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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틱스와 그 이후, 
회로 내부의 인적성분 
처리를 위한 결합과 
시뮬레이션의 역사

 —
‘제어와 통신’의 대공(사격)예측기에서 
‘인간 – 기계 공생’의 스크린 직전까지, 
혹은 전쟁을 둘러싼 역순으로

고규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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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 전공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간 – 기계 통합 추진에 
관한 연구」라는 학과 공부와 관련성이 희박한 
타이틀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인간  
– 기계의 상호 관계를 ‘인터페이스 역사학’ 
차원에서 연구 중이다. 인터페이스란 인간 
– 기계가 합체, 용합, 떡이 되는 장이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일상에 편재한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신체 안팎의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로 분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있다. 이 강의와 직접 관련된 

고규흔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논문 및 에세이로서 「애쉬비의 인공 뇌, 
호메오스탓 연구: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에 
위치한 그의 입지에 관하여」(2016), 「인터넷 
초기 역사에 얽힌 뇌, 그리고 〈정신 전쟁〉으로 
살펴본 DARPA 지원 신경공학 프로젝트의 
문제」(2014),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가 가장 투명했던 짧은 시절: 컴퓨터가 
블랙박스로 밀봉되기 직전의 이야기”, 
「공공도큐멘트3: 다들 만들고 계십니까?」 
(2014)가 있다.

충분한 시간과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엔지니어들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거의 완벽한 기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되는 
수준에서의 인간은 그 발달이 제한돼 있다. 초인적 수행능력을 
요구하는 기계는 반드시 실패하며, 숙련과 스피드,   민감도,   
지구력에서   인간을   한계로   몰아붙이는   직무는   완수되기   어렵다.
 – 차파니스,   가너   &   모르간1

폭력, 특히 전쟁에서의 폭력은 혼란에 휩싸인 채 치러지는 
불확실한 행동이다. 그것은 불완전한 소통과 오류 많은 경보 체계, 
인간과 기계장비의 미처 검증되지 못한 수행력에 기댄 채, 결점 
투성이의 정부, 그리고 이를 조직한 인간들의 신뢰 못할 판단으로 
행해짐으로써 전혀 예측불가의 영역에 놓인다. 더 나아가 이것은, 
명성과 헌신이란 이유로써 자체 탄력이 붙어버린   지극히   성급한   
행동이기도   하다.
 – 토마스   셸링2

하이테크 장치와 전통의 기술적 존재들 사이의 미학적 단절을 드러내기 
위해 디자이너 사퓌는 ‘구조와 스타일 사이의 연속성 붕괴’를 얘기한 적이 
있다.3 전자공학 소자 수십 억 개가 모인 집적회로들이 틈새없이 배치되는 
하이테크 장치는 그 외장이 내부 얼개, 부품들의 작동과 거의 무관하다는 
것, 그래서 재료와 공정이 형식에 제약을 가하거나 내부가 표층을 조건짓는 
시대가 마감됐다는 것이다. 겉과 속의  유기적 통합이 깨져버린 시대, 그렇다면 
스타일은 물리적 속박에서 해방된 만큼 운신의 폭을 넓혔을까?
 실제의 추이는 이와 달랐다. 예컨대 러츠키에 따르면, 
남김없이 잉여를 쳐내 기능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모더니즘의 강박은 

Chapanis, A., Garner, W. R., & Morgan, 
C. T.,  Applied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Factors in Engineering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49),   
p.7.
Schelling, T.,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6), p.93 | 
Lawrence, F.,  The Evolution of Nuclear 

1

2

Strateg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p.220에서   재인용.
 Chaput, T., “From Socrates To Intel: 
the Chaos of Micro‐Aesthetics,” in J. 
Thackara(ed.),  Design After Modernism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pp.1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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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시대의 기술 스타일마저 추동한다. 다만, 효율과 표준화를 향한 
기계문명의  실리적 단순화 프로젝트가 만료된 상태에서 기하학적 단순성은 
이제 ‘첨단’의 기표로만 작동한다는 것, 이 기표의 획득을 위해 스타일은 
“ 순수히 형식적 합리성으로 추상화되는 ”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4 
결국 부가 장식은 말끔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스위치나 물리 버튼마저 모두 
스크린 터치로 대체되는 작금의 경향은, 첨단의 감각이 미니멀리즘으로 
충족되는 미묘한 상관성에 부응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미니멀리즘을   
소비함으로써   ‘최첨단’을   만끽하게   된다.5

 칩의 집적도 상승이 야기한 소형화 추세에서 조작 버튼 전체를 
삼켜버린 디스플레이까지. 그래서 지금 사용자에게 주어진 것은 검은색의 
납작한 유리판들이다. 시즌 에피소드를 통해 기술 진보 사회의 미래 경관을 
시종일관 음울한 어조로 펼친 영국드라마 〈블랙미러 (Black Mirror) 〉의 
타이틀은 이런 관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가까운 시기, 정보기기의 종류별 
경계가 와해되고 대부분 스크린의 형식으로 수렴할 거란 인텔 소속 어느 
미래학자의 예언처럼6, 이 블랙미러는 전원을 껐을 때 기기 전체를 뒤덮는 
암흑의 스크린이자, 이 시대 일상적 경험을 주조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보편 유형들을 함축한다. 그리고 극소 지능 기계와 신경계의 합성이 일반화된 
근 미래를 배경삼아 〈블랙미러〉가 써내려간 파국의 시나리오들은, 이 검은 
스크린과 이곳 표면에 비춰진 사용자(혹은 시청자) 사이의 일반적 속성과 
모종의 연관성을 맺는다. 지금 사용자들은 기기 내부의  작동 원리나  절차에 
대해선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 몇 번의 표면 터치만으로 뭔가가 척척 
이뤄지는 손 끝의 민활한 감각을  통해 이 모든 무지를 만회하곤 한다 . 앞서 
말한 첨단의 미니멀한 감각은 바로 이런 부류의 체감을 동반하며, 이 ‘무지의 
전능감’이라는 역설 내지는 ‘비대칭의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스크린이야말로, 
미래 인간과 기계가 맺는 온갖 관계의 유형들이 파생될 본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누엘 데란다는 역으로 이 스크린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군사적 
기원에서 파생된 두 가지 관계의 모델을 압축한 적이 있다.7 일단 적의 통신 
암호에서 찾아낸 패턴을 즉시 가시화하거나, 레이더 기지가 전송한 수많은 
정보들을 추려 전황을 파악하는 문제는 군 지휘부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압박해왔다.8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은 컴퓨터 내부 데이터를 
곧바로 시각화 하는 것, 통상적 작업 과정을 압축해 이 디스플레이 공간 
자체를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스크린을 
매개로한 작업은 이에 임하는 인간 오퍼레이터에게 두 가지 기로를 개방하게 
된다. 화면을 응시한 채 점멸하는 신호의 패턴에 반응하면서 점차 의사 결정 
권한을 컴퓨터에 위임하는 존재가 하나의 모델이라면, 다른 한 편은 컴퓨터와 
부산하고 긴밀한 협업을   펼치면서   이미   각자가   확보한   문제   해결   능력을   
융합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상승적   통합   모델이었다.
 인간을 지휘·통제 체계의 정보회로 내부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군 
지휘부는 애초에 이 자리를 영구 배정할 마음이 없었다. 탄도 계산과 수소폭탄 
개발을 통해 컴퓨터의 가공할 잠재력이 파헤쳐진 상태에서, 이 연산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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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MBN 세계경제와 미래포럼, 브라이언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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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시대의 기술 스타일마저 추동한다. 다만, 효율과 표준화를 향한 
기계문명의  실리적 단순화 프로젝트가 만료된 상태에서 기하학적 단순성은 
이제 ‘첨단’의 기표로만 작동한다는 것, 이 기표의 획득을 위해 스타일은 
“ 순수히 형식적 합리성으로 추상화되는 ”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4 
결국 부가 장식은 말끔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스위치나 물리 버튼마저 모두 
스크린 터치로 대체되는 작금의 경향은, 첨단의 감각이 미니멀리즘으로 
충족되는 미묘한 상관성에 부응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미니멀리즘을   
소비함으로써   ‘최첨단’을   만끽하게   된다.5

 칩의 집적도 상승이 야기한 소형화 추세에서 조작 버튼 전체를 
삼켜버린 디스플레이까지. 그래서 지금 사용자에게 주어진 것은 검은색의 
납작한 유리판들이다. 시즌 에피소드를 통해 기술 진보 사회의 미래 경관을 
시종일관 음울한 어조로 펼친 영국드라마 〈블랙미러 (Black Mirror) 〉의 
타이틀은 이런 관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가까운 시기, 정보기기의 종류별 
경계가 와해되고 대부분 스크린의 형식으로 수렴할 거란 인텔 소속 어느 
미래학자의 예언처럼6, 이 블랙미러는 전원을 껐을 때 기기 전체를 뒤덮는 
암흑의 스크린이자, 이 시대 일상적 경험을 주조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보편 유형들을 함축한다. 그리고 극소 지능 기계와 신경계의 합성이 일반화된 
근 미래를 배경삼아 〈블랙미러〉가 써내려간 파국의 시나리오들은, 이 검은 
스크린과 이곳 표면에 비춰진 사용자(혹은 시청자) 사이의 일반적 속성과 
모종의 연관성을 맺는다. 지금 사용자들은 기기 내부의  작동 원리나  절차에 
대해선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 몇 번의 표면 터치만으로 뭔가가 척척 
이뤄지는 손 끝의 민활한 감각을  통해 이 모든 무지를 만회하곤 한다 . 앞서 
말한 첨단의 미니멀한 감각은 바로 이런 부류의 체감을 동반하며, 이 ‘무지의 
전능감’이라는 역설 내지는 ‘비대칭의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스크린이야말로, 
미래 인간과 기계가 맺는 온갖 관계의 유형들이 파생될 본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누엘 데란다는 역으로 이 스크린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군사적 
기원에서 파생된 두 가지 관계의 모델을 압축한 적이 있다.7 일단 적의 통신 
암호에서 찾아낸 패턴을 즉시 가시화하거나, 레이더 기지가 전송한 수많은 
정보들을 추려 전황을 파악하는 문제는 군 지휘부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압박해왔다.8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은 컴퓨터 내부 데이터를 
곧바로 시각화 하는 것, 통상적 작업 과정을 압축해 이 디스플레이 공간 
자체를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스크린을 
매개로한 작업은 이에 임하는 인간 오퍼레이터에게 두 가지 기로를 개방하게 
된다. 화면을 응시한 채 점멸하는 신호의 패턴에 반응하면서 점차 의사 결정 
권한을 컴퓨터에 위임하는 존재가 하나의 모델이라면, 다른 한 편은 컴퓨터와 
부산하고 긴밀한 협업을   펼치면서   이미   각자가   확보한   문제   해결   능력을   
융합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상승적   통합   모델이었다.
 인간을 지휘·통제 체계의 정보회로 내부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군 
지휘부는 애초에 이 자리를 영구 배정할 마음이 없었다. 탄도 계산과 수소폭탄 
개발을 통해 컴퓨터의 가공할 잠재력이 파헤쳐진 상태에서, 이 연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면 엘리트들의 두뇌를 초월한 합리적 판단과 예측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60년대 초, 미 공군 정보 사령부 는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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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루시초프가 월요일자 프라우다지를 읽지 않는다’와 같이 긴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 강력한 컴퓨터에 투입한다면, 마치 셜록 
홈즈처럼 추리해주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가 MX–72 미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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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의 배경은 이랬다.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작전 수행시 고려할 
사항들이 점점 복잡하게 얽히면서 군부는 더 이상 장교들의 경험이나 
직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급기야 각 분야 과학자들이 대거 투입, 이들이 
협력하는 지휘부의 전술적 판단은 점차 수치해석 의 방정식 해를 구하는 
접근과 유사해져갔다. 따라서 이 계산들을 지배하는 컴퓨터의 성능 향상은 
곧바로 군사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견인했고, 방법의 신뢰성에 고무된 그들의 
이상 또한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다. 당시 미 군부가 열망하는 컴퓨터란,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가동시킨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조건에 따른 추이를 
자동으로 생성, 미래 상황을 추론하는 최첨단의 두뇌 기계였기에, 따지고 
보면 이런 발상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렇게 전황을 
예측하는 지능이라면 적이 선제 공격하는 위급 상황에도 컴퓨터 스스로가 
타개책을 선택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의 저변에는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부정확한 의사 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인간의 
역할을 미래  예측과 자동화된  전략 무기 체계의 완성 직전까지만   시한부   
배정하겠다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릭라이더 (J. C. R. Licklider) 는 이런 전망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군부가 계획했던 노선으로부터 컴퓨터의 진화 궤도를 이탈시키려했다. 
62년 ARPA (DARPA)10의 산하 기관 책임자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 실시간 
개입하는 시스템으로서 인간과  공생적 협력 이 필요하다는 점, 컴퓨터의 
전자적 힘과 대뇌 피질의 생물학적 능력을  공고히 결합함 으로써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에 완전히 혁신적 차원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군부에 피력했다. 
그가 볼 때, 자동화 시스템에 모든 능력치를 몰아넣고 인간이 컴퓨터의 
작업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방식은 일단 실현 가능성도 의심되지만, 사전에 
공식화하지 못한(혹은 할 수 없는) 수많은 우발적 사태에 취약하다.  오히려  
인간‐컴퓨터 간 밀착 상태에서 직관과 논리를 동시 투입해가며 생성시킨 
인터랙션의 탄력적 흐름으로 현대전의 속도와 복잡성, 비예측성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고도의 계산 능력이 아니라 당장 

오퍼레이터와 공조할  수 있는 컴퓨터였고, 이를 위해    양측   결합을   촉진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급선무였다.   이미   60년   논문에서   그는   아래처럼   진술한   
바   있다.

많은 작업에서 오퍼레이터의 것과 기계 장치의 기여분이 완전히 
혼합된다면 그것을 말끔히 분리해 계량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 인간과 컴퓨터 모두가 문제에 
상응하는 경험상의 선례를 찾아낸다든가, 이어서 컴퓨터가 인간의   
직관적   판단에   부합하는   행동   방침을   제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11

 그리고   이   뒤섞임을   향한   디스플레이의   이상은   다음과   같았다.

꽤 많은 컴퓨터가 오실로스코프 스크린에 도표를 그리거나 몇몇은 
형상과 문자 표시에 특화된 캐릭트론관을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알기론, 전문성 짙은 회의 진행 와중에 연필과 낙서장, 분필이나 
칠판을 활용하는 것 만큼 편리함과 유연성을 확보한 사례는 없다.  (…)  
단언컨대, 양측의 효율적 인터랙션을 위해서는 인간과 컴퓨터 서로가 
같은 디스플레이 상에 그래프와 그림을 그리고   메모하거나   방정식을   
적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12

 냉전의 초입에서 미 군부는 컴퓨터의 계산과 판단을 빠르게 
모니터링하는 영토로서 스크린이 인간의 지분을 효과적으로 삭감해나가는 
전초가 되리라 기대했지만, 릭라이더는 오히려 이런 시각 인터페이스가 인간 
– 기계의 강결합 추진의 동력이 될거라 예상했다. 그리고 확인된 바, 실현된 
쪽은 후자였다. 지금 몸에 장착한 소형화 기기와 포인팅 디바이스,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터치스크린을 매개로 원격 서버에 상시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사용자들의 모습은 이미 그가 
동원한 “공생”, “공고한 결합” 같은 수사들의 상징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57년, 
소련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기술 연구, 첨단 무기 개발의 요청에 부응해 
발족한다. 처음 명칭은 ARPA였고, 72년에 

10 DARPA로 명칭이 바뀐 뒤 93년 클링턴 행정부 
때 다시 ARPA로 되돌린 바   있다.   그러나   
96년부터   DARPA로   되돌려   지금까지   명칭이   
유지되고   있다.

Licklider,   J.   C.   R.,   “Man‐Computer   
Symbiosis,”    IRE   Transactions   on   Human   
Factors   in   Electronics    HFE‐1   (1960),   p.6.

11 Licklider   (1960),   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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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의 배경은 이랬다.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작전 수행시 고려할 
사항들이 점점 복잡하게 얽히면서 군부는 더 이상 장교들의 경험이나 
직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급기야 각 분야 과학자들이 대거 투입, 이들이 
협력하는 지휘부의 전술적 판단은 점차 수치해석 의 방정식 해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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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컴퓨터 간 밀착 상태에서 직관과 논리를 동시 투입해가며 생성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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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다.

Licklider,   J.   C.   R.,   “Man‐Computer   
Symbiosis,”    IRE   Transactions   on   Human   
Factors   in   Electronics    HFE‐1   (1960),   p.6.

11 Licklider   (1960),   p.   9.12



사
이
버
네
틱
스
와

 그
 이
후

, 회
로

 내
부
의

 인
적
성
분

 처
리
를

 위
한

 결
합
과

 시
뮬
레
이
션
의

 역
사

56 57

그러나 스크린이 워낙 지배적 인터페이스로 부상한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바라보는 총체적 프레임에 착시가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스크린의 
계보학이   들려주는   시스템   내   인간의   입지와,   맨 – 머신   시스템의   역사가   
조망하는   둘   사이의   관계는   약간의   이격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릭라이더는 지휘와 통제에 관한 문제의 근간이 인간 – 컴퓨터 
인터랙션과 직결됨을 어젠다로 공표하면서, 부임하자마자 자신이 이끌 
‘지휘 및  통제 연구 분과(Command and Control Research Office)’ 의 
명칭을 ‘정보처리 기술 분과(IPTO: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ques 
Office)’로 바꾼다.13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군사적 테두리 내에 머물기보다 
컴퓨터 운용과 정보처리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해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이에 동의한 ARPA의 지휘부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간다. 여러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는 시분할, 각종 
공학 응용 소프트웨어와 이와 연동하는 그래픽 기반의 디스플레이, 터미널을 
통한 원격의 온라인 접속 시스템 개발과 같이 ‘인터랙티브’와 ‘네트워킹’으로 
압축되는 후세대 컴퓨터 연구의 핵심 분야들이 그와 그의 연구 협력 조직들에 
의해   개척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개괄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최대의 위급 
사안에 대해선 접근이 상이했다는 점이다. ARPA의 국장이었고 지휘 · 명령 
체계의 컴퓨터화 추진을 위해 직접 그를 이곳 부서의 책임자로 섭외해 
임명했던 잭 루이나(Jack Ruina)는, 63년 의회 증언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전적으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될 것임을 예고했다. 소련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공격은 누구도 예상 못한 “급작스런 공격”이 될 공산이 
크며 이에 대비한 나이키 – 제우스(Nike – Zeus)의 핵탄두 요격 미사일은 
대통령 승인 없이 즉각 발사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대응의 긴박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컴퓨터가 주관”하는 완전 자동화 
체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인간 – 컴퓨터 인터랙션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사일 디펜스와 결별하게 된다.14 아직 초기 단계의 

신뢰도 낮은 소프트웨어, 미처 검증되지 못한 인간 – 컴퓨터 인터랙션은 
초를 다투는 속도의 영역에서 설자리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컴퓨터는 막강한 계산력을 기반으로 수치 해석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공격이 감행되면 그 자체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정작 미사일 핵 전쟁에 대한 과거 
데이터는 전무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계산물리학적으로 검증된 전투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시키려면,   인간보다   
컴퓨터에   대한   신뢰가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까닭이다.

아무리   복잡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도   인간은   항상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나이키 – 제우스만은   제외합니다.15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ARPA의 정책적 선택, 즉 매년 릭라이더의 
IPTO에 1천 4백만 달러씩을 지원하면서도,16 그리고 하원들에게 그 지원금의 
당위를 설득하면서도, 정작 미사일 방어에 있어선 그들 연구를 배제하는 
모순은 냉전 시대에 군부가 겪었던 딜레마를 함축하는 동시에 그들이 
2차 대전부터 머리 싸매왔던 주된 고민이 어떻게 냉전으로 승계됐는지에 
관한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 파헤쳐 보면 릭라이더의 공생에 관한 미래 
비전은 ‘컴퓨터 과학’과 ‘인간공학(human factor engineering 혹은 
공학심리학)’이라는 두 연구 영역의 교차 지대에서 잉태됐고,17 이들 분야의 
탄생엔 모두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얽혀있었다. 이동과 
타격의 물리적 속도, 적에 투사하는 화력과 살상의 효율, 첩보의 정확성과 
대처의 기민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만 했던 광포한 시기였기에, 이런 
요청에 부응하려는 전쟁 수행 기계들은 첨단을 질주하며 전세대의 그것들을 
압도해 나갔다. 그러나 기술의 고도화엔 제약이 없는 반면 인간의 능력은 
생리학적 조건의 한계치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것, 뉴타입(Newtype) 
같은 진화 인류가 등장하기 전까진 이 진보의 비대칭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시스템 내 인간의 역할과 적절성 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부상한다. 

O’Neil, J. E., “The Role of ARPA in the 
Development of the ARPANET, 1961‐1972”, 
IEEE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17:4 (1995), p.76‐77.

13 Slayton,   R.,    Arguments   that   Count:   
Physics,   Computing,   and   Missile   Defense,   
1949‐2012    (Cambridge:   The   MIT   Press,   
2013),   pp.63‐84.

14
잭   루이나의      1963년   5월   의회   증언   내용   일부.   
Slayton(2013),   p.80.
당시 릭라이더의 IPTO가 받은 연구 자금은 
여타 컴퓨터 연구 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총액 보다 많은 액수였다. Newman, N.,  Net 

15

16

Loss: Internet   Prophets,   Private   Profits,   and   
the   Costs   to   Community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   Press,   2002),   p.49.
Hookway,   B.,    Interface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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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크린이 워낙 지배적 인터페이스로 부상한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바라보는 총체적 프레임에 착시가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스크린의 
계보학이   들려주는   시스템   내   인간의   입지와,   맨 – 머신   시스템의   역사가   
조망하는   둘   사이의   관계는   약간의   이격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릭라이더는 지휘와 통제에 관한 문제의 근간이 인간 – 컴퓨터 
인터랙션과 직결됨을 어젠다로 공표하면서, 부임하자마자 자신이 이끌 
‘지휘 및  통제 연구 분과(Command and Control Research Office)’ 의 
명칭을 ‘정보처리 기술 분과(IPTO: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ques 
Office)’로 바꾼다.13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군사적 테두리 내에 머물기보다 
컴퓨터 운용과 정보처리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해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이에 동의한 ARPA의 지휘부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간다. 여러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는 시분할, 각종 
공학 응용 소프트웨어와 이와 연동하는 그래픽 기반의 디스플레이, 터미널을 
통한 원격의 온라인 접속 시스템 개발과 같이 ‘인터랙티브’와 ‘네트워킹’으로 
압축되는 후세대 컴퓨터 연구의 핵심 분야들이 그와 그의 연구 협력 조직들에 
의해   개척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개괄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최대의 위급 
사안에 대해선 접근이 상이했다는 점이다. ARPA의 국장이었고 지휘 · 명령 
체계의 컴퓨터화 추진을 위해 직접 그를 이곳 부서의 책임자로 섭외해 
임명했던 잭 루이나(Jack Ruina)는, 63년 의회 증언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전적으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될 것임을 예고했다. 소련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공격은 누구도 예상 못한 “급작스런 공격”이 될 공산이 
크며 이에 대비한 나이키 – 제우스(Nike – Zeus)의 핵탄두 요격 미사일은 
대통령 승인 없이 즉각 발사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대응의 긴박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컴퓨터가 주관”하는 완전 자동화 
체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인간 – 컴퓨터 인터랙션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사일 디펜스와 결별하게 된다.14 아직 초기 단계의 

신뢰도 낮은 소프트웨어, 미처 검증되지 못한 인간 – 컴퓨터 인터랙션은 
초를 다투는 속도의 영역에서 설자리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컴퓨터는 막강한 계산력을 기반으로 수치 해석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공격이 감행되면 그 자체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정작 미사일 핵 전쟁에 대한 과거 
데이터는 전무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계산물리학적으로 검증된 전투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시키려면,   인간보다   
컴퓨터에   대한   신뢰가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까닭이다.

아무리   복잡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도   인간은   항상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나이키 – 제우스만은   제외합니다.15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ARPA의 정책적 선택, 즉 매년 릭라이더의 
IPTO에 1천 4백만 달러씩을 지원하면서도,16 그리고 하원들에게 그 지원금의 
당위를 설득하면서도, 정작 미사일 방어에 있어선 그들 연구를 배제하는 
모순은 냉전 시대에 군부가 겪었던 딜레마를 함축하는 동시에 그들이 
2차 대전부터 머리 싸매왔던 주된 고민이 어떻게 냉전으로 승계됐는지에 
관한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 파헤쳐 보면 릭라이더의 공생에 관한 미래 
비전은 ‘컴퓨터 과학’과 ‘인간공학(human factor engineering 혹은 
공학심리학)’이라는 두 연구 영역의 교차 지대에서 잉태됐고,17 이들 분야의 
탄생엔 모두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얽혀있었다. 이동과 
타격의 물리적 속도, 적에 투사하는 화력과 살상의 효율, 첩보의 정확성과 
대처의 기민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만 했던 광포한 시기였기에, 이런 
요청에 부응하려는 전쟁 수행 기계들은 첨단을 질주하며 전세대의 그것들을 
압도해 나갔다. 그러나 기술의 고도화엔 제약이 없는 반면 인간의 능력은 
생리학적 조건의 한계치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것, 뉴타입(Newtype) 
같은 진화 인류가 등장하기 전까진 이 진보의 비대칭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시스템 내 인간의 역할과 적절성 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부상한다. 

O’Neil, J. E., “The Role of ARPA in the 
Development of the ARPANET, 1961‐1972”, 
IEEE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17:4 (1995), p.76‐77.

13 Slayton,   R.,    Arguments   that   Count:   
Physics,   Computing,   and   Missile   Defense,   
1949‐2012    (Cambridge:   The   MIT   Press,   
2013),   pp.63‐84.

14
잭   루이나의      1963년   5월   의회   증언   내용   일부.   
Slayton(2013),   p.80.
당시 릭라이더의 IPTO가 받은 연구 자금은 
여타 컴퓨터 연구 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총액 보다 많은 액수였다. Newman, N.,  Net 

15

16

Loss: Internet   Prophets,   Private   Profits,   and   
the   Costs   to   Community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   Press,   2002),   p.49.
Hookway,   B.,    Interface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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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인간이 설계했지만 인간이 활용하기 버거워질 정도로 고도화된 
시스템, 그 관계의   파열이   각성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열돼버린 관계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시스템 성능의 무한 향상과 정확한 미래 예측을 꿈꾸는 전쟁의 
속성에 비춰, 이곳에 투입된 인간은 여러모로 함량 미달이며 공학적 제어가 
투명하게 배어들지 않아 늘 미심쩍은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따라서 아예 이 
부적합 성분을 배제하는 궁극의 계획에 착수해 보지만, 그 머나먼 결별의 
도착지까지 어떻게든 관계의 봉합에 힘써야하는 불편한 여정이 2차 대전 
후반과 냉전의 시기를 거쳐 펼쳐진다. 그런데 이 배제와 봉합의 과제에 대한 
공통적 단서는 인간, 기계 양측 모두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 통신 패턴의 
유지와 메시지 순환을 통해 정교한 행동을 구현한다는   가설적   교집합에서   
잡힐   수   있었다.
 본 논의는, 이 정보처리라는 공통의 지대를 발판 삼아 인간과 
전쟁 수행 기계 사이에서 상호 교환적 메타포가 차용되는 역사에 집중할 
것이며, 이질적 특수성의 농도를 희석시킨 채 인간과 기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용합하려는 공학적 시도와 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90년대 
중반 과학사가 피커링 (Andy Pickering) 에 의해 ‘사이보그 과학 (cyborg 
science)18’으로 명명된 이들 논의와 분석 기법은, 이후 냉전 시대 핵 전력 
기반의 지휘 · 통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지배 원리로서,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 
도발로 현실화될 수 있는 파국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태세로서, 그리고 
경제와 사회 조직 문제를 조율하는 문제 접근법으로서 파급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전장에서 일상으로, 지휘와 통제의 층위에서 지금은 집단 행동과 
개인 습관, 내적 취향으로까지 침전하는 1940 – 50년대 전쟁 과학 연구의 
역사적 보편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인간  
 – 기술 조합의   원류가   과연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01.
과거에 통용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결합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나 
‘적자생존’의 비유로 압축될만한 방법이었다.19 전차 운전병이 필요하면 
비좁은 조종실 내에서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집 작은 군인을 
선발한다든가, 잠수정 승무원을 뽑으려면 키가 평균보다 작되 힘은 
일반인들보다 센 사람을 고르는 식이다. 그리고 훈련을 통한 적응은 온전히 
그곳에 투입된 군인들의 몫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런 접근법은 점차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20 이후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관점의 전환과 체계적 대비책 없인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심리학의 
비중있는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흐름은 공격과 방어체계 
모두가 과거에 비해 엄청난 인지적 노동을 요구해 온다는 것, 복잡도의 증가, 
속도의 상승에 따라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신체   반응   지연   시간을   한계로   
몰아넣는   상황에   상당부분   기인했다.21

 가령 다음을 살펴보자. 프로펠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 
비행하는 전투/폭격기 내에서 파일럿은 제트 엔진의 소음과 급선회 시의 
원심력을 견디며 온전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공중 타깃은 
점점 더 이동 속도를 높여가는데, 함포 조준을 위한 탄도 계산에 인간의 
수작업 개입이 허용될만한 여지가 남아있기는 한가? 안테나가 포착한 영공의 
상황을 레이더 시스템이 처리해 시시각각 데이터로 쏟아낼 때, 오퍼레이터의 
집중력은 얼마나 그 정보량과 처리 속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하나같이 지침과 규율 엄수를 강조하는 기존 훈련 방식으론 해결될 
수 없는 부류였고, 이들 문제를 향한 응대로서 1950 – 60년   사이   미국에선   
공학심리학이   폭발적으로   확대22되고   있었다.
 연구의 기조는 이랬다. 애초에 이런 적대적 환경이라면 훈련과 
매뉴얼 숙지만으론 적응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적응의 부담을 인간과 

인간과 기계, 사물들 사이의 고전적 경계를 
와해시키며 총체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피커링은 사이버네틱스, 운용연구, 시스템 
다이내믹스, 게임이론 등의 과학적 방법론 등을 

18 묶어 사이보그과학으로 명명한다. Pickering, 
A., “Cyborg History and the World War 
II Regime,”  Perspectives On   Science    
3:1(1995),   pp.1‐48.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대한 은유는 Taylor, 
F. V., “Psychology and the Design of 
Machines,” American Psychologist  
12:5 (1957), p.249, 적자생존과의   비유는   
Meister,   D.,    The   History   of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London:   LEA,   1999),   
pp.147‐151 을   참고.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는 그것과의 결합에 
부합하는 인간의 채택률을 떨어뜨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적 수요를 맞출 수 없게 

19

20

된다는 점, 그리고   병기   시스템이   첨단화   될수록   
기기의   복잡도가   상승해   조작자의   잦은   실수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이   불거졌다.
Wickens, C. D.,  Engineering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 (2nd edition), 
진영선·곽호완 역, 『공학심리학: 시스템설계와 
인간수행』 (성원사,   1994),   4‐5쪽.
Grether,   W.   F.,   “Engineering   psycholog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sychologist    23:10   (1968),   p.745.

21

22



사
이
버
네
틱
스
와

 그
 이
후

, 회
로

 내
부
의

 인
적
성
분

 처
리
를

 위
한

 결
합
과

 시
뮬
레
이
션
의

 역
사

58 59
요컨대 인간이 설계했지만 인간이 활용하기 버거워질 정도로 고도화된 
시스템, 그 관계의   파열이   각성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열돼버린 관계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시스템 성능의 무한 향상과 정확한 미래 예측을 꿈꾸는 전쟁의 
속성에 비춰, 이곳에 투입된 인간은 여러모로 함량 미달이며 공학적 제어가 
투명하게 배어들지 않아 늘 미심쩍은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따라서 아예 이 
부적합 성분을 배제하는 궁극의 계획에 착수해 보지만, 그 머나먼 결별의 
도착지까지 어떻게든 관계의 봉합에 힘써야하는 불편한 여정이 2차 대전 
후반과 냉전의 시기를 거쳐 펼쳐진다. 그런데 이 배제와 봉합의 과제에 대한 
공통적 단서는 인간, 기계 양측 모두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 통신 패턴의 
유지와 메시지 순환을 통해 정교한 행동을 구현한다는   가설적   교집합에서   
잡힐   수   있었다.
 본 논의는, 이 정보처리라는 공통의 지대를 발판 삼아 인간과 
전쟁 수행 기계 사이에서 상호 교환적 메타포가 차용되는 역사에 집중할 
것이며, 이질적 특수성의 농도를 희석시킨 채 인간과 기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용합하려는 공학적 시도와 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90년대 
중반 과학사가 피커링 (Andy Pickering) 에 의해 ‘사이보그 과학 (cyborg 
science)18’으로 명명된 이들 논의와 분석 기법은, 이후 냉전 시대 핵 전력 
기반의 지휘 · 통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지배 원리로서,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 
도발로 현실화될 수 있는 파국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태세로서, 그리고 
경제와 사회 조직 문제를 조율하는 문제 접근법으로서 파급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전장에서 일상으로, 지휘와 통제의 층위에서 지금은 집단 행동과 
개인 습관, 내적 취향으로까지 침전하는 1940 – 50년대 전쟁 과학 연구의 
역사적 보편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인간  
 – 기술 조합의   원류가   과연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01.
과거에 통용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결합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나 
‘적자생존’의 비유로 압축될만한 방법이었다.19 전차 운전병이 필요하면 
비좁은 조종실 내에서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집 작은 군인을 
선발한다든가, 잠수정 승무원을 뽑으려면 키가 평균보다 작되 힘은 
일반인들보다 센 사람을 고르는 식이다. 그리고 훈련을 통한 적응은 온전히 
그곳에 투입된 군인들의 몫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런 접근법은 점차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20 이후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관점의 전환과 체계적 대비책 없인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심리학의 
비중있는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흐름은 공격과 방어체계 
모두가 과거에 비해 엄청난 인지적 노동을 요구해 온다는 것, 복잡도의 증가, 
속도의 상승에 따라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신체   반응   지연   시간을   한계로   
몰아넣는   상황에   상당부분   기인했다.21

 가령 다음을 살펴보자. 프로펠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 
비행하는 전투/폭격기 내에서 파일럿은 제트 엔진의 소음과 급선회 시의 
원심력을 견디며 온전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공중 타깃은 
점점 더 이동 속도를 높여가는데, 함포 조준을 위한 탄도 계산에 인간의 
수작업 개입이 허용될만한 여지가 남아있기는 한가? 안테나가 포착한 영공의 
상황을 레이더 시스템이 처리해 시시각각 데이터로 쏟아낼 때, 오퍼레이터의 
집중력은 얼마나 그 정보량과 처리 속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하나같이 지침과 규율 엄수를 강조하는 기존 훈련 방식으론 해결될 
수 없는 부류였고, 이들 문제를 향한 응대로서 1950 – 60년   사이   미국에선   
공학심리학이   폭발적으로   확대22되고   있었다.
 연구의 기조는 이랬다. 애초에 이런 적대적 환경이라면 훈련과 
매뉴얼 숙지만으론 적응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적응의 부담을 인간과 

인간과 기계, 사물들 사이의 고전적 경계를 
와해시키며 총체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피커링은 사이버네틱스, 운용연구, 시스템 
다이내믹스, 게임이론 등의 과학적 방법론 등을 

18 묶어 사이보그과학으로 명명한다. Pickering, 
A., “Cyborg History and the World War 
II Regime,”  Perspectives On   Science    
3:1(1995),   pp.1‐48.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대한 은유는 Taylor, 
F. V., “Psychology and the Design of 
Machines,” American Psychologist  
12:5 (1957), p.249, 적자생존과의   비유는   
Meister,   D.,    The   History   of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London:   LEA,   1999),   
pp.147‐151 을   참고.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는 그것과의 결합에 
부합하는 인간의 채택률을 떨어뜨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적 수요를 맞출 수 없게 

19

20

된다는 점, 그리고   병기   시스템이   첨단화   될수록   
기기의   복잡도가   상승해   조작자의   잦은   실수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이   불거졌다.
Wickens, C. D.,  Engineering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 (2nd edition), 
진영선·곽호완 역, 『공학심리학: 시스템설계와 
인간수행』 (성원사,   1994),   4‐5쪽.
Grether,   W.   F.,   “Engineering   psycholog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sychologist    23:10   (1968),   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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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양측 모두에 안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했고 이를 위해 근운동 
체계의 특수성이나 인간의 지각, 인지 속성 일부를 시스템 표면에 각인해 
인터랙션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들 연구의 저변엔 
‘맨 – 머신 유닛(man – machine unit, 혹은 man – machine system)’23이란 
새로운 개념이 관류하고 있었다. 이는 오퍼레이터를 별개의 존재로 놓고 이미 
완성된 기계에 규율로써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타 
성분들처럼 인간이 그들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설계 단계부터 전체를 
통합, 조율하는 접근이었다.24 이로써 결합의 안정성을 높힐 뿐 아니라 전체가 
단일 유닛으로 용합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냉전의 담론이 
공간 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후크웨이는, 전후 맨 – 머신   
인터랙션이   가장   전위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으로   콕핏을   지목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비행 계기의 복잡도가 상승하면서 콕핏 계기반의 체계적 설계가 
이어졌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콕핏 내부에서의 정보 흐름은 
파일럿의 의사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로서의 콕핏은 파일럿과 기체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중재하는   동시에,   환경으로서의   콕핏은   파일럿이나   탑승요원의   심리,   
생리학적   요구에   응대해야   했다.25

 
 콕핏을 ‘정보가 흐르는 공간’으로 묘사한 부분에 주목해보자. 
그렇다면 이 공간을 매개로 기체와 결합하는 파일럿 역시, 정보 회로의 
일정 구간을 책임지는 다른 전기 – 기계적 장치들과 본질상 차이가 없지 
않을까? 복잡한 계기를 해독해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작을 가하고, 적기가 
조준선과 일치되는 찰나를 포착해 발사 버튼을 누르는 과정 모두는, 각종 
계기패널과 제어 메커니즘 사이를 잇는 ‘정보처리 장치’, ‘서보메커니즘’의 
역할로 치환된다해도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벨 

연구소(Bell Laboratories)에서 대공포의 디렉터26 개발에 엔지니어로 
참여했던 페렐(Enoch Ferrell)은 포의 조준에 임하는 오퍼레이터의 지각과 
행동의 프로세스를 ‘눈과 뇌를 통해 감지된 십자 조준선과 타깃 사이의 
방위각 오차가 근육에 의해 증폭된 뒤 핸들과 기어열을 거쳐 출력축을 
움직이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의 작동과 완전히 일치시킨 적이 있다(그의 
42년 보고서27). 그리고 이런   기계   성분과   인간의   유비는   전후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었다.
 프랭클린 테일러 (Franklin V. Taylor) 의 사례가 이에 적합할 것이다. 
1947년 그는 해군 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에서 함포사격 
통제 장치와 미사일 제어 계통의 설계에 참여했고, 이 프로젝트는 동일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군사 훈련 시뮬레이터의 평가 및 개발, 그리고 타깃 
추적 시 이뤄지는 눈과 손의 협응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다.28 
최종적으로는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극복하면서 필드의 규율에 맞춰 정확한 
조작이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것, 그리고 이전의 것보다 실질적 효용 가치가 
있는 훈련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에 관한 연구개요를 
작성한 뒤 정확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인간 심리와 기계 디자인의   
상관성에   관한   논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밝힌다.

어떤 시스템은 오퍼레이터에게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계산기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한편, 다른 시스템에선 정확히 비례적 
반응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느 레이더 경보 시스템은 타깃 
각각으로부터의 위협을 계산하도록 하거나 가장 위협적인 대상을 
가리키도록 요구하지만, 다른 시스템은 다가올 위협을 자동으로 
계산한 다음, 당장 경고가 울려야할 타깃에 표식 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9

이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킨 논문은 다음으로 
추정된다. Hunter, W. S., “Psychology in the 
War,”  American Psychologist 1:11 (1946), 
pp.479‐92.
이런 관점에서는 만일 조작의 실수가 벌어졌을 
때, 이것은 오퍼레이터의 부주의함 보다, 기계의 
설계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23

24

접근한다.   실수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Hookway, B. “Cockpit,” in B. Colomina, 
A. Brennan & J. Kim (eds.),  Cold War 
Hothouse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4). pp. 41‐42.

25

대공방어 시스템에서 건디렉터의 역할은 
목표물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과 탄도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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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양측 모두에 안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했고 이를 위해 근운동 
체계의 특수성이나 인간의 지각, 인지 속성 일부를 시스템 표면에 각인해 
인터랙션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들 연구의 저변엔 
‘맨 – 머신 유닛(man – machine unit, 혹은 man – machine system)’23이란 
새로운 개념이 관류하고 있었다. 이는 오퍼레이터를 별개의 존재로 놓고 이미 
완성된 기계에 규율로써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타 
성분들처럼 인간이 그들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설계 단계부터 전체를 
통합, 조율하는 접근이었다.24 이로써 결합의 안정성을 높힐 뿐 아니라 전체가 
단일 유닛으로 용합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냉전의 담론이 
공간 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후크웨이는, 전후 맨 – 머신   
인터랙션이   가장   전위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으로   콕핏을   지목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비행 계기의 복잡도가 상승하면서 콕핏 계기반의 체계적 설계가 
이어졌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콕핏 내부에서의 정보 흐름은 
파일럿의 의사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로서의 콕핏은 파일럿과 기체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중재하는   동시에,   환경으로서의   콕핏은   파일럿이나   탑승요원의   심리,   
생리학적   요구에   응대해야   했다.25

 
 콕핏을 ‘정보가 흐르는 공간’으로 묘사한 부분에 주목해보자. 
그렇다면 이 공간을 매개로 기체와 결합하는 파일럿 역시, 정보 회로의 
일정 구간을 책임지는 다른 전기 – 기계적 장치들과 본질상 차이가 없지 
않을까? 복잡한 계기를 해독해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작을 가하고, 적기가 
조준선과 일치되는 찰나를 포착해 발사 버튼을 누르는 과정 모두는, 각종 
계기패널과 제어 메커니즘 사이를 잇는 ‘정보처리 장치’, ‘서보메커니즘’의 
역할로 치환된다해도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벨 

연구소(Bell Laboratories)에서 대공포의 디렉터26 개발에 엔지니어로 
참여했던 페렐(Enoch Ferrell)은 포의 조준에 임하는 오퍼레이터의 지각과 
행동의 프로세스를 ‘눈과 뇌를 통해 감지된 십자 조준선과 타깃 사이의 
방위각 오차가 근육에 의해 증폭된 뒤 핸들과 기어열을 거쳐 출력축을 
움직이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의 작동과 완전히 일치시킨 적이 있다(그의 
42년 보고서27). 그리고 이런   기계   성분과   인간의   유비는   전후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었다.
 프랭클린 테일러 (Franklin V. Taylor) 의 사례가 이에 적합할 것이다. 
1947년 그는 해군 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에서 함포사격 
통제 장치와 미사일 제어 계통의 설계에 참여했고, 이 프로젝트는 동일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군사 훈련 시뮬레이터의 평가 및 개발, 그리고 타깃 
추적 시 이뤄지는 눈과 손의 협응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다.28 
최종적으로는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극복하면서 필드의 규율에 맞춰 정확한 
조작이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것, 그리고 이전의 것보다 실질적 효용 가치가 
있는 훈련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에 관한 연구개요를 
작성한 뒤 정확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인간 심리와 기계 디자인의   
상관성에   관한   논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밝힌다.

어떤 시스템은 오퍼레이터에게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계산기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한편, 다른 시스템에선 정확히 비례적 
반응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느 레이더 경보 시스템은 타깃 
각각으로부터의 위협을 계산하도록 하거나 가장 위협적인 대상을 
가리키도록 요구하지만, 다른 시스템은 다가올 위협을 자동으로 
계산한 다음, 당장 경고가 울려야할 타깃에 표식 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9

이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킨 논문은 다음으로 
추정된다. Hunter, W. S., “Psychology in the 
War,”  American Psychologist 1:11 (1946), 
pp.479‐92.
이런 관점에서는 만일 조작의 실수가 벌어졌을 
때, 이것은 오퍼레이터의 부주의함 보다, 기계의 
설계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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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한다.   실수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Hookway, B. “Cockpit,” in B. Colomina, 
A. Brennan & J. Kim (eds.),  Cold War 
Hothouse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4). pp. 41‐42.

25

대공방어 시스템에서 건디렉터의 역할은 
목표물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과 탄도 계산의 
수행으로 압축된다. 우선 목표물의 속도와 
방향, 거리를 측정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요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공포   조준을   위한   방위각과   
고도의   산출   그리고   발포   후   폭발까지의   
소요시간을   계산한다.
Ferrell, E. B., “Automatic Tracking as 
a Feedback Problem,” 20 May 1942, 
OSRD 7 GP, Box 2 | Mindell, D. A.,  

26

27

Between Human and Machin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2002),   
p.285에서   재인용.
Taylor,   F.   V.,   “Psychology   at   the   Naval   
Research   Laboratory,”    American    
Psychologist    2:3   (1947),   pp.87‐92.
T aylor,   F.   V.,   “Psychology   and   the   Design   
of   Machines,”    American   Psychologist  
1  2:5   (1957),   p.254.

28

29



사
이
버
네
틱
스
와

 그
 이
후

, 회
로

 내
부
의

 인
적
성
분

 처
리
를

 위
한

 결
합
과

 시
뮬
레
이
션
의

 역
사

62

63

 57년 테일러의 논문에 기술된 인간은 존재의 총체성 대부분을 
삭감한 채 정신과 행동의 국소 기능을 시스템 내부로 이식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 유형은 앞서 말한 눈과 손의 협응에 의한 것으로서, 디스플레이 정보에 
반응해 버튼과 스위치를 조작하는 “입·출력 체계”였고, 이들 오퍼레이터는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도맡는 생물학적 연결축”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뒤, 
심리학자 가그네는 이미 고전이된 테일러의 논문을 인용해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 정신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그 밖의 기능 회로들을 적절히 폐쇄해야 
한다는 점, 이런 선별적 조율을 위해 실험으로써 인간의 내적 체계를 상세히 
파악해야 함을 피력한다.30 이 공학심리학 실험의 목표는 상황에 따른 
운동능력의 한계, 반응의 임계치, 경계의 민감도 같은 계측 자료들을 확보해 
그 변화의 기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었고, 이런 수치화 데이터는 
인간과 기계의 접촉면을 최적화 하는데 투입된다. 이를테면 합리적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목적에 부합토록 조절할 수 
있다는 접근이었으며, 이 일련의 과정은   생리학적   결격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상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완해내기   위한   냉전   시대의   분투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계가 인간을 배려하기 위해 인간이 다시 기계 부속으로 
치환돼야하는 역설은 지각과 인지활동에 관한 수량적 데이터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서부터 심리학자들은 대역폭(bandwidth), 
채널용량(channel capacity), 증폭률(gain), 필터링(filtering) 등과 같은 
통신공학 분야의 용어들을 정신활동에 대입해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기계와 동등한 방식으로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령 대역폭은 신경계가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발생 빈도(Hz)를 의미하는 한편, 시각과 청각 기관은 서로 분리된 통신 
채널로서 각기 다른 채널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의 성질과 어떤 채널을 
사용하는가로써 좌우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만일 시스템에 삽입되는 지각과 반응, 주의나 경계 등의 정신 
활동의 면면이 수학적으로 계측 가능하고 이런 내적 기제가 통신공학의 
원리로써 합리화될 수 있다면, 이를 다시 기계 장치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엔 훨씬 더 난도 높은 문제가 개입된다. 대표적으로 의사 
결정의 미묘함과 복잡성은 ‘입·출력 터미널’이나 ‘데이터 전송의 연결축’ 같은 
모델로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관건은 이것을 대체하는 
기계적 프로세스가   구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령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PPI (plan position indicator)31 상에서 
매우 어렴풋한 신호(faint blip)를 확인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이 신호를 
적기로 판단할 것인지, 그냥 오류 신호로 간주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제는 단지 
신호를 ‘발견’, 혹은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32 왜냐하면 상부에 적기로 보고했을 때와 무시해버렸을 때, 각각의 
선택이 감수하는 위험과 득실의 미묘한 계산, 앞일에 대한 불안정한 예측이 
중첩되면서 오퍼레이터의 내면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신호라면 그냥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적의 공습을 
알리는 신호라면 어떻게 하지?”33 결국 필드의 실질적 문제에 대처할만한 
인지 모델이 추가되지 않고선 오퍼레이터의 의사 결정을 계량화할 수 없다. 
기존 공학심리학에선 이 오퍼레이터가 PPI의 광점을 얼마나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적을 표시하는 광점이 쉽게 식별되려면 어떤 밝기, 어느 빈도로 
점멸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수치적 해답을 추산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지만, 
이제 새로운 접근은 신호감지 프로세스를 ”지각+판단”의 체계로 묶어 그 
복합적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지심리학의 
접근로가 개척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모호하지만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을   메운   것은   다름아닌   ‘디지털   컴퓨터’의   은유였다.
 인지심리학 진영은 인간의 의사 결정과 판단이 자극과 반응의 
연쇄가 아니라 순차적 규칙에 따른 논리 연산으로 성립됨을 전제하고, 이를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입증함으로써 이 미지의 내적 절차를 
정연한 형식으로 규명코자 했다. 특히나 군사적 관점에서 컴퓨터는 정교한 

Gagne, R. M., “Human Functions in 
Systems,” in R. M. Gagne & A. W. 
Melton(eds.),  Psychological Principles in 

30 System Development (New York:   Rinehart   
&   Winston,   1962),   pp.35‐74.

레이더가   탐지한   영공의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보편적   디스플레이의   형태이다.
Lachman, R. & Butterfield, E. C., 
“Psychology's Contribution to the 
information‐Processing Paradigm,” in  
Cognitive Psychology and Information 
Processing:   An   Introduction    (Hillsdale:   
LEA,   1979),   pp.58‐59.

31

32

이를테면 그가 신호를 오류로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진짜 적기로 
판명된다면, 이미 경계를 넘은 적의 공습에 상당 
시간 무방비 상태가 되는 치명적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희미한 신호라도 발견될 
때마다 매번 보고를 하는 것 역시 업무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평판을   떨어뜨릴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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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년 테일러의 논문에 기술된 인간은 존재의 총체성 대부분을 
삭감한 채 정신과 행동의 국소 기능을 시스템 내부로 이식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 유형은 앞서 말한 눈과 손의 협응에 의한 것으로서, 디스플레이 정보에 
반응해 버튼과 스위치를 조작하는 “입·출력 체계”였고, 이들 오퍼레이터는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도맡는 생물학적 연결축”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뒤, 
심리학자 가그네는 이미 고전이된 테일러의 논문을 인용해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 정신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그 밖의 기능 회로들을 적절히 폐쇄해야 
한다는 점, 이런 선별적 조율을 위해 실험으로써 인간의 내적 체계를 상세히 
파악해야 함을 피력한다.30 이 공학심리학 실험의 목표는 상황에 따른 
운동능력의 한계, 반응의 임계치, 경계의 민감도 같은 계측 자료들을 확보해 
그 변화의 기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었고, 이런 수치화 데이터는 
인간과 기계의 접촉면을 최적화 하는데 투입된다. 이를테면 합리적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목적에 부합토록 조절할 수 
있다는 접근이었으며, 이 일련의 과정은   생리학적   결격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상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완해내기   위한   냉전   시대의   분투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계가 인간을 배려하기 위해 인간이 다시 기계 부속으로 
치환돼야하는 역설은 지각과 인지활동에 관한 수량적 데이터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서부터 심리학자들은 대역폭(bandwidth), 
채널용량(channel capacity), 증폭률(gain), 필터링(filtering) 등과 같은 
통신공학 분야의 용어들을 정신활동에 대입해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기계와 동등한 방식으로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령 대역폭은 신경계가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발생 빈도(Hz)를 의미하는 한편, 시각과 청각 기관은 서로 분리된 통신 
채널로서 각기 다른 채널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의 성질과 어떤 채널을 
사용하는가로써 좌우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만일 시스템에 삽입되는 지각과 반응, 주의나 경계 등의 정신 
활동의 면면이 수학적으로 계측 가능하고 이런 내적 기제가 통신공학의 
원리로써 합리화될 수 있다면, 이를 다시 기계 장치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엔 훨씬 더 난도 높은 문제가 개입된다. 대표적으로 의사 
결정의 미묘함과 복잡성은 ‘입·출력 터미널’이나 ‘데이터 전송의 연결축’ 같은 
모델로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관건은 이것을 대체하는 
기계적 프로세스가   구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령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PPI (plan position indicator)31 상에서 
매우 어렴풋한 신호(faint blip)를 확인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이 신호를 
적기로 판단할 것인지, 그냥 오류 신호로 간주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제는 단지 
신호를 ‘발견’, 혹은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32 왜냐하면 상부에 적기로 보고했을 때와 무시해버렸을 때, 각각의 
선택이 감수하는 위험과 득실의 미묘한 계산, 앞일에 대한 불안정한 예측이 
중첩되면서 오퍼레이터의 내면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신호라면 그냥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적의 공습을 
알리는 신호라면 어떻게 하지?”33 결국 필드의 실질적 문제에 대처할만한 
인지 모델이 추가되지 않고선 오퍼레이터의 의사 결정을 계량화할 수 없다. 
기존 공학심리학에선 이 오퍼레이터가 PPI의 광점을 얼마나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적을 표시하는 광점이 쉽게 식별되려면 어떤 밝기, 어느 빈도로 
점멸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수치적 해답을 추산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지만, 
이제 새로운 접근은 신호감지 프로세스를 ”지각+판단”의 체계로 묶어 그 
복합적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지심리학의 
접근로가 개척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모호하지만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을   메운   것은   다름아닌   ‘디지털   컴퓨터’의   은유였다.
 인지심리학 진영은 인간의 의사 결정과 판단이 자극과 반응의 
연쇄가 아니라 순차적 규칙에 따른 논리 연산으로 성립됨을 전제하고, 이를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입증함으로써 이 미지의 내적 절차를 
정연한 형식으로 규명코자 했다. 특히나 군사적 관점에서 컴퓨터는 정교한 

Gagne, R. M., “Human Functions in 
Systems,” in R. M. Gagne & A. W. 
Melton(eds.),  Psychological Principles in 

30 System Development (New York:   Rinehart   
&   Winston,   1962),   pp.35‐74.

레이더가   탐지한   영공의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보편적   디스플레이의   형태이다.
Lachman, R. & Butterfield, E. C., 
“Psychology's Contribution to the 
information‐Processing Paradigm,” in  
Cognitive Psychology and Information 
Processing:   An   Introduction    (Hillsdale:   
LEA,   1979),   pp.58‐59.

31

32

이를테면 그가 신호를 오류로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진짜 적기로 
판명된다면, 이미 경계를 넘은 적의 공습에 상당 
시간 무방비 상태가 되는 치명적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희미한 신호라도 발견될 
때마다 매번 보고를 하는 것 역시 업무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평판을   떨어뜨릴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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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과 정확한 의사 결정에 더없이 부합하는 존재였고, 이것이 곧바로 
인간 내면을 대변하는 실체로서 수용되는 상황이었다. 군사학 전문가 반 
크레벨트는 이 둘 사이의 자연스런 유착에 대해, “전쟁에 내재한 본질적 
혼돈과 위험에 맞서기 위해, 간결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껏 온 힘을 다해 방법을 갈구해 온” 군부의 입장에서 온 – 오프 이진법이 
지배하는 컴퓨터는 그야말로 이상적 실체였다고 강조한다.34 그리고 이같은 
공고한 유착에 힘입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들   
인지주의   진영은   줄곧   활황세를   타게된다.
 조지 밀러 (George A. Miller) 와 제롬 브루너 ( Jerome S. 
Bruner) 가 1960년 창립한 CCS (인지연구센터: The Center for Cognitive 
Studies) 는 그 흐름의 주역들 중 하나였다. 특히 밀러는 전쟁 당시 
NDRC (국방연구위원회: National Defence Research Committee) 가 
후원하는 기관 가운데 심리학 분야에선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된 하버드 대학의 
PAL(정신‐음향연구소: Psycho‐Acoustic Laboratory)에 참여하면서, 지각 
변별력이나 기억 한계치에 대한 과학적 수량화에 주력한 인물이었다. 이들이 
CCS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이 실린 부분은, ‘수량화된 내면의 
기계적 구현’,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인지 과정을 구현하는 과제였다. 
이미 인지 이론은 그들에게 마음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에도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원리였기에, 정신 활동 양상을 컴퓨터 
작동과의 유비로써, 또는 프로그램 작동 원리의 검증에도 호환시킬 수 있었다. 
CCS의 취지가 담긴 아래의 소개문 일부에서   그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앎과 사고의 속성에 관한 물음은) 인간에 대한 연구일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대상으로 인간이 인지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억 시스템과 
메모리 장치에 대한 연구는 그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적 형식화를 
초월해 확장되어가고 있다.  (…) CCS는 정보가 인간에 의해, 그리고 
인간이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발명한 기계에   의해   어떻게   저장되고   
처리되며   교환되는지를   연구한다.35

 통신 기계를 근간에 둔 모델에서 이번에는 컴퓨터로 그 메타포가 
진척되자, 버퍼(buffer)나 게이트(gate),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와 같은 용어들이 마음을 논하는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대폭 수용됐고, 
이어서 정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곧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36가 
작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런 학문적 추세가 시대의 
흐름으로 굳혀질 수 있었던 상징적 계기로서 1956년 개최된 다트머스 
워크숍( Dartmouth Summer Workshop) 을 꼽을 수 있다. 심리학과 수학, 
컴퓨터과학, 신경생리학 등의 영역에서 입지를 다진 11명의 전문가들은 
뉴햄프셔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학제적 토론을 이어나갔고, “학습을 비롯한 
지능의 모든 측면을” 정확히 기술해 낼 수 있을거란 기대어린 추정을 전제로, 
지적 활동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기계의 구축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춰 나갔다. 대담하게도 이미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존재는 언어와 상징, 의미 개념을 활용해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체 개선이 가능한 지적 기계였다. 이 컨퍼런스를 주최했던 수학자 
존 매카시 ( John McCarthy) 는 “이렇게 특별히 선별된  과학자들이 모여 
여름 내내 집중한다면, 관련 문제를 풀어낼 만한 한 두 개 정도의 중대한 
열쇠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냐”37며 당시로선 야심차기 그지없는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고 참여 학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개념을 통해 이어지는 60년대 
인지과학38의   공식적   탄생을   예고했고,   이는   곧   ‘컴퓨터=두뇌=정신’의   
등식이   대세로   굳혀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결합’과 ‘시뮬레이션’, 흔히 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으로 
매개되는 관계의 선택이 어째서 계속 병행돼야만 했는지에 대한 경위가 
펼쳐진다. 다트머스 워크숍을 주도했고 매카시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Van   Creveld,   M.,    Technology   and   War:   
From   2000   B.C.   To   the   Pres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p.239.

34

Miller, G. & Bruner J., “Center for 
Cognitive Studies: General Description,” 
(Harvard Univ. Archives, April 1960) 
| Edwards, P. N.,  The Closed World:   
Computers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in   Cold   War   America    (Cambridge:   The   
MIT   Press,   1996),   p.234에서   재인용.
Searle,   J.   R.,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   (1980),   p.417.
McCarthy, J., Minsky, M., Rochester, N., 

35

36

37

& Shannon, C. E., “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gust   1955)    
https://goo.gl/HP9DoY    (마지막   접속,   2017.   
11.   7).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란 명칭은 
76년에 정착됐지만, 이 학제적 연구는 
60년대에 각 대학과 연구소마다 인지연구, 
정보처리 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타이틀을   달고   
이미   만개하고   있었다.

38



사
이
버
네
틱
스
와

 그
 이
후

, 회
로

 내
부
의

 인
적
성
분

 처
리
를

 위
한

 결
합
과

 시
뮬
레
이
션
의

 역
사

64

65
추론과 정확한 의사 결정에 더없이 부합하는 존재였고, 이것이 곧바로 
인간 내면을 대변하는 실체로서 수용되는 상황이었다. 군사학 전문가 반 
크레벨트는 이 둘 사이의 자연스런 유착에 대해, “전쟁에 내재한 본질적 
혼돈과 위험에 맞서기 위해, 간결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껏 온 힘을 다해 방법을 갈구해 온” 군부의 입장에서 온 – 오프 이진법이 
지배하는 컴퓨터는 그야말로 이상적 실체였다고 강조한다.34 그리고 이같은 
공고한 유착에 힘입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들   
인지주의   진영은   줄곧   활황세를   타게된다.
 조지 밀러 (George A. Miller) 와 제롬 브루너 ( Jerome S. 
Bruner) 가 1960년 창립한 CCS (인지연구센터: The Center for Cognitive 
Studies) 는 그 흐름의 주역들 중 하나였다. 특히 밀러는 전쟁 당시 
NDRC (국방연구위원회: National Defence Research Committee) 가 
후원하는 기관 가운데 심리학 분야에선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된 하버드 대학의 
PAL(정신‐음향연구소: Psycho‐Acoustic Laboratory)에 참여하면서, 지각 
변별력이나 기억 한계치에 대한 과학적 수량화에 주력한 인물이었다. 이들이 
CCS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이 실린 부분은, ‘수량화된 내면의 
기계적 구현’,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인지 과정을 구현하는 과제였다. 
이미 인지 이론은 그들에게 마음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에도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원리였기에, 정신 활동 양상을 컴퓨터 
작동과의 유비로써, 또는 프로그램 작동 원리의 검증에도 호환시킬 수 있었다. 
CCS의 취지가 담긴 아래의 소개문 일부에서   그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앎과 사고의 속성에 관한 물음은) 인간에 대한 연구일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대상으로 인간이 인지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억 시스템과 
메모리 장치에 대한 연구는 그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적 형식화를 
초월해 확장되어가고 있다.  (…) CCS는 정보가 인간에 의해, 그리고 
인간이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발명한 기계에   의해   어떻게   저장되고   
처리되며   교환되는지를   연구한다.35

 통신 기계를 근간에 둔 모델에서 이번에는 컴퓨터로 그 메타포가 
진척되자, 버퍼(buffer)나 게이트(gate),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와 같은 용어들이 마음을 논하는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대폭 수용됐고, 
이어서 정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곧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36가 
작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시작했다. 이런 학문적 추세가 시대의 
흐름으로 굳혀질 수 있었던 상징적 계기로서 1956년 개최된 다트머스 
워크숍( Dartmouth Summer Workshop) 을 꼽을 수 있다. 심리학과 수학, 
컴퓨터과학, 신경생리학 등의 영역에서 입지를 다진 11명의 전문가들은 
뉴햄프셔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학제적 토론을 이어나갔고, “학습을 비롯한 
지능의 모든 측면을” 정확히 기술해 낼 수 있을거란 기대어린 추정을 전제로, 
지적 활동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기계의 구축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춰 나갔다. 대담하게도 이미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존재는 언어와 상징, 의미 개념을 활용해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체 개선이 가능한 지적 기계였다. 이 컨퍼런스를 주최했던 수학자 
존 매카시 ( John McCarthy) 는 “이렇게 특별히 선별된  과학자들이 모여 
여름 내내 집중한다면, 관련 문제를 풀어낼 만한 한 두 개 정도의 중대한 
열쇠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냐”37며 당시로선 야심차기 그지없는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고 참여 학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개념을 통해 이어지는 60년대 
인지과학38의   공식적   탄생을   예고했고,   이는   곧   ‘컴퓨터=두뇌=정신’의   
등식이   대세로   굳혀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결합’과 ‘시뮬레이션’, 흔히 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으로 
매개되는 관계의 선택이 어째서 계속 병행돼야만 했는지에 대한 경위가 
펼쳐진다. 다트머스 워크숍을 주도했고 매카시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Van   Creveld,   M.,    Technology   and   War:   
From   2000   B.C.   To   the   Pres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p.239.

34

Miller, G. & Bruner J., “Center for 
Cognitive Studies: General Description,” 
(Harvard Univ. Archives, April 1960) 
| Edwards, P. N.,  The Closed World:   
Computers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in   Cold   War   America    (Cambridge:   The   
MIT   Press,   1996),   p.234에서   재인용.
Searle,   J.   R.,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   (1980),   p.417.
McCarthy, J., Minsky, M., Rochester, N., 

35

36

37

& Shannon, C. E., “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gust   1955)    
https://goo.gl/HP9DoY    (마지막   접속,   2017.   
11.   7).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란 명칭은 
76년에 정착됐지만, 이 학제적 연구는 
60년대에 각 대학과 연구소마다 인지연구, 
정보처리 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타이틀을   달고   
이미   만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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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로 평가받는 마빈 민스키 ( Marvin Minsky)39는 1970년 라이프지 
기고문을 통해 이르면 3년, 늦어도 8년 후까지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컴퓨터 지능이 실현될 것이며 그 존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해하고 정치적 
판단까지 내리는 수준이 될거라 예언했지만,40 당대의 낙관에 비해 그것이 
얼마나 요원하며 터무니 없는 전망이었는지 현시점에서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ARPA의 인공지능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막대했고,41 이 때문에 80년대 중반 언론에서는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듣기만 하면 군침을 흘리며 반응한다”42고 시니컬하게 논평할 정도로 
기대치는 항진하고 있었다. 언제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지 모를 시스템 상의 
잠정적 결격 요인을 단계적으로 소거해 나감으로써 극한적 성능의 추구에 
제약을 없앨 수 있다는 기대, 상황 변화의 감지와 대응, 예측의 영역까지 
고스란히 기계에 위임한다는 계획은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는 미래였지만,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인간은   그   자리에   남겨져야만   했다.
 그런데 이 궁극의 시나리오가, 결합의 강도를 높히기 위해 인간 
내면을 계측의 영토로 끌어와 기계와 함께 공학적 다이어그램 상에 펼치는 
작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요컨대 결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거의 단서가 확보되는 아이러니한 흐름이었지만, 한편으로 이 역설은 
양측의 상반된 접근이 모종의 공통적 기반에서 성립됐음을 확인시키는 
부분일 수 있다. 인터랙션에서의 이질성을 완충하려는 시도나, 기계가 사고와 
추론을 흉내낼 수 있다는 전제 모두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분리 장벽을   
관통하는   보편   원리를   구비함으로써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일단   밀러가   56년   
당시를   회고한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짧게 말해, 1956년은 마음에 관한 이론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확실히 좋은 시절이었지만, 그 이전과 이후 시기보다 그저 약간 더 

좋았을 뿐이다. 많은 것들이 이미 2차 대전 중에 시작된 흐름을 타고 
있었다. 서보제어 이론과 정보 이론, 신호탐지 이론, 컴퓨터   이론과   
컴퓨터   자체가   그   주역이었다.43

 
 밀러는 앞서 다트머스 워크숍을 비롯, 시대의 패러다임으로서 
인지주의 혁명 (cognitive revolution) 을 일군 56년의 괄목할 저작물들을 
열거한 바 있고, 이 근저에 전쟁을 통해 생성된 공학 연구의 흐름이 
관류했음을 위 대목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한 흐름의 
면면을 따져보면 이미 2차 대전 후반부터 군사 전략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전략폭격과 제공권 장악의 문제, 적의 공중 타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의 구축 
등과 연루돼 있었고, 정확히는 관련 사항들의 긴급한 해결을 위해 군산학 
복합체가 주도한 과학 연구에 그 기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노버트 위너 (Nobert Wiener) 의 대공(사격)예측기 
개발 연구를 확인하게 된다. 역시 NDRC의 총괄 지휘 하에, 이곳 화기제어 
분과인 D‐2가 1940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위너의 제안서를 채택해 
시작됐으며, 이 과제는 42년 1월 “외삽과 내삽, 그리고 공학적 응용을 통한 
정상 시계열의 평활화 (Extrapolation, Interpolation, and Smoothing of 
Stationary Time Series, with Engineering Applications) ”라는 응용수학 
계열의 보고서가 제출됨으로서 일단락된다.44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였으나, 
46년 문서의 기밀이 풀리면서 레이더와 대공방어의 전문가들에게   
회람되었고,   그   이후엔   사이버네틱스의   광범위한   학제적   논의를   기폭한   
원점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02.
당시 포격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과학 연구는 국가로부터 최고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과제였다.45 영국이 독일 공습에 몸살을 앓던 40년대 초, 적기 
한 대를 격추시키는데 무려 1만여 발의 포탄이 소모돼야했던 사실은, 당시 
대공포가 항공기의 이동 속도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음을 파악케 한다. 

매카시와   함께   MIT   인공지능   연구소(AI   Lab.)를   
설립해   이   분야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   중   
하나이다.
Roszak,   T.,    The   Cult   of   Informa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4),   
p.122.
60년대 중반까지 MIT의 마빈 민스키 
연구팀에 투입된 자금은 이미 1천만 달러를 

39

40

41

초과하고 있었다. Keller, E. F., “Organisms, 
Machines, and Thunderstorms:   A   
History   of   Self‐Organization,   Part   One,”    
Historical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38:1   (2008),   p.72.
1985년   11월   런던판   옵저버(Observer)의   기사   
|   Rozak(1994),   p.123에서   재인용.

42

Miller,   G.   A.,   “The   Cognitive   Revol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3   (2003),   p.142.
당시 전쟁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부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만 접근 권한이 주어졌는데, 

43

44

보고서 겉표지의 노란 색깔과 난해한 내용 
때문에 이 보고서는   그들에게   ‘황색공포(Yellow   
Peril)’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다.
Rogers,   R.   M.,   『현대사회와   뉴미디어』  김영석   
역   (나남,   1988),   126쪽.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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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로 평가받는 마빈 민스키 ( Marvin Minsky)39는 1970년 라이프지 
기고문을 통해 이르면 3년, 늦어도 8년 후까지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컴퓨터 지능이 실현될 것이며 그 존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해하고 정치적 
판단까지 내리는 수준이 될거라 예언했지만,40 당대의 낙관에 비해 그것이 
얼마나 요원하며 터무니 없는 전망이었는지 현시점에서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ARPA의 인공지능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막대했고,41 이 때문에 80년대 중반 언론에서는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듣기만 하면 군침을 흘리며 반응한다”42고 시니컬하게 논평할 정도로 
기대치는 항진하고 있었다. 언제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지 모를 시스템 상의 
잠정적 결격 요인을 단계적으로 소거해 나감으로써 극한적 성능의 추구에 
제약을 없앨 수 있다는 기대, 상황 변화의 감지와 대응, 예측의 영역까지 
고스란히 기계에 위임한다는 계획은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는 미래였지만,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인간은   그   자리에   남겨져야만   했다.
 그런데 이 궁극의 시나리오가, 결합의 강도를 높히기 위해 인간 
내면을 계측의 영토로 끌어와 기계와 함께 공학적 다이어그램 상에 펼치는 
작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요컨대 결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거의 단서가 확보되는 아이러니한 흐름이었지만, 한편으로 이 역설은 
양측의 상반된 접근이 모종의 공통적 기반에서 성립됐음을 확인시키는 
부분일 수 있다. 인터랙션에서의 이질성을 완충하려는 시도나, 기계가 사고와 
추론을 흉내낼 수 있다는 전제 모두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분리 장벽을   
관통하는   보편   원리를   구비함으로써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일단   밀러가   56년   
당시를   회고한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짧게 말해, 1956년은 마음에 관한 이론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확실히 좋은 시절이었지만, 그 이전과 이후 시기보다 그저 약간 더 

좋았을 뿐이다. 많은 것들이 이미 2차 대전 중에 시작된 흐름을 타고 
있었다. 서보제어 이론과 정보 이론, 신호탐지 이론, 컴퓨터   이론과   
컴퓨터   자체가   그   주역이었다.43

 
 밀러는 앞서 다트머스 워크숍을 비롯, 시대의 패러다임으로서 
인지주의 혁명 (cognitive revolution) 을 일군 56년의 괄목할 저작물들을 
열거한 바 있고, 이 근저에 전쟁을 통해 생성된 공학 연구의 흐름이 
관류했음을 위 대목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한 흐름의 
면면을 따져보면 이미 2차 대전 후반부터 군사 전략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전략폭격과 제공권 장악의 문제, 적의 공중 타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의 구축 
등과 연루돼 있었고, 정확히는 관련 사항들의 긴급한 해결을 위해 군산학 
복합체가 주도한 과학 연구에 그 기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노버트 위너 (Nobert Wiener) 의 대공(사격)예측기 
개발 연구를 확인하게 된다. 역시 NDRC의 총괄 지휘 하에, 이곳 화기제어 
분과인 D‐2가 1940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위너의 제안서를 채택해 
시작됐으며, 이 과제는 42년 1월 “외삽과 내삽, 그리고 공학적 응용을 통한 
정상 시계열의 평활화 (Extrapolation, Interpolation, and Smoothing of 
Stationary Time Series, with Engineering Applications) ”라는 응용수학 
계열의 보고서가 제출됨으로서 일단락된다.44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였으나, 
46년 문서의 기밀이 풀리면서 레이더와 대공방어의 전문가들에게   
회람되었고,   그   이후엔   사이버네틱스의   광범위한   학제적   논의를   기폭한   
원점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02.
당시 포격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과학 연구는 국가로부터 최고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과제였다.45 영국이 독일 공습에 몸살을 앓던 40년대 초, 적기 
한 대를 격추시키는데 무려 1만여 발의 포탄이 소모돼야했던 사실은, 당시 
대공포가 항공기의 이동 속도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음을 파악케 한다. 

매카시와   함께   MIT   인공지능   연구소(AI   Lab.)를   
설립해   이   분야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   중   
하나이다.
Roszak,   T.,    The   Cult   of   Informa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4),   
p.122.
60년대 중반까지 MIT의 마빈 민스키 
연구팀에 투입된 자금은 이미 1천만 달러를 

39

40

41

초과하고 있었다. Keller, E. F., “Organisms, 
Machines, and Thunderstorms:   A   
History   of   Self‐Organization,   Part   One,”    
Historical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38:1   (2008),   p.72.
1985년   11월   런던판   옵저버(Observer)의   기사   
|   Rozak(1994),   p.123에서   재인용.

42

Miller,   G.   A.,   “The   Cognitive   Revol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3   (2003),   p.142.
당시 전쟁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부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만 접근 권한이 주어졌는데, 

43

44

보고서 겉표지의 노란 색깔과 난해한 내용 
때문에 이 보고서는   그들에게   ‘황색공포(Yellow   
Peril)’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다.
Rogers,   R.   M.,   『현대사회와   뉴미디어』  김영석   
역   (나남,   1988),   126쪽.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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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NDRC가 나서 조준의 
정확성과 포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수의 지원 사업을 펼치는 와중에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의 
위너에게도 그 일부가 위임될 수 있었고,46 당시 전기공학과 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줄리안 비글로 (Julian Bigelow)47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다. 여기서 그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적기의 미래 비행 패턴을 
추산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런 예측이 수행되기 위한 학습의 기반을 축적된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통계학적 추론으로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접근과 차별성을 띄고  있었다. 48, 49

 개요는 이랬다. 우선 시스템은 적기를 자동 포착해 이동 방향과 
속도, 대공포와의 거리를 계측하지만, 포탄이 타깃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하므로 적기가 그릴 미래 경로상의 한 지점을 탄착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포의 조준은 결국 허공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발포와 
타격의 구간에서 펼쳐질 적기의 운동을 예측해 그 미지의 공백을 채워 
넣음으로써 성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선 타깃의 궤적을 
외삽해 직선이나 매끄러운 곡선으로 미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응이다. 하지만 첫번째 격추 시도가 실패하는 순간 이 방법은 효력을 잃고 
사태는 복잡해진다.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눈치챈 파일럿은 그것을 
피하려 완만한 경로를 타기보다 지그재그식의 회피 동작을 취할 것이고, 그 
불규칙성은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파일럿이 취하는 도피의 조종술이 
제한된 폭에 갇힌다는 점이다. 초고속 비행 중 기체를 급선회할 경우, 엄청난 

관성력 (g‐force) 이 파일럿을 의식 불명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그는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시에 조종익면과 기류가 빚어내는 한계 요건, 교전시 
감내해야 할 심리적 압박은 그로 하여금 즉흥적이며 급작스런 조종술을 
구사하기보다 이미 훈련으로 각인된 패턴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결국 회피의 조종술은 마냥 자유롭기보다 모종의 규칙성을 
띄게 되고, 이로부터 통계적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너는 바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계산은 제어기 자체에 탑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산은, 특정 
유형의 항공기가 여러가지 비행 조건 하에서 보였던 과거의 통계적   
경험치의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50

 결국 그가 구상한 것은, 관측된 타깃의 운동과 부합하는 통계를 
인출해 제어부에 되먹이고, 여기서 조직된 지령에 따라 재빠르게 포신을 
움직임으로써 시시각각 변하는 적기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자동 응대가 
가능한 체계였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위너는, 공습과 추적, 
조준에서 사격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단일 정보회로로 통합하고, 
파일럿과 포수(gunner)라는 인적 성분들 역시 이 피드백루프에 삽입된 
서보메커니즘으로 치환함으로써, 이곳 인간과 기계가 뒤섞이는 교전의 필드를 
순수한 통신공학적 영토로 변모시킨다. 이렇게 통신 회로로서 필드가 규정된 
이상, 전기적 신호의 송수신 안정화 문제가 제어의 총체를 관할하는 동시에, 
노이즈의 개입은 이곳 최대의 위협으로 부상했으며, 이 계통에 접근하는 
응용수학적 방법이 인간과 기계를 무차별   관통해   일괄적   분석의   체계로   
동원될   수   있었다.51

 대공포 제어의 문제가 통신 네트워크 상에 펼쳐지자마자 모든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 유비로써 명료히 축약된다. 레이더 시스템에 
무질서하게 난입한 불순한 신호들로부터 적을 식별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배경소음으로 변조된 발신 메시지를 원래 상태로 복호화하는 작업과 
유사하며, 타깃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는 것 역시 누적된 신호의 패턴을 

1940‐45년 사이에 NDRC의 D‐2는 대공 
방어와 관련된 총 8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29건 정도가 대학 
소속의 연구소에 위임되었다. 한편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은 벨 연구소에 주어진 1백5십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MIT의 위너에게 지원된 
금액은 2천 달러 조금 넘는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아마추어 비행사였다. 이런 
배경은 그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비행 조종의 
감각을 구현하는 장치를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했다.
 다음을 참고하라. Wiener, N.,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Cambridge: 

46

47

48

The MIT Press, 1948/1961), pp.5‐6, 8‐10; 
Wiener, N.,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Cybernetics and Society (Boston: 
Da Capo Press, 1950/1954), pp.61‐63;   
Conway,   F.      &   Siegelman,   J.,    Dark   Hero   
of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Basic   
Books,   2005),   pp.   110‐11.
기성의 조준 방식이 고정된 법칙을 유지하며 
운용됐던 것에 반해, 그가 구상한 것은 학습을 
통해 운용 원리를 자체 개선해 나가는 기계였기 
때문이다. Hayles, N. K.,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9),   p.106.

49

Wiener(1950/1954),   p.62.
고규흔, “애쉬비의 인공 뇌, 호메오스탓 연구: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에 위치한 그의 입지에 

50
51

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38권 3호 
(2016),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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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삽해 직선이나 매끄러운 곡선으로 미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응이다. 하지만 첫번째 격추 시도가 실패하는 순간 이 방법은 효력을 잃고 
사태는 복잡해진다.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눈치챈 파일럿은 그것을 
피하려 완만한 경로를 타기보다 지그재그식의 회피 동작을 취할 것이고, 그 
불규칙성은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파일럿이 취하는 도피의 조종술이 
제한된 폭에 갇힌다는 점이다. 초고속 비행 중 기체를 급선회할 경우, 엄청난 

관성력 (g‐force) 이 파일럿을 의식 불명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그는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시에 조종익면과 기류가 빚어내는 한계 요건, 교전시 
감내해야 할 심리적 압박은 그로 하여금 즉흥적이며 급작스런 조종술을 
구사하기보다 이미 훈련으로 각인된 패턴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결국 회피의 조종술은 마냥 자유롭기보다 모종의 규칙성을 
띄게 되고, 이로부터 통계적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너는 바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계산은 제어기 자체에 탑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산은, 특정 
유형의 항공기가 여러가지 비행 조건 하에서 보였던 과거의 통계적   
경험치의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50

 결국 그가 구상한 것은, 관측된 타깃의 운동과 부합하는 통계를 
인출해 제어부에 되먹이고, 여기서 조직된 지령에 따라 재빠르게 포신을 
움직임으로써 시시각각 변하는 적기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자동 응대가 
가능한 체계였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위너는, 공습과 추적, 
조준에서 사격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단일 정보회로로 통합하고, 
파일럿과 포수(gunner)라는 인적 성분들 역시 이 피드백루프에 삽입된 
서보메커니즘으로 치환함으로써, 이곳 인간과 기계가 뒤섞이는 교전의 필드를 
순수한 통신공학적 영토로 변모시킨다. 이렇게 통신 회로로서 필드가 규정된 
이상, 전기적 신호의 송수신 안정화 문제가 제어의 총체를 관할하는 동시에, 
노이즈의 개입은 이곳 최대의 위협으로 부상했으며, 이 계통에 접근하는 
응용수학적 방법이 인간과 기계를 무차별   관통해   일괄적   분석의   체계로   
동원될   수   있었다.51

 대공포 제어의 문제가 통신 네트워크 상에 펼쳐지자마자 모든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 유비로써 명료히 축약된다. 레이더 시스템에 
무질서하게 난입한 불순한 신호들로부터 적을 식별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배경소음으로 변조된 발신 메시지를 원래 상태로 복호화하는 작업과 
유사하며, 타깃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는 것 역시 누적된 신호의 패턴을 

1940‐45년 사이에 NDRC의 D‐2는 대공 
방어와 관련된 총 8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29건 정도가 대학 
소속의 연구소에 위임되었다. 한편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은 벨 연구소에 주어진 1백5십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MIT의 위너에게 지원된 
금액은 2천 달러 조금 넘는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아마추어 비행사였다. 이런 
배경은 그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비행 조종의 
감각을 구현하는 장치를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했다.
 다음을 참고하라. Wiener, N.,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Cambridge: 

46

47

48

The MIT Press, 1948/1961), pp.5‐6, 8‐10; 
Wiener, N.,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Cybernetics and Society (Boston: 
Da Capo Press, 1950/1954), pp.61‐63;   
Conway,   F.      &   Siegelman,   J.,    Dark   Hero   
of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Basic   
Books,   2005),   pp.   110‐11.
기성의 조준 방식이 고정된 법칙을 유지하며 
운용됐던 것에 반해, 그가 구상한 것은 학습을 
통해 운용 원리를 자체 개선해 나가는 기계였기 
때문이다. Hayles, N. K.,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9),   p.106.

49

Wiener(1950/1954),   p.62.
고규흔, “애쉬비의 인공 뇌, 호메오스탓 연구: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에 위치한 그의 입지에 

50
51

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38권 3호 
(2016),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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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

분석해 수학적으로 가능한 레퍼토리 내에서 가장 개연성 높은 메시지 하나를 
지정하는 작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발사된 각 포탄이 목표물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또는 정확히 타격했는지 여부의 정보는 곧바로 제어장치로 
환류돼 다음에 이어질 조준과 발포를 연이어 통제하게 된다.52 바로 이 
통신공학에 기원을 둔 ‘네거티브 피드백 (negative feedback) ’ 개념이 인간과 
동물, 기계가 하나의 프레임 안에 뒤섞이는   사이버네틱스   특유의   전제가   
마련되는   거점이었다.53

 애초에 콕핏 내 파일럿의 존재가 마치 “서보메커니즘처럼 
움직인다”54면서 위너가 그를 기계적 부품으로 치환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 
네거티브 피드백의 원리 때문이었다. 가령 조종간이나 레버를 움직일 때, 
육중한 기체의 반응은 물리적 관성에 따라 약간의 시간적 지체를 동반하고, 
파일럿은 이 지체에 따른 오차를 본능적으로 계산해 미리 추가 조작을 
가함으로써 이를 만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는 기체의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연동하는 다른 감각기관들에 비해, 신체 근감각 계통의 상이한 
반응으로 빚어진 이례적 결과였고, 전체적으로 시각과 근감각 사이의 일시적 
단절을 통해 정교한 비행이 유지되고 있음을 간파한다. 그리고 위너는 이렇게 
파일럿에게서 발견된 일부 행동이 대공포의 포수에게도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됨을 확인하면서 여태까지 수학적으로 해명 불가했던 이들 인적 성분의 
역할을, 오차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감쇄에 돌입하는 피드백 메커니즘과 
일치시킨 것이다. 나아가 비행기와 파일럿, 대공화기와 포수가 결합된 각각의 
통합 유닛은 서로의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교란과   추적,   회피를   반복하면서,   
이   순환적   인과성이   지배하는   전체의   피드백   회로에   동참하게   된다.
 역사학자 피터 갤리슨에 따르면, 개발에 착수한 뒤 그 연구를 
심화시켜갈수록 이 자동시스템은 적군 파일럿과 아군 포병, 양측의 의도와 
반응이 동시에 얽힌 지적 체계의 원형 (prototype) 이자, ‘전기공학적’ 시스템과 

‘자기수용체’의 생리학 계통 전체가 맞물린 혼혈적 피드백 시스템으로서 위너 
스스로에게 각인되고 있었다.55 결국 그는 교전에 투입된 생물학적 인간과 
실질적 전투력을 행사하는 기계를 병합하고 그 행동을 예측의 권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양측 유사성을 전제로 개념적 회로를 설계해낸 것이다. 
회고록에서   위너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냥 비행기에 국한시켜 포와 레이더를 직접 연결하고, 이로써 
조준에서 인간 요소를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기의 태도 
자체에서 인적 속성이 배어나오는 이상, 이를 배제하긴 너무나 
어렵다. 결국 총체적 제어의 문제를 가능한 수학적 완결성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계든 인간이든 간에 시스템 내 
존재하는 이질적 부분들을 단일 기저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공포 조준의 구성에서 기계 파트에 대한 파악이 인간의 정신 
파트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앞서있기 때문에, 포수와   파일럿   사이의   
기계적   유비를   발견하는   시도를   선택했다.56

 
 사이버네틱스의 관점과 사고가 민간으로 유포되는데 기여한 
50년도의 저서 〈인간의 인간 활용〉 1장에서 위너는, 통신과 제어의 근본이 
일체화 돼있음을 명시한다. 그에 따르면 메시지는 인간과 기계, 이 분리된 
실체를 무심히 관통하며, 공학적 제어 이론에선 그 메시지의 출처가 인간인지 
혹은 기계인지의 구분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57 그리고 이후의 논의를 
총괄해보면 회전하는 정보가 인간과 기계를 결속하며, 정보의 피드백 흐름이 
성립하는 영토에선 그들을 구분짓는 배타적 경계가 중립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성분들이 정보 순환 경로의 구간을 책임지며 단일 회로로 
묶이는 상황, 시시각각 갱신되는 피드백 입력 정보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반복적 오차 보정에 매진함으로써 소속된 전체를 목표에 근접시키는 
과정, 그리고 조직된 것을 붕괴시키려는 무질서한 외계의 공작에 맞서 이 
정보의 패턴을 견고히 지탱하려는 노력이 곧 위너가 정립한 사이버네틱스의 
목적론 (teleology)58이었으며,   이는   곧   전쟁의   대격변   속에서   치러지는   

Conway & Siegelman(2005), pp.110‐17; 
Rheingold, H., Tools for Thought: The 
History and Future of Mind‐Expanding 
Technology (Cambridge:The MIT Press, 
2000), pp.103‐105.
위너의   대공예측기   연구가   사이버네틱스의   
전체   역사에서   확보한   의미는   다음을   참고하라.   
고규흔,   (2016),   381‐424쪽. 

52

53

Wiener, N., report to D. I. C. 5980 A. 
A. Directors, “Summary Report for 
Demonstration,” p.6 (10 June 1942, Record 
Group 227, OSRD, NDRC Contractors' 
Technical Reports, Division 7, MIT, 
NDCrc‐83, NA_LC) | Galison, P., “The 
Ontology of the Enemy: Norbert Wiener 
and the Cybernetic   Vision,”    Critical   Inquiry    
23:1(1994),   p.236에서   재인용.

54

Galison(1994),   pp.228‐33;   고규흔,   (2016),   
406쪽.
Wiener,   N.,    I   am   a   Mathematician    

55

56

(Cambridge:   The   MIT   Press,   1964),   
p.251‐52.
  Wiener(1950/1954),   pp.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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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유닛은 서로의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교란과   추적,   회피를   반복하면서,   
이   순환적   인과성이   지배하는   전체의   피드백   회로에   동참하게   된다.
 역사학자 피터 갤리슨에 따르면, 개발에 착수한 뒤 그 연구를 
심화시켜갈수록 이 자동시스템은 적군 파일럿과 아군 포병, 양측의 의도와 
반응이 동시에 얽힌 지적 체계의 원형 (prototype) 이자, ‘전기공학적’ 시스템과 

‘자기수용체’의 생리학 계통 전체가 맞물린 혼혈적 피드백 시스템으로서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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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비행기에 국한시켜 포와 레이더를 직접 연결하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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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유비를   발견하는   시도를   선택했다.56

 
 사이버네틱스의 관점과 사고가 민간으로 유포되는데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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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y & Siegelman(2005), pp.110‐17; 
Rheingold, H., Tools for Thought: The 
History and Future of Mind‐Expanding 
Technology (Cambridge:The MIT Press, 
2000), pp.103‐105.
위너의   대공예측기   연구가   사이버네틱스의   
전체   역사에서   확보한   의미는   다음을   참고하라.   
고규흔,   (2016),   38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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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ner, N., report to D. I. C. 5980 A. 
A. Directors, “Summary Report for 
Demonstration,” p.6 (10 June 1942, Record 
Group 227, OSRD, NDRC Contractors' 
Technical Reports, Division 7, MIT, 
NDCrc‐83, NA_LC) | Galison, P., “The 
Ontology of the Enemy: Norbert Wiener 
and the Cybernetic   Vision,”    Critical   Inquiry    
23:1(1994),   p.2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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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son(1994),   pp.228‐33;   고규흔,   (2016),   
406쪽.
Wiener,   N.,    I   am   a   Mathema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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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   The   MIT   Press,   1964),   
p.251‐52.
  Wiener(1950/1954),   pp.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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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를   건   투쟁을   모델링한   결과였다.
 NDRC 산하, D‐2의 위원장이었던 스티비츠 (George R. Stibitz) 는 
당시 위너가 개발한 장치의 평가에 참여한 뒤, 과거의 그 어떤 시도들보다 
생리학적 행동에 대한 기계적 접근이 가장 최대치로 근접했다고 논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유비로써의 미래 행동 예측이 내부 구조의 파악이 아니라 
과거 행동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시도됐다는 점에 이례적 의미를 부여했다.59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 모든 것을 위너의 독창성으로 귀속시키긴 
어렵다는 점이다. 제어와 통신의 결합으로 존재의 특수성을 중화하려는 
시도나, 대상 모두를 계산 가능한 부류로 포괄하려는 구상은 위너와 같은 
시기에 병행된 대공포 디렉터의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NDRC는 공학 연구 개발에 최첨단을 달린 벨 
연구소에도 조준과 예측의 과제를 위임한 상태였다. 2차 대전 후반, 나치의 
V‐1 순항미사일 격추에 혁혁한 전과를 올린 T‐10(후에 M‐9) 건디렉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고,60 이 개발 과정에서 벨 연구소가 도입한 것은 
다수의 서보메커니즘을 연결해 그 연쇄 고리 내에서 실질적   연산이   수행되는   
방식이었다.61

 T‐10의 가동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일단 두 명의 
오퍼레이터는 망원경을 탑재한 채 회전하는 ‘추적 탑( tracking head) ’에 
앉아([1]상의 2번 위치) 저편의 트레일러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로 적기의 위치와 
움직임, 포와의 거리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실질적 
대공포 조준까지의 구간에 삽입된 4개의 서보메커니즘은 셀신(sylsin)62으로 

목적론적 행동에 관한 정의와 내용은 다음 
논문을 통해 정립된다.  Rosenblueth, A., 
Wiener, N., & Bigelow, J., “Behavior, 
Purpose and Teleology,”    Philosophy   of   
Science    10:1   (1943),   pp.18–24.
Stivitz, G. R., Section 2 of Division D, 
Diary of Chairman (1 July 1942, Boston, 
Project no.6, Record Group 227, OSRD, 
Division 7, General Project Files, 1940‐46) 
| Galison(1994), p.243에서 재인용. 그의 
논평과 관련해, 르네상스 이래 인간과 기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 기반은 줄곧 해부학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너의   분석   
방법이   과거와   지평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개발 당시 T‐10이었으며 M‐9은 양산형 모델의 
명칭이다.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는 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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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0

독일의 런던과 앤트워프 공습 때였고, 이 당시 
적의   공중   공격   50%   이상을   저지하는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위너‐비글로의 예측 방식은 실전에 적용할 만큼 
현격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대량생산의 
용이성,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벨연구소의   건디렉터가   낙점되어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
기계적 연동이 어려운 둘 이상의 축을 
전기적으로 결합시켜 동일하거나 일정한 
속도비로 동기 운전하게 하는 장치이다. 
발신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격   
측정이나   신호의   전달   등에   활용된다.   
네이버사전:    https://goo.gl/gMQSd9    
(마지막   접속,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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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나   신호의   전달   등에   활용된다.   
네이버사전:    https://goo.gl/gMQSd9    
(마지막   접속,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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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입출력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정식 풀이에 
돌입하게 된다. T‐10 시스템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치는 직류 전압으로 
표현되고, 송수신 중 벌어진 수치상의 오차는 각각의 서보 구간에서 피드백 
작용을 통해 최소치로 조정되는 방식이었다. 요컨대 신호의 증폭과 수치 
연산을 전체 피드백 회로에 전담시킴으로써 이동하는 목표물의 조준 뿐 
아니라, 관성으로 인한 지체, 물리적 진동 등등의 돌발적 난조에 따른 대응 
모두를 전체적 계산의 흐름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동시에 이 같은 설계로써 
기기 노화로 인한   문제,   급작스런   기후   변화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면역력이   확보될   수   있었다.63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이미 15년 전 완성된 
공학적 토대, 이를테면 장거리 전화 통신망에서의 신호 왜곡 저감을 위해 
적용된 ‘네거티브 피드백 증폭의 원리’, 아날로그 컴퓨터의 개발과 그 
운용에서 파생된 ‘서보제어 이론’ 등등을 망라하면서 추진됐다는 점이다. 
개발에 참여했던 페렐은 이들 상이한 계통의 원리가 교차되는 지점에서의 
낯설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통신 엔지니어로서 보통 그들은 전류나 인덕턴스, 대역폭, 그리고 
디스토션 등을 취급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와 질량, 지연 내지는 
오류에 대해 머리 싸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말소리의 
전송에 관한 문제 대신, 그들은 화포의 조준이나 폭격 조준의 문제를 
대면하고 있었다. 전혀 다른 수랑과 전혀 다른 장치들, 그리고 상이한 
방정식과 지금까지와는 차별된 조사, 분석 방법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64

 
 음성 신호라는 비가시적 세계를 취급했던 통신공학 원리가 육중한 
부피와 질량의 세계를 길들이는 보편 공식이 될 수 있다면, 이 회로에 끼워진 
인간 오퍼레이터에도 예외없이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페렐의 42년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스템 내 인간 – 기계 조합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서, 주파수 응답에 관한 나이퀴스트 기준 (Nyquist 

Mindell, D. A., “Automation's Finest Hour: 
Bell Labs and Automatic Control in World 
War II,”  IEEE Control System Magazine 
15:6 (1995), pp.72‐80.

63 Ferrell,   E.,   “Electrical   and   Mechanical   
Analogies,”   Bell   Laboratories   Record,   
October   1946   |   Mindell(2002),   p.25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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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criterion)65을 대입하거나, 목표물 조준에 임하는 오퍼레이터의 
신경계를 네거티브 피드백 원리에 정확히 일치시켜 설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66

 그렇다면 다시 이전 논의를 검토해 보자. 앞서 밀러가 언급한 부분, 
56년 인지주의 혁명기의 연구 성과들이 기댄 ‘2차 대전 시기의 흐름’이란 
바로 이와 직결된 것이었다. 1940 – 50년대, 당대의 공학적 분위기는 이렇게 
통합과 균질화의 물살을 탔고, 맨 – 머신 유닛들이 지배하는 교전의 필드는 
제어와 통신의 일체화를 계기삼아 응용수학, 통계학으로써 무차별 계량과 
예측이 가능한 곳으로 변모해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진영은 
이렇게 전쟁을 기점으로 산발했던  각 분야의 성과들을 망라해 수학 증명이나 
보편 이론을 정립, 보다 추상적 형식을 통해 학술 연구로서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그 희미해진 
경계가 반드시 인간과 기계 사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2차 대전의 후반부와 
그 이후, 전쟁은 현저히 상징과 표상의 영역으로 이전되어 갔으며, 상황 
진단과 미래 예측을 위한 분석의 체계는 수학 알고리듬으로 환원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이런 추세에 따라 나날이 폭증하는 변수들과 복잡한 방정식을 
감당하기 위한 구원 투수로서 (디지털)컴퓨터의 등판이 이어지고, 이  수식과 
기호의 처리에 능란한 기계의 성능이  전쟁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확보해가는   것에   비례해,   군부의   컴퓨터에   대한   신뢰   
역시   치솟고   있었다.
 전쟁을 컴퓨터가 관할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혼돈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더구나  촘촘이 조직된 컴퓨터의 연결망을 
통해 실시간 상황 데이터가 원격으로 송수신됨으로써, 적기의 파일럿과 
비행기, 대공포, 포수가 가담했던 위너의 개념적 회로는 이제 지리적으로 
흩어진 모든 전쟁의 성분들이 피드백 정보를 주고받는 전방위적 네트워크로서 
확장되기 시작한다.  90년대 중반, 미 국방부가 주창한 군사 교리로서 
‘네트워크 중심전 (NCW: Network ‐Centric Warfare)’ 의 토대 역시, 이미 이
지점에서 실마리가 잡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도나  해러웨이는, 피드백 – 

해리 나이퀴스트(H. Nyquist)는 피드백 
회로에서 자가 진동(self‐oscillation)이 
발생하는 이유와 안정성의 조건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나이퀴스트 기준을   발표한다.   

65 이후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   회로를   
구현하는   초석이   된다.
앞의   24번   각주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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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컴퓨터가 관할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혼돈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더구나  촘촘이 조직된 컴퓨터의 연결망을 
통해 실시간 상황 데이터가 원격으로 송수신됨으로써, 적기의 파일럿과 
비행기, 대공포, 포수가 가담했던 위너의 개념적 회로는 이제 지리적으로 
흩어진 모든 전쟁의 성분들이 피드백 정보를 주고받는 전방위적 네트워크로서 
확장되기 시작한다.  90년대 중반, 미 국방부가 주창한 군사 교리로서 
‘네트워크 중심전 (NCW: Network ‐Centric Warfare)’ 의 토대 역시, 이미 이
지점에서 실마리가 잡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도나  해러웨이는, 피드백 – 

해리 나이퀴스트(H. Nyquist)는 피드백 
회로에서 자가 진동(self‐oscillation)이 
발생하는 이유와 안정성의 조건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나이퀴스트 기준을   발표한다.   

65 이후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   회로를   
구현하는   초석이   된다.
앞의   24번   각주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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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의 사이버네틱스가 세계 전반을 컴퓨터 코딩의 문제로 번역해냄에 따라 
그 기세는 통신기술, 컴퓨터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 무기 배치 
등과 같은 문제 모두를 총괄해 왔으며, 이런 다양한 과학 기술의 근간 전체가 
C3I  (시큐브드아이) 라는 군사적 상징으로 응축돼왔다고 피력한다.67 이
개념은 핵 전력을 기반으로 적과 대치하는 냉전의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조기경보 체계, 첩보를 통한 적 능력의 분석과 예측, 교전시 정보의 민활한 
회전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 대응 모두를 
함축할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반대 급부, 즉 시스템 운영 전반에 가중되는 복잡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68

03.
여기서 잠깐, C3I의 구성 요건이자 현대전의 근간을 함축하는 지휘와 통제, 
통신, 첩보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의 
개념들이 사이버네틱스 관련 논문과 저서에서 반복 사용된 핵심 
어휘들이었음을 상기해보자.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간명하게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네틱스는 “난잡함 (messiness) 에 관한 이론이며, 불분명한 
요인들, 예측 불가의 사건들로 넘쳐나는 세계에 대처할 최적의 해법을 
발견토록 이끄는 원리”69였다. 그런데 그의 이 같은 정의가, 사이버네틱스와 
비슷한 시기 체계가 잡힌 ‘운용연구( operations research) ’의 개념에도 
정확히 호환될 수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러 작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고 이에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는 2차 대전의 혼잡함 
속에서, 상호간 마찰과 손실을 극소화 하기 위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기법, 
또는 전술에 동원되는 병력과 무기, 각종 군수 장비 등, 다수요소들 간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학적 분석이 시급했고, 이런 노하우가 축적돼 체계화된 
것이 바로 운용연구였다. 독일 유보트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영국 
호송선단의 편성, 잠수함 이동 경로 파악 연구가 실전에 적용된 대표적 

 Haraway,   D.   J.,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p.164.
C3I와 복잡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라. Cooper, C., “Complexity 
in C3I Systems,” in D. Green & T. 

67

68

Bossomaier(eds.),  Complex Systems:   
From   Biology   To   Computation    (Amsterdam:   
IOS   Press,   1993),   pp.226‐231.
Dyson,   F.,    The   Scientist   as   Rebel    (New   
York:   New   York   Review   of   Books,   2006),   
p.257.

69

사례였으며, 당시 운용연구가 대면해야 했던 그 난잡함의   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병력과 군수품을 호송할 때 취급해야할 전반적 
문제들을 고려해보자. 동원할 군함 숫자나 효율성의 문제, 적 잠수함 
공격의 성격을 파악해야할 뿐 아니라, 여기에 경비병의 문제까지, 
그가 지치거나 아프거나 혹은 지루해지는 경우 시각 경계의 신뢰도 
처럼 측정 불가한 문제가 다수 얽히게 된다. 과연 어떤 절차로 최적의 
통합 계획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일단 속도와 안전, 비용 등등의 복합 
관점에서 도출돼야하고 그 밖에는? 호송 부대의 규모나 이동 속도는? 
지그재그로 회피하는 대신 오랜 시간 공격에 노출되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직선으로 빠르게 돌진하는 것이 좋은가? 등등의 계량화 
가능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들이 뒤엉킨다. 어떻게 그들이 조직돼야 
하는가? 어떤 방어가 최상이며 경계와 공격을 위해 어떤 조직과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가?70

 
 NDRC의 D‐2를 총 지휘했고 이후에도 응용수학자로서 수학에 
기반한 전쟁의 과학을 주도했던 워렌 위버 (Warren Weaver) 는,71 47년 
에세이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처리해야 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혼합팀”의 구성이 선결돼야 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운용연구의 토대 
위에 분야와 영역을 초월한 융합이 성사되었음을 밝힌다. 그는 작전 수행과 
병참의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수학자와 물리학자, 공학자, 
심지어 생리학자나 심리학자들까지 총 동원됐던 역사가 없으며, 이 같은 
협력과 집결의 의사 결정이야말로 당대의 진보적 성취였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일체의 자료를 수집·분석·비교를 
거듭하다보면 그 결정은 종종 직관에 반하는 것이 도출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방안이 예기치 못한 효과로 입증되기도   했다.
 실제 군사 작전에 민과 군이 긴밀히 협력한 최초의 사례로서 

Weaver,   W.,“Science   and   Complexity,”    
American   Scientist    36   (1948),   p.541.
Jardini, D. R.,“Out of the Blue Yonder: 
The Transfer of Systems Thinking from 
the Pentagon to the Great Society, 

70

71

1961–1965,” in A. C. Hughes &   T.   P.   
Hughes(eds.),    Systems,   Experts,   and   
Computers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pp.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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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의 사이버네틱스가 세계 전반을 컴퓨터 코딩의 문제로 번역해냄에 따라 
그 기세는 통신기술, 컴퓨터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 무기 배치 
등과 같은 문제 모두를 총괄해 왔으며, 이런 다양한 과학 기술의 근간 전체가 
C3I  (시큐브드아이) 라는 군사적 상징으로 응축돼왔다고 피력한다.67 이
개념은 핵 전력을 기반으로 적과 대치하는 냉전의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조기경보 체계, 첩보를 통한 적 능력의 분석과 예측, 교전시 정보의 민활한 
회전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 대응 모두를 
함축할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반대 급부, 즉 시스템 운영 전반에 가중되는 복잡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68

03.
여기서 잠깐, C3I의 구성 요건이자 현대전의 근간을 함축하는 지휘와 통제, 
통신, 첩보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의 
개념들이 사이버네틱스 관련 논문과 저서에서 반복 사용된 핵심 
어휘들이었음을 상기해보자.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간명하게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네틱스는 “난잡함 (messiness) 에 관한 이론이며, 불분명한 
요인들, 예측 불가의 사건들로 넘쳐나는 세계에 대처할 최적의 해법을 
발견토록 이끄는 원리”69였다. 그런데 그의 이 같은 정의가, 사이버네틱스와 
비슷한 시기 체계가 잡힌 ‘운용연구( operations research) ’의 개념에도 
정확히 호환될 수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러 작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고 이에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는 2차 대전의 혼잡함 
속에서, 상호간 마찰과 손실을 극소화 하기 위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기법, 
또는 전술에 동원되는 병력과 무기, 각종 군수 장비 등, 다수요소들 간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학적 분석이 시급했고, 이런 노하우가 축적돼 체계화된 
것이 바로 운용연구였다. 독일 유보트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영국 
호송선단의 편성, 잠수함 이동 경로 파악 연구가 실전에 적용된 대표적 

 Haraway,   D.   J.,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p.164.
C3I와 복잡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라. Cooper, C., “Complexity 
in C3I Systems,” in D. Green & T. 

67

68

Bossomaier(eds.),  Complex Systems:   
From   Biology   To   Computation    (Amsterdam:   
IOS   Press,   1993),   pp.226‐231.
Dyson,   F.,    The   Scientist   as   Rebel    (New   
York:   New   York   Review   of   Books,   2006),   
p.257.

69

사례였으며, 당시 운용연구가 대면해야 했던 그 난잡함의   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병력과 군수품을 호송할 때 취급해야할 전반적 
문제들을 고려해보자. 동원할 군함 숫자나 효율성의 문제, 적 잠수함 
공격의 성격을 파악해야할 뿐 아니라, 여기에 경비병의 문제까지, 
그가 지치거나 아프거나 혹은 지루해지는 경우 시각 경계의 신뢰도 
처럼 측정 불가한 문제가 다수 얽히게 된다. 과연 어떤 절차로 최적의 
통합 계획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일단 속도와 안전, 비용 등등의 복합 
관점에서 도출돼야하고 그 밖에는? 호송 부대의 규모나 이동 속도는? 
지그재그로 회피하는 대신 오랜 시간 공격에 노출되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직선으로 빠르게 돌진하는 것이 좋은가? 등등의 계량화 
가능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들이 뒤엉킨다. 어떻게 그들이 조직돼야 
하는가? 어떤 방어가 최상이며 경계와 공격을 위해 어떤 조직과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가?70

 
 NDRC의 D‐2를 총 지휘했고 이후에도 응용수학자로서 수학에 
기반한 전쟁의 과학을 주도했던 워렌 위버 (Warren Weaver) 는,71 47년 
에세이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처리해야 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혼합팀”의 구성이 선결돼야 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운용연구의 토대 
위에 분야와 영역을 초월한 융합이 성사되었음을 밝힌다. 그는 작전 수행과 
병참의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수학자와 물리학자, 공학자, 
심지어 생리학자나 심리학자들까지 총 동원됐던 역사가 없으며, 이 같은 
협력과 집결의 의사 결정이야말로 당대의 진보적 성취였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일체의 자료를 수집·분석·비교를 
거듭하다보면 그 결정은 종종 직관에 반하는 것이 도출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방안이 예기치 못한 효과로 입증되기도   했다.
 실제 군사 작전에 민과 군이 긴밀히 협력한 최초의 사례로서 

Weaver,   W.,“Science   and   Complexity,”    
American   Scientist    36   (1948),   p.541.
Jardini, D. R.,“Out of the Blue Yonder: 
The Transfer of Systems Thinking from 
the Pentagon to the Great Society, 

70

71

1961–1965,” in A. C. Hughes &   T.   P.   
Hughes(eds.),    Systems,   Experts,   and   
Computers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pp.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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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9 폭격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1944년 마리아나 제도에 주둔한 
채 일본 본토 폭격을 앞둔 시점에서 미 공군은 전략폭격기 B‐29의 성능을 
최대한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다. 당시 전략폭격 21 사령부의 르메이( Curtis 
LeMay) 지휘관, 더글라스 항공사 소속의 레이먼드 (Arthur E. Raymond) 
엔지니어 , MIT 래드랩 (Radiation Laboratory) 의 연구원이던 콜봄 (Franklin 
Collbohm) 과 볼즈 (Edward Bowles) 가 운용연구 기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미포(tail gun)만 남긴채 B‐29의 장갑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기체를 가볍게 유지해 항속거리와 폭탄 
탑재량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전투기보다 더 날렵한 비행이 가능해 
오히려 피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파일럿에게 
이는 공격에 대한 아무런 방호구 없이 전장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매우 꺼려지는 선택이었고, 그들 대다수의 직관에 위배되는 결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실전에 적용해 본 결과, 르메이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한 폭격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면서 그 입증된 효과를 
본부에 보고하게 된다.72 이 같은 사례들은 전투에 임하는 파일럿이나 
함장, 지휘관의 경험과 숙련에서 터져나온 직관의 조치들이 어쩌면 과학적 
관점에선 적합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고, 점차   전쟁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 냉전의 대립 속에서 전쟁을 둘러싼 일체의 
계량 분석은 조금 더 심각한 요청을 받는다. 소련과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핵무기로 결정된 이상, 일단 개전되면 교전의 선례가 전혀 의미 없는 절멸의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참전 경험이나 
그동안 갈고 닦은 전술적 기량 대부분이 쓸모 없는 전쟁이었으며, 축적된 
데이터가 전무한 미래이기도 했다. 이런 예측 불능의 앞날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단위로 치러지는 막대한 군사적 투자는, 그 상당수가 수학적 모델링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행해졌으며, 이런 흐름 속에 핵전략을 둘러싼 
전비(戰備)와 응전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극도의   비현실적   성향”73을   
띄어가기   시작했다.

Kaplan, F.,  The Wizards of Armageddon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3), 
p.57; Abella, A.,  Soldiers of Reason 
(Boston: Mariner Books, 2009),   pp.16‐17.

72 Edwards(1996),   p.120.73

 상황이 이렇게 조성되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74는 이미 40년대 말에 정책 결정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근거, 적어도 그들이 표면상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석의 체계를 준비해놓은 상태였다. ‘체계분석(systems 
analysis)’으로 명명된 이 기법은 과거 운용연구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형태였지만, 그것이 이미 설계된 체계 내에서 특정 임무의 가장 효율적인 수행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면, 체계분석은 아직 목표에 대한 접근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몇몇의 구체적 가정을 내놓고, 이에 근거한 
미완의 대안적 체계 다수를 상정해 선택·분석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보다 근원적 물음으로 
시작되며, 그 도출은 게임이론 (game theory) 과 같은 제거 형식주의, 
시뮬레이션의 근간인 수치해석, 또는 수학적 모델링의 형태를 띈다.75 
경험적 실측 데이터가 없는 조건에서 불확실성과 자유도가 높지만, 그만큼 
변화하는 조건 대입에 따라 무수한 매개변수들이 얽혀 복잡도가 가중되는 
분석 기법이었고, 자연히 그 역사는 컴퓨터의 기술적 발전과 병행되고 있었다. 
컴퓨터의 존재가 체계분석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과학자 바이첸 
바움의 표현에 따르면 “컴퓨터는 이 기법에 근육을 부여“하는 존재였다.76 
그 연산 능력이 강화될수록 체계분석은 더욱 복잡한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고, 그 연구 분석이 감당해야 할 복잡성이 다시 컴퓨터의   향상된   
성능을   재촉함으로써,   이   둘은   공생적   상승의   나선으로   얽히게   된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생각하기”77로 정평이 나있는 랜드 
연구자들이 냉전의 위기감에 편승해, “만약 – 한다면” 식의 온갖 유형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놓은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RAND는 연구와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어이다. 위의 B‐29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랭클린 콜봄이 랜드의 
창립자였다. 처음 더글라스 항공사(Douglas 
Aircraft)의 내부 연구 기구였으나, 미 
공군으로부터의 위탁 연구 규모가 계속 
커져감에 따라 랜드 재단으로 독립하게 된다. 
과학 저술가인 윌리엄 파운드 스톤은 “법적으로 
랜드는 사기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부기관도 아닌 키메라와 같은 존재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민간 기구이면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정부 위탁 계약으로 수행된다는 양면성 
때문이었다. Poundstone, W.,  Prisoner’s 

74 Dilemma (New   York:   Anchor   Books,   1992),   
p.86.
The RAND Corporation,  The RAND 
Corporation: The First Fifteen Years (Santa 
monica, 1963), pp.27‐28;  Edwards(1996), 
p.120; Kaplan(2009),   pp.87‐88;   Van   
Creveld,   M.,   『전쟁에서의   지휘』,   김구섭   외   
2인   역   (연경문화사,   2001),   .390‐92쪽
Weizenbaum, J.,  Computer Power 
and Human Reason: From Judgement 
To Calculation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1976), p.34.
Poundstone(1992),   pp.90‐92.

75

76

77



사
이
버
네
틱
스
와

 그
 이
후

, 회
로

 내
부
의

 인
적
성
분

 처
리
를

 위
한

 결
합
과

 시
뮬
레
이
션
의

 역
사

78 79
B‐29 폭격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1944년 마리아나 제도에 주둔한 
채 일본 본토 폭격을 앞둔 시점에서 미 공군은 전략폭격기 B‐29의 성능을 
최대한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다. 당시 전략폭격 21 사령부의 르메이( Curtis 
LeMay) 지휘관, 더글라스 항공사 소속의 레이먼드 (Arthur E. Raymond) 
엔지니어 , MIT 래드랩 (Radiation Laboratory) 의 연구원이던 콜봄 (Franklin 
Collbohm) 과 볼즈 (Edward Bowles) 가 운용연구 기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미포(tail gun)만 남긴채 B‐29의 장갑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기체를 가볍게 유지해 항속거리와 폭탄 
탑재량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전투기보다 더 날렵한 비행이 가능해 
오히려 피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파일럿에게 
이는 공격에 대한 아무런 방호구 없이 전장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매우 꺼려지는 선택이었고, 그들 대다수의 직관에 위배되는 결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실전에 적용해 본 결과, 르메이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한 폭격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면서 그 입증된 효과를 
본부에 보고하게 된다.72 이 같은 사례들은 전투에 임하는 파일럿이나 
함장, 지휘관의 경험과 숙련에서 터져나온 직관의 조치들이 어쩌면 과학적 
관점에선 적합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고, 점차   전쟁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 냉전의 대립 속에서 전쟁을 둘러싼 일체의 
계량 분석은 조금 더 심각한 요청을 받는다. 소련과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핵무기로 결정된 이상, 일단 개전되면 교전의 선례가 전혀 의미 없는 절멸의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참전 경험이나 
그동안 갈고 닦은 전술적 기량 대부분이 쓸모 없는 전쟁이었으며, 축적된 
데이터가 전무한 미래이기도 했다. 이런 예측 불능의 앞날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단위로 치러지는 막대한 군사적 투자는, 그 상당수가 수학적 모델링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행해졌으며, 이런 흐름 속에 핵전략을 둘러싼 
전비(戰備)와 응전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극도의   비현실적   성향”73을   
띄어가기   시작했다.

Kaplan, F.,  The Wizards of Armageddon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3), 
p.57; Abella, A.,  Soldiers of Reason 
(Boston: Mariner Books, 2009),   pp.16‐17.

72 Edwards(1996),   p.120.73

 상황이 이렇게 조성되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74는 이미 40년대 말에 정책 결정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근거, 적어도 그들이 표면상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석의 체계를 준비해놓은 상태였다. ‘체계분석(systems 
analysis)’으로 명명된 이 기법은 과거 운용연구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형태였지만, 그것이 이미 설계된 체계 내에서 특정 임무의 가장 효율적인 수행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면, 체계분석은 아직 목표에 대한 접근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몇몇의 구체적 가정을 내놓고, 이에 근거한 
미완의 대안적 체계 다수를 상정해 선택·분석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보다 근원적 물음으로 
시작되며, 그 도출은 게임이론 (game theory) 과 같은 제거 형식주의, 
시뮬레이션의 근간인 수치해석, 또는 수학적 모델링의 형태를 띈다.75 
경험적 실측 데이터가 없는 조건에서 불확실성과 자유도가 높지만, 그만큼 
변화하는 조건 대입에 따라 무수한 매개변수들이 얽혀 복잡도가 가중되는 
분석 기법이었고, 자연히 그 역사는 컴퓨터의 기술적 발전과 병행되고 있었다. 
컴퓨터의 존재가 체계분석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과학자 바이첸 
바움의 표현에 따르면 “컴퓨터는 이 기법에 근육을 부여“하는 존재였다.76 
그 연산 능력이 강화될수록 체계분석은 더욱 복잡한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고, 그 연구 분석이 감당해야 할 복잡성이 다시 컴퓨터의   향상된   
성능을   재촉함으로써,   이   둘은   공생적   상승의   나선으로   얽히게   된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생각하기”77로 정평이 나있는 랜드 
연구자들이 냉전의 위기감에 편승해, “만약 – 한다면” 식의 온갖 유형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놓은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RAND는 연구와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어이다. 위의 B‐29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랭클린 콜봄이 랜드의 
창립자였다. 처음 더글라스 항공사(Douglas 
Aircraft)의 내부 연구 기구였으나, 미 
공군으로부터의 위탁 연구 규모가 계속 
커져감에 따라 랜드 재단으로 독립하게 된다. 
과학 저술가인 윌리엄 파운드 스톤은 “법적으로 
랜드는 사기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부기관도 아닌 키메라와 같은 존재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민간 기구이면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정부 위탁 계약으로 수행된다는 양면성 
때문이었다. Poundstone, W.,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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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전매 특허인 체계분석과78 IBM 기종의 막강한 계산력 덕분이었고, 
군부와 강경 보수파들은 이런 기법을 보유한 랜드 연구소로부터 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에 합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제공받고 있었다. 이렇게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해답을 외교보다 과학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들 계량적, 수치지향적 방법론이 지닌 
결점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랜드   연구원이었던   에드워드   
발로우는   1950년   방공체계   개선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런   비판적   관점을   밝힌   
적이   있다.

체계분석 접근에 내재된 가장 큰 위험은, 아직 수량화로 처리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진지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량적 접근이 가능한 몇몇 요인들 조차 우리가 학습한 
바로써 감당하기엔 너무 구조가 복잡하다는 한계 때문에 제외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법은, 상당히 경직돼 있어 해결해야 할 공군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6개월 전에 미리 결정해야만   한다.   분석이   완료될   
무렵이면   이미   그   문제는   바뀌어   있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일이   자주   
생길   정도이다.79

 일찍이 체계분석이란 용어를 조어하고 교전의 전면적 수량화를 
목표로 이 기법을 정교화해나갔던 수학자 팩슨 (Edward Paxon) 은, 
무기체계 하나의 분석에도 군인과 민간인, 토지와 건물 등의 지형 조건, 
식량공급이나 의료체계,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되는 오락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80 그러나 병사 개개인의 자신감이나 
집단 사기,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요인들은 전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마땅히 상정돼야하지만, 그것을 수량적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1952년에서 54년까지, 약 3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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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연구소는 정면으로 이 문제들을 실험한 적이 있었고, 이 역시   방공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주제였다.
 랜드에 자문을 맡고 있던 심리학자들은 1950년 여름, ‘인간 – 기계 
시스템 내에서의 인간 요소’를 주제로 회합을 가진 적이 있다. 이 가운데 
존 케네디 (John L. Kennedy) 는, 인간공학과 생리심리학을 바탕으로 해군 
레이더 장비 개선과 승무요원들 메시지 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위탁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이 회합에서의 논의를 발판삼아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를 
랜드에 강력히 제안하게 된다.81 그 주제는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특정 
조건 하에서 인간 집단 행동에 관한 것이었고, 작업 공간 내부에서 펼쳐지는 
지각과 판단, 그리고 인간 – 기계, 인간 –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제였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이 연구는, 당시 군사적 현안 
가운데 가장 급박한 문제와 연계될 공산이 컸다. 이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 소련의 핵 보유 사실이 확인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점차 핵을 
통한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위협받는 형국이었고, 백악관을 통해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표되자마자 언제든 핵폭탄을 탑재한 소련의 폭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불길한 가정이 사회 
전반을 엄습하게 된다. 이제 미국만의 일방적 핵 독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쪽의 선제 공격이든 그에 따른 보복 핵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적의   공중   공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핵전쟁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가장 긴급한 정보의 교환은 
ADDC (방공지휘센터, air defense direction center) 에서 일차적으로 
벌어지게된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의사소통이 지체되거나, 
신호를 오판해 상부 보고에 착오가 생긴다면, 이는 곧바로 국방에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다. 과연 이 위급 상황에서의 소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휘센터 내부의 정보처리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연구분야를 군사 프로젝트와 연계시키는데 능숙했던 
케네디의 발상은 이랬다. ADDC 그대로를 세트장으로 옮겨 실제 발생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을 재현해보는 것이었고, 이 모의 훈련으로부터 도출된 인간 

Farish,   M.,    The   Contours   of   America’s   Cold   
War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2010),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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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계측 자료를 실제 지휘센터에서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결국 공군과 랜드로부터 승인이 떨어졌고, 당시 랜드 연구소가 
위치한 산타 모니카 지역, 어느 건물의 당구장 시설 하나를 개조해 ‘워싱턴 주, 
타코마의 맥코드필드 (Tacoma, McChord Field) 공군 지휘소’와 거의 동일한 
설비와 인테리어로 내부를 재현함으로서 SRL (체계연구실험실, Systems 
Research Laboratory) 이 발족된다.82 이듬해 5월의 일이었고, 바로 이곳이 
“3차 대전 초입의 8시간” 그대로를 재현하는83 드레스 리허설의 무대이자, 이 
위기가 고조되는 시간 내 펼쳐질 조직화된 인간 집단 행동의 실험장이었던 
것이다.
 ADDC 내부에서의 정보 흐름은 다음과 같다.[2] 우선 감시부서  
(survilance section) 의 오퍼레이터는 PPI를 응시하며 항공기들의 비행 
패턴을 확인한다. 대개의 신호는 민간항공청의 자료를 토대로 등록된 
민항기(우호적 비행체)들의 항로를 벗어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예정 
항로를 이탈하거나, 아예 식별 불능인 신호가 PPI 상에 잡히면, 즉각 
미확인 (unknown) 으로 분류돼 확인부서 (movements indentification 
section)로  정보가 넘겨진다. 이곳은 민간항공청과의 전화 통화로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 포착된 움직임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연료 부족이나 
기체 고장 문제로 회항하거나 항로를 이탈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 만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어부서 (control section) 의 명령에 의해 곧바로 
요격기의 출격이 이어진다. 만일 여기서 항공기 타입과 일련 번호가 확인되고, 
항공기와의 교신이 성공한다면 괜찮지만, 만일 상대 파일럿이 교신에 응하지 
않거나 적대 행위를 보일 때, 선임지휘관 (senior director) 으로부터 발포 
명령을 하달받는 즉시 요격기는 교전에 돌입한다. 그리고 이를 국토 전역의   
지휘센터에   알려   비상   상황이   선포되게   함으로써   개전의   수순을   밟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지극히 명료한 프로세스 같지만, 이곳 오퍼레이터는 
상당 부분 불확실하고 난처한 신호들과 뒤엉켜 격전을 치러야 한다. 새떼나 
해상 선박, 심지어 구름, 태풍과 같은 기상요인에 의한 파동까지 모두 반송 
주파수로 감지돼 레이더의 유효 신호로 유입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렇게 

실제의   지휘센터들은   모두   평시   작전에도   
늘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해야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시설을   연구에   활용하긴   
어려웠다.

82 Ghamari‐Tabrizi, S., “ Cognitive and 
Perceptual Training in the Cold War 
Man‐Machine System” in J. Isaac & D. 
Bell(eds.),  Uncertain Empire (Oxford:   
Oxford   Univ.   Press,   2012),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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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하는 노이즈로부터 수시로 긴요한 정보를 뒤지는 선별작업은 늘 번거롭고 
지루하며 집중력을 흩뜨린다. 결국 이곳 군인 요원들은 화면 응시를 통한 
선별과 추적, 좌표지정, 통신장비를 경유한 부서 간 데이터 전송을 반복하고,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언어적 형태로  변환, 이를 다시 
상황판으로 옮겨 집단이 공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이어감으로써,84 이곳 
엔트로피 가득한 영공의 정보량을 최소한으로 낮춰 가까스로 질서의 패턴을 
잡아나간다. SRL이 시뮬레이션하고자 했던 것은 이처럼 정신적 기능만으로 
교전(가능성)에 연루된 이들이 이어가는 악무한 노동,   이로써   성립되는   
ADDC  내부의   정보처리   프로세스   전체였다.
 시뮬레이션 실험의 주최자로서 케네디와 함께, 두 명의 실험 
심리학자 비엘 (William C. Biel) 과 채프만 (Robert L. Chapman) , 그리고 
수학자 뉴웰 (Allen Newell) 이 혼합팀을 구성해 기본적으로 성취해야 했던 
것은, 바로 시스템 분석의 한계로 지적된 인간 요소의 정량화였다. 불시에 
닥칠 위기 순간에 오판하지 않고 신호 분석에 몰입하는 집중력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주의력의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 경계는 어느 시점이며, 
과연 어떤 조건이 직무 수행력의 향상을 자극하는가? 제기된 질문의 상당 
부분은 집단의 인지력이 소진되는 지점을 파악해 그 한계치를 최대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됐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SRL은 조직 
전체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해 어떤 위급 상황에도 
탄력적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조건을 탐색코자 했다.85 역시 문제의 초점은 
기계 시스템이 발휘하는 높은 성능과 밸런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인적 성분의 
수행성 조율에 맞추졌는데, 작전에서의 실책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기계를 
활용하는 도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란 것이다.86 채프만은 이와 관련해   SRL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운용연구와 체계분석은 시스템 전반의 수행 능력에서 인간 성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통 “성능 저하 요인”은 예측된 효율성을 

제한하는데 고질적이다. 시스템 내의 인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의 
차원에서 랜드 연구소는 맨‐머신의 복합 체계에서 인간 직무 수행을   
연구하기   위해   SRL을   조직했다.87

 
 가설은 이랬다. 실험의 목표가 시스템 수행 능력의 향상에 있다면, 
개별 교육이 아닌 집단으로 실시되는 통합 훈련으로써 높은 수준의 학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인간집단과 기계 장비들이 얽힌 조직화 
학습을 통해 전체는 한 차원 상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실험은 모의 ADDC에 소속된 모든 요원들의 집단 참여로 수행되며, 
이들 피실험체 조직에 ‘유기체’란 은유를 채택88, “피와 근육, 금속”의 이질적 
성분들이 고강도 결속을 이뤄낸 상태에서 점층적으로 가중되는 정보량 
부담과 지속되는 처리 가속화의 압박에도 수행력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어가는 ‘생물학적 적응’의 프로세스를   목표로   실험이   실시되고   
있었다.89   그리고   이   적응을   지탱하는   원리는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이었다.

이 연구의 배경에 깔린 통찰은, 문제의 해법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인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닫힌” 체계의 예측 가능 면모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이 만일 시스템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화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에게 작전 수행의 결과가 
주어진다면, 실제 수행 결과와 목표치와의 격차에 대한 정보는 
그 자체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기능하면서 조작 실습의 적응을   
이끌어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90

 
 시스템 전체에 자신의 직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임무 수행의 
결과로서 성공인지 실패인지의 여부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평가되는 
것, 이상적 결과와 실제 수행 결과의 격차를 작전 실행 와중에도 곧바로 
인지시킴으로써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강박을 유도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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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될 수 있는가? 주의력의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 경계는 어느 시점이며, 
과연 어떤 조건이 직무 수행력의 향상을 자극하는가? 제기된 질문의 상당 
부분은 집단의 인지력이 소진되는 지점을 파악해 그 한계치를 최대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됐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SRL은 조직 
전체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해 어떤 위급 상황에도 
탄력적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조건을 탐색코자 했다.85 역시 문제의 초점은 
기계 시스템이 발휘하는 높은 성능과 밸런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인적 성분의 
수행성 조율에 맞추졌는데, 작전에서의 실책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기계를 
활용하는 도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란 것이다.86 채프만은 이와 관련해   SRL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운용연구와 체계분석은 시스템 전반의 수행 능력에서 인간 성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통 “성능 저하 요인”은 예측된 효율성을 

제한하는데 고질적이다. 시스템 내의 인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의 
차원에서 랜드 연구소는 맨‐머신의 복합 체계에서 인간 직무 수행을   
연구하기   위해   SRL을   조직했다.87

 
 가설은 이랬다. 실험의 목표가 시스템 수행 능력의 향상에 있다면, 
개별 교육이 아닌 집단으로 실시되는 통합 훈련으로써 높은 수준의 학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인간집단과 기계 장비들이 얽힌 조직화 
학습을 통해 전체는 한 차원 상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실험은 모의 ADDC에 소속된 모든 요원들의 집단 참여로 수행되며, 
이들 피실험체 조직에 ‘유기체’란 은유를 채택88, “피와 근육, 금속”의 이질적 
성분들이 고강도 결속을 이뤄낸 상태에서 점층적으로 가중되는 정보량 
부담과 지속되는 처리 가속화의 압박에도 수행력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어가는 ‘생물학적 적응’의 프로세스를   목표로   실험이   실시되고   
있었다.89   그리고   이   적응을   지탱하는   원리는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이었다.

이 연구의 배경에 깔린 통찰은, 문제의 해법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인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닫힌” 체계의 예측 가능 면모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이 만일 시스템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화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에게 작전 수행의 결과가 
주어진다면, 실제 수행 결과와 목표치와의 격차에 대한 정보는 
그 자체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기능하면서 조작 실습의 적응을   
이끌어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90

 
 시스템 전체에 자신의 직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임무 수행의 
결과로서 성공인지 실패인지의 여부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평가되는 
것, 이상적 결과와 실제 수행 결과의 격차를 작전 실행 와중에도 곧바로 
인지시킴으로써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강박을 유도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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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land, A. & Haythorn,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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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의 핵심이었다. 보고서 곳곳에서 시종일관 강조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스트레스 가중 기반의 훈련’이라는 것, “실제 긴급 상황이 
일어나기 전, 시스템이 보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데” 있어 모의 
훈련에서의 치명적 압박은 조직 전체의 수행 능력 향상에 지극히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강조한다.91 ‘여기 실험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에 미 합중국의 
운명이 달려있다’92는 강력한 동기 부여를 시작으로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실험자와 동료들의 공개 평가와 함께 서로 간   언쟁이   이어지고,   무엇보다   
직무의   강도는   계속해서   드세진다.
 그렇지만 상위 단계의 어떤 압박에서도 요원들의 정신적 능력이 
고갈된 적이 없었으며, 인지적 과중에 압도될 듯 하다가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차츰 견조한 수행의 흐름을 지속해 나아갔다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 
보고된다.93 요컨대 유사 – 표적 신호들이 쏟아지듯 밀려오는 경우라도 전체 
요원들은 불필요한 신호의 필터링에 더욱 과감해졌으며, 이렇게 스스로 
가중되는 인지 부담의 경감 책략을 본능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판독의 정교함 
또한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열악해지는 환경 변화에도 불구, 어떻게든 
항상성을 유지해 삶을 도모해 나가는 생명 조직처럼 집단 전체가 감내하는 
인지적 한계치를 매 순간 경신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정보처리의   견고함을   
지속시키는   것이   결국   이   보고서가   밝힌   ‘적응’의   요체였던 것이다.

00.
경제사학자 미로스키는 SRL 실험 분석의 근저엔, 완전한 합리성이 상정된 
게임이론처럼 전지적 전략에서 결락된 부분을 경험적 실증의 연구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논평한다.94 단계별 스트레스와 새로운 학습 
과정, 대안적 운영 구조의 틀 내에서 인간이 적으로부터의 위협과 심리적 
불안감의 엄습, 집단 위기에 맞서 대처하는 방식을 실제 분석함으로써 수학적 
형식 논리로 구현된 군사 전략을 개량하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실험팀이 자인한 바에 따르면, ‘유기체’의 개념을 매개로 존재의 개별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결론난다. 이를테면 집단 수행의 예측 문제를 
개별 인간의 행동 예측과 동일시 하려했으나, 내면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95 이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실험팀의 직무 설계 자체가 의도적으로 사사로움을 배재하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개인이 겪은 과거사, 그의 사회적 인식, 사적인 가치 
체계가 수행 실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고려됐고,96 이로써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인간 행동은 지극히 제한된 프레임에   갇힌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수집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힘이 부쳤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DDC 내부의 정보처리 상당 
부분은 요원들 사이의 구두를 통해 진행된다. 실험팀은 이 언어적 정보의 
파악이 피실험 조직의 속성이나 적응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긴요하다 여겼고, 
요원들에게 헤드셋을 지급해 전화 통화나 면대면 소통 거의 매 순간을 레코딩 
기록으로 남긴다. 이와 함께 2차 실험부턴97 매 15초마다 한 번씩 어떤 전화 
라인이 사용 중인지 IBM 카드 천공기를 통해 코드화함으로써 정보 교환의 
패턴을 파악코자 했고, 3, 4차 실험에선 키보드를 통해 거의 모든 언어 
메시지가 카드에 새겨지도록 했다. 그리고 관찰된 직무 태도나 행동 사항 
역시 30초 마다 기록되며, 실험 세션 진행 중 2분 마다 상황판 디스플레이가 
사진으로 촬영된다.98 이렇게 모인 자료의 총량은 엄청났는데, 총 1만 2천 
시간의 음성 녹음, 수집된 카드와 타이핑된 서류들만 파일서랍장 60여개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문제는 그들이 고백한 바처럼, 수집된 내용의 극히 
일부만이 의미 있게 분석될 수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   모두   소각   처리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점이다.
 실험팀이 이렇게 자료 수집에 매달려야 했던 이유는, 이미 성립된 
가설의 테스트가 아니라 뭔가 의미있는 분석 프레임이 새로이 발견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고,99 따라서 그 기록들의 폐기는 여기에 묻혀 있을 
수많은 가설들이 도출될 가능성 역시 소실됐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만일 이 두 
가지 문제가 다른 방향을 향했다면, 이 실험은 인간심리와 행동예측에 얼마나 

Chapman, R. L. & Kennedy, J. L.,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ystems Research Laboratory Studies,” 
P‐740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1   September   1955),   
pp.10‐14.

91 Chapman   et   al.(1959),   p.259.
Chapman   et   al.(1959),   pp.266‐67.
Mirowski,   P.,    Machine   Dreams:   Economics   
Becomes   a   Cyborg   Scienc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p.350.

92
93
94

Chapman   et   al.(1959),   p.268.
Chapman   et   al.(1952),   p.20.
52년에서 5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케이시(Casey), 카우보이(Cowboy), 
코브라(Cobra), 코그휠(Cogweel)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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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hns Hopkins Pres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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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팀이 자인한 바에 따르면, ‘유기체’의 개념을 매개로 존재의 개별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결론난다. 이를테면 집단 수행의 예측 문제를 
개별 인간의 행동 예측과 동일시 하려했으나, 내면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95 이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실험팀의 직무 설계 자체가 의도적으로 사사로움을 배재하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개인이 겪은 과거사, 그의 사회적 인식, 사적인 가치 
체계가 수행 실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고려됐고,96 이로써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인간 행동은 지극히 제한된 프레임에   갇힌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수집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힘이 부쳤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DDC 내부의 정보처리 상당 
부분은 요원들 사이의 구두를 통해 진행된다. 실험팀은 이 언어적 정보의 
파악이 피실험 조직의 속성이나 적응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긴요하다 여겼고, 
요원들에게 헤드셋을 지급해 전화 통화나 면대면 소통 거의 매 순간을 레코딩 
기록으로 남긴다. 이와 함께 2차 실험부턴97 매 15초마다 한 번씩 어떤 전화 
라인이 사용 중인지 IBM 카드 천공기를 통해 코드화함으로써 정보 교환의 
패턴을 파악코자 했고, 3, 4차 실험에선 키보드를 통해 거의 모든 언어 
메시지가 카드에 새겨지도록 했다. 그리고 관찰된 직무 태도나 행동 사항 
역시 30초 마다 기록되며, 실험 세션 진행 중 2분 마다 상황판 디스플레이가 
사진으로 촬영된다.98 이렇게 모인 자료의 총량은 엄청났는데, 총 1만 2천 
시간의 음성 녹음, 수집된 카드와 타이핑된 서류들만 파일서랍장 60여개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문제는 그들이 고백한 바처럼, 수집된 내용의 극히 
일부만이 의미 있게 분석될 수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   모두   소각   처리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점이다.
 실험팀이 이렇게 자료 수집에 매달려야 했던 이유는, 이미 성립된 
가설의 테스트가 아니라 뭔가 의미있는 분석 프레임이 새로이 발견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고,99 따라서 그 기록들의 폐기는 여기에 묻혀 있을 
수많은 가설들이 도출될 가능성 역시 소실됐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만일 이 두 
가지 문제가 다른 방향을 향했다면, 이 실험은 인간심리와 행동예측에 얼마나 

Chapman, R. L. & Kennedy, J. L.,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ystems Research Laboratory Studies,” 
P‐740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1   September   1955),   
pp.10‐14.

91 Chapman   et   al.(1959),   p.259.
Chapman   et   al.(1959),   pp.266‐67.
Mirowski,   P.,    Machine   Dreams:   Economics   
Becomes   a   Cyborg   Scienc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p.350.

92
93
94

Chapman   et   al.(1959),   p.268.
Chapman   et   al.(1952),   p.20.
52년에서 5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케이시(Casey), 카우보이(Cowboy), 
코브라(Cobra), 코그휠(Cogweel)이란 
코드네임으로 실험이 실행된다. 각   실험은   
인원과   시간,   세션의   수를   달리했다.

95
96
97

실험에서 수집된 기록들 유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Parsons, H. M.,  Man–
Machine System Experiment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72),   
pp.168‐169.
Chapman   et   al.(1959),   p.26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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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근접했을까? 채프만의 바램이나 미로스키의 논평처럼 SRL은 체계분석, 
게임이론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보완책이 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 베니거는 〈제어 혁명〉에서, 근대적 관리 체계가 자체 
조절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제어 양식 가운데 가장 핵심적 부분을 
‘전처리 (preprocessing) ’로 꼽은 바 있다.100 그에 따르면, 고도화된 대규모 
사회 체계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관리자는 반드시 세부적 요소들을 
소거해 정보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다. 처리 역량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목표치로의 근접을 위한 최소 사항만을 고려해 조작 · 관리하면 전체의 통제는 
일단 성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처리는 사사로운 정보의 묵살, 디테일의 
삭감을 통해 정보량을 낮춰 제어의 효율을 살리는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SRL역시 이 같은 사적 요소의 배제로서 실험팀이 애초에 구상했던 것, 즉 
정보의 투입에 따라 ‘인간과 하드웨어’, ‘인간과 인간’이 치밀한 인터랙션으로 
맞물려 정확한 산출을 이뤄내는 ‘단일 정보처리 유닛’101으로 실험실 전체를 
통합, 제어하는데 기막힌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작전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터져나오는 엄청난 양의 음성 메시지와 피실험자들의 미묘한 
태도와 동선, 감정 표현에 관한 세부 정보로부터 의미있는 발견을 성취할   순   
없었다.   랜드의   분석,   그리고   당시   실험심리학의   접근은   객관적이며   수량화된   
자료에   특화된   체계였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운용연구를   정초한   주커만은   66년   저서에서   
그것이   지닌   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털어놓는다.

운용연구는 (····) 외삽과 예측을 위한 기초로서 정확한 정보를 
탐색한다. 그것은 면밀한 지식의 총합으로서의 과학이라기보다, 
낯설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 대해 체계적 수단과 처리법의 엄격한 
적용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의 과학이다. 분석에 유효한 정보들의 
정확도가 떨어질수록, 그리고 경험적 근거가 희박할수록 결과는 매우 
부정확해진다. 그러나 분석이 이루어지는 수학적 방법은   세련되고   
매력적이기만   하다.102

 말끔한 수학적 상징으로 환원되는 기법, 그 추상적 처리에 내재된 
위험성은 해답을 위한 질문의 규정이나 전제가 세밀하지 못했을 때 도출되는 
치명적 오류에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학 접근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상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전처리와 같은 세부 정보의 생략이 필요 없고, 
수집된 데이터 모두를 처리하고 통합해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엉청난 정보 수집, 축적의 능력과 처리 역량은 지난 시대 
통용된 제어와 예측의 수준을 전혀 다른 단계로 진입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크리스 앤더슨은 『와이어드』지를 통해 정확히 
이 부분을 지적한다. 그는 “이론의 종말: 데이터의 범람이   과학적   수단을   
진부하게   만들다”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동원될 수 있을만한 모든 방법들이 데이터의 압도적 양과 
응용수학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다. 인간 행동으로부터 도출된 모든 
이론들, 언어학에서부터 사회학까지 상관없다. 분류학이나 존재학, 
심리학조차 잊어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핵심은 그들이 행동하면 우리는 그것을 공전의 해상도로 추적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그   숫자들은   
스스로   입을   열기   마련이다.103

 
 정리해보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작전에 투입된 모든 
요소를 고도화된 기계들과 유사 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을 
예측의 영토로 바꿔놓기 위해 인간에게 무엇을 양보하고 포기토록 
강권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특히 둔중한 기계들이 난폭하게 활개치는 
전장의 물질계가, 비가시적 신호의 패턴으로 일괄 통제될 수 있다는 단서가 
확보됐을 때부터, 전쟁의 과학 연구는 생명체로서의 인간 역시 이 통신 회로 
내부로 포섭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성향이나 습관, 뒤엉킨 욕구, 변덕스런 
감정은 시스템의 이단으로 배제된 채, 이곳 인간은 정보의 피드백 회전 

전산학 용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Beniger, J. 
R.,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6),   pp.15‐16.

100 혹은   ‘정보처리센터’로   간주했다.   Chapman   et   
al.(1952),   pp.1,   3‐4.

101

Zuckerman, S.,  Scientist and War: The 
Impact of Science on Military and Civil 
Affairs (London, 1966), p.18 | Perry, R. L., 
“Commentary,” in M. D. Wright & L. J. 
Paszek(eds.)  Science, Technology, and 
Warfare: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Military History Symposium (United 

102 States Air Force   Academy,   8‐9   May   
1969),   p.117에서   재인용. 
Anderson, C., “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  Wired (June 2008)  https://
goo.gl/nUXqPU (마지막   접속,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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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 용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Beniger, J. 
R.,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6),   pp.15‐16.

100 혹은   ‘정보처리센터’로   간주했다.   Chapman   et   
al.(1952),   pp.1,   3‐4.

101

Zuckerman, S.,  Scientist and War: The 
Impact of Science on Military and Civil 
Affairs (London, 1966), p.18 | Perry, R. L., 
“Commentary,” in M. D. Wright & L. J. 
Paszek(eds.)  Science, Technology, and 
Warfare: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Military History Symposium (United 

102 States Air Force   Academy,   8‐9   May   
1969),   p.117에서   재인용. 
Anderson, C., “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  Wired (June 2008)  https://
goo.gl/nUXqPU (마지막   접속,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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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삽입된 서보메커니즘이나 데이터 전송의 연결축으로서, 혹은 정보처리 
기계 부속들로 치환되고 있었다. 이렇게 특수성이 삭감된 유사 – 기계가 
시스템 내부로 완전히 병합되는 시점에서 전쟁 수행 기계는 돌발적 교란에 
따른 대처 능력을 비롯, 유기체 특유의 임기응변이나 적응의 탄력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기계, 구글의 검색 엔진, 아마존 
닷컴의 추천 알고리듬을 생각해보자. 이 기계들은 인간을 그 어떤 존재로도 
치환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활동 궤적과 개별 성향, 내적 요소들을 
흡입함으로써 스스로 유기체의 지능을 닮아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로선 기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욕망의 신호들을 방사해 
과중한 트래픽으로 회선을 폭주시킬수록 한층 신뢰도 높은 기계 지능, 보다 
정확한 예측의 알고리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말한 
그 검은 유리판들 위에서 빚어지는 감각의 비대칭성은 전혀 다른 층위에서 
재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무심결의 터치, 무의식적 클릭을 연거푸 반복해 
나가다보면 과거 체계분석이 손댈 수 없었던 비정형, 비정량 데이터들까지 
무더기로 수학적 분석의 틀 내부로 유입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펼쳐졌던 
무질서한 인터랙션 이벤트의 흔적들은 데이터마이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듬에 의해 명료한 패턴으로 정돈될 뿐 아니라, 그 패턴은 다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갱신돼   나가기   때문이다.
 과거 운용연구나 체계분석의 난점, 즉 부정확한 표본과 누락된 
데이터가 분석의 틀 전체를 훼손하는 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데이터의 
양적 수집이 테라바이트를 넘어 페타바이트 단위로 접어든 이상, 과거보다 
월등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가설 세우기나 모델화 작업을 건너뛰고도 
비선형적 영역의 모호한 상관성, 그리고 그 상관성의 신뢰도를 발빠르게 
가시화 해준다. 표본이 방대하다면 결과는 우연이나 임의성을 넘어서기 
마련이며, 애초에 현실은 선형적 인과성으로 해명 가능한 부분보다 비선형적 
복잡성에 연루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인간의 
내밀한 취향과 기호의 문제야 어떻겠는가? 따지고 보면 앞서 언급했던 
60년대 초반, 군부의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그리 황당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군 장성이 어떤 술을 마시고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또는 특정 신문 
기사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부가 정말 소련 군사 전략의 방향과 연결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미 국방부 체계분석실에서는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성 근무 여성들의 스커트 길이를 이론적 측면에서 

연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함축적 의미를 찾으려고까지 노력했다고 전한다.104 
다만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고,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인터페이스는 인공지능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고, 
인공지능의 선택과 예측은 사용자들을 계속 로그인 상태에 묶어 연쇄적 
인터랙션을 유도해내는 협업의 앙상블을 펼쳐나간다. 이로써 결합에서의 
배타적 경계는 완전히 소멸되고, 데이터의 파상적 흐름으로 변환된 인간의 
내적 체계는 전자적 네트워크로 스며들어 스스로의 패턴을 통계학적으로 
분석되도록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과연   인류가   이보다   완벽한   맨‐머신   통합   
시스템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
 이를테면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된 이런 상황들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특정 개인이 좋아할 만한 영화와 미드를 추천해주고, 어느 학자의 서재에 
꽂혀있는 학술 서적의 25% 이상이 아마존 닷컴 사이트의 권유로 채워지는 
세상, 그리고 추천 알고리듬으로 각성된 취향이 개인의 새로운 시청 패턴을 
파생시키고,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 또한 아마존이 자극한 탐구심으로 
결정되는 세계. 데이터의 전방위적 수집과 처리, 통계학 분석으로 일상의 
면면이 예측의 권역으로 흡입되어가는 지금의 형세를, 냉전 시대 군사적 
지휘 · 통제 체계가 꿈꿨던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완전 통제, 완전 
예측의 피드백 회로와 연결시켜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냉전’, ‘포스트 
냉전’이라는 현 시대를 규정하는 개념이 적어도 인간 – 기술이 맺는 관계의 
특수성 차원에선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바일기기와 터치스크린, 
빅데이터, 학습알고리듬이 촘촘이 얽혀 일상의 구석구석을 조건짓는 현재의 
상황은 냉전의 기술적 체계가 확장되어가는 시대, 엑스트라 기술 냉전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냉전은   그때,   지금   이   시대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Van   Creveld(1985), p.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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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 좋아할 만한 영화와 미드를 추천해주고, 어느 학자의 서재에 
꽂혀있는 학술 서적의 25% 이상이 아마존 닷컴 사이트의 권유로 채워지는 
세상, 그리고 추천 알고리듬으로 각성된 취향이 개인의 새로운 시청 패턴을 
파생시키고,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 또한 아마존이 자극한 탐구심으로 
결정되는 세계. 데이터의 전방위적 수집과 처리, 통계학 분석으로 일상의 
면면이 예측의 권역으로 흡입되어가는 지금의 형세를, 냉전 시대 군사적 
지휘 · 통제 체계가 꿈꿨던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완전 통제, 완전 
예측의 피드백 회로와 연결시켜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냉전’, ‘포스트 
냉전’이라는 현 시대를 규정하는 개념이 적어도 인간 – 기술이 맺는 관계의 
특수성 차원에선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바일기기와 터치스크린, 
빅데이터, 학습알고리듬이 촘촘이 얽혀 일상의 구석구석을 조건짓는 현재의 
상황은 냉전의 기술적 체계가 확장되어가는 시대, 엑스트라 기술 냉전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냉전은   그때,   지금   이   시대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Van   Creveld(1985), p.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