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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 그 자체뿐만 아

는 조직문화, 사고에 대응하는 일사분란한 대응체

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하는 환경,

계 등을 가지고 있다. 리즌은 이러한 조직으로 미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한 사회의 제도, 나아가

국의 핵항모, 항공관제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다.

그 제도를 이끈 문화까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
이다.
글 : 정지범 (learning@unist.ac.kr)
UNIST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막을 수 있다 – 리즌

사고는 피할 수 없다.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 페로우
페로우(Charles Perrow, 1999)의 정상사고
(normal accident) 이론은 기술 그 자체가 가진 내

사고와 재난 발생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

재적 복잡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상사고 이론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는 예전보다 훨씬 안

대형 재난은 원자력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애

로 인간의 실수(human error)이다. 체르노빌 사

대형기술시스템(원자력발전소 등) 내부에서 발생

전하고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인류 생

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노, 바이오, 인공

고와 같은 치명적 재난도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되

하는 복잡한 상호작용(complex interaction)과 긴

존에 직결되는 의·식·주, 보건 및 의료 분야를 크

지능 등 최근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류의 삶을 더욱

었다. 제임스 리슨(James Reason, 1990)은 인간

밀한 결합(tight coupling)의 문제를 “체계실패”로

게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기술 발전은

풍요롭게 만들겠지만, 알지 못할 새로운 위험을 동

의 실수에 주목했다.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을 의도

정의한다(이재열, 2009: 74). 그는 복잡한 상호작

인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자동차 보급 증

반할 가능성도 크다.

적인 위반(violation)과 실수(mistake), 의도적이

용과 긴밀한 결합으로 구성된 기술시스템에서 사

가는 수많은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만들어 냈다. 체

이 글에서는 사고와 재난에 대한 시스템적 차원

지 않은 기억오류(lapse)와 주의오류(slip) 등으로

고는 피할 수 없는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의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시스템적 차원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그러나 실수에만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정상사고’ 혹은 ‘시스템사고

주목하는 태도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만을 과도하

(system accident)’로 명명했다(Perrow, 1999: 5;

게 강조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

정지범, 2015 재인용).

생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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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미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리즌은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상호작용의 구성요소들은

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시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적 다중

스템을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다. 반면 복잡한

방어(multiple defense) 혹은 심층방어(defence

상호작용 시스템은 하나의 구성요소에 여러 가지

in depth)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다중

의 다른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

방어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방어막의 연속적

이들은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시

실패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스위스 치즈 모델

스템에서는 어떤 한 부분의 고장이 예상치 못한 다

을 제시하기도 했다.

른 부분의 고장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대응이 매우

리즌은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고신뢰조직(high

어렵다. 한편, ‘긴밀한 결합’개념에서는 시간적 긴

reliability organizations)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박함을 강조한다. 화학공장이나 원자력발전소의

고신뢰조직은 복잡하고 위험한 시스템을 운영하면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서로 매우 긴박하게 연계되

서도 효과적인 다중방호시스템, 실패로부터 배우

어 있고, 한 부분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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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정상사고론과 고신뢰이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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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Perrow의 Interaction/Coupling Chart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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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Vaughan(1999: 298), 이재열(2009: 75), 정지범(2015) 재인용

은 일탈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

(redundancy)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정상사

다. 그녀는 조직의 복잡성 및 하청, 재하청으로 분

고론은 방호장치 간 복잡한 간섭 및 긴박한 결합에

리된 노동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조직의 구조적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고신뢰이론에

문제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는 방호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에 도움이

그녀는 현대의 복잡한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비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Vaughan, 1999; 정

주의”(structural secrecy)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범, 201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1>과 같

(Vaughan, 1996). 노동의 분업화, 계층화, 전문

이 정리할 수 있다.

화에 따라 지식이 분절되고, 조직원들은 자신의 부
확대될 수 있다. 하나의 공정이 고장이 났다면, 다

모순되는 것으로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서와 관련된 지식만 있을 뿐, 타 부서나 시스템 전

음 공정에 바로 큰 영향을 주고, 고장난 공정을 대

(Perrow, 1999).

체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분절된

체하기도 쉽지 않다.
페로우는 다양한 시스템을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일탈의 정상화 – 본

연계의 긴밀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같

감재와 회복, 전환을 위하여

지식은 복잡한 시스템 고장이나 조직 일탈 현상을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은 사고를 예방(prevention)

이해할 수 없고, 결국 1986년 챌린저호 폭발사고

적 관점에서 본 이론들이다. 예방은 사고와 재난의

와 같은 대형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Vaughan,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를 의미

1996; 1999; 정지범, 2015 재인용).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

은 모형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소는 [그림 1]의 2

다이앤 본(Diane Vaughan, 1996)은 1986년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위치한 화학플랜

챌린저호 폭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고

본은 정상사고론과 고신뢰이론의 차이에 대해

지 카메라를 개발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들

트, 우주항공 미션, DNA 조작 등은 모두 정상사

가 중간관리자와 엔지니어만의 잘못이 아님을 지

서도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정상사고론은 실패

이다. 특히 현대의 복잡한 기술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페로우는 사고 가

적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

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적 이론인 반면에, 고신뢰

원자력계 등에서는 다중적 안전장치로서 심층방어

능성을 줄이기 위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줄

게 된 것은 개인적 부도덕이나 무지의 문제가 아

이론은 긍정적 측면에서 절대적 안전을 목표로 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분산화(decentralization)가 필요하지만, 만

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하

다. 정상사고론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박한 결합

그러나 모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

일의 사고 대응을 위해 군대식의 강력한 중앙집

는 조직적 “일탈의 정상화 과정(normalization of

을 가진 조직의 ‘구조’(structure)를 강조하는 반

가능하다. 아직까지 인간은 태풍의 발생을 막을 수

중화(centralization)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그

deviance)”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조직 내 불안전

면, 고신뢰이론에서는 다층의 안전관리를 구성하

없으며, 지진 발생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러나 분산화와 집중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한 행동의 원인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의 실수 혹

는 ‘과정’(process)에 집중한다. 다중방호의 가외성

아무리 심층방어 시스템을 갖추어도 방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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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

그림 2 : 전환의 개념

가 그 사회의 안전제고를 위해 시스템적 변화를 추
구할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우려하면

Initial Equilibirum

Shock

Resistance
Incremental Adjustment
Transformation

자료 : Matyas and Pelling(2015: 8)

Perrow, C.(1999),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는 것은 이러한 의도적(deliberate) 전환의 대표적

Perrow, C.(2015), “Fukushima and the inevitability of accident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67(6), 44-52. doi:10.1177/0096340211426395

사례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예측하지 못했던 최
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사고
와 재난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예방만

을 뛰어넘은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고, 다중의 방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적응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재기술, 엄청난 피해를 입

어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멍난 “스위스 치즈”

(adaptation)하고 사회 자체를 적합한 형태로 전

더라도 신속히 원상태를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에

현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

환(transformation)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다 안

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완화 혹은 감재(減災,

히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

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mitigation)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태풍이

이 강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대한 연구와 준비 역시 매우

오기 전에 이를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예보기술,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이를 막는 것

중요하다.

하천범람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방기술 등

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후가 변화된 환경에 적

을 예로 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방사성

응하고 사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한 컨테인먼트 등 방호

Matyas와 Pelling(2015)은 [그림 2]를 제시하면

기술도 이러한 감재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 재난을 겪은 한 사회의 방재(resistance), 개량

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재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Vaughan, D.(1996), “The Challenger Launch Decision: Risky Technology,
Culture, and Deviance at NAS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ughan, D.(1999), “The Dark Aide of Organizations: Mistake, Misconduct,
and Disaste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271-305.
이재열(2009), 「위기관리를 위한 사회학적 접근」, 『국가종합위기관리』, 법문사.
정지범(2015),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개념을 설명한다.
즉, 어떤 안정된 상태에 있는 사회가 재난

러한 상황에 필요하다. 이는 재난이 발생하여 어떤

(shock)을 당했다고 가정할 때, 방재가 잘되어 있

사회가 치명적 피해를 입더라도 효과적 복구 과정

다면 그 사회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의 상

을 통해 원상으로 회복되고, 나아가 미래의 재난에

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일 큰 충격을 받고 사회 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

스템이 전반적 하락을 경험한다면, 그 사회는 점

는 것을 의미한다. 홍수 피해를 입은 도시가 빠른

진적인 복구의 노력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

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술과

을 것이다. 그런데 재난이 기후변화와 같이 지구

시스템, 나아가 더 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

환경시스템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사회

재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는 새로운 평형상태로의 전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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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adjustment; 점증주의), 전환의

계속 높아지고 있다. 회복(resilience)의 관점은 이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이 이미 감당

Matyas, D., & Pelling, M.(2015), “Positioning resilience for 2015: the role of
resistance, incremental adjustment and transformation in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 Disasters, 39 Suppl 1, S1-18, doi:10.1111/disa.12107

서 한 국가가 탈핵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

이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

그러나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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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전환은 비단 외부적 변화에 따라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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