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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메이크랩은 인간, 기술, 자연,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전시, 교육, 연구의 

형태로 펼치는 활동을 한다. 특히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영향력 아래 새롭게 부상하는 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힘들을 특정한 알고리즘에 통과시켜 다른 서사로 

출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확률적 가능성으로 계산되는 객체확률적 가능성으로 계산되는 객체!

언메이크랩, ‘인공시점’(2019), 포즈에 따른 AI 시각 연구3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선 인물은 포즈를 이리저리 바꾼다. 인공지능의 시각 앞에서 

취하는 이 포즈들은 각각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객체로 인공지능에 인식된다. 차렷 

자세로 있을 때 인공지능은 이 인물을 약 42퍼센트 값으로 사람이라고 인식하더니, 

팔다리를 쭉 펼친 자세로 서자 98퍼센트의 수치로 댄서라 인식했고, 다음에는 

골퍼나 플레이어로 인식했다. 급기야 손을 허리에 올린 다소 귀여운 자세를 취하자 

난데없이 매력적(attractive)이라는 단어에 대한 값이 치솟는다.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4이 드러내는 시각성과 이것을 데이터 값으로 반환하는 

결과물을 처음 대하면, 마치 다른 지각 체계를 대할 때처럼 당황스러운 느낌이 스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확률적 가능성—앞에 있는 

대상은 98퍼센트 확률로 댄서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혹은 55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골퍼일 가능성이 있어요—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사물에 대한 맥락 없는 

정보적 물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없이 계량화된 냉철한 시각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이 시각 기술이 이미지 속에 잠재된 태를 분석하며 늘어놓는 값의 의미를 

이미지 속에서 찾고 있노라면, 마치 구름 속에서 동물 형태를 찾는 놀이를 하는 

느낌도 잠시 든다. 시각 기계가 미진한 광학적 보철물을 넘어 비로소 그것의 본질적 

기능, 즉 뇌의 연장이라는 원래의 기능에 제대로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넘어가다 보면, 인공지능이 독특한 시각체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이제 이것이 무엇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러한 가치는 

우리의 기대, 고정관념, 편견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관찰하는 일에 빠져든다. 그리고 

이내 이것들이 이미 특정한 지정학적 방향성을 학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시아 

여성에 대한 훈련 데이터의 부족인지, 다양한 여성의 모습에 대한 훈련 데이터의 

1
아포페니아(Apophenia)는 관계없는 
것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으려는 인식 
작용을 말한다. 이 글에서 아포페니아는 
불규칙한 형상 내에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모양을 찾아내는 
파레이돌리아(Pareidolia)라는 하위 
개념까지 포함한다. 인공지능이 추출해 
내는 이상한 상관관계가 우리에게 낯선 
인식을 불러오는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한 은유로 쓰인다. 

2
데이터세트는 특정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의 묶음을 의미한다. 

3
‘인공시점’은 언메이크랩이 인공지능의 
시각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리서치 
프로젝트다. 웹캠을 통해 약 2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찍으면 그 이미지가 
컴퓨터 비전 API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상위 15개의 
결괏값이 리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스튜디오 혹은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4
컴퓨터 비전은 시각적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사물의 식별, 제품 
오류 탐지, 의료, 보안과 관련된 지능형 
CCTV와 발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시각”, “기계 
시각”, “컴퓨터 비전”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



2부족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기계 시각은 더벅머리의 아시아 여성을 포함해 짧은 머리의 

여성을 여성(woman, female)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5 이러한 

관찰은 이 기계 눈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어떤 레이블을 단 데이터6를 

학습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것들이 현재 구성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시각적 체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

인공지능이 사물을 보는 법 인공지능이 사물을 보는 법 

합성곱 신경망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

인공지능의 흥미로움을 걷고 내부를 슬쩍 들여다보자. 인공지능의 시각적 기술, 

즉 컴퓨터 비전과 관련해서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7이라는 알고리즘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NN은 데이터를 통해 

수없이 많은 객체 이미지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그 외곽, 모서리, 색상 패치, 패턴과 

같은 특성을 필터와 같은 형식으로 훈련하고 있다. 즉, 새로운 객체가 인식되면 훈련한 

필터를 통해 그 사물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범주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확률적 확신의 

값을 리턴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보고 있다고 느낀다 .!

이러한 CNN의 기본적인 시각체계를 알면, 이것이 아래와 같이 위상이 바뀌는 

교통콘에 대해 어긋한 결괏값을 리턴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즉, 객체의 모든 

측면에 관한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이 객체를 인식한 결과는 

실제 사물과 어긋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위상의 변화에 따라 교통콘은 립스틱에서 

램프로, 지우개로, 계속 다른 사물로 인식되는 것이다.8

 ! 

5
이 글에서 언급된 인공지능 시각의 
실패는 이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 비전의 
편향성을 비판하기 위한 언급은 아니다.

6
데이터 레이블링(Data Labeling)이란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원천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특정한 태그 혹은 
주석을 붙이는 작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레이블링 과정은 인공지능이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의 중개로 인간에 의해 
레이블링되고 있다. 그러나 반자동화/
자동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아예 레이블을 달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비지도 학습 역시 시도되고 
있다.

7
얀 르쿤이 1989년 AT&T의 벨 연구소에 
있을 때 발표한 신경망이다. 2012년 
제프리 힌튼 등이 이 신경망에 기반해 
보다 진화한 알렉스넷(AlexNet)과 같은 
알고리즘을 발표함으로써 컴퓨터 비전 
기술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 글에 서술된 
인식 오류의 결과처럼 CNN은 충분히 
다양한 사물의 각도를 학습시켜주지 
않으면 사물의 시점이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캡슐 네트워크(Capsule 
Network)라는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8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문화 안에 
위치한 사물의 고정적 위상이 드러내는 
근원성에 대한 묘한 환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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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서치에 사용된 2개의 컴퓨터 비전 
API 중 A는 이마가(Imagga)라는 
컴퓨터 비전 전문 기업에 의해, B는 
구글(Google)에 의해 서비스되는 
API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A의 
결괏값을 담은 리서치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A가 자주 
잘못된 결괏값을 리턴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오히려 데이터세트 학습과 
같은 인공지능 시각 기술의 이면을 더 잘 
보여준다는 판단에서다.

언메이크랩, ‘인공시점’(2020), 사물의 위상에 따른  AI 시각 연구

물론 기반이 되는 신경망 기술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눈의 분석적 능력은 테크 회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각각의 신경망과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아래 리서치는 2개의 컴퓨터 비전 기술로 각각 

도시 이미지를 분석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언메이크랩, ‘인공시점’(2020), 도시 공간에 대한  AI 시각 비교 연구(왼쪽 A, 오른쪽 B)

A는 서울 문래동 철공소의 쌓여 있는 파이프들을 와인병으로 인식하는 반면 B는 보다 

정확히 철의 이미지로 분류한다.9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보다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A가 훈련한 데이터 중에는 매칭해볼 수 

있는 이미지가 와인 랙뿐이었나 보다. 그러나 인간도 가보지 못한 오지의 스트리트뷰 

이미지까지 데이터로 저장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게는 아시아의 한 도시에 남아 

있는,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도시 이미지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이미지를 보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안에 있는 모호한 공간의 이미지(실제로는 

공사현장이다)를 컴퓨터 비전 A는 슈퍼마켓으로 보는 반면 B는 구체적 장소를 

지칭하지 않고, 색상과 같은 추상적인 결괏값만 리턴한다.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B는 

사물과 풍경에 대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추측치들을 리턴하기도 하지만, 다른 



4한편으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결괏값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10 이 지점에서 A는 분석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흥미로운 실패—우리에게 기술의 이면을 보거나 혹은 그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를 보여준다.11

현실은 “지저분한” 데이터, 그리고 아포페니아 현실은 “지저분한” 데이터, 그리고 아포페니아 

이러한 컴퓨터 비전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기계의 눈을 통해 

사물들의 새로운 연결을 보는 것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언메이크랩, ‘생태계’(2020), 퍼포먼스 영상

얼룩말 무늬의 천을 둘러쓴 퍼포머가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인공지능의 

눈은 !퍼포머의 움직임에 따라 바뀌는 이미지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 보다 정확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패턴, 색깔, 변화하는 윤곽선에 잠재되어 있는 형상을 캐낸다. 

때로는 야생의 얼룩말로, 때로는 카우보이 부츠로, 소파로, 베개로 인식(분류)하고 

그것의 확률적 확신값을 리턴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CNN이 가지는 독특한 

한계 덕분이겠지만,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가진 흥미로운 추출의 시선이 연결 짓는 

엉뚱한 연관성, 즉 아포페니아적 시선을 통해 전혀 다른 상관관계를 깨닫게 된다. 즉, 

인공지능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새삼 얼룩말 무늬 패턴의 사물들로 연결된 생태계 

속의 세계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된 인공지능의 시각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세계를 여러 개의 잠재태의 방식으로 쪼개어 바라보는 경험이기도 

하면서, 그 잠재태들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서를 부여해 바라보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잠재태들은 혼성되어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기도 한다.!

길에 놓인 조개 껍질이 가득한 화분을 팝콘을 채운 그릇으로 본다든지, 이상한 형태로 

깨어진 돌을 밀가루 반죽 덩어리로 본다든지, 나뭇가지에 걸린 장갑을 새로 보는 

등의 실패를 단순한 오류로만 보기엔 아쉽다. 이러한 실패는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서 데이터의 지형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이것은 

음식 사진 데이터의 풍부함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물이 더욱 중요하게 

학습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새와 나뭇가지처럼, 현실에서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메이크랩, ‘인공시점’(2020), 다양한 상태, 사물에 대한 AI 시각 연구

10
리서치 과정 중 구글 비전은 모호한 
이미지에서는 이와 같이 색깔만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결괏값을 반환하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11
따라서 이 글에 다루는 리서치 
이미지들은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컴퓨터 비전 A의 결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5이러한 아포페니아12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전혀 인과관계를 짐작할 수 없는 측면들을 연결 지은 결괏값들은 때로는 

임의적이고 무의미한 상관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순한 아포페니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의 인식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아포페니아적인 현상은 기계 비전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광학적 원인보다는 현실의 지저분한  데이터 !앞에서 그 분류적 학습이 

혼성을 일으킬 때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 문화적 맥락을 가진 데이터의 

결여는 아포페니아적 현상을 보다 증폭시킨다.!

이러한 아포페니아를 통해 기계 비전은 이미지 속에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웅얼거린다. 기본적으로 시각 노동의 자동화 13 기술의 왜곡된 효과일 이 

아포페니아는 이 순간 그것의 목적을 우습기도 하고 시적이기도 한 무엇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식별 가능성에 대한 집착을 무화해버린다. 기계 비전의 아포페니아는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눈의 오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순간 자본적 예측을 

벗어나 분류의 서사를 깨트리는 눈으로 연결되는 구멍처럼 열려버린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축소화 혹은 균질화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레이블링과 분류가 가진 임의성을 딛고 그것들을 시적인 것으로 전환해 내려는 

시도와도 맞닿아 있다. 고착된 분류 체계를 우회하는 다른 시각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의미적 연결을 질문하는 일, 다시 말해 아포페니아는 분류의 체계를 넘어 사이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구멍 같은 것으로 다가온다.!

수정되고 삭제되는 데이터세트수정되고 삭제되는 데이터세트

이제 다시 데이터세트14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기계 비전과 이것들이 이미지를 

인식한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세트를 들여다볼 수 있다. 데이터세트는 

기계가 사물과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기 위해 

구성되며, 많은 경우 방대한 양의 디지털 사진 및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컴퓨터 

비전의 발전을 함께 끌어온, 이제 10주년이 된 1400만 장의 방대한 이미지를 갖춘 

이미지넷(ImageNet)부터, 91개 카테고리의 일상적 사물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담고 

그 카테고리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코코 데이터세트(Coco Dataset) 등을 보고 있으면, 

이 데이터세트들이 언젠가는 세상의 사물들을 모두 분류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자료라는 측면을 넘어 이 데이터세트들을 

조망해보면 세계의 흥미로운 분할선들이 보인다. 이 분할선들은 종종 문화적, 

지리적,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어쩌면 데이터세트는 새롭게 

부상하는 질서를 두고 격렬하게 토론해야 할 장인지도 모른다. 이미지 데이터세트뿐 

아니라, 기계 학습용으로 제작된 인간들의 제스처와 행위를 담은 영상까지 생각하면 

온갖 인간의 행위와 몸짓들이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로 환원되고 있는, 

이 시대에만 볼 수 있는 꽤 흥미로운 인터페이스의 장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어쨌건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데이터세트의 구성을 통해 세계는 분류되고 주석이 

달리며, 인공지능은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데이터세트의 생성은 단순히 컴퓨터 과학의 과정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무엇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개입되어 있다.

12
여기에서는 시각의 아포페니아적 
현상을 다루었지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예측 능력과 관련해 이 
아포페니아적 현상은 종종 지적되는 
문제이다.  실제 연관성이 없는 현상이나 
정보에서 규칙성이나 연관성을 
추출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다.  

13
Matteo Pasquinelli, “Three Thousand 
Years of Algorithmic Rituals: 
The Emergence of AI from the 
Computation of Space,” e-flux 
Journal  101, June 2019.

14
데이터세트는 인공지능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학습시킬 수 있는 
재료의 더미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사운드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시각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른다.



6

왼쪽은 이미지넷, 오른쪽은 마이크로소프트 코코 데이터세트 

이 구조에서는 어떤 데이터세트가 만들어지는가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레이블링되는가 하는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레이블링 

작업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 규범과 인식을 상속할 수 있는 위험이 늘 경고되어 

왔으며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최근 데이터세트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트레버 페글렌(Trevor Peglen)과 같은 작가들은 

이미지넷 룰렛(ImageNet Roulette)15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의 편향적 레이블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 

이후 이미지넷의 사람  카테고리에 포함된 150만 장의 이미지 중 60만 장의 이미지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이미지넷 룰렛 사이트와 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올려놓은 사진, 

초록색 박스 속 글자는 이 사진을 ‘고아’로 분류하고 있다

(www.diyphotography.net)

올해 있었던 8천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로 이루어진 타이니 이미지 데이터세트(Tiny 

Images dataset)의 삭제 역시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2006년 MIT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데이터세트는 별 문제 없이 사용되다가 올해 이 데이터세트에 흑인, 여성, 

아시아인에 대한 경멸적 태깅을 단 수천 장의 이미지를 지적하는 논문이 발간되었다. 

이 일로 이 데이터세트를 만든 연구진들은 사과하고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16

한편에서는 데이터세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이 감지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코코 데이터세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코코 

아프리카(Coco Africa) 17는, 단지 편향성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화와 시각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원래의 

코코 데이터세트가 일상에서 발견되는 사물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세트임을 생각할 때, 코코 아프리카가 지향하는 지점은 보다 뚜렷해진다. 

아프리카 내에서 관찰될 가능성이 더 높으나, 기존 데이터세트에서는 과소 표현되는 

풍경, 활동 및 물체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15
현재 이미지넷 룰렛 사이트는 닫혔으며 
대신 다음의 사이트에서 전반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https://
www.excavating.ai/ 

16
“타이니 이미지 데이터세트에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와 일부 경멸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절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영향을 받았을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 수동 검사로는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세트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사용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며 
다운로드되었을 수 있는 데이터세트의 
기존 사본도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 
[2020년 6월 29일, 80 Million Tiny 
Images(groups.csail.mit.edu/vision/
TinyImages/)]

17
https://victordibia.github.io/
cocoafrica/



7이러한 접근들은 좀 더 넓은 맥락에서는 데이터세트가 발생시킬 수 있는 편향성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이식과 제어의 환상이 작동하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결국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thispersondoesnotexist.com)

우리는 최근의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를 만날 수 있다. 웹 사이트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사람 얼굴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낸 가상의 얼굴을 끊임없이 

갱신하여 보여준다. 이 이미지들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으로, 발표되었을 때 그 높은 해상도와 실재성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얼굴들은 모아져 초상권 없는 

자유로운 데이터세트가 되어 미래의 다른 쓰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각은 단순히 사물을 인지해 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성의 단계에 들어섰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이 새롭게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현재나 과거로 구성된 것이 아닌, 미래가 먼저 예측되고18 

만들어져 현재로 되먹임되는 듯한 피드백이다. 이러한 피드백은 어떤 체계를 만들까? 

그저 하나의 가능한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간의 다른 되먹임은 분명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체계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한다.!

데이터세-팅하기: 부재하는 데이터세트를 구성하기 데이터세-팅하기: 부재하는 데이터세트를 구성하기 

이렇게 인공지능과 데이터세트를 둘러싼 지형들이 요동칠 때, 이제 조금 다른 

데이터세트를 한 가지 이야기해보자. 언메이크랩의 2020년 작업 〈시시포스 

데이터세트(Sisyphus Dataset)〉는 조금 다른 시선의 데이터세트를 보여준다. 둥글지만 

부서진, 특이한 외곽을 가진 돌들로 이루어진 이 데이터세트는, 인간에 의해 변형된 

독특한 자연의 현장19에서 옮겨진 돌의 이미지이다. 언메이크랩은 이 돌들을 추출의 

연결망 속에서 끊임없이 개조되는 일반자연으로서의 돌이자, 시시포스(시지스프)로 

대변되는 인간 중심의 서사와 욕망에 질문을 던지는 돌로 정의한다.20 즉 시시포스의 

신화에서!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그 돌들로 바라보고, 이 돌들의 이미지로 시시포스 

데이터세트을 구성한 것이다.!

18
인공지능의 추측적 성격을 반드시 
‘미래 예측적’인 것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즉 과거를 추측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한 추측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은, 큰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추측성은 
미래 예측적 ‘시도’로 간주한다.

19
이 돌들은 여러 현장에서 옮겨왔으나 
특히 10년 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여주의 거대한 
모래산(모래둑골)에서 많이 옮겨져 
왔다. 

20
이 관점은 시시포스의 신화에 대한 
철학자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언급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Jeffrey Jerome Cohen, Stone:  An 
Ecology of the Inhuma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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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추출적 기술과 시각에 쓸모가 있을 리 없는 이 시시포스 데이터세트를 

구성하는 행위는, 마치 배제된 것들을 들여다보는 연대의 시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짚는 사변적 데이터세트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보다는 부재하는 데이터세트를 구성하는 행위를 통해, 데이터세트 만들기를 

오히려 과거의 기억을 비판적으로 유추하고 재구성하는 질문으로 만들어 미래로 

되먹임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하는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것은 데이터세-

팅하기(Dataset-ting)21의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파스퀴넬리가 지적했듯, 규범적인 힘은 더 이상 제도적이 아니라 계산적이다.22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고 구성하려 할 때 그 접근법은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그 접근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간의 주체적 이용이나 해방의 

서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미래적 눈과 사회를 구성할 때, 

데이터세-팅하기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부재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질서 생성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것에 개방된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포페니아를 단순히 잘못된 상관관계를 넘어 분류화된 체계에 

혼성을 일으키며 그 사이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적인 힘과 틀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과거를 비평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이터세트의 존재와 그 과정으로서의 

데이터세-팅하기를 이야기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아포페니아적 시각과 부재하는 

것들의 데이터세트라는 개념을 통해 새롭게 도래하는 질서에서도 여전히 부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술적 보고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동이 

새기고 있는 인식과 육체의 열화적 익숙함을 뚫고 그 속으로 여러 힘들이 연결되어 

참여해야 함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사이엔가 슬그머니 모든 체계를 조정하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이다. 우리는 데이터세-팅하기를 실행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눈을 다가오는 시간을 위해 상속받고, 상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인간을 넘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세팅하고 있을까? 

21
Yanni Alexander Loukissas, All data 
are local: Thinking critically in a 
data-driven society (MIT Press, 
2019).

22
Matteo Pasquinelli, “How a Machine 
Learns and Fails – A Grammar of 
Erro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pheres, November 20, 2019.



9도래하는 기술의 체계에 자동적으로 동기화되는 감각성을 넘은 데이터세트와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힘들이 출발할 수 있는 회로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그 회로 속에서 

예술은 한 노드가 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