인식한 철학자들은 상황들을 보편화 조건을 만족.

에 속한다 전자는 동기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윤리이론에서.

그리고 후자는 칸트 등에 근거한 동기주의 윤리이론에서 중요했다 다음.

책의 저자는 행위자 보편화 가능성 대신에 행위자의 위치 역전‘ ’ ‘ ’

을 사용하지만 보편화의 대상 영역만 다를 뿐 보편화 개념(reversibility) ,

이 상황 보편화 가능성과 행위자 보편화 가능성을 관통한다. Harris Jr, C.

E., Prichard, M. S., Rabins, M. J.(2000),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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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범체계의 응용 장소로 보는 것에서 탈피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

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실천윤리의 선구자로 정착한 생명의료윤리.

에서 나타난 그 두 방향은 다음과 같다(biomedical ethics) .

행위 지침서로 규범을 파악하기 윤리적 딜레마를 낳는 상황의 요인과:

현실적 목적을 고려해 자율성 자비 선행 및 공정성의 상대적 중요도, ,

를 정한다 결과는 그러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상황의 분류이며 이. ,

와 함께 의사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정해진다.3)

치료제로서 윤리적 딜레마를 파악하기 윤리적 딜레마를 낳는 상황은:

기존 규범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새로운 규범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이 과정에서 임시적,

이고 잠정적 인 대안이 허락된다 윤리적 딜레(temporal) (presumptive) .

마는 좀 더 낳은 규범체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치료제와 같다.4)

생명의료윤리의 이 두 흐름은 현실 상황을 기저 에 깔고 규범을(base)

고려하는 것이지 규범이 현실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천

윤리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실천윤리의 흐름을 공학에 적용할 때 나타나.

는 한계를 지적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사례 분석이 도움을 준다 정부.

는 년 월 성매매 제한이 아닌 성매매 금지를 위한 포괄적인 특별법2004 9

을 제정했고 절대 다수의 시민단체가 이에 동조했다 양성평등과 여성권, .

을 보장하겠다는 이유인데 현대 여성권은 직업 선택의 자율권과 함께 낙

태 문제와 맞물려 논의되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

했고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여성권을 강조함으로써 제한,

적 낙태 허용론을 옹호했다.5) 또 한편 년대와 년대 성매매 완전 금60 70

3)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상황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생명의료윤리의 고전이라

불릴 수 있는 다음 책에서 발견된다. Beauchamp, T. & Childress, J.

원리들 혹은 규범들을 상황에 형식적으로 응용했다는 식의 원리주(1994)

의를 가지고 저자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판이 거듭될수록 실용.

주의적 성격이 강해진다 뷰챔프와 차일드리스의 관점은 오히려 방법론적.

실용주의 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methodological pragmatism) .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Felzmann, H. K.,(2003).

4) Brody, B.(1998).



공학과 공학자의 자율성 91

지법 시행 운동을 벌린 청교도 이념으로 무장한 자유주의 진영 단체와의

투쟁 속에서 얻어진 것이 여성권이다.6) 성노예와 성매매의 구분 성착취,

와 성매매의 관계 그리고 성이 여성 억압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 시행 이후 우.

리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여성권과 소수 힘없는 집장촌 여성들이 외치는‘ ’

생존권 사이의 갈등을 윤리적 딜레마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

시민 자격을 가지고 생존권의 우열 매김을 하는 사람은 시민사회의 다

원성과 다양성을 외면한다 언급된 실천윤리의 두 흐름의 관점 속에서 지.

금의 현실은 모호한 여성권을 이념화하여 힘없는 소수를 탄압하는 꼴이

다 모호하다는 점은 여러 단체들이 외치는 여성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나를 성매매 옹.

호론자로 매도하기에 앞서 현재 골목길까지 침투한 유흥산업 확장의 원,

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그 확장을 막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이념의 권력에 저항하.

여 소수 힘없는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생존권을 외치는 집?

장촌 여성들의 생존권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들이?

전부 모종의 강요에 의해 길거리로 나섰다고 주장하기 전에 왜 그들과

진정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가 실천윤리의 두 흐름은 성착취로부터 여?

성을 해방하기 위해 성매매 자체를 일종의 합법적 사업으로 보는 잠정적

인 결론도 유도해낼 수 있다 여성권 생존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율권의. ,

상황적 중재로서 혹은 아직 없는 개선된 규범체계의 잠정적 대안으로서

그런 결론이 성립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를 실천윤리로 정착시킨 두 흐름은 분명히 현실 문제에

긍정적인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 두 흐름을 공학과 연계시키기에.

5) Jonsen, A. R. & Toulmin, S.(1988), pp. 4-5.

6) 마르크스 자본론의 진정한 핵심은 단순히 자본주의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이념에 시민이 종속될 때 벌어질 시민사회의 붕괴에 대한 경고이다 자유.

주의든 공산주의든 종교 등의 이념으로 여성단체가 무장했을 때 오히려,

탈 권력을 상징하는 여성화 사회의 길을 가로막을뿐더러 이에 필요한 여성

의 권리 신장에 해가된다는 역사적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cElroy, W.(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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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이 있다 공학 자체와 공학과 다른 분과 사이의 다양한 연결망.

에 의한 상황의 복잡성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비너스리. (T. Berners-

가 웹 을 개발해 대중에게 공짜 사용을 허락한 것이 인터넷 문Lee) (web)

화로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재난 대책과 방지는 공학.

을 둘러싼 여러 분과의 공동협력을 요구하며 각 재난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도구의 생산과 사용.

문맥의 복잡성 때문에 공학 담론은 생명의료윤리보다는 훨씬 더 특수하

고 상황적으로 보인다 윤리적 담론을 포함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황에 적합한 공학 지식의 효과적인 구성 및 사용이 더욱 요구된다.

생명의료윤리에서 정착한 실천윤리를 공학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어려

움은 다음 물음에서 명확해진다 왜 자율성은 과거 공학에서 강조되지 않.

았을까 실천 윤리학의 두 흐름이 규범의 보편적 성격을 포기하지 않았?

음을 기억하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의 가능한 대답은 그 물음을 윤.

리 외적인 것 실례로 정치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

해결 방식은 상황의 복잡성을 허락한다는 실천윤리 정신을 퇴색시킨다.

그렇다고 그 물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면 공학 자체를 사회적 담론,

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학자들 다.

수가 임금 격차 등과 관련해 전문직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며 이 배,

경에는 공학자의 자율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조직체계의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학자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증거는 경영인으로서 공학자

의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다.

공학윤리를 기존의 실천윤리의 두 흐름보다 더욱 상황적으로 만들려면,

역사를 일종의 이야기 제공자로 봐야한다 특정 시대와 상황 속에서 발생.

한 사건들의 기록과 문제 해결의 역사를 담론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7)

그 다음 지금까지 규범처럼 취급된 것을 직업으로서 공학의 역사 속에

정착된 미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상식에 근거한 상황윤리로서 공학윤리.

7) 이 점은 실천윤리로서 생명의료윤리 일반에 해당한다 좀 더 강한 의미에.

서 실천윤리 혹은 상황윤리로서 공학윤리의 경우 이야기 제공자로서 역사

의 의미는 더 강해진다 이야기 제공자로서 역사의 의미는 쿤에 의해 강조.

되었다. Kuhn, T.(197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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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규명은 덕과 규범의 차이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더

라도 미덕은 여러 상황에 걸쳐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보편화 조건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 딜레마를 낳는 상황은 보편화 조건.

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덕들의 중재와 함께 풀려야할 문

제의 공간이 된다 이러한 문제 공간은 상황을 초월한 혹은 상황과 무관.

한 규범의 응용 장소가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 미덕에 바탕을 둔 만족할

만한 해결의 방법론과 준칙 의 발견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maxim) .

러한 준칙은 유사한 사례의 분석에 도움을 주는 체크박스 혹은 지침서와

같은 것이기에 예외 상황을 허락하는 개연성을 갖는다 준칙은 결코 하나.

의 상황에 해당하면 유사한 모든 상황에도 그러해야만 하는 법칙성을 갖

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규범과 다르다.8)

준칙과 상황은 분리될 수 없으며 준칙은 상황을 규정하는 특징들에 의,

해서 이해된다.9) 이 점에서 준칙과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얻어진 문제

해결의 방법론 체계는 그 자체로 합목적성을 갖는 이론적인 규범 체계가

아니다 패러다임은 특정 준칙과 방법론이 명백하게 해당하는 상황들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새로운 요인에 의해 복잡해진 상황은 기존의 준칙과.

방법론의 유효성을 제한한다 그럴듯한 새로운 준칙과 방법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집단적 합의 절차에 의한 의견을 따라야 한다 공학적 문제 해.

결을 위한 준칙과 방법론의 개발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준칙과 방법론의,

선별 그리고 집단적 합의 절차는 재난 방지와 대책 혹은 전문가 직업 특

성표 작성 등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 글에서 다룰 수 없지만 공학 지식의 복잡성 때문에 공학적 문제의 효,

과적인 해결에 공학자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 글은 결코 공학적.

8) 툴민은 윤리학 역사에서 이러한 식의 규범 개념이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

이후에 정착한 것으로 본다. Toulmin, S.(2001), Ch. 10.

9)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특징들로서 행위자의 성격 행위의 목적 시‘ ’, ‘ ’, ‘

점 장소 동기 및 행위 수단 및 방식을 열거한다 그는 인간사에는 자’, ‘ ’, ‘ ’ ‘ ’ .

연사와 달리 상황과 무관한 본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윤리적 판단은 예외

사항을 허락하는 개연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윤리학은 실천적 영.

역에 속한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론체계로서 그 자체로 합목적성을

갖는 규범체계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Nicomachean Ethic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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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준칙과 방법론 혹은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

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은 공학자의 자율권.

을 고려한 제도의 정비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10)

공학자의 자율성2.

윤리라는 것이 좀 더 인공적이면서 이론적인 냄새를 그리고 도덕

이라는 것이 좀 더 자연적이면서 관습적인 냄새를 풍긴다면 미덕(moral) ,

의 강조는 윤리적 딜레마보다 용어 도덕적 딜레마를 선호하게 한다 공‘ ’ ‘ ’ .

학의 역사 속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자율성이 지금 중요한 이유를 따져보

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도구의 생산 조직체계와 사용 문맥 속에서 공학자.

의 자율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측정할 것인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율성?

은 한 개인을 도덕적 행위자 로 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moral agent) .

행위의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는 행위자 보편화 가능성 조건을 요

구한다 자율성의 철학적 의미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맞바로 일상생활에. ,

적용하기 어렵다 자율성의 철학적 의미를 따져보려면 선택의 자유. ,

와 자발적 행위 의 구별이 필요하다(freedom) (voluntary action) .

선택의 자유 는 의료 행위보다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는: P . P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발적 행위 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스스로 대학 진학을 포: Q

기하기로 결정했고 입학원서를 찢어버렸다.

와 둘 다 예측되는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 두 경우는 차이를 보인P Q ,

다 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만족하려고 한 반면 는 아니다 개인의. P , Q .

선호구조 를 축으로 이루어진 선택의 자유는 재산(preference structure)

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허락된다 의 행위. Q

10) 자율성이 개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것일 때 자율권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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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선호구조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선택의 자유는 또 충동을 만족.

하려는 행위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발적 행위는 그렇지 않다 자, .

발적 행위의 개념적 뿌리는 근대 이후 인간을 도덕적 동물로 규정하기

위해 가정된 자유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자연법칙에 의한 충동에.

반해서 인간이 행동하려면 그러한 자연법칙으로부터 자유롭고 충동을 억,

제할 수 있는 의지가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물질적인.

것으로서 몸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

선택의 자유보다는 자발적 행위가 개인에게 도덕적 행위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일상적 의미의 자발성이 규범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철학의 자율성 개념과 동일한가 자율성의 어원적 의미는 네 스스로 자?

연법칙같이 되라는 것이다 세기 이후 자연법칙은 상황과 무관한 보편. 17

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자율성의 어원적 의미는 너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

게 허용되게끔 하라는 것으로 굳어졌다 자율성은 행위자 보편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정 상황 속에 벌어지는 자발적 행위가 맞바로 행위자.

보편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자발성은 자율성의 필요조건에 해.

당하지 그 둘이 동일하지는 않다, .

규범처럼 파악된 자율성 개념을 현실세계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원리적.

으로 타인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더욱이 집단이란 사로.

다른 관심사를 갖는 영역으로 분할되고 도덕적 행위자로서 나의 목적과,

또 다른 도덕적 행위자인 타인의 목적이 양립 불가능할 수 있다 심지어.

한 명의 도덕적 행위자가 두 목적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다 하나의 상황.

을 들어보자.

갑작스런 전염병이 돌자 정부는 제약회사 경영진 에게 연구 중인 치A

료제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는 유전공학자 집단 에게 특정 기간. A B

까지 치료제를 완성해 납품할 것을 명령했다 는 고민에 빠졌다 와. B . A

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불완전한 치료제가 오히려 심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와의 약속을 깬다면 전염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A ,

방치하는 꼴이다.

기업이 그냥 돈 버는 기계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난다면 정부 그리,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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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두는 도덕적 행위자들이다 그 누구도 타인 혹은 타 집단을 목적B .

달성의 수단으로 봤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합의된 위계질서의 차이에.

서 오는 상하 관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반드시 함축하지는 않는다.

의 목적 달성에 가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상황의A B .

문제는 가 동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일종의 형식적 장벽B

에 부딪쳤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철학적 자율성 개념(formal barrier) .

에서 상황적 특수성을 갖는 목적이 바로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적은 상황의 내용과 행위자의 지식 등과 관련되는 반면에 철학적 자율,

성 개념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식적 장벽이라는 용어를 사. ‘ ’

용했고 실제 세상 속의 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 B

판단을 이끌어낸다.

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발적이라면 그 결정은 그의 양심과 지B ,

식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실제 의 자발적 행위도 이러한 상식적인. Q

자발성의 개념에 근거한다 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한다 대학 진학. Q .

의 목적과 가족의 희생을 덜어야 한다는 목적을 자신의 학업 능력에 근

거해 저울질하여 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자유의Q .

지 등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자유의지는 단지 도덕적 행위자의 자발적.

행위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현실세계 속.

의 행위자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자율성 개념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정도의 행위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상식적 차원에서 자율성 개념.

은 다음으로 충분한 듯하다.

특정 상황 속에서 행위의 목적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1)

어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과 행위는 가급적 외부의 강요와 제한 없이(2) ,

곧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 규범이 아닌 이러한 상식적 자율성 개념은 언뜻 보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인다 조건 는 자발성의 일반적 통념을 반영한다 조건. (2) .

은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해가 될 수도 그리고 타인이 그 목적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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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의 결정은 미래에 불행의 불씨가. Q

될지도 모르며 당장 가족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를 말릴지 모른다 여, Q .

러 관심사가 맞물려 있는 현실적 상황의 복잡성은 선의의 목적이라는 것

을 항상 모호하게 만든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혹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

는 선의의 목적은 없다 인류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한다는 목적은 사.

실 어려운 상황을 직시했을 때 원하는 일종의 희망이다 하지만 상식적.

자율성 개념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상황의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적이

고 세련된 정의만 추구한다면 남는 것은 두 가지다 보편적이지만 현실, .

적으로 쓸모 없는 정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상황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잡종 불가능한 정의들이 쌓여간다 이 점은 상황을 규범의 적용 대.

상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한 사람들이 본 것이기도 하다 보편화 조건의.

충족 요구 때문에 이질적 규범들을 조합하여 현실적 문제를 풀려는 생각

은 어리석다 이론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론은 문제가 발생한. .

상황 속에 얽혀 있는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그려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러한 식으로 이론을 접근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 토론

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검토 사항들이다 이 관점은 도덕적 딜레마를 함축.

하는 상황을 특정 이론 혹은 규범 체계의 응용 장소로 보지 않는 현재

실천윤리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11)

자율성에 대한 상식적 규정의 모호함은 오로지 그 원인이 되는 상황의

특수성과 맞물릴 때 조금씩 사라진다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

들과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예측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

는 자율성이 해당 직업 자체의 미덕으로 정착한 경우이고 둘째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첫째 경우와 관련해 자율성을 직업 내적 자율성. ‘ ’(inter-

둘째 경우와 관련해 자율성을 직업 외적 자율professional autonomy), ‘

성 으로 부르자 이렇게 두 경우를 구분’(outer-professional autonomy) .

한다고 하여 자율성의 상식적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행위자.

로서 인간은 누구나 특정 상황 속에서 자율적일 수 있다 두 경우의 구분.

은 단지 자율성이 직업 특성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보기 위

한 수단일 뿐이다.

11) 실례로 다음 논문을 들 수 있다. Clouser, K. D. & Gert, B.(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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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반 어떤 미덕이 특정 직업에 속할 때 그 미덕은 직업 종사자:

에게 일종의 암묵적인 의무 로 나타난다 안전을 강조하(implicit duty) .

는 직업과 관련해 교육받고 훈련하며 작업하는 사람에게 안전이라는

직업의 미덕은 그에게 의무로 반영된다 개인에게 의무로 반영되는 미.

덕은 조직체계의 준수사항보다 폭이 넓다 그것은 조직체계 속에서 개.

인의 생활양식 을 규정하기 때문이다(life style) .

직업 내적 자율성 자율성이 특정 직업의 미덕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

이 경우 자율성은 다른 미덕들과 함께 직업 종사자에게 의무로 반영되

고 그는 작업 상황 속에서 암묵적인 의무계산, (calculation of implicit

을 하게 된다 실례로 안전과 효율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duties) .

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고려한다 이러한 의무계산은 직업과 관련된.

지식의 수준 시간 제약 및 현실성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자, .

율성 위반과 남용에 대한 책임 귀속은 필수적이다.

직업 외적 자율성 자율성이 특정 직업의 미덕으로 굳어지지 않은 경:

우이다 공학의 다양한 분과 때문에 편차가 있지만 자율성은 조직체계. ,

내에서 일하는 공학자 다수에게 의무로 반영되는 미덕이 아니다 미래.

의 공학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의 공학에서는 아직 아니다 공학, .

의 직업적 특성에서 공학자 다수에게 의무로 반영되는 것은 책임 안,

전 및 능력이기 때문이다 공학자가 상황 속에서 이 세 의무계산을 자.

발적으로 할수록 그는 그렇지 않은 공학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율적,

이다 공학자의 자율성 정도는 상황 속에서 공학의 미덕을 균형 있게.

실현하려는 목적 달성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자율성 위반과 남용에 대한 책임 귀속은.

필수적이지 않다.

다시 경영진 로부터 연구 중인 치료제를 빨리 정부에 납품하라는 명A

령을 받은 유전공학자들 의 상황으로 돌아가자B .

숙련 및 효율과 관련된 능력 있는 공학자가 되라는 의무감이 를 짓B

누른다 는 치료제의 효과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 어쩌면 심각한 부. B .

작용으로 현재의 사태가 훨씬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 가능성 속에서 의무계산을 한 결과 는B . B

공중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는 에게 연구 중인. B A

치료제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게끔 정부를 설득하라고 요청했다 유전.

공학 지식이 없는 는 생쥐 실험 자료만 가지고 에게 불완전한 치료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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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기한 내에 납품할 것을 고집했다 는 이 사실을 신문사에 고발. B

했고 해고당한다.

위 경우는 양심적인 공학자의 전형적인 내부 고발의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해고 등 처벌은 주로 공학자가 받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점은 자율성이 직업으로서 공학에 정착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

래서 역으로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율적인 공학자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모든 공학자들이 그저 신변의 안전을 위해 명령만 수행한다면. ,

끔찍한 재난 및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학.

자의 침묵은 자율적 행위자가 될 수 없는 기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 조직체계 및 공학교육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메이 가 말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학자의, (W. F. May)

태도와 덕은 여기서 다뤄진 규범이 아닌 상식적 차원의 자율성과 유사하

다 현대 사회조직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공학자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

지 않고 그저 준수사항만을 수동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한

다.12) 그런데 그가 제시한 덕을 갖춘 혹은 자율적인 공학자 검증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소위 자율적인 공학자의 메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은 타인이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무계산을 하여 소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율적인 공학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실례로. ?

내부 고발을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대게 불이익밖에 없?

다 메이는 공학과 의학이 걸어온 직업의 역사 의존성에 의한 차이를 무.

시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자율성 자선 선행 공정 책임 안전 및 능. , , , , ,

력 모두가 인류에게 발견되는 기본적인 덕이다 하지만 이러한 덕은 직업.

이 걸어온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직업별로 분할된다 공학자는 그가 일하.

는 직장 밖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직장 안에서는 그렇지 않

다 메이의 테스트는 자율성이 미덕으로 굳혀진 의사 집단에 해당하지 현.

재 다수의 공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13) 공학이 걸어온 직업의 역사

12) May, W. F.(1988).

13)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 해결의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공학이기 때문

에 공학윤리를 포함한 공학교육은 우리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 공학윤리에, .

서 상황 분석의 중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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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을 논하기 전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자,

율성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설계하자.

자율성 측정 시뮬레이션3.

공학자의 자율성 측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학자가 위치한 여러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다 공학자가 임무 수행에 얼마나 자율적인지를 알.

기 위한 개인의 소질과 심리 검사는 별개의 문제다 요구되는 것은 조직.

체계 내에서 직업 특수성과 연관된 공학자의 자율성 측정을 위한 시뮬레

이션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의 상황을 가급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고 디자.

인 의 일종이다 공학자의 자율성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mental design) .

션은 타 분과 특히 과학과 구분되는 공학 지식체계의 성격 도구 생산, ,

및 사용 방식과 관련된 과정의 분석을 요구한다 더욱이 지식 자체의 규.

정 및 접근 방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은 별도의 작업을 요,

구한다.

그러나 현재 다수가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공학은 과학 이론의 응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켓을 설계할 때 과학의 원리로 등장하는 작용과 반작.

용의 법칙은 단지 설계의 제한 조건으로만 작용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

설할 때 상대성이론의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가 중요하지만 핵분열,

과 핵융합 발전 사이의 선택은 아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공학자는 절대.

맹물로 가는 차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법‘ ’ .

칙에 의해 영구기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학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

이다 과학의 이론은 도구 디자인에 제한을 가하거나 혹은 디자인의 실현.

가능성 유무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지만 도구의 디자인 방식 자,

체는 그러한 이론의 응용이 아니다.

철학에서 과학 혹은 이론의 응용으로서 공학을 취급하지 않는 관점은

리고 어떻게 공학윤리가 규정되어야 하는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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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의 전통적인 구분 속에서 이뤄졌다 도구의 생.

산 및 사용의 디자인에 의한 공학의 문제 해결 방식은 문제 상황 및 과

업 의 특수성과 연관된 실천지 영역(task) ‘ ’(domain of practical

에 속하는 반면에 과학의 이론은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것이knowledge) ,

다 공학에 필요한 실천지는 이론적인 것에서 도출 혹은 예측 될 수 없는.

독립된 영역을 갖기 때문에 공학은 이론의 응용이 아니다, .14) 하지만 공

학 지식체계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다 전문 교.

육을 받은 공학자는 계획 중인 도구의 실현 가능성 정도를 따져야 하며,

이 경우 과학이론의 지식을 사용한다 연구 분야의 공학자는 위험분석.

을 위해 새로운 수학적 방법론 자체를 개발하기도 한다(risk analysis) .

게다가 실험과학은 공학과 겹치기도 한다.15) 이러한 여러 문제를 포섭하

려면 지식의 범주적 구별보다는 지식 사용의 관점에서 공학을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특정 문제를 도구의 디자인으로서 해결한다고 할 때 디자인.

과정에 필요한 입력으로서 지식을 다루자 이 경우 공학과 과학의 미묘한.

차이는 지식의 범주적 구별이 아니라 사용 문맥의 차이에서 나타난다.16)

공학은 수단도구 를 이용해 목적도구 를 디‘ ’(mean tools) ‘ ’(goal tools)

자인하는 조직적 문제 풀기의 활동이다.17) 공학의 문제는 사회의 집단적

목적과 맞물려있다 더 빠른 의사소통의 사회적 요구는 새로운 도구 및.

기존에 사용되는 도구의 향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디자인에 의한 인공물은 생활양식 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life style) .

한 인공물은 내가 목적도구로 부른 것으로서 정당화 문맥보다는 문제‘ ’

해결의 만족도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공학은 과학의 이론.

과 다르다 과학자가 여러 지식과 도구를 사용해 얻는 결과물로서 이론체.

계는 정당화 작업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의 목적은 좀 더 정확한 자연의,

이해이다.

14) 이러한 관점을 펼친 대표적 논문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Layton, E.

(1974), Vincenti, W.(1988).

15) 현대 공학의 다양성과 관련해 공학 지식 규정의 난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김유신. (2004).

16)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 책에 반영되어 있다. Pitt, J. C.(2000).

17) 이에 대한 구체적 보기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상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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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도구는 디자인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크게 분석적 도구(analytical

와 물리적 도구 로 나뉜다tools) (physical tools) .18) 분석적 도구는 통계

수치해석법 수학적 방법론 이론 및 노하우 등을 망라한다, , (knowhow) .

물리적 도구는 측정 장치 조립 기구 및 디자인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도구가 갖추어지면 현대 공학에서 디자인 과정은 집단. ,

적 의사결정 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조직적이(collective decision making)

다 실례로 로봇 애완견 아이보 를 연구 개발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Aibo)

충족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은 제아무리 뛰어난 공학자라도 혼자서 감당

할 수 없다 디자인에 필요한 분석적 혹은 물리적 도구 사용과 관련된 능.

력은 공학자의 집단에 분포된다 한 명의 공학자가 프로그래밍 기술에 탁.

월하다면 다른 공학자는 로봇 다리 움직임의 자유도를 기계적으로 구현,

하는 전문가가 된다 뛰어난 공학자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디자인과 생산에 필요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19) 자

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전문가에 의해 보충되고 디자인 및 생산 과,

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는 개선 사항과 새로운 지식의 목록을 만들어

낸다 공학적 문제를 디자인과 생산에 의해 해결해나가는 집단적 결정 과.

정을 도식화하여 보자.

상위 결정 과정 문제의 선택과 함께 생산(overall decision process):

시기 및 조직체계의 구성 방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조직체계.

내부의 자발적 결정일 수도 있고 외부의 간섭에 의해 결정 동기가 주

어질 수도 있다 문제의 최종 해결 실례로 특별한 핸드폰을 생산해내. ,

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하부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산 시기 및 조직체계의 윤곽이 결정된다 최종 목.

표와 생산 시기가 정부 등 외부에서 주어진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친 해

당 조직체계는 보통 요구되는 수단도구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간 결정 과정 목적도구 생산에 필(intermediary decision process):

요한 디자인에 들어간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분석적 도구 및 물.

리적 도구의 분류 및 상위 결정 과정에서 그려진 조직체계의 수정이

뒤따른다 그러한 도구들과 조직체계에 근거해 정말 디자인이 효과적으.

18) 도구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다음을 참조했다. Gigerenzer, G.(2000), p. 5.

19)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백의 원리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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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 곧 주어진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

토한다 상위 결정 과정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 설정되면 보통 세. ,

부 디자인에 들어간다 최종 생산물로서 목적도구가 여러 하부 구조의.

합성물인 경우 하부 구조의 세부 디자인과 함께 연결 방식 및 테스트,

과정이 논의된다.

예정표에 의한 작업 과정 상위 결정(work process by schedules):

과정과 중간 결정 과정에 의해 인적 구성 및 생산라인이 짜진다 생산.

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와 지식 소유자들의 능력과 책임 의식에 바

탕을 둔 효과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되먹임 과정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feedback process):

다시 상위 의사 결정 과정으로 되돌아간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현실세계의 도구 사용 문맥의 복잡성에 의

한 예상치 못한 부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과 연관된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되먹임 과정을 통해

상위 결정 과정에서 재검토된다 이러한 되먹임 과정은 생산 방식의.

일부가 아닌 완전 수정을 수반하기도 한다.

위 결정 과정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대 조직체계에서 많이 발견

되는 형태이다 용어 선택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그리고 최종 목표물이 인.

공물이 아닌 정책 등을 포함한다면 언급된 집단적 결정 과정과 유사한,

형태는 법률정책 결정 과정 및 생산 조직체계에서 발견된다.20) 이러한 집

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맞바로 조직체계의 실제 구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

은 아니다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직체계가 상층부에서 하층부.

로 내려오는 결정 방식에 그대로 대응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수직 상하의 명령체계에서부터 거미줄 모양의 네

트워크 조직체계가 구성 가능하다 조직체계 속에서 공학자는 이론적으로.

상위 결정 과정 중간 결정 과정 예정표에 의한 작업 과정 및 되먹임 과, ,

정 어디에나 속할 수 있다 공학자의 자율성 측정 시뮬레이션의 구체적.

20) 실례로 슈버트 는 법률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위 차원에(G. Schubert)

해당하는 것을 차 변형 중간 차원에 해당하1 (first-order transformation),

는 것을 차 변형 이라 명명했다2 (second-order transformation) . Pitt, J. C.

(2000), pp.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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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심리적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정 및 디자인 참가자 공학자가 상위 결정 과정과 중간 결정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그에게 요구되는 의무계산은 상대적으로 크다 책임 안. ,

전 및 능력이라는 공학의 미덕은 능동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예정표에 의한 작업 참가자 공학자가 예정표에 의한 작업 과정에 참:

가하는 경우 그에게 요구되는 의무계산은 상대적으로 작다 공학의 미.

덕이 조직체계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는 개인의 태도 문제로 귀속되기 쉽다.

되먹임 과정 참가자 결정 및 디자인 참가자로서 공학자에게 되먹임:

과정 참가자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부여된다 하지만 이 점은 적절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예정표에 의한 작업 참가자에게 맞바로 해당하지

않는다.

위의 참가 변수에 따른 예상 결과는 많은 설문조사에 반영되어 있

다.21) 만약 자율성이 공학이라는 직업의 내적 자율성이라면 다수의 공학,

자는 역사적으로 결정 및 디자인 참가자였을 것이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공학의 역사에서 공학자 다수는 주로 예정표에 의한 작업 참가자

로 봉사해왔음을 알려준다 의무계산 속에서 공학의 미덕을 얼마나 능동.

적으로 발휘하는 가에 따라 측정되는 공학자의 자율성은 직업 외적 자율

성이다 현대 사회에서 연구개발 및 디자인 결정에 참가하는 공학자의 수.

가 늘고 있는 상태지만 과학의 미덕인 연구의 자율성이 전체 공학자에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의 자율성이 맞바로 결정권과 관련된 자.

21)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조사에서도 반영KAIST

되고 있다 특히 조교 업무와 정책 추진 과정과 연관된 연구 활동에서 그.

렇다 자료를 제공해준 물리학과 대학원 김태곤에게 고마움을 전. KAIST

한다 메이스킨스와 왓슨은 조직체계의 목표를 설정하는 선택권을 이념적. ‘

자율성 으로 그리고 결정 사항 및 목표를 달성하는’(ideological autonomy)

동시에 필요한 도구 및 자원 조절을 추구하는 선택권을 기술적 자율성‘ ’

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예정표에 따(technical autonomy) .

른 작업 참가자로서 공학자에게 공학의 미덕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자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Meiskin, P. F. and Watson, J. M.(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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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공학자의 자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사실은.

공학자가 되먹임 과정 참가자로서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경우에 잘 드러난

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재난에서 여러 번 공학자 집단에.

의한 사전 경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 발전소의 책임 기관인 가 경고, KGB

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호기가 검사 과정에서 냉각 제어기의 이상으로. 4

터졌다 재난에 대한 책임은 일방적으로 공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검사. .

시기가 너무나 늦게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혹은 준수사항을 넘어 능.

동적으로 행위 하는 자율적인 공학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공학자의 자.

율성 측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현대 공학자에게 자율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공학자 모두가 결정, ,

및 디자인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고 반박하는 사람은 정보 교환 및 지식의 효율적 이동이 위계질서의

부정을 전제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수가 예.

절 없는 몇몇 학생 때문에 자료 공유에 제한을 가하면 참가자가 줄어

드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제약의 완화와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다 예정표에 의한 작업 참가자의 의견 또한 결정 및 디.

자인 과정에 반영되게끔 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조직체계가 처

한 특수한 상황에 의존한다.

둘째 제도적 개선 없이 조직체계의 준수사항 내에서 수동적으로 명령,

수행만 하려는 공학자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조직체계의 개선.

없이 공학윤리가 공학자의 인성 함양 교육으로 치달리면 안 된다 공.

학자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철학적 이기주의‘ ’

와 심리적 자기중심 성향 을 동일시(egoism) ‘ ’(egocentric tendencies)

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자기만을 생각해서 나오는 이기적 행위라는.

것이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에서 중요하게 토론되

지는 않는다 설령 철학적 이기주의라는 것이 인간 본성에 있다고 하.

여도 무관심에 의한 자기중심적 성향이 맞바로 이기주의의 사례가 되,

지는 않는다 자기 관심 영역이 될 수 없어서 그리고 괜히 간섭했다가.

돌아올 책임 추궁 때문에 모른 척하는 태도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의

증거로 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사회심리학. (social

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렇psychology) ,

다.22) 공학자가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가지고 공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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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도덕적 행위자의 위치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

자의 규정에 동원된 보편적 자율성 개념대신 상식적 자율성의 선회가

가져온 교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공학자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무차별한 이념적 사회

비판 실례로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비판에 도용되어서는 안 된다, .

앞으로 변해야만 하는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공학 지식의

다양성과 복잡성 증가의 역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시계 대 아메바4.

자율성이 공학 직업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공학 지식이 현재의

것에 비해 단순했기 때문이고 요구되는 조직체계의 위계질서는 수직상하,

명령체계 곧 오르가노그램 이 효과적이었다 복잡성과 다양, (organogram) .

성이 증가한 현대 공학 지식은 그러한 오르가노그램 속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디자인의 성격에 맞게끔 공학 지식을 사용하려면 수. ,

직상하의 조직체계를 상황 문맥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

한 수정 과정 없이 공학자에게 양심에 바탕을 둔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

은 일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많은 공학자의 일상 대화 속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결론을 정당화하기란 의외로 쉽지 않다 공학 지식과 조.

직체계 사이의 상호관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세.

한 분석보다는 은유를 통한 비교가 효과적이다.

시계 시계는 기계를 대표하는 도구였다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계는: .

인간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시계는 필요에 의해 탄생한 도구,

일 뿐이다 시계 자체가 생활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용 대상일 뿐이다. .

아메바 유기체 아메바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 제한된:

22) Krueger, J.(1998).



공학과 공학자의 자율성 107

능력 안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아메바가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를 가졌.

다고 하자 우리가 아메바를 가지고 약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메바.

를 완전히 조정할 수는 없다.

도구 생산 및 사용과 관련해 공학은 주로 시계의 은유 속에서 이해되

어 왔다 현대 공학은 유기체는 아니지만 아메바의 은유 속에서 이해될.

성질을 지닌다 시계가 공학에 들어가기 힘든 시대가 오기 전에 시계는. ,

정밀공학을 대표했다 그런 시대 당신이 아주 뛰어난 시계공이라고 가정.

하자 주문이 늘자 당신은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한다 주문이 늘. .

수록 당신은 시계 조립 과정을 분업화한다 시계 설계 대해 정확한 지식.

을 가진 당신은 적절한 위치에 공학자를 배치시킬 수 있다 공학자들의.

사기를 위해 당신은 능력별로 적정 수준의 봉급을 지급한다 이러한 보기.

는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사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전형적인 조직체계의

구성 방식을 보여준다.

개인적 이윤 추구자로서 일꾼들 —— 조직적 연결＞ —— 생산성＞

이러한 조직체계의 구성 방식은 테일러 및 포드(F. W. Taylor) (H.

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주의 경영학 속에 담겨져 있다 공학자는 명Ford) .

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꾼의 지위를 갖는다 테일러의 경우 일꾼들.

과 생산성 사이의 조직적 연결은 분업체계로 형성된다 일꾼은 커다란 생.

산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된다 주어진 명령에 따른 작업은 부품의 기능.

에 유추된다 포드의 경우 조직적 연결은 생산라인 에 의. (production line)

해 형성된다 적은 비용에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게끔 생산라인은 전체로.

서 조절된다 이에 의해 생산단가와 가격이 낮아진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

력을 획득한다.23) 고전주의 경영학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공학,

지식이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의 능동적 참가자로 여겨진 것은 아니다.24)

23) 프랑스 공학자인 빠욜 에 이르러 생산 조직체계는 행정(H. Fayol)

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재해석되었고 베버 는(administrative) , (M. Weber)

일꾼과 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관료체제 속에서 파악했다(bureaucracy) .

Silva, da & J. A. Cullell, J. A.(2003), pp.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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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학자들이 소유한 현대 첨단 지식이 조직체계의 집행부의 그

것에 비해 열등한가 아니다 이제 공학 지식은 사회 설계의 단순한 이용? .

도구가 아니다 현대 공학은 예측할 수 없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타 분야에 투명할 수 없는 복잡한.

공학 지식은 새로운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공학과 타 분야의 대화 가,

능성이 주제로 떠오른다 기술 변화 는 여러 분야. (technological change)

의 협동에 의해서 규명될 성질을 갖는다 기술 변화는 년대만 하더라. 1970

도 수리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수리경제학에서 독립, .

하여 기술 변화학이라는 것이 형성될 만도 한데 아닌 이유는 뭘까 수리?

경제학에서 기술 변화는 수요 공급 생산성 및 신뢰성 등의 변수와 함께, ,

양적으로 측정되는 분야였다 다시 말해 공학 및 기술 변화의 변수 자체.

는 공학 및 기술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 점은.

공학이 사회 설계의 이용 도구일 뿐이라는 과거의 관점을 반영한다.

공학 자체가 생활양식의 능동적 변인이자 사회 설계의 중요한 변수임

을 인식할 때 도구의 생산 및 사용의 이상적인 디자인은 아메바의 은유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시계 생산의 경우 테일러 및 포드의 생산 방식.

이 효과적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시계 생산에서 조직체계의 하부.

집단이 소유한 지식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집행부에 어느 정도 투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전주의 경영학의 이론은 적절하다 고전주의 경영.

학의 오류는 특정 상황을 확대시켜 공학을 이용 수단으로 그리고 공학자

를 단순한 일꾼으로 여긴 데 있다 공학의 발전과 함께 상황은 급격히 달.

24) 이러한 한계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인물은 훗날 허버트 사이몬 에(H. Simon)

게 영향을 미친 조직경영학의 대부 바나드 일 것이다 그는(C. I. Barnard) .

생산 영역의 개인을 단순히 집행부에 의해 조작된 일꾼들로 보지 않았다.

그들과 집행부가 공동의 목적을 지향할 때 효과적인 조직이 형성된다 그러.

한 공동의 목적은 양자 사이의 공동협력에 의해 가능하며 효과적인 조직은,

정적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 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 영역의 공학자는 바나드에게 있어서 여전히 수동적 행위자이

다 집행부의 의사결정 기능 속에서 생산 영역의 개인들이 소유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Golembiewski, R. & Khunert,

K.(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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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다 공학은 더 이상 타 분야의 목적에 수단으로 종속될 수 없다 공. .

학은 설계와 조립이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 통합될 수도 없다 산업공학에.

서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학의 분야는 기계라는 은유 속에 포섭

되지 않는다 공학이 탄생시킨 도구는 여러 이질적인 지식의 결합체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다 아메바 은유를 공학과 관련해 시각화시켜.

보자.

그림의 아메바는 문제 해결 공간을 나타낸다 디자인의 목적이 정해지.

면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들어가는데 문제 해결 공간은 주어진 것,

이 아니라 아메바 안의 작은 원 및 타원들의 연결 방식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한 원들은 공학자를 나타낸다 복잡한 설계일수록 능력 있는 공학자.

는 자신의 지식과 연결될 지식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다 로봇의.

설계에서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현실화시켜줄 기계공학

자를 원한다 기계공학자는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한다 프로그래. .

머가 원하는 것이 항상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

으로 공학자들 그리고 공학자들과 타 분야 종사들 사이의 연결망이 형성

된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원에 해당하는 공학자의 지식은 문제 해결에.

서 기여도가 큰 사실을 나타내며 조직체계의 위계질서 구성에서 적절한,

위치를 점유해야 한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지식 연결망에 의한 조직적 능.

력 이 중요하며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organizational competence) ,

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연결망의 핵심이다.25)

25) 비슷한 관점에 근거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보라. Pinkus,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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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능력에 방탕을 둔 집단적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도구

생산에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산된 목적도구 자체가 여러 지식의 그물망.

을 담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목적도구가 사용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

황 문제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발생한다 생산된 도구가 사용되면서 기, .

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디자인 과정,

자체에서 안전이라는 미덕이 더욱 강조된다 도구는 새로운 상황의 변인.

이 되고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동일한 종류의 도구, .

를 생산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집단적 디자,

인에 들어간다 결과는 변형된 문제 해결의 공간이고 그림에서 오른쪽. ,

아메바에 해당한다 문제 해결 공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과정.

은 마치 아메바가 이동한 경로와 유사한 모습을 갖는다.

아메바 은유 속에서 공학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이상적이라는

반박이 예측된다 하지만 과거 고전주의 경영학에 담긴 수직상하 명령체.

계도 이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요구되는 것은 이러이러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낫다는 만족 수준에 도달하면 된다 아메바 은유 속에서.

조직체계는 정적일 수 없다 조직적 능력을 발휘하여 집단적 디자인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공학자의 지식이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

할 수 있게끔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불가.

능한 일도 아니다 많은 경우 공학자도 우리의 진정한 대화 상대라는 상.

식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대구 지하철 참. .

사를 둘러싸고 많은 지식인들이 기관사의 책임 의식을 비판했다 그들의.

비판이 과연 정당할까 아니다 전철은 하나의 거대한 공학적 시스템이? .

다 그것은 하나의 주도적 지식 혹은 분과에 의해 좌지우지될 성격이 아.

니다 운행 상황과 화재 상황을 구별하여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이. ,

것은 통신기술이 발달한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동차 내의 화재가.

커다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원인은 다발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도구 사용,

의 상황 의존성을 무시한 조직체계의 구성 방식을 빼서는 안 된다.

평상시 지하철 운행 방식은 정보의 중앙 집결 분산 방식이다 기관사‘ ’ .

들이 위치를 중앙에 연락하고 중앙에서 일괄 지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

B, Schuman, L. J, Hummon, N. P., Wolfe, H.(1997), pp.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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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충돌 사고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정보의 중앙 집결 분산 방식은 화.

재의 상황에서도 효과적인가 지하철의 객차 및 지하의 공학적 구조물은?

제아무리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해도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되지는 않

는다 연기를 빨아 외부로 내뿜는 환풍기가 강해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지하 터널로 달리는 객차에서 불이 난다.

면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객차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은 기관사의 자율권이다 먼저 화재에 대처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기관사는 거의 분 동. 5

안 중앙에 연락하고 지시를 기다리기를 반복했다 지하철 법에 의하면 화.

재 상황에서도 기관사는 반드시 중앙에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수행하게

되어있다 어떤 이는 기관사를 보고 멍청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내가 보. .

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멍청하다 자율성이 직업 내에 보장되지 않은.

위치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은 대구 지하철 참사 후에 개정된 지하철 법에 화재 발생 때 기관사의

자율권 조항이 첨가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사고의 근접인.

만 찾아서 의자를 바꾸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approximate cause) .

지하철 공사의 기관사가 우리의 공학자 다수의 위치를 대변한다고 자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자는 책임 안전 및 능력이라는 공학의 미덕. ,

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많은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지.

고 있지만 많은 경우 홈페이지의 깨어진 링크와 같다, .

결론5.

직업의 미덕은 직업 자체가 걸어온 역사에 의존한다 그 역사는 해당.

직업의 지식과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체계의 구성 방식과 맞물려 전개된

것이다 공학의 경우 책임 안전 및 능력의 미덕이 거론된다 자율성은 공. , .

학이라는 직업 자체에 속한 미덕으로 정착하지 않았다 과거 사용된 공학.

의 지식과 생산 조직체계의 역사성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현대 공학의 디.

자인은 조직적 능력에 바탕을 둔 집단적 측면을 가지며 도구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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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특정 분과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도구의 사용은 크고 작은 재난을 불러올 수 있기에 자. ,

율적인 공학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자율성이 아직 공학의 직업적 미덕으.

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인 공학자일수록 그는 책임 안전 및, ,

능력에 근거한 의무계산에 적극적이다 직업의 미덕은 직업 종사자에게.

의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사회와.

조직체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공학자의 메아리는 침묵이다, .

침묵의 메아리는 공학의 물리적 혹은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무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공학자를 양산한다 물론.

조직체계와 맞물려 있는 공학 직업의 특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학을 둘러싼 문제를 풀어나갈 준칙과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나가되 공학자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 보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준칙과 방법의 개발 역.

시 공학자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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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and Engineers' Autonomy

Sang Ha Lee

Understanding virtues of a profession cannot be separated from

its historical formation. Such a formation is a developing process

in which knowledg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re intertwined.

Responsibility, safety and competence are the representative

virtues of engineering. Autonomy is not yet settled as engineers'

virtue, because the past history of engineering shows that

engineers' designs were normally transparent to the organizational

administration. But the present engineering's designs have a more

collective aspect based on organizational competence. Various arts

of knowledge in engineers' designs are no more transparent to

the organizational administration. The image of an autonomous

engineer is asked for an effective organization of social structures,

well established networks of various domains of knowledge and a

group protection of technological disasters. An autonomous

engineer is active in duty calculation of responsibility, safety and

competence, when he performs his task. For virtues of

engineering take forms as implicit duties to engineers facing

tasks. Engineers opinions should be regarded as experts's

opinions in order to let them active in duty calculation. An

effective revision process of social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which engineers' knowledge is useful can be done by their

participation in that revision process. If not, engineers easily

become ‘ego-centric individuals.’ Their ego-centric tendency in

doing their jobs is an affectation of indifference in the vei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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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orance; it doesn't reflect their moral deficiency. In the

historical state that autonomy is not yet firmly settled in the

profession of engineering, engineers' ego-centric tendency cannot

be a genuine cause for alarming engineers bad habits or immoral

characters.

[Key Words] Engineering Ethics, Situational Ethics, Duty Calculus,

Autonomy, Disas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