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립하는 타자들의 세계

  제가 이 글을 적고 있는 2022년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한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2~3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해당 법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국한해 경영책임자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법령 시행 직전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었죠. 여전히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산재와 관련된 하나의 복잡한 장면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2010년 한 아파
트 경비 노동자가 눈을 치우다 넘어져 자신의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
동자는 산업재해법에 따른 요양 급여를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 후 장애인의 의족이 신체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위 심 판결을 뒤
집고 승소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장애인 ‘의
족’은 신체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의족’
이 그렇다면 목발, 지팡이, 휠체어, 보청기, 스마트 기기 등은 어떨까요? 
  이 사례를 김초엽, 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에서 읽게 되었을 때 저는 의족을 착용하게 
되는 삶을 떠올려봤습니다. 내 몸의 결함을 보완하는 기구나 기계들이 내 몸의 경계 밖에 있
는 것일까, 안에 있는 것일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계기는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도록 해줄 겁니다. 지체 장애인의 휠체어와 시각 장애
인의 흰 지팡이에 대해,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와 문자통역기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시각 장애 안내견과 무인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렌 오더나 키오스크에 대해서도요. 
사실상 ‘사이보그적 경험’은 SF영화의 주인공이나 악당의 이미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
와 사물, 신체와 기계의 경계를 늘 고민해온 장애 당사자들이 항상 살아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다기능 전동 휠체어, 로봇 의수족, 인간지원로봇 등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때가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을 최대한 구현하는 로봇 의수와 안구와 호흡으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학 기술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체로 개발자, 연구자, 의사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자리해 있지
요. 과학자들에 의해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것 같던 일들에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능력자 인류’에 소속된 한 개체인 것에 감동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돌리면 장애에 대한 사회의 좁은 시선은 너무도 여전합니다. 물론 차별금지
법과 인권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수어 서비스들
도 확대되고 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이동로 설치에도 신경을 쓰고자 하
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견고한 일상 
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은 기본 이동권, 돌봄 지원, 탈(장애인)시설을 위한 권리 등을 제한받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장애의 문제를 절단 장애의 비극을 극복하게 해줄 
‘로봇 의족’의 놀라운 운동력 구현에 초점을 맞춰 상상하는 일만을 지속한다면, 로봇 의족을 
당장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길 원치 않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왜 ‘저상버스’에 오를 수 
없는지, 지하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는 왜 장애인이 없는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목



소리가 어떤 것인지, 장애등급제는 폐지됐는데 여전히 돌봄 지원에는 문제가 많은지 등에 대
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논의하는 공간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이보그가 되다에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장애인의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요양사들은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찰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인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콜라나 믹스 커피처럼 당과 카페인이 높은 음
료를 계속 마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에 기반해 특정 행동을 유
도하거나 금지하는 돌봄지원 기계/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고칼로리 고카페인 음료에 
의해 발생할 당사자의 건강 악화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돌봄 노동자
의 과로를 낮추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정서적 부딪힘도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둘 중 어떤 방식이 한 사람의 자율성을 더 억압하는 것일까요? 쉽게 답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돌봄자-돌봄을 받는 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상상
해본다면 단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장애-돌봄, 장애-사이보그의 상황이 몇 가지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윤리적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
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과 대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자와 함
께 질문하고 소통하는 지난한 과정을 뛰어난 기술적 진보에 대한 기대에 쉽게 넘겨주는 상황
이 한국 사회 장애 문제의 현실을 더 외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장애와 관련된 과학 기술은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
가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그 기술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
없이 묻고 답하는 일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장애인을 돌봄자로부터 극적으로 자
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상력은 ‘자립’된 생활이 가능한 비장애
인이라는 존재를 ‘정상’ 상태의 인간으로 상정하는 관점이 자동적으로 불러내는 단순한 이미
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온전한 자립 상태로만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렇다면 보다 많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조기구와 스마트 기기, 
또한 사물과 동물들과 연결된 도움의 연쇄 속에서 연립된 삶을 사는 것이 보다 용이한 일이 
되는 것이 소망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