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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로 살아간다

2017년에 필자는 '소프트웨어로 살아간다'라는 특집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 
여러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미래를 점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인상적인 연사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의 박진호 교수였다. 박진호 교수는 중세국어학을 전공하면서 관련 
연구 툴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전산언어학의 기초를 닦은 분으로 소위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횡단하는 학자였다. 학생들 앞에서 인문학자로서 코딩의 '효용성'을 주장할 
줄 알았는데, 맙소사! 2시간 동안 선생은 자신이 독학했던 컴퓨터 언어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사용했다. 이어 C++에서 Ruby로 주력 언어를 바꾸면서 경험한 
논리적 구조의 변화는 기계어와 인간언어 사이의 접점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논평했다. 
컴퓨터 언어의 효용이 아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생각해본 
순간이었다. 생각해보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언어 
자체의 발음이나 어순이 주는 논리에 대한 흥미를 통해 언어 학습에 몰입한다. 컴퓨터 
언어도 그러한 외국어의 한 종류이며, 보다 기계적 사고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라는 말을 상기해보자. 인간의 사고방식은 점점 기계언어의 논리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사물과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 그 방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디지털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디지털 코드 안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모니카 친은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구글검색 세대는 교수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교육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1라는 글에서 구글 검색이나 클라우드 
저장방식에 익숙한 세대가 더 이상 컴퓨터 안의 폴더 트리의 동작방식이나 존재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 묘사한다. 천문학자 갈란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파일이나 아이템이 특정 폴더 안에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곤 해요. 폴더 
이름이 일종의 주소가 되고, 그 파일을 찾으려면 주소를 따라 그 폴더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달랐어요. 학생들 생각 속엔 폴더나 주소 개념이 없었어요. 컴퓨터가, 
아니 이 세상이 그냥 커다란 하나의 바구니고, 그 안에 다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2

물리적인 방 정리 방식을 은유화해서 컴퓨터 안에 데이터 정리방식으로 채택한 구세대와 
달리, 클라우드에 무제한으로 업로드하며 경우에 따라 태그로 분류되는 데이터를 
정리방식으로 채택한 신세대에게 폴더 트리같은 위계질서보다는 유연한 그룹 짓기가 
더 자연스러우며, 이는 정보 데이터들 간 수평적 위계를 야기한다. 이제 데이터의 
세계에서 더 하위나 상위의 가치를 갖는 정보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의 

오영진

– 한양대학교 
「기계비평」 주관교수

1
 Monica chin, 
“FILE NOT FOU
ND: A generati
on that grew up 
with Google is fo
rcing professors 
to rethink their le
sson plans,” The 
Verge, 2021, htt
ps://www.thever
ge.com/22684730/
VWXGHQWV�ǃOH�
folder-directory-
structure-
education-gen-z.

2
위 글의 한국어 번
역본에서 인용하였
음, https://ne
wspeppermint.
com/2021/09/24/
googlegenerationc
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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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바뀌면 인간의 기억의 방식도 변화를 맞이한다는 가설을 강화한다. 
멀게 컴퓨터 언어로 갈 것도 없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작동방식은 
곧 우리의 사고구조를 강하게 포박하고 결정짓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은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관계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한다.3

기획전 《오픈 코드. 공유지 연결망》은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가 데이터 
필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선언하며 시작한다. 페터 바이벨, 크리스티안 
뢸케스의 작업 〈데이터 필드로서의 세계〉(2018)는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구석구석을, 세계 각국의 증권거래소, 교통정보, 기후정보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상영되는 모니터로 채운다. 이로써 우리의 
존재와 인식의 방식을 컴퓨터언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코드 위에서 
다시 세울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시에서 당대 한국의 작가들은 세계의 또 
다른 구성 원리인 디지털 코드에 대해 메타적으로 고찰하거나 새로 분해 
조립함으로써 다른 데이터 필드의 구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승범 작가는 〈디지털 코드의 계보학〉(2021)을 통해 아이반 서덜랜드나 
시모어 페퍼트 등의 초기 컴퓨터공학의 이념을 드러내는 몇 가지 
사건들과 한국적인 맥락에서 구성된 컴퓨터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발달사 일부를 간단명료하게 연표의 형태로 작업했다. 미디어 이론가 
페터 바이벨의 개념에 기초해 180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갔던 독일 
ZKM의 원안(Genealogie des Digitalen Codes, 2017)에 비하면, 
1960년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사정은 다소 소박해 보인다. 
하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컴퓨터 사용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어 소중한 
연구 전시물이다.

또한 작가는 〈완벽한 원을 그리는 법〉(2021)이라는 영상 작업을 통해 
기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사고방식이 공명하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프로세싱 언어에서 원을 그리는 명령어가 ‘Circle’(원)이 아니라 
‘Ellipses’(타원)인 점에 착안해, 어쩌면 컴퓨터도 완벽한 원을 그리는 
일이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이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한다. 그는 “repaet 360[/go 1/turn 1/]”이라는 
컴퓨터 명령어를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쌓인 공터에서/ 발자국으로 천천히 
그리는/ 공터를 채우는 큰 원처럼/ 반복한다.”는 다소 시적인 한국어로 
번역해 프로그래밍한다. 이는 다시 “내가 알던 원은/ 중심에서 일정하게 
떨어져있는/ 여러 개의 점들의 모임이었다.”로 재번역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단한 언어적 교환을 통해 작가는 컴퓨터의 언어가 주는 감각과 

3
레프 마노비치는 2013
년에 『소프트웨어가 명
령한다』라는 책을 썼다. 
그는 소프트웨어에 의
해 재설정된 기술환경
을 진단하고, 1960년
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 문화 소프트웨
어 기저에 있는 이념과 
엔지니어들의 상상력과 
새로운 소프트웨어 미
학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현재의 소프트웨
어 환경이 인간과 기계
언어 사이의 끝없는 상
호작용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깨닫도록 논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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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연어가 주는 감각 사이를 중재하고자 한다.

서울익스프레스는 컴퓨터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Hello, World!”를 
관객의 입장에서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아트 작품 〈Hello ( ) 
World!〉(2021)를 선보인다. 참여자들은 작품을 위해 키보드, 선택, 믹스 버튼 
등으로 제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 상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조합해 
각자의 방식으로 “Hello World”를 시각적으로 상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각각의 검색된 이미지가 자신의 정보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불러들일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 힘입은 것이다. 이 작품은 관객과 인터넷 상의 데이터가 평등하게 교접하고 
있다는 데에 그 포인트가 있다.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어되는 명령어가 아니라 
특정한 알고리듬 속에서 데이터들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이제 “Hello, World!”는 
인간 프로그래머가 디지털 공간에 일방적으로 보내는 인사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 
널려 있는 데이터 객체들이 연합해 인간들에게 보내는 인사가 된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코넬리아 졸프랭크의 〈넷. 아트 생성기〉(1997~)와 블립트랙 〈위키데이터 
카드 게임 생성기〉(2019)은 모두 제너레이티브 아트 장르의 작품으로서 디지털 
코드를 다루는 작품은 모두에게 열린 디지털 코드 그 자체여야 한다는 생각을 따르고 
있다.

반면, 언메이크랩은 인간의 욕망으로 파헤쳐진 자연에서 가져온 깨진 돌을 
인공지능이 객체인식하는 과정이 주가 되는 작품 〈유토피아적 추출〉(2020)을 
선보이며 컴퓨터와 자연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각기 다른 
작업으로 명명된 〈유토피아적 추출〉, 〈생태계〉, 〈시시포스 데이터셋〉, 〈신선한 
돌〉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은 수만년 동안의 역사를 담은 저장소로 여길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25장의 이미지를 1만 장으로 
증강시켜가며 반복 학습한다. 이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기계의 숭고와 자연의 숭고 
앞에서 초라하고 저열한 인간의 욕망을 확인하게 된다.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스케일을 앞지르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을 상영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기계와 자연의 관계 밖으로 배제해 버린다. 이 작품은 단지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화된 디지털코드가 아닌, 직접적으로 자연과 연합하며 모종의 사건을 
기획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디지털코드를 급진적으로 재사유한다.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 코드를 어떻게 미적인 대상이나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눈에 띈다. 배인숙 작가는 〈비트 스텝〉(2021)이라는 작업을 통해 
관객의 걸음걸이를 실시간 BPM으로 분석해 특정 K팝의 비트와 비교하는 장치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신체활동이 손쉽게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음에 
주의를 주면서 이를 유쾌하게 즐기는 법을 제시한다. 헬스케어나 생체정보감시 등의 
개념으로, 자본주의적 쓸모로 포획되는 우리들 신체가 해방되는 길은 반데이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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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엉뚱하게 데이터화하기 같은 예술적 응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마찬가지로 베른트 린터만, 페터 바이벨의 작품 〈YOU:R:CODE〉(2017)는 
전시장 입구에서 관객의 모습을 또 다른 픽셀이미지로 재구성해 우리 자신이 
데이터이자 코드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남용한다.

박미나 작가는 유니코드로 구성되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식폰트인 
딩뱃(Dingbat)을 표현대상으로 택한 작품 〈111112222222333333333333
33333344444455566666677788888999990000〉을 선보인다.�ᅴᆢᇣ�
같은 딩뱃의 표현은 벡터 이미지로 표현되어 확대되어도 깨짐이 없고, 유니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문서형식에서도 구현되는 다분히 디지털코드적인 방식의 
그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작가는 이 디지털코드를 다시 캔버스에 담아내, 코드로 
이루어진 문자 표기 체계를 새로운 조형적 요소로 전유하는 실험을 한다. 두 작가의 
작업은 데이터나 디지털코드에 숨겨져 있는 재미와 아름다움을 남용하고 음미하는 
일이 여전히 예술가의 몫임을 드러낸다.

세바스찬 슈미크와 실비오 로루소의 〈플랫폼 유령〉(2020/2021)은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알고리듬 장치 속에서 언제든지 유령화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위한 레퀴엠을 
인공지능 작곡의 사운드로 연출한다.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특정 
가게나 배달원의 콜을 제어함으로써 그들이 목표한 프로모션을 성공시키고, 
플랫폼 입주 사업체가 아니라 배민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이 
제멋대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존재들이 이 작품의 위로 대상이다. 마틴 나달과 
세자르 에스쿠데로 안달루즈는 〈비터코인, 최악의 광부〉(2016)라는 작업을 통해 
최신형 그래픽 카드 품절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을 비웃듯 공학용 
계산기에게 비트코인 연산을 맡김으로써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노동을 부과해 
버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의미 없는 수학문제 풀이에 대한 풍자이며, 또 한편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계-노동자에 대한 실감을 느끼게 하려는 유머다. 비록 
은유일지라도 우리는 시지푸스의 형벌을 받고 있는 기계 객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017년 ZKM에서 시작된 《오픈 코드》는 해마다 해커톤의 형태로 미술관이 
해체되어 자유롭게 관객과 작가가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완성되고 범접불가능한 WORK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TEXT가 
되고, 나아가 누구든 참여해 다른 출력물을 생산할 수 있는 CODE가 된다. 이 
기획이 전통적인 전시와 다른 점이다. 

상호참조되며 제 스스로 객체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오늘날의 디지털코드는 그 
발전의 흐름상 개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작가와 작품, 
전시장과 관객의 위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언제나 협업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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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현실의 법이나 전통적인 문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들에게 
디지털코드의 진화과정은 공유와 개방의 본성을 선물로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고리듬의 쓸모 앞에서 언제나 알고리듬은 특정 계층과 집단을 위해 
복무하는 무기가 되곤 했다. 1801년 자카드가 무늬 직조기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천공카드는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이식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가 인간 신체에 대한 통제이면서 동시에 신체 자체에 대한 수탈이었음을 
확인시킨다. 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객체들의 데이터화, 나아가 알고리듬 귀속화에 
맞설 필요를 느끼게 한다. 소프트웨어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속에서 누가, 어떻게, 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미래에는 
욕심과 편견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 통제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진정한 데이터들의 
객체화가 가능한 해방된 인공지능의 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모든 것이 몽상이지만, 기계와 인간 사이를 누비며 양자를 교란하고 더욱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장난이 허용되는 한 디지털코드는 개방되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곳에서 만개할 것이다. 아마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작품의 지배자가 아니라 
최초 제안자로 자리 이동할 지도 모른다. 오픈된 코드를 통해 하나의 참조가 여러 
개의 참조로, 무한의 참조점으로 분화해 인간의 창의성은 개인을 넘어서 집단으로 
개체화될 것이다. 백남준은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로제타 스톤)〉(1995)을 통해 
이 가속화된 속도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다. 이것을 여전히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면 인간은 기꺼이 매개 역할을 맡아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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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진은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목 「소프트웨어와 인문비평」을 
개발하고 「기계비평」의 기획자로 활동해 왔다. 컴퓨터게임과 웹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의 미학과 정치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리아난민을 
소재로 한 웹반응형 인터랙티브 스토리 〈햇살 아래서〉(2018)의 공동개발자, 
가상세계에서 비극적 사건의 장소를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 〈에란겔: 
다크투어〉(2021)의 연출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