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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해결을 통한 위험관리의 가능성과 한계

: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중심으로

강 윤 재*

  
이 글은 지하철 위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스크린도어를 대상으로 “기술적 해

결”(technological fix)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하철 위험은 그 유형에 따

라 모두 다섯 종류―“전철운행 사고”, “역사 내 사고”, “승강장 사고”, “지하의 공간적

위험”, “범죄 및 테러의 위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궤도와 역사의

접촉면에 위치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승강장 사고이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사고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술적 해결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한다. 신설되는 역이 아니라

기존 역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경우라

는 사실이 이를잘보여준다. 스크린도어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가시적 효과를 낳았지만

예상치못한 비가시적 위험을 가중시킨측면도 없지않다. 승강장 내부, 특히 출퇴근 환

승역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스크린도어는승객의 탈출로를 차단하는 “통곡의

벽”으로 돌변할 수 있다. 기술적 해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은 금물이며, 그 한계

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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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중심사회라는 모토 속에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기술적 해결”(technological fix)1)

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1950년대를 전후한 ‘과학기술의 황금시대’가

지나간 지 이미 오래지만 기술적 해결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 이것은 인간

적 삶의 조건이 점점 더 “기술권”(technosphere)에 의존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피, 2003; 강윤재, 2008).

위험 문제는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낸다

는 점에서 역설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험관리는 기술적 해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완벽한” 위험관리에 대한 낙관은 점차 비관적으로 변

하고 있다. 백신과 항생제를 통해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신종

플루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와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에 크게 흔들리고 있고, 안

전장치와 백업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기술시스템의 방호전략은 기술적 복잡성

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방아쇠 효과”(trigger effect)로 그 신뢰성이 크

게 의심받고 있다. 벡(1997)의 “위험사회”(risk society)는 물론 Perrow(1999)의

“정상사고”(normal accidents)가 크게 주목받는 것은 이런 사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초과학”(trans-science)과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

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기술적 해

결의 제한성을 함축한다(Weinberg, 1981; Funtowicz and Ravetz, 1992).

위험 문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와 과학기술(전문성)의 권위 추락의

1) 이 용어는 Alvin Weinberg의 Reflections on Big Science(1967)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핵공학자인 Weinberg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로서 “값싼 기술적 해결”을 주창했는데, 대표적 예로 자궁내

피임장치(IUD)와 핵에너지 이용을 들고 있다(Rosner, 2004). 이 두 가지 기술적 해

결책이 현재에는 값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기술적 해결의 한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기술적 해결과 관

련하여, Weinberg의 대표적 글(“Can technology replace social engineering”)은

Albert Teich의 Technology and the Future(9th ed.), pp. 23-3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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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독스를 고려했을 때(van Loon, 2002),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 모두

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은 올바른 위험관리의 전제조건이며 과학기술중

심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는 위험 문제의 유형과 적용하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그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떤 문제의 경우,

기술적 해결이 말 그대로 ‘해결’(solution)의 성격을 띨 수 있는 반면, ‘임시적

변통’(fix)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술적 해결은 특히 우리 사

회에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적 해

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비록 원론적 문

제의식의 차원에 머문다고 해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핵심적으로 고려했다. 첫째는 안정성의 측

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기술시스템이어야 하며, 둘째는 가

능성의 측면에서 “그럴 것 같지 않은”(not probable) 상황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연하면, (1) 일상기술(ordinary technology)의

요소가 강한 기술시스템을 대상으로 삼을 것, (2) 기술적 해결이 유일하거나

강력한 해결책으로 부각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술적 해결이 강력한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아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술적 해결에 대한 성찰이 중요함

을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례 중에서, 이 글에서는

지하철사고에 대한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PSD, platform screen door)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스크린도어는 그 기술

적 속성상 첨단기술(high-tech)이라기보다는 재래기술(low-tech)에 가깝고, 많

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술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위

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술시스템으로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

확실하게 위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스크린도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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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해결의 긍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시스템이라

평가할 수 있다.

Sarewitz and Nelson(2008)은 백신의 긍정적 효과와 읽고 쓰는 능력의 부

정적 효과를 예를 들어 기술적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술은 문제-해결의 연쇄에서 인과적 관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2) 기술적

해결의 효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이미 존재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핵심의 개량에 초점을 맞출 때 연구개발(R&D)은 사회문제

의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규칙들이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는 매우 훌륭한 기술적 해결이다. 추락사고와 공기질 개선

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더 없이 훌륭한 선택이고(규칙 1), 명확한 기준

(사망률, 미세먼지와 소음 등)을 통해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규칙

2), 기존의 기술적 핵심을 개량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성

공의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규칙 3).

한편, Douthwaite(1983)는 기술적 해결의 치명적 유혹을 경고하면서, 그 이

유로 사회과학에 대한 자연과학(특히, 물리과학)의 우월적 지위를 들고 있다.

즉, 자연과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사회문제의 복잡성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

한 사실에 근거한 믿을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인상이 깊게 뿌리

내려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해결은 장기적이거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일

시적인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ayne(2000)는 기

술적 해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해결(social fix), 또는 사회적-기술

적 해결(social-technical fix)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화적 해

결(cultural fix)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류학의 성과에 토대를 둔 것으로 모

든 개입은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

다. 특히, 행위자들에 따라 무엇을 해결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Varma(2002)는 인도에서 성감별기술(SDT)이

행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속에서 그 기술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를 실제로 성감별 검사와 여아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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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독스를 고려했을 때(van Loon, 2002),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 모두

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은 올바른 위험관리의 전제조건이며 과학기술중

심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는 위험 문제의 유형과 적용하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그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떤 문제의 경우,

기술적 해결이 말 그대로 ‘해결’(solution)의 성격을 띨 수 있는 반면, ‘임시적

변통’(fix)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술적 해결은 특히 우리 사

회에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적 해

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비록 원론적 문

제의식의 차원에 머문다고 해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핵심적으로 고려했다. 첫째는 안정성의 측

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기술시스템이어야 하며, 둘째는 가

능성의 측면에서 “그럴 것 같지 않은”(not probable) 상황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연하면, (1) 일상기술(ordinary technology)의

요소가 강한 기술시스템을 대상으로 삼을 것, (2) 기술적 해결이 유일하거나

강력한 해결책으로 부각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술적 해결이 강력한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아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술적 해결에 대한 성찰이 중요함

을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례 중에서, 이 글에서는

지하철사고에 대한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PSD, platform screen door)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스크린도어는 그 기술

적 속성상 첨단기술(high-tech)이라기보다는 재래기술(low-tech)에 가깝고, 많

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술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위

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술시스템으로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

확실하게 위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스크린도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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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해결의 긍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시스템이라

평가할 수 있다.

Sarewitz and Nelson(2008)은 백신의 긍정적 효과와 읽고 쓰는 능력의 부

정적 효과를 예를 들어 기술적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술은 문제-해결의 연쇄에서 인과적 관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2) 기술적

해결의 효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이미 존재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핵심의 개량에 초점을 맞출 때 연구개발(R&D)은 사회문제

의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규칙들이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는 매우 훌륭한 기술적 해결이다. 추락사고와 공기질 개선

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더 없이 훌륭한 선택이고(규칙 1), 명확한 기준

(사망률, 미세먼지와 소음 등)을 통해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규칙

2), 기존의 기술적 핵심을 개량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성

공의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규칙 3).

한편, Douthwaite(1983)는 기술적 해결의 치명적 유혹을 경고하면서, 그 이

유로 사회과학에 대한 자연과학(특히, 물리과학)의 우월적 지위를 들고 있다.

즉, 자연과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사회문제의 복잡성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

한 사실에 근거한 믿을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인상이 깊게 뿌리

내려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해결은 장기적이거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일

시적인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ayne(2000)는 기

술적 해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해결(social fix), 또는 사회적-기술

적 해결(social-technical fix)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화적 해

결(cultural fix)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류학의 성과에 토대를 둔 것으로 모

든 개입은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

다. 특히, 행위자들에 따라 무엇을 해결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Varma(2002)는 인도에서 성감별기술(SDT)이

행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속에서 그 기술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를 실제로 성감별 검사와 여아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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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인도는 우리와 비슷하게 기술적 진보에 대한 환상

이 크기 때문에 성감별기술은 여아 살해(female infanticide)라는 전통적 관습

을 대체할 수 있는 여아 낙태(famale feticide)라는 기술적 해결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감별기술에 가부장제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에 따르면, 지하철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결로서

스크린도어는 그 강력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책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게 되며, 전체적 맥락에서 새롭게 조망되고 그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2장에서는 지하철의 위험 문제

란 무엇이며,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3장에서는 한국에서 스크린도어를 둘러싼 담론의 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기술적 적용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 2000년대에

본격화된 지하철 투신자살과 2003년의 대구지하철 참사는 지하철 안전담론을

강화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에 더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요구가 커

지면서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통한 지하철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

지니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적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도 예상과는 달리

위험 문제를 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사례

연구는 문헌연구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스크린도어를 통한 기술적 해결을 진

정한 의미의 ‘해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기술적 해결이 지닌 근본적 한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을 말해주고 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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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위험(안전) 문제와 스크린도어

지하철은 철도의 하부 시스템으로 현대도시의 지하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

적 조건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핵심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기술-

사회시스템이자 현대사회의 핵심 인프라이다. 시스템으로서 지하철은 크게

궤도적 요소와 역사적(驛舍的) 요소를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가령, 전철과 기

지창, 운전 및 정비요원, 종합열차제어시스템(TTC: total traffic control), 열차

통신망 등은 궤도적 요소인 반면, 에스컬레이터와 환기시설, 역무원 등은 역

사적 요소라 하겠다. 조망적 관점에서, 지하철에는 궤도를 따라 역사들이 연

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인간적 요소와 더불

어 비인간적 요소가 이질적으로 섞여 있다. 이런 점에서 지하철시스템은 휴즈

가 말한 전형적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이자 인간-비인간의 “이질

적 연결망”(heterogeneous network)이다(Hughes, 1983).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1863년 1월 10일 영국 런던에서 증기기관차로 개통

되었는데, 개통 구간의 길이는 약 6킬로미터였다.2) 한국에서는 1974년 8월 15

일에 1호선의 종로-청량리 구간이 최초로 개통되었다. 현재 수도권에는 철도

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이, 여타 광

역시에서는 대구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

공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3)

지하철은 도시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대중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2) 유럽대륙에서 최초의 지하철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1896년)에서 개통되었으며, 뒤

이어 오스트리아의 빈(1898년), 프랑스의 파리(1900년), 독일의 베를린(1902년)에서

개통되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1901년)이 최초이며, 뉴욕(1904년)이 그 뒤를 이었

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의 부에노스아이레스(1913년)에서 처음 개통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의 도쿄(1931년), 캐나다의 토론토(1954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1969년)가 그 뒤를 따랐다.

3)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하 총 노선길이 286.9km(2001년 기준)로 세계 4위에 달할

정도이고, 도시철도의 총 노선길이는 509km(2007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국토해양

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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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인도는 우리와 비슷하게 기술적 진보에 대한 환상

이 크기 때문에 성감별기술은 여아 살해(female infanticide)라는 전통적 관습

을 대체할 수 있는 여아 낙태(famale feticide)라는 기술적 해결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감별기술에 가부장제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에 따르면, 지하철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결로서

스크린도어는 그 강력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책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게 되며, 전체적 맥락에서 새롭게 조망되고 그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2장에서는 지하철의 위험 문제

란 무엇이며,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3장에서는 한국에서 스크린도어를 둘러싼 담론의 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기술적 적용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 2000년대에

본격화된 지하철 투신자살과 2003년의 대구지하철 참사는 지하철 안전담론을

강화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에 더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요구가 커

지면서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통한 지하철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

지니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적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도 예상과는 달리

위험 문제를 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사례

연구는 문헌연구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스크린도어를 통한 기술적 해결을 진

정한 의미의 ‘해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기술적 해결이 지닌 근본적 한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을 말해주고 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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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위험(안전) 문제와 스크린도어

지하철은 철도의 하부 시스템으로 현대도시의 지하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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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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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반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기도 한다. 지하철의

위험은 철도(궤도)적 성격과 지하라는 공간적 성격,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적 성격이 결합된 것이다. 첫째, 철도(궤도)적 성격에 따른 위험의 특

징은 돌발적이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연속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4) 둘째, 지하라는 공간적 성격에 따른 위험의 특징은 폐쇄성으

로 사고발생시 방재활동을 위한 접근과 승객의 대피가 어렵다는 점과 공기질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로 나타난다.5) 셋째,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교통적 성격에 따른 위험의 특징으로는 사고와 위험이 일상적이고 상시적으

로 발생하며,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표 1> 참조).

4) 이와 관련된 지하철 사고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진행속도도 빠르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

다가도 순간적으로 장애를 일으킨다. 그리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열차의 속도로

순식간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2) 사고발생의 원인이 복잡하며, 그 규모와 피

해가 매우 크다. 지하철이 사회-기술적 시스템인 관계로 사고 발생에는 매우 다양

한 요소가 개입되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교통대란을

불러온다. (3) 연속 사고의 위험이 크다. 네트워크형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

해가 연속되며, 빠른 복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속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5)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상시설과 비교할 때 소구획화 되

어 있어 사각이 많다, (2) 피난방향이 지상으로 상방향이고, 출구가 한정되어 있다,

(3) 외부로부터 소화구조 활동이 진행되기 어렵다, (4) 연기, 열, 유해물, 물 등이

잔류하기 쉽고, 배출이 용이하지 않다, (5) 지하공간에서 재난을 당하는 이용자는

패닉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6)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상시설에 비하여 복구가 어

렵다, (7)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백민호․김민

희, 20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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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도시 년도 사고 원인 사망 및 부상자 수

아제르바이잔 바쿠 1995 터널구간 진입 후 전기합선
289명 사망

270명 부상

한국 대구 2003 전동차안 방화
193명 사망

146명 부상

한국 대구 1995 지하철공사장 가스관 폭발
102명 사망

205명 부상6)

프랑스 파리 1903 지하철 누전으로 화재
84명 사망

세계 최초 사고

러시아 모스크바 2004 폭탄테러로 추정
39명 사망

129명 부상

영국 런던 1987 에스컬레이터 누전화재
31명 사망

50명 부상

일본 도쿄 1987 옴진리교 신경독가스 살포
12명 사망

3800명 부상

미국 뉴욕 1990 전기합선으로 화재
2명 사망

150명 부상

<표 1> 세계 주요 지하철 참사(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자료: 백민호․김민희(2005).

지하철의 위험은 사고발생 영역 및 성격을 고려하여 모두 다섯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영역에 따라 “전철운행 사고”(전철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와 “역사 내 사고”(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고), “승강장 사고”(궤도와 역

사의 접촉면에 해당하는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하의 공간적 위험”(지하철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위험)과 “범죄

및 테러의 위험”(대규모 대중교통이라는 특성에 따른 위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1) “전철운행 사고”(운전사고 및 장애)는 주로 연착이나 탈선, 기계고장으

6) 1995년 사고의 경우에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에서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예를 들면, 사망자 수는 100-102명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프레시안』의 기사 “다시, 대구지하철ㆍ성수대교 참사를 보려 하는가?”(2008.

10. 9)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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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사각이 많다, (2) 피난방향이 지상으로 상방향이고, 출구가 한정되어 있다,

(3) 외부로부터 소화구조 활동이 진행되기 어렵다, (4) 연기, 열, 유해물, 물 등이

잔류하기 쉽고, 배출이 용이하지 않다, (5) 지하공간에서 재난을 당하는 이용자는

패닉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6)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상시설에 비하여 복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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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테러의 위험”(대규모 대중교통이라는 특성에 따른 위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1) “전철운행 사고”(운전사고 및 장애)는 주로 연착이나 탈선, 기계고장으

6) 1995년 사고의 경우에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에서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예를 들면, 사망자 수는 100-102명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프레시안』의 기사 “다시, 대구지하철ㆍ성수대교 참사를 보려 하는가?”(2008.

10. 9)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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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차량의 운행중지 등으로 발생하며 네트워크형 시스템의 성격으로

연속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고의 여파가 쉽게 확산된다. 도시의 대표적 교통

수단으로서 자칫 사고의 여파로 장시간의 운행 중지사태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2) “역사 내 사고”는 역사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장애인 리

프트,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승강장 사고”는 지하철 위험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

고의 유형이다. 승강장은 궤도와 역사의 접촉면(interface)으로, 평상시에 승

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4) “지하의 공간적 위험”은 지하철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역사

내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의

위험, 대구지하철참사처럼 화재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이 있다.

(5) “범죄 및 테러의 위험”은 지하라는 공간적 특성과 함께 지하철이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많은 승객들이 몰리는 지하철을 테러대상으

로 삼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과 지하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가스공격 등의 테러에 취약하며, 발생 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지하철의 사고를 규모별로 보면 발생지역이 다양하지만, 빈도수와 인명 피

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할 곳은 궤도와 역사의 접촉면인 승강장이다. 특

히, 승강장 사고는 사망이나 부상으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승강장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정당성이 그만큼 크

다. 대비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번째는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사고 원인제공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의식을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가령, 추락의 주요인인 음주나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

회문화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7) 둘째, 조직적 차원으로, 조직적 역

7) 더욱 실현이 어려운 옵션이 있는데, 주로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승강장 사고의 대부분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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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가령, 승강장에 근무하는 안전요

원들의 수를 늘리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

학기술적 차원으로, 새로운 인공물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

로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이에 속한다.

위험관리자의 입장에서 기술적 해결은 매우 매력적인 관리 전략임에 틀림

없다. 사회문화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의 장기적 효과와 비효율성, 효과의

간접성이라는 한계를 과학기술적 차원의 단기적 효과와 효율성, 효과의 직접

성이라는 장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술적 해결의 매

력은 위험관리자를 넘어서서 정책입안자와 지하철 이용객, 일반 시민들에게

도 강력하게 작용한다. 정책입안자에게는 가시적 성과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내놓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용객 및 시민들에게는 조직의 무성의와 관료주의

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의식개혁을 가장한 쓸데없는 간섭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기술적 해결에 매력을 느낀다.

지하철 승강장의 위험관리에서도 기술적 해결은 “다중의 행위자들”을 만족

하는 성공적 전략인데, 그 중심에는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있다. 한국의 경우,

스크린도어의 설치라는 기술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센데, 이는

막대한 건설비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하철 역사

를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전세

계적으로 신설 지하철 노선을 대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예는 드물지 않

게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기존 역사를 대상으로 한 예는 전례가 없다.8) 더욱

이,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스크린도어

이 치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열차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

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8) 외국에서 스크린도어는 주로 경전철에 적용되었으며, 점차 파리의 메테오선(지하

철 14호선), 런던의 주빌리선, 도쿄의 남북선 등의 중전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한

겨레, 2004. 6. 29). 싱가폴에서는 1987년 지하철 건설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으며

(내일신문, 2005. 4. 26), 이외에도 홍콩, 코펜하겐, 방콕 등에 설치되어 있다(서울

신문, 200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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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차량의 운행중지 등으로 발생하며 네트워크형 시스템의 성격으로

연속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고의 여파가 쉽게 확산된다. 도시의 대표적 교통

수단으로서 자칫 사고의 여파로 장시간의 운행 중지사태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2) “역사 내 사고”는 역사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장애인 리

프트,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승강장 사고”는 지하철 위험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

고의 유형이다. 승강장은 궤도와 역사의 접촉면(interface)으로, 평상시에 승

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4) “지하의 공간적 위험”은 지하철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역사

내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의

위험, 대구지하철참사처럼 화재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이 있다.

(5) “범죄 및 테러의 위험”은 지하라는 공간적 특성과 함께 지하철이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많은 승객들이 몰리는 지하철을 테러대상으

로 삼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과 지하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가스공격 등의 테러에 취약하며, 발생 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지하철의 사고를 규모별로 보면 발생지역이 다양하지만, 빈도수와 인명 피

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할 곳은 궤도와 역사의 접촉면인 승강장이다. 특

히, 승강장 사고는 사망이나 부상으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승강장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정당성이 그만큼 크

다. 대비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번째는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사고 원인제공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의식을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가령, 추락의 주요인인 음주나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

회문화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7) 둘째, 조직적 차원으로, 조직적 역

7) 더욱 실현이 어려운 옵션이 있는데, 주로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승강장 사고의 대부분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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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가령, 승강장에 근무하는 안전요

원들의 수를 늘리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

학기술적 차원으로, 새로운 인공물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

로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이에 속한다.

위험관리자의 입장에서 기술적 해결은 매우 매력적인 관리 전략임에 틀림

없다. 사회문화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의 장기적 효과와 비효율성, 효과의

간접성이라는 한계를 과학기술적 차원의 단기적 효과와 효율성, 효과의 직접

성이라는 장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술적 해결의 매

력은 위험관리자를 넘어서서 정책입안자와 지하철 이용객, 일반 시민들에게

도 강력하게 작용한다. 정책입안자에게는 가시적 성과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내놓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용객 및 시민들에게는 조직의 무성의와 관료주의

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의식개혁을 가장한 쓸데없는 간섭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기술적 해결에 매력을 느낀다.

지하철 승강장의 위험관리에서도 기술적 해결은 “다중의 행위자들”을 만족

하는 성공적 전략인데, 그 중심에는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있다. 한국의 경우,

스크린도어의 설치라는 기술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센데, 이는

막대한 건설비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하철 역사

를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전세

계적으로 신설 지하철 노선을 대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예는 드물지 않

게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기존 역사를 대상으로 한 예는 전례가 없다.8) 더욱

이,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스크린도어

이 치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열차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

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8) 외국에서 스크린도어는 주로 경전철에 적용되었으며, 점차 파리의 메테오선(지하

철 14호선), 런던의 주빌리선, 도쿄의 남북선 등의 중전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한

겨레, 2004. 6. 29). 싱가폴에서는 1987년 지하철 건설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으며

(내일신문, 2005. 4. 26), 이외에도 홍콩, 코펜하겐, 방콕 등에 설치되어 있다(서울

신문, 200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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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arewitz and Nelson(2008)의 세 가지 규칙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인도를 대상으로 한 Varma(2002)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전사회적

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과학주의가 기술적 해결의 경향성을 강화시

켜 논의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둘러싼 담론 및 기술적 적용 과정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승강장에서 추락 및 자살 사고가 급증

하면서 승강장 사고의 근본적 대책으로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 설치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언급은 1990년대 말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론의 환기 차원에서 다

루어졌을 뿐이고, 신설되는 지하철 9호선에 적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

었다. 기존의 지하철 노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구지하

철 참사에 대한 대책마련 과정에서 본격화된다. 그 후, 2003년 5월에 시범사

업으로 신길역의 일부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고, 2004년 12월 29일에

신길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식으로 설치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과 승강장 내 공기질 개선

을 위해 2010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역사(전체 265곳: 서울메트로 117곳, 도시

철도공사 148곳)를 대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으

로써 “스크린도어 붐”의 서장을 장식했다(매일경제, 2006. 8. 9).

이 장에서는 스크린도어에 반영된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하

기 위해 한국에서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둘러싼 담론의 형성 과정과 정책적,

기술적 적용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9)

9) 한국언론재단의 미디어포탈서비스인 “미디어 가온”(www.kinds.or.kr)에서 주요 일

간지의 기사를 주로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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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담론 형성기(∼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이 시기 동안에 스크린도어에 대한 보도는 전반적으로 단편적으로 다뤄졌

으며,10) 스크린도어의 효과에 대해서도 대단히 원론적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보고되었다.11) 서울지하철 9호선과 광주지하철 1호선을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의 설치가 계획되었고, 실제로 당시에 추진되고 있었지만 사회적 이목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스크린도어 설치의 필요성이 아직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까닭에 기존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는 문제는 기술적, 비용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

었다.12)

2) 안전담론 형성 및 정책적 적용기(2003년 2월 ∼ 2004년 말)

2003년 2월의 대구지하철 참사는 스크린도어의 도입 정책에서 중요한 분기

점으로 작용했다. 한국 지하철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던 까닭에 강력

한 사고대책에 대한 요구가 뒤따랐고,13) 스크린도어의 설치는 그 일환으로

즉, 지하철 소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다.14) 하지만 곧 스크린도어 담론은

10) 가령, “3기 지하철/총연장 120km 터널공법 시공”(동아일보, 1997. 3. 24)에서 스

크린도어 설치는 기타(“이 밖에 ∼”)의 설명항으로 처리되고 있다.

11) 지하철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 승객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동아일보, 1997. 6. 26), “먼지유입을 막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방

안도 강구중”(경향신문, 1997. 9. 23), “안전사고가 많고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은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승강장을 만들면 어

떨지” 등의 입장을 보인다.

12)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 기존의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운영하기는 어

렵다”(동아일보, 1999. 1. 6).

13) 가령,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진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1) 지하철 화재와 정

전, 테러 등 각종 재난관리 정책 수립과 총괄 기능, (2)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 확

보, (3) 환기구 설치와 피난 통로 확보 여부, (4) 기관사와 통제실의 교신(다자간

통신망), (5) 터널 내 화재감지 시설 설치와 ‘스크린도어’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신문, 200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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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arewitz and Nelson(2008)의 세 가지 규칙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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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과 실족사고, 자살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으로 옮겨갔다.15) 신설

되는 지하철 역사와는 달리 기존의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경우는 전세

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임을 감안할 때, “추락 및 자살의 근본적 예방책으로

서의 스크린도어” 담론은 매우 강력한 추진력으로서 전사회적으로 스크린도

어의 필요성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서 비용(예산)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 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민자 유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 인

프라 구축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던 정책적 기조와 맥을 같이 하

고 있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의 12개 역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스

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서울신문, 2004. 2. 4; 세계일보,

2004. 2. 16),16) 이는 이후 기존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지하철 1호선의 도청역과 금남로 4가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된 것(내일신문, 2004. 4. 29)과는 별도로 기존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담론의 완성 및 정책과 기술의 본격적 적용기(2005년 초 ∼ 2006

년 8월)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 근본적 대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의 필

14) 스프링클러 작동시 스크린도어가 차단막으로 작용해서 누전이나 합선 위험을 예

방해줄 수 있다(문화일보, 2003. 2. 26; 경향신문, 2003. 2. 27)고 보는 시각과 함

께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에선 스프링클러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지적(한국

일보, 2003. 3. 5)도 있었다.

15) 특히, 수도권에서 평균 닷새에 한 명꼴로 추락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크린도

어의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 요청이 더욱 거세졌다(문화일보, 2003. 12. 27). 그 결

과,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신설되는 지하철역 일부에 2005

년까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세계일보, 2003. 12. 18).

16) 서울메트로는 유진&포스콘컨소시엄(현재, 유진메트로콤)에게 지하철 2호선 12개

역 승강장에 설치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광고사업권을 22년 동안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했다(머니투데이, 200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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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한 정부(지자

체)의 예산 투입이 촉구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시기에는 지하철의 공기오

염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문제의 해결책

으로서 스크린도어” 담론이 새롭게 부각된다.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미세먼지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그 저감대책으로 스크린도어를 제시했다(세계일보,

2005. 4. 25). 또한,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는 2010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

사를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지

하철 1호선 시청에서 청량리의 구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서울신문, 2006. 8.

10). 이는 스크린도어가 “대기질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시장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함축한다.

한편, 2005년에는 기존의 스크린도어와는 다른 방식의 기술인 와이어(철심

로프)를 이용한 안전 차단장치가 선을 보인다. 이 장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설치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세계일보, 2005. 7. 6; 경향신문, 2005. 7. 7; 무

등일보, 2006. 5. 24). 또한, 스크린도어의 국내 선두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분야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파이낸셜뉴스, 2005. 7. 12; 머니투

데이, 2005. 7. 12), 스테인레스업계는 스크린도어에 스테인레스강을 적용하려

는 시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머니투데이, 2005. 12. 21; 파이낸셜뉴스, 2006.

6. 8). 이런 사실은 스크린도어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 차

원의 경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민자 유치를 통한 스크

린도어의 설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철 사당역을 필두로 스크린도어를 이

용한 광고가 시작됐다(동아일보, 2005. 9. 27). 그렇지만 이는 상업광고의 범람

에 따른 승객의 불편과 사인체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을 낳았다(문화일보, 2006. 3. 9).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민자 유치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음으로써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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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과 실족사고, 자살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으로 옮겨갔다.15) 신설

되는 지하철 역사와는 달리 기존의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경우는 전세

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임을 감안할 때, “추락 및 자살의 근본적 예방책으로

서의 스크린도어” 담론은 매우 강력한 추진력으로서 전사회적으로 스크린도

어의 필요성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서 비용(예산)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 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민자 유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 인

프라 구축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던 정책적 기조와 맥을 같이 하

고 있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의 12개 역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스

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서울신문, 2004. 2. 4; 세계일보,

2004. 2. 16),16) 이는 이후 기존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지하철 1호선의 도청역과 금남로 4가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된 것(내일신문, 2004. 4. 29)과는 별도로 기존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담론의 완성 및 정책과 기술의 본격적 적용기(2005년 초 ∼ 2006

년 8월)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 근본적 대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의 필

14) 스프링클러 작동시 스크린도어가 차단막으로 작용해서 누전이나 합선 위험을 예

방해줄 수 있다(문화일보, 2003. 2. 26; 경향신문, 2003. 2. 27)고 보는 시각과 함

께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에선 스프링클러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지적(한국

일보, 2003. 3. 5)도 있었다.

15) 특히, 수도권에서 평균 닷새에 한 명꼴로 추락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크린도

어의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 요청이 더욱 거세졌다(문화일보, 2003. 12. 27). 그 결

과,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신설되는 지하철역 일부에 2005

년까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세계일보, 2003. 12. 18).

16) 서울메트로는 유진&포스콘컨소시엄(현재, 유진메트로콤)에게 지하철 2호선 12개

역 승강장에 설치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광고사업권을 22년 동안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했다(머니투데이, 200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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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한 정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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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그 저감대책으로 스크린도어를 제시했다(세계일보,

2005. 4. 25). 또한,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는 2010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

사를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지

하철 1호선 시청에서 청량리의 구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서울신문, 2006. 8.

10). 이는 스크린도어가 “대기질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시장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함축한다.

한편, 2005년에는 기존의 스크린도어와는 다른 방식의 기술인 와이어(철심

로프)를 이용한 안전 차단장치가 선을 보인다. 이 장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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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파이낸셜뉴스, 2005. 7. 12; 머니투

데이, 2005. 7. 12), 스테인레스업계는 스크린도어에 스테인레스강을 적용하려

는 시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머니투데이, 2005. 12. 21; 파이낸셜뉴스, 2006.

6. 8). 이런 사실은 스크린도어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 차

원의 경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민자 유치를 통한 스크

린도어의 설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철 사당역을 필두로 스크린도어를 이

용한 광고가 시작됐다(동아일보, 2005. 9. 27). 그렇지만 이는 상업광고의 범람

에 따른 승객의 불편과 사인체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을 낳았다(문화일보, 2006. 3. 9).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민자 유치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음으로써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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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담론의 출현기(2006년 8월 ∼ 2008년 말)

스크린도어가 서울 지하철의 일부 역사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효과의 긍정적

평가는 크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사당역장의 평가와

“승강장의 폭이…(좁아)…불안했지만 스크린도어가 생긴 뒤 한결 마음을 놓게

됐다”는 이용객의 반응, 사당역의 경우 승강장의 미세먼지와 먼지가 각각 35

퍼센트, 8퍼센트 감소했다는 측정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서울신문, 2006. 9.

12).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리기관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17)

과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에 대한 지적과 비판18)이

주를 이룬다. 이런 비판적 담론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반대하

는 것보다는 운영 및 관리의 부실과 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에 화재가 발

생했을 때처럼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적과 같은 구조적 차원의 비판도 존재했다(서울신문, 2006. 9. 12). 서

울시 보도자료(2010. 1. 31)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1-8호선 265개역

과 9호선의 24개역, 모두 289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

다.19)

17) 이런 부류의 비판 기사로는 “스크린도어 사업자선정 특혜논란”(동아일보, 2006.

8. 11), “안전문 설치하는 곳은? ‘사고’보다 ‘사람’ 많은 곳”(동아일보, 2006. 10.

25),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설치비 부풀리기?”(한겨레, 2007. 2. 23), “수익성과

공공성의 덫”(매일경제, 2007. 7. 4), “포스콘, 스크린도어 공사 재하도급 의

혹”(YTN, 2008. 8. 13) 등을 들 수 있다.

18) 이와 관련된 비판 기사로는 “스크린도어 또 작동불능”(서울신문, 2006. 2. 14), “안

전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갇혀?: 안전요원 교육 제대로 안 되고, 시민들 방법

몰라”(뉴스웨이, 2006. 7. 13), “‘광고 괴물’ 지하철 안전위협”(서울신문, 2007. 3.

5), “일부 ‘스크린 도어’ 되레 안전 위협”(문화일보, 2007. 12. 26) 등을 들 수 있다.

19) 연도별 설치 수는 2005년 2곳, 2006년 17곳, 2007년 13곳, 2008년 57곳, 2009년

200곳(9호선 24곳 포함)으로 대부분이 2009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 결과, 사상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2005년 71건에서 2009년 48건으로 줄

었으며, 스크린도어가 정상 가동되는 곳에서는 사상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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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통한 지하철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

결의 가능성과 한계

스크린도어는 일상기술이라는 점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제의 해결책으

로 유일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

술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기술적

으로, 스크린도어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첨단기술보다는 재래기

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수입되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포스코 ICT, 중소기업 피에스에스텍(PSS Tech) 등이 스크린도어 사업에 뛰어

들었으며, 지금은 국내 회사들의 제품을 중국과 브라질 등에 수출하고 있

다.20) 모든 언론은 스크린도어가 승강장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빠른 설치를 수시로 촉구할 뿐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태도는 지하철

자살사건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고, 스크린도어

를 통한 위험관리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조건에서 승강장

사고의 근본적 예방책으로서 스크린도어의 설치라는 기술적 해결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스크린도어는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은 물론 그 한

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로서 손색이 없다.

보다 완벽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소위 ‘스크린

도어 로망’을 불러왔는데, 이는 기술적 해결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초한다. 앞에서 살펴봤듯, 스크린도어 설치의 당위성은 전시기를 관통하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주요한 사회적 쟁점의 부각에 따라 각 시기마다 달라졌

먼지는 35.3%가 감소되었고, 소음도 7.9%가 감소되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0.

1. 31)(http://friend.seoul.go.kr/city/city_news.jsp?Depth=65).

20) “'스크린도어' 독자개발한 한 중소기업의 힘”(조선일보, 2005. 10. 23), “포스코

ICT,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출: 브라질 상파울루에 130억 규모”(한국경제, 2010. 2.

18), “5678서울도시철도 한국형 스크린도어(PSD) 중국 수출길 열어”(서울도시철

도 보도자료, 201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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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담론의 출현기(2006년 8월 ∼ 2008년 말)

스크린도어가 서울 지하철의 일부 역사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효과의 긍정적

평가는 크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사당역장의 평가와

“승강장의 폭이…(좁아)…불안했지만 스크린도어가 생긴 뒤 한결 마음을 놓게

됐다”는 이용객의 반응, 사당역의 경우 승강장의 미세먼지와 먼지가 각각 35

퍼센트, 8퍼센트 감소했다는 측정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서울신문, 2006. 9.

12).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리기관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17)

과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에 대한 지적과 비판18)이

주를 이룬다. 이런 비판적 담론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반대하

는 것보다는 운영 및 관리의 부실과 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에 화재가 발

생했을 때처럼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적과 같은 구조적 차원의 비판도 존재했다(서울신문, 2006. 9. 12). 서

울시 보도자료(2010. 1. 31)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1-8호선 265개역

과 9호선의 24개역, 모두 289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

다.19)

17) 이런 부류의 비판 기사로는 “스크린도어 사업자선정 특혜논란”(동아일보, 2006.

8. 11), “안전문 설치하는 곳은? ‘사고’보다 ‘사람’ 많은 곳”(동아일보, 2006. 10.

25),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설치비 부풀리기?”(한겨레, 2007. 2. 23), “수익성과

공공성의 덫”(매일경제, 2007. 7. 4), “포스콘, 스크린도어 공사 재하도급 의

혹”(YTN, 2008. 8. 13) 등을 들 수 있다.

18) 이와 관련된 비판 기사로는 “스크린도어 또 작동불능”(서울신문, 2006. 2. 14), “안

전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갇혀?: 안전요원 교육 제대로 안 되고, 시민들 방법

몰라”(뉴스웨이, 2006. 7. 13), “‘광고 괴물’ 지하철 안전위협”(서울신문, 2007. 3.

5), “일부 ‘스크린 도어’ 되레 안전 위협”(문화일보, 2007. 12. 26) 등을 들 수 있다.

19) 연도별 설치 수는 2005년 2곳, 2006년 17곳, 2007년 13곳, 2008년 57곳, 2009년

200곳(9호선 24곳 포함)으로 대부분이 2009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 결과, 사상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2005년 71건에서 2009년 48건으로 줄

었으며, 스크린도어가 정상 가동되는 곳에서는 사상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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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통한 지하철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

결의 가능성과 한계

스크린도어는 일상기술이라는 점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제의 해결책으

로 유일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

술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기술적

으로, 스크린도어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첨단기술보다는 재래기

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수입되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포스코 ICT, 중소기업 피에스에스텍(PSS Tech) 등이 스크린도어 사업에 뛰어

들었으며, 지금은 국내 회사들의 제품을 중국과 브라질 등에 수출하고 있

다.20) 모든 언론은 스크린도어가 승강장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빠른 설치를 수시로 촉구할 뿐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태도는 지하철

자살사건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고, 스크린도어

를 통한 위험관리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조건에서 승강장

사고의 근본적 예방책으로서 스크린도어의 설치라는 기술적 해결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스크린도어는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은 물론 그 한

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로서 손색이 없다.

보다 완벽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소위 ‘스크린

도어 로망’을 불러왔는데, 이는 기술적 해결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초한다. 앞에서 살펴봤듯, 스크린도어 설치의 당위성은 전시기를 관통하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주요한 사회적 쟁점의 부각에 따라 각 시기마다 달라졌

먼지는 35.3%가 감소되었고, 소음도 7.9%가 감소되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0.

1. 31)(http://friend.seoul.go.kr/city/city_news.jsp?Depth=65).

20) “'스크린도어' 독자개발한 한 중소기업의 힘”(조선일보, 2005. 10. 23), “포스코

ICT,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출: 브라질 상파울루에 130억 규모”(한국경제, 2010. 2.

18), “5678서울도시철도 한국형 스크린도어(PSD) 중국 수출길 열어”(서울도시철

도 보도자료, 201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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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대구지하철 참사 직후에 스크린도어는 소방대책으로, 자살이 늘어난

후에는 자살대책으로, 환경오염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때는 오염대책으로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된다. 물론,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스크린도어가 성공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기존 역사에 스크린도

어를 설치한 전례가 없었던 것만 보아도 한국이 스크린도어라는 기술적 해결

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스크린도어는 위험관리정책에서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스크린도어의 설치에 따른 예상 효과로는 추락사고 방지(안전사고 예

방) 외에도 승강장 공기질 개선, 전동차 소음 감소(열차풍 방지), 냉난방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는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이미 설치된 역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수일 외, 2007; 박민서 외, 2008).21) 가령,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대전도시철

도와 공항철도의 경우에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표 2> 참조). 그

리고 나머지 점에서도 일정하게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22) 한국 사회의 특수

성은 스크린도어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욱 증폭시킨다. 승강장에서 사고는 주

로 자살과 추락에 의한 것인데, 이는 주로 높은 자살률과 음주문화에 따른 것

이다. 안전펜스의 설치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크린도어 설치를 ‘갈망’하는 것

은 ‘완벽한’ 차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승강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까닭이다.23) 여기에 한국의 안전의식이나 문화적 수준이 낮고,

21) 주 19) 참고.

22) 2005년 10월 21일, 사당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49% 저감, 소음은

4.3% 감소, 열차풍 방지, 전력료 31%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는데(내일신문,

2005. 10. 18), 설치 이후 서울지하철공사 환경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49%(평균 144.85㎍/㎥에서 평균 73.8㎍/㎥로) 줄었으며, 소음도 7.5%(78.3db에서

72.45db로) 줄었다(문화일보, 2005. 11. 11). 한편, 9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측

정한 결과에 따르면, 승강장의 미세먼지는 35.3%(131.85㎍/㎥에서 85㎍/㎥로) 줄

어들었다(서울신문, 2005. 12. 9).

23) 스크린 도어(안전 펜스) 설치를 행정기관의 의무로 볼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

단은 사안과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2004년 노숙자에 떠밀러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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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조직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한다.24) 이런 이유로, 막대한 건설비

용이라는 현실적 장벽만 없다면(기술 자체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기술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 효

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스크린도어야말로 승강장 위험관리의 최상의 수단으

로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작

용이나 극단적 상황을 설정하는 시나리오의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기술적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지

니기 힘들어 보인다.

사건의 경우 안전선, 진입경보, 안내방송 만으로는 승객의 추락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하며,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안전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파이낸셜뉴스, 2004. 8. 18). 둘째, 2005

년 승강장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친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경우 “최소한 안전펜

스 정도는 설치했어야 한다”는 1심 재판보다 더 나아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

크린도어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경향신문, 2005. 6. 29). 한편, 2006년

취객승객이 전동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의 경우 안내방송이 있었기 때문

에 공익근무요원 1명만 배치되었고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

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가 사고방지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무등일보, 2006. 7. 13).

24) 가령, 동아일보(1997. 6. 26)는 “선진국 지하철(‘차문화’를 가꾸자)”라는 기사에서

선진국과 한국의 시민의식(안전의식)과 역무원(승무원)의 운용능력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안전의식 부재와 운영미숙에 따른 불신이 위험의 상시화를 초래하는 원

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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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대구지하철 참사 직후에 스크린도어는 소방대책으로, 자살이 늘어난

후에는 자살대책으로, 환경오염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때는 오염대책으로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된다. 물론,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스크린도어가 성공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기존 역사에 스크린도

어를 설치한 전례가 없었던 것만 보아도 한국이 스크린도어라는 기술적 해결

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스크린도어는 위험관리정책에서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스크린도어의 설치에 따른 예상 효과로는 추락사고 방지(안전사고 예

방) 외에도 승강장 공기질 개선, 전동차 소음 감소(열차풍 방지), 냉난방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는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이미 설치된 역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수일 외, 2007; 박민서 외, 2008).21) 가령,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대전도시철

도와 공항철도의 경우에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표 2> 참조). 그

리고 나머지 점에서도 일정하게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22) 한국 사회의 특수

성은 스크린도어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욱 증폭시킨다. 승강장에서 사고는 주

로 자살과 추락에 의한 것인데, 이는 주로 높은 자살률과 음주문화에 따른 것

이다. 안전펜스의 설치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크린도어 설치를 ‘갈망’하는 것

은 ‘완벽한’ 차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승강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까닭이다.23) 여기에 한국의 안전의식이나 문화적 수준이 낮고,

21) 주 19) 참고.

22) 2005년 10월 21일, 사당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49% 저감, 소음은

4.3% 감소, 열차풍 방지, 전력료 31%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는데(내일신문,

2005. 10. 18), 설치 이후 서울지하철공사 환경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49%(평균 144.85㎍/㎥에서 평균 73.8㎍/㎥로) 줄었으며, 소음도 7.5%(78.3db에서

72.45db로) 줄었다(문화일보, 2005. 11. 11). 한편, 9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측

정한 결과에 따르면, 승강장의 미세먼지는 35.3%(131.85㎍/㎥에서 85㎍/㎥로) 줄

어들었다(서울신문, 2005. 12. 9).

23) 스크린 도어(안전 펜스) 설치를 행정기관의 의무로 볼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

단은 사안과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2004년 노숙자에 떠밀러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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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조직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한다.24) 이런 이유로, 막대한 건설비

용이라는 현실적 장벽만 없다면(기술 자체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기술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 효

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스크린도어야말로 승강장 위험관리의 최상의 수단으

로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작

용이나 극단적 상황을 설정하는 시나리오의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기술적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지

니기 힘들어 보인다.

사건의 경우 안전선, 진입경보, 안내방송 만으로는 승객의 추락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하며,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안전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파이낸셜뉴스, 2004. 8. 18). 둘째, 2005

년 승강장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친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경우 “최소한 안전펜

스 정도는 설치했어야 한다”는 1심 재판보다 더 나아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

크린도어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경향신문, 2005. 6. 29). 한편, 2006년

취객승객이 전동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의 경우 안내방송이 있었기 때문

에 공익근무요원 1명만 배치되었고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

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가 사고방지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무등일보, 2006. 7. 13).

24) 가령, 동아일보(1997. 6. 26)는 “선진국 지하철(‘차문화’를 가꾸자)”라는 기사에서

선진국과 한국의 시민의식(안전의식)과 역무원(승무원)의 운용능력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안전의식 부재와 운영미숙에 따른 불신이 위험의 상시화를 초래하는 원

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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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24 6 2 0 2 0 1 0 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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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철도 주요 기관별 사상자 발생 추이(2007년)

출처: 국토해양부(2008).

스크린도어를 통한 지하철 위험관리의 한계는 주로 스크린도어에 대한 과

도한 기대에 기초한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란 존재

하지 않는 법이다. 현실적으로,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조직적 차원의 위험관리

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가령, 2009년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역장․역무실․매표소․현업사무소․숙직이

없는 ‘5無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안전’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 지

적되었다. 9호선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드러났다(에이블뉴스, 2009. 10. 13). 또한, 스크린도어가 무엇을 ‘해결’한 것인

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즉, 추락사고와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의 위험 문

제는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충분히

되새기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화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하철

화재사고는 인명 피해의 규모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25) 이와 관련된 연

25) 화재 발생시, 벽면에 설치된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탈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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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검토해보면,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

을 때 스크린도어의 역할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

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화원(火源)이 주 대피통로인 계단에 도달하는 시

간은 발화지점과 스크린도어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달랐다. 선로에서 화재가 발

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차단막 역할을 하여 화재가 계단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

크린도어가 선로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계단 쪽으로 더

빨리 전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장용준 외, 2007). 이는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전동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차단막으로 작용하

여 역사 내부로 연기와 열이 파고드는 것을 지연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만 역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탈출시간을 빼앗

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대심도26)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계단을 통한 대피보다

는 선로부 터널을 통한 대피를 권고하는데, 이 경우에도 화재발생 지점이 어

디냐에 따라 스크린도어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선로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선로부로의 연기와 열의 전파를 촉진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장용준 외, 2008). 반면에 승강

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차단막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선로쪽으로 대피해야 한다―1)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피할 것, 2) 선로로 대피하실 경우 승강장에서 뛰어내리지 말 것, 3)

직원이 없는 경우열차가 진입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4) 터널내 이동시레

일 중앙은 어려우니 레일 좌우주변을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동할 것, 5) 이동

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손을 잡아 서로를 격려하며 침착하게 이동할 것(서울메

트로 홈페이지: http://www.seoulsubway.co.kr/page.action?mCode=E050010010).

한편, 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안전수칙”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에서

전동차에 불이 난 경우의 탈출만을 소개하고 있다. 개인적 판단으로,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요령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고 본다.

26) 대심도라 함은 지하철역의 깊이가 4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용준 외, 2008).

현재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대심도에 해당하는 역은 신금호역

(44m), 버티고개역(43m), 숭실대입구역(47m), 산성역(57m) 등이고, 이대역(36m),

충무로역(28m)도 심도가 비교적 깊은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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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철도 주요 기관별 사상자 발생 추이(2007년)

출처: 국토해양부(2008).

스크린도어를 통한 지하철 위험관리의 한계는 주로 스크린도어에 대한 과

도한 기대에 기초한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란 존재

하지 않는 법이다. 현실적으로,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조직적 차원의 위험관리

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가령, 2009년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역장․역무실․매표소․현업사무소․숙직이

없는 ‘5無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안전’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 지

적되었다. 9호선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드러났다(에이블뉴스, 2009. 10. 13). 또한, 스크린도어가 무엇을 ‘해결’한 것인

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즉, 추락사고와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의 위험 문

제는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충분히

되새기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화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하철

화재사고는 인명 피해의 규모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25) 이와 관련된 연

25) 화재 발생시, 벽면에 설치된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탈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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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검토해보면,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

을 때 스크린도어의 역할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

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화원(火源)이 주 대피통로인 계단에 도달하는 시

간은 발화지점과 스크린도어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달랐다. 선로에서 화재가 발

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차단막 역할을 하여 화재가 계단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

크린도어가 선로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계단 쪽으로 더

빨리 전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장용준 외, 2007). 이는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전동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차단막으로 작용하

여 역사 내부로 연기와 열이 파고드는 것을 지연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만 역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탈출시간을 빼앗

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대심도26)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계단을 통한 대피보다

는 선로부 터널을 통한 대피를 권고하는데, 이 경우에도 화재발생 지점이 어

디냐에 따라 스크린도어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선로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선로부로의 연기와 열의 전파를 촉진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장용준 외, 2008). 반면에 승강

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차단막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선로쪽으로 대피해야 한다―1)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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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경우열차가 진입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4) 터널내 이동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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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안전수칙”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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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승강장에서 선로부로의 탈출이 용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역에서 승강장에서 선로부로의 탈출로

가 앞뒤쪽 비상구로 제한되어 있다. 화재발생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많은 승

객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몰리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다. 한편, 지하

터널 중앙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웃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

이 바람직한데, 이때 스크린도어는 가용안전대피시간(ASET)27)을 연장하는 긍

정적 효과를 낳아 인명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스크린도

어의 설치보다는 (1) 배연전용 배기통과 승객 대피용 피난계단을 신설하는 방

안, (2) 승강장 상부에 챔버를 통해 연기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더 나

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박형주 외, 2007).

둘째,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에 대해서도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한다.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PM10)의 경우 환경부의 기준치인 100㎍/㎥을 초과하는 역사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당역, 합정역, 용두역처럼 설치 후에 기준치를 밑

도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계역(121㎍/㎥), 을지로입구역(104㎍/㎥), 신도림역

(105㎍/㎥)처럼 설치 후에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곳도 많았다. 그리고 라돈

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의 효과도 일부에서 관찰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

고, 관찰되는 경우에도 저감률은 7호선 J지하철역의 경우 9.6퍼센트에 불과했

다. 더욱이 공사 중에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일

외, 2007; 박민서 외, 2008; 전재식 외, 2009). 소음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미국

대중교통협회(APTA)의 기준치(진입시와 출발시는 85dBA, 정차시는 68dBA)

27) “일정한 구획 공간이나 장소에서 연기, 유독성가스 등이 확산되거나 침투되어 거

주자가 피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오염되는 시간을 말하며 터널 내에서는 화

원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구역에 연기가 확산되어 거주역(바닥에서 1.5m상단)까지

확산되는 시간”을 말한다(박형주 외, 2007: 514). 이 개념은 “열차의 열차탑승객이

터널 외부로 탈출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ibid., 513)을 뜻하는 필요

안전대피시간(RSET)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승객의 탈출가능성을 계산하는데 핵심

적이다. RSET는 적을수록 ASET는 클수록 승객의 안전은 보장되는 셈인데, 이런

점에서 스크린도어는 ASET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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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했을 때 정차시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경우에도 모두 기준치를 초

과했고, 진입시와 출발시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고 모두 기

준치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이민주 외, 2008). 또한, 민자 유치를 통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함에 따라 광고가 급증하면서 시각공해 및 동영상광고에서 비롯

된 소음공해가 늘어나고 있다(박민서 외, 2008).28)

셋째, 추락사(자살과 실족사)의 예방이라는 목적은 현상적으로 달성된 것처

럼 보이지만 근본적 차원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다. 즉, 실족사의 경우에는

효과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자살

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뒤르케임

(2008)의 판단에 따르면, 스크린도어의 설치에 따른 자살예방의 효과는 실현

되었다기보다는 지연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은 순간적 충동의 억

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스크린도어는 자살예방의 효과를

띨 수 있다. 그렇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자살사고의

회수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 자살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

구하고, 스크린도어 설치가 자살의 근본적 예방이 아니라 장소의 변경만을 가

져올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한국경제, 2009. 7. 13). 스크린도어는 미

봉책일 뿐으로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넷째, 스크린도어가 하나의 기술시스템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운용되

어야 한다는 점은 사회문화적 요소 및 조직적 요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

을 촉구한다. 가령, 스크린도어 공사 재하도급 의혹은 스크린도어 안전과 관

련하여 근본적 불신을 초래한다(YTN, 2008. 8. 13). 이는 스크린도어의 작동불

능 및 오작동, 안전요원의 교육 및 대처능력 미숙 등과 겹치면서 “머피의 법

28) 스크린도어의 탈출로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안전을 위해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스크린도어를 막힌 벽으로 만든다면 화재발생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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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가 존재한다.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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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처럼 설치 후에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곳도 많았다. 그리고 라돈

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의 효과도 일부에서 관찰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

고, 관찰되는 경우에도 저감률은 7호선 J지하철역의 경우 9.6퍼센트에 불과했

다. 더욱이 공사 중에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일

외, 2007; 박민서 외, 2008; 전재식 외, 2009). 소음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미국

대중교통협회(APTA)의 기준치(진입시와 출발시는 85dBA, 정차시는 68dBA)

27) “일정한 구획 공간이나 장소에서 연기, 유독성가스 등이 확산되거나 침투되어 거

주자가 피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오염되는 시간을 말하며 터널 내에서는 화

원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구역에 연기가 확산되어 거주역(바닥에서 1.5m상단)까지

확산되는 시간”을 말한다(박형주 외, 2007: 514). 이 개념은 “열차의 열차탑승객이

터널 외부로 탈출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ibid., 513)을 뜻하는 필요

안전대피시간(RSET)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승객의 탈출가능성을 계산하는데 핵심

적이다. RSET는 적을수록 ASET는 클수록 승객의 안전은 보장되는 셈인데, 이런

점에서 스크린도어는 ASET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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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스크린도어를 막힌 벽으로 만든다면 화재발생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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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떠올리게 한다(서울신문, 2006. 2. 14; 뉴스웨이, 2006. 7. 13; 문화일보,

2007. 12. 26). 더욱이, 지하철시스템의 자동화에 대한 관리적, 조직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맥락에서 스크린도어의 역할에 주목할 때 이런 위기의식은 더욱

커질 수박에 없다. 즉,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획기적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판

단에 따라 안전요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조직적 차원의 교육 및 훈련에

소홀하다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29)

마지막으로, Perrow의 “정상사고”가 주는 함의를 완전히 무시하기 힘들다.

2003년의 대구지하철 참사는 방화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전개과정은 정상

사고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이재열․김동우, 2004). 특

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방화셔터가 오히려 대피 승객의 탈출로를

차단하여 죽음으로 내몬 “통곡의 벽”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방화셔터는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설계되었지만 오히려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여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지하철시스템이 정상사고에서 가정하고 있는 ‘고위험 기술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은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해지는 시공간으로 존재한다. 즉, 출퇴근

시간의 환승역은 승객의 급증으로 극도로 혼잡해지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사

고가 발생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정상사고 상태로 가정해볼 수 있

다. 즉, 정상사고에서 전제하는 ‘팽팽한 결합’과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환경

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스크린도어라는 새로운

29) 이 점과 관련해서는 그 성격은 다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기술적 차원은 물론 조직적 자원의 결함이

함께 지적되었다. 그 핵심은 “안전문화”의 결여였고, 교육 및 훈련의 부족도 함

께 지적되었다. 여기에는 원전이 다중방호시스템을 기반으로 사고에 대한 안전

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속에서 규정을 무시한 운용을 밥 먹듯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끔찍한 대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구소련의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

나친 자동화와 안전시스템에 대한 의존은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크게 떨어뜨

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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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도입은 안전장치(추락방지 및 심리적 안정감)로 작용하는 측면 못지않

게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위험을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측면이 존재한

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통곡의 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봤듯,

(특히, 대심도의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지상의 출

입구보다는 선로를 통한 탈출이 권장되는데, 이 때 스크린도어는 탈출로를 가

로막는 불필요한 잉여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30)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출입문의 개방에 더해 스크린도어를 또 한 번 열어야 하

기 때문에 안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위기상황에서는 스크린

도어의 개방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화재발생시 스크린

도어가 오작동하기라도 한하면 승객들은 더욱 큰 공포로 내몰려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31) 이런 사실은 시스템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안전시스템

개선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우회로(대비책)

를 마련해둬야 함을 함축한다. 물론, 우회로는 또 다른 기술(시스템)이 되어서

는 곤란하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인류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대 이후에는 일종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위험이 신의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에 따른 것이라는 패러다임적 사고의 전환이 놓여 있다. 위험의 정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근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가장 혁명적 변화이며, 위험감수

30) 일부 역에서는 승강장에서 선로 쪽으로 스크린도어를 열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

지만 그렇지 않은 역도 많다. 후자의 경우, 승강장에서 선로로의 탈출로는 승강

장의 양쪽 끝에만 설치되어 있어 승강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극도의 혼란이 예

상된다.

31) 주 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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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떠올리게 한다(서울신문, 2006. 2. 14; 뉴스웨이, 2006. 7. 13; 문화일보,

2007. 12. 26). 더욱이, 지하철시스템의 자동화에 대한 관리적, 조직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맥락에서 스크린도어의 역할에 주목할 때 이런 위기의식은 더욱

커질 수박에 없다. 즉,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획기적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판

단에 따라 안전요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조직적 차원의 교육 및 훈련에

소홀하다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29)

마지막으로, Perrow의 “정상사고”가 주는 함의를 완전히 무시하기 힘들다.

2003년의 대구지하철 참사는 방화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전개과정은 정상

사고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이재열․김동우, 2004). 특

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방화셔터가 오히려 대피 승객의 탈출로를

차단하여 죽음으로 내몬 “통곡의 벽”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방화셔터는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설계되었지만 오히려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여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지하철시스템이 정상사고에서 가정하고 있는 ‘고위험 기술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은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해지는 시공간으로 존재한다. 즉, 출퇴근

시간의 환승역은 승객의 급증으로 극도로 혼잡해지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사

고가 발생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정상사고 상태로 가정해볼 수 있

다. 즉, 정상사고에서 전제하는 ‘팽팽한 결합’과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환경

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스크린도어라는 새로운

29) 이 점과 관련해서는 그 성격은 다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기술적 차원은 물론 조직적 자원의 결함이

함께 지적되었다. 그 핵심은 “안전문화”의 결여였고, 교육 및 훈련의 부족도 함

께 지적되었다. 여기에는 원전이 다중방호시스템을 기반으로 사고에 대한 안전

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속에서 규정을 무시한 운용을 밥 먹듯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끔찍한 대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구소련의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

나친 자동화와 안전시스템에 대한 의존은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크게 떨어뜨

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77-105(2010)

100

요소의 도입은 안전장치(추락방지 및 심리적 안정감)로 작용하는 측면 못지않

게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위험을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측면이 존재한

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통곡의 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봤듯,

(특히, 대심도의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지상의 출

입구보다는 선로를 통한 탈출이 권장되는데, 이 때 스크린도어는 탈출로를 가

로막는 불필요한 잉여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30)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출입문의 개방에 더해 스크린도어를 또 한 번 열어야 하

기 때문에 안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위기상황에서는 스크린

도어의 개방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화재발생시 스크린

도어가 오작동하기라도 한하면 승객들은 더욱 큰 공포로 내몰려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31) 이런 사실은 시스템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안전시스템

개선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우회로(대비책)

를 마련해둬야 함을 함축한다. 물론, 우회로는 또 다른 기술(시스템)이 되어서

는 곤란하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인류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대 이후에는 일종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위험이 신의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에 따른 것이라는 패러다임적 사고의 전환이 놓여 있다. 위험의 정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근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가장 혁명적 변화이며, 위험감수

30) 일부 역에서는 승강장에서 선로 쪽으로 스크린도어를 열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

지만 그렇지 않은 역도 많다. 후자의 경우, 승강장에서 선로로의 탈출로는 승강

장의 양쪽 끝에만 설치되어 있어 승강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극도의 혼란이 예

상된다.

31) 주 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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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taking)야말로 진보를 앞세운 현대문명의 핵심가치라고 볼 수 있다. 위험

관리를 통해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는 행위부터 전쟁수행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면(Luhmann, 2006; Bernstein, 1996),

그 중심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기초한 기술적 해결이 놓여 있음은 물론

이다.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대한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하철 사고의 예방책으로서 스크린도어 설치 사례는 우

리 사회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궁극적 안전장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스크린도어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역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물

론, 기술적 해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스크린도어의 경우,

안전 및 환경개선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다만, 가시적

효과에 눈이 가려 비가시적 위험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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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taking)야말로 진보를 앞세운 현대문명의 핵심가치라고 볼 수 있다. 위험

관리를 통해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는 행위부터 전쟁수행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면(Luhmann, 2006; Bernstein, 1996),

그 중심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기초한 기술적 해결이 놓여 있음은 물론

이다.

기술적 해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대한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하철 사고의 예방책으로서 스크린도어 설치 사례는 우

리 사회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궁극적 안전장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스크린도어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역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물

론, 기술적 해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스크린도어의 경우,

안전 및 환경개선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다만, 가시적

효과에 눈이 가려 비가시적 위험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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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and Limit of Risk Management through Technological Fix
: A Case Study into the Platform Screen Door (PSD)

Kang, Yun Jae

ABSTRACT
   This essay aims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a 
technological fix with the PSD (platform screen door), which was 
proposed as the solution of subway risk problems. Subway risk problems 
may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on-rail accidents, in-station 
accidents, platform accidents, spatial risks in underground, and risks due 
to a crime or terror―, and the platform accidents, which happen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rail and the station, is the most serious and 
prominent. The PSD is considered as an effective technical means to 
prevent platform accidents. However, there remains a possibility of 
aggravating unexpected and invisible risks. When a fire breaks out in 
platforms, especially at exchange stations during the rush hour, the PSD 
can become a "wall of outcrying", since it may act as the "safety 
shutter" which killed many people in the 2003 Daegu subway disaster. 
This is why we need to look into the limit of a technological fix with 
the PSD. 

Key terms
Technological Fix, PSD(Platform Screen Door), Subway Risks, Normal 
Accidents, Platform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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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and Coexistence of Visual Representations
: Controversies about the Mechanism of Face Recognition

in Neuroscience 

Chang, Ha Won

ABSTRACT
   Visualization techniques are transformed into reliable representations 
through socio-technological processes which include the agreement on the 
instrument and the embodiment of practices in relevant scientific 
communities. Visual representations thus produced are justified by realistic 
and epistemic virtues in science. This paper analyzes different visual 
images presented in the scientific papers of two research groups who 
argue different theories about the mechanism of face perception. These 
two scientific groups use the same fMRI technology; yet, different 
experimental paradigms and visual stimuli change their hypotheses into 
distinct testable theories, which in turn lead to different evidences to 
support their own theories. Visual evidences are intermediate 
representations which lie between fMRI brain images and scientific 
theories, and theoretical models obtain the scientific value based on the 
consistency in the chain of visual representations. This study shows that 
representations in science tend to be good representations within the 
context of scientific communities. It will provide a chance to think of 
the value and limit of the scientific knowledge.

Key terms
Visualization, Representation, Neuroscience, fMRI Stimuli, Experimental Paradi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