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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Session 1. 

 

탈 근대화와 장애학 연구의 이론적 개념 

 

The Conceptual Study on the Theories that can be 

applicable on Disability Studies in the Era of 

Postmodernism 
  



성찰적 근대화론의 장애학적 함의: 개인화를 중심으로 

 

정지웅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조교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성찰적 근대화론이 장애학에 갖는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장애학의 

개념 및 장애학의 주류 담론 토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성찰적 근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수행하며, 성찰적 근대화론의 개인화가 장애학에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성찰적 근대화는 

장애인의 노동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논의보다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성찰적 

근대화에서는 장애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수준에 

달려있음도 알 수 있었으며, 성찰적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장애정체감과 장애자부심의 형성이 

보다 지지될 가능성이 있음도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성찰적 근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담론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안적인 공급주체로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이 중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 전문가에게 새로운 성찰의 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었다. 

 

○ 주제어: 장애학, 성찰적 근대화, 개인화, 울리히 벡,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적 경제 

 

 

I. 서론 

 

최근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학은 여성학, 

흑인학처럼 종합학문으로서, ‘장애’라고 하는 사회적 구성개념을 사회복지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의학, 문학, 미디어, 교육학 등의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연구분야다(조한진, 2011: 6-8). 이렇듯 장애학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을 사회과학적(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입장에서 고찰하는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연구들(Oliver, 1984; Finkelstein, 1980; Abberley, 1997; 강민희, 

2013)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과연 적합한 관점인가에 대한 비판 

역시 수행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본주의체제 때문인지,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마르크스주의가 문제해결의 진정한 대답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의문의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는 현실적인 모습에서 찾을 수 

                                           
1
  근대 이후 경제체제의 유형을 논의할 때, 자본주의의 대척용어로는 사회주의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형태는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경제사회체제의 역사적 실험은 지난 20세기에 

실패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2 .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적합성(relevancy)이 자본주의에 

비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대안체제로 제시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와 함께, 산업주의의 한 

형태로서 비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대안사회 담론인 생태주의(ecology)에서 

제기되고 있다. 생태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근대’의 산물로서 둘 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주장한다(Dobson, 1993: 44-45). 이는 두 체제가 마치 

“동전의 양면”(김호기, 2001: 4)과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비판 및 대안 제시는 자본주의에 근거한 것과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견지한다면, 장애학의 작업들이 주로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최근의 경향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장애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관점’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생태주의에서 ‘근대’를 비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학에서는 장애억압이 근대 이후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Oliver, 1984; Finkelstein, 1980), 장애학의 토대는 근대적 패러다임 중 

하나인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근대적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담론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근대를 비판하는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장애의 문제를 고찰하게 된다면,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의한 비판보다 한 단계 더욱 심화된 비판의 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근대성(modernity)을 비판하는 관점 3 이 장애학의 새로운 관점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관점은 ‘근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김호기, 2001: 7). 첫째는 ‘미완의 과제’로서 

근대에 대해 긍정(Habermas, 1981)하는 관점이다. 둘째는 근대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근대(post modernism)가 도래함을 현실적으로 승인하는 견해(Lyotard, 1984)이다. 

셋째는 위 두 가지와는 다른 제3의 흐름으로, ‘제2의 현대’ 또는 ‘성찰적 

근대화론’으로서(Beck, 1992; Giddens, 1991), “근대성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이로써 

근대성의 기획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의 원래 목표를 다시 

                                                                                                                                   

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판의 초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에 집중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2
  물론, 지난 세기의 공산주의 실험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으며, 따라서 마르

크스주의가 실패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논증을 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현실의 공산주의 체제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학술적 이론과 현실적 경제사회체제는 완벽히 일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거칠게나마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 판단된다.  

 

3
  김호기(2001: 4)는 근대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론을 ‘비판사회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확인하고 추구”(김기덕·최명민, 2014: 58)
4
하는 관점이다.  

근대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 중, 어떠한 관점이 장애학을 비롯한 사회복지실천에서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Pozatek, 1994; Atherton and Kathleen, 

2002; Hugman, 2003). 사회복지가 “근대주의에 의해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실천의 성과를 과도하게 중시하게 되면 도구적이고 기계적인 논리나 성과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기 쉽다”(최명민, 2011; Lam et al., 2007)는 비판이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을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게 되면 “기존의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권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들이 가진 정통성과 권위의 해체를 

통해 전통적인 전문적 관계를 부정하고 전문적 판단에 의한 개입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주체화를 강조”(김기덕 외, 2012)하게 된다(최명민·김기덕, 2013: 122 재인용).  

하지만 근대성에 대한 비판으로 적합한 관점은 “전통에만 집착하는 전근대성의 

한계와 더불어 진리에 대한 거대 담론의 보편성,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유형화될 수 있는 자아의 동일성, 고정적이고 명확한 언어의 의미, 범주화에 따른 

통일성 등이 강조되는 근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안 제시에 분열적 특성을 갖는 탈근대주의의 제한점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최명민·김기덕, 2013: 123). 즉, ‘인간소외’를 가져오는 근대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근대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곧, 장애학에서 성찰적 근대화론(reflexive 

modernization)
5
에 의한 학문적 작업이 수행되는 것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대안적인 

의의를 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성찰적 근대화론이 사회복지에 갖는 의의에 집중하여,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위험사회(risk society)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을 개괄적 수준에서 고찰한 

연구(Webb, 2006)로부터, 기든스(A. Giddens)의 성찰성 이론을 토대로 임파워먼트 이론을 

재해석한 시도(최명민·김기덕, 2013)와, 성찰적 근대성 이론과 사회공간 이론을 근거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윤리정치성을 진단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연구(황보람, 

2009)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의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찰적 

근대화 논의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위험사회, 개인화, 지구화, 하위정치) 

각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장애학에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제로 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학적 비판이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의 대안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절한 새로운 담론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제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찰적 근대화론이 장애학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찰적 근대화론이 장애학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 

장애학의 개념 및 장애학의 주류 담론 토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제III장에서 성찰적 

근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수행하며, 제IV장에서 성찰적 근대화론에서 개인화의 

                                           
4
  김기덕·최명민(2014)은 Bauman(2000)의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논의를 토대로 한국사회복지실천을 

고찰하였는데, 바우만의 액체근대는 성찰적 근대와 상통하는 개념이다(김기덕·최명민, 2014: 58).  

5
  근대성에 대한 비판담론으로 근대성을 옹호하거나 탈근대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 제3의 흐름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제2의 근대’, ‘제2의 현대’, ‘성찰적 근대화’, ‘액체근대화’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Beck(1992)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장애학적 함의를 살펴보고, 제V장에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장애학의 개념 및 장애학의 주류적 담론 토대 

 

1. 장애학의 형성 배경 및 개념 

 

장애학은 여성학, 흑인학처럼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연구 영역이다. 장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를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개별적 모델(the individual 

model)과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로 나눌 수 있다.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며,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본다.  

Oliver(1996)는 개별적 모델이 개인의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 사회문제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비판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이라는 불행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비극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가령, 개별적 모델에 근거하였을 

때에는, 장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장애인 개인 내에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으로서 의료·재활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은 통제를 받게 되고, 

장애인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개별적 모델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며, 장애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게 된다(Oliver, 1996). 장애를 바라보는 위의 두 가지 

관점 중, 장애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새로운 다학제적 학문으로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었다(Gill, 1999; 조한진, 2011:2 재인용). 

미국에서 장애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 흑인의 인권운동부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조한진, 2011: 4-5). 흑인의 인권운동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제정으로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았는데, 미국 장애계는 흑인의 인권운동을 

바라보면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서서히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 장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태동되기 시작하였고, 장애인권리운동과 장애학은 

결국,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영국에서의 장애학도 1970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75년에 Open University에서 첫 번째 장애학 강좌가 시작되게 된다. 요컨대,“장애학은 

장애를 특별히 시민권 혹은 공민권의 지평 위에 올려놓기 위한 학계와 활동가들의 

일종의 협력의 산물”(조한진, 2011: 5)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장애 문제(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학문이었던 의학, 특수교육, 사회복지학 등과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기존의 

접근은 장애문제의 확대⋅재상산에 관한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보건,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사후적 대처에 집중을 하였다. 하지만 장애학은 장애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고 인식한다(정지웅, 2009: 36). 

장애학의 종합적, 통전적 접근은 여성학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학(women's studies)이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문화, 역사학, 심리학, 예술 등이 

융합된 학제적 연구인 것처럼, 장애학 역시 의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사회복지학, 



생명윤리학, 문학, 법학, 종교학, 경제학, 예술 등과 연관되어 장애라는 현상을 탐구한다.  

여성학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듯이, 장애학 역시 학제간 연구이면서, 동시 

신생학문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의 작업적 

정의를 내려본다면,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규정하는 

정치적ᆞ, 경제적 ᆞ사회적 ᆞ문화적 요인 등을 탐구하며 장애인에 의한 적극적 참여를 

중시하는 다학제적 학문”(조한진, 2011: 8)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장애학의 주류적 담론 토대와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 

 

사회정책학과 연관된 장애학 연구에서는, 장애라고 하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거시적 정치, 경제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대의 주류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인 자본주의의 비판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비판의 도구로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장애학자 

Abberley(1997)는 “마르크스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옳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사회학에 근거한 장애학 연구는 기능주의나 상호작용주의를 거부하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듯이,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장애학자들은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과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불평등은 한 사회의 생산양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고춘완, 2005; 

Oliver, 1984; Finkelstein, 1980; 강민희, 2013; Abberley, 1997).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서, Finkelstein(1980)은 유물론을 응용하여,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3단계(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산업혁명 이전의 

봉건사회를, 제2단계는 노동의 초점이 공장으로 이동하는 자본주의사회를, 제3단계는 

미래의 유토피아적 사회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핵심적 논거는 개인들 각자가 능력껏 

생산과정에 이바지 했던 협력적 농촌기반 시스템에서, 개인을 임금노동자로 조직한 

도시와 공장기반 시스템으로 노동조직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장애인이 노동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제2단계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장애억압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과학 훈련을 받은 대부분의 장애학 연구자들은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노동가능/노동불가능’ 이라는 이분법적 인간관이 형성되었고, 이는 다시 

‘노동불가능자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론적, 사회적 토대가 구축되어 왔다고 

본다(김영화 외, 2003). 즉, 장애인은 미숙련 노동자이거나 노동불가능자이므로, 노동력의 

잉여가치(이윤)가 낮거나 없고, 임금노동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다. 이는 

장애인의 구매력을 낮추는 것이기에 소비로 뒷받침되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누군가(특히 가족)으로부터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자(가족)의 노동시장 진출을 

막아 사회적 고비용을 야기시켜, 전체 사회의 경쟁력을 낮추는 존재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은 그들 가족의 생산 참여마저도 가로막는 

존재이며, 따라서 마땅히 이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 그들은 

투자가치가 없으므로 집단수용과 관리에 드는 경비조차 가능한 최소화해야 했다(신영전, 

2004).  

요컨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장애학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의식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인식한다. 이로 말미암아 “장애인은 이미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매우 어렵다고 인식되어 있어, 빈곤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집단이라는 편견이 덧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집단과 다르게 장애인 집단은 



빈곤계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이는 

장애인 집단이 빈곤계급의 하위층에 머물러 있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강민희, 

2013: 150)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면서 장애억압의 기제(mechanism)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장애학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장애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역시 장애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여성, 노인, 소수민족, 생태문제 등에 마르크스주의가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문순홍, 2006: 67-69). “장애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 역시, 다른 사회적 

약자(여성, 노인, 소수민족 등)의 문제와 같이, 마르크스주의가 견지하고 있는 계급주의와 

전체주의적 관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정지웅, 2016: 12)하다.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계급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경제성장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주의는 장애학이 추구하는 

탈노동의 가치 및 개인자율성의 가치와 대립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정지웅, 

2016: 12).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장애학의 가치와 상충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자체가 장애억압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근대성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1984)는 마르크스주의가 변화하고 있는 근대성을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마르크스주의의 ‘토대-상부구조’라는 비유는 근대의 

변화를 인식하기에 매우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복지국가이며, 

복잡해진 사회 현실에 맞춰 경제 자체를 구성하고 경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계급 갈등 역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자 계급 및 중간 

계급은 정치적 행위 능력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물질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기에 

마르크스주의가 전제하고 있던 혁명의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은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진태원, 2014 재인용). 한편, 

Beck(1992)과 Lash(1994)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개념은 ‘단순 근대성’(simple 

modernity)의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탈전통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의 사회에서 행위하고 있는 개인이나 자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손철성, 2002: 214-215). 특히,“벡은 마르크스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봉건적 질서로부터 개인의 해방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등 개인주의화 이론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개인주의화 과정을 계급 형성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면서 이것을 

끝까지 탐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손철성, 2002: 215).  

 
 

 

 

 

 
 

 

 

III. 성찰적 근대화와 개인화의 이해  

 

1. 성찰적 근대화 이해 

 

벡(U. Beck)은 『위험사회�에서 인류의 시대구분을 크게 전근대, 단순 근대(1차근대), 

성찰적 근대(2차근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근대는 전통적인 봉건사회를 의미하며, 



단순 근대는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등장한 산업사회를, 성찰적 근대는 산업사회가 

해체되며 대체하게 되는 사회 유형을 의미한다(Beck, 1992). 여기서 벡은 전통적 의미의 

근대화가 속도와 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근대화라고 규정한다. 이 유형의 

근대화는 산업화, 기술화, 과학화를 통한 근대 문명의 진보와 개선을 놀라울 정도로 

이룩한 사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근대화 과정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실존적 위험과 

불확실성의 스펙트럼이 이 근대 사회의 삶을 휘감아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벡과 래쉬는 단순 근대화와 성찰적 근대화를 구분하면서 그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손철성, 2002: 214). 단순근대화는 

계급이론 중심, 행위 영역의 기능적 분화, 선형적 진보를 가정, 변혁의 동력으로서 도구적 

합리성, 방법적 회의주의, 추상적인 절차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졌다면, 성찰적 근대화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인 중심의 이론, 하위체계의 기능적 조화와 융합, 합리성 

형태의 자기수정, 변혁의 동력으로서 부작용, 과학적 작업에 대한 회의주의, 

급진적·다원적 민주주의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두 근대화의 차이를 양산하는 

핵심적인 결절점은 바로 생산양식에 집중한 계급개념이 약화되고, 개인화가 심화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찰적 근대화는 개인화의 심화를 출발로 하여, 하위체계의 기능 

역시 활성화되며, 자아성찰과 성찰적 능력, 다원주의 등이 강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단순근대화(1차 근대화) 성찰적 근대화(2차 근대화) 

집단 범주의 계급 이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인화 이론 

행위 영역의 기능적 분화 하위 체계의 기능적 조화와 융합, 그물망 형성 

선형적 진보 모델 합리성 형태의 자기 수정, 위험 자초(불확실성의 회귀) 

변혁의 동력으로서 도구적 합리성 변혁의 동력으로서 부작용(성찰성) 

방법적 회의주의 과학적 작업의 기초와 결과에 대한 회의주의 

추상적 절차 민주주의 신사회 운동에 기초한 급진적, 다원적 민주주의 

출처: 손철성(2002: 278) 

벡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화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 위험한 실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불가피하게 

인간의 성찰력을 촉발하게 된다고 본다(Beck, 1992:10; 벡, 2008; 2010). 벡은 이 성찰력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회를 ‘새로운 근대성’의 사회로 규정한다(송재룡, 2010: 93). 

여기서 벡이 논의하는 성찰적 근대화는 단순히 근대를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포스트모더니스트처럼 근대화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 제3의 비판임을 알 수 있다. 

“벡은 후기산업사회의 변화 양상을 통해서 포착되는 존재론적 상황은 근대성의 종언을 

뜻하기보다는 새로운 근대성, 곧 근대적 합리성의 보다 완벽한 전개로의 가능성을 

강화시켜준다고 본다”(벡, 2008: 9-13; 송재룡, 2010: 95 재인용).  

벡이 제시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달성 여부는“위험사회의 출현에 결정적 원인이 된 

과학과 과학적 합리성이 그 독점적 지위에서 퇴출되는 정도에 달려 있다. 과학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깨고, 과학과 기술을 공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비판하게 만들 때, 다시 말해 자기비판의 의미에서 성찰성이 과학, 기술의 

영역 안으로 파고들 때 비로소 근대화의 왜곡된 효과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미애, 2005: 278).  



이렇듯 성찰적 근대화는 그 용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성찰력이 증대되는 사회, 곧 개인과 집단 모두 지식(정보)을 자기 자신과 사회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찰적 능력이 확산되는 과정이나 추세로 정의된다. 벡은 이 

성찰적 개인의 가능성의 서사에 기초한 (성찰적)근대화 기획을 통해 전대미문의 실존적 

위험과 불확실성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송재룡, 2010: 96).  

벡이 기대하는 성찰성의 자원은 두 가지이다(박미애, 2005: 278-279). 첫째는 위험 

자체에 내재하는 성찰적 경향인데, 이는 과학적 진리를 상대화함으로써 유사종교처럼 된 

과학을 다시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위치시킨다. 둘째는 사회구조 속에 확립된 

하부정치(subpolitics)
6
의 발전이다. 후기현대에는 국가의 개입이 약화되고, 정치는 정부나 

의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즉, 권력 행위의 주체는 다양해지며 

민주주의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으로써 성찰성의 자원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즉, ‘성찰적 근대화’란 한 시대 전체, 즉 산업사회 시대의 창조적 자기 파괴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 창조적 파괴의 ‘주체’는 혁명이나 위기가 아니라, 서구 

근대화의 승리에 의해 나타난다. 즉 정상적이고 자동화된 근대화의 자취를 좇아 

은밀하고 무계획적이며 원래의 정치질서, 경제질서를 변함없이 유지한 채 발생하는 

산업사회의 변동이란, 근대성의 급진화를 의미하며 이것이 산업사회의 전제 및 윤곽과 

단절하여 또 다른 근대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2. 개인화7 이해 

 

1) 개인화의 개념 

 

벡의 논의에서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위험사회 논의에 가려 그 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평가된다(이광근, 2015: 93-94). 하지만 위험사회 개념만큼이나 개인화 

개념 역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벡은“성찰적 근대화의 주요 특징들 중의 하나를 

개인화 또는 개인주의화에서 찾고 있다. 래쉬는 성찰적 근대화 이론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주창하는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손철성, 

2002: 215). 사회학적으로 개인화는 근대 이후에 출현한 개념이다. 벡의 논의와 관련하여, 

개인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신경아, 2013: 268-269). 첫째, 

고전적인 ‘개인’ 개념, 즉 ‘자율성을 지닌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그의 

독립성과 자유를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특별한 이론적 맥락 없이 개인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대개 이러한 함의를 지닌다. 둘째, 새로운 개념, 즉 ‘위험사회에서 

사회경제적·환경적 위험을 개인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부과되는 조건이다. 여기서, 근대 초기의 개인화 

과정이 주로 첫 번째 의미를 지닌다면,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개인화는 두 번째 

측면과 관계가 깊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벡이 탈근대화가 아니라 성찰적 근대화에 초점을 

                                           
6
  Subpolitik은 하부정치, 하위정치, 아(亞)정치로 번역되는데, “국가로 등치되거나 포섭된 정치가 국가 밖

으로 벗어난 정치, 시민사회에서 제3의 길을 발견한 정치, 혹은 사적인 영역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간 정

치유형”을 의미한다(벡, 1998: 34).  

7
  이 논문에서 ʻ개인화ʼ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벡과 벡-게른스하임의 논의에 한정해서 다룬다. 기든스와 

바우만 등 영국의 사회학자들도 개인화에 대해 다루지만 개인화 논의의 원천은 벡(과 벡-게른스하임)의 

ʻ개인화 테제ʼ이기 때문이다(홍찬숙, 2013a: 262).  



맞춤으로써, 근대의 종언이 아닌 근대성 내부의 연속과 불연속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처럼, 개인화 역시 어떤 점에서는 자본주의의 탄생 이후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파악된다”(이광근, 2015: 97). 후기근대 

사회에서 개인화가 근대초기의 개인화와 갖는 차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경아, 

2012: 6-7)
8
. 

근대초기의 개인화는 전통적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의 증진이라는 

가치를 담은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과 이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르주아 가족, 

시민사회, 권리의 철학(the philosophy of right)을 기반으로 한 개인주의의 제도화가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이었다. 1차 근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동체나 전통적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어갔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자기 삶의 

조건으로 수용해갔다.  

그러나 서구에서 20세기 후반 이후 진행되어 온 개인화는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강박적으로 추구해가야 하는 현상이다. 가족, 혈연, 종교, 계급, 국가와 같은 제도들이 

점차 약화되고, 기존에 수행해 왔던 역할들이 탈규범화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이제 

스스로 규칙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규칙 준수적(rule following) 

삶에서 규칙 발견적(rule finding) 삶으로, 또는 래쉬의 용어를 빌면 규제적 

규칙(regulative rules)에서 구성적 규칙(constitutive rules)으로 삶의 규칙들이 달라지게 

되었다. “성찰적 근대화에서 “자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성찰적 기획’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는 우리가 되어야”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경로 안에서 삶을 질서지웠던 전통 

사회로부터 탈피한 성찰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에 직면하여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손철성, 2002: 216).  

 

 

2) 개인화의 특징: 근대적인 결속으로부터 개인을 분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화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데 나타난 현상으로, 

봉건적 예속, 왕, 귀족, 교회, 신분제도 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다. 개인화의 이러한 

‘해방 기능’은 “자본주의 성립 이후에도 가족, 이웃, 직장, 계급 등의 소속 

집단으로부터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원심력으로 존재했다(이광근, 2015: 97). 

실제로 후기근대사회에 이르게 되면, 근대 이후 출현하게 된 계급 개념 역시 개인화로 

인해 희미해져 간다.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집단들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가리키는 ‘좀비 범주(zombie category)’가 되어 개념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벡은 

주장한다. 표준화된 완전고용체계는 유연하고 다원화된 불안정고용체계에 자리를 

내주었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직장에서의 생활이나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누리는 이웃 집단과의 유대로부터 형성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일생도 

표준적인 (계급)유형을 따르기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며 

책임져야 하는 것(do-it-yourself biography)으로 개별화되었다는 것이다.
9
” 계급 개념이 

                                           
8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구별되는데 개인주의가 보통 하나의 태도나 선호

로 이해되는 반면, 개인화는 개인들의 태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사회학적 현상을 지시한다(오현미·

장경섭, 2014: 66). 

9
  벡의 이러한 논의는 복지국가체제의 성립과 약화를 겪어 온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약화되는 것은 ‘표준적 생애과정의 붕괴’를 의미한다. 근대사회는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라 어느 정도는 표준적인 삶의 궤적이 있었다. 하지만 “출생-교육-취업-결혼-은퇴 등 

일련의 생애과정(life course)에 따라 정립된 근대사회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 무너지면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수정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동화와 고용의 불안정화로 인해 더 이상 실현가능한 것이 되지 

못함으로써 개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울리히 벡 외, 

2010: 128; 신경아, 2012: 16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프로젝트로서의 성찰적 근대의 인생’은 표준화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다. 페미니즘적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화가 

촉발된 후기근대사회에서 “남성이 표준적 생애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잃고 표류할 

자유를 얻었다면, 여성은 종속적 안정성을 잃은 대신 독립과 표류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얻었다. 그런 의미에서 후기근대 사회의 개인화는 여성에게 훨씬 더 다층적이고 

다의적”(신경아, 2012: 17)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여성뿐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성찰적 근대에서 자아의 정체성과 자율적 결정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개인화는 

정치적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성찰적 근대화는 산업사회가 발생시킨 

위험사회의 요소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자아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화와 함께 자아의 성찰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또 사회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하부정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손성철, 2002: 222). “성찰적 근대화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자아 

실현이나 개인주의와 관련된 질문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정체성을 낳는다. 그래서 

벡은 전문가에 의존한 도구적 합리성을 거부하고 개인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하부 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 정치를 추구”(손철성, 2002: 222)한다고 논의한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개인화로 인해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찰적 근대가 

진행될수록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성찰적 근대화론에서 개인화의 장애학적 함의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성찰적 근대화론의 개인화가 장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개인화의 장애학적 함의를 

‘노동 없는 자본주의’에서 장애인 노동의 가능성, 가족제도의 약화 속에서 장애인의 

독립 가능성, 장애정체감 형성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탐색해 보았다.  

 

1. ‘노동 없는 자본주의’에서 장애인 노동의 가능성 

 

성찰적 근대사회에서의 노동은 그 이전 사회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래 진행된 복지국가체제는 1980년대까지 세계적인 경기 호황을 겪으며 

실업과 빈곤, 질병 등 전통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었고 그 결과 계급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벡은 이러한 결과를 “복지국가가 지지해 온 노동시장 동학에 의해 자본주의 내부의 계급이 해체

되어온 것”으로 해석한다(Beck, 2002: 205). 복지국가체제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삶을 일정한 수준 이상

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계급이 더 이상 사회적 불평등의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견해다

(신경아, 2013: 270) 



첫째, 1차근대에서 주요한 노동 모델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사회의 

‘표준적 모델’이 될 수 없다. ‘표준적 생애’가 약화되듯이 노동체계도 표준화된 

모델이 약화되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실업이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일제 노동의 감소와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와 

함께, 평생고용 구조가 붕괴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순홍, 2006: 268).  

둘째,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약화뿐 아니라, 노동의 내용과 노동시장의 공급자도 

달라진다. “한편에서는 ʻ산업ʼ과 ʻ생산ʼ의 핵심으로 이해되었던 물질생산과 육체노동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동안 ʻ노동인구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혼)여성과 고령자들이 ʻ노동인구ʼ로 포섭됨으로써 노동과 산업의 저변이 오히려 

넓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ʻ노동ʼ은 종말이 아니라 변화를 겪고, 노동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인구집단으로부터 충원된다”(홍찬숙, 2013a: 256).  

이렇듯, 벡(Beck, 1998)이 “근대화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구조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주체들이 더 개인화되고 개성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논의한 것은 

노동의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개인의 

정체성’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문순홍, 2006: 268). 

이는 곧 성찰적 근대화는 1차근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노동 없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란 ‘1차근대의 노동’을 의미한다.  

성찰적 근대화가 진행되면, 장애인의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차근대사회의 

테일러리즘,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노동은 ‘비장애인 중심의 

물진생산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2차근대에서는 이러한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이 

약화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물질 생산, 유연한 생산방식 및 비육체노동, 

파트타임 노동 등이 강화된다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성찰적 근대에서는 여성, 고령자 등과 

같은 인구가 노동인구로 포섭될 것이라는 예측(홍찬숙, 2013a)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재활공학이나 의학 등이 발전하게 되면 직업 영역에서의 장애인 재활 수준이 높아지고, 

건축공학에서 무장애 환경을 강조하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장애인 친화적 기업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인 고용율의 상승이라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Finkelstein(1980)의 장애인 억압 구조의 역사적 진화 단계에 의거하였을 

때에, 장애인도 유연한 생산방식에서 일정 수준으로 노동이 가능했던 전자본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본주의 때 장애인이 수행하던 노동과 

성찰적 근대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노동은 차이가 있다. 전자가 1차산업 중심의 

육체노동이라면, 후자는 3차산업 중심의 노동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장애학이 사회주의사회라고 하는 유토피아에서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논의하는 것과 달리, 성찰적 근대화에 근거한 

장애인의 노동은 노동체제의 변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제도의 약화와 장애인의 독립 가능성 

 

1차근대에는 주로 남성이 임금노동을 수행하고 여성은 가사·돌봄노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별분업에 근거한 전형적인 핵가족 모델에 가족임금(family wage)이 제공되고, 

복지국가는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가족 단위로 편성하여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성찰적 근대에서 가족은 노동의 변화만큼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 자신이 여성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며, 이에 따라 



여성개인의 복지권(welfare right)이 발생한다. 이는 여성이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약회시키는 것이다. 가족은 “‘남성가장=개인’이라는 동일시가 

파괴되고 남성, 여성, 자녀들이라는 각 개인들로 구별(개인화)”되고, 또한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 가족이 수행하였던 여러가지 노동과 기능들이 각각 파편화되어 잠재적 상품으로 

변화하게 된다(가사노동, 돌봄노동, 감정노동, 생식요소 및 기능의 상품화)(홍찬숙, 2013a: 

260-261).  

성찰적 근대에서는 개인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생활의 시간표는 노동의 시간표에 맞추어져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여성과 남성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가족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시간의 감소는 가족 간 친밀감의 교류와 

소통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개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강화시킨다. 벡과 벡-게른스하임은 

여성의 취업률과 이혼율 상승이 후기근대 사회에서 개인화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해석한다(벡-게른스하임, 2005; 신경아, 2012: 20 재인용).  

그렇다면, 성찰적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가족제도와 기능의 약화는 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우선 분명한 것은 가족들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기능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족이 아닌 국가나 사회 혹은 시장으로부터의 의존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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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족이 아닌 다른 체계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공적 장애인사회서비스 수준이 높다면, 

장애인은 ‘가족의 개인화’ 현상 속에서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 장애인은 1차근대에 비해 2차근대에서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3. 장애정체감 형성의 새로운 가능성 

 

지금까지 노동체제와 가족제도의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성찰적 근대에서 

개인은 ‘수많은 선택’과 ‘복수의 정체성’에 열려 있다(기든스, 2001).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양식들이 폐기되면서 열리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를 더욱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성찰적 근대에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든스(2001)는 인간이 위험과 기회 사이를 이동하며 자기정체성을 구축하고, 성찰적 

기획을 통해 자기 삶의 역사를 스스로 써 나가는 자기충족적 개인(self-sufficient 

individual)이 되어가는 것이 후기 근대사회의 특징이라고 규정한다(신경아, 2013: 269). 

이는 전근대 사회를 지배했던 친족, 사회적 역할, 전통적 의무와 같은 기준들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지식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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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적 근대에서 국민국가의 영향력을 과거에 비해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망된다(벡, 2010; 바우만, 

2005). 따라서 가족체계가 약화되고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나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인간의 관계가 확장될 수 있음도 의미한다.
11
 이러한 상황을 두고 기든스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전에 세운 행동양식들이 폐기되면서 열리는 새로운 

기회를 보다 능동적으로 잡을 수 있고 스스로를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불안, 위험, 기회는 얼마나 새로운가?”(기든스, 2001: 56)(신경아, 2012: 12 재인용).  

성찰적 근대에 열려있는 수많은 선택지와 다양한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회문화적으로 1차근대 때보다, 성찰적 근대에서는 

인간을 억압하였던 각종 제도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인간의 개성이 장려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성찰적 근대사회에서, 장애는 개성의 한 종류로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즉, 

장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이익섭ㆍ신은경, 2006)인 장애정체감(disability identity), 

“장애가 다양한 사람의 모습 중의 일부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고, 장애에 낙인을 두는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이며, 오랫동안 장애 

억압적인 사회가 규정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과 느낌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Triano, 2004; 전지혜, 2013 재인용)로 논의되는 

장애자부심(disability pride) 등이 보다 지지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찰적 근대화론이 장애학에 갖는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성찰적 

근대화는 장애인의 노동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논의보다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성찰적 근대화에서는 장애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수준에 달려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찰적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장애정체감과 장애자부심의 형성이 보다 지지될 가능성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이 사회복지적으로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찰적 근대화의 사회복지 이론적 함의다. 성찰적 근대화는 최근까지 

사회복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Taylor-Gooby, 

2004)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담론이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석유 파동 이후 시작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난 것으로, 세계화, 인구고령화, 가족 내 

성역할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과 관련해 나타난 일국수준에서의 거시경제 통제, 

취약한 노인의 부양, 일과 가족 내 책임 양립, 일자리 확보, 적절한 복지급여 제공 등의 

                                           
11

  이와 관련하여, 기든스가 자주 사용하는 예는 결혼과 이혼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이혼은 거의 불가능했

고, 근대사회에서도 이혼이란 결혼의 파탄으로 당사자들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혼

이 늘어나고 이혼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해석이 등장하면서 이혼을 ‘자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체감을 

찾아 떠나는 의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결혼, 이혼, 연애, 재혼 등 친밀한 관계 속에

서 개인들은 더 유동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회학과 심리학 또는 다른 지식을 수용

하고 전문가를 만나면서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신경아, 2012: 12).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된 개념이다(Taylor-Gooby, 2004; 

Huber and Stephens, 1999).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지국가의 진화에 대하여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modern nation state)의 한 형태인 복지국가를 전제로 사회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찰적 근대화는 국민국가와 그 미래에 대해 가치중립적이다. 심지어 벡은 

국민국가 체제, 또는 국민국가 사회학에 대해 비판적이기까지 하다(홍찬숙, 2010). 벡과 

바우만 같은 비판사회이론가들은 전근대의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던 국민국가, 노동윤리, 

강고한 핵가족 체계 및 성별분업, 복지국가 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점차 ‘용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며(벡, 2010; 바우만, 2005),
12
 이에 

따라 향후 인간사회의 전개 과정은 계급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사회연대의 

가능성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근본주의 등 파시즘적 요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반동적 가능성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다(홍찬숙, 2013b: 213).  

결국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성찰적 근대화의 초기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인다. 성찰적 근대화는 시대적 구분의 스펙트럼이 넓고, 향후 전개될 

현대사회의 양상과 이상향을 다각도로 전망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사회복지 

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찰적 근대에서 장애인복지정책적 함의다. 성찰적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찰적 근대화가 심화될수록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주체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약한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성찰적 근대를 맞이한다면, 

이는 1차근대 때보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가 퇴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찰적 

근대화가 장애인에게 진정한 열린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찰적 근대에서 복지국가의 기반 및 영향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고, 시장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안적인 공급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유력한 주체로서 국가,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부문으로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을 활용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성찰적 근대화와 관련된 주요 개념 중 하나로, 

하부정치(subpolitics)가 중요하다. 성찰적 근대에서는 1차근대의 정치적 중심 제도였던 

의회정치와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 대신 시민사회영역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인 

정치인 하부정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의사결정 및 역동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성찰적 근대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하부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찰적 근대에서는 “무차별적 시민들의 다차원―지구수준, 지역수준, 국가수준, 

지방수준, 개인수준―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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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의 성찰적 근대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여, 지그문트 바우만은 후기현대사회를 유동적 근대(liquid 

modernity)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연대의식이 발현할 것”(홍찬숙, 2014: 127)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장애인의 정치적 

역량을 시민사회수준에서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요청된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던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치적 논의를 활성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찰적 근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역할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찰적 근대사회는 개인을 노동시장, 가족제도 등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벡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험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찰적 근대의 개인은 전문가 체계에 이전 시대보다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성찰적 근대에서, 전문가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클라이언트 및 

장애인에게, 그 자신이 ‘장애인’이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직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량은 전근대사회는 

물론 1차근대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 억압적인, 보다 좁게는 경제지상주의적인 

가치를 비판할 수 있는 인식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학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지적 훈련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학의 이론적 논의를 보다 확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성찰적 근대화라는 서구사회 중심의 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그 분석의 

유의성을 얼마만큼 확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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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The Conceptual Study on the Theories that can be applicable on Disability Studies in 

the era of Postmodernism 

 

「장애는 근대를 유지하는 부품이다. 하지만,」 

다테이와 신야교수 리츠메이칸대학교 생존학교실 

 

첫째, 포스트 모던(탈근대)이 말한 지난 세기부터 지금의 세기까지 기본적인 변화는 일

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근대를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의 시대·능력주의

의 시대(the age of"ableism"=A)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다른 원리·현실 B는 병존하고 있다. A시대 후에 B시대가 온다. 오기를 원한다, 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항상 두개(이상)의 사이에 항쟁이 있고 거기에 사회

운동도 그리고 때로는 학문도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B는 사회에 실제로 존

재하는 계기, 오히려 사회의 기저이며, 또한 A를 비판하는 위치이기도 하다. 그것을 포스

트 모던(탈근대)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다. 그리고 B는 포스트 모던

의 사상과 일정한 친화성을 가진 것이기도 하다. 나도 예전 어느 정도는 읽었다. 다만 그 

사상·주장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장애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그 주장으로부터 B를 받아 들였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post」라고 부를 필요도 없으니 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근대사회와 disability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여기서 우리들은 다양하고 연속적

인 ability/dis-ability속에 상대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dis-ability와, 또한 impairment의 한 

세트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disability를 일단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대사회는 근대

사회에 있다는 그 조건의 것으로 di-sability의 일부를 disability로 매듭짓고, 때로는 그것

에 일정한 보호·면책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에 의해서 근대사회는 

스스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장애학 또한 근대 사회의 유지에 

공헌하고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장애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장애학은 근대와 다른 것을 제시했다

고도 먼저(첫째로) 말한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이 양자는 어떻게 관계하는가? 보고 원

고의 각국어의 풀 텍스트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저희 사이트에 게재한다. 또한, 본 보

고에서 특히 첫째에 대해서는 출저 『 사적소유론 』( 제1판 1997, 제2판 2012)에 상술

했다. 그 영어판이 2016년에 전자서적으로 출판됐다. 역시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세미나 당일에도 드릴 것이다 

  



Topic 1. Japan 

 

근대는 지속되며 장애는 근대의 산물로, 당연히 존재하는 차별이자 근

대를 유지하는 부품이다. 하지만, 

 

立岩 真也 2017 

 

 

■近代、とその次？근대, 그리고 다음은? 

 몇번이나 근대는 지속되고 있고, 요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 새

롭다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 중 몇몇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소비사회론이 

있는데, 그것이 인식한 현실은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각별히 새로운 일

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예를 들어 기술의 진전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은 있기에, 저도 몇가지 관련하는 것을 

썼다. 사회에 분명히 변화는 다양하게 있어서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을 무엇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게 귀중하게 보느냐이다. 내가 그다지 변화가 없다고 말할 때, 그

것은 이 사회가 그 기본으로 「능력」에 관련된 가치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파악하면 

된다. 그것은 하나의 인식방법이지만 커다랗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것은 사회

(과)학이 먼저 파악한 근대(화)이기도 하다. 즉, 속성(원리)의 사회에서 실적(원리, 혹은 달성 원리)

의 사회까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전적 파악인 것으로, 그 사회는 끝나지 않았다.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 : 이 사회의 소유에 관한 규칙과 그것에 관련되어 생기는 현실의 재

물의 배치다. 다른 하나는 B : 사람과 그 행위와 행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관계에 둘러싼 가치 ― 

재능적인 것에 의해 사람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가치 ― 이다. 나는 근대를 문제로 삼는다 

것은 이 두가지를 모두 문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장애자~ 비-능력

자(후자의 범위는 전자보다 넓고,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말하겠다.)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근대사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근대사회를 고찰한다는 것은 장

애(인)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가치라는 것은 단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의하는 시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도 

않다. 정치철학이나 생명윤리학이라고 불리는 것을 얼마간 공부를 해보면, 그 믿음은 변하지 않고 

강고하며, 그 신심이 유지되고 있는 보통의 근대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 포스

트모던의 사상은, 여하튼 근대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믿지 않는 

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었다. 1980년대는 탈근대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많은 번역서 

등이 나와서 읽혔다. 그것은 근대를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그런「기분」이나 「세



력」이 소개되었다. 단 그것은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좋게 여겨졌다. 장애인 운동은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더 간단한 표어에 의해 보여 주었다. 이때, 이 가치라는 장면만 취하면, 이미 이 시대

는 무너진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A의 가치와 B : 시장에 있어서 능력·업적에 

대응하는 몫의 차이가 생기는 것에 관련된 사람의 선호,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편안히 지내다 

이득을 보고 싶은 선호와는 별도의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양자는 다른 것이지만 관계는 하고 

있다. 이들의 계기, 그 사이의 관계를 극히 낮은 수준의 분석적 이성에 의해서 ―즉 탈근대가 어

떠니 라고 할 필요 없이― 분명히 말해서 사회 현실의 구성·제도를 어떤 것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절에서 언급한 장애와 사회의 균형

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구조를 생각하게 된다. 과거 사회가 「싹 바뀌다」라는 예측·희망이 있었다. 물

론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이 거기에는 있었다. 근대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가장 유력한 주장이라고 

하여, 그 퇴조는, 한편으로는 근대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포스트」를 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낳았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싹 바뀔 것이라

는 전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 것은 정체와 권태를 낳는다. 그것은 오히려 실제로 존

재하고 있는 힘이나 일어나고 있는 투쟁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기본적으로는 지루

해진 것이라고 고민하고 가면 좋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것이 「급진적」 방안으로 된 것이 어떤 

구조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또한 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것) 속에 아주 긍정적으로 받

아들여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따로 논술하겠다. 

 

■ 장애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는다 

그 근대사회에서「장애」로 보는 인식은 어떤가? 많은 경우, 연속적이며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때문에 「장애」를 꺼내는 것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구조이다. 라고 이

해할 수 있다. 

우선 「비능력자」의 차별을 차별로 하지 않는 것이 근대 사회이다. 신분·출생, 기타 「속성」

에 의한 사람 취급이 다르다는 것을 차별로 부정하고, 능력·업적을 원리로 성립한 것이 근대 사

회에 있다는 것은 사회 과학의 고전적인 파악이다. 

왜 그것은 차별 아닌가? 옳은 일인가? 졸저『사적소유론』에서 검토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확장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기능적인 답 이외엔 자신이 원인이 된 것

에 대해서, 원인·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답이 있었다. 「때문에」를 말

한 이유를 졸저(의 제2장)에서 서술했지만, 여기에서는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렇더라

도 「자신의 탓」이라고 말 못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는 어떤

가? 그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면책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의무를 해

제하고 놨더니 그 부분은 상당히 넓어지는 것이 아닐가?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든 ‘된다/안된다’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그러면 근대가 정당화된 영역은 침식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장애는 그 경

계를 위협하는 것, 적어도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계기이다. 

예를 들면 John Rawls그 이론에서 사실상 장애(인)를 몰아내는 것도 이 일과 연관이 있을지 모

른다. 다만,  그러므로 정치철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듯도 하며, 근래에는 Martha Nussbaum



이 논하고 있다. (따로 논한다). 

 이렇게 안정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 「할 수 없는 것」전반에서 「장애」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분리된 「장애」를 얼만가는 특별 취급하고 거기 들어가지 않

는「비-능력」에 대해서는 그대로두고, 차별해도 좋다고 하는, 능력주의 ~ 근대사회를 유지해왔

다고도 파악된다. 분명히 그 사람의 탓이 아닌 부분, 주어진 것으로서 신체에 새겨진 것은 구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시대·사회에서 여러가지 신체와 신체에 관련된 상태는 여러가지 명칭을 부여하여 구

별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차별되어 왔다. 그 일부에 근대사회와 장애의 연관 방식이 있다. 

그 연관 방식(의 시작)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지역, 나라의 사정에 따른 차이가 있고, 우연적인 

사정도 관련된다. 한결같지 않고 공통된 부분도 있다. 이 사회의 역사에서 왜 「협의의 장애」가 

취급되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은 배제되는 것과 반대의 의미의 말이 

아니다. 배제되는 것으로서 취급되어지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취급함, 배제함, 포섭하는 

방향, 경위는 다양하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의 발흥·진전, 노동, 노동의 장의 본연의 변화와의 관련을 말한다. 과거에 

생활과 노동의 장이 나뉘어 있지 않았을 때에 눈에 띄지 않은 사람들이 노동의 장이 나뉨으로써 

그 자리에서 배제되는 범주로 장애자가 구획된 것이라고 말한다(Michael Oliver). 한편, 노동의 

장으로의 「포섭」을 지향하는 것도 있다. 이는 불운을 스스론가의 힘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사회

적 측면에서 돕는다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근대의 교의에서 허용되어 환영받는 것이기도 하

다. 

 게다가 남들의 생산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에 수용하는 등 하는 것이 있었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전후 정신병원과 거기에 수용자가 몰리는 것을 설명할 때에 

언급된다. 한편으로는 돌보는 일을 가정에 가두는 것이 생산에 있어서 사정이 좋았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다음에 생활보장에 대한 것이다. 어느 부분을 장애로서 꺼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원리와 

능력주의적이 아닌 급부를 인정한다. 노동에 참여하고자하더라도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느 부분)을 장애인으로 별도 급부가 이뤄지게 됐다고도 말한다(Deborah Stone). 

그런 사람 중에서도 대응이 바람직하다거나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

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정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학문」으로 향하는 여

부를 좌우한다. 

대개의 근대 국가에서 상이 군인의 생활 보장은 예컨대 연금의 지급이 처음이었다. 그 사람의 

장애를 그 사람의 「탓」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면책되는 사람들, 오히려 

후하게 대우해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는 대응해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취급

되었다. 

상이군인들도 이 사회가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사전에 사회

가 명예의 사람으로서 대응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그것을 사회가 인

정할 것을 주장하고, 맞추어서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공해·약등의 피해

자이다. 이들에게는 국가는 생활을 요구하는 상대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추구해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유도 없이 중증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 가족, 부모들이 구제를 요구했다. 

그 부담의 심각성이 분명하므로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이해되었다. 그리고 치료법의 연구도 정

책적 대응의 정당화의 이유가 되었다. 이해·동정과, 원인·치료법의 규명이라는 목적과 함께, 근위

축증의 사람들과 중증심신장애아가 결핵요양자가 줄어든 국립요양소에 수용되어 진 것으로 기록

되었다. 그것을 요구한 부모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탁할 수 밖에 없다. 그곳에 있

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심정을 파악케 하는 설명이다. 그것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며, 사회에 반대

하고 있다는 전략은 취하기 어렵다. 

 이렇게 면책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면책과 지원을 정당화되기 쉬운 어려움이 있는 무고한 사

람들로부터 인정되어 받고,  어느 정도의 것이 이루어진다. 

 

■ 비판자인 장애학은 소원을 이루기도 한다 

여기에서 보다 큰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문제 삼는 흐름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하나는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계층에서 나왔다. 영국의 장애학, 장애학에 인연이 있는 장애인 

운동가들은 중도장애로 교육도 받아 두뇌나 언어에는 장애가 없고 대화가 가능하고 발언·주장이 

가능 하다. 신체적 측면의 재활은 효과가 없지만,  예를 들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면 

가능하게 된다.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그 주장이 된다. ★01. 우선 「사회 모델」

이 이 근처에 위치한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 비판적이다. 이 사회에서 불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다

만 반드시 강하게 비판적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주장이 나타난 시기가 있고 거기서 집단을 형

성한 사람들의 사상·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노동이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편입되는 사회

·체제라면 이렇게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문제로 삼는다. 거기에서 이론을 만들게 된

다. 그것은 「학문」이 된다. 

다만 예컨대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이가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생산의 증가를 좋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용에 알맞다면 고용주들도 자본제도 

그것을 환영하고 좋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에 걸맞은 편익이 생기는 것은 운동 쪽이 주장이

기도 했다. 이는 이 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를 비판하고 

요구 하는 운동이지만, 근대 사회의 교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하나, 일부를 꺼내서 그 부분에 얼마간을 줌으로써 귀책의 문제를 처리하고 적어도 애매

하게 하여, 감정없이 무자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완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사회도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이어지며, 여기에서도 또한 이 

사회와 친하게 잘 지내게 된다. 

 

■ 그러나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에서 시작하지만, 잠시 후에 의외로 이 사회(의 다수파·주류)

과 잘 해나가게 된다. 그것은 페미니즘의 다른 한 부분이 봉착한 장소이기도 했다. 아주 잘 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될까? 그러나 그렇게도 안 된다. 

  운동의 적어도 어떤 부분과 학문의 어느 부분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운동의 정의를 내려 



보면 그 정의가 미치치지 못하는 부분에도 그 정의는 이르러야 된다고 한다. 개별의 특수한 이해

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학문은 논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제) 제기

가 타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전쟁 후에 빠르게 운동을 형성한 조직이나 사람은 그 주장이나 운동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나간다. 

 그리고 학문이나 운동이 관련된 장애의 범위·규정도 달라진다. 그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알기 쉽게 가시적인 장애만을 뽑아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 소득을 보장하고 서비스가 공

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다. 

원래 신체에 나타나는 것으로 의료인·전문가의 판정을 가지고 그 존재가 인정된다는 임페어먼

트(손상)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사회 모델을 외치는 장애인운동 장애학의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난치병」의 범위의 확대를 놓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도」장애인들에게, 환경을 갖추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새삼 언급하자면 그렇다고 말할 수 밖

에 없다. 환경이 갖추어지면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고, 기여에 따라서 수입을  벌게 되는 것은 그

렇게 단순하게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와 정의에 충실하려고 하면 시작된 이야기도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러면 운동과 학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되어져 나가는 것이 좋은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섯 가지는 있다고 말했던 것의 교착과 중복을 보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장애를 입고 있느냐 따라서, 고치는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한편으로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

들도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한다. 「생존학」라는 기획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그

러한 것이 갖추어 있다(생존학 연구 센터- 편『 생존학의 기획 ― 障老病異 과 함께 사는 세계

로』, 2016). 이렇게 신체적 측면으로 향한다. 

또 하나는 신체로부터 더 넓은 곳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있다. 그것은 사회 이론

과 그 갱신으로 향한다. 

우선 「무능력」의 「장애화」를 점점 해나가면서 그것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

도 장애이다,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요구 방법에서는 그 범주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나눠보면 너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명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래에는 발견될지 모르지만, 발견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추구 자체가 바람직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연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과 다른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단을 초래하는 경우도 드물것이다. 임페어먼트에 구애 받지 않고 질환·장애명으로 자격

을 부여하지 않고, 생활상의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 모델·장애학의 주장이기도 했다. 

이 길로 나아가면 장애라는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 



그런 사회, 사회 정책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신체로부터 괴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체의 

상태를 판정하도록 규정되는 것에 대한 회의·비판은 판정이나 진단을 구하려 온 사람들에서 나타

난 것이다. 그것을 받고, 예를 들면 판정이나 진단 없이도 공정한 사회적 분배는 어떻게 하면 가

능하냐는 논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면에서 사회과학, 사회학 전반은 의외로 일을 하

고 있지 않다. 해야 할 것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생

각으로 장애인 운동에 대해 얘기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 세금의 징수 및 

배분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을 썼다. 소개는 생략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쓴 부분은 아직 책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나는 나대로 그 일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작업 중에는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의 「포스트」을 어떻게 잡느냐도 포함된다 ★02. 

또한 그러한 논의도 그것을 굳이 장애학 등으로 부를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1 다른 나라·지역,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어떨까? 조금 다른 길을 걸었다. 1970년대부터 잠

시 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계층이 아니라, 쉽게 취업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었다. 다만 그 사람들 중에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 문자나 논리를 다루는 일을 배운 사람들도 있

기는 하다. 이런 경우에 논리와 운동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그것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

각해 왔다. 

★02마르크스의 사상은 크게 다른 두가지 방향으로 향했다. 하나는 노동에 의한 취득이라는 고

전적인 근대의 소유원리에 충실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력을 주장하며 체제의 전복을 구한다는 방향

이다. 나(우리들)은 그 원리를 부정하니까 이는 지지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생산력 증대로 노동에 

따른 분배로부터 좀 더 나아가 필요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는 낙관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양

자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라는 두 단계로 상정됐다. 나는 후자를 단순한 낙관이 아닌 현재의 

현실적 가능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은 서두에서 말한 「자신이 편안히 지내다 

이득을 보고 싶다는 선호」을 부정할 수 없다면,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발성의 것으로 달성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개재가 요구되어 진다. 

 

立岩真也 타테이와 신야  2011 "On "the Social Model""，Ars Vivendi Journal 1:32-51 

―――― 2016 On Private Property, English Version，Kyoto Books 

 

  



Topic 1. The Conceptual Study on the Theories that can be applicable on Disability Studies in the era of 

Postmodernism 

 

[Abstract] 

 

노화, 질병및 장애인 은유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장애사회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성찰 

 

띵펑 (우한뚱후 사회발전연구원) 

 

요약: 포스트 모던 비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분법을 없애고, 본질주의를 버리고, 주류화의 

다양한 개념이나 의상을'타자'와 대립시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중문세계 노화, 질병, 장애의 

은유와 연상을 검토하고, 그 배후에 공통된 능력주의 가정을 해체하려 하며, 성찰적 장애의 사회 

모델이 장애의 평등함을 구축하면서 질병과 노화가 "타자"라는 두려움과 차별을 낳았다. 

 

장애의 사회 패러다임은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많은 경우 장애는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청각,시각, 지체장애 등등. 사람들이 장애라는 단어의 은유

를 거부하고, 장애와 질병을 구별해 내는 대가는 질병은 끔찍합니다. 장애인은 모든 사람과 같지

만, 환자와는 다르다. 환자는 모든 사람과 다른 타자가 되었다. 이는 개인의 평등 존엄성을 손상

시키고, "다중 능력"또는'다른 능력'에 대한 논술을 약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대조하는 것은 장애는 노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노화와 장애를 연결하

기를 원하며, 장애물 없는 환경 건설에 대한 비용 수익분석을 통해 경제인의 이성적 기대에 부합

하는 것을 설명한다. 사실 노화가 오면 장애를 입을 확률이 높고 노인이 장애인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지만, "노약자" 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2가지 부동한 유형의 생명형태의 체

험을 혼동할 수 있다. 사람들이 노화에 대한 이해를 또다시 장애 분야에 도입한다. 이 사회는 노

화에 대해 여전히 뿌리 깊은 능력주의 판정이 있다. 사람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심신 기능이 취

약해지고, 사람의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질병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러나 이런 공포가 장애평등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여서는 안된다. 완전히 해체되여야 모

든 인간의 무한한 다양성과 존엄성을 철저히 드러낼 수 있다. 

 

키워드:  장애  질병  노화 은유  해체 

  



Topic 1. China 

 

노화, 질병및 장애인 은유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장애사회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성찰 

띵펑 (우한뚱후 사회발전연구원) 

 

요약: 포스트 모던 비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분법을 없애고, 본질주의를 버리고, 

주류화의 다양한 개념이나 의상을'타자'와 대립시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중문세계 

노화, 질병, 장애의 은유와 연상을 검토하고, 그 배후에 공통된 능력주의 가정을 해체하려 

하며, 성찰적 장애의 사회 모델이 장애의 평등함을 구축하면서 질병과 노화가 "타자"라는 

두려움과 차별을 낳았다. 

 

장애의 사회 패러다임은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많은 경우 장애는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청각,시각, 지체장애 등등. 사람들이 

장애라는 단어의 은유를 거부하고, 장애와 질병을 구별해 내는 대가는 질병은 끔찍하다. 

장애인은 모든 사람과 같지만, 환자와는 다르다. 환자는 모든 사람과 다른 타자가 되었다. 

이는 개인의 평등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다중 능력"또는'다른 능력'에 대한 논술을 

약화시킨다. 

 

이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대조하는 것은 장애는 노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노화와 

장애를 연결하기를 원하며, 장애물 없는 환경 건설에 대한 비용 수익분석을 통해 

경제인의 이성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을 설명한다. 사실 노화가 오면 장애를 입을 확률이 

높고 노인이 장애인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지만, "노약자" 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2가지 부동한 유형의 생명형태의 체험을 혼동할 수 있다. 사람들이 노화에 

대한 이해를 또다시 장애 분야에 도입한다. 이 사회는 노화에 대해 여전히 뿌리 깊은 

능력주의 판정이 있다. 사람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심신 기능이 취약해지고, 사람의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질병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공포가 장애평등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여서는 안된다. 완전히 해체되여야 

모든 인간의 무한한 다양성과 존엄성을 철저히 드러낼 수 있다. 

 



 

키워드:  장애   질병   노화   해체 

 

 

탈근대의 비판,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분법을 없애고, 본질주의, 주류화의 다양한 

개념이나 의상을 '타자'와 대립시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중국세계와 노화, 장애, 

질병, 은유와 연상을 검토하고, 그 배후에 공통된 능력주의 설정을 해체하려 하며, 

성찰적 장애의 사회 모델이 장애의 평등함을 구축함과 동시에 질병과 노화가 '타자'라는 

두려움과 차별을 낳았다. 

1.  

1.  능력주의'해체: 탈근대 여성인권부터 장애운동까지 

리오타 (jean-François Lyotard) 는 현대가 메타 (meta-narratives) 서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로 정의된다.  후 현대적 지식은 단순히 권위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함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무능한것에 대한 관용능력을 높인다. 

탈근대주의자들은 보편적 진리의 선언에서 이성주의적 일원론뿐만 아니라 소수의 이견에 

대한 탄압을 선포하고, 사태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만세를 규정하였다. 인간은 인과율의 권위로 자연과 규제사회를 개조할 때 우주의 

우연성을 가리는 것은 개인과의 자유의 전제. 주체적 철학은 사람이 만물의 잣대와 

자연의 목적을 제창할 때 언어 보조와 문화 등에 국한된 무시와 치명적 자부심을 

선양한다. 따라서 비이성적인 반기초적이며 다원적이며 다원적인 접근으로  현대주의를 

해체하고 종교 신화를 합리적으로 제거한 뒤 새로운 신화가 되는 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13  

전통적인 '존재의 형이상학' (metaphysics of presence)은 이원적 대립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진실/거짓, 언어/글쓰기, 사실/가치, 정신/육체, 필연/우연  

결정하는/은유적인, 실질적인/허구적인, 관찰적/이론적, 객관적/주관적 등 이원적 

대립에서 전자는 항상 후자를 지배한다. 해체 (Deconstruction) 는 우선 이'물류 중심주의 

' (logocentralism) 의 등급 지배의 전복을 의미하며, 동시에 어떤 새로운 등급에 대한 

                                           

13 王治河：《扑朔迷离的游戏: 后现代哲学思潮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1998年版,第152-159页。 



해석도 더욱 반대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  장애와 질병 해체, 장애와 노화의 은유중의 이분법이다. 또 

장애인권 운동이 여성 인권주의 운동에 대한 언급으로이 해체 역시 탈근대 

여성인권주의의 해체 역사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탈근대 이전의 여성인권주의자들은 남자는 적이고 여자는 친구이고, 남자는 조급하고, 

여자는 부드럽고, 남자는 박해를, 여자는 피해자이고, 남자는 기꺼이 도발적이고, 여자는 

평화를 좋아하고, 남자는 자기중심주의자이고, 여자는 인간 관계 네트워크 배려자. 

남자의 쾌감은 생식기에만 국한되고 여자의 쾌감은 온몸의 모든 면에서 표현된다. 

남자는 결과에 집중하고, 여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형이상학적'차독'이라는 

이분법은 실제로 남성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초래하고, 비판에 의존과 화합의 환상을 

품고 탈근대 여성인권주의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태양/달, 그 낮/밥, 낙관/비관, 

적극/소극, 문명/ 자연 등 이분법의 은유, 뿐만 아니라 남성/여성의 이원 대립에 대해 

데리다식 해체 필요 대립과 압박을 대신 하는 논리. 남성의 특징과 지위는 '주어진것'이 

아니다, 그'장터'가 여성이 존속할 수 있는 근간이 아닌 반면, 여성의'부재장'은 

남성을'장터'의'흔적'과 근거를 되새긴다. 현존하는 법률제도 속의 성별 등급을 뒤엎어야 

하지만, 다른 등급이 아니라 형체를 소화하고 등교하는 대립에 이어 끊임없이 해체하고, 

평등한'게임'에서 새로운 규칙을 낳는다. 

 

이를 보면서, 이 논문은 한편으로는 장애에 관한 은유, 예를 들어 "어두운 세상", 

"침묵의 세계", 지나치게 해석된 수사학으로서, 우리의 세상을 황량하고, 고갈시키고, 

상상력이 부족하며 볼수 없다고 지적한다. '타자'의 평등 주체적 지위와 인간 본성의 

풍부성을 느낄수 없게 한다. 이와 함께 노화, 장애, 질병, 은유속에는 인간의 본질이 어떤 

능력을 사용한다는 가정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은 특정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하고, 장애가 잇으며, 열등감있으며, 법률적 행사능력 및 

책임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후 현대의 비판은 동일한 품질 기준의 정체성을 

대체할 다원주의"다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이 야당을 해체하는 

것이다. 

 

2. 장애의 사회 모델은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차별을 구조화하였다 

   장애의 사회 모델에서 보면 장애는 질병이 아니며 많은 경우, 장애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 선천적장애나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등. 그리고 신체장애와 같은 것이다. 장애와 질병은 모두 

사람의'정상'상태이거나 또는 '비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애라는 단어의 

은유를 거부하고 장애와 질병을 구분해 내는 대가는 질병은 더 무서운 가부장인 것처럼 

인정한다. 장애인은 모든 사람과 같지만 환자와는 다르다. 환자는 모든 사람과 다른 

타자가 되었다. 이는 장애인권리의 국제협약 및 전체인권 체계에서 인정된  사람들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장애인권운동에서 다원능력 또는 다른 능력에 대한 논술을 

손상시킨다. 

 

2.1 다단계 능력: 장애로 장애 대체 

（A disabled person refers to one who has abnormalities of loss of a certain organ or 

function, psychologically or physiologically, or in anatomical structure and has lost wholly 

or in part the ability to perform an activity in the way considered normal）。 

 

중국'장애인보장법 ' (2008)은 장애인을  정신 및 생리학 및 인체 구조, 어떤 조직의 

기능상실 또는 비정상,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특정 활동능력을 

종사하는 사람 

 

 (A disabled person) 로 정의한다. refers to one who has abnormalities of loss of a 

certain organ or function, psychologically or physiologically, or in anatomical structure 

and has lost whollly or in part the ability to perform an activity in the way conidered 

normal)  

 

이것은'장애인권리 국제협약'의 계정과 달리, 공약 제 1 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력이나 감각기관의 오랜 손상을 가진 사람이며 이러한 손상은 각종 장애와 

상호작용하여 장애인을 저해할 수 있다 타인의 평등한 기초 위에서 사회에 충분히 

관여하고 있다. 공약은 장애와 장애자의 계정에 대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지력과 

감관의'손상'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와 장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장애와 

태도의 장애, 손상과 함께 장애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장애물이다. 

 

협약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면에는 "정상적인"개념이 반영되여 있다. 

서양의 개념에서 정상인은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인것으로 간주된다. 이 가정에서 



많은 정치적,철학적및 의학적 이론이 구축된다. 정상은 완벽한 것으로 정의되지만 이것은 

아마도 신화일 것이다. "정상적인 문화"와 역사적인 개념,다른 개인을 

위해,신체"정상적인것"도 다르다. "정상"이 단어는"표준의" "보통의" "평소의"라는 의미로 

1840년에 처음 등장한후 ,"규범" "상태"가 다른 단어로 나타났다.19세기 통계의 탄생은 

사람들의 출현 이전에 이 개념의 출현에 대한 "정상적인 "개념에 기여했다. 예를들어 

고대 그리스 시절의 플라톤은 '형식'의 개념으로 한 사람의 평생의 추구로 불릴 수 없는 

이상적 상태를 그려냈다.   

 중국 정부가 1980년대에 '중국장애인연합회'를 '장애인'을 대체 할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의료 모델을 대체할 사회 모델의 혼란 속에서 장애라는 용어는 장애로 

대체 되였다. 장애인의 존엄성의 큰 진전, 특히 2008 년 중국은 "장애인보장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장애"의 정의에 직접 인용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장애 기반 차별 금지 개념을 처음 도입해 증설했다. "장애물없는 환경 " 일장, 그리고 

뒤에 행정규약에'장애물 없는 환경건설 조례 ' (2012) 를 제정했고,' 장애'르'장애'로 

대체까지 나타났다. 즉 장애물이다.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신체 기능 손상(질병) 상태를 제거하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재활'을 장애인  사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정부의  '재활'서비스에 대해 인정하거나 있다. 이러한 관념과 정책들은 

실제로 '장애'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일부 민간 

옹호기관에서 볼 때 "장애와 장애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장애를 지칭하고, 서방의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라고 한다."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반드시 듣기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나, 중국의 상황 및 중국 장애인정책 

옹호자인 gdiet에게로 돌아간다, 장애로 '장애'를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장애인 

권리'에 도움이 된다. 국제협약의 이념은 한결같이 보이는 논쟁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19세기에 익숙하다면,  이래, 현대 과학 기술, 의료 , 법률 적 차원의 

논리적 논리가 장애인을 대체할 장애물을 대체하고 장애인을 장애로 대체하면 질병과 

장애가 대립을 구축할  위헙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 까지 과학과 의학이 진보와 더불어 사람들은 점처적으로 

"장애"가 생물학적 및 의학적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기능이며 구조에 의해 야기 

된 손상이라고 인식한다.이 견해는 "의료 모델"전망. 기초를 

바탕으로,"재활"이론,"장애"가 약물과 수술을 통해 개인적인 질병이라는 의료 모델은 

회복될수 있지만 실제로 신체에서 사용되는 "재활"이라는 말로 의료 모델은 회복 될수 

있다.그러나 사실 의학적 모델 말의 "재활"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거의 비꼬는 수준이다."재활"이라는 단어를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에게 쓰는것이 더 

바람직하다.장애라는  명칭은 중성에 가깝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사람과 

환경과상호작용의 장애를 강조하며,이러한 장애는 기능이나 기타 제한으로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이 아닌 "참여"를 강조한다.이 두가지를 지원한다.  

 

 따라서 장애는 질병은 아닌 라운드 섬뜩한 비유로 구성 후에는 "라운드에서 살고, 

장애는 개인과 사회 환경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고, 질병은 개인이며, 수잔 

산타그르는'질병의 은유'에서 "음모의 공포에 의한 은유로 도도의 풍경을 구성하는 

질병왕국에 거주해야 한다. 이 질병은 질병 (폐결핵, 암, 에이즈 등) 에 대한 은유에서 

벗어나 인격적 의미를 비하하는 도덕적 연상이나 암시를 없애야 이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려와 존엄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또는 상해) 은 이제 '장애' 라는 

개념에서 '기꺼이' 또는'버려진'것이고, 그 자체는 개인에 속하는 추악하고 역겨운 육체적 

및 정신적 문제이다.  

일부 학자들은 신체 장애를 가져오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강조가 외적인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당신이 

신체적 장애에 대해 이야기 하면, 장애, 신체적 상해 자체의 정의는 "사회 문화적 요인, 

해체 "장애"의 그림자에 의해 사회, 생물 의학 표준의 현대적 관점이며, 손상이나 질병이 

장애인에게 주는 생명적 체험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외부장애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신체 기능 손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장애는 일종의 애매한 개념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체적 기능 손상에 대한 정의 자체도 사회적으로, 생물의학 표준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문의 탈근대적 시각에서 '장애물'과 '질병 

(손상)'의 이원을 해체하고, 의미는 여전히 사람의 다양성으로 돌아가고, 장애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포함하여, 역량주의에 반대한다 본질주의로 사람을 정한다. 

 

다차원적 능력의 관점에서 능력 자체가 움직인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다양한 

형태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병에 걸 렸을때 

의사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합과 동시에 법률 종사자의 지원이 필요할수 있으며, 

중제를 운반 할때는 친구의 지원이 필요할수 있다. 사회적인 사람은 원래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서 '만능한' 사람이 아니다. 능력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뒷 

받침도 달라진다. 사람마다 사실 사회 발전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연장을 즐긴다. 예를 

들어 전등과 안경이 발명은 사람들의 시각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물로 ,엘레베이터의 

발명은 사람들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장애 등을 제거한다. 

 



2.2생명 체험: "노화와 장애의" 일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질병 ' (손상) 에 대한 버림과 흥미롭게 대조하는 것은 장애도 노화도 아니고, 

사람들은 장애와 노화를 연결하기를 원하며, 그 아래에는 장애물 없는 환경건설 및 관련 

사회보험 정책에 대한 비용 수익분석을 설명한다. 경제인에 대한 이성적 기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를 입을 가능성을 상상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의  생명 체험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통계학은'정상적'의 계량적 기준을 추이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장애정책 수립에서 현저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통계학 연구와 관련해 고령화 및 장애가 교차하는 실증적 데이터는 종종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2 년부터 2015 년까지 장애인구는 6.8%에서 13.2%로 높아졌고, 동시에 노년인은 전체 인구의 점유율이 1.1%에서 5.0%로 높아졌다. 

보다 직접적인 숫자는 2001 년, 장애인구 중 노인들이 35%를 차지했고 2015 년, 이 숫자는 39% 였다. 2016 년 모든 노인장애인구 가운데 

절반은 신체장애였다. 이는 막대한 돌봄 (또는 장사진) 수요를 초래하며 노인복지법 정신위생법 심신장애자권익보장법 장기조호서비스법 

전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 노인의 관심.14 

. 

 

2015년 대만의 심신 장애 인구:연령별로 데이터 출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타이완 신심장애:연령별 구분, 자료 출처의 각주 

 

이에 따라 고령화 추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고령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 수준, 재활 기술, 공공 건강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장애를 가진 신체 

장애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노령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륙에서 노인 

장애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묘사'가 무색할 지경이다. 

장애정도가 노인  장애인의 말년 생활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의사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이 장애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게 했다. 따라서 장애인의 속성은 장애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점차 그 본질적 속성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소리가 조금 들렸는데 나중엔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얼마동안 시간이 지나고나니 농아인의 생활에 적응 돼 

있었다"며"습관이 되였다,장애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4 薛承泰：《从残障福利到身障权益：台湾面对老龄化的挑战》，发表于“第二届两岸人权研讨会”，

2017年6月22日，天津。 



 사실,노화로 장애를 초래할 확률이 높고 노인이  장애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노화와 장애를  동일시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2가지 유형의 생명체를 혼동하고 노인의 언어를 다시 장애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장애는 노화가 아니라 장애아들의 연령대별로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다양한 신체적 

체험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둘째, 장애와 유형이 다양하고, 발생하는 변화가 항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노화'에도 고질적인 뿌리 깊은 판결이 내려졌다.사람들은 '노화'라는 말이 

있을 때 신체 기능이 쇠퇴해지고, 사람의 자신감과 체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화'依然 앨리스', 드래곤 네스트의 산문'환성', 미드'레지던트 이블'(Grey's 

Anatomy)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생생한 예다.'노화'에 대한 

우리의 관대함은 '소녀 시대''冻龄 미인', 그리고 지식 엘리트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편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인'을 '그들의' 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장애인들의 평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초래하는 그런 

'나쁜 유산'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애와 노화한 이들을 

치유하는 동시에 인간의 무한함과 우아함이 인간의 무한함과 우아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심미과 정의가 융합된 후 현대 문명 이론:장애인의 다양성에서 인간의 다양성 

옛 사람들이 흔히 겪고 있는 아픈 병(中文语 境 中)의 은유적인 은유(老弱病残)와 

类比(和), 그리고 联想(way)의 일종(大众)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말을 반성하고 윤리적 

감정적으로 흔들림으로써 심미성과 정의의 융합을 모색하는 포스트 모던 법학의 비판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은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는 법적 

접근법으로 사람들이 인간 세상과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서 법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와 평등의 이슈에 대한 법률, 

나아가 주류의 언어, 나아가 이성적, 객관적, 중도적, 사회적 지지를 얻으려는 판단은 

이성적이거나 진부한 은유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 (인문, 문화)의 신성함을 

끌어들여 (은유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법과 관련해서는 법과 관계를 되돌아보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부 사회 질서와 가치에 관한 논쟁에 대한 논쟁이 

있다. 

미국은 기존의 감지 대상과 시각을 초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순간을 의미한다. 인식과 

도덕적 결단에 비춰 볼 때 미국의 자유로운 가능성이 더 크다. 장애의 은유에 관한 

갖가지 해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놀랍고 경이로우며 심지어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시야 밖의 실천이나 논술의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다. 

利奥塔리오타 같은 사후 주의자와 비평가들은 인간의 몸이 습관적으로 고치기 힘든 

것이라는 직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대 법 이론은 이미 심미적인 취미에 

대한 복귀으로 평가되고 있다.적어도'아름다움의 공정'(JustAesthetics)은 미적 공정성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며, 존엄성과 숭고함, 그리고 존엄성의 위엄을 느끼게 

한다.심미적인 즐거움도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루어의 선한 선은 은연중에 

감화된다."아름다움 자체가 '인격의 완성과 조화로움'을 뜻한다."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우리는 사회의 변혁을 촉진하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현대적인 심미성은 법률과 정치 논리라든가 과학적인 음악 속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며, 질서와 일치하는 것이다.포스트 모더니즘의 심미성은 새로운 시대의 심미적 

정신과 일치하여, 법의 일관성과 질서와 통제의 삼위 일체를 단호히 배격하여, 그 공덕을 

이루 말할 수 없게 하였다.서로 다른 불놀이는 그 중 하나가 작은 소동을 일으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이런 결과가 너무나도 신선한 것은 아닌지, 어디서 그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변 씨와 산토스는 늘 소외된 곳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신해 

왔지만, 창의성과 영혼이 공존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계기로 장애에 대한 우화는 보다 

다원적인 은유와 한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평등의 존엄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해체, 장애, 질병의 은유적인 연관성을 통해 장애인들의 심신증을 심화시키고,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광범위한 소수의 

신분과 평등한 대우 그리고 사회 정의 의제로 나아가게 된다. 

장애 문화 이슈는 사회 정의의 의제이며, 억압 받는 소수 민족은 소리 지르고, 모여 

자기 역사를 점검하고 집단 대립하는 것이 옳다.장애인들은 다양한 신분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신분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 몇년 동안 신체장애의 성별 의제는 이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나이와 계급, 도덕률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身障자의 

복수는 다른 사회 운동 단체 간의 연결 고리를 통해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권익을 형성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집단적 자위권, 예컨대 소수의 계층, 성(性), 성(性), 성(性), 종교도 

이해해야 한다. 

 

장애 권력 운동에서 보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고, 인간의 

능력과 처지에 관한 '그들의 '은유적인 화법을 구사해야 가장 포용력 있는 反歧视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장애는 인간의 다양성 표준이고 인간의 다양성이다.사람 자체가 심미성의 

상징이다.장애인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나아가 현대화된 단선적인 틀에서 

사회적으로 '융합',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관념이 결여되면, 장애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나타나,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편견이나 차별을 타파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타파하는을 구조적 원인을 타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운동이 

인권 운동의 최신 발달로 얻어진 것이며, 그 후 현대 비평에서 심미성과 정의로운 

조화가 가져온 깊은 깨우침의 의미이기도 하다. 

 

 

  



Topic 1. Taiwan 

[Abstract] 

 

정신질환과 공적 이유 

 

천원산 

 

모든 심신의 장애에서 정신질환은 왕왕 가장 심하게 오명정체성을 당한다. 그것은 

이성의 대립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순순한 수성의 야만으로 여겨지고 전체10 문명의 

반대였다. 현대사회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대형 집중관리의 정신병원은 우후죽순처럼 

즐비하다. 미친 사람을 조기에 대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수성을 제압하고, 늘 묶어 놓고 

토하게 하고, 관장, 심지어 혈액을 방출하는 작법,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아'관리'라는 

도덕적 요법이 나타나면서 환경의 조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환자를 규탄하고 그 

내면의'이성'질서를 재건한다. 19 세기 이후 정신의학이 부상하고, 음주 및 자위, 그리고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는 모두 정신질환의 범위에 포함된다. 

 

푸케의 말처럼 정신질환의 역사—그 내용은 어둡고 불명확한 제스처 이며, 완성되면 

반드시 잊혀 집니다. 그러나 문명은 이러한 손동작(제스쳐)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밖으로 

배제한다. 이후 현대 사조, 현대의 이성적인 비판과 해체, 합리주의 중심주의 깨기, 

객관적 보편적 중립을 부인하는 지식가능성, 인식의 주관성, 다원적 가치의 공존을 

강조하며 그리고 선형 진행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970 년대 주목할 만한 

반정신의학운동, 정신질환 개념을 비판하며 정신과의사의 전문권력에 도전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의 권리 공약 출현에 이어, 대만 정신장애 사회운동 단체, 

동성애자(호모)권익추진연맹과 같이 정신질환의 오명정체성 주목하기, 정신병원의 관리 

현황, 정신의료의 규제와 의료관계 비 의료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누가 정신질환자인가? 무엇이 이성적인가? 무엇이 합리적인가? 이성적 

이념주의 이론이 가능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포괄적인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키워드: (keywords):  

정신질환, 문명 , 푸케, 정신병 운동 방지, 제도화, 육체 및 정신 지체, 이성적,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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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1. Taiwan 

정신질환과 공적 이성 

陈文珊 천 왠 산 

 

모든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에서 정신질환은 종종 가장 심각한 오명정체성이다. 그것은 

단지 이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순수한 야생의 잔인한 것으로 여겨

지며, 전체10은 문명의 반대였다. 현대사회가 출현하는 이 과정에서 망명 된 대 규모 망

명 관리가 집중화 되였다. 정신 질환자를 조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야만성을 제

압하고, 물리적인 구속, 구토, 관장, 심지어 출혈, 계몽의 영향으로 도덕적 치료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환경을 통해 환자가 본질적으로 '이성적'질서를 재구성하도록 훈련되도록 

노력했다. 19 세기 이후 정신과가 설립 되였다, 음주 및 자위, 그리고 동성애, 등 사회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모두 정신질환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케의 말처럼 정신 질환의 역사—그 내용은 [“하나의 경계의 역사이다.”어둡고 불명

확한 몸짓이며, 완성되면 반드시 잊혀 진다.] 그러나 문명은 이러한 몸짓을 통해서 특정 

사물을 배제한 것이다.  

현대적 사조, 현대 합리적인 비판과 해체, 합리주의의 합리성 강조, 객관적이고 보편적으

로 중립적인 지식을 부인하고 ,인식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다원적 가치의 공존, 선형보기

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후기 구조주의의 주장은, 반대로, 자아와 세계를 구성, 대상

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알지 못하고, 주체는 복잡한 사회관계에 놓여있다. 이러

한 관계는 주체는 주체가 무엇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표시되는지 결정한다.  

。현대 사회에서 구축한 자율적 이성의 주체는 이와 관련된 보편적 객관적 진리를, 특히 

정체성의 분열, 정상과 자연스러움은 기본적으로 사후 토론에 의해 구성되며, 지식의 산

출 그 과정은 권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후기 현대주의에서는 문화를 통해, 

진리의 언어와 해체, 이원의 인지구조를 더욱 깨뜨리고, 이성적 주체가 상상하고 싶어 

하는 후설 설화를 전복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간 사이의 영적, 사회적 차이의 다

양성을 자극한다.  

정신장애를 후현대적 사조에 놓아두면, 우리는 미친간과는 정상과는 다른 대립물이 아니

라, 그 반대로, 정상은 미치도록 정의된다고 가정하고, 미친 것은 정상적인 존재의 구성 

근거를 초래하는 것이다. 공공정책의 제정과정은 일종의'이성'의식의 전연으로, 이른바 

주류 논술이 효과를 발휘하여 다른 비주류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것이다. Marian Corker

와 Tom Shakespeare는 장애연구가 사회 모델을 초월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회논리를 

발전시켜'포용의 사회'를 촉진시키기 위해 동그랗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목적, 



장애 연구는 이론적,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실천이며 올바른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 

정신장애의 분야에서, 결국 운동의 점차적인 상승은 더 포괄적이고, 더 포용적인 사회 

이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인가? 우선 1970 년대 존재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정신분

석 분야에서 꽤 주목받는 정신병 운동 방지가 나타낸다. 정신질환 개념 비판하기, 정신

의사의 전문권위 도전, 정신병원 건설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반정신과 생각, 정신

질환은 좀 더 억압적인 가정과 사회구조로 보아야 하며 생각하는 경찰과 같은 정신과 의

사, 진단서는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치무기라고 생각한다.  

Jacques Lacan 자커스 라캉은 생리적요인에 근거하여 유전자와 정신 병리학을 믿지 않

는다. 반대로, 그는 미친 것이 자유로 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미친 것은 자유에 대

한 침범이 아니라, 그 반대다. 자유가 자유로워지다. ' RD Laing' 레이잉 은 정신질환의 

경험은 이해할 수 있고, 미친 것과 정교한 것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며, 미친 것은 종

종 천재와 단 한 줄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정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는 것이다. david Cooper 대비드 쿠퍼는 정신과의 정치화 과정을 강조하여, 그 보복을 

사회 통제, 정치적 이의에 박탈하고 정신 상태에 대한 병적 이름을 통해 자신을 신비화

함으로써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해체는  사회의 정치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Thomas Szasz 는 정신질환을 한 가지 은유적인 질병으로 간주한다. 정신은 신체기관과

는 다르기 때문에 몸과 같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 모든 정신과의 진단은 정신과의

사의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에 불과하다. 

반면에, 정신과 소비자/생존자/전 환자 (consumer/survivor/ex-patient, 약간씩 c/s/x) 

운동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정신과적 의료 체계와 인권 관련 논술에 영향을 주고 병리학

적 상태를 요구하며, 제도화, 생물 의학 및 기타 관리 옵션을 검토한다. c/s/x 운동은 정

신질환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된 견해, 즉 개인화된 생물학적 패턴으로, 높이가 비정사적

인 정신 상태를 볼 수 있는 넓은 사회적, 문화적 패턴 주류 강제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부류 간소화의 이동 비판은 우리는 예술과 영적 가치로 간주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고통을 보는 방법에 더 동정적이고 공감적이길 바란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일부 무장 세력은 사회 정치권력과 문화적 특수성의 정체성과 같은 

“미친 자부심” 또는 “미친 문화” 와 더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인

정한다는 것은, 많은 복잡한 사회 생물 및 환경 장력 하에서 개인과 사회에 의미 있는 

위치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 미친 정체성' (mad identity)은 개인의 본질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지만 개인이 자기 컨 텍스트에서 행동과 자기 반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의 틀 내에

서 다양성과 차이의 정신을 보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역동적인 논의에서 그렇다. 따라서 

그들은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환자”보다는 “서비스 이

용자“를사용하는 경향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어떤 ”청력의 일부 운동“(the hearing voices movement) 은 청각적 환각

이 질병이 아니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도 때때로 소리를 들을 것이며 비정상적인 신경

학적 해석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경다양성의 차이로 간주

해야 한다. 삶의 간섭에 대한 이러한 소리를 해결하려면 마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러한소리를 철저히 없애고, 오히려'서비스 이용자'가 어떻게 그것들과 공존하고 적절하

게 생활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어 약물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비

스 이용자'는 더 이상 좌절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자기인정은 어떤 정신적 결손

도 갖지 않는다. 

' 미친 운동'은 또한 사회적 배제, 빈곤,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겪은 외상경험, 

서비스 이용자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회 개입의 사용을 지원

하기 위해 비슷한 접근법을 썼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가 심지어 미친 운동에 속하는 ”서비스 이용자“보다 

강력한 국가 정체성과 사회단체의 홍보를 정신 질환의 증상을 수용하기 보다는 억제하는 

방법을 알고 격려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배경을 이해하고 상담 

내용에 ”서비스 이용자“를 포함시켜 자신의 ”미친 정체성“을 치료하는 방법, 감정에 

대한 감정과 평가뿐만 아니라 과거에 무시 되었던 경험과 성격을 탐구하는 ”서비스 이

용자“ 의료진도 구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에게 질병 감각을 

주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돕기 위한 자기 성찰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다.  

2015 년에는 신체적 및 정신장애자 협약의 국내법에 따라 대만 정신장애 사회복지기구 

및 단체, 뿐만 아니라 현재 환자로 구성된 사회 공동체가 정신질환의 낙인을 조장한다. '

호모(동성애) 권익추진연맹',은 정신질환 상태의 관리,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시스템의 

낙인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 비의학적 모델을 위한 지역 사회 지원 정책을 촉

진하려는 시도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 동성애 권익추진연맹' 최고 경영자 (ceo), 정신장애자인 HU SHENGXIANG, 분명히 정

신장애자를 보고 사회적 모델을 취하고, <순서대로, 비정상적인 것은 지역사회 아니면 환

자인가?> 이 문장 중, 미친”사회는 없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단지 같은 사람에게 구원

에 대한 갈망을 제외할 수 있다. 안정적인 약물, 미친 사회는 사람을 배제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는 것이 지적된다. 배제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신

“과 같은 정신과 혹은 정신과 주치의의 구원을 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의 사회

적 기대가 기본 부속품이 되였을 때 약물치료의 안정성은 완고하다. 

구조론 의 길을 가면서 그는 그 어떤 정신과를 반대하는 견해도 개발하지 않았고, 정신

과 생존자 태도를 취하였다. 체제 내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 «나는 정신과를 매

우 싫어한다. 정신건강 치료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재 정신치료는 철저히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뇌가 일반인과 다르다고 인정하지만, 문제는 전적으로 



내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 내가 또 한줌 또 한줌의 약물을 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약효로 말하면, 효능이 없으면 더 강한 약으로 바꾸어 몸에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바꾸

어야 한다. 신체적 저항, 부작용은 여전히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한다.” 

동시에 다른 < 정신질환은 끔찍한 것이 아니며 낙인과 지역사회 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동성애 권익추진연맹'은 기존 정책을 더욱 비판하기 위해 유사한 견해를 채택했다.”

정부는 자원을 투입하기를 오랫동안 주저하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을 무시하고 질병과 개인에 기인하며 최종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이다. —

—지원 서비스. -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를 근접하게 처리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다양화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의료 기반으로만 의

존할 수 없으며 단지 의료의 노후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진정한 반정신과 깃발인 ‘사단법인 중화시민인권협회 ' (The Citize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CCHR TAIWAN)산악 지역사회와 대만에서 1969년에 세계인구 기구인 

Thomas Szasz에 의해 개발 되었다. 조직외부 및 병열 조직의 다른 부분, 인권과 정신질

환에 관한 논의가 점차 떠오르면서, 적극적으로 강좌나 전시를 개최하고 있고, 정신장애

를 가진 사람들의 의료권에 직면하라는 공동체의 요구, 과거 정신장애자의 권익이 침해

된 것은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인권관련 단체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로 현대 정신건강에 대한 낡은 견해로 대만 정신의학계의 리바운드를 

불러일으켰고, 가오슝의학대학의 옌 정 팡은 < 천후 관점 >에서 현대 정신의료 반대, 의

도는 무엇인가? 대만의 국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정부 보건 감독

관은 그들이 제공하는 ”대체 요법“에 관심을 기울여 작년에 벌어졌던 활동들에 이익을 

얻으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개최한 행사'홈은 작은 WuKong '——2016 다중통합이 

연구회를 보고서, 옌 정 팡 의 강한 전파에 대한 잘못된 관념,”교과서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은 지금까지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정신과 의사의 약 처방은 근거가 없으며 심

각하게 다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뇌 생화학, 구조, 기능, 유전자 연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은, 분명히 지난 수 십 년 동안 연구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공격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치료제 리 타 능은 1955 년 미국 FDA에

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치료를 승인하였으며 대만에서도 이미 몇 십 년 동안 사용되

었는데, 정말 그들처럼 아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겠다고 말한다면, 이 약을 먹은 모든 

아이와 학부모가 연합하여 정부에 국원을 신청하면 좋을까? »  

이 같은 신일파의 정신장애 운동의 목소리는 공공정책의 개현을 요구하며 “누가 정신 

질환자인가?'' 이성적이란 무엇인가 '' 어떻게 공용이냐'는 좀 더 철저한 질문을 던졌다. 

대만 정신 의료정책 및 인권논쟁이 정신과, 정신 운동 방지 등 비 정부 조직의 관심사로 

삼고,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고, 과연 후기 

이성적 이론이 가능한지, 보다 포괄적인 공공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가? 

위에서 우리는 정신과의 출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친'이라는 어휘가 점점 '정신병'

으로 대체되고 점점 더 정신장애가 많은 논술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비정

상적인 정신 상태에 관한 다른 관점이 배제 되였다고 믿는 것으로 점점 더 많은 정신 질

환이 비판을 받아왔다. Mortin Birnbaum, Michael Perlins 등 적지 않은 학자들은 '정숙

성 및 선명도' (sanism) 를 제시하며 인종주의와 같이 정신장애자에 대한 광범한 설명을 

한다. 뿌리 깊은 비이성적인 편견과 정신질환의 억압, 정신장애자를 소위 정상인과 나누

는 행위, Rimke는 특히 이것은 이 사회 관계 또는 정신 병리학적 관점에서 야기 된 문

제보다는 오히려 정신병적 개성에 근거한다고 언급 하는 것 과 함께, 사회 관계나 문제

로 인한 정신 병리학적 관점. 이주의 (isms) 는 공공정책 (isms) 이 정신장애자의 친숙함

을 무시하고 이에 따른 ”인식론적 부정“(mad knowledge)을 외면하고 있다.  이른바 ”

인식론적 부정“(epistemic injustice)을 형성은 위반에 위반 사회문화 참여의 정신이다. 

지식론의 부정이라는 개념은 M. 프리 커가 2007 년에 먼저 제시한 것이다. 그는 우리

가 매일 매일말하기 등을 빌려 서로 인식을 전달하고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와 문화 참여, 공공정책을  형성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비정규 주체, 불충분한 인

지자로 타인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에서 인지열세에 처해 있으며, 두 가지 정의롭지 못

한 것은 증언의 정의이다. justice) 는 일반인의 각본에 의해 인상으로 인해 믿을 수 없

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석 불능 (hermeneutical injustice)', 정신적 장애인을 뜻

한다. 구조적인 편견으로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이해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말한다. 

정신 생존자에 의해 고통 학대 설명 불의의”증언“우리는 완전히 심지어 어이없는 경험

을 인식하고 기꺼이 하기를 ,우리는 마음의 완전한 손실을 완전히 비이성적, 과도한 감

정적으로 처리된다.”사회 경험이 어떤 의미의 개인 차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의 

결과로, 장애물 해석 결과,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항상 

들을 수 없었다. 시도하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들은 원래의 시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우해 항상 좌절을 하고 응답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지식”은 정신 질환의 측면에서 지배적인 견해로 정신질환이 종종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함”의 정신을 가진 주류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인지 기능결함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 법률과 제어 관리자 보호주의 입장의 각종 법률 및 사법 판결의 제어. 

그렇지 않으면 '환자' 그들에게 매우 감사할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주류 사회를 이해하고,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 정신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대로, 인지적 공백의 상태에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게 명제의 방식으로 직접 참



여할 수 없다. 발생하는 불의의 치료를 논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류사회와 정

신 질환은 지식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의 어떤 종류의 고통, 무능력. 실제상황 불의의 이

분법“제정신 대 정신장애” 2 분의 불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

들의 주류사회가 매우 다른 차별 대우의 다른 그룹을 가져올 때 ,주류사회는 이해 관계

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현재의 억압을 연결하거나 상상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가 

일종의 '부당함'이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적 불의, 아직 상세보기의 조치에 대하여 “불

의의 인식론”여전히 검시되지 않았다. 프리 커는 인간은 마땅히 모두'지식론의 단지 듣

는 자'가 되어야 하며, 대안적인 사회의 상상력과 의식의 반영을 통해 편향된 신앙체계

를 바로 잡는다. 이 같은 저항성 들을 듣고 필요한 것은, “역사의 영웅 해석”에서 벗

어나 다른 길을 찾아서 사고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의미와 해석 적 생각은 항상 성찰의 일상생활 수준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연습뿐만 아니라 연사를 평가하는 것은 진실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

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청취자의 해석, 즉 청취자가 자신의 이해를 인식 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즉, 청취자는 주체성의 다양성과 복잡성 및 자신이나 기관 또는 기관 식민

지 문화를 해체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해가 지식 산출의 힘 불균형에 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전통 또는 국가 정체성 원인은 이론의 부여, 지식이론의 모델을 재구

성하고자하는 것으로 가정, 다원적 시스템의 해석과 다른 조정의 교류를 통해 지식의 생

산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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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원고는 포스트모더니즘, 즉 탈근대화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의 문제 해결은 근대 구조의 해체와 

재구조화를 통해 변화할 것이다. 하나의 이론이나 모델이 아니라 담론을 통한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미래 현상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다. 

이 원고는 근대화가 새로운 구조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상상해 보고, 다양한 논의를 구하기 위한 

의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인류 역사의 경험 

 

인간의 역사는 보다 안전하고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와 그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여 왔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는 하나의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연합하여 

힘을 키워도, 구조적으로 역할을 정하여 상속을 하여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소비하여도 인간의 

행복은 오래 갈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인정하며 타협하는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근대화의 노동중심에서 

저항하여 인간성을 획득한 것이 인권이다. 그리고 이 인권은 자유와 평등의 보장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3. 근대화  

 

봉건주의의 전근대화를 거쳐 근대화를 이룬 것은 자본과 기술, 노동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정해진 

신분을 부정하면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기계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도 자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에 사회적 권력의 배분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에서 계몽주의와 기술의 발전은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지위의 기준으로 여겼고, 흑백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치판단을 추구하고 살아왔다. 

장애인들은 봉건사회에서 온정주의에 의한 가족 중심 속에 묻혀서 살아오다가 노동중심에서 

소외집단이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재세웠다. 

 

 

4. 소비자 문화 



 

사람은 누구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인간은 숨을 쉬고 산다고 하는데, 그 숨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재화와 용역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와 소비가 근대사회의 

특징이라면, 장애인 소비 역시 지위적으로 분화되게 하고, 시장 역시 분열된 현태를 조성한다.  

기술은 장애를 해소하거나 경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나, 불편을 해소한다는 기술의 본래의 

역할보다는 소비능력을 중심으로 기술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장애는 더욱 많은 차이를 조성하게 

되고, 사회 환경은 더 심각한 장애를 구조화하였다. 

그런데 인권의 의식 개선과 구매권의 복지적 보유로 인하여 장애인들도 소비자로서의 권력배분과 

결정권을 요구하게 되었다. 

장애인도 노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것이 목표가 되고, 생산을 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당사자주의에 의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소비자로서의 요구는 사회참여의 평등권과 정치참여의 세력화를 통한 조직화를 통해 강화되는데, 

접근성의 확보, 건강과 의료 이용에서의 보장, 문화 향유권, 사회의 한 집단으로서의 고유 문화의 

확보, 의사소통과 정보 습득의 보장과 기술 개발, 보조기술과 사회 서비스의 시장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추구하게 된다. 사유재산 정도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던 것에서 소비자 문화의 확산으로 

다양성을 인정 받고 구매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장애의 정상화가 아니라 장애의 고유성을 요구한 것이다. 

 

 

5. 세계화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위기는 세계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화는 국민경제가 개방적이 되어서 

초국가적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신 국가 통제의 영향은 적어지는 과정이며, 국내 경제주체들이 

국제적 과정과 거래에 의해 국제 체계에 포함되고 재편된다. 

시장은 자국의 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계획하게 되지만 복지는 여전히 세계화되지 

못한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처럼 세계화를 인권문제가 다루면서 영향을 미치지만 각국에 촉구하는 

수준으로 복지는 국경을 넘어 개방되지 않는다. 

복지 관련법과 제도가 국가 간 영향을 미치고, 자본의 가치는 올라가고, 노동의 가치는 세력이 

약화되면서 장애의 문제와 같이 국가에 안전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즉 복지는 소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기고 찾는 것과 같은 평범한 생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장애 관련 복지 제도의 다양화와 총량의 증가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보다 시급한 노동 

약자의 복지가 우선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역량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서행하거나 정지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복지 시장은 확대되어 기술은 적은 시장규모로 발전하지 못했던 시장이 

세게화로 시장성을 갖추게 되고, 자유무역에서 복지를 위한 정책은 경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세계화에서 과거 유지하던 보험과 연금 등의 지속적 증가와 노령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자본 고갈이라는 위기에 국가 간 상호 위기를 협력하지만 재정의 융통성이 약한 국가는 

결국 다시 빈곤한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구현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선별주의에 

의한 복지로 다시 돌아서게 만든다. 사회보장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후발 근대화 국가들은 

면역력이 매우 약한 현상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보장 체계에 등한시하면 이 또한 

면역력이 약하여 심각한 병리현상을 겪어야 한다. 

 

 

6. 탈근대화 

 

우리가 이성이고 진리라고 여겼던 가치관은 주로 맞든지 틀리든지, 아니면 조정된 타협안이든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옷은 사람마다 다르고, 날씨와 그날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르다. 즉 근대화 

자본주의의 이념이나 가치관은 하나의 강요된 기성제품으로서 대량생산을 위해 규격화하였던 것을 

다시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정보화,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인하여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이버 세계는 이제 새롭게 만드는 세상이므로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벌써 실패하였다. 정보가 자산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소외자가 되고, 정보의 

유통에서도 불리를 경험하며,. 사이버에서 자유와 평등은 일부 실현되어 재테크나 이동의 중요성의 

감소 등으로 장애인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장애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탈근대화는 객관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다. 이성 역시 만들어지고, 선택되어진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의 기록물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한다. 규칙의 진지함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추구가 

필요하며, 다원적이고 이중적인 이성은 사회현상의 이해가 아니라 경험만을 요구하게 된다. 

 

 

1)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 인간의 지위를 더 이상 결정하지 못한다. 물론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 인간의 대부분의 노동을 기계에 맡긴다 하여도 로봇을 위한 갱산기술과 통제기술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유지될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노동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 그 역할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 분배는 노동의 힘이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에 대한 세로운 인식과 사회적 가치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서비스에서도 상당 부분 기계에 맡겨진다고 하여도 인간끼리의 교류나 소비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로 성장할 것이므로 복지 서비스의 질과 그것에 종사하는 인간의 비중은 더욱 커빌 것이다. 

여기에서도 최중증 또는 중복장애인은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는 확대될 

것이지만, 후견제와 서비스의 확대가 오히려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의 시장화로 자리매김될 

가능성도 있다. 

인간들은 예술, 여행이나 문화를 더욱 분화시키면서 다양한 직종을 통해 끝까지 사회적 역할에서 

노동의 시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지만, 탈근대화는 새로운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능력의 평균화로 인간성 찾기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 개념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발전해 가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장애라는 기준도 변하고, 장애 유형도 변할 것이다. 소아마비와 같이 멸종하여 사라지는 장애 

유형도 생기고, 더 이상 운동이나 이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술이 발전하고 나면 지체장애인 

중 일부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신적 장애의 경우 보다 복잡한 사회 변화에 적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사회부적응이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을 포함하여 장애 유형이 다양하게 인덩되고 장애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희소명이나 기형의 다양화와, 알콜과 자살, 지속적 사업의 실패, 지속적 사기를 당하는 사람, 에이즈 

등과 같이 세계 각국이 점차 장애의 기준이 표준화되면서 늘어날 수도 있으며, 정서장애나 

학습장애처럼 다양한 장애가 늘어나고 정신 장애가 치료나 문제 에방이 아닌 개별화된 서비스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애가 발전할 

수도 있고, 고령화로 인하여 각종 제약이 있는 사람과 같은 범주로 약자로 하여 통합된 용어로 

합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탈근대 문화와 장애인 

 

탈근대화가 가속화되면 혼밥, 혼술과 같은 개인 문화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제품 역시 소포장 제품이 

유행하게 되고, 단체나 가족 단위가 아닌 한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도 하나의 개성으로 인정되어 접근성이나 사용 가능성이 

보장되고, 그러한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면서 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발전하다 보면, 다양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의 

이용성은 확대되지 않을까 한다. 

Iot(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등의 발전은 비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인간성을 후퇴시킬지 모르겠으나 

장애인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먼저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에서 

출발하여 이 기술이 원천기술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술로 성장할 것이다. 

소통과 조정의 기능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화와 정치집권의 문제가 경제적 구조보다는 

인간성 회복에 더욱 비중이 실리면서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오히려 정치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정부 조직의 노동부는 복지부에 통합되어 노동이나 산업보다는 건강과 복지가 강조될 

것으로 추측된다. 

 

4) 복지서비스의 변화 

 

장애의 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조정이나 개입보다는 개별화된 개성으로 이해되면서 시설은 사라지고,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경제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직접지불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가족의 부양의무가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장애 역시 유형보다는 서비스의    요성에 의한 



별도의 괸라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복지도 하나의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협동조합화로 서비스 창출을 장애인에 의해 개발되고 

결정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설계권보다는 지차주의에 의한 합의구조로 발전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의 

기능이 늘어날 것이다. 

 

5) 장애문화의 변화 

 

정상화가 아니라 장애를 하나의 고유 문화를 가진 계층으로 인식하면서 장애는 여권과 같이 동일 

문화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처럼 다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와 장애인 문화처럼 문화의 다양성과 같은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장애문화가 자연스럽게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영주권을 획득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장애는 하나의 집단문화를 구성하는 사회 

계층으로서 전문가나 국가의 의도된 조정이나 지원보다는 자치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건강의 문제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집단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인데, 의학의 발전은 건강한 삶을 확대시켜 주지만, 의학이 발전할수록 정복되지 못하고 

저만큼 오히려 더 멀어지는 요소들로 영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겠지만,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일부 부여하여 참여가 

확대되겠지만, 퇴행방지와 자립을 위한 평생 서비스가 흥미와 자존감을 높일 프로그램과 함께 

미래에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 의학이 원인을 규명해 내고,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대상이 상당수 오히려 의학의 영역으로 남지 않을까 한다. 

 

  



Topic２. Japan 

[Abstract] 

 

말더듬의 표현 : 소비문화로서의 언어 불만족 

 

최근 일본에서 말더듬를 다룬 영화·드라마·소설보다 소비 문화로서의 의사 소통의 장

애를 분석한다. 

 마이크 페더스톤은 소비사회라 불리는 시대의 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근대에서 탈근대으로의 이행을 커다란 담론에 기초한 야망에서 차이 혹은 타인을 

중시하는 운동으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예술과 삶의 경계의 붕괴로 규정

했다. 본고에서는 소비사회에서의 이야기로 제시되는 영화나 소설, 혹은 코믹(만화)이라

는 표상문화에 대해서, 언어장애인 말더듬에 주목한다. 소비 사회에서의 이야기는, 경제

와 표상매체로서의 영화나 소설, 코믹을 연결하는 기호 소비의 한가운데에 있다. 기호소

비를 잡는데 소비되는 이야기에서 현재사회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말더듬증이 

만들어 내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유창함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하는 경제사회에서 

취업상의 애로로 발견되며,  청년기의 발달상의 과제를 대인관계에 귀착시키는 개인이나 

의료 모델과 <기묘한 일치>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비문화와 장애에 대해서 말더

듬표상에 주목하고, 경계, 발달과 능력주의, 그리고 locality (로컬리티)의 3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Topic 2. Japan 

 

「말더듬의 표현 : 소비문화로서의 언어 불만족」 

 

와타나베 가츠노리 :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문제의 소재 

 

  1960년대에 예술 운동으로 이용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후 철학이나 문학 비평, 심지

어 사회 분석의 문맥에서 이용됐다. 사회학자 마이크 페더 스톤은 『소비 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흐트러지는 문화』에서 소비 사회라 불리는 시대의 문화와 포스트 모더

니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근대에서 탈근대으로의 이행을 큰 이야기에 따른 야심에서 

차이 혹은 타인을 중시하는 운동으로 갈 것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예술과 삶의 경계

의 붕괴로 규정했다. 

 본 보고에서는 소비사회에서의 이야기로 제시되는 영화나 소설, 혹은 코믹(만화)이라는 

표상 문화에 대해서 언어의 장애인 말 더듬이에 주목했다. 말이 잘 안 나오는 장애 말 

더듬이는 세계적 히트가 된 스캣맨 존과 2011년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 영국 왕의 스

피치 』 같은 음악이나 영화에서 거론돼온(1). 일본에서도 2016년에 후지 텔레비전의 월

요일 밤 9시부터 시작 1시간의 드라마 , 이른바 월 9의 드라마「러브 송」에서 주인공이 

말 더듬이를 가진 여성을 맡는 등 말 더듬이는 영화 작품에 등장하는 장애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한편, 장애와 언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작품에 장애

를 거론될 때「감동」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이용 하는 연출로 「감동 포르노

(inspiration porno) 」가 문제시 되었다. 2016년에는 NHK프로그램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연출에 대한 비판 특집을 짜는 등 장애와 이야기 사이 작품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도 존

재한다. 

  「감동 포르노」비판의 성립배경에는 소비 매체의 중층화가 있다. 소비사회론에 입각

하여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의 소비는 소비되는 상품의 필요성·기능성과 같은 

경제 합리성보다는 타인과 비교한 우위성, 혹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와 같은 문화적 의미

로 자리 잡고 있다. 소비사회에서의 이야기는 경제와 표상매체로서의 영화나 소설, 코믹

을 연결하는 기호 소비의 한가운데에 있다. 본 보고에서는, 소비 문화와 장애에 대해서 

말 더듬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사례로 몇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보:비유창장애로서의 말 더듬이/소통 능력 

 

말더듬은 말이 막힘, 반복하는 언어장애이다. WHO의 진단기준 ICD-10(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서는 「소아<아동>기 및 청년기에 통상 발증하는 그 외 행동 및 정서장애"(F98)

의 말더듬이증(F98.5)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메뉴얼(DSM-

V)에서 소아기 발증 유창성(말더듬이)/소아기 발증 유창장애(말 더듬이)(315.35)로 분류되

고 있듯이 말더듬이는 일반적으로는 발달장애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말 더듬이

에는 발달성 말더듬이와 획득성 말더듬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후자는 뇌의 장애, 외

상, 약물, 혹은 심인성이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그 증상은 발달성 말 더듬이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보통 말 더듬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발달성 말 더듬이를 가리키는 경우

가 많다(2). 

말 더듬이의 특징은 그 증상이 커뮤니케이션상의 비유창( disfluency)를 얻는 데 있다. 

대화 중에서 생기는 말의 막힘이나 반복되는 사소한 일은 소통장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 더듬이가 생활상의 곤란하다는 장면은 다양하지만, 대표 예로서 기업에서 취업이 있

다. 일반 사단 법인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경단연)는 매년 신규 졸업자 채용에 관한 설

문 조사하고 있으며 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13년 연속「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은 일본에서는 2000년 초부터 보고 있다. 같은 

관심으로 젊은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문제 의식이 있다. 1991년에 출판된 나카지마 

아즈사 『 커뮤니케이션 결핍 증후군 』은 젊은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비평으로서 일세를 풍미했다.현대 일본에서도 젊은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놓고 소통과 

「장애」를 결합한 「커뮤장애」는 말이 사용된다. 『 현대 사상 』(青土社）2017년 8월

호에서 「「 커뮤장애 」의 시대」특집이 게재되어 발달 장애나 공동의존등 장애학적인 

주제가 현재의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상황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1. 이(異)/상성(常性) 과 경계(境界) ab/normality and boundary. 

구약 성서 『 사사기 』에는 「시보레 토」라는 말의 발음이 도망자를 가려내는 암호

로 이용되는 일화가 있다. 에브라임의 도망병은 「시」과 「쉬」라는 미세한 언어의 차

이를 계기로 살해되기도 하였다. 

데리다는 저서 『 시보레토 』에서 「시(schi) 」과 「쉬시(si) 」사이의 변별적 차이

(différence)에 무관심(undifférence)이 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차이를 밝힌다고 적고 있

다.언어의 비정상적과 이야기 세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

다. 

  『 식스 센스 』과 『 언브레이커블 』, 『 사인 』 같은 작품으로 알려진 사라만 감

독의 『 레이디 인 더 워터 』에서는 현실 세계와 「 푸른 세계」라고 불리는 다른 세상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무대가 되는 아파트에서는 말 더듬이를 갖

고 있는 관리인이 등장하는「푸른세계」에서 방문자(이야기와 명명됨)과 함께 있을 때만 

말 더듬이 증세가 없어진다. 

또한, 말 더듬이 증세에 볼 수 있는 말 즉, 반복이 등장 인물의 비정상을 표상하는 방

법은 많이 이용된다. 세계적인 히트작이 된 시리즈 『 해리 포터 』의 제1작 『 해리 포

터와 현자의 돌 』에서는 마법사 볼드모트 경에 악마에 홀린 마법 학교의 교사 크이렐이 

말 더듬이자로 묘사되는 한편, 볼드모트로 정체를 드러낼 때 말 더듬이는 없어진다.크이

렐과 볼드모트의 말투의 차이는 두 사람의 인격의 이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

다. 



이시다이라 원작으로 2002년부터 연재되고 영화·드라마·코믹과 전개된 『 아키하바

라@DEEP』에서는 주역의 한 페이지가 말 더듬이자로 그려지고 있다. 대화에서 말 더듬

이를 표출하는 페이지는 말의 교환을 컴퓨터로 소통한다. 

그의 말 더듬이는 아키하바라는 「오타쿠」의 성지로 그리는 젊은이가 대면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어려워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과 함께 그 이야기에서 유괴된 자백제를 투여

하는 장면에서 말 더듬이 증세에 의한 자백=정상적인 언어를 못한다「장치」으로 묘사된

다. 

이야기 세계의 경계 혹은 정상과 이상과의 경계의 상징으로 그려지는 말 더듬이는 

「고전적인」표상의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을 

가리켜「바르바로이(Barbaroi) 」라는 말이 쓰였다. 비교 문학자인 마크 셸에 의하면, 바

르바로이의 어원이기도한 바르바로스(barbaros)는 의미 불명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이며, 

그것은 「말을 더듬거리다」의 이미지와 결합되고 있었다(Shell 2006).  ‘외부인’은、요

소모노은 언어를 유창하지 않은 것,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특징화

되어 있었다.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발화는 세계의 안팎을 구분 기호 중의 하나였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또한 마찬가지의 표상이 재생산되고 있다.자신들이 

사는 「정상적인 」세계의 안쪽(문명화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이상한 」바깥(야만적

인 사람들이 사는 세계)라는 구분은 배제 또는 폭력을 낳는 하나의 형태이다. 경계를 둘

러싼 논란은 영화나 소설에서 재생산되는 표상에서 아직도 중요한 과제이다.다음으로 발

달장애의 말 더듬이라는 점에서 보자. 

 

 

2. 교육 장면/발달 과제 ableism as settings 

 

말 더듬이는 발달 장애로 분류되어 소아 청소년기의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영

화나 소설에서도 말 더듬이는 학교 생활의 커뮤니케이션 과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는 매체로서 코믹(만화)이 있다. 

1980년대에 만화 잡지 『코믹모닝』에 연재된 이와아키히토시 『후우코가 있는 가게』, 

2011년부터 웹툰에서 연재된 오시미슈우조오 『시노는 자신의 이름을 말 할 줄 모른다』

은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한 말 더듬이자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학생 생활에서 동기나 

아르바이트에서 말 더듬이로 인한 고민은 청년기 특유의 정체성 확립, 또래 혹은 다른 

세대와의 소통의 차질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해결해야 할 곤란으로 묘사된다.  

소설에서 소아 청소년기의 말 더듬이를 그리는 작품으로 『 키요시코 』과(학생이 아

닌 교사들이 말 더듬이라는 설정이지만 2008년에 영화화된)『 파랑새 』을 집필한 시게

마츠키요시의 소설이 있다. 그 외에도 베를린국제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획득한 2000년 

영화 『독립 소년합창단』, 제4회 파퓰러사 소설 신인상에 있어서 최종 전형에 뽑혀2017

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시이노나오야 『 나는 능숙히 말하지 못한다』과 같이 말 더듬

이는 소아 청소년기의 학교 생활을 무대로 영화·소설·코믹의 소재가 되고 있다. 

소아 청소년기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말 더듬이를 그리는 작품의 대부분은 이야기의 



각본 진행에 있어, 엔딩(혹은 이를 위한 이야기의 후반부)를 말 더듬이 당사자의 발달 과

제나 대인 관계 과제와 연결해서 그리는 경향에 있다(3). 

『 나는 능숙히 말하지 못한다』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소아 청소년기의 과제로 장애

의 말 더듬이와 그에 따른 심리적인 증상을 「소비」하는 전형적인 예의 하나이다. 

 

둘 다 나의 말 더듬이를 받아 준 때문에. 활동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나를, 타치바

나 선배는 환영해 주었다.(중략)그것에 비교하자면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무엇을 열

심히 했는가/열심히 하지 않았다. 힘들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나는 한탄만 했다. 달아

나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받아들이

고 준 사람들을 거절했다.(시이노, 2017:270-271) 

 

소아 청소년기 발달 과제로 그리는 작품은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 상황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젊은이의 「커뮤 장애」, 혹은 경단련

의 조사에 대표되는 노동·취업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위주라는 사회 배경에서 청년기의 

학교, 교육장면의 이야기의 전개 ――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과제의 자각/재편성과 타인

과의 관계 인식의 변화 ――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는 노동·취업을 둘러싼 언설

과< 기묘한 일치>을 보이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성장(발달)의 이야기(4)는 교육 상황에서 

소통 능력「장애」의 원인을 개인에 귀속하고 그 해결을 개인의 「성장」로 묘사.현대 

일본에서 희구하는 취업•노동의 모델은 교육이나 발달 과제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장

애」의 원인과 치료를 개인의 성질 혹은 자구에 의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노력」에 귀

속한다(5). 

「 사회모델 」 에 입각한 장애학에서는 이들의 표상 보이는 취업·노동과 능력주의

(ableism)와의 연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로컬 문화(지역문화) localism 

 

 앞에서 말한 학교 생활을 그리는 작품들에서 이야기의 도입부는 자기 소개 장면인 것이 

많다.이는 물론 말이 나오기 어렵고, 말 더듬이를 실제로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그리

기 쉬운 것이며 그 때문에 많은 작품에서 채택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소개는 지금까지 면식이 없었던 자들과의 접촉의 장면이나, 낯

선 사람과의 만남의 장면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페더 스톤은 글로벌리즘의 다양함과 충돌의 증대로 그리고 있

다. 

 

오히려 세계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시작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그것

은 이제 세계는 접촉 증대가 피하기 어려울 단일의 장소이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국민 국가, 블록, 문명 사이에서 더 많은 대화를 가지게 된다는 의식이다. 이 

대화적 공간에서는 함께 일하거나 합의를 얻거나 할 뿐 아니라 수많은 견해차, 관점

의 충돌, 대립이 생기는 것이 예상된다.(（Featherstone 1995, ch.7） 

 

페더 스톤은 문화의 복잡성의 고조에 대한 기존의 경계에 그치려고 하는 소원을 로카리

즘이라고 부른다.로카리즘은 포스트 모던으로 주제화되는 문화운동에서는 하나의 이미지

를 떠올리는 세계화와 역행하는 변화는 아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

는 토양으로 되어지다. 

2017년 로카리즘과 말 더듬이 표상에대해 관심 깊은 영화가 공개됐다.제10회 타나베·

벤케이 영화제를 기념하고 이 실행 위원회(6)으로 기획·제작 지원된 『 포이트리 엔젤 』

은 와카야마현 타나베시라는 한 지방을 무대로한 이야기에서 말 더듬이를 가진 여주인공

을 등장시켰다. 다만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달리 말 더듬이를 가진 여주인공은 시낭송을 

부딪힌다「시의 복싱」의 한 멤버에 불과하고 망상 버릇을 가진 주인공이나 래퍼, 혹은 

연금 생활을 하는 노인 ―― 이 노인의 아내는 시각 장애자 ―― 같은 출연자 가운데 혼

자밖에 없다. 게다가 영화 공개시에서 주인공이 말 더듬이자인 것은 명시되지 않는다(7). 

『포이트리 엔젤』은 말 더듬이 같은 장애를 홍보에 이용하지 않는 「소극적인 감동 포

르노」청년(평범한 근대적인 성애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성장, 그리고 로컬리티가 

결합된 영화로 이채를 발했다. 

 

정리 

본 보고서에서는 영화·소설·코믹에 보이는 말 더듬이 표상에 주목하고 경계, 발달과 

능력주의, 그리고 로컬리티의 3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注 

(1) 報告者による『英国王のスピーチ』評として、渡辺（2012）がある。 

 보고자에 의한 『 영국 왕의 스피치 』 평으로, 와타나베(2012)가 있다. 

(2) 雑誌『生存学』第8号には渡辺（2015）、氏平（2015）が収録されている。  

잡지 『 생존학 』 제8호에는 와타나베(2015) 氏平 (2015)이 수록되고 있다. 

(3) それに対して、1966年に文藝賞を獲得した金鶴泳『凍える口』や三島由紀夫『金閣寺』

にも同様のモチーフ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が、両者の結末はいささか破滅的でさえある。 

반면 1966년에 문예상을 획득한 김 학영 『 얼어붙은 입 』, 미시마유키오 『 금각사 』

에도 비슷한 모티브를 읽을 수 있지만 양자의 결말은 약간 파멸적일 수 있다. 

(4) コミュニケーション障害に関して、聴覚障害を取り上げ、2008年に第80回週刊少年マガ

ジン新人漫画賞を受賞し、映画化もされた大今良時『聲の形』といった作品群にも同様の傾

向を読み取ることは可能である。『聲の形』を「感動ポルノ」として位置づける意見もある



。 

소통 장애에 관해서 청각장애를 거론하여 2008년 제80회 주간 소년 매거진 신인 만화상

을 수상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大今良時 『 목소리의 형태 』 같은 작품들에서도 이런 

경향을 읽는 것은 가능하다.『 목소리의 형태 』을 「감동 포르노」로 규정하는 의견도 

있다. 

(5) 渡辺（2004）も参照。 와타나베(2004)도 참조 

(6) 事務局は田辺市役所観光振興課が担当している。 사무국은 타나베시청 관광진흥과가 

담당하고 있다. 

(7) 映画の広報では「ただ、彼女はある悩みを抱えていた…。」といった記述にとどまって

いる。  

영화의 홍보에선 「다만 그녀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다…. 」라는 기술에 그쳤다. 

 

 [映画] [영화] 

青い鳥 파랑새 （重松清原作、中西健二監督、2008年） 

英国王のスピーチ 영국 왕의 연설（トム・フーパー監督、2010年） 

独立少年合唱団 독립 소년 합창단 （緒方明監督、2000年） 

アキハバラ@DEEP아키하바라@DEEP （石田衣良原作、源孝志監督、2006年） 

レディ・イン・ザ・ウォーター레이디 인 더 워터（M・ナイト・シャラマン監督、2006

年） 

ポエトリーエンジェル 포이트리 엔젤 （飯塚俊光監督、2017年） 

ハリー・ポッターと賢者の石해리 포터와 현자의 돌 （ジョアン・ローリング原作、クリ

ス・コロンバス監督、2001年） 

ラヴソング러브 송（倉光泰子・神森万理江脚本、2016年） 

[小説] [소설] 

重松清，2002，『きよしこ』新潮社．，『키요시코』 

諏訪哲史，2007，『アサッテの人』講談社．，『모레의 사람 』 

三島由紀夫，1956，『金閣寺』新潮社．，『금각사』 

椎野直弥，2017，『僕は上手にしゃべれない』ポプラ社．，『나는 능숙히 말 할 줄 모

른다』 

金鶴泳，1970，『凍える口』河出書房新社．，『얼어붙은 입』 



[コミック] [코믹] 

岩明均，1986-88，『風子のいる店(全4巻)』，『카제코가 있는 가게(전4권)』講談社． 

押見修造，2012，『志乃ちゃんは自分の名前が言えない』，『시노야는 자신의 이름을 

말 할 수없다』太田出版． 

[主要参考文献] [주요참고문헌] 

Featherstone, M., 1991,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Sage. 

Featherstone, M., 1995, Undoing Culture: Globalization, Postmodernism and Identity, 

Sage. 

Johnson, J. K., 2008, “ The Visualization of the Twisted Tougue: Porttayals of 

Stuttering in Film, Television, and Comic Books,”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41(2): 245-261. 

北田暁大，2000，『広告の誕生』『광고의 탄생』岩波書店． 

Shell, M., 2006, Stutter, Harvard University Press. 

渡辺克典，2004，「吃音矯正の歴史社会学」『年報社会学論集』 , 「말 더듬이 교정의 

역사 사회학 」 『  연보 사회학 논집 』 17: 25-35 ． （ Korean translation: 

http://www.nabe-labo.jp/korea/2016a.html ） 

渡辺克典，2005，「徴兵制と発話障害者の身体」『社会言語学』 「징병제와 언어 장애

자의 신체」『 사회 언어학 』5: 13-23．（Korean translation: http://www.nabe-

labo.jp/korea/2016b.html ） 

渡辺克典，2012，「映画評 国民国家形成における吃音と「スピーチ」（『英国王のスピ

ーチ』）」『社会言語学』  「영화평 국민 국가 형성의 말 더듬이와 「연설」 

(『 영국 왕의 스피치 』) 」『 사회 언어학 』12: 261-268． 

渡辺克典，2015，「あいまいな吃音の諸相」『生存学』 「 애매한 말 더듬이의 여러가

지 모습」『 생존학 』生活書院，8: 150-160． 

氏平明，2015，「吃音の言語学的・音声学的特質」『生存学』「말 더듬이의 언어학적 

음성학적 특질」『 생존학 』生活書院，8: 161-177．  



Topic2. China 

[Abstract] 

자아 정체성과 국가 정의 사이: 소비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모호성과 억제된 소비 

 

LI XUEHUI  (복단대학 사회학과) 

 

요약: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인권, 가치관, 생활방식은 사실상 개인이 아닌 

국가에 의해 성립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합법성" 정의에 대한 권리와 복지 대상자의 

범위는 국가가 결정한다. 장애판정 기준도 정했다. 이는 국가 기술 관리 수단과 장애인 

자아 정체성의 장력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문헌과 조사 연구를 통하여 현재 중국에서 

장애인이 장애판정을 받는 기본 절차를  설명하고, 장애인의 자아정체성과 국가 정의 간

의 모순과 결과를 토론한다. 이런 모순은 장애인의 소비 주체의 모호성을 초래했고 장애

인는 실제 소비주체로 전환되지 않았다. 국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해 정의

하고 장애인의 통계를 수집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자아정체성  국가 정의   장애판정    소비자 

  

 

 



























 

  



Topic 2 : Taiwan 

 

도전자 혹은 연애자: 대만의 소비문화에 있는 육체 및 정신 질환 

지다웨이 

 

대만의 소비문화에 있는 육체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 대해 일찍이 후 현대 

시절에 이미 떠오르고 있다. 1960 년대 냉전 성수기에 대만의 대중적인 독서는 소비문화 

속 육체 및 정신 질환 이미지를 보여줬다. 대만의 소비문화 속 육체 및 정신 질환은 

냉전시대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후 현대 까지만 해도 21 세기 고도의 상업화된 

시각문화에서 더욱 기묘하게 드러났다. 

미국인 헬렌 켈러 (Helen Keller, 1880-1968) 및 대만인 충 요 (1938-)를 역사에 두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는 타이완 사람들이 신체적 및 정신질환자가 인생의 곤경에 처한 

극복하기 (그리고 sex와 인연이 없는 극복하기) 라고 생각했고, 충 요는 타이완 사람들은 

육체 및 정신 질환자가 미친 연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만인에 미친 영향력은 21 세기 통속문화에서까지 볼 수 

있었다. 

헬렌 켈러는 대만에 다녀간 적 없었다. 그러나 1950 년대부터 그녀는 대만인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질환을 이해시킨 최초의 인물이다. 타이완의 옛 신문 프로필에 의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신체적 및 정신질환자가 된 대만 시민은 늘 헬렌 켈러를 그들의 

효능 모범이라고 주장하였다. 후 현대 시절에도 신체적 및 정신질환으로 유명한 

명인들은 대만 버전의 헬렌 켈러로 불린다. 

나는 동시에 충 요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그녀는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매우 인기 있는 애정소설 작가이다. 그녀는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다. 

그중 10 권 (대략 1970년대 출판물)이 신체적 및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사랑에 미치는지 

묘사한다. 나는 오늘날, 대만 소비문화에 있는 신체적 및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싶다면 헬렌 켈러와 충요가 남긴 흔적을 돌아볼 것을 건의한다. 

———————— 

기다웨이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 비교 문학 박사. 국립정치대학 

대만문학연구소 조교수. 중문학술 전문서'동지문학사'(동화책의 역사)는 2017 년에 

출간됐다. 미국 학술지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과학 판타지 소설은 이미 프랑스문과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tw@nccu.edu.tw 

 

  



Topic 2. Taiwan 

 

불안 인식론,포스트 모던 소비-대만 문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다웨이(대만,국립정치대학대만문학연구소, 조교수) 

tw@nccu.edu.tw 

 

【요약】 

이보고서는 대만의 유명한 현대 소설 작가 HUANG FAN(1950-)의 중편소설 "만나무용 교

실"(1987)을 논한 뒤 포스트 모던 소설의  장애인 차별(ableism)을 가리키며, 게다가 각 

계층에서 "인식론적 불안"에 대하여 주시할것을  건의하고 있다. 나는 결코 이런 "이론

"(포스트 모던)을 《HUANG FAN》작품에 적용하려 하지 않았지만 , 도리어 이러한《이

론 세트》의 조합을 조작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 하였다. 나는 ' 인식론적 불안 '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이 직면한 '나쁜 놈' 혹은 '소외자' (육체적,정신적 장애, 동성애

자, 등등)의 복잡한 정서를 가리킨다. 이런 불안감은 연구자들이 능력을 망가뜨린다.  연

구자들은 100%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구분이 불

가능한 대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가 빗나가는 태도는 세가지 기본 인식을 오

해했다. 1.문학: 문학 작품은 다른 예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관람객들이 한번에 알아보

는 것을 똑같이 꿰뚫어 보는것을 거절한다.연구자들은 문학 작품이 쉽게 읽혀지라고 요

구할수 없다. 

2. 오명 정체성: 심신 장애와 동성애가 오랫동안 오명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연구자는 오명 정체성을 전부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할수 없다. .3,불안의 대처 방식=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불안

함을 부인하고 불안함을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불안함과 공존하는것을 배우는 것이 났다. 

[키워드]:동지, 심신 장애, 장애 연구, 오명의 정체감 ,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 지식론 

 

 

 

【본문】 

이보고서는 원작 소설 HUANG FAN(1950-)의 중편소설 만나 무용교실(1987)을 검토하고 

있는 보고서(anxiety)이며 "현대소설의 장애 차별을 (ableism)가리킨다" 게다가 "불안 인

식론"  주목하라고 각 계층에 건의했다. HUANG FAN1980년대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소설가 중 한명이었으며, 이후 현대적인 소설가로서 명성을 널리 떨쳤으며 그당시"야

속공상"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그본인도 유행소설의 보급자였다. 

나는 "인식론적 불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이 직면한 '오명의 정체감' (혹

은'소외자', 심신장애자, 동성애자 등등)의 복잡한 정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

은 필연적으로 지식을 방해하고, 연구자들의 '지식 생산'을 방해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나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불안함을 직시하면 도리어  지식 생산(production ofknowledge)



의 시야를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언뜻 보면  현대적 이론으로 문학중의 심신 장애(또는 이른바  심신장애문

학)를 말한다. 문학에 관한 속설은 문학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기이지만, 오히려 그

런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신중한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적합한' 문학/ 텍스트와 일치하

는 '적합' 이론을 선택하여 '혼돈이론'에 대해 비판받아서는 안되지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어떤 이론이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종류의 텍스트

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어느 나라 어떤 포도주가 어떤 스테이크와 배합

이 되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신중한 연구 소재를 신중하게 고를 때 자승자박이 아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나는 위 일단락의 신중한 태도가 사실 내가 말한 불안 인식론에서 비롯되였다고 생각한

다. 이런 걱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판 받을까봐 걱정되여 모르면서 아는체하는, 우리는 

안정적인 연구 범주를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어서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이 위험한 수익은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잘못된 속내는 민감한 오명(오명 정체성에 취약한)에 직면한 이러한 오명 정체성

에 대한 두려움은 특히 강하다. 문학과 신체 및 정신 장애와 동성애에 관한 나의 연구에

서, 대학의 선배와 동기들은 종종 나에게 친절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작가는 결코 

동성애인지 아닌지 결정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 의해서 동성애 문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어떤 작품이 심신 장애의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의  

심신 장애 연구에 포함시켰을까요? 

선배나 동기의 신중한 태도는 엄격한 학술적 태도에서 비롯될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오

명 정체성에 대한 방비에서 비롯될수도 있다. "근대화/근대성" 이후, '인구 관리'는 국가

정책이 되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동성애와 이성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갈망한다. 일단 엄격한 구분이 없다면 양쪽은 사회적 대란을 일으킬것이

다. 과거 유럽인들이 엄격하게 유대인과 일반 유럽인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종 

동성애의 역사와 장애의 역사에 따라 동성애 수와 장애 인구는 종종 집단으로 둘러싸여, 

강요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 집단이 된다. 사람들은 동성애단체와 장애단체를 경외

하는 자들을 경외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러한 유별을 존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들을 경외하는 것일수도 있다. 이런 헤아리기 어려운 속내가 내가 묘사하려고 하는 불안

함이다. 

내가 황팬의 소설을 골라 토론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소설이  현대적인 특색이 유명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나무용교실"은 동성애와 장애인이라는 두가지 오명을 건드렸

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신분은 소설 속에서 철저히 오명화, 추악화 되었다. 누군가 이 

두가지 오명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알아냄에 따라 (그 누군가 인물A는 동성애인지 알고, 

인물B는 심신 장애자임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물A가 오명정체성을 가

진 사람인줄을 알면 인물 A를 협박하고, A의 신분을 폭로한다고 A를 협박을 하게된다. 

(어떤 시기에 누군가의 비리를 포착하고 대중에게 폭로한다고 하는 것은 곧 강력한 협박 

수단이다.) 

나는 특히 이 시기에 현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말하자면 현대 대만문학의 학생과 

독자(내가 대만에서 직면한 학생과 독자들)가 현대적인 문학경향이 최신이라고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나는 수시로 이런 오해에 대하여 항의하고 싶다.) 



때문에 현대와 오명정체성 사이에는 미묘한 장력이 존재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현대문학은 정체성, 정체성(identity)에서 벗어나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정체성의  질곡에

서 벗어나는 '자유'는 하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특히 오명정체성) 억압에 기초한 

것으로, 누군가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부자유로운 허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늘날 까지도 수많은 학원내외의 독자들이 현대가 자유분방한 유토피아라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끊임 없는 현대주의 적인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부자유로움을 자유로움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나의 이해에 따라 대만의 현대소설이 정치, 경제 측면에서 빠르게 바뀌는 1980년대에 이

러한 변화는 흔히 '도시화'로 요약되며,《후 현대 소설》은 대만에서  '도회소설', '도시 

문학'으로 요야되여 불리였다. 현대 소설은 한편으로는 「추모」 정치경제의 변화에 앞

서 진행된 구사회, 다른 한편으로는 구사회가 계승하여 온 문학적 규칙과 문화적 가치를 

조롱하고 있다. 상규(소설의 통상적인 필법을 의미),  실질상  생명체의 생명의 의미를 

추구하고, 다시 생명의 의미를 서술하는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추구행위는 

문학서술 본래의 기본기였다, 그러나 현대 문학에서는 반전이 좀 있다."의지"자체가 해

체되여야 하며, 소설 주인공 (대개 남성)은 쇠퇴,무감각, 환멸감에 사로 잡혀 구사회를 슬

퍼하는 기분으로 몰래 들어가야 한다. 1979년 문학상 수상작(Laisuo)로 명성을 날린 

HUANG FAN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소설을 써낸 명작가다. '만나 댄스 교실'에서는 여

주인공 MANNA가 댄스 교실을 개설해 도회지 여성들의 건강미 욕구를 충족시켰다. 1980

년대 상업 기회가 충만되고 또 상업적 경쟁력이 충만한 타이베이에서 Manna는 댄스교실

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맡을 누군가를 찾아야 할때, 그녀는 옛 스승이자 소설의 남주

인공을 만나게 되였다. 나이 든 남자 주인공이 한편으로는 댄스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

는 여체를  노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옛 제자 만나의 발적비밀을 탐구하고 싶어하며, 

마침내 추리소설이 종국적으로 밝히려 했던 진실을 발견한다. 원래 육체 및 정신 건강의 

공개 영역에서 만나는 (신체가 건강하고, 낙관적인 태도, 육체적 정신적으로나 모두 자본

주의 시장 요구에 부합된다, 사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육제적, 정신건강은 모두 완벽하지 

않다.) 즉, 육체적, 심리적으로 모두 자본주의 시장 무대에 오를수 없다. 과거에 만나는 

유방확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실패로 인하여 한쪽 유방을 잃은 후유증으로, 가슴에 

회한과 복수의 욕망이 가득했다. 

다시 말하면, 남자 주인공이 소설 앞부분에서 수많은 남자(자신을 포함해)를 조롱했다. 

만나가 돈과 색을 사기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주인공은 만나의 뛰여난 진면모를 추

구했다. (그리고 이 탐구를 남자 주인공으로 말하면 삶의 의미의 추구와 맞먹는다.) 마침

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만나는 사실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었다.)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환멸감을 만끽한다. 원래 남자 주인공의 삶의 의미는 모두 만나의 가상 

이미지였다.  

"만나 댄스 교실"이야기는 최소한 세가지 편견을 기초로한다. 세가지 편견은 각기 다른 

세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서로를 문제 삼는다. 이 세가지 편견은 대남성우월주의(여성 정

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성애 지상 주의(heterosexism 동성애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것),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완벽주의 (심신장애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것)를 가리킨다. 

이 세가지 이데올로기는 이원적 대립에 의지했다. 한쪽은 우리 자신의 사람들, 다른 한

쪽은 우리와 다른 부류이다.(즉, 겨냥되고 문제 일으키는 정체성). 대남성우월주의의 훼방

으로 말미암아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이자 많은 남자 캐릭터들이 우리 편에 속하고, 만

나와 그녀의 여성 고객들은 다른 사람들에 속한다. 소설 설화의 목소리와 남자는 전심전

력으로 여자의 육체와 돈을 빼앗으려 한다. 이성연애 지상주의가 해로운 것은 이 소설은 



오래전에 미리 예언 되였다. 소설 속 남성정체성이 부족한 일부 남성 배역을  동성애자

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릿 광대-강간, 작은 악마이다.소설 속 한쪽은 이성애의  

서사적 라인을 차지하는  남녀주인공이 있으며, 다른 한쪽은 서술의 메인 라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대학연구자 포함)가 소홀히 한 동성애자 사람들이다. 독자(모방)에 의해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중에 남자 주인공이 만나의 장애 정체성을 밝혀낸후 남녀 

두 주인공은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그들은 소설의 메인 라인에 속하지 못한 

동성애자 부류의 사람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보조역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바람을 잡았다.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1980년대 에이즈

에 대해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던 년대에 이런 보조 역활들은  루머에  휘말려 사회에서 

방출 당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육체적, 정신적 완벽주의 훼방으로, 소위 말하는 "정상인

"(Rosemary Garland-Tomsond은normate "규범"이라고 말했다.) 그들 자신의 사람들 (정상

인), 다른 한쪽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 부류이다. 그러나 정상과 심신 장애의 경계선은 불

안정하고, 뜨고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 남자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정상인 입장에서 만나

의 변신 (심신양호자에서 심신장애자로 변하는)과정과 (제안 됨) 동성애자의 오명 정체성

(에이즈환자로 선언 됨)과정을 보아왔다.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사실 질병으로 가득차 있

는 빈민가에 살고 있었다: 하나의 심신건강한사람과 건강하지못한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장애인도 포함)  전문 수용하는 남항에 위치한 저렴한 주거지역 (소설 속에서 

산업오염에 의한 '건강에 해로운' 영역에서) 즉, 남 주인공이 인연을 맺어 육체적, 정신적

으로 건강한 사람들속에 왔는데  , 또다시 질병으로 가득찬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

을것이다. 여인공의 정체성도 떨어졌다, 남주인공에 의하여 진면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여주인공은  일반인들을 경멸할수 있는 심신우월자였다. 진면모가 밝혀지면서 육체적 정

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로 변하였다. 남주인공과 

함께 사악한 남자는 동성애자겸 에이즈 환자라고 선언한후 그녀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

강한 사람들 편에 서서 육체적 ,정신적장애자를 억압하였다. 

이 보고서의 임무는  단순히 현대 소설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그

치지 않고, 황팬 작품중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가 받는  억압만을  밝힌 것 만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황팬의 작품을  토론하는 이 기회를 빌어서 "인식론적 불안"을 지적하

려 한다. "인식론적 불안"이란  단어는 나 자신의 창조물이며, 다른 신구 단어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의 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정정되고, 

지시되고, 추가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귀

한 의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인식론(epistemology)"라는 단어가 유럽과 

미국 학술계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호모 이론의 거장 (Sedgwick)의 대표작 "옷

장인식론" (Epistemology oftheCloset)'가 "옷장"과 "인식론" 이 두 단어를 동시에 강조한

다. 그러나 국내 문학 연구 분야에서는 인식론이란 단어가 너무 이상한 초록으로 보인다, 

마치  철학전공에만 있는것처럼 너무 이상하고 추상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나는 생각

하건대 여기에 게신 여러분들이 대만 연구와 성별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온 학자들(나 

자신 포함)은 오래 전부터 현장에 영입돼 있었던 것 같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이 무

엇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해에 따르면, 인식론적 관심을 사람들이 알

고 있건 없건간에("알다" 동사"Know") 대만 연구나 성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종

종 " 어떤 작품이 가히 대만 문학작품에 속하냐? 작가는 응당 여성 문학 캠프에 속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중 '가히' 와 '응당'은  반드시 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기

초상에서 성립되여야 한다. 

내가 말하는 "인식론적 불안"은 학자들이 연구 대상자를 뽑을 때마다 머리를 내밀 수 있

지만,  학자들은 이런 괴물을 어떻게 식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대만 문학을 논할 때, 



학자들은 "인지오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소위 "진짜" 대만 문학 문본에 치우치

는 심지어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것" 등 경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

짱아이링의 작품'을 골라 쓰는 것은 곧 위험한 징조이다. 쉽게 비난을 받을수 있다. (그

러나 나는 양측의 비판은 공동으로 학문적 가치를 창출할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여성 

문학을 논의하면서, 학자들은 소위"진짜" 여성 문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 

경우 학자가 남성을 다루는, 성별을 뛰여넘는 작가 /저작물의 선택도 비판 받을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학자들의 규칙중 자신은 대상

을 잘못 선택하지 말고, 논란이 되는 대상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곧 인식론적 불안이다. 우리는 종종 세미나에서 "내가 오늘 논의한 작품이 과연 대

회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다"는 겸손함을 드러냈다. 이런 자기 겸손은 또한 인식론적 불

안을 나타낸다. 심지어 자신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질책할

까봐 두려워한다. 

  내가 이렇게 폭넓게 "인식론적 불안"을 다룬것은, 내가 "동성애문학사"를 출판하기 전

후에 부딪쳤던 일종의 수수께끼: 출판6개월 후 알게 되였다.  책 출판 전후에,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한다. 「당신은 계엄령시기에 그렇게 많은 동성애문학이 있었다

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습니까? 나는 단지 그때 BAI XIANYONG의 "사악한 아들"이 

있는것을  알고 있었다.」"우리는 이 작자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녀의 작품을 동지 문학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의미는 오직 작가가 

동성애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녀의 작품이 동성애문학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이 작품이 

동성애를 분명히 다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이 작품은 '동지애 의식'

을 보여 주지 못해 어떻게 동성애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이 문제들은 각각 토의 검

토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한결같이 동성애문학사 토론의 텍스트 하나

하나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동성애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동지성애문학사'에 있어

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이 보면 알고 보면 진가를 알수 있는 진짜 동성

애문학 작품입니까?바로 저자가 동성애와 작품에 분명한 동성애적 증거를 제시하고 동성

애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런 논리라면 한눈에 알 수 없는 것, 확인하기 어려운 

기질의 문학 작품은 동성애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이 같은 무고하고 관련성없는 작품을 신중한 동성애문학사에 남기는 두려움, 나도 자신

에게 면역 될수 없다. 나도 늘 문장 선택을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된다. 이런 태도는 

인식론적 불안이다. 안타깝게도  불안때문에, 이러한 정신은  적어도 3가지 기본상식을  

오해하고 있다.  

1.문학 :문학 작품은 다른 예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알기를 거부할때가 종종 

있다. 예술 작품 중 일부는 사람들이 고귀한 예술적 지위를 이해하고 즐기기가 쉽지 않

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경우 동성애문학사의 문학작품의 본질을 과소 

평가하는것이 두렵다.  

2.오명 정체성: 육체적 정신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오래동안 오명 정체성으로 

인식되여왔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이다.육체적 정신적 장애인사와 동성애자(그리고 기

타 오명 정체성 인사,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피해 도망가는 존재로 기소되였다".

필연적으로 "옷장" 속에 숨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옷장속에서 나오기를" 거절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많은내각에서 나오지 않거나 "내각"전략에서 벗어나거나 일부 

학자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작가나 저작물이 동성애문학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3, 불안의 치료: 불안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안의 존재를 부정한다.(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것이 동성애문학이고 어떤것이 아닌지  인정할 수 없다는것을 부인하는것, 불안감

을 숨겨야 한다.(예를 들어 동성애문학의 작품 중 100% 확인되는 작품만 토론하고, 그리

고 100% 동성애문학 작품으로 확인되지 않는 작품은 따로 보관하세요),아니면 여전히 불

안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예컨대,  한편으로 우리는 여러가지 문학 작품이 전부 

동성애문학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진정한 동성애문헌이 

어떤 것인지 100% 확신할수 없다는것을 인정했다.) 

  나는 HUANG FAN의《만나 무용 교실》을 동성애자의 신체 및 정신 장애 연구및 토론

에 포함 시켰는데 이는 이 두 분야에 적합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 영역에 적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그것의 작가는 글을 쓸 때, 마치 동성애자 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이 없는 

것 같다.동성애의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장애 정체성도 없는 것 같다. 이 

두 종류의 오명 정체성이 문장에서의 견인견지 영향: 나는 오명 정체성을 연구하는 분야

에 있지만 그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역대 연구자들은 영향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만약, 이 양자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면, 역대의  연구자

들은 일찍부터 HUANG FAN소설 중의 동성애와 육체적, 정신적장애에 대해 왈가왈부했

을 것이다. 이 소설은 분명히 동성애 인권 의식도 없고, 장애인 인권 의식도 없다. 그렇

다면 이 글을 오명 정체성 연구분야에 통합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나는 인식론

적 불안을 함께 실천하기를 옹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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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장애학에 미치는 영향 

 

What Does Technology Affect on the Disability? 

  



Topic 3. Japan 

 

 

「감금증후군(Locked-in)·식물인간상태·마인드리딩」 

 

미마 다츠야 : 리츠메이칸대학교수 

 

최근의 신경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인간이 마음 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을 MRI등의 

테크놀로지로 읽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잠들고 있는 사이에 보고 있는 꿈

의 내용을 알 수도 있다. 중증의 신체마비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예를 들면 

감금(Locked-in) 증후군이나 중증의 ALS인 TLS)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기존의 환경 제어 장치나 커뮤니케이션 장치의 연장으로 환영 받아 왔다. 또한 「식물인

간상태」로 불리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적용됨으로써 그런 상태의 사람들중

에서도 소통만 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의식이 있어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경우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군사적 이용(심문 등)이나 상업이용(소

비자 심리의 해명 등)에도 이용 가능한 점이 우려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첨단 테크놀로지의 사례로 마인드 리딩을 채택하여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는 

문맥으로 사회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장애학, 생명윤리학, 과학기술사회론 등을 횡단해서 

고찰한다. 

 

  



Topic 3 : Japan 

 

본원고는 미마 타츠야 『 뇌의 에식스 뇌신경 윤리학 입문 』(인문 서원, 2010년) 제7장이

다.당일은 업데이트판으로 발표한다. 

 

「식물 인간 상태」이라는 최소한의 의식 

 

임상적인 신경에식스 

 신경에식스가 논의될 때는 종종 enhancement(강화하다) 즉 병의 치료 때문에 개발된 

기술과 의약품이 건강인의 여러가지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는 상황이 주목된

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뇌 과학의 진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 의료 현장으로 변모를 가져오고, 그 변모에 따른 의료 윤리가 되묻는 상황 또한 

신경에식스라는 질문의 큰 한 분야이다. 

 「존엄사」의 문제와 자주 연결된 만성적인 의식 장애(이른바「식물 인간 상태」)을 

둘러싼 의료와 에식스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그 계기가 된 의료 기술이 비침습적

뇌기능 이미지와 총칭되는 기술이다. 오래 전부터 있는 방법으로는 뇌파 등도 포함되지

만,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발전이 두드러진 것은 자기공명화상법(MRI)을 이용하고 뇌기

능을 측정하는 기능적 MRI(fMRI)의 기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뇌내의 정보를 해독하고 측

정대상이 된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관련된 각종 뇌 활동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그 사람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읽어 낼 수도 있다(마인드 리딩). 예를 들어 이미 소

개한 대로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후두엽의 fMRI을 상세히 알아봄으로써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 리딩의 방법은 뇌 과학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피험자의 뇌정보를 

해독함으로써 피험자의 마음상태를 읽어보자는 일방향적인 관계성에 그친다. 즉,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관찰하는 주체와 관찰되는 객체일 뿐이다.그러나 이 수법이 임상적 갔을 

때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일부로 쓰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어떤 종류의 병을 앓는 환자나 장애자라는 피실험자는 단순한 관찰되는 객체로서 

뇌 과학에 대한 것이 아니며 능동적으로 마인드 리딩기술을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며 자

신의 요구를 타인에게 전달 되는 것은 아닐까. 

 

 

감금증후군(Locked-in)과 식물상태와 혼수 

 교통 사고나 중풍 같은 뇌 장애로 한 인간이 외계의 자극에 대한 무반응 상태에 빠진 

경우에 어떤 병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의학 교과서에는 이런 세가지 부류가 열거

된다
１
. 



 하나는 로크인(가두는)증후군이며, 의식도 나름대로 야무지고, 깨어 있지만, 전신 마비

에 의해서 자유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의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본인

의 사고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뇌졸중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

지만, 신경 난치병의 ALS(근위축성측색경화증)처럼, 대체로 몇년 동안 서서히 온몸이 움

직이지 않게 되어 가는 병의 경우도 있다. 특히 중증의 ALS의 경우에는 호흡을 위한 근

육과 목의 근육의 마비가 생기면 자력으로 호흡을 못하게 되고 인공 호흡기의 도움이 필

요하게 될 때까지 마비가 진행하기도 한다. 

 만약 그러한 병이나 장애를 당하고 아무 보조도 받을 수 없다면, 고딕식 소설에서 

「너무 일찍 한 매장」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를 외계에 전달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는 것은 공포와 절망과 결합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의식이 있어도 온몸이 전혀 움

직이지 않은 상태는 이 피타 고라스 유래와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염세적인 표현인 「신

체(소마)은 영혼(프슈케ー)의 무덤(세마)이다」을 극한적으로 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안구의 움직임이나  깜박임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판을 눈으로 

쫓는 방법 등을 놓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상상할 것까지도 없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본인에게는 대단한 곤란을 동반

하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만일 가능하다 해도 시간도 걸릴 것이다. 잡지 

ELLE의 편집장으로, 뇌간 경색으로 1995년 12월 8일 갑자기 로크인 증후군으로 된 장=

도미닉크·보ー비ー는 수기 『잠수복은 나비의 꿈을 꾸다』(슈나벨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에서 전신 마비가 된 자신의 몸을, 「무거운 잠수복을 한벌, 입어고 버린 것」이라고 표

현한다.놀랍게도 그는 그 수기를 가족이나 친구, 간병하는 사람들의 원조를 받고도 문자

판과 왼쪽 눈 깜박거림만 썼다고 한다. 

주위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의 두번째 타입은 「식물 인간 상태」에 유사

한 상태이다.각성은 하고 있다( 깨어 있으므로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있다는 의미)가 「의

식(외부의 환경과 자신을 의식한다는 뜻) 」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 이상에 걸쳐서 회복이 될 수 없는 만성적 내지 천연성「식물 

인간 상태」을 뜻하는 것이 많다. 또한 식물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vegetative라는 단

어를 인간을 채소(vegetable)으로 지칭하고 헐뜯는 의도가 없이 작명자인 B·지에넷토과 

F·프람에 따르면 18세기부터 「지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없이 다만 신체적으로 살아 

있는 것」, 「감각과 사고는 없지만 성장 발전하는 유기체」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다고 

한다
２
. 그리고「식물 인간 상태」라는 진단 자체는 그 후에 어떤 경과를 거치나(경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활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 회복하는 것도 많다(기적적이

라고 할 정도로는 아니다)
３
. 사고 등으로 인한 두부 외상에 의해서 발병 1개월 만에 천

연성 식물 상태로 진단 받은 환자 4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년 후에는 33%가 

사망하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62%가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 

또 MRI을 이용한 한 연구에서는 식물 인간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서 6년 후 19년 후에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한 두 환자가 뇌 세포의 축삭이 재생해서 뇌 가소성이 생겼기 때

문에 병상 개선이 보였다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혼수인, 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각성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전신 마취등 포

함). 정상인의 수면과 비슷한 상태인데 아무리 자극해도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 가장 정

확한 표현일것이다.이 가운데 가장 중증인 상태가 「뇌사」이다. 



 즉, 단순하게 나누면 로크인 증후군은 의식은 정상이 심한 운동 마비에 의한 커뮤니케

이션 장애이지만「식물 인간 상태」나 혼수는 의식 장애로 의사 소통해야 할 심적 내용

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지적한 대로, 뇌와 같은 신체(소마)의 한 기관에서 비침습

적으로 영혼(프슈케ー)의 상태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술의 출현으로, 「식물 인간 

상태」의 사고 방식이 지금 크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식물 인간 상태에 발견된 「의식」 

 식물 상태를 각성하고는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는 전통적인 생각에 파문을 일

으킨 것이 2006년에 발표된 케임브리지 대학의 오언 등에 의한 연구이다
４
. 

그들은 2005년 7월 교통 사고로 「식물 인간 상태」가 된 25세 여성을 피실험자로서, 

가족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이듬해 1월 fMRI에 의한 실험을 했다. 「테니스를 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집의 자기 방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상상하세요」라는 두 운동 상상 과

제를 따로 구두로 지시한 결과 일반인이 같은 운동 상상 과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뇌 활

동 패턴(테니스와 방을 다녀서는 전혀 다르다)이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fMRI에서 

실험 결과를 믿는다면 의식이 없다「식물 인간 상태」의 이 여성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외부의 지시에 따르고, 두 종류의 다른 운동을 마음 속에서 상상했던 것

이다. 

 다시 말하면「식물 인간 상태」으로 지목된 상태 속에는 마치 궁극의 로크인 증후군 

같은 병세가 포함되어 보비가 쓰던 글자판보다 하이테크인 뇌 과학을 응용한 커뮤니케이

션 도구를 이용하면 의사 소통이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기존의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５
. 

 「식물 인간 상태」라는 사람들이라도 부분적으로는 의식을 유지하는 어떤 내적 경험

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시사하는 뇌 과학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

다. 하지만 이들은 「식물 인간 상태」라 할지라도 언어의 소리 자극과 시각 자극이나 

촉각, 통각의 자극에 대해서 뇌 활동이 관찰할 수 있다는 현상을 보고한 것이며 의식의 

존재의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마음의 모듈설을 지지하는 데이터로서 해석되어 왔다. 즉, 

지각이나 운동이나 언어에 관련된 뇌 시스템은 의식 내용과는 독립된 하나의 모듈로서

(의식 없이)활동할 수 있다 예로 간주된 것이다. 예를 들어 며칠에 1회, 맥락 없는 단어

를 입에 올려「식물 인간 상태」환자의 상세한 경우 보고서의 제목은 『 정신 없는 단

어 』다.이 모듈설을 철저하는 입장에서 보면 테니스나 산책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뇌 

활동이 생기더라도 그「식물 인간 상태」환자가 그것들을 의식 내용으로 의식하고 있는

지는 모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2006년 오웬들의 연구가 「식물 인간 상태」에서 의식의 존재 가

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의 발견이라고 해서만이 

아니다「식물 인간 상태」에서 의식을 둘러싼 더 근본적인 해석 시스템의 변화가 배경으

로 있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 

 

최소 의식 상태(MCS)의 발견 

그러한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경 내과 의사만 아니라 재활 의학자, 



심리학자도 포함한 그룹이 2002년에 제창했다 「 최소 의식 상태(minimally conscious 

state)」이라는 개념이다
６
. 만성적인 의식 장애이며, 의식이 부분적이거나, 얼룩짐(시간적 

변동)이 있거나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식의 편린이 인정되면 정의상 의식이 없는 상태

인 「식물 인간 상태」과 달리「최소 의식 상태」라고 불러야 한다는 그 제안의 골자다
７
. 

최소 의식 상태는 「자신 또는 외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행동 상의 증거가 최소이지만 

확실히 있다」상태로 정의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의 한 항목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진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 

 

● 단순한 명령에 따르다 

● 올바름과 그릇됨에 관계 없이, 몸짓과 언어로 예스 노가 표시할 수 있다 

● 이해 가능한 발어 

● 합목적적인 행동(의미 있는 상황에서 웃음과 눈물, 질문에 대한 몸짓이나 발성, 물

건을 잡는 행위, 물건을 손대거나 쥐거나 하는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눈으로 쫓기 등) 

 

미니멀(최소)라는 말에는 「아무리 작아도」라는 점근선적 뉘앙스가 있고 지금 까지(미

국에서 있으면 요양소에) 「식물 인간 상태」로 방치됐던 사람들에게 비록 미니멀이라도 

의식의 흔적과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서 적절한 관리를 제공하려

는 의지와 희망의 표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의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 의식 상태라는 사고 방식

으로는, 의식의 차원의 시간적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의료인 중에서도 

전문 의사가 한 환자와 접촉 시간은 그리 긴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의식 수준이 최상으

로 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려면 의사에 의한 세세한 임상 관찰 뿐만 아니라 

나날이 환자를 접한 가족, 친구, 간병인이나 간호사의 협력 관계, 즉 진정한 팀 의료가 

필요하다. 

 

먼저 소개한 오언등의 논문의 보완의 웹데이터에서는 환자의 후일담으로 하여 사고에

서 약 1년 후에 2번이지만 보였던 거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응시했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 피실험자가 된 환자가 「식물 인간 상태」에서 최소 의식 상태로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하이테크인 뇌과학기기에 의한 연구의 뿌리에는 「식물 

인간 상태」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버리지 않고 거기서 미니멀한 의식을 놓치지 않기 

위한 꾸준하고 주의 깊은 관리와 간호에 의해서 유지된 임상의 현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장과의 관계를 본다면 최소 의식 상태라는 개념의 제창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식물 인간 상태」와 최소 의식 상태와 선별과 가치로만 파악할 너무 일방

적으로 표층적인 시각이다. 식물 인간 상태」에 대한 fMRI의 임상 응용은 정의가 그렇니

까「식물 인간 상태」에는 의식은 없을 것이라고는 버리는 논리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여러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미니멀한 의식을 감지하려는 접근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뇌과학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임상의 장소에서 사용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것은 지연성 식물 상태 및 최소 의식 상

태의 환자들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우리 자신의 시선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 

의사이자 의료 윤리학자 J·핀은 이러한 환자들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국경선에 

의해서 애매한 장소에 놓여서 고생하고 있다「불법 이민」에 비유한다. 즉 살아 있는 사

람으로서 충분한 권리 및 보호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그

는 의식 있는 인격으로서의 인간에게만 존엄이 있다는 생각(바이오 에식스에서는 인물론

이라고 부른다)을 비판하고 다음처럼 말했다
８
. 

「그런 사람들(인용자 주:최소 의식 상태의 환자들)이 생의영역에 귀국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은 우린 것이다.그들은 부자연스러운 존재로서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어, 연

구 대상으로서도 무시되고 있다. 그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 대부분의 차별과 마찬

가지로 『선의』에서 태어난 차별의 희생자이다." 

영혼(프슈케ー)이 개별적인 것을 가리키면 분명히 병이나 장애로 불편한 신체(소마)은 

영혼을 가두는 무덤이 될 것이다.그러나 영혼이 항상「함께」로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

정이 다르다. 영혼이 「함께」인 한에서 살아 있는 신체는 다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의

해서 항상 복수의 여러 신체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 신체 사이에는 아무리 미

니멀한 것이라도, 「함께」로서 소통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몸이 고립되지 않고 둘, 셋, 

그리고 더 많은 신체로 공존하는 한 그것은 무덤(세마)은 아니다. 

확인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별로 신비로운 공감과 텔레파시 같은 것은 아니

다. 언어적이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 수량화할 수 없더라

도 일종의 사회적 관련성이 임상 현장에 실재하고 있다.그것은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

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몸에서 미니멀한 징조를 읽으려는 의지에 힘입어 있다. 가령 ALS

에 의해서 거의 로크인 상태가 된 어머니를 간병한 환자 가족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

렇게 말했다
９
. 그리고 이런 관련성에서는 간병인이 읽은 내용이 환자의 본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환자가 잔잔하게 오래 사는 것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크게 잘못되고 있거나 환자의 요망을 일부러 캐치하지 않는 환경이 있거나 하면 대개의 

사람은 컨디션이 나빠져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한다. 확실히 뇌 과학 기술은 중증 의

식 장애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람들이 갇히는 잠수복을 여는 키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열

쇠도 없이 쩔쩔매고 있는 것보다 키가 있다고 알고 있는것이 훌륭하다는게 틀림없겠지만 

키의 존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연구자이든, 의료인, 간병인, 가족이나 친구이든 함께 있는 누군가의 손이 열쇠를 돌리

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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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3. China 

[Abstract] 

장애물 없는 환경의 법률 분석    

 

쪼우쑤쿤 (서남정법대학)    

 

개요: 중국의 '장애인인권보장법'과 '장애물없는 환경시설 조례'라는 두 법과 

조례중   장애물 없는 환경에 관한 내용은 주로 시설 장애, 정보교류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장애를 말한다. 배리어 프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참여'시각에 대한 장애물 없는 환경 개념은 장애의 수혜주체가 

주로 지체장애자, 수혜성이 차하다., 장애물없는 시설 내용이 제한되여 주로 물질적, 

공공서비스 시설 등 형태가 있는 장애물을 대상으로 한다. 본문, 장애에 대한 인식

의 단방향은 접근성이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의 역동적인 정체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없다.  

 

접근성 개념의 관점에서 "정체성" ("내부견해"와 유추), 한 장애자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 기본 전제는 '정체성'이여야 한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장애물없는  환경시설을 갖춘 무도회가 제공되였다. 그렇다고 반드시 기꺼

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유치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태도, 장애인의 자기정체성, 사실보다 깊은 의미의 장애를 구성한다. 접근

성의 개념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대중의 관점에서 볼때, 사회 

사상의 기초로서 포괄적이고 다원성적인 삶의 관점과 차별받지 않는 관점을 육성

하는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자신의 관점에서, 장애를 받아들이고, 콤플렉

스를 극복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행복한 삶을 살수있는 장애물 없는 환경 시설, 법의 기능

은 무엇인가? 과학 기술의 기능은 무엇인가? 법 자체가 바로 '장애성의 존재'일 

수 있으니 법의 부정적인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실행할수록 목표의 

반대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과학기술은 장애물 없는 환경  건설에서 역시 악의  

역할, 즉 '유형적인'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장애인의 자아 정체

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Topic 3 : Taiwan 

 

 [개인 정보 보호 및 접근성: 장애물의 영향 CAPTCHA] 

 

추다신, 린충지 

 

1930 년대부터 보조기술 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서구 사회에서는 줄곧 과학기술의 

낙관주의가 존재해왔으며, 과학기술은 신체적 및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기술의 

발전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과 장애자 사이에 매우 복잡한 관계가 있다. 과학기술 

발전이 반드시 신체적 및 정신질환자의 생활 개선하고, 과학기술 발전 과정은 

장애자에게 편리를 도모한다. 그러나 때로는 장애를 만든다. 또한 소위 장애자는 

동종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은 장애인에게 편리함을 가져옴과 

동시에 다른 장애인에게 새로운 장애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1960 년대 대형 컴퓨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왔다. 

당시 프로그램 작성 후 타자가 카드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공간 조직력이 좋은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 년대 pc가 등장하자 

프로그램 입력은 더 이상 필요 없이 타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대신 프로그래머가 

직접 타자를 입력했다. 초기 IBM 상용 PC는 문자나 명령식 개면 (text-based or 

command-line) 을 위주로 하는 MS-DOS가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음성 또는 점자 전환으로 PC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 GUI) 를 중심으로 한 애플컴퓨터와 윈도 

시스템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러한 '미관이 단조롭지 않은 시각적 메시지'는 

정신 지체나 난독 증 장애인한테는 복음일지 모르나 시각장애인한테는 재앙이다. 

인터넷기술의 발전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안겨 주었다. 

우리가 웹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로그인할 때 영어 알파벳으로 된 "인증 코드 

메커니즘"을 자주 보는 것이다.' 인증코드 메커니즘'이라는 전체 명칭은'컴퓨터와 

인간의 튜링 테스트'를 모두 자동적으로 구분한다.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CAPTCHA) 의 주요 기능은 

로봇을 관찰, 댓글 및 스팸광고 등 방해 사이트 과장 활동 운행 등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CAPTCHA의 테스트를 거쳐야 서버에 자신이 인간이라고 증명할 

수 있고, 그 광고나 해커들이 사용하는 로봇이 아닌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초기 컴퓨터는 패턴을 구분할 수 없어 문제를 풀기 때문에 CAPTCHA가 미리 

말하는'인간'은 시각, 숫자나 문자에 대한 인지능력, 이후에도 음성이 나오는 

CAPTCCCO가 있다. HA 하지만 패턴 인식코드는 여전히 가장 흔한 테스트다. 

그러나 '광학인식기술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약간씩 OCR) 이나 

인공지혜 (Artificial Intellence, 약간씩 AI) 의 발전으로 보아 장애자는 패턴을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사람과 기계의 경계선은 다시 흐려진다. 로봇이 

OCR 나 AI를 투과할 수 없도록 인증코드를 파기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갱신된 CAPTCHA를 개발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특정 웹 페이지의 사용 

밖으로 제외된다. 



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및 접근 기술 경쟁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끊임없이 바뀌었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업계에서의 지위도 끊임없이 재배치했다. 

오랜 기간 동안 보조 기술의 목적은 장애자의 부족을 기계적으로 보완하여 

공통과 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사이트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고 네트워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기술은 기계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어 장애인을 인터넷 세상 밖으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방적인 독립적 발전이 아니라 다중 

경쟁적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Topic 3 : Taiwan 

 

장애인에 대한 과학 기술의 영향:시각 장애에 대한 사례 

 

린 충지(林聪吉 Tsong-Jyi Lin : 담강대학 공공행정학과 교수), 

츄따씬(邱大昕 Tasing Chiu : 고웅의학대학교 의료사회학&사회사업학과 주임교수) 

 

 

과학기술발전 및 장애인의 현황 

 

1930 년대 부터 보조 기술 개발이  시작된 이래 서구 사회에서는 줄곧 과학기

술의 낙관주의 (tech-optimism) 가 존재하였으며, 기술은 신체적 및 정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장애에서 해방되었다. 

Vic Finkelstein (1980) 는 마르크스의 역사유물사관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질환자

의 현황을 역사 발전에 따라 3 단계로 나눈다. 농업이나 소규모 공업기에 신체적 

및 정신질환자는  불행한 개인적 경험이지만  사회생산활동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단계는 자본

주의 급속한 발전 단계, 빠른 공장 속도, 엄격한 규율관리 , 별도의 기계 조작, 그

리고 통일규격을 가진 노동력 수요로 인해 많은 신체적 및 정신 장애자가 작업장

에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 호스피스, 수용소, 특수학교 등 격리기관

이 이 단계부터 나타나고 있다. Finkelstein는 3 단계까지, 신체적 및정신 장애인

은 신과학기술과 전문인력의 공동 협력하에서 해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전문가가 신체적 및 정신적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할수 있는지, 이에 대해 Finkelstein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자들은 

장애인의 행동 을 통해서 소리를 냄으로써 법적 정책 수립과  함께 과학기술 제

품의 설계 (Goggin and Newell 2003) 를 많이 주장했다. 그러나 개별 기술의 발전 

역사를 보면 기술과 장애인 사이에는 매우 복잡한 관계가 있다. 기술 개발 자체

가  반드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 기술 개

발 과정은 때로는 장애인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시각장애와 기술의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체

적 및 정신적장애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다.  

 

 

pc 및 네트워크 

 

 1960 년대 대형 PC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잘 쓰여진 후 타이피스트가 카

드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공간 조직력이 좋은 시티즌도 프로그램 설계 작업 

(Petrick 2015: 20) 이 가능하다. 1980 년대 개인용 pc가 생겨났고, 프로그램 입력

으로 인해 더 이상 타이피스트가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IBM 상용 



컴퓨터는 문자나 명령식 개면 (text-based or command-line) 를 위주로 하는 MS-

DOS가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점자 전환만 통과하면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컴퓨터

를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 를 

중심으로 한 아이폰과 윈도 시스템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러한'미관이 단조롭지 

않은 시각적 메세지'는 정신 지체나 난독 증 장애인한테는 복음일지 모르나 시각

장애인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인터넷기술의 발전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안겨 주었다. 우

리가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로그인할 때 영어 알파벳으로 된 "인증 코드 메커니즘

"을 자주 보는 것이다.' 인증코드 메커니즘'이라는 전체 명칭은'컴퓨터와 인간의 

튜링 테스트'를 모두 자동적으로 구분한다.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CAPTCHA) 의 주요 기능은 로봇을 관

찰, 댓글 및 스팸광고 등 방해 사이트 과장 활동 운행 등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용자는 CAPTCHA의 테스트를 거쳐야 서버에 자신이 인간이라고 증명할 수 있고, 

그 광고나 해커들이 사용하는 로봇이 아닌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초기 컴퓨터

는 패턴을 구분할 수 없어 문제를 풀기 때문에 CAPTCHA가 미리 말하는'인간'은 

시각, 숫자나 문자에 대한 인지능력, 이후에도 음성이 나오는 CAPTCCCO가 있다. 

HA 하지만 패턴 인식코드는 여전히 가장 흔한 테스트다. 그러나 '광학인식기술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약간씩 OCR) 이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nce, 

약간씩 AI) 의 발전으로 보아 장애자는 패턴을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사람

과 기계의 경계선은 다시 흐려진다. 로봇이 OCR 나 AI를 투과할 수 없도록 인증

코드를 파기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갱신된 CAPTCHA를 개발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특정 웹 페이지의 사용 밖으로 제외된다. 

 

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및 접근 기술 경쟁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끊

임없이 바뀌었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업계에서의 지위도 끊임없이 재배치했다. 오

랜 기간 동안 보조 기술의 목적은 장애자의 부족을 기계적으로 보완하여 공통과 

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사이트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고 네트워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기술은 기계의 인식 능력을 뛰

어넘어 장애인을 인터넷 세상 밖으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장애인

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방적인 독립적 발전이 아니라 다중 경쟁적 역동적인 관계

이다. 

 

 

전자책 

 

과거에 시각 장애인들은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데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점자책과 오디오 북이다. 그러나 점자책은 제작 비용이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

며,그리고 점자도서는 체적이 크고 , 책을 휴대하거나 책을 읽는 것이 매우 불편

하다. 오디오 북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녹음되여야한다. 

초기에는 테이프로,  나중에는  CD-ROM, mp3 및 다른 형식 듣기로 시각장애인

들에게 공급하였다. 그것은 점자 책이든 오디오 책이든 상관없이 일반적인 종이 

책을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각 장애인은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사

람과 동기화 될 수 없으므로 책을 출판하게 된다. 일반 대중에 비해, 시각 장애인

이 읽을수 있는 책은 제한되여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동등한 정보를 얻을 권리



를 현저히 침해하는것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이 교육 ,취업, 레저 ,공무 및 기타 분

야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점차 이 상황

을 바꾸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출판사가 종이책을 출판하면서,동시에 전자 책을 

출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자 책 생산 기술 (현재 국제 표준 잔자 책 EPUB 

형식)의 개발과 통합은 전화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각 장애인이 책 내용을 

들을 수있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시각 장애인은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읽고 싶은 최신 발행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포인트 

북이나 오디오 북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였다. 시각 장

애인 접근 가능한 형태 용으로 개발 된 전자 책, 과학 기술 덕분에 제공할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 그룹은 제조 업체 및 정부에 그들의 요구를 제시, 시각 장애

가 있는 단체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0 년 , 미국의 

몇몇 대학교가 시각장애인 교육 도구로 아마존 킨들 DX 전자 책을 사용하는 계

획을 발표 한 후, , "미국 맹인 연합 (EU)"와 "맹인을위한 미국 협회"가 이 몇몇 

대학이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위반했다고 법무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법은 학생이 학교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있는 완전하고 평등 한 권리를 가지며 활

동에 참여할 수있는 동일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시각 장애 학생이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국 법무부는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Kindle DX에는 읽기 기능이 있

지만 기능 메뉴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각 장애가있는 학생은 선택할 책을 식

별하거나 장치의 웹 브라우저를 입력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장치를 

시각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여 분쟁을 중지했다.대만, 2013 년 시각 

장애인 단체는국회에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책을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할 

법을 제공하기 위해 로비: 의회의 결과 및 추가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 권

익보호법] 제30-1조와30-2조. 법적 내용을 수정 한 구체적인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국립 대만 도서관 서비스는 시각 장애인의 전용 도서관으로서 점자 및 오

디오 북 대여만 제공하는것이 아니고 전자 서적을 수집하고 모으기 시작했다.현

재 대만의 시각 장애인 독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 서적을 빌려 휴대 전화 나 컴

퓨터에서 들을 수 있다. 둘째, 12년국민 의무교육을 받는 시각 장애인 학생들이 

모두제때에 교과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출판 고중(포함) 이하 각급 

학교 교과서의 출판사는, 전자 파일 텍스트를 교육 기관에 전송해야 한다. 교과서

의 장벽이없는 버전의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학교는 시각 장애 학생에게 제때에 

제공한다. 

 

지혜 행동 보조기구 

 

시각 장애인의 경우, 단독 외출은 인생에서 가장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전통적

으로, 지팡이의 사용과 방향기술을 익히는것은 시각 장애인이 혼자 외출할수 있

는 길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조 기구의 발명은 지팡이의 기능과 방

향성 행동을 보완하여 시각 장애인이 외부에서 독립적이며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한다.현재, 인공 지능 장치의 사용은 대략 감지기와 수신기로 나누어 진 디

자인 개념을 요약했다. 감지 끝은 초음파 또는 사진 기능으로 안경, 모자 또는 가

슴에 매달려있는 초음파 센서 또는 카메라 장치로 시각 장애가 있는 메시지의 주

변 환경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인공 지능의 발달로 인해 센서는 주변 

항목의 크기, 모양, 거리를 식별하고 테이블, 자동차, 계단 등과 같은 공통 항목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최근에 발표 된 신제품은 사람들의 얼굴, 나이 등을 



식별 할 수 있다.시각 장애인이 센서에 의해 감지 된 메세지를 받는 방법? 아마도 

메시지가 수신되는 방식은 주로 촉각 또는 청각의 사용입니다. 촉각은 지팡이 또

는 벨트가 달린 진동기의 사용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보내는 주변 메시지입니다. 

비주얼은 중개자로서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하며, 센서는 메시지를 전화로 전달하

고 시각 장애인은 헤드셋을 통해 메시지를 듣는다. 위의 두 종류의 방법에는 각

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진동 주파수, 속도, 크기, 길이 등에 인한 충격파 의사 소

통에 장점과 단점을 받은,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기위한 간단한 촉각 인식 

할 수있는 메시지의 사용은 극히 제한받을 수 있다. 대개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를 아는 것, 장애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 이다. 청력의 사용은 정보

를 비교적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 한 많은 항목의 이름, 인간의 

표정 등을 배울 수 있다. 청력은 시각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감각 접촉에 

달려 있을때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마모 헤드폰 (단하나의 귀에도 불구하고 )

이 있으면 시각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과학 기술과 장애물 : 세 가지 역할의 역동적 인 경쟁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에 대한 기술의 영향은 일방적 인 독립 개발이 아니라 

다중 경쟁적 역동적 인 관계, 적어도 장애, 정부, 연구 및 기술개발을 포함한 역

동적 인 관계 구축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제조업 자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과학 기술 발전을 도울 수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장애

물이 적극적으로 필요에 부응해야한다. 미국은 시각 장애인을 지역 사회에 도전

하지 않는 경우 이 문서에 인용 된 경우에는, 아마존 계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음

성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이해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시각 장애인이 입법안을 로비하지 않은 경우 공공 도서

관은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물

론, 이동 보조기구의 연구와 또한 개발의 모든 지혜는 지속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방법의 대부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원래의 디자인을 수정하기 위해, 시각 장

애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조 및 대량 생산이 있어야합니다 판매 가능성. 

실제로 Apple의 휴대 전화 음성 시스템이든 Microsoft가 현재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인지는 시각 장애인 컴퓨터 엔지니어가 시각적으로 디자인 한 것입니다. 장벽 

만이 장벽의 요구에 가장 잘 이해되며 이는 또한 "나의 참여없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우리에 관해서는아무것도 없다, 우리와 함께!) 옹호 한 

장애물 권리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장벽은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의 역동적 인 관계입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반드시 기술 개발의 방향, 

많은 객관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권력의 대

표자 인 정부는 사회 가치의 권위있는 분배 자로서 장벽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 수립에있어서 모든 당사자의 이해의 균형을 고려해야한다. 이 경우 대만에

서는 시각 장애인이 인증 코드 문제를 정부에 반복적으로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드의 목적은 정보 보안 설정을 유지하

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술은 여전히 우선 순위 등의 정보 보안을 고려해야 할 수

도 계정에 정부의 결정의 시각 장애인 전제의 정보 보안 및 권한을 가지고 동시

에 어렵다. 또 다른 예는 전자 책의 전술 경우가 순서대로 책을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대만 국립 도서관에 전자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야하는 모든 게시자 요구

하는 대만 시각 장애인 그룹이 로비 한 법안은 다음 뷰에서 도서관에 제공 배리



어 리더 전용. 그러나 이 접근법은 저작권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권 및 시

각 장애가있는 경우 정부는 저작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판사가 현대 

기술을 사용하고 시각 장애인이 보편적 인 전자 책이 될 때까지 저작권과 시각 

장애인 정보 권리 충돌이 적절하게 해결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제조업체는 역동

적 인 관계에서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원조의 발달을 위해, 최종 

대량 생산 및 목록 작성은 제조업체의 목적이어야하며, 다시 말해서 제품 시장의 

규모는 주요 고려 사항의 연구 및 개발에 관여 된 제조업체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품은 문제의 기술적 측면에도 적용 할 수 있지만 또한 생산 및 

다른 중요한 요소의 목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각 장애인의 수는 실제

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제조사가 많지만 시각 장애인을 위해 개발 된 보조 장

비의 대부분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주요 기술 측면입니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시각 장애인이받은 메시지에 대한 촉각 또는 청각 정보의 사용에는 극복해

야 할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시각적 장애가 약간의 기술적 인 조

정만으로도 신기술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을 공유 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언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서적은 시

각 장애인의 개발을위한 최신 컴퓨터 기술 파생 제품이 아니지만 시각 장애인은 

신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서적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만한 예는, 항상 당신의 전화의 음성 설정을 열고, 

같은 버스 도착 시간을 이해하는 등의 개체와 색상을 식별, 사용자가 찾을 수 있

도록 할 수있는 스마트 폰, 이러한 기능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할수 있다. 

  



 

 

 

 

 

 

 

 

 

 

 

 

 

 

Forum Session 4. 

 

장애학 연구의 미래방향 

 

The Future Direction of Disability Studies 

 

  



Topic 4. Japan 

연구와 협력의 방향을 전망한다 

타떼이와 신야 

 

■■Ⅰ 

 

■ 일본 학회의 일 

일본 장애 학회는 2003년 출범했다. 그리고 2010년 여름까지의 일은 「장애자 

운동/학어 일본 5 ― 장애학/장애 학회」에 적었다. 영어판과 한글판이 있다. 조만

간 중국어 번역도 준비한다. 

나는 몇기나 이사를 맡아 2007년 2009년 리츠 메이칸 대학 대회의 대회장을 지

냈다. 그 후의 바쁜 일들과는 관계없이, 이번에 회장을 맡게 됐다. 어제(2017년 9

월 16일)이사회가 있어서 그것에 참석하고 처음으로 현재 회원이 500명 정도인 

것도 알았다.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

각하려고 한다.이하, 조금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회도 「보통의 학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그렇게 복잡한 메

커니즘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회에 이름을 붙이고, 학회지가 나오고, 학

회보고의 수를 늘리고, 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학회에 가입하고, 학회를 이용하

려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사회복지학 학회보고에서도 개의치 않는 보고가 포함된다. 우리 학회는 

정보 보장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구두 보고 수는 한정 할 수밖에 없다. 이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은 너무 심한 보고가 아니면 폭넓게 보고

를 받고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고는 비판될지도 모른다. 비판

받은 사람은 그런 비판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지도 모른다. 그런 것에 의의가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단순히 집단적인 학문적 행위에 의의와 재미의 「핵심」을 

찾아나가는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생각되어지는 것은 대사회적 제기 및 발언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학회는 지금까지 두번 이사회 성명을 냈으며 최근에는 지난해의 가나가와현 사가

미하라시에서 장애인 살상 사건에 따른 것이었다(2016년 11월 5일 현재 번역은 

없음). 사회적·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 어떠한 측면의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른 이론이 있을 것

이다. 다만 그러한 논의 자체에 의미 있지 않을까 한다. 작은 학회가 그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수 있다. 그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능함, 불

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은 학문이나 학회의 사회적 사명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 국제교류 

 

그 학회의 이사회에서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의 교류는 현안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이 동안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

니다. 단지 작은 학회이다. 결국 그런 활동을 위한 인적·경제적 자원이 적기 때

문에, 그런 상황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부터 사용 언어를 영어로 통일하면 

비용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세미나만 해도 그것을 (아직) 선택하지 않

았다. 직업적 연구자인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비난 받을것이겠지만, 이 세미나

는 각국 각지에서 그 나라, 그 땅의 말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것

으로 해왔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류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은 있다. 어떻

게 할 것인가? 

 나는 대학에 장애학과나 대학원 같은 것의 생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다만, 지금 규모의 

학회가 그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말했다. 그러면, 지금까

지 우리들, 일본 측으로서는 생존학 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해 온 활동이 얼마간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2010년까지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장애자운동/학어

일본 7―한국인들과」영문판, 한국어판이 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세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로서, 학회와 학회멤버와 같이 이 기획에 관여하는 방

식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어제 이사회에서 말하고 승인 받았다. 그리고 대만에서 

학회가 발족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자리에서 말했다. 

그리고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것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내

용이 더 중요하다. 때때로 나도 구상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결국 그 

때 그 때 머리를 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2015년 베이징 세미나 주제로 다룬 것이 「사회 서비스」였다. 그리

고 내가 발표한 것은 "PA(Personal Assistance):Acquiring Public Expense and 

Seeking Self Management"(영어판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다루는 

것이 유효한 가와 관련되어 있다. 간호라는 사회 서비스는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

는 사회에서, 체제·주의 여하에 관계 없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필요한 것의 하나이며, 그리

고 어떠한 정치체제 아래에서도 제도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서도 비정부장애인단체들이 이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재정적·사회적 기반을 가져

왔다.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이 주제는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16년 일본에서 세미나의 주제는 「법적 능력(장애인권리조약 제12

조)와 성년후견제도」였다. 이때의 나의 수확은 성년 후견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장애인 측의 비판이 있은 것으로 보고된 일이었다. 한편, 그보다 전에 



일본에서 도입될 때는 일본에서 두드러진 반대가 없었다. 그리고 2016년에 이 제

도의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법률이 생겼을 때에는 일본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비

판이 있었다. 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했

었고, 그 것을 폐회사에서도 말했다. 

 이렇게 항상 잘 된다는 보증은 없지만, 충분히 생각해보면, 교류가 효과를 낳

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많은 준비에 시간을 들이고 이루어지는 세

미나 후, 그 성과를 기록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

는 지난해 세미나의 성과를 아직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그때,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

세히 알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성과를 내진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교류는 의미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Ⅱ 

 

■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좋다 

 

또 하나는Ⅰ에서 말한 것의「근본」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나가려면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장애학」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조직에 관여하게 되면서도, 나는 예를 들면 영국식 장애학, 그「사회모델」을 그

대로 계승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학문은 그 기본적인 틀에서 갱신될 

가능성을 가진 것이며. 우리는「다음」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생각함과 동시에 

「근본」를 생각하며,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사회학자라고 자임하고는 있지만, 장애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우리 연구 센터는 「생존학」이란 명칭으로 되어 있다. 다만 나는 이 명칭에

도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없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름을 

만들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학(學)」 수를 늘리는 것은 성가신 

일이라고 본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이하에 내가 말

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일에 관계된 것은 어제도 어느 정도 말했지만, 여

기에서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장애만을 파악하는 것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를 

파악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요소와 요소의 관계를 살펴보는 편이, 과거 그리고 현

재의 현실을 보고 가는 데도, 앞으로 인간·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는 데도 좋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센터, 그리고 대학원 연구과의 활동에서 얻은 인식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불가능」 중에서 「장애」를 꺼내는 기제를 갖추고 그것을 어

떻게 볼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제 제가 말한 것이기도 하다. 나 자

신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며, 사회를 파악하려는면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

각한다. 



 

 

■１ 적어도 다섯 가지 

 

  지금까지 장애를 둘러싼 논란은 조금 사정이 좋지 않다. 장애학은 「개인모

델」이나 

「의료모델」을 비판하면서, 임페어먼트(손상)와 디스어빌리티(장애)는 기본적으

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자의 계기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요소로 있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라고 묻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임페어먼트의 계기를 무시 

또는 경시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아무래도 놓임새가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 이 것

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말한 것은 「장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관련된 (관련되어진) 몇가지 계기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 되는 것, 다

른 것, 괴로운 것, 죽음에 이르는 것, 해로움이 더해지는 것, 이상 다섯 가지의 계

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아니다. 내면에서는 부정적인 

계기가 된다. 단지 여기에서 전체를 망라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들로 만족한다. 그 중 장애는 대체로 앞의 두개, 질병은 그 다음의 두개, 혹은 

그것들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가해加害(의 가능성)도 역사적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를 다섯으로 나뉘어졌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움직이지 않는 동시에 아픈 것도 있고, 아파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

와 같은 소박한 열거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하나, 사회에 일어난 것을 보면 

거기에는 복수의 계기가 있다. 먼저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시되어 왔다고 말했던 

것, 가능/ 불가능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은 어느 때에는 「병」으로 불리

며, 어떤 때에는 

「장애」로 불렸다. 그 구분은 많은 경우에 그다지 정합성(整合性)이 없는 것이

었다. 그것에 끌려가 혼란하다기 보다는, 말의 폭이 변화하거나 다른 말과의 경계

가 애매해진다고 하는 것이 항상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쓰임

새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용법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의외로, 구축 주의의 유행 이후에도 장애를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해 다루

는 학문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의외이다. 

2차 대전 후에 일본에서도 이상의 다섯가지가 가끔은 다뤄졌다. 우선 그 이전

부터 

가해성加害性(의 가능성) 때문에 격리된 사람들이 있었다. 한센병 사람들이 수

용되었다. 결핵요양자 수용도 격리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정신 장애자도 위

험하다고 수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진다. 1970년경이 되면 「난치병 

難病」이라는 말이 정책 용어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일상 용어의 용법에 영향을 

미친다…등등. 이들 중 언급들이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결정하려고 하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행정적으로는 있는 것,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오히

려 어떤 때는 「난치병」의 명칭을 주고, 어떤 때는 그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정책

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에 어떤 사정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의 다른 결정 방식을 가리키는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다. 

 다음으로,  치료함/치료하지 않음을 둘러싼 다양함, 혼란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것을 왜 치료를 원하는가/원치않는가?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하

는 사람들 중에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 우선 그것은 간단

한 것으로, 통증은 약하길 바라며 죽는 것은 싫지만, 자신은 그런 처지에 있지 않

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끔 아플 뿐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다.（일이기도 

하다）「가능할 수 있게 될 것 」은 바라지 않는 것도 있었다. 이런 것을 이 단

순한 병렬로 시작해서 정리하고 배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페어먼트(손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 장애학이 발생할 

때에 많은 척수 손상 등의 중도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페어먼트 =손상

은 가시적이고 알기쉽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페어먼트을 신체의 수준에서 치료하

려고 하기 보다 ― 원래 잘 낫지 않는다 ― 사회를 바꾸는 게 좋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그 임페어먼트의 존재 자체는 분명한 것이었다. 

그것은 신체적·물리적인 것으로, 혹은 그의 부재(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만이 아니다. 이른바 「내부 장애」의 경우에는 밖에서 보이지는 않는

다. 신체적인 것이라 해도 많은 다층적 형태로, 신체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그 형상이나 기능에 인과적으로 작용하는 유전자 수준에서 달라지기도 한

다. 그리고 (현재)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분명 뇌 속에 무엇인가 있다고 

여겨지는 「발달장애」라는 것도 있다. 덧붙여서「발달장애」란 범주는 구미에 

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떨까? 

그러한 것이 존재 여부, 때로는 그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은 그 질문이 왜 발생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필요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임페어먼트의 「경시(무시) 輕視」라고 말할 때에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통일반적으로 고통은 있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존

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픔 자체는 보통 「사회적」인 구조와 행동에 의해서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능력의 상당 부분이 해소·경감할 수 있

는 것과 완전히 양립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신체의 동작이나 모습의 상이점에 

대해서도, 이들 또한 그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자체는 타인(들)이나 자신에 의해서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다뤄진다면, 그것들을 

임페어먼트와 같은 단어로 묶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사람·신체의 수준에

서 파악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귀속처가 때로는 그 몸의 내부나 표면에서 발

견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그리고 그 

귀속이나 귀책이 어떤 사정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좋은 것

이다. 

일단 다섯가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교착이나 중복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어느 것을 몸에 두르고 있는가에 의해서, 치료·고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다

를 수 있다. 한편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좋아하

지 않는 사람이 있다. 동시에 양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시작하여 계속되고 있는 「생존학」이라는 기획은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되어있다. 즉, 병이라 불리는 / 혹은 장애로 불리는 것의 양쪽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거나, 그러한 이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상치도 않

았지만, 내가 근무하는 첨단종합학술연구과라는 명칭의 대학원에 와서 거기에 모

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였기에 연구의 방향이 형성되어 갔다. 

 

 

■２ 비-능력>장애 

 

또한, 위에 다섯 가지 중 하나의「할 수 없는 것」의 일부에 「장애」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장애」를 한정해서 꺼내는 것 자체

가 근대사회가 근대사회임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전술에 있다는 언급을 어제의 보

고에서 말했다. 「할 수 없는 것」전체에서「장애」를 분리하고, 그리고 그 떼어

낸 「장애」를 어느 정도는 특별 취급한다. 즉,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부

분, 주어진 것으로서 신체에 각인된 것에 대해서는 구제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할 수 없는 것 (비-능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차별해도 

좋다고 하는 능력주의~근대 사회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다. 예를 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라는 신체에 고통을 가져오는 생활상의 불편·결함을 장애로 인식하는

가?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알게 된 것은 일본에서는 그것을 장애로 인정하지 않

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

가해야 하는가 ― 결론만 말하면 한국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사회에서 발언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란 무엇인가

를 이쪽에서(학문의 측면, 운동의 측면)에서 규정하려는 것 보다는 무엇이 어떤 

이유·이해의 바탕에서 장애가 되는/되지 않는지를 보는 것, 보기 위한 틀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금 막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규정이나 대응방법은 각국에 있어서 각

각 다르며, 동시에 맞물리는 부분도 있다. 우리는 2017년 4월부터 3년간 「환자 

장애자 운동사 연구  ― 삶의 현재를 추적하여 미래를 구상한다」라는 연구에 관

해 문부과학성의 연구비를 얻을 수 있고 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하는 그 신청 서

류의 일부. 아래 거론 되는 이름은 각자의 허가를 얻지는 않았다. 참으로 무례한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몇명에게 협조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Fernand Vidal씨, 

Karen Nakamura씨는 2017~2018년에 우리의 연구과에서 집중 강의를 하게 되었다.

Ⅰ~Ⅴ이 무엇인지는 여기에서 해설할 수는 없다. 세미나 당일까지 서류를 번역하

려고 생각한다. 「심한 대립도 있었던 운동은 현재, 크게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받

은 국내법·제도의 정비라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전진을 가져올 것이다. 단지 그 운동은 보다 어려운 국면을 만나기도 

한다. 운동이 Ⅰ의 시기에서 저항하고, Ⅳ에서 자각적으로 대상화하여 비판해왔던

「사회환경」이 실체가 없는 자원·경제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자 의료·

복지와 관련된 사회운동이 기치로 하고 있던 「자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Ⅳ~Ⅴ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볼 필요도 있다. 국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운동과 

주장과 그 배경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이미 공동기획 등의 연구협력관계를 맺

고 있는 Jo Hanjin(한국), Cai Cong(중국), Colin Barnes(영국), Fernand Vidal(스페

인), Karen Nakamura(미국)등의 협력을 앞으로도 얻고 서로 논의하고 성과를 각

국의 언어로 발신한다.」 

나는 근대와 함께 있어서 근대를 긍정하는 사상은 그 발상지인 서구에서 반성

할 수 없는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장애학 또한 그것에서 무관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상이 전개되고 

그것이 보다 보편적인 것이라면 머지않아서 세계 전역에 파급될 가능성도 있을지

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이론적으로 옳은 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그 작업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가 「탈·근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수 밖

에 없다. 이처럼 크게 짓는 것과 하나하나의 실증적인 일을 쌓아 나가는 것, 양쪽

이 동시에 있어서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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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보장에 있어서 시민 사회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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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애연구의 패러다임에 따라 의학적 패러다임에서 사회/인권모드로 전환되고 

장애인은"객체" 정체성에서, 객체로서 사회복지의 각종 복지정책을 수동적으로 받

아들였고, 연구대상이였던  객체가 "주체"정체성으로 바뀐다. 주체 정체성—적절한 

주체가 될 권리를 가지며 권리에 관련된 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장애관련 연

구의 선도적 연구자이거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여야 한다. 

국제사회 수준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 조직- 장애인 옹호단체 (DPO), 

장애인 부모단체, 봉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엔의 '장애인권리 협약'제정에 참여하

고 있다 협약은 설명과 모니터링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수준에서, 

중국을 예로 들어  시민사회조직도 장애인권리의 법률정책 추진과 사회복지서비

스 발전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안소니제이, 스파이어스는 시민사회 관점 연구에서 중국의 시민사회, 특히 '풀뿌

리' 사회단체 (주로 공식배경이 없는 시민사회조직) 와 (권위주의자) 정부는 "공생

"관계가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발전을 거두게 되고,법적정책, 권리와 사회 변화에 대한 옹호를 촉진하는 사회단

체들은 더 면밀히 조사되고 심지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샐리앵글 메리는 인류학 방법으로 여러 국가와 지역의 (홍콩과 광저우 포함) 시민

사회단체가  국제인권협약에서 맡은 역할을 연구했다. 메리는 시민사회단체가 주

로 국제인권공약인 '탑 다운' 경로에서 '다리' 역할을 맡았고, 국제인권공약의 내

용과 이념을 본토화된 언어와 형식으로 번역해 본토에 전파했다. 특히 풀뿌리 이

해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장애인권과 관련된 사회단체의 

발전은 스파이어스와 메리의 발견을 더욱 검증하는 지역 체험이 있다.  반면 일

부 지역 실천은 비교적 다른 그림을 보였다—"풀뿌리" 사회단체는 '하향식'으로 

국제인권공약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어느 정도까

지는 "상향식" 옹호를 하고 법적 개혁의 역할을 촉진했다. 

이러한 현지 사례와 경험은 많은 연구관점을 제공한다. 국내 수준차원에서 사회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권리 창구 및 정책 추진 

전략, 다른 이해 관계자 및 사회 부문의 협력 및 자원 공유 방법 및 가능성, 장애

권 권리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사회 참여와 시민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돌파구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 조직의 역할과 지역 구현 및 장애 권리 증진 및동아시아 시민사

회단체가 장애 권리 문제에 협력할수 있는 정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다. 국

제적 수준에서 볼때,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가 '장애인권리 협약'의   토

론, 해석 및 모니터링에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국제 장애권리 발전의 과정이다 

 

키워드: 시민사회, 인권, 공생, 다리, 옹호 

 

 

Civil Society and Disability Rights Realization 

Abstract: The paradigm shift of disability study –  from medical model to 

social/human rights model –  brings about the shift of disabled people’s role –  

from the object to the subject. While disabled people was the object of, for 

example, welfare policy or research, there is the awareness that disabled people 

should also be the subject of rights, and the positive participant or leader in 

policy making and disability related research.  

At the international level, disability-relat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negotiation, interpretation, and monitoring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At the national 

level, disability-relat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China, for example, have, in 

some circumstances, taken relatively positive participation in policy advocacy and 

social service development.  

Anthony J. Spires pointed out, in his research of China’s civil society, a 

kind of ‘contingent symbiosis’ between the grass-root civil society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Under such a contingent symbiosi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work on providing social servic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while those aiming at advocacy and social change may experience more 

restrictions and censorship 

Sally Engle Merry examined the role played by the civil society, in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the 

national level with anthropological methods. She pointed out that civil society 

always plays the role of the bridge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local context, transpose the international ideas and values into the local 

language and context, and deliver it, in a top-down approach, to local, especially 

grass-root stakeholders.  

Regarding to th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disability rights realization 

in China, some of the experience, in some ways, reinforce the research findings 

of Spires and Merry, while, the others suggest some different pictures. For 

example, disability-relat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played the role of, not 

only the top-down ‘bridge’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local context, but 

also the bottom-up driving force of policy and social change. While the 

limitation and censorship on civil society is more and more serious in China, 

disability-relat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still make impact on, not only 

providing service, but also rights advocacy, policy making and social change.  



These local practices and experience suggest several interesting perspectives 

for future research. At the national level, it is worth looking into the strategy 

used by disability-relat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ights advocacy and the 

degree to which the disability-related organizations may cooperate and share 

resources with other social sections. At the regional level, it is worth comparing 

the role played by the civil society, in different East-Asian countries and regions, 

in disability rights realization, and looking into the degree to which the 

disability-related organizations in East-Asia may have cooperation in promoting 

disability rights at the regional level.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worth 

looking into whether and how the disability-related civil society in East-Asia 

should take a more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discussion, interpre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RPD and the disability rights development at the global scale.  

Key Words: Civil society, human rights, contingent symbiosis, bridge, advocate 

  



 

 

 

 

 

 

 



 

 

 

 

 

 

 



 

 

 

 

 

 

 



 

 

 

 

 

 

  



Topic 4. Taiwan 

[Abstract] 

대만 장애 연구의 글로벌화와 미래 발전 

張恒豪 (장헝하오)、 蘇峰山 (쑤펑산) 

 

장애 연구 (disability studies)해외 이민의 사례로서, 대만의 연구는 학계와 장애인 

권리운동권의 관심을 끌었다. 이 논문은 장애물연구의 두 과정을 학문 분야로서 

대만의 번역 과정과 영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입장으로 논의한다. 또

한, 이 논문은 대만의 장애물연구 관련 학술문헌을 분석하고 대만의 특수 교육, 

정통 정치 및 맥락의 제도화 및 현대 서구의 상상의 발전 궤적을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본 논문은 대만에서 장애연구의 경험을 통하여 서구 개인주의의 장애

연구 관점에 도전하고, 현지 장애연구의 도전을 성찰하고 식민장애연구 발전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며 동아시아 장애 연구 취향과 그에 대한 글로 벌 장애연구

를 토론하였다. 그리고 글로 벌 장애연구에 대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