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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미술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 융·복합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의 필수능력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경기도미술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가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관계맺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은 2006년 개관 이후 아카

데미 교육을 기반으로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

습니다. 2017년 아카데미에서는 <미술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를 진행하여, ‘커뮤니

케이션’이라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

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2017년 경기도미술관이 

운영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미술관에서 커뮤

니케이션을 말하다>의 강연 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보여주며 다양한 방면으로 커뮤니케이션

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미술관은 미술관을 찾

는 모든 이들에게 동시대 미술과 사회, 문화, 

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반영한 인문학적 

주제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미술관은 아카데미 프로

그램과 같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

양한 의제들을 더욱 활발히 토론하고 관련 경험

들을 공유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발전해 나가겠

습니다.

현대미술이 다채로운 융·복합의 과정과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미술관에

서의 강좌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과 만나 흥미

로운 인문학프로그램으로 기획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프로그램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던 시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자정보, 이미

지정보, 소리정보 등 그 형태도 다양하고, 그 양도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이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정보를 해석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 역시 이러한 정보를 받아

들이고 융합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

하고 있으며, 현대미술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

양한 소통의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뮤

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미술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에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를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정보는 미술을 창작하는 사람이나 

감상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 최혜경 경기도미술관 에듀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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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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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커뮤니

케이션학과 기호학 박사. 저서로는 『기호학과 미학』(공저, 

2016), 『광고기호학의 핵심 이론』(2016), 『뉴로 커뮤니케이

션』(2015), 『기호학과 뇌인지과학의 커뮤니케이션』(2014) 

등이 있다.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지식그래프를 개발, 현재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KISTI)에 근무. 국제비영리단체인 오픈놀리지

(Open Knowledge)의 대사(Ambassador). 정부3.0, 공공 데

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주관하는 

오픈데이터바로미터(Open Data Barometer)의 국내 대표. 

한국 데이터사이언스학회의 이사. 데이터과학에 대한 행사를 

조직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맨틱 웹과 지

식그래프 분야를 중심으로 약 60편의 논문 발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석사, 박사 취득. 저서로는 

『사례 중심의 광고기획론』(2014), 『신문광고론』(2010), 『위

기의 한국신문』(공저, 2003), 『신문광고 효과와 광고기획 

전략』(공저, 2002), 『신문광고와 텔레비전광고 효과 비교』

(2001), 『신문광고 개선 방안』(2001), 『커뮤니케이션 능력』

(2017, 컴북스) 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사,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박사. 이론보다는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실제 링크드 데이터를 

웹에 발행하는 데 주력. 지금은 링크드 데이터 기반 국가 학술

정보 통합 검색 플랫폼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주력, RDF로 

발행된 링크드 데이터에서의 데이터 단뿐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응용 시스템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석사, 브뤼셀자유대학교 

철학과, 프랑스 파리9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저서로는 『하

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2016), 『죽은 자의 정치

학-프랑스, 미국, 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2014), 『광

화문과 정치권력』(2010),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푸코&

하버마스』(2008), 『빵테옹: 성당에서 프랑스 공화국 묘지로』

(2007) 등이 있다.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동시에 다룬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의 현실(2016)』의 저자. KT 경제경영연구소와 카

카오에 근무. 가상현실·증강현실·핀테크·빅데이터 등 ICT 융

합산업 전반을 연구. 저서로는 『2016년 한국을 바꾸는 10가

지 ICT 트렌드(공저, 2015)』, 『ICT 융합과 정책(공저, 2015)』, 

『10대가 알아야 할 미래직업의 이동(공저, 2016)』 등이 있다. 

서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석사. 프랑스 파리8대학 불어

불문학 이미지 기호학 박사. 기호학, 영화, 사이언스픽션, 

테크놀로지 인문학 연구의 크로스오버를 도모. 저서로 『크

리스티앙 메츠』(2016), 『기호와 기호 사이, 이미지들 너머』

(2013), Transhumanités(2013), 『디지털 시대의 컨버전스』

(2011),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공저, 2013)이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언어학. 대화, 담화 연구. 매체와 정치 

언어에 관심을 갖고 라디오, 정치광고, 신문 등 다양한 영역과 

미디어에 나타나는 언어 문제, 규범, 담론 현상을 연구. “언

론의 공정성 개념”(2016)을 비롯해 “신문 사설에 나타난 다

문화주의의 담론적 양상”(2015), “정치광고의 내러티브 이

면에 있는 논증 분석”(2014) 등 다수의 논문 발표, 저서로는 

『제스처』(2012)가 있다.

조창연

서원대학교

광보홍보학과 교수

김학래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강미선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명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

하상복

국립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민준홍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현실』 

저자

이수진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현강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강의 주제 강연자 소개 강의 주제 강연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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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가 

조창연 서원대학교 광보홍보학과 교수

● 사회자

오늘 강연을 맡아 주신 강연자는 조창연 

교수님입니다. 현재 서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은 인간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가 대한 내용입니다. 조창연 

교수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수의 저서를 

기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와 관련

하여 좋은 말씀이 기대됩니다. 오늘 강연은 인

간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가에 대해서 휴

먼 커뮤니케이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훑어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저서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이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강의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강좌인 만큼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앞으로 연결되는 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창연 교수님 소개해드리겠

습니다.

● 조창연 교수

방금 소개받은 조창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참석하신 여러 분들과 함께 인간 커뮤니

케이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휴먼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란 평소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

련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론의 관

점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따져보지 않습

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 분들에게 생활 속

에서 일상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특별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았듯이 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 연구들의 결과물 중

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론』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

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

약하면 대략 여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휴

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

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

보고, 그런 구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미디어를 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디

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인

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통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가능성을 생각

해 봅니다. 이에 의하면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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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를 기반으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마지

막으로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커뮤

니케이션을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휴먼 커뮤

니케이션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휴먼커뮤니케이션은 호모사피엔스들의 커뮤

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안 통하

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혁명,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휴먼과 포스트휴

먼의 서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휴

먼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휴먼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우리 인간들이 포스트 휴먼까지 나갔

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약간 미래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가깝게 다가오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뭔지에 대한 것을 

보려면 먼저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간들의 커

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화되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

류의 탄생은 그 중에서도 호모 사피언스의 탄

생은 지구의 탄생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입니

다. 감이 오지 않는 엄청난 시간인 46억 년 전

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36억 전에 산소가 만들

어 지면서, 26억 전에 이런 것이 축적되어 광

합성에 기반으로 한 최초의 세포가 16억 년 전

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무기

산에서 시작되어서 유기산, 그 다음에 세포체, 

그 다음에 생명체, 인간 이렇게 진화되었습니

다. 물론 이것은 창조론적인 관점이 아닌 진화

론적인 관점입니다. 획기적인 사실은 이런 생

명체들이 무기물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

다. 무기물에서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산을 만

들고 그 산을 통해서 결국 유기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생명체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소가 만들

어진 것이 이런 진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온 

것 입니다. 말씀 드린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림1 참조)1. 

1  이 강연에 사용된 모든 그림이나 도표는 조창연(2017)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이론』에서 인용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림1을 보게 되면 무기산, 유기산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마지막에 인간이 나오는데 

지구의 탄생과 생명체의 탄생 그리고 인간 탄

생의 진화적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진

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

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진

화와 함께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림2는 이런 인간

의 진화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발

달하여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일 첫 번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약 100억 년 

전 지구의 탄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

연발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세포가 만들어 지

고 그것을 통해서 세포체, 생명체가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억 년 후에 인간이 탄생하고 진화하면서 상징

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과 언어영역이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특징

을 강하게 반영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

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진화과정과 좀 전에 

설명 드린 커뮤니케이션의 진화과정의 내용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3과 같습니다. 

그림1  생명의 탄생에서 척추동물과 인간의 출현까지

무기산 유기산 세포체 생명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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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무생물로 덮여있을 때는 이들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

고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소위 말해서 상

호작용성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산이 만

들어 지고 그로부터 미생물이 나타나는데 대표

적인 것이 세포입니다. 세포 커뮤니케이션은 이 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킴니다. 이들

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 지고 조직이 만들어지

면서 조직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조직 커뮤니케이

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동물, 동물과 

식물이 나눠지면서 동·식물 커뮤니케이션, 마

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마침내 휴먼 커뮤

니케이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런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과정이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제

일 처음에 상호작용이 있고 이 상호작용을 기반

으로 그 다음 자연발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생

긴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상징적 커뮤니

케이션이 그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문화와 사

회적 커뮤니케이션은 그 위에 쌓인 것이지요. 

그러니깐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작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등도 따져보면 근원적으로는 그 밑바닥에 상호

작용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은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진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발달되어온 커뮤니

케이션들의 내재화된 작용 방식들이 모듈 식으

로 쌓여져 올라와서 오늘 날의 커뮤니케이션으

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휴먼 커

뮤니케이션은 이런 진화적 발달을 내재적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휴먼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

는 커뮤니케이션은 미시적인 관점, 중시적, 그

리고 거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로

부터 파생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크게 다

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림4 참조). 

맨 밑바닥에 자아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커뮤니케이

션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이 개인 커뮤니케이션

인데, 내가 대상에서 물어보고 자신이 거기서 

답을 듣는 것처럼 소통하는 이러한 관계로 구성

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대화 범위가 10명이나 15명 

정도의 집단이 되면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이 되

는 것이고, 150명 이상이 되면 집단 커뮤니케이

션의 형태가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그 

그림2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적 발달 과정

무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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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커뮤니케이션

동물/식물 커뮤니케이션

인간(휴먼)커뮤니케이션

그림3  진화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아 커뮤니케이션

개인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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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그림4  오늘날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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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더 큰 조직이 되면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방송이나 신문 등과 같은 매

스컴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보다 더 큰 커뮤니

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들의 

유형들을 나누게 되면 일곱 가지의 유형이 되지

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커

뮤니케이션의 유형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

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

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주장에 따르면 커

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주

체인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그 메시지를 담는 미디어가 있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중

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주체

이겠지요. 사람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도 없

으니 까요. 그렇다면 주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

하면 메시지와 미디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

요 할까요? 커뮤니케이션하려면 무엇이 우선

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만 있어도 소

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해서 뭔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미디어가 필

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넓

은 의미에서 일종의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따

라서 이 세 가지가 필수요소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주

체인 인간이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가 중요하

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아 봐야겠지요. 미

디어는 잘 아시겠지만 매개해주는 매개체입니

다. 이런 의미에서 미술관에 있는 미술작품들

도 일종의 미디어인 셈이지요. 이런 미디어들

은 세계를 체험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 보

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

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나쁜 근시

안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근시인 사

람은 가깝게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는 

범주 내에서 그 세계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경을 써서 먼 곳을 보게 되고, 망원경을 통해 

보니 더 먼 곳까지 봄으로써 인식 자체가 변하

는 것입니다. 맥클루언(혹은 맥루한)이라는 학

자는 미디어는 감각기관의 확장이라고 하면

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

의 주장은 오늘날 정보시대, 컴퓨터 시대의 디

지털 세계를 설명해주는 가장 적합한 미디어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미디어가 감각기

관을 확장시키면 그것이 우리를 확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그 자체가 메시지

로 기능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

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커뮤니케이

션 문제는 미디어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주보고 이야기하다

가 한 사람이 부산으로 멀리 가서 가깝게 볼 

수는 없지만, 화상통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

다든지 혹은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 옆에 

있듯이 촉감적으로 느끼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를 사용해 시공

간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직접 마주보고 하는 것과 

똑 같지는 않겠지만거의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에 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건 

결국 미디어의 문제가 아닐가라고 생각이 듭

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미디어의 

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유형을 결정한

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미디어

를 사용하느냐가 바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

는 특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어 

시용을 토대로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어 

보면, 구두 커뮤니케이션, 문자 커뮤니케이션, 

출판, 전파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그림5의 마지막 칸의 미디어와 커뮤

니케이션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이 

강연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때 자세히 설명 드

리기로 하고, 먼저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특

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5의 양축을 서로 비교해보면 오랄, 

구어, 구문, 말 등의 소리에 의한 미디어가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이런 미디어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뉴 스크립트 등과 같은 

문자 미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 커뮤니

케이션의 특징을 갖게 되지요. 그 다음에 프린

트(인쇄)라는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매스 커

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한 부분인 출판 커뮤니

 Orality(Spoken word) 구두커뮤니케이션

 Manuscripta 문자커뮤니케이션

 Print 출판커뮤니케이션

 Eletronic 전파커뮤니케이션

 ? ?

그림5  미디어와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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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양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

다. 동양의 신화적 관점과 원시적 불교적 관점

에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의 주 목적은 타자와

의 의미 공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

교에서 배운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게 있어야합니다. 공유되는 것이 없

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자와의 의미 공유는 서구적 관점입니다. 서양

적 관점은 나와 너의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상

대방이 날 이해하려면 공유되고 겹쳐지는 공

집합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

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원래 동양에서는 타

자와의 의미공유가 아니라 타자와의 차이를 

공유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봤습

니다. 그러면 타자와 의미를 공유하는 것과 타

자와 차이를 공유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only one’이 되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only one’은 무엇입니

까? ‘only one’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양적 관점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돋보

이는 것 하나만 ‘only one’이 되는 것입니다. 

일등은 열 명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것은 경쟁을 유발시키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동양적 관점에서 ‘only one’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열 명 있는데 

열 명 다 합치게 되면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only one’이라는 것이지요. 동양에서는 이것

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불교적 관점을 보면, 해탈을 중요하

게 여기는데 언어에서, 사회에서, 자기업보에

서 해탈하는 등 여러 형식의 해탈들이 있습니

다. 이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것이 언

어적 해탈입니다. 이 관점은 언어를 사회화의 

굴레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되 

일상 언어의 개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어 자체는 우리를 속박하는 도

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언어불신론

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노장사상에 의하면 

뜻을 얻었으면 말은 버려야 된다든가, 강을 건

넜으면 배는 버리고 가야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이 말은 언어라는 건 뜻을 얻

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뜻을 얻었으면 버

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저버리고 

도구인 언어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

는 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이지요. 이런 동양적 

인식론을 직관적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반

면에 서구에서는 무언가를 인식하려면 매개가 

있어야합니다. 내가 저걸 보려면 기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무엇을 통해야만 인식이 가능

해 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범주화 시키는 작업이 있어야만 인

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장사

상은 다릅니다. 딱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직관

적 인식론은 우리는 뭘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끔 원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적 인식론은 중간에 언어, 기호, 그리고 상

징 등을 매개로 하여 자꾸 뭔가를 분석하고 그

것을 범주화하고 첨가하면서 결국 점점 더 꼬

이게 됩니다. 또 서양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박제된 명사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물에

는 먼저 이름부터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

은 어디 들어가고, 어떻게 분류되고 이로부터 

정보를 다 긁어모은 후 범주화하고 그 다음으

로 특징을 분석합니다. 그래야만 그걸 꿰맞춰

서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노장사상은 흐름 자체를 통째로 봐야 된다

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순간은 

정체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하

고 지금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순간도 정지된 순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흐

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를 전달하는 방송이라든지 TV 같은 전파 미디

어를 사용함으로서 전파 커뮤니케이션이 나타

나지요. 그렇다면 전파 미디어 이후는 어떤 미

디어가 나올 까요? 이것이 미래의 휴먼 커뮤니

케이션을 결정짓겠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이 

강연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디

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론적인 관계입

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단적으로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론의 커다란 두 관점인 동양

적 관점과 서양적 관점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

이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물음표로 남겨 

놓았던 답변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의 인식론적 관점은 여러 방

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원시불교, 노장

사상 외에 공맹사상 등이 있지요. 그중에서 불

교하고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비되는 서양의 인식론적 관점은 기호

인식론 내지는 언어인식론, 코드이론 라든지 

기호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양적 관점

원시불교
커뮤니케이션 

인식론적 토대

노장사상

서양적 관점

언어 인식론

코드, 기호

표1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인식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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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사화하는 순간에 정

지되고 박제됩니다. 이런 노장의 커뮤니케이

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을 동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

의 역할에 대해서 동양은 서양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화자

와 청자는 직관적 인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로써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디어에 의한 매개를 

최소화합니다. 이에 반하여 서양은 기호 특히 

언어에 의한 미디어적 매개를 중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양은 뭔가를 이름 짓고 

기호화하지 않으면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어가 없으면 우리 인식도 

없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에 의해서 결국 

인식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매개 과정을 통해

서 생기는 결과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

식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

화하고 분석해서 특징을 알아내고 그런 걸 종

합한 결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

사 중심적이고 언어기호 인식론에 기반한 커

뮤니케이션이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인식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양적 인

식론은 반자연적입니다. 상징적인 코드를 기

반으로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랑그, 문법체계도 일종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시사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소통을 매

개해주는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는 매개과정을 줄여야 하며 매개를 최소화

시킬수록 중간에 끼어드는 다른 작용이나 불

필요한 중복(redundancy) 현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 순수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

니다. 따라서 오해를 줄이고 최대한으로 자기

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실현하려면, 생각 그 자체가 메시지이

고 매체인 것이 요청됩니다. 이것이 실현되려

면 생각과 메시지와 그 매체가 하나인 것에 기

반하는 소통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쪽 

그림6의 물음표 박스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최근의 

뇌 과학, 인지 과학 등의 분야의 왕성한 발전되

의 코드화의 도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

의 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바꿉니

다. 결국 자연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이

런 점들을 고려하면, 동양 커뮤니케이션은 전

체성, 통합성을 서양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

이고 부분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양은 비매개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매개와 

재매개를 최소화하고 매개이전에 원형 메시지

와 소통함으로써 변질되거나 오도되지 않는 

소통방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관

적인 비매개 인식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적 커뮤니케이션

의 핵심은 매개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개가 되면 될수록 오염되고 잡음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서양적인 것은 매개

를 중시하고 고도화합니다. 서양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세분화하고 매개화하고, 

보다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매개시켜 왔습니

다. 그래서 매개에서 재매개가 되고 비매개가 

되고 그 다음에 비매개에서 하이퍼미디어까지 

나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매개를 고도화하고 

심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서

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설명

한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6과 같습니다.  

고 인공지능에서 슈퍼지능이 만들어지면서 많

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뇌파가 그것

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하나씩 있

고 말하고 생각할 때 이속에서 이에 대응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말을 

하거나 누구랑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할 때 뇌

에 전기적 작용이 생깁니다. 이 전기적 반응을 

뇌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생각과 동시에 뇌파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뇌파는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고, 따라

서 뇌파는 생각과 메시지와 매체가 하나인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파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매개, 비매

개, 재매개 등에 의해서 생겼던 커뮤니케이션

의 어떤 왜곡적인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

다. 뇌파는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라

는 신경세포가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생기는 전

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전기적인 소통 현상은 

모든 생명체의 근간을 이룹니다. 인간과 커뮤

니케이션이 진화되어온 과정 속에 나타난 자연

발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기반 합니다. 여기서는 메시지

와 매체가 하나로 작용하여 세포와 세포 사이

에 커뮤니케이션은 잡음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

어져 몸의 전체 조직이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이 세포들이 계속 진화되면서 분리되고 조직이 

생각

생각

직관적 인식

기호인식론

생각

화자 청자소통방식

생각

동양

서양

그림6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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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고 이윽고 개체로 분화되는데, 인간

의 뇌도 이런 분화된 생명체의 진화 과정의 산

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뇌파는 일종의 진화된 

전기적 소통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생각은 메시지이고 매체자체가 됩니다.

다음에서 뇌파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있는 뉴런의 활동으로 전기적 작용

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뇌파인데, 파장으로 

나타나며 전이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

니다(그림7, 8 참조). 

일반적으로 뇌파는 전압과 전류가 마이

크로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

치지 않지만 머리를 싸고 있는 단단한 두개골

을 통과하기 어렵고 따라서 측정하기에는 너

무 약하다. 이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은 침습적

적인 것과 비침습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

로 전극을 심는 침습적 방법이 그렇지 않은 방

법에 비하여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

자는 두개골을 연 다음에 전도체, 전극을 뇌에 

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뇌는 신경이 없어 전

혀 통증이 없고, 전극은 전도체니까 전류를 잘 

전달합니다. 이 미세한 전류는 수용해 증폭시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침습적인 방법은 그림

이제 생각해야 할 점은 뇌파를 활용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람 간의 소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뇌파

를 이용해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생각은 100년 

전, 200년 전 그 당시에 뇌 과학, 신경과학의 

수준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입니

다. 당시에 아이디어, 즉 생각은 늘 있었지만 

그것이 실현시키는 방법이 아직 도래하지 않

았지요. 최근에 이르러 뇌과학, 신경과학 등 여

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각들을 실증적

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

긴 것입니다. 뇌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커뮤

니케이션의 가능성은 세 단계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그림10 참조). 

8처럼 머리에 뇌파측정 캡 또는 두건을 머리에 

쓰고 이 캡이나 두건이 미세한 뇌파들을 받아들

여서 증폭기로 보내지고 최종적으로 컴퓨터 프

로그램에 보낸 후 그 특징에 따라서 범주화를 

합니다. 이것을 뇌파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비로소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뇌파로 표현되어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

는 정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뇌는 외

부의 모든 정보를 파동의 형태로 수신하고 다시 

파동의 형태로 발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 중·고등학교 물리시간에 때 배웠듯이 전기

가 흐르게 되면 파동이 생기고 진폭이 만들어

집니다. 이 파동의 세기는 진폭과 파장, 그리고 

사이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뇌파도 마찬가

지입니다. 이 뇌파도 일종의 파동입니다. 따라

서 뇌파가 움직이게 되면 이 파동이 생기고 이

로부터 일종의 힘이고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뇌파를 타고서 신경망에서 정보 형

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뇌파는 뇌신경인 뉴

런들의 연결된 신경망의 작업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는 그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움직이고 

이것들이 연합하여 하나 벡터값을 갖게 되는데 

이 값은 일종의 정보 의미로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생각과 뇌파, 그리고 메시

지와 매체의 관계를 살펴본 것입니다(그림9 참조). 

그림7  뇌파 발생과 커뮤니케이션

뇌파 데이터 수집 뇌파 증폭

(뇌파 증폭기)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뇌파기

뇌파 분석

(뇌파 측정기)

생각

뇌파

↗

↘

G1

G2

활성전극 

그림8  뇌파 측정 방법

생각

메시지 매체

뇌파

그림9  생각과 뇌파, 그리고 매체와 메시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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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뇌와 기계의 인터페이

스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BCM 또

는 BM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에서 뭔가를 생각하면 뇌

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뇌파를 수집해 증

폭시켜서 디지털 언어로 바꾼 다음 기계가 이

해할 수 있도록 기계언어로 바꿔줍니다. 그러

면 기계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어 실제

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그림 11 참조). 예를 들어 

영화 ‘아바타’를 보게 되면 사람이 누워서 생

각하면 아바타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또 휠

체어에 앉아서 원하는 행동을 생각하면 생각하

는 대로 휠체어가 움직입니다. 또 한 로봇 팔과 

사람의 생각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생각으

로 촉발된 뇌파를 수집한 후에 증폭하고 디지

털로 변환하여 신호처리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알고리즘 상으로 범주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계언어로 바꿔서 전달하게 되면 로봇이 언어

를 이해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

람과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잘 보여

줍니다.

그다음 2번째 단계는 기계와 뇌의 인터

페이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와 브레인 인터페이스 내지는 컴퓨터와 머신 

인터페이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기계 혹은 

컴퓨터가 인식한 신호나 정보를 뇌로 전달해 

뇌가 인식하고 대응되는 행동을 만드는 것입

니다. 기계손을 예로 들겠습니다. 기계손이 뭔가

를 만지고 움직이고 체험을 합니다. 움직임을 통

해서 체험한 것을 기호화해 컴퓨터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역 프로세스로 

뇌로 보냅니다(그림12 참조).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기계언어를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뇌파 

형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펄스 형

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계 언어

화 된 것을 가져다가 패턴화하고 특징을 발췌

해서 이것을 뇌파가 인식할 수 있도록 TMS(자

기 자극점 연결 장치)를 통해 펄스형태로 만들면 

머릿속에서 그걸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

미하는 것은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기관을 확

장하는 것이고 미디어가 확장되는 것만큼 감

각기관도 확장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그림10  뇌파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의 진행 과정

뇌-뇌

인터페이스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계-뇌

인터페이스

특징추출 
Feature

Extractions

변환알고리즘
Translation
Algorithm디지털변환

DIGITIZED
 SIGNAL

뇌파인식
SIGNAL 

ACQUISITION

신호처리 SIGNAL PROCESSING

작동명령

DEVICE
COMMANDS

그림11  뇌와 기계의 인터페이스

특징추출 
Feature

Extractions

패턴인식
Patten

Recognition

디지털형태
Control Signal

신호처리 SIGNAL PROCESSING

TMS

Signal acquisition

펄스형태

Feedback

Control System

그림12  기계와 뇌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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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한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는 사람과 이

태리에 있는 사람이 뇌파를 이용해서 커뮤니

케이션을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태리에 있는 상대방은 프랑스에 

있는 송신자가 원하는 것을 이해했고 무의식

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응하는 행동

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그 메

시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실용화되고 적용되려면 보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연구수준으로는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뇌파를 직접 전달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뇌파를 수집해 그걸 디지털화 시

켜서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이것을 다시 분석

해 뇌파를 이해할 수 있는 펄스 형태의 언어로 

바꿔서 전환하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간단한 수준에

서 이미 뇌와 뇌가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일설에 의하면 2040

년에서 50년 사이가 되면 슈퍼지능을 가진 인

공지능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

그림13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

그림14  생각과 동작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예술에서 새로운 체험을 

표현하고 나타내려는 예술가들의 강한 실험

적 욕구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

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불 속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적 체험이나 수압이 엄청난 

곳에서 손에 느껴지는 감각을 체험하는 극한 

상황을 기계손이 안전하게 대행 해 줄 수 있지

요. 이러한 체험과 인식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예술적으로 창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뇌와 뇌를 

연결한 인터페이스의 연결입니다. 이것을 

BBI(Brain―to―Brain) 혹은 BTB(Brain To Brain) 커

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뇌와 뇌의 연결이 미

디어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뇌가 

뇌파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그림14 참조).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휴먼 커뮤니케

이션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식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뇌

와 뇌의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당

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

다만, 그 가능성은 이미 시작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

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학문적인 차

원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험단계에서 

이미 상당부분 실증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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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것은 모두 전기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커뮤

니케이션 중에 비언어적인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동작은 전기 작용을 유발하고 특히 그

것이 동작과 관련되는 것이면 근전도 자극으

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뇌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뇌파 커뮤니케이

션은 생각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함

께 움직임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줍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인터페

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휴먼 커뮤니케이션

에서 이처럼 움직임의 전기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뇌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에 따라서 반응하는 행동을 MMI라고 합니다. 

MMI는 Muscle to Muscle to Interface를 뜻 

합니다. BBI와 MMI가 연결됨으로써 생각과 

움직임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연결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그림14 

참조).  

이런 것들이 20년 내지는 30년 안에 

상당 수준 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

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거

의 그대로 이해한다면 지금의 소통 문제는 과

연 해결되는 것일까? 아마도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뇌파 기반의 문제로 전환하면 기계와 

로봇, 동물, 식물, 인간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것과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요. 최근의 실험 결과는 동물과 사람의 커뮤니

케이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사람의 생

각을 쥐가 파악한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뇌파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끼리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동물 내지는 로봇, 그

리고 사물인터넷과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

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강연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미래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뇌파를 

기반으로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고 여기에 동

작이 연결됨으로써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외연 

확대되고 보다 더 완전한 수준으로 진화할 것

이란 것이 오늘 제 강연 요지였습니다. 

냐면 인간의 지능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뇌

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때가 되면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 되서 사람과 사람이 뇌를 통

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일상화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인간들이 

원래 갖고 있었지만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왜

소화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

의 이야기도 이를 뒷받침하지요. 이들은 사막 

건너 편 멀리 있는 사람과 텔레파시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원주민의 이야기들을 통

해 보더라도 뇌파를 기반으로 하는 텔레파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

니며 허황된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뇌파와 움직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생각과 

움직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

각을 하게 되면 뇌파가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만약에 상대방이 팔을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었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그 메시지를 인지하고 팔을 움직입니다. 팔을 

움직이게 되면 그 순간에 근육 수축운동이 일

어나고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

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적인 움직임, 생각뿐

만 아니라 근육이 움직이는 것, 호르몬, 그 다

음 여러 가지 신진대사 등등이 전기 작용과 연

결되어 있습니다. 생존하고 활동하고 뭔가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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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강미선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사회자

안녕하세요. 경기도미술관 렉쳐 프로

그램 미술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2번

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문

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이신 

강미선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미선 교수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16

년째 교수로 생활하면서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미술관에서 강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술

관에서 처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취지가 참신

하고 미술관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관심을 

두는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오

늘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수강생이라고 들었

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로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지, 어떤 전공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자

리에서 이 분야의 전공자로서 전공수업, 전공

특강을 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

떤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여러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는 것은 모든 전공자, 모든 연령, 모든 

성별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기초적이고 근본적

인 어떤 역량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

기하고자 합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이나 생활의 만족도라든지, 또 어떤 

조직 생활에서의 성과를 내는 데에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이해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고 조직 생활을 더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는 게 무엇이냐고 

누가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마땅하지 않습니

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 글을 잘 쓰는 것, 이

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능력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 제가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리 쉬

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

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입체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커

뮤니케이션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핵심요

소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실생활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왜 중요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행복과 성공에 굉장히 중요

하며 직결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보면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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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중요한 계기 때마다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계기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잘못 풀릴 

수도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결과를 위

해서 노력을 할 때 그 밑 기저에 깃들어있는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가

족을 이룬다든지 이럴 때도 상대와의 커뮤니케

이션이 중요합니다. 조직 생활에서 승진하고 동

료와의 화합을 이루는데도, 장사하면서 소비자

의 마음을 읽고 물건을 파는 데에서도, 어떤 일

을 계약하고 협상하는 데에 있어서도, 정치인이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도 역시 커뮤니

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많이 중요한 

계기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

니케이션, 예전으로 치면 신문방송학과 출신이

고 그 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

니라 의학 또는 간호학에서도 의사 또는 간호

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폐증같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

소년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학에서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영학에서 조직을 관리하는데 리

더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해야 하

념이 사실 아직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개념이 뒤죽박죽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개념을 쉽지만 여러 가지 차원을 입

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강의하겠

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원어를 그대

로 쓰고자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이라 하면 뭔가 작은 개념 같고 커뮤니케

이션이 좀 더 큰 개념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말

로 번역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모든 함

의를 충분히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커뮤니

케이션 능력이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쓰

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의사소

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다소 소극적으로 하는 소극

적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내가 가진 감

정이나 생각을 직접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정으

로 봤을 때 이마를 찌푸린다든지, 거의 우는 듯

이 말한다든지, 속삭이듯이 말한다든지 간접적

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또 말

하는 것보다 듣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유

형입니다. 말을 할 때 분야나 내용을 잘 모른다

고 하면서 다소 소극적, 방어적으로 말을 시작

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했을 때 그것을 쉽게 거절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스타일입니다. 의사 

는가, 이런 것들을 경영학에서 굉장히 심층적으

로 연구를 하고 있어 결국 매우 많은 학문 분야

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자의 관점이나 전공이나 배경

이 다르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어떤 특

정 부분만 강조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봤더니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다양한 합의 요소를 가진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념이라서 간단하게 설

명하거나 이해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 글을 잘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방적인 것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

원의 의미는 ‘서로 의미를 공유한다.’라는 것입

니다.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언

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해서 뭔가 내

가 가진 뜻이랑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해시켜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작용적이고 쌍방적인 커뮤니케이

션이 필수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 발표를 잘하

는 것, 강의를 잘하는 것, 글을 잘 쓰는 것은 커

뮤니케이션과는 약간 동떨어진 일반적인 능력

입니다. 그래서 대담 능력은 커뮤니케이션의 능

력이 아닙니다. 수 세기 동안에 여러 학자가 커

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공부를 해왔지만, 커

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단일하고 합의된 개

표현을 할 때 많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명

확한 표현보다는 애매한 표현을 많이 쓰기 때

문에 소극적 의사소통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높

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공격적으로 의

사소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내가 

가진 감정이나 생각을 다소 능숙하게 직접 말

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

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

지, 타인이 가진 권리를 간혹 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까 상대방의 말을 조롱거리로 만든다거나 곤란

하게 만든다든지, 그 사람을 비난하든지, 또 상

대방이 고민이 있어 대화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지

적하고 나중에는 말을 잘 못했다고 후회를 합

니다. 또 ‘항상’, ‘결코’ 같이 다소 절대적이고 

공격적인 부사를 많이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거

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직접 질문을 하면서 상

대방의 대답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경향도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공격적 의사소통이라

고 하고 이것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자가 아

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내가 가진 감정이

나 생각을 직접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

격적인 의사소통과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

을 직접 표현하고 나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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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도 상당히 배려

하고 고려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격적 의사소통과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주의 

깊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내가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다

음 타협할 줄 알아서 때에 따라서 내 것을 양보

할 수 있습니다. 양보한다고 해서 나의 체면이

나 권리를 손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는 분명하게 요청하고 거절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능력과 대화를 시작하고 끝맺을 때를 잘 알고, 

잘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비난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게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해야하는 것입니

다.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직접 시선을 맞춰야하지

만 너무 뚫어지게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신

있는 의사소통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

하는 건 이렇다, 느끼는 건 이렇다, 바라는 건 

이렇다는 식으로 ‘나’로 시작하는 화법을 연습

하면 좋습니다.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유형을 이

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가장 

생각과 요구와 주장을 잘 표현하는 게 자기 표

현능력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자기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방식을 써야합니까? 

직접 표현해야 합니다.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뭔가 다 알 거라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지간은 워낙 가까운 사이

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잘 알 것으로 생각

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이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부라도 살다보면 속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표현하자

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못 하는데 즉각

적으로 하지 않고 미뤄두면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동안의 쌓인 감정으로 인해 나중에 한꺼번에 

분노가 폭발해 격한 감정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표현을 잘하기 위

해서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

니다. 직접 표현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80%만 한 다음 20%를 남겨놓

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남김없이 다해야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관계를 맺은 지

기라도 관계가 겉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솔

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표현 능력에서 중요

기본적인 것은 자신을 잘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표현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다. 표현하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표현하는 것, 내가 생

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내가 원하고 요청하는 주장과 요구를 표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쉽

고 어떤 것이 어려우십니까? 뒤로 갈수록 더 어

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뭔가를 상대에게 요구하면 기

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요구나 주장하는 것은 조금 당돌하

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주장하거나 요구하고 싶은 

것을 많이 참지만, 나중에 분노와 함께 폭발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

이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주장하고 요구하고 싶

은 것이 있는데 꾹꾹 눌러 참았다가 나중에 한

꺼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도 상

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우호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표현을 잘한다

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상대

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면서 내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

니다. 상대가 화를 내지 않고 내 이야기를 끝까

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주장하고 요

구하는 노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기표현 능력과 비슷하지만, 상

당히 다른 것으로 자기공개 능력이 있습니다.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들을 잘 전달

하고 설명하는 것이고 자신을 공개하는 것은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겉으로 끄집어내는 것인데 자기표현 능

력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연구자가 커

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가장 핵심요소로 꼽는 게 

자기공개 능력입니다. 자기공개는 자신에 대해

서 솔직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공

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

다.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자기공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일기라든지 자기공개는 나 혼자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것입

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기존의 말했던 내용이 아니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소 비밀스럽고 수치스러

운 내용의 공개입니다. 내가 뭘 잘했고 상을 탔

고 어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죄의식을 

가질 만큼 잘못했던 일, 민망해서 한 번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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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노력

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상

대방에게 얼마나 더 잘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나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

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기공개가 잘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공개는 아무한테

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공개 대상은 

친한 친구 또는 결혼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배

우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어떤 성

향인가에 따라서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주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에게는 부모

가 걱정할까 봐 친구들한테 자기공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명이 있을 때보

다 단둘이 있을 때 자기공개를 하면 공감의 폭

이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난 사람

보다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오랜 지기일 때 그 

사람과의 그동안에 공유한 경험이 많기 때문

에 자기공개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자기

공개를 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때 이성 문

제, 종교적인 것,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보다

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에 의해 자기공개가 조

금 더 수월합니다.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데 조

금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을 더 잘합니다. 자기공개를 

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학

생들은 빨리 친해지고 싶어 만난 지 얼마 안 됐

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기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또한, 자기공개를 듣는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

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황, 자리, 

상대를 갖춰서 자기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의 능력은 뭔가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진정한 

청취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 유사

청취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청취의 조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

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열심히 잘 듣

게 됨으로써 진정한 청취가 가능합니다. 두 번

째는 상대와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자리를 즐기

고자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청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배우고자 하

는 마음이 있을 때 역시 열심히 듣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청취가 가

능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청취의 반대의미로 

유사청취가 있습니다. 청취하는 목적이 듣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유

하면 다양한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합니다. 자신 스스로 조금 애매했던 

것과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

는 과정에서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

야기를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자기공개를 한다

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개는 공개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가정사라든지 수치

스러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자

기공개를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끈

끈해지고 밀접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의 관

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쌓여 서로 간 이해의 폭

도 커집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많이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고해성사하거나 뭔가 어

려운 일을 겪고 나서 후에 상담치료를 하면 트

라우마가 해소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공개로 

속을 털어놓고 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외로운 

마음이 해소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공개를 하

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납니

다. 그런데 자기공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

닙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자기공개란 무엇이냐

면 첫 번째로 균형된 사고가 필요합니다. 언제 

자기공개를 할 것인지, 어떤 자리에서 자기공개

를 할 것인지, 누구에게 자기공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균형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자리, 상대에 맞지 

않은 자기공개를 했을 때,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

사청취라고 합니다. 유사청취는 상대에게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느끼게끔 하려고 듣는 

척한다든지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듣는 척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걸러서 듣는 

경우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은 듣고 필요하

지 않은 부분은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는 누구

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 정보만 걸러서 듣

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시해버리는 것을 유사청

취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하면서 내가 다

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

으로 준비하면서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는 때도 있습니다. 역시 유

사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가 

말하는 중에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듣는 경우도 유사청취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는 열심히 듣는 척하면서 좋은 사람, 좋은 이미

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들을 때에도 

유사청취라고 합니다. 진정한 청취를 방해하는 

요소는 상대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비

교하는 경우, 상대 이야기의 일부를 걸러 듣는 

경우,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공상에 빠져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 사람

들이 말을 시작하면 충고를 하는 경우, 그 사람

이 말한 내용에 꼬투리를 잡아 말싸움하고 언



2017 경기도미술관 아카데미 제2강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36

37

쟁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A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B이야기로 주제를 이탈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청취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

래서 진정한 청취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야 합니다.

그다음은 정서적 소통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실제 논의의 흐름으로 가장 일반적

인 의사소통 능력부터 시작했지만, 저뿐만 아니

라 많은 학자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가장 핵

심적인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서로 간의 감정이 일

치하지 않거나 공감이 부족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배려나 이해가 부족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

하고 공감해주는 노력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굉

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말을 잘하는 것 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소통능력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요소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공

감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헤

돈을 준다거나 물건을 줘서 물질적으로 지지하

는 것, 또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정서적 지지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상

대방을 대신해 시간을 주거나 무언가 도구적으

로 지지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주는 정

보적 측면으로 지지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안에는 다양한 지지해주는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 감성, 정서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사회

적 지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100% 온전하게 정서만 가지고 

지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도 같이 할애

하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든지 정보나 물질

을 주는 이런 것들이 모두 융합되어서 같이 일

어난다고 봅니다. 정서적 지지의 의미는 상대방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칭

찬, 인정, 격려하고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서적 지지의 내용입니다. 정서적 지

지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지지는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지, 생면부지의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집단인 가족이라든지 어

떤 조직 생활이나 동호회, 교회 이런 곳이 내가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망 속에서 주로 

아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100% 일

치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다소 관찰자적

인 입장에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야 합니다. 저는 자식과 워낙 세대와 생각도 다

르므로 대화하면서 의견이 잘 맞지 않지만, 자

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공감이 좀 더 발

전하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내가 상상력을 발

휘해서 상대방의 감정으로 온전히 들어가 같

이 느끼는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과 같이 웃고 울었다면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관찰자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감정이입은 그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서 

동일체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연민이라

는 감정이 있는데,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

는 슬픈 감정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은 상

대가 겪는 불행이나 슬픔이 나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 때, 나의 잘못과 무관할 때 생깁니다. 그

게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행

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면 연민이란 감정이 아

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서

적 지지능력입니다. 정서적 지지라는 것은 사회

적 지지의 하위개념으로 사회적 지지 안에서도 

핵심입니다. 사회적 지지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다음 정서적 지

지는 대인적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

키는 핵심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받을 때 대부분 그 사

람의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정서적 

지지능력이 우수할 때가 많습니다. 조직 생활

에서 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20%이고 인간관계

로 받는 스트레스가 80%라고 합니다. 조직 생

활을 잘하는 것에서도 대인관계가 중요하며 그 

핵심은 정서적 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에 어떤 개방적인 소통과 정서적 지지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린 마음으

로 자식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

달하면서 자녀가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가 중요

합니다. 비단 부모와 자식 사이만 그럴까요? 부

부지간에도 정서적 지지가 없으면 5, 60년 계

속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뿐 

아니라 조직 생활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핵심이

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

한 핵심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

력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한 한 축이 됩

니다. 언어적으로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

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데 많은 부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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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언어를 씁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면 가게 문

을 열지 마라’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웃는 얼굴, 좋은 표정으로 해야만 장사

도 잘할 수 있고 소비자를 잘 설득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

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속담입니

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인데 대표적

으로 우리는 표정으로 많은 것들의 의미를 공

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짓, 몸짓, 자세 그

리고 음성의 크기, 높낮이, 톤, 호흡이 얼마나 

거친지 이런 것들이 다 신체 언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으

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정직한 의미를 전달합

니다.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신체 언

어가 다를 때 여러분은 더 무엇을 믿겠습니까?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표정이 어두울 때 

여러분 중 정말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

도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말로는 좋다고 하지

만 뭔가 표정이 어둡다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더 정직한 의미를 전달한

다는 것, 언어 이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슬픔, 행복, 짜증 

이런 감정을 말로 온전하게 전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정이나 몸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력이 크다는 

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신체 언

어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신체 언어의 기

능은 묘사와 조절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묘

사는 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서 의사

소통하는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느 정육점에 가서 “저것 주세요.”하

면서 손가락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행동을 

했을 때 묘사에 해당합니다. 조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단서로 사용됩니다. 

교수가 강의하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면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갸웃

거리고 있으면 이해를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해 다

시 한번 잠깐 쉬었다가 개념을 설명해주면서 

자신의 강의 속도와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

래서 신체 언어는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

는 쟁점 중의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후

천적인 교육으로 길러지는 학습효과인지 아니

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인지 어떤 성향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의 의견은 후천적인 교육으로 길러지는 기능이

자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 학자들은 

타고 난 성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

하는 메시지의 절반 이상이 이런 신체 언어에

서 나온다고 합니다. 신체 언어는 항상 어떤 맥

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입을 가리는 행동을 보면 경

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당황스럽게 입을 가리

면 속도위반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

미일 것입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입을 가렸다면 

무엇을 먹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눈이 마주쳐서 

그럴 수 있고 수업이 지루해서 하품한다는 의

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근하려고 집

을 나왔는데 입을 누가 가렸다고 하면 집에 스

마트폰을 두고 왔다든지 중요한 것을 두고 와

서 아차 하는 마음으로 입을 가렸을 수도 있습

니다. 맥락 속에서 신체 언어를 이해해야 하므

로 신체 언어는 언어적인 것과 같이 사용되어

야 의미전달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언어는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수 같은 경우 동양권에서 특히 악

수할 때는 매우 가볍게 악수를 하지만 서구권, 

미국 같은 곳에서 악수하면 손을 단단하게 해

야 제대로 된 악수라고 합니다. 제가 안식년 때 

잠깐 뉴욕에 갔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

었을 때 거구의 흑인 남자가 제가 반갑다고 격

하게 포옹을 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

다. 그곳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친근한 

포옹으로 인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

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커뮤니케이

션 능력과 조금 관련이 높은 성향은 어떤 성향

인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 관점에서 한번 풀

어보면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찬반

논쟁하기를 즐깁니다. 또 상대와의 대화에 대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입니

다. 외향적인 사람은 감정이입도 잘 하고 상대

의 표정을 보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해독도 잘 합니다. 결국, 외향적인 사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

다. 두 번째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 신경과민증

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약간 부적 관계, 반대되는 관계라고 보입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민한 반

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과 관련성이 큽니다. 즉 좋은 커뮤니케이션보

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

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

습니다. 그래서 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상대가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

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반대 의견에 대한 

인내력도 약해 일반적인 대화에서 상당히 소

극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이입도 다소 부족하여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펼치기 어려운, 자기표

현 능력이나 자신에 대한 공개도 떨어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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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입니다. 세 번째는 동조하는 성향입니다. 타

인의 의견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동의를 잘 

하는 성향을 동조성이라고 봤습니다. 원어는 

‘Agreeableness’인데 제가 번역하다 보니 동

조성, 동의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이입이 

잘 되고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

리는 사람입니다. 동조성이 뛰어난 사람은 대

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력이 뛰어나고 공

동으로 하는 팀 과제의 만족도가 큰 사람입니

다. 그렇지만 나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이 다소 약해서 외향적인 성향과 조금 다른 부

분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나의 의견을 강하

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동조성은 그렇지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잘 하고 잘 

따라주는 동조하는 성향의 사람이 결국 커뮤니

케이션 능력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보이며 커

뮤니케이션 능력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

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많은 부분이 후천적 

노력으로 개선되고 발달할 수 있지만, 일정 부

분은 개인이 타고난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Cognitive communication confidence)입니다. 

커뮤니케이션하고, 말을 하고, 보디랭귀지를 

하는 이런 것들은 다소 행동적인 행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행위의 관점이 아닌 생각하는 

사고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이야

고 와서 저녁때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반추하

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이야

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좋아해서 흐뭇했던 생

각을 떠올리는 것을 뜻밖에 많이 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각과 관련된 능력을 

인지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합니다. 크

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적 인지, 과정적 인지, 사후 반성적 인지가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능

력인 사전 계획적 인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때그때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능력을 과정적

인지,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사후 반성적 인지에 속합니다. 

사전 계획적 인지라고 하면 대화 전에 어떤 이

야기를 할지 미리 생각을 많이 해 보는 사람, 

대화 전에 내가 할 이야기를 미리 마음속으로 

연습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발표한다면 머릿

속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정리해 보는 

사람은 사전 계획적 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입

니다. 과정적 인지는 대화 중간에 주제를 바꿔

야 할 시점을 알고, 대화 도중에 내 말이 적절

한지 부적절한지를 자주 생각하는 능력이 있

으면 과정적 인지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다

음 사후 반성적 인지는 대화하고 나서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상대방을 기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

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후 반성적 인지가 세 

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커

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능력을 포함한 정신

적 과정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

가 사실 오늘 커뮤니케이션 능력 특강을 한다

는 것만 알고 경기도미술관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강자

가 몇 명인지, 또 어떤 분들인지, 어떤 취지로 

이 강의를 하는지, 미술관에서는 왜 커뮤니케

이션을 주제로 해서 이 강의 여는지 잘 몰랐습

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에서 미

술관에서 강연제의를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모른 채 승낙

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미술관 담당자랑 직접 

통화 하고 나서 승낙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난

이도나 내용의 깊이를 어떤 수준으로 맞춰서 

발표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들이 올지, 무슨 이

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미리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내가 이런 이야

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

과를 예측하는 능력, 또 나의 커뮤니케이션 행

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하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요소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만남의 자리, 모임 자리, 

대화 자리가 있을 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

면 좋을지 미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만나

가지 인지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사전 계획

적 인지, 과정적 인지, 사후 반성적 인지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큽니다. 설명력이 가장 크다는 

것이 그만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인식이 뛰어난 사람은 

결국 대화 후 자기성찰을 많이 하면서 내가 했

던 말이 적절했는지 상대방에게 무례를 주지 

않았는지 계속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유연성과 적응

성입니다. 유연하다, 적응하다, 의미가 비슷비

슷한데 학자에 따라 용어를 조금 다르게 씁니

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합쳐서 커뮤니케이션의 유연한 적응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커뮤니케

이션을 얼마나 유연하게 하는지를 커뮤니케이

션 능력의 핵심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유사개념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

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유연

한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합니다. 능력 있게 대화를 하

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맞게, 타인의 욕구에 맞게, 타인이 지

금 마음이 어떤지,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 거기

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조절하고 변형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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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입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를 만날 때는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성이 나오면 말을 잘 못 한다

든지, 소모임에서는 말을 잘하지만, 규모가 조

금만 커져도 굉장히 불편해서 말을 못 한다든

지, 자리, 상황,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

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상황, 주제, 상대, 자

리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고 관리하고 지속해 

나가는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유연성과 적응성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

으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

인의 기능적 능력이라고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

습니다. 여기서는 다 커뮤니케이션을 행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유연성

과 적응성은 행동적인 유연성을 많이 강조하

고 있습니다.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유연성은 

사회적 지향성 내지는 타인 지향성의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사회적 지향성이라

고 하면 타인으로부터 뭔가 지지와 인정을 받

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말합니

다. 또한, 타인에 관한 관심이 크고 남들이 무

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유심히 헤아리는 성향

입니다.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자리인지, 다

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관심 어떤 것인지 

늘 예의주시하면서 상황과 자리에 맞게 커뮤

니케이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지

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조금 다른데 크

게 보면 Face To Face, 1:1이 아니라 온라인, 

SNS, 스마트폰 모바일 매체를 가지고 중간에 

그것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

션 한다는 의미에서 매개됐다는 말을 쓰는 것

입니다.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련해

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매체를 잘 이용하는 디지털 매

체 이용 능력자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자라고 이

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

고 웹서핑을 하지만 예전에는 PC중심으로 많

이 했습니다. 초기에는 웹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정의하기도 했

습니다. 웹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도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과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의

견이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야 하므로 창의적

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창의

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웹이

나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 합쳐

서 웹 이용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웹 이용능

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자

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국내 일부 학자뿐만 아

니라 유럽연합, 유네스코에서도 네트워킹을 강

조하는 통합적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커뮤니

케이션 능력으로 정의를 하는 것도 찾아볼 수 

향성, 타인 지향성입니다. 사회적 지향성이 큰 

사람들이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해 나갑

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유연성에서는 

행동적인 유연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를 들어보

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가 한참 이야기하

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친구가 이번 

주말에 팀 과제 때문에 모여야 하는데 나의 개

인 일정을 바꾸라고 요청한다든지, 점심 먹으면

서 친구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 등 난처한 

경우에 내가 어떻게 행동적으로 반응을 보이

는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유연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적으로 유연한 것을 강조하

는 개념이며 상황, 상대, 자리에 맞게 커뮤니케

이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는 SNS 능력입니다. 매개의 뜻은 무엇인가 중

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온라인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NS 능

력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한 요소입니다. 오

프라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디

지털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온라인 공간에 멀리 떨

어진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

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이 부분을 가지

있습니다. 워낙 온라인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화가 활발하다 보니까 디지털 매체 이용 능력

도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스마트

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주고받는다든

지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개된 커

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모티콘을 잘 사용하

는 것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

람입니다. 또 SNS를 잘 하는 사람, 휴대폰을 많

이 쓰는 사람들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

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통화와 문자사용량을 보면 남성은 통

화를 많이 선호하고 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통

해서 문자를 많이 쓰는 성별 차이도 크게 나타

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재밌게 보는 것

은 Self―presenting, 인상관리 능력입니다. 앞

에 자기 표현능력, 자기공개 능력, 인상관리 능

력과 비슷합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 제시하고, 

표현하지만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

다. SNS에 요즘 올라와 있는 게시글을 보면 나

쁜 뉴스, 나쁜 글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어

려움에 부닥쳤다, 실직했다, 취업시험에 떨어

졌다, 사장과 대판 싸웠다, 부인이 아프다, 몸

이 안 좋다, 병원에 다닌다, 이런 부정적 이야

기는 별로 없고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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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고, 맛집을 소개하고 데이트하고 상

을 탔다, 승진했다, 이런 것에 관한 셀카(셀프카

메라, self camera)를 너무 많이 올립니다. 셀카를 

찍어서 예쁘게 보정하고 편집해서 SNS에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누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인

스타그램에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보다는 

본인을 찍은 셀카, 또는 셀피(selfie) 사진이 훨

씬 더 많다고 합니다. 결국,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의 그 안에 숨어있는 욕구를 보면 먼저 다

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

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멀리 있

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 사진조차도 소통과 관

련된 것입니다. 그 밖에 친구가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거나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면 ‘좋아요’와 좋은 댓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내용 중심으로 올리

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인상관리 능력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관리란 타인에게 긍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

미지는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표현하지만,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최대한 부각

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생략하는 선별적인 자기

표현이며 이 특징이 특별히 SNS 공간에서 보

입니다. SNS 능력과 대중적인 자아의식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중적 자아의식이란 자아를 

시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상적인 이미

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며 그런 사람이 SNS 

공간에서 인상관리를 잘하고 SNS 활동을 굉장

히 왕성히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현대사

회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커뮤니케이

션 능력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사회적 네트워

크를 확장하는 능력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9개, 10개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장입니다. 이상의 내용

을 종합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인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정의했습

니다. 다소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 한 번 보시겠

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대화하는 상

황에서 대인적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 내지는 인상입니다. 제가 중요한 요소들

을 넣어서 개념정리를 하려다 보니 상당히 길

어지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나눠

서 보면 모두에서 말했듯이 커뮤니케이션 능

력은 하나의 코끼리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데 연구자가 자기의 전공, 개인적 관심에 따

라서 누구는 코끼리 코만 보고 이게 코끼리라

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리만 만져보고 코

끼리라고 하듯이 굉장히 미시적이고 분자화된 

사회적 객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인에게 보이는 인상에 상당히 가치를 많이 두

고 있습니다. SNS는 내가 관계의 구심점이 됩

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과 친구 맺기를 하는 것

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글을 올리고 그 SNS 

공간에 나의 개성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그 정체성이라

는 것이 오늘날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

계를 확장할 목적으로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

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합니

다. 대중적 자아의식, 사회적 정체성 이런 측면

에서 인상관리 능력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기 감시기술이라는 셀프 모니터링

을 개념도 인상관리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자

기 감시기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SNS의 특징은 소통하긴 하는데 비동

시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즉 내가 원할 

때 글을 올리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댓글도 쓸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동시적인 의사소통이

지만 문자나 SNS는 내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

고 비동시적으로 하므로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나의 표현

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각

하는 개인의 민감성을 자기 감시기술이라고 합

니다. 즉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

떻게 생각할지 스스로 민감하게 예측하고 판단

하는 능력을 자기 감시기술인데 결국, 자기 감

접근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코끼리 모양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보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커

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말한 요소들을 취합해

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오늘 제시를 해본 것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이

고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차원적인 개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은 어떤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고 누

구는 없고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

션 능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사

람은 어떤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냐는 분야와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신을 표

현하는 능력은 조금 약하지만 대신 경청능력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은 뛰어날 수도 있

습니다. 나는 외향적인 성향으로 자기표현 능

력이 뛰어나지만 대신 다른 부분들은 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

션 능력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하고 약하냐의 분야와 정도의 문제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개인의 인지적이고 정

서적이고 행동적인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

적이고 정성적이고 행동적인 능력에 대한 하나

의 판단이고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

관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다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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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인상이며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

째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대인관계의 관점으로 사람과의 관계의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

력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잘 하고 글을 

잘 쓰는 언어학적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

적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성, 사회적 능력

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직결되어있습니다. 커

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전

공이나 학력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기초능력이고 특히 조직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케

이션 능력을 많이 갖추면 조직 생활이 수월하

고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으며 사회적인 능력

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요소, 제가 

아까 정서적인 소통 능력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해서 격려, 지지, 칭찬해 주는 정서적인 

요소는 많은 학자의 연구에서 보면 대인관계에

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활에 대한 만

족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조직 내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칩니다. 특히 정서적 요소, 정서적인 소통능력

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표현적 요소로 오늘 발

표한 내용 중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경

렇게 나누어봤을 때 사후 성찰하는 커뮤니케이

션 능력 요소, 즉 대화 후에 내가 얼마나 말을 

제대로 했는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

지 사후 반성적인 인지능력이 인지적 요소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은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절

하게 이루어졌는지 효과성과 적절성이 중요합

니다. 의미를 공유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성이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렇지만 막상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한다

든지 모임에 나가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객

에게 면대면을 한다든지 조직 생활에서 상사, 

동료와 커뮤니케이션한다든지 학교에서 친구

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대부분 어떠한 목적

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쉬는 시간에 친구와 수다

를 떨 때도 수다를 떨면서 내가 스트레스받았

던 것을 풀고 휴식을 얻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은 많은 경우 목적을 가지

고 있으며 자기가 생각한 그 목적을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커뮤니케

이션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을 잘 활용했다는 것,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

다는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효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한 바를 잘 달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

기공개도 상황, 상대에 맞게 자기공개를 해야 

적절한 자기공개라고 이야기했듯이 커뮤니케

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지 요구와 주장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속

내, 말하기 껄끄러운 다소 수치스러운 죄의식

이 있는 속내를 드러내는 자기 공개, 말로 하는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등 신체 언

어를 통한 비언어적 소통, 이런 것들이 커뮤니

케이션 능력의 표현적 측면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행동적인 측면과 요소

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자세

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주도해 진행하

는 대화주도권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관계주도권이 합쳐서 대인적 관계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거나 잘 끝맺

는다든지, 대화를 잘 끌고 간다든지, 모르는 사

람이라도 먼저 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든지, 먼저 

요청하고 전화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

화 주도권과 관계주도권이 높은 사람들이며 또

한 관계에 대한 통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

력의 행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야기한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고 변

형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유연성도 행동

적 측면에서 본 커뮤니케이션 능력 요소입니다. 

또 인지적 요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측면, 인지

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요소는 대화 전에 얼마

나 생각하는지, 대화의 과정을 생각하는지, 대

화를 마치고 나서 생각하는 사후적인 요소, 이

이션 유연성도 상황, 자리, 만나는 상대에 따라

서 주제, 내용, 난이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적절해야 한다는 겁니

다. 커뮤니케이션이 효과를 거두어야 함과 동

시에 상황, 장소, 여건, 대화상대에 따라서 커뮤

니케이션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

서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볼 때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할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

지막으로 오늘 성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들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

이션 능력은 개인이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후

천적인 교육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하도 발표할 때마다 얼

굴이 빨개져서 별명이 홍옥, 빨간 사과였습니

다. 어떻게든 별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굴은 

빨개지지만 가능하면 손도 더 많이 들어서 발

표기회를 많이 얻고자 했고 중·고등학교 때 하

기 싫은 임원도 억지로 하면서 스스로 극복하

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붓한 자

리지만 다소 큰 자리에서 강의해도 이제 그렇게 

떨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기능과 기

술에 가까워서 노력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해서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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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왜 이미지를 열망하고 

창조하는가

하상복 국립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일러두기

3강은 강연자의 요청으로 질의응답 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 사회자

오늘 3강으로 이미지, 상징, 재현 운동의 

얼굴의 저자이신 하상복 교수님을 모셨으며, 

인간은 왜 이미지를 열망하고 창조하는가에 대

한 주제로 강연해주시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상복 교수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를 나눠드린 텍

스트를 전통적인 방법인 읽기를 통해서 한 번 

이미지 문제에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는 인문학, 문화, 예술에서의 이미지 연구에 대

한 접근,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제 전

공은 정치학이고 저는 정치 또는 권력이 상징 

이미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권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창조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묘지 쪽에 관심

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미지 일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근대라는 시대에 발명되거

나 탄생한 또는 활용된 이미지 문제를 기본적

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한 번 같이 공유해보는 

것이 제 발표의 핵심적인 유형이고 문제의식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이방인』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방인은 길지 않고 워낙 유명한 소

설이라 다들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뫼

르소가 있는데 이 뫼르소는 되게 특이한 인물

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 어떻게 보면 패

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소식

을 듣고도 본인에게 어머니의 죽음이 굉장히 

귀찮은 일, 나의 즐거움을 방해한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상식이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

다.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도 그랬지만 장례식

에 참석해서 장례행렬을 따라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사람들이 장례행렬에

서 어머니에 관해 물어봐도 귀찮아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다 끝났다, 잠을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겠다, 

이런 독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나서 친구들하고 해안가를 가고 아랍사

람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으로 아랍인을 쏴서 죽이는데 판

사가 재판정에서 왜 죽였는지 물어봅니다. 또 

총을 두 번 쐈는데 첫 번째 총을 쏘고 왜 잠깐 

멈췄다가 두 번째 총을 쐈냐고 물어봤습니다. 

결국, 판사가 묻고 싶었던 것은 범죄의 합리적

인 동기, 이유입니다. 뫼르소는 말을 못 합니다. 

가령 인용문에 보면 왜 당신은 땅에 쓰러진 시

체에다가 총을 쏘았는가, 이미 죽었는데 총질

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뫼르소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 순간 태양의 심벌즈 소리, 눈이 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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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칼날, 무거운 바다와 뜨거운 바람의 느낌, 

불을 쏟아낼 듯한 하늘의 광경을 만났다. 그렇

게 해서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라 방아쇠는 당

겨졌다고 수동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

다. 재판은 결국에 살인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유를 묻는 과정이었는데 뫼르소는 거기에 대

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재판을 마치고 나

서 돌아오는 길에 봤었던 풍경들, 또 풍경들이 

주는 기억들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

니다. 거기 제가 쓴 인용문에 보면, 재판소로부

터 나와 차를 타러 가면서 나는 매우 짧은 한순

간 여름 저녁의 냄새와 빛을 느꼈다. 어두컴컴

한 호송차 속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던 한 도시, 

그리고 이따금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던 어떠한 

시각의 교외 이런 소리 그런 것들에 되게 예민

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뫼

르소라고 하는 이상한 주인공은 자기 의지적으

로 사유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

연과 주변 자극에 굉장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서 그 자극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

고 두 번째 예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나’의 굉장히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질 들뢰즈가 프루스트의 텍스트

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예를 많이 들었고 또 다

혼란스러운 그 정신상태 그대로 그 맛을 만나

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몸 안에

서 깊은 심연에 빠진 닻처럼 끌어올려 지기를 

기다리던 그 무엇이 움직이고 떠오르려고 꿈틀

거리는 것을 느낀다.”(프루스트 2011, 1권 72) 나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점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

니다. 지성의 힘으로 내가 그 맛의 의미와 그것

의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

지만 혼란스러운 정신을 그 옆에 놔두고 그 맛

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그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릴 때 꽁브레라는 동네

에서 고모가 나에게 먹으라고 줬던 그 마들렌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들렌의 맛을 

찾고 나자 그 꽁브레 도시의 많은 기억도 주인

공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것을 인

용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것이 고모가 주던 보리수 

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 맛이라는 것을 깨닫

자(어째서 그 기억이 그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지는 알 수 없고 또 그 이유를 발견

하는 것도 훨씬 뒷날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되

었지만), 즉시 고모의 방이 있던, 길가 쪽 회

색 고옥이 극장 무대장치처럼 나타나더니 

부모님을 위해 본 채 뒤에 건축한 정원 쪽 

작은 별채로 연결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환

른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예가 마들렌 과자입

니다.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차하고 마들렌 과

자를 줍니다. 마들렌을 먹으면서 뭔지 모를 어

떤 이상한 느낌을 갑자기 떠올리게 됩니다. 그

런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어떤 것

을 먹었거나 들었거나, 만났는데 잡히지 않지만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 같

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이 주인공도 마

들렌 과자를 차에 찍어 먹으면서 그 맛이 주는 

어떤 명료하지 않은 그 모험 속에서 뭔가를 느

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는 자기 지성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즉 나의 어

떤 논리적인 추론이라든가 사유력,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지적인 능력에 

도대체 이 맛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런데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찻잔을 놓고 내 정신 쪽으로 방향을 돌려

본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정신의 역할이니

까.”(프루스트 2011, 71) 근대의 정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신이야말로 진리를 찾아내는 굉장

히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길이며 프루스트가 주

인공의 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

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정신은, 즉 지성이

라고 하는 것은 제 뜻을 이루지 못해 피곤해했

고 나는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워봅니다. 다른 

계획은 일부러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놓고 나는 

기한 것은 단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빠진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이 회색 집과 더

불어 온갖 날씨 속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우리 마을이 떠올랐다. 점심 식사 전에 나를 

보내곤 하던 광장, 물건을 사느라 내가 쏘다

니던 거리, 날씨가 좋을 때만 다니던 길 등

이 떠올랐다. […]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형

태를 이루며 마을, 정원들과 함께 내 차에서 

튀어나왔다.

― 프루스트 2011, 74―75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없습

니다만 들뢰즈가 말하는 일종의 Encounter(만

남, 접촉)은 결국엔 내 의지가 대상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대상의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나한테 갑자기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가 사유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

를 통해 나는 절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나는 수동적

이고 정념과 감성의 지배를 받고 그런 양상을 

본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전

근대적이고 반 근대적인 주장입니다. 그런 이

야기가 이 소설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게르망트라고 하는 별장, 살롱을 

방문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었는데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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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그런 슬픔이 다 없어지고 막연한 행복감이 

또 다가오는 경험에 관한 장면들입니다. 

금방 말한 바와 같은 구슬픈 사념을 머릿속에 

굴리면서 나는 게르망트씨 저택의 안마당에 들어갔

다. 그런데 방심하여 나는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걸 

보지 못하다가, 운전사의 고함에 겨우 몸을 재빨리 

비켜 뒤로 물러나는 겨를에 차고 앞에 깔린 반듯하

지 못한 포석에 발부리를 부딪쳤다. 몸의 균형을 다

시 잡으려고 부딪친 것보다 좀 낮게 깔린 다른 포석

에 또 한 쪽 발을 딛는 순간 지금까지의 실망은 커

다란 행복감, 내 인생의 각 시기에, 예컨대 발베크 

부근을 마차로 산책했을 적에 내가 인식할 줄로 여

긴 수목의 조망이라든가 마르탱빌 종탑의 조망이라

든가 달인 물에 담근 마들렌의 한 조각 맛이라든가 

그 밖에 내가 얘기한 수많은 감각, 뱅퇴유의 최후 

작품에 총합 되고 있을 성싶던 감각이 내게 준 것과 

똑같은 행복감 앞에서 가뭇없이 사라졌다.

 ― 프루스트 2001, 665―666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문학 작품을 통

해서 우리가 인간과 이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으로서의 

이미지, 즉 나의 어떤 사고나 관념이나, 나의 의

음을 알고 싶고 죽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그곳에 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사라져

버렸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

은 것 모두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본다면 인

간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사

람의 사진을 갖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물건이

나 생전의 목소리들을 간직하고 있다든가, 그

런 것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죽은 자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또는 그가 우리한테 오

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산 자와 죽은 자가 너무나 큰 심연 속에서 떨어

져 있다가 이미지라고 하는 매개에 의해서 그 

두 개의 존재와 두 세계가 서로 조우합니다. 그

래서 이 드브레는 이미지의 인류학적 탄생의 

본질에는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이미지를 열망하고 창조

하게 하고 발전시키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브레가 자신의 책에서 소위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고대 그리스로마 어원

들을 보면 대부분 죽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었다고 합니다. 가령 ‘시물라크룸(simulacrum)’

같은 경우는 유령을 가리키는 낱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고(imago)’는 상상 속의 완벽한 모

습으로 새겨져 있는 인물의 상을 뜻하지만, 사

실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뜬 밀랍 상과 장례

식에서 사용되는 죽은 이의 모형이라는 이야

식들이 투영된 것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

히려 나보다 더 주체적이고 갑자기 나에게 다

가와서 어디론가 갈지 모르지만 나를 데리고 

가는 그 힘으로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

제,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만 죽음은 사실 인

간한테 대단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기에 경험할 수 없는 사건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절대적인 무

로 돌아가는 유일한 존재론적 경험이 될 수 있

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죽음을 만날 수는 없

지만,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무로 돌

아가는 것,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전환되는 어

떤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쓴 레지스 드브레

(Regis Debray)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인간에

게 무 자체, 뭔지 모를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

를 수 없는 그 무엇을 보게 하고 얼을 빼는 정

신적인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뭔가 존재론적 

전환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만나기 거북하

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렸기 때

문에 슬프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찾아갈 수는 

없는 그 두 개의 세계가 착 갈라지는 이런 사건

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죽음을 그

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죽

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상의 모형, 죽은 조상

의 모형을 공개적으로 모시고 다닐 수 있는 로

마 귀족의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스 이마

기눔(jus imaginu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은 황제 앞에서 문상을 치르고 시신을 화장

하기까지 일련의 장례식을 ‘푸누스 이마기나리

움(junus imaginarimu)’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관한 어원들을 보면 죽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죽음과 이미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관계를 맺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인류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

(M. Eliade)는 종교라는 것은 성과 속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움과 속됨, 이런 두 개의 세계 

속에 자리 잡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류학적

으로 보면 인간은 늘 성스러운 것들을 만나며 

함께 하고 성스러운 에너지를 나눠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스러움이 자리한 세

계와 속됨이 자리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

떻게 성스러움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신비체험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스러운 존재를 알고, 만나고, 성스

러움을 체험하는 것의 중대한 매개물은 이미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사원들, 

교회, 이런 곳에서 수많은 이미지가 있는 것의 

이유를 봅니다. 그것은 장식물도 아니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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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미

지들을 매개로 해서 믿는 자들이 성스러운 세

계로 들어가게끔 해 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초월인 것이며 종교적인 상들, 종교적

인 그림들, 그 이미지들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스러움을 매개하는 중대한 구현이

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매될 수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그것을 훼손

했을 때에 물질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습니

다. 그 속에는 신성함을 채우고 있는 성스러움

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죄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

를 하면서 제2과정인 종교적 과정에 들어와 있

는 상들은 아름다울 필요 없고, 또 겉으로 드러

날 필요도 없는 것들이라고 헤겔도 말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상들은 이미지지만 계속 은폐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계속 숨으려 하고 소중

한 곳에다가 간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드

브레 책에도 나오지만, 성모마리아상을 모시고 

있는데 그 상을 때가 되면 끄집어내서 햇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때가 많이 꼈으면 조심스럽

게 닦아주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적 상들은 일

종의 성스러운 의미,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인간보다 더 아주 예민하

게 다뤄지는 존재가 됩니다. 사실 화가든 조각

가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종교적 이미지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적인 이

은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식

은 대단히 투명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누구한테 뭘 물어봤을 때, 그 사

람의 의식이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

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 속에 숨

은 게 없어서 의식의 투명성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프로이트 같은 사람

이 나와서 인간이 과연 의식만으로 살아가는

가, 의식만으로 행동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

지 않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우

리가 봤었던 알베르 카뮈 소설의 주인공도 결

코 의식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총질도 의식이 한 것이 아

니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는 자꾸 주인공의 의

식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왜 죽였어?”, “왜 

간격을 두고 쐈어?”, “ 왜 죽은 자 몸에다 또 총

질해댔어?”라고 너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질

문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을 하길 원합니다. 그

러나 뫼르소는 못 합니다. 왜냐면 의식이 한 일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어떤 이미지들의 충격 속에서 방아쇠

가 당겨졌다고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

의식의 세계 속에서 뭔가 작동한 것이기 때문

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인

지, 의식을 논리적인 언어, 합리적인 언어 행위

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면 무의식은 어떻게 우

미지들을 우리가 만날 때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불상에 절을 하고, 

마리아상에 절을 하고, 예수상에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하고 나하고 관계 속

에서 누가 더 권력을 가진 것인지 질문했을 때, 

이미지가 나한테 절을 하는 것인지, 내가 이미

지에 절을 하는 것인지로 보고 내가 절을 한다

면 그 권력의 주체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문

제는 그 역제는 어떻게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만든 조각상이 탄생하는 순간 내가 그 조

각상에 절을 하는 것,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

는지에 대한 문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브젝트(subject), 

주체라는 개념을 쓸 때 예술품들을 만든 주체 

또는 미학적 작품들을 만든 주체, 종교적 상징

물들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주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 저는 붙이기 어렵다고 생

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

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무의식의 

문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근대적 이해가 형성

된 의식은 인간사고, 인간행동의 유일한 근거

로 간주하여왔습니다. 의식을 지닌 인간은 외

부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움직임에 적절히 반

응할 수 있고 자신의 욕구나 판단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모순되지 않

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프

로이트 같은 경우는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이야말로 무의식이 드러난 가장 중대한 장소

라고 말합니다. 물론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

양한 상징주의적 그림들, 초월적 그림들, 이런 

것들이 꿈처럼 무의식을 볼 수 있는 중대한 역

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

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 사람

의 꿈을 분석하는 것, 또 꿈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그 사람한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또

는 글을 쓰게 하는 것, 이때의 글과 그림들은 

결코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과 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로서의 그 글과 그

림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역시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초월적 이미지들이라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

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

로서의 상징이고 초월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미지

의 예들은 하나는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

상물들, 감각적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고민 앞에서 

만들어놓은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공통으로 무엇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내 의지, 내 주체적인 

노력, 능동성이라고 하는 소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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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것은 우연적, 우연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새 소리가 들릴 때 내

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듯이 자연 속에 있

으면 감각이 우연히 다가옵니다. 우연성, 초월

성, 신비로움과 같이 인간 밖에 있는 어떤 모르

는 존재들의 운동, 모르는 존재들의 힘의 결과

로써 나타난 것들이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 있

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서양의 근대 시작을 르네상스로 보지 않

습니까?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대에 새로운 회화 기법, 원리로서 

원근법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이 원근법은 

대단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원근법은 2

차원적인 평면에 3차원적인 공간의 깊이를 정

확하게 묘사해줄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재

현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입체적인 

공간에 놓여있는 사물을 2차원적인 평면에 재

현함으로써 입체적인 사물의 효과를 만들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묘사하

는 일인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서 피렌체의 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가 두 개의 

성당을 통해서 원근법을 발견해낸 것이고 그로

부터 10년 뒤에 레옹 알베르티가 회화론을 통

해서 이론화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원근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

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도 그런 의

미로 픽처레스크(picturesque)라고 쓰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림은 어떤 자연

적 대상물의 재현이지 않습니까? 모방이나 복

제라고도 합니다. 오히려 그 복제물이 오리지

날(original)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을 보면서 참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

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제물, 재현물인데 어떻

게 복제물이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는가라고 질

문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름다움의 원천

은 그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 그림을 제작

한 화가, 즉 미적 주체의 능력에 있다고 봅니

다. 그런 미적 주체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기

하학적, 수학적, 지성을 가지고 대상들을 캔버

스 위에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이스토

리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

해내는 그 주체의 힘이 그림을 아름답게 해 주

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림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그 미적 주체의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브레의 관점을 따라가면 풍경화라

는 장르, 개념은 르네상스 이후에 새로운 회화

기법이 만들어지면서 탄생한 개념이라고 말합

니다. 당시 화가들에게 농촌과 자연은 대단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냄새나고, 어떤 원칙도 

없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곳이 미적 주

체의 합리적 정신에 힘입어서 캔버스를 통해

실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간의 무한성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점, 캔버스에 찍히

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소실점의 

위치는 그림을 그리는 또는 재연하는 사람의 

눈의 위치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래야 정확한 재현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알베르

티는 회화론을 통해서 회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 목표는 이스토리아(istoria)라고 말

합니다. 이스토리아는 회화의 목표는 보는 사

람의 영혼을 고양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물체들은 조화, 

비례, 균형, 이런 것의 요소들을 반영해 가장 정

확하게 재현해야 하고, 정확하게 재현될 때 아

름다운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

다운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이스토리아라고 하

는 것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베르티에 

따르면 기하학과 수학의 원리를 통해서 이스토

리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가장 이데

아적으로 분할해내는 원리로서의 기하학, 그리

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수의 원리

로 전환해낼 수 있는 수학, 이것은 합리성과 이

성이라고 불리는 인간 지성의 힘입니다. 기하

학과 수학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목표에 도

달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가장 엄격하게 분할

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또 관계를 설정할 수 있

는 합리적 능력, 그런 것이 바로 원근법의 본

질입니다. 우리가 그림 같다, 그림같이 아름답

서 가장 아름다운 재현물로 등장을 하게 된 것

이며 그것이 바로 풍경화입니다. 캔버스 속에

는 완벽한 미적 질서가 들어있고 오히려 자연

과 농촌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들이 양

산되고 있다는 두 개의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적 주체는 어떤 사람인 것이냐면 무

질서를 질서로 만들어내는 사람, 부조화를 조

화로 만들어내는 사람,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

끌어가는 사람이 대단히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가 되는 것입니다.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

로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지닌 미적 주체의 힘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

월성에 대한 열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열망으로 인간이 만든 이미지, 무의식

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나 글들, 이

러한 것들을 우리는 재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

다. 리프레젠테이션(representation)이라는 말은 

원근법으로 시작된, 근대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미적 능력으로 무장한 주체들이 대상들을 캔버

스 위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그려낼 때를 리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상징이란 말을 써야 한

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은우라는 

인문학자가 쓴 『시각과 현대성』이라는 책에 보

면 원근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근

법의 의미는 주체가 대상의 시간과 공간을 통

제하고 지배하는 시각 체계의 탄생이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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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인간과 자연 사이에 권력 관계가 성립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규정

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무질서한 대상을 캔

버스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속으로 예속적 주

체가 자신의 미학적 눈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

게 재구성해내는 가정이 원근법입니다. 그렇

게 보면 이 자연물들은 화가의 눈과 화가의 이

성이 아름답게 재현시켜주길 기다리는 수동

적 대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한 원근법

적인 관점, 주체와 대상 간의 권력 관계의 문

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

서도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주체개

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감각을 통

해서 만납니다. 감각으로 들어온 대상들은 이

렇게 혼란스럽고 선험적 주체가 가진 시간, 공

간, 질량, 양태, 관계, 이러한 것들의 본유적 관

념체계를 통해서 대상들을 정리하고 관계 맺

을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대상의 진리

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 칸트의 근

대 철학적 아이디어가 사실 원근법에서 이미 

그 맹아가 싹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캔버스를 앞에 놓

으면 우리의 정신 속에서 아마 캔버스의 공간

구획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수직, 수평으로 가

르고 어떻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것인

가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재현된 대상은 내 것

이고 내 미적 관념의 구현체이기 때문에 내 소

그려줬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얼마나 더 정확하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적 정밀화를 가지

고 사진은 대상물들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또 

계속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세계의 모사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판화처럼 단순한 복제가 아

닙니다. 왜냐하면, 판화는 찍으면 일련의 번호

가 붙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2, 첫 번째 찍

은 것, 두 번째 찍은 것마다 다 가치가 다르며 

복제는 다 같은 복제가 아닙니다. 오리지널과 

복제라는 관계 속에서 판화작품들이 이해되는 

것인데 사진은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벤야민도 말합니다. 그리고 카메

라로 아무리 계속 찍어도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근접하고, 어떤 것이 더 원본과 멀리 떨어져 있

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진은 회화도 아니고 판화와 같이 

전통적 복제의 기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래서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

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후 300

여 년 동안 줄곧 지속되었던 아름다움에 대한 

세속적 추구 행위는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첫 

번째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것의 근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최초로 혁명적

유가 될 수 있고 내 의지의 반영물이 됩니다. 

그다음 근대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생산

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로 가면 전통적인 의미의 재현, 복제가 

그림이라고 하면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복제인 사진이 등장합니다. 발터 벤야

민이 치밀하게 분석하려고 하는 사진이 등장하

게 됩니다. 사진은 어떻게 보면 그림처럼 자연

물을 종이 위에 재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진과 그림이 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냐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벤야민이 말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 복제의 전

통적 양상인 판화처럼 원본을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면에서 사진도 전통적

인 의미의 기술적 복제로서의 판화와 별로 다

르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

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관계, 그림과 사진, 

판화와 사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재현능

력에서의 회화는 사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

한다 해도 사진만큼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없

습니다. 사진은 기계적 엄밀성 또는 기계적 탁

월성으로 재현능력에서 회화를 능가합니다. 정

확한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진이 발명된 뒤 초

상화가들이 자기의 직업을 잃었다고 하는 이

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상화를 그림으로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복제 수단인 사진술이 

등장하면서부터(그리고 동시에 사회주의가 

대두하면서부터) 예술은 위기가, 그러니까 

이후 100년이 지난 뒤에는 명백하게 드러

나게 될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 51―52

위 말은 결국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탄

생한 원근법적인 이미지 창조의 원리가 300

년 만에 깨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이미지는 기술복제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혁명적인 방식으로 근대적 재현의 원리

를 비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지

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

니다. 그 전까지는 미적 주체, 즉 인간이라고 하

는 존재가 자신의 학구적 관념의 어떤 사물로 

만든 것이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 

창조 기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기술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만들어 낸 

이미지들은 과거의 근대적 이미지 원리와 본질

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벤야민의 이야기가 됩

니다. 저는 이미지의 세 번째 차원, 기술이 이미

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서 탄

생하는 이미지를 재현이라고 또 부를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왜 재현이 아닌 가는 조금 더 

뒤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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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먼트(movement), 기술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까지 우

리가 본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

만 우리의 감정과 사유를 자극하는 자연의 이

미지들이 있습니다. 또 초월과 상징의 필요를 

위해서 제작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술이라

는 가치를 부여받은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있습

니다. 그리고 기술의 능력으로 탄생한 사진, 영

화와 같은 또 다른 이미지들을 만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런 많은 이미지 중에서 근대라고 하

는 시대는 특정한 하나의 원리를 이미지 생산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제

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하고 맥락이 닿는 

것입니다. 근대가 탄생하고 근대적 인식론이 

패권을 장악한 이래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합리

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드러내 

주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인간

의 압도적 힘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기능해 왔

습니다. 이미지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

었고 또 권력의 존재와 위엄을 알리는 중대한 

영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

상스 시대부터 이미지를 통해 권력자들이 자신

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던 역사를 만나게 

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유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 질서, 초월적 힘으로 존

재해왔다고 하는데, 근대 사회개혁론자들인 홉

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의 힘

으로 인공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믿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공동체를 

프로젝트화 했고 책으로 썼습니다. 사회개혁자

들이나 화가가 자연적 대상물을 내가 가장 완

벽하게 대상물을 재현하겠다는 자신감이나 별

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적 자신감은 

그렇게 이미지에서도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가령 아이작 뉴턴

은 당대에는 혁명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근대적

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돌이켜보면 너무 무모한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수학적 법칙과 정신으로 자연

의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과 자연의 모든 원리에 내가 그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주체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몽주의자는 대부

분 뉴턴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대 이

미지원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 비판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의 첫 번째는 근대에는 자연

을 주체의 의지로 재구성할 수 있는 무정형 혹

은 비확정적인 그리하여 결코 자율적으로는 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문주의 왕권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권력자를 보여주고 담겨있

는 재현물로서의 회화 작품이 나타나면 그 회

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궁극적 주체로서의 권

력자가 찬양되어 그의 권력이 신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대적 의미의 이미지가 가

진 핵심적인 양상입니다. 근대적인 이미지 원리

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적

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대에는 합리

성과 이성에 대해 믿음이 강했습니다. 계몽주

의 시대가 근대에 본진인 만큼 계몽주의는 모

든 것을 다 의심하는 시대였습니다. 의심의 원

천은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수용되지 않는 모

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해왔습니

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되고 정리

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로 받아들일 것을 명해

왔습니다. 그러면 계몽주의자들은 합리성과 이

성이라 하는 그 두 개의 정신적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자연, 인간의 본질, 사회, 당

대의 질서, 정치적 질서,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

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그런 의심의 끝에서 

새로운 자연을 구축하고,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숙제를 놓고 답을 내는 것

입니다. 어떤 인간이 또는 어떤 사회가, 어떤 자

연이 참된 자연이고, 참된 사회고, 참된 인간이

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근

대적 관계 관념에서 옛날에는 국가, 공동체라는 

재할 수 없는 곳으로 세계와 자연을 이해한 것

입니다. 근대적 인식론 위의 인식대상은 인식주

체의 합리적 사유형식이 실천되기 전까지는 엄

격히 말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째는 주체의 무한능력에 대해 믿음이 있었습니

다. 세계는 오직 주체의 개입으로 생명을 얻는

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적 인간은 신을 대신해서 세계의 창조자가 되

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핵심적 능력은 합리성

과 이성의 능력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로 가면 르네상스의 

원근법이 생산해낸 이미지가 아닌 것, 가령 이

방인의 주인공이 만난 이미지, 그리고 잃어버

린 시간의 주인공이 만난 이미지, 그리고 죽은 

자, 신성한 자, 무의식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서 탄생한 이미지, 또 인간의 미적 의지만으로

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카메라라고 하는 기술적 

능력, 그 속에 있는 새로운 힘으로 생성되는 이

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무엇인가?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

소가 바닷가에서 저지른 살인과 엄마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됐는데 그것들은 주인

공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성과 의지의 산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우연

히 다가온, 그래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햇빛

과 풍광과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자극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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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에서 솟아오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주인공은 자신의 살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에 대한 생

각이 합리적인 연민의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 

자연적인 대상들의 자극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민의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찾아서의 주인공도 마

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릴 적 사람과 기억의 

형상들을 가져다준 힘도 역시 지성의 힘이 아니

었던 것입니다. 마들렌 과자와 차의 맛이 그 촉

매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인공이 게르망트 정원

에서 넘어지면서 그때 갖고 있었던 슬픈 감정

이 행복감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과

정 역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길

바닥의 돌조각에 걸려 넘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촉각에 의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루스

트는 주인공 나의 입을 빌려서 사태의 진실에 접

근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와 마찬가지다. 과거의 환

기는 억지로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헛수고

요, 지성의 온갖 노력도 소용없다. 과거는 

지성의 영역 밖,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물

질적인 대상 안에(이 물질적인 대상이 우리

에게 주는 감각 안에) 숨어 있다.

― 프루스트 2011, 제1권, 65 

려지는 수동적 주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

다. 능동적 주체라고 하는 개념의 반대로 우리

는 이미지의 자극 때문에 사유의 세계로 이끌

려 가는 수동적 주체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문학적 상상력은 우리를 이미지 본질에 

관한 문제로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이 말해주는 이미지는 관념 그 

이상의 물질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각에

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까 이야기했던 대로 마들렌은 과자, 차, 또 돌

부리, 이런 것들은 결코 시각이 아닌 후각, 촉

각, 청각을 통해 인간을 자극하고 사유하게끔 

만들어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

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시각으로 이해하는 태

도, 시각적인 것으로만 보는 태도는 문학적 상

상 속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

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온전

한 하나의 실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실존

이 인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실존과 만나는 

과정으로서 이미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

니다. 또는 저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 주체가 지녀온 이미지에 대한 

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 이미지들에 대한 

우리의 미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미

지를 오히려 나의 사유를 강제하는 힘으로 본

다면 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과거에서, 인간의 사망 후, 사물의 

파멸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에도, 홀로 

냄새와 맛만은 보다 연약하게, 그 만큼 보다 

뿌리 깊게, 무형으로, 집요하게, 충실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넋처럼 남아 있어, 추억의 

거대한 건축을, 다른 온갖 것의 폐허 위에, 

환기하며, 기대하며, 희망하며, 거의 촉지 

되지 않는 냄새와 맛의 이승 방울 위에 꿋꿋

이 버티는 것이다.

― 제1권, 69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반인

간주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셀 푸

코가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시간이 흐르면 

마치 해변의 모래에 그려진 인간의 얼굴이 사

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사

라질 것이라고 말했던 반인간주의 선언이 여기

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가 말하는 어

떤 물질적인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 의한 자극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계획

과 의지의 궤도를 따르지 않는 수많은 이미지

가 우리의 사유와 판단과 행동을 이끄는 힘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미지의 주체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

미지의 마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되

는 수동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들

오히려 나는 그 이미지에 압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지가 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지에 경배를 보

내는 것은 하나의 명백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

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진

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을 찍

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

진 또는 영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냐는 질

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하나의 그림

을 그린 것처럼 영화를 만들거나 사진을 찍었

을 때 작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인

간의 독점적 생산물인가? 인간의 어떤 미적 의

지에 구현체인가?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

을 합니다. 이미 많은 영화이론가와 이미지 연

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개입하지만, 카메라의 눈이라고 하는 새

로운 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카메라의 눈은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사물의 다양한 측면, 다양한 깊이, 다양한 

반경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

들어진 사진은 인간의 작품인지 카메라의 작품

인지의 문제를 제가 던지면서 롤랑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푼크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

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르트는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표층의 의미와 심층의 의미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어떤 기호가 있으면 그 기

호가 겉으로 담고 있는 의미, 건물을 찍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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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이라고 하는 정보는 곧 드러나서 표층

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학생들

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앞에 굉장히 쓰러

져가는 농촌 집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양옥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대비되는 건물을 찍

은 흑백 사진입니다. 그것의 표층 의미는 결국

에는 그냥 두 개의 집을 찍었다고 하는 것이고, 

심층적 의미로 이해하려면 맥락으로 들어가

야 합니다. 그 사진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는가? 그래서 가령 전통과 근대

의 어떤 긴장이나 한국사회에서의 근대화의 양

상과 같은 보다 깊은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심층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층적 의미

도 아니고 심층적 의미도 아닌 또 하나의 의미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표층의 의미와 심

층의 의미는 이미 프레임 안에서 확정되어 버

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의 새로운 해석, 프레

임 바깥으로 넘어가는 의미의 발견이 불가능합

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한 이야기는 푼크툼, 무

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무딘 의미는 사진

을 보는 사람을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힘으로서의 틈새, 균열, 간극, 상처이며 그

런 것이 푼크툼으로 본 것입니다. 가령 내가 사

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오브제나 어떤 사

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진을 어디에다 방치했는데 어느 날 사

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푼

크툼은 어떻게 생기는가? 사진을 찍었을 때 내

가 예측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하나의 상황 

또는 하나의 오브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것이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프레임 속에 대상들을 넣고 내가 생각할 때 가

장 잘 나오는 구도로 또는 내 관념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찍더라도 어떤 요인에 의해

서 우연이 개입합니다. 내가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찍으려고 한 건 아닌 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우연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

이냐면 그것은 기계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기

계가 빛과 만나면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이미지 장치가 자연과 만나면서 만들어 낸 계

기들이 바로 푼크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것을 이성적, 합리성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의 부

산물이나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

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대한 우리 사유의 촉진

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조우하고 있는 여러 이미지 중에

서 인간의 합리적 주체성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

월적 세계, 합리적 인식 너머의 세계, 그리고 기

계라는 새로운 주체가 자리 잡은 세계에서 탄

생한 이미지들은 결코 인간의 합리적 정신에 

의해 남김없이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진이 갑자기 툭 내 발밑으로 떨어지면서 색이 

바래있을 경우, 어느 부분이 구겨져 있을 경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들은 표

층의 의미도 아니고 심층의 의미도 아닙니다. 

가령 우리는 그런 사진들을 봤을 때 그 사진이 

우리를 마치 마들렌의 과자처럼, 뫼르소가 좋

아했었던 어떤 자연적 의미의 감각들처럼 우리

를 먼 과거로 한꺼번에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유의 실마리들

이 열리기도 하고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실존적 시간이 과거의 시간과 뒤섞이기도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지성은 우리의 공간을 과거

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으로 혼재시킬 수 없습

니다. 지성은 반드시 현재라고 하는 공간과 시

간 속에서만 작동하는 힘인데 푼크툼이라고 하

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틈, 우연적으로 벌어진 

상처 같은 것들은 과거와 현재의 공간과 시간

을 뒤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층, 심층

의 의미로 둘러싸여 있는 스투디움 말고 푼크

툼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인간들이 하나의 이미

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만의 고유한 의미

의 열림을 통해 우리는 푼크툼을 환유라는 개

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푼크툼은 이미지

의 의미가 확정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르

트가 『밝은 방』이라는 책에서 사진을 분석하면

서, 만나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서 의미

가 무한 확장되는 것으로서의 환유를 푼크툼

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이미지들에 의해

서 인간의 감성이 생명을 얻고 인식이 촉발됩

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현으로서의 이미지 그 

바깥의 이미지 사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정리 한 번 해주시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 하상복 교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대를 지칭하는 용어 

모던(modern)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전은 

프리모던(premodern), 전근대라고 부르고, 근

대 이후는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라고 부

릅니다. 생각해보면 왜 근대 이전과 이후를 부

르는 독립된 개념은 없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

다. 그 말은 결국 근대는 항상 우리 삶의 기준

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관념이든 삶이든 원

칙이든 가치로든 간에 근대라고 하는 것은 항

상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어떤 목적지로 여

겨졌습니다. 근대를 지나쳐서 가고 있는 세계도 

역시 근대의 기억들을 완전히 탈각할 수 없으며 

근대의 영향력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의 어떤 패권 문제, 오늘날 많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가진 고민기이도 합니다. 

구조주의와 해체주의란 이름으로 오늘날 들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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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같은 사람이 선두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대가 가진 그런 과도한 패권 또는 근대가 모든 

것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 오만함에 대한 문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미지라

는 차원에서 근대의 이미지 원리라는 것이 그

렇게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그

렇게 우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

징으로서의 이미지 또는 운동으로서의 이미지

로 관찰해보면 근대로 포섭되지 못하는 이미

지 원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한 번 주

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 청중A

재현을 좋은 의미로 근대적 의미의 과

학적 재현만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굳이 이

야기하면 모방적 재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중반 이후 분석적 재현이든지 입체주

의라든지 우리가 신세기 중반까지는 관찰 중

심의 사유였었고, 관찰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했지만, 그 이후 관찰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심도 있는 현미경이나 망

원경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이성을 통

해서 분석해나갔습니다. 사실 피카소가 만든 

입체주의도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화가들의 

그림보다도 더 정확한 재현입니다. 그래서 그

런 식으로 넓게 좀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객관

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이미지의 재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연이 개입하지 않는 것 또는 의식의 

순전한 활동으로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

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간에 재현하는 과정

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체가 대상을 남김없이 

자기의 합리적 필요성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

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기초한다

고 봅니다. 저는 재현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

게 해석하고, 가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방적 

재현의 개념이나 분석적 재현의 개념을 제가 생

각하는 재현에 의미를 대기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재현의 주체로서 인간 이외에 다른 많

은 요소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그림은 어떤 면에서 재

현인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근법의 시대에서의 정확한 대상 묘소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 청중A

어차피 객관적 재현이든 분석적 재현이

든 간에 재현은 우리가 어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상을 가져다가 객관화시키는 원근법

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대로 일체

의 감정이나 상상력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보는 것인 거리, 높이, 중량 같은 것만 관

찰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대에 와서 

적 재현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

식이 많아져서 비판할 수 있지만, 재현은 500

년 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했고 과학, 철학, 모

든 것을 다뤄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심리학이나 다른 지

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현을 비난할 수 있

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모던

도 발달하지 못한 사회 같은데 문제점을 깨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는 모더니즘의 문제점을 깨는 탈출구가 두 가

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트모던 쪽인

데, 과연 포스트모던의 지향점이 있는지 의문

입니다. 사실은 모더니즘과 같이 어떤 목표나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 탈가치가 되고 있습니

다. 지금 과학 쪽에서 새롭게 발견이 된 마스터 

알고리즘같이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세상을 전

지전능하게 움직이는 원칙을 가져다가 문제를 

맡길 것인지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 말로 비난하기 쉬워도 서양의 근대를 비난

하기에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

니다. 그 재현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계속 새로운 다른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하상복 교수

그렇습니다. 제가 재현을 좁은 의미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한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내가 정말 객관적이었을

까? 이런 질문 때문에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

긴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에서는 르네상

스 원근법이든 어떤 과학적, 철학적 법칙이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자나 예술가, 모든 

사람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피카소가 그 대상

을 해체했던 이유는 정말 이 대상이 고정된 시

점으로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카소 작품에 감정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우

리가 관찰을 그렇게 신뢰했던 것도 감정을 제

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감정

이 제어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그것을 실

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시도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근대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제약

이란 문제는 객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야기한 것입니다.

● 하상복 교수

제가 가령 상징이라는 말을 쓰고 운동이

라는 말을 써도 선생님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

다면 저는 그건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포스트모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는 포스트모던이 근대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

요한 기여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

가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인간들의 삶을 

일반적으로 규정해줄 수 있는 어떤 도덕 원칙, 

윤리원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태도가 아무런 



2017 경기도미술관 아카데미 제3강 인간은 왜 이미지를 열망하고

창조하는가

68

69

답도 없이 무너져가는 것 그래서 가치도 없고 

원칙도 없고 무질서로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

고 하는 포스트모던적인 사고,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꼭 그런 것이 필

요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근대를 지탱한 사회원

칙, 윤리원칙, 또는 이미지 원칙, 그런 보편성이

라는 것이 꼭 우리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근거

인가? 그것이 역시 근대적 사고의 한계라고 생

각을 합니다. 항상 보편성을 지향해야 하고, 보

편성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고가 저는 

근대성에 어떤 한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는 생각을 합니다. 

● 청중A

뭐든지 다 문제는 있습니까? 어떤 부분

이든지 결국은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문자로 

사고하든 이미지를 사고하든 영상으로 사고하

든 간에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현실이 너

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현실을 해

석하고 질서를 부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

재 단편적으로 김광석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상

호 기자가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

가 쉽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문

자로 커뮤니케이션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

에 뭔가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

는 것도 결국 진리에 도달하기 굉장히 어렵다

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뭐를 갖

이런 것들은 사실 합리성의 힘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고 주변화된 것이며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청중A

제가 근대에 어떤 합리적 이미지를 주

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미지에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형태가 파괴되는 순간에 가장 기본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으며, 저 같은 전문

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추상화되는 과정으로서

의 추상화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형태가 깨져

버리는 그 순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어렵

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완하는 게 현대사회의 

콜라주 방식이 될 것입니다. 형태가 같이 해체

됐다가 결국은 시간과 공간과 기억이 다 결합되

어서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해체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커

뮤니케이션이 어려울 것입니다.

● 하상복 교수

그러니까 콜라주와 같은 그런 건 합리적 

게임은 아니잖습니까? 

● 청중B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가 요즘에 와서 정

리된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것이지 

다 대도 각 시대에 취합니다. 모더니즘이 500

년 동안 결국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했듯

이 지금 어떤 게 나와도 그 순간에 우리가 취

해서 마치 그게 진실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

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이란 문제 때문에 현실

을 정리하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

리는 그 해석된 결과를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

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고 해석한다

는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쉬운 문

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하상복 교수

선생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모

던과 포스트모던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

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합리성으로 세상을 조직

하고, 합리성으로 그 전의 시대를 이해하고, 합

리성을 통해서 더 나은 사유로 갈 수 있다고 하

는 근대적 믿음이 정말 옳으냐고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미지의 문제에서도 합리적으로 만

든 이미지가 아름다운 이미지이고, 인간의 관념

의 서론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탄생한 이미지가 

아름다운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의 패권적 사

고가 많은 다른 이미지들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다 해체해 버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그렇

다면 근대에서는 이미지가 갖는 상징적인 잠재

성, 초월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이미지의 가능성, 

만약 전의 추상 표현적인 가치인 완전히 상태와 

색채가 해체돼버린 그 상태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 하상복 교수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라는 개념을 예술 

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만 철학이나 정치학 속에서 해체라는 개념은 

사실 보편성의 해체입니다. 보편적 원리, 보편적 

윤리의 해체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근대

라고 하는 것이 중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원칙을 

세웠고 더 나은 사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성에 포섭된 사회

가 무슨 문제를 갖고 왔는가? 개별성의 희생이

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별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무정형적인 것은 사실 무가

치한 것으로 이해되어왔습니다.

● 청중C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곡선 등을 보면 과학 기술

의 힘으로 인쇄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간중심주의에서 많은 문제에도 불구

하고 사람의 삶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과학적, 

기술적 틀은 보완할 수 있지만 왜 포스트모던이

고, 모던이 중심이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이나 모든 구체적 삶에 있어서 모던이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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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합니다. 해체주의를 추구하지만 결국 전 세

계건물은 모던입니다. 아무리 해체, 포스트모던

이라고 해도 우리 삶을 소통, 발전하는 것은 모

던입니다. 모던은 부작용이 있어도 골격과 같다

고 생각합니다. 해체가 모던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체는 모던의 보완개념이지 

모더니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뿌리에

는 인쇄술에 시작해서 지금은 IT기술이 차지하

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 시대이며, 디지털 

영상도 누구나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런 디지털 이미지를 각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이 들 것이며 보편화한 개

념의 이미지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작

위 사회에서 디지털 이미지 시대의 소통을 어떻

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구촌의 차

원에서, 새로운 문명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만

들어져야 하는데 이곳에서 개별성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하상복 교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저 저는 푼크툼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

라기보다 각각의 개별자들이 가진 고유한 색

깔에 대한 애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푼크

툼에 대해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푼크툼이 가

진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근대가 물론 소통이 중요한 시대이긴 합

입니다. 하버마스가 보편적 화용론을 이야기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진실 되

고 정직하게 토론을 하면 그 토론의 소통을 통

해서 공동체의 가치가 만들어지며 그 공동체의 

가치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한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겠습니

다. 하버마스의 의견처럼 보편적 화용론이 가

능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

로 토론할 준비가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성을 발전시키

고 이성을 구축한 교육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

다. 그러면 가령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못 배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자기 논

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말을 잘 

못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보편적 

화용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청중B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통되면 

합리성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가족 커뮤니

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공론장에서 

소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며, 이

미지 자체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

습니다.

니다.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가 쓴 사회계약

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일반의지라고 하는 것

이 있는데 일반의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 대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Without 

Communication’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지 

않으면 일반의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

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탈근대적 사고를 이

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통하

는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든 관

념의 차이든 물질의 차이든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차이를 줄여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라고 하는 건 그

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

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면, 사람들이 다 동질 하다면 굳이 커뮤니케이

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의지라고 하는 개

념을 우리가 떠올려봤을 때 루소적인 사고에

서는 오히려 소통이 굉장히 장애물이라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란 말 속에는 굉

장히 중대한 불평등과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차

이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반드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사

회구성의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

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진 근대문제의식에 관

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과학계나 

철학계에서 근대성의 복원을 가장 강하게 주장

하는 사람은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 하상복 교수

또 질문 할 분 있으신가요?

● 청중D

저는 이미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

각적 이미지라고만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오늘의 이미지는 르네상스부터 해서 현재에 이

르기까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맞추고 어떤 영

향력을 다른 관점에서 발휘해왔는가에 대한 강

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

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즘 미술 전시를 

많이 다니면 시각 이미지로 대표될 수 있는 페

인팅이라든지 드로잉, 이런 종류는 메인이라기

보다는 뒷받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

다. 아까 예시를 말씀해주셨듯이 마들렌의 과

자, 돌부리의 예시처럼 사실 다른 감각으로 이

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주 분야로 

전시가 되고, 이미지는 단지 그런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수적인 수단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

다. 많은 현대미술에서 그런 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시기획에서도 이미지

만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약간 좀 시대에 

지난 유물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부수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

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패권의 주장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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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이미 시각 이

미지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운동 경우에도 이미지가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징화되고 간략화되어서 단순한 해석만을 바

라볼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써 표현이 되어 

버려서 오히려 저는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각 이미지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은 어떤 것인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미지로만 놓고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무형의 사유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저도 시각 작업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시각 이미지에 대한 고민이 많

습니다. 그래서 시각 이미지의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하상복 교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제가 여기

서 시각적 이미지의 패권이라는 말을 하는 것

이 무색할 만큼 시각적 이미지가 주변화가 되

어있고, 소외되어있고 기타의 다른 촉각이나 

청각에 의해 이미지가 밀려나고 있다는 이야기

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작업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왜 계속 시각적 이미지의 회복, 

찬가지로 새로운 극단적인 표현 매치가 나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미지들과 같이 놓고 보면 

힘이 없습니다.

● 하상복 교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미술 세계에 어떤 

변이를 이야기해보면 거기서 시각적 이미지의 

중심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발

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드린 질문에 대

해서 선생님께서 한 번 생각하신 것들을 말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 청중D

그 시각이미지가 반드시 예전의 힘을 회

복해서 중심의 자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각이미지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미, 청각, 

촉각을 포함해서 시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

력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각이미지가 현재에 맞춰서 어떠한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 하상복 교수

그건 저의 공부 영역이 사실 사회과학쪽

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

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해 제가 한마디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

서 저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다시 드리

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선

생님이 시각 영역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것 말고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

각적 이미지의 주체성 또는 시각적 이미지의 

중심성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촉각이

나 청각이나 비시각적인 이미지들에 의해서 시

각적 이미지가 밀려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왜 

거부되어야 하며, 왜 불편한지, 왜 부정되어야 하

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청중A

제가 심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아까 이

야기한 대로 시각 이미지 부분이 밀려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를 계속 생산하고 새로운 

기술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각 

사람의 시대마다 새로운 충격적인 이미지를 

원하고 예술가들은 새로운 표현양식과 감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

은 예술가들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의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결국은 

처음에 사진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진이 나와서 현대미술이 나왔던 거고, 거기

에 대한 저항으로 계속 어쨌든 미술가들은 보이

지 않는 감성을 표현해 왔습니다. 지금 역시 마

제가 이미지를 쭉 말씀드리면서 상징의 시대는 

시각이 없었는지 또는 운동의 시대, 분석적 재현

의 시대는 시각이 없었는지 보면 아니었습니다. 

드브레가 말하는 것처럼 그 상징으로서의 이미

지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초월자의 눈을 만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이미지는 그야

말로 합리적인 시각이 작동하는 것 입니다. 기

술의 시대에서의 중요한 눈은 카메라의 눈이거나, 

기술의 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동적인 

세계의 오늘날은 근대와 탈근대가 계속 겹쳐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 이미지에서 촉각이나 비시각

적인 이미지로 확장되어있듯이 시각에 대한 층

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

리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시각을 합리적, 분

석적,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

징론 운동에서의 시각은 푼크툼의 같은 개념으로 

보면 감성의 문제입니다. 화가의 시각이든 감

상자의 시각이든 간에 우리의 시각이 때로는 초

월을 만나는 눈이 되고, 때로는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눈이어야 합니다. 합리성만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층위들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을 

예술로 구현해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사유들을 조금 해 주시면 저는 

틈새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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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기계는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까 

이수진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사회자

오늘은 본인의 저서인 사이언스 픽션, 인

간과 기술의 가능성을 주제로 이수진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진 교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로 강의를 

시작하면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였고 파리 8대학에서 이미지 기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 문자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많이 배웁

니다. 그러나 그림을 배워도 그림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배운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문학 분석

을 공부하고 나서, 저는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

할 수 있는지,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이 생겼고, 만화, 애니

메이션, 사진, 그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야

를 공부하다가 영화 분석으로 학위를 받았습

니다. 

이미지기호학이나 혹은 영화기호학이

라고 대변되는 학문은 방법론입니다. 분석을 어

떻게 하는지의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어서 적

용대상을 대체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

택합니다. 본인이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에 적용

하고, 건축을 좋아하면 건축을 분석대상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저는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영화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학위를 받은 이후

에는 굉장히 넓은 영화 스펙트럼 중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만한 장르를 정하게 되었

습니다. 보통 예술영화는 많이 논의되는데 대

중상업영화는 거의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

이나 상업적인 부분, 흥행에 대한 이야기는 많

이 하지만, 미학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

니다. 그래서 대중영화 중에서 고민하다가 시

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SF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이언스 픽션, 인간과 기술의 가능성』

이라는 책은 SF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그리

고 사이언스 픽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

겠지만 대부분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은 첨단 테크

놀로지가 발전될 미래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장르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기술, 미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이

언스 픽션, 인간과 기술의 가능성』은 커뮤니케

이션 북스에서 발행했으며, 책의 카테고리 특

성상 독립적인 1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었습

니다. 제가 그간에 연구해왔던 주제들을 하나씩 

고르고 정리하다 보니 SF가 어떻게 생겨났고, 

SF를 어떻게 구분하고, 요즘 많이 만들어지는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한 SF는 무엇이 다른지 

등등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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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픽션, 인간과 기술의 가능성』이라는 

책은 SF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사이언

스 픽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

분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

니다. 사이언스 픽션은 첨단 테크놀로지가 발전

될 미래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

측하는 장르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기술, 미

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이언스 픽션, 인간

과 기술의 가능성』은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발행했으며, 책의 카테고리 특성상 독립적인 

1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에 연구해왔던 주제들을 하나씩 고르고 정리

하다 보니 SF가 어떻게 생겨났고, SF를 어떻게 

구분하고, 요즘 많이 만들어지는 컴퓨터그래

픽을 사용한 SF는 무엇이 다른지 등등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0개의 아이템은 다시 3부로 나눌 수 있습

니다. 1부는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SF가 어

떻게 달라졌는지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는 챕

터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인간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에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인간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F에 등장하는 존

재들을 휴먼,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

우리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SF나 Sci―fi라고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공상 

과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

면, 미국에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했던 장르

가 일본에 수입됐을 때 일본에서 공상과학이

라고 번역해 부르면서 한국도 공상과학으로 받

아들여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

국학 전공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중국에서는 

과학의 ‘과’, 환상의 ‘환’으로 ‘과환소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상과학보다는 차라

리 다른 나라의 용어를 수입하고자 했다면 과

환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이언스 픽션은 과학과 픽션을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번역의 문제는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영역인데, 개념을 정의하는 용어는 우리

의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는 우리의 사고를 정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인데, 공상과학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많

은 사람이 공상과학 하면 허황된 이야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수작의 SF도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상황

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공상과

학이라는 말 대신 차라리 사이언스 픽션이라

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상이

라는 말 자체가 헛된 생각, 혹은 빈 생각, 망상, 

이런 암시를 주고 있고 환상, 판타지와는 구별

술과 현재의 기술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물어

보면 과거의 기술은 인간의 바깥을 변화시키

지만 첨단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지금의 기술

은 뇌의 문제라든가 신체, 병뿐만 아니라 수명 

등 인간의 내면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 정리해놓은 아주 많은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사이언스 픽션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해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

부는 사이언스 픽션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이언

스 픽션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소

개하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부, 2부, 3부에 해당하는 주제를 간단하게 푼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언스 픽션은 무엇

인지, 종류는 뭐가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

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언스 픽

션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 무엇을 보여줌으

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 하는지에 대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언스 픽션을 왜 

읽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되기 때문입니다. 픽션(fiction)이라는 어원을 

생각해보면 픽티오(fictio)라는 라틴어에서 시

작됐고 만들다, 가공하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만

나는 지점들이 두루두루 사이언스 픽션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과학 분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즘은 테크노 사이언스 픽션이나 테크노 픽션

(Techno fiction)이라고 지칭해 기술적 의미도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이언스 

픽션이 기술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인문학에서까지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되었습

니다. 사이언스 픽션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출발점은 1999년 캐서린 헤일스(N. Katherine 

Hayles)라는 포스트휴머니즘 철학자의 연구라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현

재 사이언스 픽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픽션은 일반인들한테 과학

기술의 발전양상을 전달해주는 매개물이기 때

문입니다. 사이언스 픽션 소설, 영화 등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방송 미

디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알파고와 이세

돌의 대국이 있었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 우

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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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키

워드가 인류의 종말이었습니다. 알파고가 인

간과 대결했는데 이세돌이 그때였기 때문에 

겨우 한 번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중국의 바둑기사와 대결했는데 단 한 번도 이

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

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또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버전이 나왔는데 인간하고 대결하지 않고 인

공지능끼리 대결하는 데도 백전백승이라고 할 

정도로 불과 2년 만에 더 발전했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알파고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어

차피 알파고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

리에 가서 대국하는 것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

다. 저도 못 봤고 여러분들도 못 봤지만 마치 본 

것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디

어는 매개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

다. 미디엄(medium)이란 용어의 미디어가 매

개물이란 뜻입니다. 결국, 사이언스 픽션이 왜 

중요하냐면, 과학이라는 혹은 테크놀로지라는 

전문가의 범위로 한정될 수 있는 영역이 사이

언스 픽션을 통해서 문화적 맥락이나 사회적 

맥락으로 넓혀지고 그다음에 일반인의 인식에

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언스 

픽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와 

디에서 시작됐느냐를 다뤘을 때 이미 알고 있

었던 어떤 상황을 숨기거나 혹은 올바로 대처

하지 못했거나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암시적

으로 다루기 때문에 관객이 호응할 수 있었다

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는 

우주 탐험을 다루는 장르입니다. 대표적인 예

는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이 만든 사이언스 픽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칭찬받았던 <인터스텔라>라든가, 아

주 오래된 고전 <스타워즈>, <스타트랙>, <에

일리언>, <프로메테우스>, <아바타>, 쿠아론

(Alfonso Cuaron) 감독의 <그래비티> 등 매우 많

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에서 외계 생명체 혹은 

낯선 미지의 땅을 주로 다루는데 여기에서 기

술의 문제도 다루지만, 과학의 문제를 더 많

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시간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인터스텔라>에

서 특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컨

택트(Arrival)> 영화도 외계생명체를 다루는데, 

주로 우주 탐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는 낯선 상황에 부닥쳐졌을 때 혹은 낯선 존재

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

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 첨단

과학기술하고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는 영화

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로봇공학, 컴퓨터공학, 

VR, A.I, 사이버 스페이스 등, 이런 테크놀로지

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

이미지가 아무리 리얼리즘을 추구한다고 하더

라도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해주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의 카테고리를 소재별로 

분류하면 소시오 폴리틱(Socio―Politic)이라고 

하는 정치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습

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작한 SF영화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설국열차>, <해운대>, 

<부산행> 등이 있습니다. <부산행>은 최근에 

개봉한 SF영화 중에서도 흥행 성적이 아주 좋

은 영화입니다. 방금 언급된 영화들은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등장한 미국의 

재난 영화들, 남아공을 배경으로 외계인의 문

제를 다루는 <디스트릭트9>, 리부트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혹성

탈출>은 1950년대 나왔던 소설과 영화를 리메이

크한 버전인데 유인원이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 

종과 대립하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

류의 영화들이 다루고자 하는 건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사유라기보다는 동시대 

사회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화 <부산행>

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비평가들

은 <부산행>이 흥행에 성공한 원인 중에 하나

로 세월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로 대변되는 비극적 참사가 어

하는 분야는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화 작품들도 세 번째

에 해당하는 첨단과학기술과 밀접한 작품입니다.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학기술을 향

한 입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

겠습니다. 가령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화된 상

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의 우리의 입장을 

물어볼 때 자주 하는 대답을 추려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기술회의론, 아주 

쉬운 사례로 얼마 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살인사건이 누구의 문제이며 왜 그런 사

건이 벌어졌느냐고 따졌을 때 다시 말하면 기

술이 인간사회를 망친다고 주장합니다. 총기

가 무제한 허용되고 계속 무기가 개발되니까 

결국은 우리 인류사회의 하나의 재앙으로 닥

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술회의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인류

의 종말이 올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

이라고 보는 디스토피아하고 연결되어있습니

다. 기술결정론의 입장에서 이 총기 사건을 바

라볼 때는 처음 미국에서 총기를 허용한 이유

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총으로 자신의 생명

을 스스로 지키라고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생

명을 총이라는 무기 혹은 총이라는 기술로 보

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술결정론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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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인간의 미래에 기술이 도움을 줄 것이

라고 믿는 전망을 유토피아 전망이라고 부릅

니다. 특히 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인 입

장이 등장한 건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 당

시의 상황하고 맞물립니다. SF 소설의 시작은 

18세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쥘 베른의 <해저 

2만리>, <지구에서 달까지>, <15소년 표류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소설 <지구

에서 달까지>와 <달세계 최초의 인간>을 영화

로 만든 1902년 작 <달세계 여행>을 들 수 있

습니다. 19세기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사

용하고 있는 현대매체라고 부르는 것도 19세

기 말에 모두 발명됐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후

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영화 카메라, 영사

기, 축음기로 대표되는 현대매체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제외한 전기, 전자제품, 가전제품 대부분이 19

세기 말 유럽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당시 과학

기술은 소위 말해 핑크빛 전망이었습니다. 미

래가 과학기술 덕분에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

었습니다. 세탁기도 심지어 천팔백몇 년에 이

미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박물관에 가면 그때

의 세탁기와 다리미,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다 그때 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이 과학

기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1차 세계대

서는 인간과 과학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영역 중에 인

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인

문학, 과학기술을 포함해서까지 이 세 개가 밀

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상호네트워크 부분이 강

조됩니다. 마찬가지로 꼭 유토피아, 디스토피

아,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세계

도 생길 수 있다는 제3의 관점을 도입하기 시

작합니다. 지금은 많은 인문학자가 세 번째 제

3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저 

역시 이런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

한 부분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고전

적 SF와 현대적 S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고전적 SF는 옛날 19세기 말, 20

세기 초에 등장했던 SF 대부분입니다. 고전적 

SF가 강조하는 것은 탐험입니다. 새로운 땅이

나 행성을 탐험하거나, 그 탐험을 떠나서 새

로운 땅을 발견했을 때 인간의 것으로 만드느

냐? 아니면 정복당하느냐? 혹은 외계인이 지

구로 와서 우리 지구를 정복하느냐? 이런 내용

입니다. 그래서 정복의 이데올로기가 많이 숨

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

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아주 많은 외계 영

화들은 대부분 지구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고 새로운 땅을 찾아가서 땅을 차지

한 사람들이 깃발을 꽂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

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아

무리 좋다고 했지만 한꺼번에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

술회의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

전을 겪으면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 

과학기술이 인류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냈을 때 등장했던 것이 유토피아, 기술결정론, 

그다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술에 대한 회

의가 들기 시작해 그다음 디스토피아적인 세

계관도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치고 지

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두 가지 관점

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본다면 기술

결정론일 수도 있고, 기술회의론일 수도 있습

니다. 제가 우리 학과 친구들이랑 수업하면서 

“로봇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로봇 무서워요.”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

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모르

게 기술회의론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

다. 예를 들어 어제 밤새 게임을 했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뭐냐, 너?” 이렇게 

답하는 것도 기술회의론입니다. 가상세계가 

인간을 망친다, 컴퓨터가 인간을 망친다, 게임

이 인간을 망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했

을 때 단순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기

술철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합니다. 기술철학에

이 펼쳐집니다. 2003년에 나왔던 <아바타>도 

같은 예입니다. 판도라 행성이라고 하는 새로

운 땅을 발견했는데 그곳의 자원이 되는 나무

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소유권의 문제를 가지

고 이야기하는 정복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있

습니다. 모든 스토리텔링에는 어떤 사건을 촉

발하는 갈등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갈등을 어

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면 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현대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혹은 

포스트 모던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식입

니다. 대부분은 싸워서 이기는 자 혹은 싸움에

서 지는 자, 내 편, 네 편, 파괴, 폭력 등을 부각

하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SF라고 모두 다 흥

미로운 것은 아니며, 일정 정도는 여전히 옛날

의 근대적 방식의 담론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새로운 사고를 촉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 SF라고 구

분하고자 하며,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포스트

모던,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

다. 주의할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연

대기적으로 몇 년까지는 고전적, 그다음에 나

오는 건 현대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에 따라서 고전적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

고 새로운, 창의적 사고가 반영되었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F가 요즘 특히 많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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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유는 컴퓨터그래픽의 발전 때문입니다. 

컴퓨터그래픽이 발전된 건 1990년대 중반부터

입니다.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 2> 아십니까? 

● 청중

모릅니다.

● 이수진 교수

<터미네이터2>를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

니다. 체크무늬 바닥이 갑자기 사람으로 싹 바

뀌면서 일어나는 그 기법은 정말 감쪽같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어나더니 손가락

이 스르륵 꼬챙이로 바뀌면서 자판기에서 커

피를 뽑고 있는 경찰의 눈을 푹 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소리 질렀습

니다. 스필버그가 만든 <죠스>가 재난영화 중

에 최고봉이었는데 등장하는 음악만으로도 우

리를 무섭게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

화를 다시 보면 상어 탈 쓰고서 밑에서 잠수부

가 헤엄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엉

성하다고 느낍니다. 얼마 전 <죠스>를 다시 리

메이크했는데 디지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의 공포감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죠스>가 줬

던 물리적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

다. 결국, 이빨로 사람을 물어뜯는 물리적 공포

감이 CG로 표현되었을 때, 가상 이미지의 리

현대적 SF를 많이 보라고 추천합니다. 

요즘 SF는 대부분 CG로 만들어졌다

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환

영적 사실주의를 설명해보겠습니다. CG로 만

들어내는 이미지들은 어차피 현실에 있는 피

사체의 실사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이 상상하는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어 그것을 

가상카메라로 찍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현실

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상의 산물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리

얼리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영적 사실주의는 마노비치(Lev Manovich)라

고 하는 미디어학자가 제안한 용어입니다. CG로 

만들어 낸 새로운 이미지들이 있지만 리얼리

티를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실사 이미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리얼하게 현실을 모방하는 

가상 이미지(Virtual image), 그래픽 이미지, 컴

퓨터 이미지 등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VFX(Visual FX),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는 디지

털 특수기법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블록버스터와 결합하면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 대부분 스펙터클의 효과를 노립

니다. 볼거리가 많으며 도상, 아이콘으로 만들

어 내는 스펙터클의 효과입니다. 스토리, 메시

지 그리고 이미지가 정말 단순합니다. 극단의 

사례로 마블과 DC의 경쟁을 보시면 됩니다. 

얼함에 대한 관객의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물리적 쾌감, 공포감, 촉각적 공포 등

에 기대어 흥행했던 과거의 SF, 가령 <고릴라

>, <고질라> 이런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CG로 

재현할 때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죠. 오

히려 요즘은 VR(Virtual image), 인공지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다룰 때 훨씬 잘 통합

니다. 왜냐하면, 그 카테고리가 하이테크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

그녀(Her)>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얼

마 전에 <블레이드러너 2049>가 개봉했습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또 작

년에 나왔던 <컨택트> 역시 웰메이드 수작입

니다. 현대적 SF라고 구분되는 작품들은 상업 

영화와 비교하면 소수입니다. 1년에 한 편 나

올까 말까 합니다. 전혀 신선하지 않은, 이분법

적 사고를 반복 재생산하는 식상한 SF영화는 1

년에 몇백 편씩 만들어집니다. 애니메이션, 드

라마,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는 b급 할리우드 

영화들 그리고 유럽에서도 매우 많은 SF를 만

들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작품이 있는데 대부

분은 고전적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기 때

문에 새로운 사고를 하거나 창조적인 방식으

로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서 특히 미학이나 예술을 공부하거나, 제가 가

르치는 학생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은 현대적 SF라

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대부분 스펙

터클한 도상적 효과를 노리는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현란한 이미지로 히어로를 등장시키고 

한 번 탁 치면 여기서부터 저 수원 인계동까

지 지진이 쫙 나는 영화가 얼마나 스펙터클 합

니까? 한 번 치면 뻥 날아가고, 슈퍼맨과 배트

맨이 서로 싸우는 이런 것 대부분은 어렸을 때 

그 TV에서 미국드라마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토리나 메시지는 여전히 똑같지만, 

예전에 봤던 것과 달리 규모가 엄청 달라졌습

니다. 나쁜 편을 처단하는 착한 우리 편 같은 

선악 대결인 이분법적 잣대를 여전히 갖고 있

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새로워진 영화 중 하나

를 들자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습니다. 요

즘 나온 슈퍼 히어로물 중에서도 참신하며 현

대적인 접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슈퍼 히어

로 장르에서도 현대적인 어떤 것이 도입되었

다고 생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닥터 스트레

인지는 팔찌를 끼고 시간을 감을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는 히어로입니다. 그 능력을 활용

하는 것도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미지입

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을 감으니까 우

리가 일반적으로 영상미디어 플레이할 때 보

다가 되감기로 조금씩 뒤로 돌리는 것처럼 표

현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팔찌를 끼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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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으면 여태까지 봤던 화면이 뒤로 싹 감기

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컴퓨터 모니터만한 작은 스크린에서 되감기를 

하는데 그 대형스크린의 규모가 할 수 있다는 것

은 참신한 접근이었고 미국,  할리우드니까 가능

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이미지의 대부분은 선

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따릅니다. 반대로 역

행하는 이미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

하는 현실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1초지만 항상 뒤로 밀려나기 때문

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갑니다. 결국은 플래시백이라는 

구도도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지만,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과거의 타임라인 안에서는 다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선행해서 흐른다는 시간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

넣고 영화가 그대로 답습합니다. 따라서 아예 

물리적으로 영화의 이미지를 거꾸로 돌리면서 

과거의 이미지에서 현재로 다시 복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역행하는 구조를 이

미지 자체로 보여줬다는 데에 아주 참신한 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출적인 부분으로 <인

셉션>에서도 굉장한 어떤 접근이 있었습니다. 

도시 파리를 접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파리를 접겠습니까? 영화이기 때문에 혹은 미

디어, 예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

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없고 엄청 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

교의 온라인강의를 보다가 조는 경우가 많습

니다. 왜냐하면, 앵글이 다양하지 않아서 재미

가 없습니다. 그다음 카메라 움직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의 다큐멘터리와 같습니

다. 그러나 요즘은 다큐멘터리도 많은 앵글과 

연출, 미장센, 편집, 시각효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교육 프

로그램 자체를 촬영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재미가 없고 지

루하고 단조롭습니다. 이미지를 전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세상을 자르고 조각

화 시키는 것입니다. 조각화 되는 과정에 인간, 

작가가 개입합니다. 내가 여기를 자를 것인지, 

가까이 자를 것인지 아니면 멀리 자를 것인지 

혹은 다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만 보여줄 것

인지, 부분으로 상상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체

로 또는 끝까지 감추고 갈 것인지 등의 결정권

이 그사이에 들어갑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찍

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옷을 무엇을 입힐 것이

고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디테일들에 다 

의미부여를 하면서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무의식

적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영화, TV, 그림을 보

고 이렇게 뭔가를 학습하면서 성장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만들 때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참신하고 독창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스크린에 가능하게 

보여주는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낯설어하

실 분들을 위해서, SF 영화 4편을 골라왔습니

다. 제가 이 4편을 보여드릴 건데 보면서 무엇

에 중점을 두냐면 스토리를 보지 마시고 이미

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간단한 내용이

기 때문에 스토리를 분석하지 마시고 앵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각을 잡았는지, 클로즈업

은 어떻게 했는지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

다. 영화에서 샷(Shot), 리버스 샷(Reverse Shot)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샷은 이렇게 정면으

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렇게 마주 보고 있을 때 정면으로 저를 찍으면 

샷, 여러분을 찍으면 리버스 샷입니다. 사진 찍

는 사람은 먼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미지를 

봅니다. 지금은 디지털이라서 액정에 바로 보

이지만 옛날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름으로 인화하기 전까

지 예상되는 이미지를 카메라 렌즈를 통해 많

이 봤습니다. 결국, 프레임으로 이미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사각형의 프레임으로 이미지 

조각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찍을 때 이걸 전

부 다 찍을 수가 없을뿐더러 전부 찍으면 재미

가 없습니다. EBS 교육방송을 생각해 보면 재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들이 코드화되어서 나옵

니다. 그런 과정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고 나서 같이 이야기해 보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보캅> 1987년 작품입니

다. 2014년 리메이크작도 있습니다. 두 번째

는 2015년도 <어벤져스>입니다. 그다음 세 번

째 <Her>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Arrival>의 여주인공은 언어학자입니다. 외

계인한테 지구로 왜 왔는지 물어보는 임무

를 맡고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외계인들이 타

고 온 우주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4개

를 봤습니다. 연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의 세련됨은 확실히 1987년 <로보캅>이 떨

어집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봤더니 <Arrival>

에서 보여드린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유리창에 

손대고 있었을 때 외계에서 온 생명체도 이렇게 

손을 대는데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왜 놀랐을까?

● 청중

유리를 깨고 나올까봐 놀랐습니다. 

● 이수진 교수

네, 깨고 나올까봐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계인이 창문을 깨고 나온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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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주 많은 영화

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나오는 외계인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 속에 외계인은 

공포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런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착한 외계인이 나옵

니다. 나중에 인간을 구해주려고 심지어 자기

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영화 

틀어드리기 전에 이미지 위로 주의해서 보라고 했

는데 빨간색이 등장한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 청중

Her.

● 이수진 교수

네, <Her>입니다. <Her>에 빨간색 옷을 

입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Her>의 

화면이 제일 밝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보캅>을 틀었을 때 보다가 화면이 잘 보이

지 않아서 불을 껐습니다. 대부분 공포영화에

서 쓰는 화면장치 자체가 공간을 굉장히 어둡

게 표현합니다. 그래야지 어디서 무슨 일이 벌

어질지 주인공이 파악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

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어두움이 일종의 시

각코드로 작동을 하는데 <어벤져스>가 그 시

각코드를 아주 제대로 쓴 영화입니다. 잠수함

에, 폐쇄공간에, 굉장히 조명을 어둡게 해서 그 

안에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 뭐가 

로 밑에서 찍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찍었습

니까? 네,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듯이 찍었습

니다. <로보캅> 1987년 작품을 분석하면 로보

캅이 나오는 순간마다 다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서 찍었습니다. 로우앵글, 시선이 주는 의

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살짝 저

를 밑에서 위로 보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강연

자를 밑에서 올려다보게끔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게 강연자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의미가 있

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비교적 동일한 눈

높이로 가까이서 여러분과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한 강의실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강의실을 생

각해보면 대형 강의실, 포디움(podium)에 강연

자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높여 이야

기합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선이 권력을 표현

할 때 밑에서 우러러보는 것, 거대한 존재를 밑

에서 올려다보게끔 합니다.

<로보캅>은 사이보그가 처음 등장한 SF

영화였습니다. 처음으로 사이보그를 등장시킬 

때 계속 로우앵글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큰 그

림자를 보여준 장면이 있고, 두 번째 <어벤져스>

에서 울트론이 인공지능 인격체가 되어 자기 스

스로 합성의 몸을 갖게 되는데, 울트론의 눈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나타날지 모르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SF가 사용하는 색깔은 무슨 색

입니까? SF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 청중

흰색, 회색, 검은색입니다.

● 이수진 교수

검은색, 파란색. 반짝반짝 메탈, 실버 등

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SF 하면 빨간색은 잘 떠

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차가운 색깔을 많

이 씁니다. 그런데 <Her>가 따뜻한 색깔을 쓴 

몇 개의 인공지능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에 촬영기법으로 샷(Shot), 리버스 샷(Reverse 

Shot)을 이야기했는데 <Her>에는 샷, 리버스 

샷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화면에

서 주인공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

공지능은 목소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로보캅>이 나왔을 때 로

보캅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로보캅을 잡은 

앵글이 있어요. 먼저 각도로 봤을 때 레벨을 어

떻게 잡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용어를 알려드

리겠습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인간의 눈이라

고 봤을 때, 우리 눈높이에서 찍을 때는 아이레

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눈높이보다 밑에

서 찍으면 로우, 위에서 찍으면 하이앵글이라고 

합니다. 로보캅은 그러면 우리 눈높이를 기준으

● 청중

빨간색입니다. 

● 이수진 교수

네, 빨간색 눈입니다. 악마의 색으로 많

이 지정되는 빨간색 눈을 가진 ‘울트론’입니다.

그림1 영화 <어벤져스>의 울트론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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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서 이렇게 그림자 크게 보여

줌으로써 인간보다 훨씬 큰 강력한 신체를 가

진 사이보그를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보

그의 몸이 되게 거대하게 보이게끔 밑에서 찍

는 앵글을 채택하고, 저기 뒤에 있는 그림자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어

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의 인식이 결

정됩니다. 마찬가지로 1987년에 등장한 굉장

히 낯선 사이보그 존재를 등장시킬 때 이런 방

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사이보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거대하고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센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

습니다. 물론 Narrative도 작동하지만 이러한 

연출도 작동합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 빨간색 눈의 울트

론이 등장하는 장면, 로우앵글로 연출되었죠.

문화의 무의식 안에 있는 인식 때문에 악마의 이

미지를 연상시키게끔 되어있습니다. 로봇은 대

부분 인간을 닮게 만들거나 혹은 곤충 혹은 동

물을 많이 본떠서 만듭니다. 외계 생명체도 마

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

문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때 참조로 하는 이

미지는 보통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예쁘고 

귀여운 동물보다는 무섭고 공격적인 동물들

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저희 과 교수님 영화감독님이기도 하신 분

께 여쭤봤더니 외계 생명체와 로봇에 갑각류

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동물의 카테고리 중

에서 특정 갑각류, 절지류를 많이 가져다 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 

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색감을 많이 쓴 <Her>

보면 울트론 로봇의 얼굴, 시각 디자

인 컨셉 아트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

면 빨간색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

렸듯이 아주 많은 공포영화에서 악마를 표현

할 때 빨간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얼굴 옆

에 튀어나와 있는 것은 뿔의 모양입니다. 이 이

미지는 중세에 만들어진 고딕 성당에 있는 악

마의 형상 조각물입니다. 컨셉 아트 하시는 분

들이 여러 자료조사를 하면서 악마의 이미지

를 떠올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울트론을 보면서 우리 

입니다. 

이 장면은 <Arrival>에 등장한 외계 우

주선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우주선은 굉장히 공

격적으로 등장했었는데 여기 이 우주선은 다

릅니다. 우리가 같이 봤던 화면에서, 안개 속 

뿌옇게 들어있는 미스터리한 존재인 외계생명

체를 수묵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

게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에게는 낯선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이 언어를 표현한 수묵 그림, 묵이 

물에 풀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이는 인

간의 평면의 언어, 2차원적인 언어와 다른 외

그림3  영화 <어벤져스> 장면 

그림4

그림5  영화 <Her> 장면

그림6·7  영화 <Arrival>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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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의 언어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입니다. 사실 대부분 영화의 외계생명체는 보

통 영어를 씁니다. 이상하게 외계인은 지구에 

도착해서 바로 영어로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

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설국열차>가 그런 점

에서 아이디어가 좋았던 영화입니다. 설국열

차가 핵폭발 이후 살아남은 유일한 폐쇄공간

인데 그 안에는 다인종들이 있고 한국사람, 일

본사람, 프랑스사람, 독일사람, 여러 문화언어

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할 때 통역 기계로 

통역해줍니다. 대부분은 영어로 통일하는데, 

그런 각 나라별 언어를 사용한 아이디어가 참

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Arrival>

에서 외계인의 언어는 지구의 언어와 다를 것

으로 생각하고 언어학자를 투입하는 설정도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가 들

어가서 이 우주탐사 팀에서 언어를 탐구합니

다. 영화의 전반부 3~40분 정도는 계속 언어

만 탐구합니다. 이 외계인의 언어는 도대체 어

떻게 생긴 언어인지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SF영화에서는 드문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계인의 언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포인트는 입체적으로 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기역, 니은 쓰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보이는 단순한 동그라

미가 아니라 입체감을 가지고 있어서 볼륨 뒤

다. 그다음 ‘post―’는 다들 포스트 담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접두사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post―’가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탈, 후기, 초, 이런 의미로 맥락 

혹은 번역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

래서 포스트나 이즘을 두고 생각하면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휴먼을 강조합니다. 포스트

휴먼을 강조하면서 이즘을 붙이기 때문에 포

스트휴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

째 입장은 포스트 담론을 강조합니다. 이미 우

리가 다 알고 있는 휴머니즘에 포스트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뒤에 올 포스트휴

머니즘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두 흐름을 제가 임

의로 나눈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스

트휴먼 담론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

게 얽혀 있는 양상을 추적해본 것입니다. 내용을 

볼 때 첫 번째 입장인지 혹은 두 번째 입장인

지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첫 번째 입장, 포스트 휴먼을 강조

하는 것은 두 번째 것과 헷갈리니까 트랜스휴

머니즘이라고 바꿔 부르자고 하는 추세라 트

랜스휴머니즘으로 정착되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 지금 우리 휴먼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간이 등장할 것이라고 

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더라도 

그 볼륨이 낮은지, 높은지, 복잡한지, 결이 몇 

개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알파벳, 우리로 치면 

한글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른 것이라는 이야

기를 합니다. 각 단어가 차지하는 공간도 포함

해야 하며 지구인들은 평면 언어를 쓰지만, 외

계인들은 입체 공간, 공간에서 움직이는 언어

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

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나 언어가 우리

의 사고를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

부분 직선적 사고나 평면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자체가 그렇기 때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차원의 이야

기를 가지고 오고, 시간이 지구인들이 경험하

는 시간과 다른 경험을 하는 외계인의 다층적

이고 복잡한 시간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참신한 접근이었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

다. 요즘 신조어로 포스트휴먼의 시대, 포스

트휴먼, 트랜스휴먼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 의미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분야에

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ism’

은 접미사이기 때문에 ‘~주의’를 말합니다. 리

얼리즘, 모더니즘, 휴머니즘할 때 ‘―ism’입니

해서 포스트휴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종말의 이데올로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인간종을 포스트휴먼

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

금 바로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전환되

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도기

적 상황을 겪고 있고 이건 포스트휴먼으로 가

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트랜스휴먼이

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담론이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입니다. 미국에는 트랜스휴머니즘 협회가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

다.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에 적극적으로 찬성

하는 아주 많은 부자들이 냉동 인간을 요구합

니다. 현재 냉동시키는 기술은 있지만, 해동의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0년 후에 깨

어나면 그때는 해동 기술이 발견될 것으로 생

각해 냉동시켜 달라고 합니다. 갑부 중에서 유

전적으로 병이 있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불치병

일 경우에 혹은 노화로 인해 죽기 싫은 사람들

이 냉동 리스트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을 믿고 있는 것

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인류는 더 발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깨어난다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주는 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믿

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몸, 사이보그 등이 등

장하는 SF영화들이 종종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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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장애인의 경우에 보철기술을 통해 새로운 

의족이나 의수를 이식했는데 그게 기존 몸에 

있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트랜스휴머

니즘 담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기술, 테크놀로지에 관한 일종의 환상

을 품는 영화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커플이

었는데 애인 남자 쪽이 애인 여자를 살해했습

니다. 화장실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 애

인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재판을 받았

는데 굉장히 관대한 처분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남자가 다리 의족을 끼고 사는 장애

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요즘 

만드는 의족, 의수 중에 최첨단 로봇 하드웨어

를 만들어 내는 ‘보스턴 메카닉스’에서 의족을 

주문해 낄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

습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하는 데 전혀 일반인

하고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자

기의 장애를 가지고 선처를 받았던 경우입니

다. 요즘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옛날의 피

터팬 보면 후크선장의 갈고리 같은 의수가 아

닙니다. 현재 의수도 굉장히 발전됐고 기술의 

도움으로 의안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

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 카메라 같은 인

공 렌즈를 만들어 소위 말해 기존 볼 수 없는 

체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라고 

대변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비인간들과 구별

되는 존재이고, 인간은 우월하기 때문에 비인

간들을 다르게 대해도 혹은 열등한 존재로 생

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를 말합

니다. 사실 18세기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모

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만든 인간의 카테고리는 무조건 백인 남성입

니다. 여성, 비장애인, 어린이, 노인은 포함되

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말했던 인간의 카테고

리는 굉장히 편협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

는 다른 존재들은 인간으로 칭해진 존재에 의

해서 억압당했습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편협

한 인간중심주의 사고를 반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동물 학대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젠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이 늘 

몇 천 년 동안 인간의 카테고리에서 우위를 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괴롭히거나 성추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이며, 인종차별

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이 항상 인간의 카테

고리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차별해도 양

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

류의 차별적 사고의 바탕에 인간중심주의 혹

안구를 빼고 인공 안구를 넣어서 시각효과 카

메라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

하여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해서 마치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특

히 의술의 경우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진 신체

적 한계를 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판타지

가 있습니다. 이때 판타지가 작동하는 것은 의

수나 의족이나 의안을 썼을 때 전혀 자연적 신

체 부위랑 별반 구분이 없거나 훨씬 좋을 것

이라고 믿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안

구를 빼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넣었으니 당연

히 생활할 때 불편하겠죠? 의수도 마찬가지입

니다. 전쟁에서 다리가 절단된 경우에 마치 있

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현상이 있다고 합니

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가 아닌 어떤 부분에 남

의 다리 혹은 기계 다리가 들어왔을 때 기계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살이 만나는 그 접점 지역

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적응하고 인

식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학적인 차원을 없애버리고 그냥 의수를 

달았으니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 것을 테크노 

판타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포스

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휴머니즘

은 근대적 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대적 주

은 남성중심주의가 깔렸습니다. 포스트휴머니

즘은 이를 모두 반성하자는 것에서 출발했습

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만났을 때 비인간이라

고 대변되는 로봇이나 사이보그, 새로 만들어

진 존재들,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의

수 의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인 경우

에 장애를 겪는 사람이 뭔가 다른 보철기구를 

사용했을 때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서 비장애인과 구별할 것인지 아니면 의수를 

낀 팔도 내 팔이랑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팔

이며 종류가 다를 뿐이라는 유연한 사고로 받

아들여 줄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다루는 것입

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유연한 사고, 통합적 사

고, 관계 맺음 등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영화, 픽션, 문화예술 쪽으로 

돌아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가 이미 이러

한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생기면서 포스

트휴머니즘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차이

를 굳이 둔다면 영화 한 편을 두고 포스트모더

니즘으로 본다면 형식적인 차원을 꼭 포함해

야 합니다. 그래서 Narrative 형식의 새로움이

라든가 아니면 내용, 주제, 시청각표현의 새로

움 등을 모두 관찰해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하면 포스트모

더니즘 관점입니다. 여기에 포스트휴머니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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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함하고 있다면 이런 인간과 기계의 상관관

계, 미래에 대한 전망, 인간과 기계 존재론, 이

런 것들을 두루두루 유연한 사고로 접근할 때

를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적이

면서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SF 영화를 찾

는다면 1960년대에 나온 <2001 스페이스 오

딧세이(2001: A Space Odyssey)>를 추천합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된 영화입니다. <블레

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년에 나온 작품

이랑 올해 새로 개봉한 <블레이드러너 2049>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슬립 딜러(Sleep 

Dealer)>라고 2008년에 나온 SF인데 이 영화

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오토마

타(Automata)>는 스페인 SF에요, 2014년에 나

온 영화입니다. <언더 더 스킨(Under The Skin, 

2014)>은 미국의 인디 영화로 외계인과 인간

의 대립 내용이 아닙니다. 외계에서 온 주인공

인 스칼렛 요한슨, 여자 외계인이 인간 남자를 

사냥하는 영화인데 우주의 신비 공간처럼 묘

하게 표현해서 도대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하다가 마지막에 사냥

했던 포식자가 위험한 사고를 당하면서 오히

려 피식자로 희생되며 마무리가 되는 영화입

니다. 사냥이라는 소재를 차용하지만, 사냥 과

정을 통해 겪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혼란

을 느끼는 여주인공의 내면을 모호하게 보여

읽어보면 크리처의 독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에게조차도 버림받고 관찰하던 인간 가

족한테도 버림받는데, 버림받은 소수자로서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 문제를 따지는 내

용이 굉장히 오래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는 본

인을 만든 과학자가 죽는 것을 보고 크리처도 

자살하는 것처럼 끝나는 결말입니다. 크리처의 

독백 부분을 다시 읽어주자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소설 『어느 섬의 가능성』, <Arri  

val>의 원작인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

야기』 등도 제가 방금 말했던 주제나 형식의 

실험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

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언스 픽션이 무엇이

고, 어떻게 만들며 그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이어서, 왜 읽어야 하느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SF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있

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다

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뒤죽박죽이 아니라 나

름의 질서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적 SF

를 만드는 작가들이 완전히 작동할 법한 세상

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인지 의도하는 바가 사고실험입니다. 사고실험

은 과학이나 철학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는 방

식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에 인간의 피

부가 벗겨지면서 여주인공이 외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언더 더 스킨>이라는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잘 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 중에는 <바이오 쇼

크>나 <에일리언 : 아이솔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여러 결말들을 엔딩에 포함시

키거나 아니면 실제로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

니다. 플레이어가 조작하면서 그 조작 행위 안

에 과학기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

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문학에서 『프

랑켄슈타인』은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지만 읽

어보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프랑

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심

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켄슈타

인은 과학자 이름이고,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은 크리처(피조물)라고 합니다. 프랑켄슈타

인을 괴물로 오해하기 시작한 때는 1930년대

에 만든 미국영화가 타이틀을 프랑켄슈타인으

로 달아서 우리에게 괴물로 인식시켰기 때문

입니다. ‘프랑켄슈타인’하면 떠오르는 그림 있

죠? 누더기처럼 조각을 이어붙인 얼굴 이미지

는 영화가 만들어 낸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문

학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리

메이크하는 영화들이 『프랑케슈타인』에 나오는 

크리처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시각화하는지 

중요하게 봐야합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고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합니

다. 철학, 윤리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

에 과학에서는 실험할 때 먼저 실제로 실험실

에서 하는 실험도 있지만, 이론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고실

험을 이미지와 소리와 이야기로 화면에 보여

주는 것,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SF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나 방금 보여드렸던 <Arrival>이 그렇습니다. 

현대과학의 이론과 사고실험이 적절하게 접

목된 두 작품 중에서 <인터스텔라> 경우를 먼

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스텔라>는 미국에서

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중학교 정도 되는 자식을 데리고 교

육하려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것이죠. 정말로 상대성 이

론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똑같

이 흐르지 않고 평행구조로 되어 있다는 현대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블랙홀, 웜홀, 이

런 거에 대해서 <인터스텔라>는 이미지로 굉

장히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상

대성 이론의 시간의 다차원적 구조에 아이가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하려고 관심이 높아진 

예입니다. <Arrival>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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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의 언어를 가정하면서 선형성이나 다층

의 입체적 차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떻

게 생겼을까? 이게 과연 합당한가? 관객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끔 합니다. 제

가 앞서 <Arrival> 서사구조에 시간의 다층구

조가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영화 도입부 언어

학자 여주인공의 딸이 암에 걸려서 죽는 장면

이 나옵니다. 그다음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편

집되고 보여드렸던 미군에 의해서 발탁되어 

헬기를 타고 그 우주선이 서 있는 평야로 이동

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영화 진행상 

먼저 딸이 죽었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엄마

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여주는 방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

에 가서 알게 됩니다. 처음 보여준 그 일들이 

미래였다는 것을….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뒤

죽박죽 섞이면서, 주인공이 외계인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결국 외계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

하고 주인공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일종

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동시에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이 미래를 바꿔 인류를 구하는 단서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과

거였고, 얼마 후….” 보통 그렇게 순서가 흐릅니

다. 영화도 몇 시간 후, 몇 년 후, 이때, 이런 식

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

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을 사고실험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현대적 접근은 SF 영화, 소설 혹은 예

술작품에서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고실험을 제

시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들을 접할 때 어

떤 것을 읽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과의 만남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

었던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도록 

안내받는다. 인간을 환경에 속할 유기체로

서 인식할 때, 환경과의 공동운명체로 인식

할 때 인간은 환경을 이끌며 동시에 환경에 

의해 구성됨을 상기하게 된다. 이 때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는 쌍방향이며 인간의 테

크놀로지를 사용하지만 테크놀로지 역시 인

간을 사용한다. 인간의 몸이 테크놀로지 맥

락에 적응하며 테크놀로지 역시 인간의 몸에 

적응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나아가 

인간의 개념을 둘러싼 유연한 입장을 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이 지배자로서

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 공생하는 협력자로서 

더 확장되고 더 다양한 가능성을 내재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한다.” 

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가 

제시하는 사고실험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의 어려운 영화들을 보고 나서 집

에 돌아가는 동안에 생각하거나 친구들과 토

론하게 되고 댓글 달게 됩니다. ‘이거 엔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

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

곡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성을 두고 아주 

많은 논쟁이 붙었죠. 그 영화는 SF는 아니었

지만 그래도 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

장한 사고실험을 등장시켰습니다. 사고실험을 

등장시키면서 하고 싶은 것은 사고의 확장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현대적 SF에

서는 특히 낯설게 하기가 중요한 원동력이 됩

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낯선 것을 보여주면

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름과 가능성을 제시함으

로 인해서 사이언스 픽션, 여기서 말하는 현대

적 SF의 힘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답은 이 

세상에서 미래에 다른 낯선 세상을 수용하게 

만들며, 상상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을 교차시

키면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러한 힘을 가진 작품들을 많

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강연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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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학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김학래 교수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근무하

고 있고, ‘Open Knowledge Korea’라는 커뮤니

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pen Knowledge’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인데, 제가 한국

에 로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해

보면 한 5~6명 정도와 미팅을 할 때도 있고, 컨

퍼런스 같은 건 200~300명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가기 전

에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인공지능 쪽인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 일을 많

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일 많이 하게 될 

이야기는 인공지능만큼이나 데이터에 관련된 이

야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표현할 때 보통 ‘정보학자’, ‘데이터학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식그래프’라는 이 단어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잘 모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우

리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해는 ‘이세돌,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Google DeepMind Challenge)’ 

이후에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 관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이머

전트(Emergent)’, ‘창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머전트’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를 하다보니까 탁 뭐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하다’ 

이런 이야기로 보통 사용하는데 크레이티브한 

걸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어 내는지를 지금부

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빈치코드(The Da Vinci Code, 2006)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빈치코드는 종교영화로, 

성경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영화입

니다. 그렇다면 다빈치코드에 다빈치가 나올

까요? 아니면 다빈치 이야기가 나올까요? 레

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가 나올까요? 영화 제

목은 다빈치 코드인데 다빈치는 안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

구인가에 대한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이

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

치는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

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빈치가 모나리자 작품

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나리

자 작품을 보면 아티스트는 레오나르도 다빈

치 라고 적혀있고 그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

다. 다빈치 코드는 이탈리아에서 촬영을 했습

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온 조각상이나 그림

들은 이탈리아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렇다면 이런 그림들에 대해 한 번 물어보겠습

니다. 만약 이탈리아를 가고 싶은데 뭘 해야 할

까요? 이제 우리는 네이버에서 이탈리아 항공

권과 숙소를 찾고 그 다음으로 박물관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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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를 찾고, 그런데 이렇게 찾다 보면 날씨, 

교통편도 찾고 이탈리아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직접 찾

아가서 보고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컴퓨터라는 세상으로 집어넣고 싶다면 

하나하나 그걸 표현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표

현을 텍스트로 쭉 써놓으면 감독이 누구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 아트웍에 

모나리자가 있고 묻힌 데는 프랑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 텍스트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텍스트로만 쭉 써놓으면 사실

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컴퓨터가 이

걸 처리하기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처럼 연결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그래프’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연결 되어있다라는, 연결 되어있는 데이터

구조라는 걸 ‘그래프’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쭉 표현을 해놓고 보니 다빈치코드에

는 다빈치랑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빈치

는 출연배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

빈치코드에 나오는 지명들은 다빈치코드가 촬

영을 할 때 있었던 지명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에

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죽었고 모나리자, 그

가 그린 작품은 루브르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혜(Wisdom), 

그래서 DIKW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비가 왔다.’라는 걸 계속 저장해놓으면 

그게 데이터(Data)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꽃

가게를 하는데 비가 오면 꽃이 잘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가게에 꽃을 좀 적게 만들어 놔야한

다.’라는 건 정보(Information)입니다. 그 다음, 

비가 오면 꽃을 좀 적게 마련해야 되는데 ‘2월 

달은 졸업시즌이이니까 꽃을 넉넉하게 준비해

야 한다.’라는 건 지식(Knowledge)입니다. 왜

냐하면 제 경험과 제가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만 체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

혜(Wisdom)는 꽃을 가지고 제가 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꽃다발 위에 

뭔가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졸업식장에 갖

고 가야겠다.’이런 건 지혜(Wisdom)가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사실 이 단계를 계속 밟아

갑니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먹

고 이렇게 하다가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

를 친구들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

는 짜장면 집은 맛없다.’하면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맛없어, 안 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경험적 지식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먹지말래, 맛없대.’ 그러면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꼭 먹

어봐야지.’하고 가는 체험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에 대한 

이 영화에 나옵니다. 반대로 이 사람과 거의 계

속 동급으로 비교되는 경쟁자는 미켈란젤로입

니다. 이 사람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

람의 조각상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쭉 그려놓고 보면 지금 제

가  눈에 잘 들어나는 것만 표현을 했는데 만

약에 이 점을 딱 찍었더니 뭐가 딱 나오게 됩

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런 지식이 펑펑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는 데이

터를 다 엮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슬

라이드 처음에 이머전트라고 했던 것처럼, 창

발적인 Creativity가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인공지능이 

바꿔줄 미래, 4차 산업혁명이 바꿔줄 미래, 슬

라이드 맨 앞표지에 제일 많이 띄우는 그림으

로 이렇게 연결 되어있는 그림을 제일 많이 씁

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그냥 경

기도 미술관 하나, 저 쪽에 있는 정부 하나, 삼

성전자 하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

든 행동과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 계속 데이터가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계

속 하는 겁니다. 지식그래프는 데이터들을 다 

연결해놓은 건데, 지식은 사람만 갖고 있습니

다. 경영학이나 공학에서는 데이터(Data), 정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데이터가 중요하

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에게 설명해드린 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느끼고 있는 

지식과 컴퓨터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릅니다. 

그 예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이탈리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탈리아에 대한 내용

을 써주지 않는 한 모릅니다. 만약 세 살짜리 

아이한테 ‘이탈리아’ 하면 먹는 거, 이럴 수 있

습니다. 이렇듯 이런 과정들을 컴퓨터에 계속 

넣어줘야 컴퓨터가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이제는 똑똑해진다고 하는데, 그 똑

똑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래리 페이지(Larry Page)입니다. 

2014년에 구글(Google)의 CEO였습니다. 거

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회사들이 많은데 어

떤 회사는 실패를 했고 구글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로 래리 페

이지는 우리 회사는 미래라는 걸 놓치지 않았

다고 했습니다. 구글은 미래비전을 갖고 있었

던 것입니다. 구글의 비전(Vision)은 전 세계에 있

는 모든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갖는 것이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

면서 구글이 지금은 순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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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게 아재개그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이

야기가 한참 나왔습니다. 알파고(Alphago)는 영

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영국에서 만든 회사인데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알파고를 딥마인드가 

만들었는데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를 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되게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합니다. 딥마인드 챌린지의 제일 승자는 구글입

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효과를 얻었습

니다. 제가 딥마인드챌린지를 할 때 제 페이스

북, 구글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미국은 1국, 2국 했을 때 미국에서 그

렇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친구들이 도대체 한국 상황이 어떤데 

이 정도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중국 프로 2단하고 알파고하고 대전

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사람이 졌습니다. 그리

고 그 시기에 ‘딥마인드 챌린지를 한다.’라고 이

야기를 했을 때 계속 한국, 중국, 일본의 기원에 

계속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한다, 웹사이트

를 크롤링하는 그런 트래픽이 나온다고 했습니

다. 그게 뭐냐면 알파고에서 기보를 계속 수집

했습니다. 이제는 알파고 제로가 나오면서 데이

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작

업은 끝났고, 그걸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

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그냥 바둑을 두기 시작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어졌

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졌다, 이겼다.’

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회사

에서 헤드폰을 끼고 오국을 다 봤습니다. 그런

데 그때 제가 봤던 것은 이 분의 표정이었습니

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했을 거고 어떻게 보

면 너무 놀라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

리가 했던 바둑 프로그램은 많았는데, 이 전에 

바둑 프로그램은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

도 될 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

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

기 시작했습니다. 티비엔(tvN)의 ‘문제적 남자’

에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알

파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인가요?’

라는 학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가졌다고 했

딥러닝(Deep Learning)하는 사람은 많

은데 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를 했을까요? 

힌튼 교수는 딥러닝 중에 CNN이라는 알고리

즘을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다 딥마인드에 있

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는 컴퓨터로 

하는 알고리즘부분에서는 넘버원(No.1)이었습

니다. 그런데 만약 알파고가 데이터가 없었으

면, 기보 데이터라던가 바둑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으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썼다고 해서 

되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양질의 좋

은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데이터를 딥마인드가 모아서 학습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1200개정도에 GPU라는, CPU의 다

른 형태의 프로세스 엔진인데 그걸 클라우드

그림1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2016. 3, 8~15, 한국)

그림2 

Algorithms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비약적 발전

Large-scale Data

웹 기반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정제, 분석이

가능한 환경

Cloud Computing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

CEO가 얼마 전에 ‘구글은 인공지능회사를 지

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미래를 다시 한 발짝 내다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확 떴습니다.  

사실 딥마인드챌린지를 할 때, 한 열

흘 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Open 

Knowledge’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있

었던 인공지능에 대한 세미나를 쭉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때

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

냥 ‘정부에서 한다.’ 이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

런데 이 세미나를 할 때 대부분의 질문이 뭐였

냐면 ‘이길까요?’ 다 그거였습니다. 결론은 ‘져

요, 이겨요?’의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에 5대 0으로 이세돌이 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

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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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인프라라는 걸 가장 효율적으로 

이 딥마인드 챌린지에서 쓸 수 있게 최적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구글이 아니

었다면, 구글이 이런 걸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또 만약에 딥마인드의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

것만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

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인공지능, 시스템, 서비

스 그런 성공신화는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라는 조합형으로 나타날 것입니

다. 단 한 가지만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쏠림현상이 일어났

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다 딥러닝(인공지능=딥

러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소외를 받는 건 학생들입

니다. 지금 딥러닝 하는 걸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플랫폼화 시킵니다. 

그리고 무료로 열고 가져다가 쓰라고 합니다. 

그 예로, 처음에는 고양이사진을 딱 주고 ‘이게 

고양이야?’라고 물으면 ‘응, 고양이야.’를 찾으

려면 예전엔 몇 백 줄씩 짜야 했는데 지금은 

네 줄이면 그걸 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네 줄을 A, B, C, D로 칠 줄 알면 고양이가 

딱 나옵니다. 그만큼 간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대학생들이 막 뛰어 들어가서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선 경쟁력이 없

습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게 봐야 합니다. 그리

고 우리는 인공지능을 완전히 다 완성된 상태

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과 기술이 나타나면 밸런스있게 해석을 해

야 합니다. 

그림3의 이 회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수한 것입니다. 구

글(Google)이 인수한 회사, 이베이(Ebay)가 인

수한 회사, 인텔(Intel)이 인수한 회사, 야후

(Yahoo)가 인수한 회사 이렇게 됩니다. 즉 거

대 IT기업들은 인공지능 영역에 속하는 start 

up 실리콘밸리를 2011년부터 쭉 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특히나 미국 같

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입니다. ‘이러한 현상, 이 기술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2016년에 

몰아서 한 번에 딱 마주했습니다. 지금 세상

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

각하는 인공지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

프트웨어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초연결, 초지

능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인공

지능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하나가 로봇입니다. 그 로봇은 ‘Mechanical 

engine’입니다. 이름이 기계공학에 가깝습니

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건 영화 <Her>에

그림3

미국에서조차 펀드를 계속 주다가 결과가 안 나

오니까 확 줄여버립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이 알

고리즘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통과하

는 그 시점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

리나라 컴퓨터공학과에 교수로 오는 많은 분들

이 대부분이 머신러닝을 전공하고 왔습니다. 그

러다가 머신러닝도 꺾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해

도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인공지능 

서 나왔던 그런 에이전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1950년에 인공지능은 미국의 유

명한 교수들이 모여서 ‘Artificial intelligence’

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메카시라든가, 허버트

사이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

했는데, 인공지능 연구가 폭삭 망했다가 살아

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년대에 시작

해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가 오기 전

에 ‘A.I win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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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간단하게 보면, 결국은 조금 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분석을 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시도 쓰고, 

컴퓨터가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음악도 

작곡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900만 원에 경매되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기계가 못하는 

게 어떤 영역일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

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도대

체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과 앞으로 

일어날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를 좀 구분할 필

요가 있습니다. 나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

일 어려운 게 새처럼 나는 물체였습니다. 그러

니까 헬리콥터가 막 돌고 엔진이 윙 돌고 이런 

비행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새처럼 나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

년 한 7, 8월 정도에 유투브에 이렇게 생긴 새

가 한 마리가 날았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이

거 한 두 배만한 물체가, 새가 전시장을 날아

갑니다.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유투브에 막 

날아다니는 드론이 올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고 이야기를 합

니다.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다 따라서 합

걸 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합니다. 그러니까 직

관적으로 컴퓨터에 더 필요한 게 뭘까요? 

● 청중

사양.

● 김학래 교수

그렇습니다. 좋은 컴퓨터 사양이 필요합

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자꾸 시켜야 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를 좋은 걸 삽니

다. 더군다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

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픽카드가 점점 비싸지

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옮기면서 그래픽카드

를 샀는데 하나 사는데 최소 40만 원부터 시작했

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한 대를 사면 램이나 CPU 

사는 게 제일 비쌌다면 요즘은 연구나 게임을 해

야겠다하면 그래픽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

니다. 

니다.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

간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니까 이게 딱 

됩니다. 구글이 계속 자율 주행차를 한다고 했

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시험

주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는 자율주행 택시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도 강남에서 자율 주행차가 다닌다고 이런 이

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힘

든데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갑니

다. 이 옆에 있는 건 ‘휴먼라이크 로봇’이라고 

엄청 큰 로봇입니다. 걸어 다니고 팔도 움직입

니다. 로봇인데 초지능까지 갖고 있는 로봇까지 

만들어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오해하고 혹은 무서워하고 그런 지점

입니다. 너무 먼 미래를 확 당겨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화 자비스에서 자비스는 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System을 뜻합니다. 예를 들

면 700명이상 죽은 사고 지점이 어디에 있었

고, 열상이 몇 명이었었고, 피해지역은 어디였

고, 이런 이야기를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 위치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Language 

Understanding’이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로봇이 말귀를 알아그림5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밥솥, 인공지능 세탁기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

분들 옆에 분명히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예

를 들면 유투브(Yotube)에도 백만 장 사진을 돌

렸더니 ‘얘가 고양이야.’ 그걸 찾아낸 알고리즘

이 딥러닝였습니다.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큰 

인공지능의 흐름 중에 하나의 현 세대를 표현

하는 알고리즘이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 텐서플로(Tensor Flow)라는 

툴키(Tool Key)에 들어가면 한 만 명 정도 있습

니다. 거의 시간 단위로 그리고 업데이트 설정

도 하고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딥러닝에서는 

학습데이터, 실제데이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에서도 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

다. 그래서 딥러닝은 데이터에 이미지가 들어 

왔을 때 그걸 분석해서 구분하고 결과를 내는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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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스마트 스피커라고 합니다. 위키피디

아를 보고 그대로 따라 씁니다. 스마트 스피커

라는 건 무슨 종류의 스피커고 음성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With an

에서 Integrated Virtual Assistant 이렇게 이

야기합니다. 가상의 비서를 통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없으면 스마트 스피커

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스피커에서 

Virtual Assistant는 무엇일까요? 

1988년에 미국인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이라고 로봇공학에서는 거의 선구자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중

에 하나인데 거기서 ‘마인드 칠드런’이라는 얘

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다 

활성화가 되고 나면, 뇌는 사람의 뇌를 갖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로봇만, 뇌만 사람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계일거라고 했습니다. 

려야 된다는 거고, 플레이 버튼은 3년에서 5년, 

그리고 빨리 세 번, 빨리 세 번이 있나요? 빨리 

세 번 없습니다. 두 번이 Text Analytics, NLP, 

Virtual Agent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1년에서 3년 안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기술들입니다. 그래

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사실 얘가 아닙니다. 얘는 저기 가보면 3년

에서 5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얘네들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

면 자연어 처리하는 기술, 에이전트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먼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그러면 뭐 생각

나시나요? 

● 청중

시리(Siri).

● 김학래 교수

앞서가십니다. 시리, 또? 

● 청중

빅스비.

● 김학래 교수

빅스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산 거 없으신가요? 이런 

애플이 Knowledge Navigator라는 에

이전트가 필요하다고 87년에 이야기했는데 

2010년에 시리가 아이폰에 딱 붙기 전에 ‘시

리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때는 레스트랑도 

예약하고 영화도 예약하고 심지어 비행기도 

예약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 세 사람이 만들어 냈습니다. 케

일로(CALO)라는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쭉 하다

가 탐 그루버(Tom Gruber)가 CTO로 딱 들어오

면서 시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리앱을 만든 다음, 

2010년 애플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리

일까요? 시리를 만들었을 때 기술적인 배경은 

이 두 사람이 케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IOS에 

시리앱을 붙이고 싶어 했던 건 탐 그루버(Tom 

Gruber)였습니다. 이 탐 그루버는 Ontology라

는 단어가 있는데 기술텀입니다. 그걸 정의하는 

문구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Ontology란 

그림6 그림7  Knowledge Navigator ― Apple (1987)

듣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Object Recognation’입니

다. ‘이건 리모콘이야.’, ‘이건 물이야.’,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은 ‘Object Recognition’입니

다. 세 번째, ‘Real―time Data Analytics입

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Data를 

Analytics하는, 그리고 사실 이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빅데이터 분석’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중요합니다. 마지

막은 Voice와 Speech를 서로 Recognition하

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Language Understanding은 기계가 제가 말

한 걸 그대로 다 적을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해

야 하는, 그래서 제가 대화한 이야기를 사람이 

이해하듯이 하는 게 ‘Language’입니다. 정말 

이런 게 될까요?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아있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했

던 로보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게 언제인지 얼마나 빨리올지 그게 특이점입

니다. 학자들이나 이걸 예견하는 사람마다 조

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인공지

능이 제가 아까 밸런스 이야기를 했듯이 딱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멈춤이라고 한건 실제 시

장에 나오려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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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 했을 때, 오늘 날씨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거라서 계속 패턴화를 시켰습니다. 그러

니까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말로해서 안되면 

텍스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미래에 텍스트들을 칠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

행을 갔는데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없고 “가서 

물어보세요” 하면 보이스가 탁 나옵니다. 시리가 

나오는 겁니다, 빅스비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저

는 회사에서, 집에서 검색을 할 때 일부러 계속 

보이스로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열 번하면 한 

번 걸립니다. ● 청중

데이터.

● 김학래 교수

네, 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딱 이 차이

입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

러분들도 갖고 있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 청중

네.

● 김학래 교수

빅스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Who is the president of 

korea?” (어플이 응답한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

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날씨 알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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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8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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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2010년에 구글은 메타웹(Metaweb)이

라는 것을 인수합니다. 메타웹은 프리베이스

(Freebas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구

글은 만드는 검색 알고리즘이나 정책에 이

름을 하나씩 예쁘게 붙입니다. ‘허밍버드 

(hummingbird), 종달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

기서부터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설명 드

렸던 지식그래프란 데이터가 여기서 딱 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는 검색이 붙어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아무

도 안 씁니다. 꼭 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분

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나 빅

스비나 지금은 장난 같지만 계속 여러분이 하

다보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구글이 검색을 딱 치면 이 옆쪽에 보셨

나요? 이걸 ‘Knowledge Panel’이라고 합니다. 

Knowledge Panel은 정확하게 큐리, 그러면 사

람을 찾고 태어난 날, 죽은 날, 배우자, 칠드런 

다 사람에 대한 정보만 줍니다. 그러니까 기계

가 의미를 이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다음 프리베이스라는 건 오픈데이

터입니다. 완전히 라이센스 자체가 무료입니

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Bing의 로고를 가리

면 구글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By 탐 그루버할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

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비전은 Knowledge 

Navigator를 현실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시리를 인수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Knowledge Navigator라는 비전을 현

실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리를 안 쓰는데 아

마존도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은 알

렉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구글도 어시스턴

트라고 만들었습니다. MS 코타나라고 만들었

습니다. 왓슨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비슷

한 어시스턴트입니다. 삼성도 만들고, SK도 만

들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귀

를 잘 알아들을까요? 구글, 코타나, 시리, 이렇

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왜 그럴

까요? 

그림8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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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납니다. 프리라이센스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베이스를 만들고 구글이 인수해서 자기네 

날리지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MS는 조금 늦

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베이스를 가지고 만

들었습니다. 데이터의 양은 거의 비슷한데 자

체검색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런 

걸 안 쓰고 Wolfram Alpha라고 서드 파티를 

그래서 시리한테 물을 때, 제일 먼저 ‘일정 알

려줘.’ 하면 바로 일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일 맛있은 맛집은?’ 하

면 웹 검색으로 갑니다. 

당연히 시리는 한국데이터가 별로 없

어서 웹 검색을 통해 웹 페이지 보시면 됩니

다. 여러분들이 시리를 계속 쓰면 잘 못 알아듣

고, 나중에 주는 데이터 보면 다 웹페이지를 줍

니다. 그러니까 시리는 정답을 못 줍니다. 그런

데 통계치를 보면 구글이나 MS가 높다 라고 하

는 이유는 걔네들은 그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

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정답을 주는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True 

Knowledge라고 저것도 영국에서인데, 얘네

는 어떤 걸 했냐면 질문 응답패턴을 계속 몇 

년 동안 쌓았습니다. 그래서 말귀는 쟤가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제일 잘 알아듣는데 문제는 

쟨 데이터가 없습니다. 질의를 어떻게 하는지

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코타나는 

MS꺼, 알렉사는 아마존 것인데 둘이 합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 계약의 승자는 누구일까

요? MS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

가 쭉 설명해드린 그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인공

지능이란 게 하나있는데 우리가 봐야할 인공지

능 중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인공

지능영역이 하나있고, 반대쪽은 아닙니다. 그거

랑 거의 같은 쪽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말하는 걸 이해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공지능

에 있습니다. 그 영역에 보이스 어시스턴트, 스

마트 스피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그걸 정교하게 잘 만들고 실제생활에 들어

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라는 것

입니다. 

그림14

그래서 제가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들도 실은 굉장히 여기에 민감합니다. 미

국에서 2016년에 미국정부가 오바마 정부한

테 미국에 있는 어떤 자문위원들이 인공지능

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된

다 Recommendation 23개를 쭉 폈는데 두 번째

가 Federal Agency, 정부기관들은 연방정부에 

있는 기관들은 인공지능에 쓰일 수 있는 데이

터를 빨리 빨리 만들어서 오픈해라고 데이터

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

년 뒤에 영국정부는 더 떠오릅니다. A.I를 위해

서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Recommendation 1, 2, 3번이 다 데이터 이

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패는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실은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회사나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

은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엔 데이터가 없었는데 현재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인공지능

이란 영역에 쓸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쭉 해서 데

그림12

이 데이터는 프리베이스라는, 구글이 만들어 놓

은 데이터를 MS도 그대로 썼습니다. 밑에만 컨

트랙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라는 무료데이터가 

그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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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

저는 일본 미술관 쪽에서 인쇄홍보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 미술관의 홍보물을 보면 자기 미술관 것

만 있는데, 일본의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의 

홍보물에는 타 지역에 있는 미술관의 정보까

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한 이유와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효과가 있

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본인들이 홍보가 약점

이기 때문에 SNS나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객들한테 물어보면 인쇄

홍보물을 보고 왔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기 때

문에 홍보물에 신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효과

는 보고 있다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세하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우리나

라는 왜 안 하고 있고 단순히 예산 때문인지, 

일본미술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등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 김학래 교수

그렇습니다. 만약 그걸 분석할 때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예산이 7번 정도 나왔

는데 예산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사실 예산도 

데이터입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만 여러분들하고 

상관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를 열겠다고 

Transparence를 위해서 정부에서 돈 쓰는 걸 

공개하겠다고 그러면 투명한데 여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데

이터를 시민들이 가져가서 쓰라고 해주겠다. 

그러면서 협업하게 됩니다. 

미국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딱 어느 시기냐면 위키리크스 리더 줄리안 어산

지(Julian Paul Assange)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열겠다

고 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그런 거 말고 더 

Classified된 아주 비밀 정보들, 그런 것만 해킹

해서 열었습니다. 어느게 휘발성이 강할까요? 

비밀 정보가 강합니다. 이것을 열면 전전긍긍

하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또 발

표하고 하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이 IP는 위키

리크스가 처음에 데이터를 딱 공개했을 때 썼

던 IP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WikiLeaks Data.gov

그림16

 1. Well―defined structured

2. Machine understandable

3. Contextual processing

4. Semantically interlinked

그림17

그림15

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생

각할게 될 텐데 그 데이터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 정부가 가진 데이터 즉 정

부가 안 주는 데이터를 정부데이터라고 합니

다. 정부가 가진 데이터 중에 열려있는 데이

터, 그걸 Open Government Data라고 합니

다. 우리나라에선 공공데이터라고 합니다. 정

보 공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 

데이터 포탈 이런 데 가면 데이터가 엄청 많

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

데 물론 문제는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분들처럼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 네이버

(Naver)에 검색하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학생들은 대학원에 가면 논문을 써야하

니까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실험을 하게 될 

텐데 무슨 실험을 하실 건가요? 

런데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얘가 휘

발성이 훨씬 강하지만 우리는 저쪽 데이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슨 본(JASON 

BOURNE, 2016)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작년

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딱 드는 생각 

없으셨나요? 

● 청중

정신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학래 교수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본 시리즈를 처음부터 계속 보시다보면 이런 

식의 추격전 영상이 막 나오면서 중간 중간에 

상황실이 나옵니다. 상황실이 잠깐씩 나옵니다. 

그런데 1편부터 지금까지 편 수중에 이 편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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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Yes or No만 판

별을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막을 거야?, 안막을 거야?’ 했을 때 Yes or No

로 끝나고, 사람이 막 끼어들고 있는 걸 계산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짜는 알고

리즘일수록 권력에 의해서 더 그런 부분이 많

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을 통틀

어서 서점에서 계속 유행하는 것들이 거대기

관들, 구글이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를 많이 수집하는 그 회사들이 추천해주는 것, 

그게 과연 공평한 추천 알고리즘일까요? 아니

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로직(business 

logic)으로 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도 그런 것입니다. 

그림18

헤지펀드(hedge fund)는 하버드에서 수

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회사에 가서 돈버는 알

고리즘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집

값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파산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현상을 직접 본 사람이 그런 이야

기를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영역 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그 세상이 평등한 세

상이 될 것인가? 그러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

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상관없어, 네이버가 

데이터를 알아서 해주는데’가 아니라 의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를 계속 생

각 해봐야 합니다. 네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내

가 이리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 하지만 이쪽

으로 자꾸 가라고 하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

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많이 

그림19 그림20

열고 있는데 3.9배, 120배, 25배, 제가 이것 

관련기관에 가서 발표를 이렇게 딱 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쓸 만한 데이터가 없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얘네들은 다 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

만 정말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처음 시작한 것입

니다. 데이터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처음엔 2007년에 이렇게 만들

었던 데이터가 쭉쭉 커집니다. 커지다가 2011

년에 저 중앙의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모습입

니다.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있는 건 데이

터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있는 거고 한 방향은 

저쪽으로만 연결을 시킨 건데 11년에는 위키피

더 적나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쭉 가

는데 여기에서 시위를 하니까 경찰이 다 막았

습니다. 도로를 막고. 그런데 이걸 촬영한 지역

이 골목길이 되게 많습니다. 골목길 골목골목

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는 위성을 통

해 골목을 다 막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와가지고 여자를 태웁니다. 오토바이

를 태우고 도망가는데 막혀있으니까 골목을 막 

빠져나가는데 상황실에서는 여기, 여기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3분 후에 어느 골목에 어디

로 가면 ‘Turn right’ 이렇게, 그것까지 딱 해줍

니다. 정보를 다 보고 어디로 갈 것까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모든 데이터

를 동시에 다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시점 저격수한테 어디 가서 Turn right한 후에 

총 쏘면 잡는다고 상황실에서 딱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느끼는 건, 제가 이 영상

을 보여드린 이유는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야기

하는 이 데이터들은 밝은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CCTV를 통해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거나 지하철 버스 노선 이런 것들, 언

제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만 이걸 반대로 어두운 면으로 보면 다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

러분들이 데이터를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런

데 이런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들어

가게 되면 더 가차 없습니다. 인공영역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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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는 없고 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습니다. 

‘난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데

이터가 있었나?’를 생각하는 시점이 두 가지

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디스크가 고장 났을 

때 ‘내가 여기다 뭘 저장했지?’ 하면서 막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가 생각나는 것. 두 번째는 여

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경험을 안 하겠

지만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을 때 그 때는 머릿

속에 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어느 폴더 밑에 

무슨 데이터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생각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컴퓨터를 딱 켜

그림21

디아 데이터, 약간 커머셜 사이드에서도 있었고 

BBC는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 그림은 2017년 정부 데이터입니다. 

정부데이터 가운데에 점점 포진한다는 건 뭐

냐면 세계각국정부에서 여는 데이터들이 증

가하고 있고 그 증가한 데이터들이 다른 데이

터들을 서로 엮어주는 굉장한 중요한 도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다루

는 게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데이터 없는데?’하시

는데 행정안전부 회의 가서 기관데이터 없어

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쟤네는 있

2007. 05. 01 2007. 10. 08  2007. 11. 10 2008. 02. 28 2008. 03. 31

2008. 09. 18 2009. 03. 05 2009. 03. 27 2007. 07. 14 2010. 09. 22

그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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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그 데이터를 통째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프리베이스 서비스하

지 않겠다고 딱 닫았습니다. ‘왜 잘 쓰고 있는

데 이걸 왜 닫지?’ 얘네들은 위키데이터에 데

이터를 다 넘긴 다음에 그 위키데이터를 이용

해서 다시 구글의 지식 그래프가 더 성장을 합

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썼던 그 주제를 가

지고 비영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그걸 실

제 Real―world에 상업용으로까지 성공을 시

킨 다음에 다시 자기가 원래 꿈꾸던 그런 형태

의 그림을 그린 친구입니다. 누구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에서,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분

야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는 “데이

터는 소중한 것이고, 시스템 자체보다 오래 지

속된다”는 말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

다. 그렇다면 우리는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

을까요? 처음부터 거대한 데이터를 갖고 무엇

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있는 

분야나 주변 생활에서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데이터로 만들고 분석하다 보면 데이터가 조금 

친숙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하고 휴대폰을 선택하면 이거 하려면 ‘스

마트 뷰’라는 앱이 필요한데 ‘스마트앱을 쓰려

면 Wireless access point 필요하고, 너희 집에 

인터넷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줍니다. 

이런 정보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

라 데이터를 한 번에 넣어서 그래프로 만든 다

음 이 앱을 실행하면 그냥 이렇게 뜹니다. 그래

서 데이터라는 건 문제의식이 있는 곳에 그 문

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접근하면 유용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데이터 만들어야지 하고 정부

가 지금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막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런데 문제점을 알고 나서 접근을 하면 분명히 

유용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갖고 있던 직관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계속 한 번 보시길 바랍

니다. 그 데이터라는 걸 계속 연습하시면 분명

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니 브랜드 비치(Denny)는 위키미디어 

독일에서 위키데이터라는 프로젝트의 디렉터

를 했는데, 박사 때 자기 논문 주제가 위키에 대

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쭉 작업을 하다 위키미디어 독일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박사를 끝내고 위키미디어에

서 일을 하면서 위키 프로젝트, 위키데이터 프

로젝트를 만든 다음 이 위키데이터를 위키피디

아에 연결을 시킵니다. 성공적이죠? 자기가 연

구했던 그 주제를 실제 전세계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은 구

글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 프리베이스라

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구글 지식 그래프로 만

든 원 소스인데, 그 프리베이스 모든 소스를 위

키데이터에 주겠다고 해서 비영리단체인 위키

그림23

그림24

보시고 한 번 보시면 ‘이게 무슨 데이터일까?’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많을 것입니다. 데이터

는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면 경기도

미술관에도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들을 구매도 할 

거고, 예를 들어 작품전시를 하려고 하면 개인

정보도 받을 거고 사실 그게 다 잘 보면 유용

한 데이터입니다. 유럽에서 ‘유로피나 프로젝

트(Europeana project)’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예술작품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굉장

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힙니다. 거기서 그냥 

단어 몇 개만 검색하면 데이터가 이미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어디

가나 많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케이샵’이라고, 제

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회사에서 제일 강조했

던 건,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었

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계신 분이 이게 회사랑 무슨 상관이야?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돈 벌 수 있습

니다.’해서 저 회사에서 만든 모든 제품들을, 제

품에 있는 기능들을 쭉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TV를 사러 

왔는데 TV를 사면 내 휴대폰, 내 게임기가 호

환이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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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대 교수

새로움,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

니다. 공학하시는 분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많

이 이야기하지만 그 중의 핵심은 ‘새로움’입니

다. 성대 최주봉 교수님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

원에서 강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특강입니다. 사실 우

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웹(Web)은 Web of 

Document라고 하며 전부 다 URL을 활용합니다. 

로케이터(Locate), 즉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미술

관에 있는 홈페이지도 집에서 브라우저에 접속

해서 나에게 location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것이 URL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기하고자 하는 건 지난 시간에 김학래 박사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Web of Data, 즉, 

데이터 위주로 잘게 나누는 것, 큰 문서 안에 있

는 내용을 디콤포즈(Decompose=잘게 나눈다)해서 

제목적화해서 재구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래서 전문가들이 이건 지역 명, 이건 사람이름,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잘게 나누어 해체 한 뒤 

다시 분류를 하여 묶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제 나름대로 링크

드 데이터화(Linked Data)하고 있습니다. 1억 2

천자라는 어마어마한 한자를 번역한 것이 우

리 민족의 저력이며 우리나라의 재산입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하 해놓은 것도 우리의 보배

입니다. 예. 대단한 업적이고 엄청남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위에 하나의 층(layer)을 더 만들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가령 실록에 보면 ‘태조가 수창궁

에서 왕위에 오르다’라고할 때 ‘수창궁’하면 우

리는 수창궁이 뭔지 알지만 기계는 그걸 모릅

니다. 수창궁은 궁의 이름이고, 태조가 즉위를 

한 궁,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떤 타입(type)이다

하고 정의를 해주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거

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의미 없는 텍스트(Meaningless 

Text)’가 아니라 점점 우리가 ‘뜻이 있는 데이

터(Meaningful)’로 바꿔주자는 겁니다. 전혀 뜻

이 없는 텍스트나 데이터 중에 이걸 식별시켜

주고, 그룹지어주고 관계를 맺어주기 시작하

면 뜻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안의 본질

에 적중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종용’이라는 뜻

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잘 배우고 보니까 

중용에 두 가지 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그냥 치우치지 않는 중용, 그것만 중용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어떤 

사안의 본질에 적중하여 그 안에서 오래 머물

고 사는 노력을 중용이라 합니다. 그 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중의 하나가 ‘링크드 데이터

(Linked Data)’입니다. 어쨌든 그냥 피상적인 Full

―Text, 검색만 하는게 아니라 하나를 딱 잡으

면 그 중심으로 모든 게 즉시에 논리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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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자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금 페이

스북(Facebook)에서도 ‘좋아요’를 누르는 그

런 것도 페이스북의 대표적인 그래프구조입니

다. 지금 그래프구조를 따진다면 복잡계의 이

론이 나왔는데, 어쨌든 아주 미시적인 차원, 아

주 마이크로(Micro)한 걸 뭔가 매크로(Macro)하

게 바라보니까 수준 높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핵심은 미술관, 박물관이 협

력을 해서 어떤 미시적인 하나하나의 점, 이걸 

거시적으로 매크로하게 바라보게 해줄 때, 이

용자들은 좋은 생각을 ‘아하’하고 만들어냅니

다. 우리가 ‘아하’ 모먼트(Aha Moment)라고 하

는데,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어떤 디지털 언어로 바꿔서 우

리가 만들어 낸 플랫폼에서 놀게 했더니 미시

적 차원의 단순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합니

다.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거시

적 차원의, 시스템적인 차원의 현상이 만들어

집니다. 이게 경영학에서는 시스템적인 어프로

치(System’s Approach)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를 합니다. 우리가 키워드 검색에만 묻혀있으

면 본질을 보는 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서 미술관, 박물관이 상호협력을 잘 하면 충분

히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엄청난 점(그래프의 하나 하나)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가 만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를 발견하거나 그 분들이 생각지도 안 했던 부

분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에는 키워드로 그것만 피상적으로 보고 그치는

데, Linked Data에서는 자기관심분야에 따라

서 쭉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보

게 됩니다. 그런 걸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 

합니다. 즉, 우연한 정보 발견을 말합니다,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어?’하고 찾아내는 그런 경

우, 그래서 그런 ‘아하!’하는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

이’를 발견하고 ‘사이’를 같이 이끌어낼 때 우

린 진정한 창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카드 결제할 때, 바로 찍혀 나오는 건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

런 데이터베이스의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역할이 있

고, 그 위에 다른 레이어(Layer)를 하나 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Ontology라는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줘서 상호작용

성을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관심, 

작은 에너지,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마이크로 한 걸 이야기합니

참 자연에는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 그

림을 보시면 이 해안선 길이를 측정할 수 있

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동의합니

다. 파도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기술을 

가지고 해안선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겠습니

까? 나뭇잎 하나를 봐도 자연에 있는 나뭇잎과 

그리고 저 대지를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향해

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닮은 것이 있

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이크(Micro)로 한 것들

을 상호작용해서 뭔가 매크로하게 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 했던 뭔가

가 나온다든지, 기업체에서 아이디어를 창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작용을 잘 시켜

주면 그냥 종이에 썼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걸 디지털화해서 상호작용 시켜주면 아이디어

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창발주

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환원주의(reductionism)

가 과학기술에 역할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환

원은 ‘부분의 합은 전체다.’라는 환원주의의 생

각보다는 ‘부분의 합을 하면 전체보다 훨씬 크

다.’라는 전제로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

면서 ‘비환원적 개인주의’, ‘미시적 요인이 어

떻게 거시적 현상을 만들어내는가’의 과정과 

‘메카니즘(mechanism)에 대한 관심’, 이런 점

에서 창발성의 개념은 비환원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

면 아마 이런 게 작용해서 상상도 못 했던, 제

다. 지식이 축적, 분류, 교환되는 지식의 저장

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 예술분야에

서 그런 게 먼저 하나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고, 이

것도 좋은 플랫폼이고 이런 플랫폼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가

르쳐보면 우리 교육의 제일 맹점, 저희들이 받

은 어떤 교육도 그러했습니다만, 우리가 질문

을 안 하는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질문 

안 하는 민족입니다. 옛날 서애 류성용 선생도 

질문을 안 가져오니까 질문 하려고 생각도 아예 

안 한다고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 

창의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 사이의 통찰력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일어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꿈의 시스템

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플랫폼이 가능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계

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생각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키워

드를 검색하는 것만 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참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융합복합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

면, 제가 보기에 복합은 뭔가 하나 위에 다른 

것을 갖다 올리는 그런 것이라면 이 융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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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Semantic, Semantic 

priming을 한다면 관람객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

만 있겠지 기대하고 쓱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관

객들에게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달리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즉 관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전문가의 입장에

서 바라본 지식을 미리 디지털의 세계로 준비

해서 그들이 선택을 해 가면서 보라는 것입니

다. 그렇게 해주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데 도

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emantic priming

은 ‘의미점화’라고 합니다. 하나의 점에서 계속 

건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학으로 치자면 복

합이 (+) 플러스라면 융합은 뭔가 미적분이 적

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온라

인상에서 열린 공간을 만들어라 하면, 특히 기

업에서 아이디어가 목마를 때 ‘Ideation’이 첫 

단계로 필요합니다. 이럴 때 융합적인 마인드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지

금 계속 생산하는 그것만 계속 10년, 20년 해

서는 아마 힘들어 질 겁니다. 뭔가 새로움이 들어

가는, 똑같은 제품에 뭔가 또 새로움이 계속 첨부

되어 나갔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계속 우리 회사의 그 제품만 만들어 놓으

면 끝이라는,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면 그건 도

태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움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

까?」 라는 이 책은 게임이야기를 하면서 시작

하는 그런 책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계속 공

유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 본성 중에 하나랍니

다. 뭔가 아는 게 있으면 페이스북 이런 데 퍼트

리고 싶고, 우리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

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허는, 특히 회사에서 자기 아이

디어인데 슬쩍 상사가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 

위에 있는 부장, 과장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변신을 해

서 에우로페를 납치한 후 크레타 섬에 가서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면 그냥 쓱 지나

가는, 보통 미술관에 가면  간단한 그림의 기본

적인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이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떨

까요? 티치아노의 다른 그림으로 무엇이 있을

까요? 제우스의 황소에 관한 이야기, 에우로페

의 납치, 유럽의 기원이라든지, 이 그림에서 사

용된 톤을 많이 사용한 다른 그림은 뭐가 있을

까요? 예를 들면 구글 아트앤컬처(Google Arts 

& Culture)에 들어가면 여러 그림들을 분류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화가의 그림들까지 

구글(Google)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놀라게 하

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티치아노의 그림에서 에

우로페의 변신 이야기, 티치아노가 살았던 그 

시대의 다른 작가들의 그림은 뭐가 있는지, 비

슷한 주제의 다른 그림은 뭐가 있는지, 베르사

이유 트리아농궁에 있는 다른 그림들은 뭐가 

있는지 등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해서 이 배경의 어울리는 음악은 무엇일까? 무

슨 음악이 들어가면 이 배경하고 어울릴 수 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는 누구든

지 그 플랫폼의 아이디어만 딱 내면 그게 정확

하게 기계에 의해서 누구도 고칠 수 없게 기계

적인 식별 및 시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나중에 과장, 부장이 욕을 해도 처음에 

그 아이디어(Ideation)를 낸 사람의 Originality

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그림은 <에우로페의 납치>라는 티치

아노(Vecellio Tiziano)의 그림입니다. 이 신이 제

우스와 에우로페의 이야기입니다. 에우로페는 

지금의 유럽을 말합니다. 에우로페가 흰색 소

를 좋아하더라는 소비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

리 읽어내서 그런 소비자를 유치하지 위해서 

그림1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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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이 튀어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

입니다. 제가 여길 차를 타고 오면서 버스정류

장을 봤습니다. 메타데이터로 치면 버스정류장

의 이름은 수원 2―1, 3, 4라는 메타데이터 안의 

실제 요소, 그 인스턴스 이름이 그럴 겁니다. 도

서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내가 무슨 책을 

찾고 싶으면 저기 있는 분류 기호를, 청구 기호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본정보만 제공

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참고자료만 제공했습

니다(referencing). 그러나 이제는 훨씬 다른 서

비스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

착하고 등등 디지털의 힘을 빌어 훨씬 더 다양

하게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 링크드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제

일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지금 버스장류장의 

경우에서처럼 역참조(Dereferencing)라는 개념

입니다. 이 기술을 링크드 데이터에서 만들어

낸게 아니라 원래 컴퓨터분야에 있는 기술입

니다. 그걸 팀 버너스 리(Timothy John Berners

―Lee)가 링크 데이터로 제안할 때 그렇게 사용

하자고 제안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네 가

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설명한 그림이 나

중에 나옵니다. 제가 Bible ontology를 우리나

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처음

으로 LOD cloud에 올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팔, 소리 없는 선풍기 등등 이런 아이디어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고 이

것과 관계된 기술을 묻는 식으로, 오늘 제가 피

버팅(Pivoting)이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분 혹시 피벗(Pivot)아십니까? 엑셀 데이터에 

들어가서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서 

활용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저도 배운 적은 얼마 안됐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진 엑셀 활용도도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엑셀을 진짜 잘 쓸 수 있

는 분들은 그것으로 빅데이터 분석도 한다고 합

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

어도 안 흔들리는 건 엑셀이 있기 때문에 안 망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엑

셀이 진짜 파워풀 합니다. 저도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ontology로 불러서 활용하는 인풋정도

로만 활용했는데 피벗테이블을 보고 나니까 엑

셀 그 자체에도 대단한 것이 숨어 있었다는 것

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온톨로지를 만들

어서 엑셀의 피벗이 보여주는 기능을 더 쉽게 

구현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어들 수 있

도록(narrow down) 그리고 축을 계속 바꿔가면

서, 가령, 사람 중심으로 쭈욱 내려 보면서 옆에 

있는 패싯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

에 있는지,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이렇게  몇 천 

명 중에서 ontology 전문가는 누구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다

른 나라에서도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역참조식의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그림은 현재 오프라인공간에

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지금은 그게 다양한 

방법을 거치면서 서로 설명하는 그런 것도 당연

히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을 활용해서 와

이파이 기술도 활용하고. 그건 거기에 대한 내

레이션정도만 나오고, 여기서 이용자들이 자기

들이 주관적으로 선택해갈 수 있게끔 하나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기업체를 위해서 프로토타이

핑(Prototyping), 그냥 제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본겁니다. 이건 웹에 실제로 올라가있는 겁니다. 

아이디어 장터라는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

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아이디어가 한 몇 백 개 있다고 했을 때, 로봇 

까 꼭 그 키워드 즉 무조건 검색창에 넣어서 찾

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피벗 브라우징 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주면 이용자는 클릭 한 번

으로 심지어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검색의 경우에는 전문가는 SQL이

라는 걸 질의를 던져가지고 찾을 수 있긴 있습

니다만, 그런데 어느 누가 거기에 질의를 던져

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키워드 

검색만 합니다.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그냥 키

워드 검색만 해서 모습만 똑같은 걸 다람쥐 쳇

바뀌돌 듯이 모습이 같은 것만 찾아갑니다. 그

러니까 안에 있는 본질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

만 Linked Data를 활용해서 달리 보여주면 본

질을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축에서는 기술이나 이론을 수백 개 늘

여놓고 우리 회사의 제품하고 뭔가 관계되는 게 

없을까 했을 때, 자사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론 

외에도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이런 그림3

그림4

예 : 아이디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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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자기 회사제품하고 관련된 주제나 관련어

들을 쭉 모아놓고 또 다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슈들을 쭉 내

려놓고 주변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나중

에 그 회사 내의 지식 인프라가 쌓일 수 있습니

다. 어느 한 사람이 퇴사해버리면 그 사람의 지

식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아이디어 활용

플랫폼이 있으면 CEO가 당근과 채찍을 활용

해사 직원들에게 활용하게 하면 분명히 가시적

인 효과가 들어납니다. 누가 아이디어 하나를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거 참 좋네, 어떤 

사람은 그거 옛날에 뭐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등등 다양한 반응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다 같

이 보면서 하면 분명히 새로움을 발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웹 및 

앱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갑자기 든 생각을 종

이에 메모했던 것을 회사 차원의 플랫폼에서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최재봉 

교수와 구글 상무가 하는 강의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 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

들입니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제 1장점이 뭡니까? 아이튠즈입니다. 이 비슷

한 이야기를 모회사에 있는 내 친구가 한 십몇 

Linked Data를 활용해서 제가 만든 시

스템을 보시면 검색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 

자동완성이 척척 나옵니다. 검색어 자동완성처

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용자

들이 검색을 할 때, 다른 것하고 헷갈림없이 바

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 해당 입력어 (instance)

가 어떤 Entity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면서 진행합니다. (Entity Auto Reference)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다. 지금 보

시면 사람이 수백 명 가량 정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하나에 의해서 쫙 연결된 그래프 구조로 바꿔놨

습니다. 이 그래프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링크를 조직합니다. 엑셀 셀 하나에 정보를 넣

기 힘들지만 네트워크 그래프에는 특성상 뒤에

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데이터를 넣을 수 있

습니다. 예를 들면 Okay, Google, Yesterday

라고 하면 Yesterday 음악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 그런 기술이 들어 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Okay, Google 하면 Listen, Action. 등 그

런 것을 들려주려고 기계가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Beatles의 Yesterday 하면 그쪽

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프구조로 되어있

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그 그래프 하나에다 담

아 놓으니까 작동을 합니다. 그런 것은 기계가 

받아서 분석한 후에 그걸 바로 연결해서 찾아

년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 친구 그 이야기했

다가 미친 소리 한다고 망신당했던 적이 있습

니다. 그런 문화다 보니까 사실 아이튠즈 그런 

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마치 작금의 유버나 에어비엔비 같은 것도 마

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회사에서 그런 걸 적용

했으면 애플보다 먼저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

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아이디어 장터, 이런 개

념, 이 기술적인 한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

리 미술관, 박물관이 이런 노력을 잘 하면 훨

씬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성

측면에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호

주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시는 Catherine 

Styles라는 분이 만든 semble.net이라는 사이

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thing 사이의 유사성

을 찾아내서 이름을 만드는 게임인데 창의성

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 이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구나! 나는 

이거 밖에 생각 못 했는데...라고 하면서 이것 

저것 많이 배웁니다.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s)들이 생각하는 그것 하고는 수준이 다

르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

른 차원의 그림을 볼 수 있겠구나. semble.net 

시간이 날 때 한 번 보시면, 그 여자 분이 말하

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System’s Thinking

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입니다. 

옵니다.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건 기계

가 잘하니 기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우

리 사람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창의성까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

과 사람과의 소통, 사람, 내 자신의 단백질 덩어

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생각하

고 연결되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정확

하게 규명을 못했습니다. 심리학자, 과학자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냥 시놉스가 작용해서 전

기가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정도입

니다. 사람 사이에 관한 interaction도 아직 정

확한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사람과 개까지는 어

느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개가 아주 똑똑하다면 

말입니다. 물론 앉아! 굴러! 이런 정도는 진돗개 

정도 되면 알아듣고 대화를 합니다, 돌핀도 그

렇고요. 그런데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

는 게, 이게 그래프 구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 이런 것은  

이미 가능하지 않습니까? 애플의 시리의 경우

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음성검색을 한다.) 지

금 ‘오늘 날씨 어때?’라는게 들어가니까 시스

템은 오늘이라는 말, 날씨라는 말, 이걸 나중에 

ontology에서는 class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class입니다. 여기는 날씨에 관계된, 날씨의 그 

흐림, 맑음. 여기는 오늘, 내일하는 시간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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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표현들만 클래스로 모여 있습니다. 이거

는 탐 그루버라고 ontology 세계적인 대가입

니다. 그 분이 개념모델을 디자인한 겁니다. 사

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끼리 연결을 시

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대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간지

는 모릅니다만 일단 지금 이것만 봐도 들어가

면 이 사람이 지금 인계동 근처에 있구나. 정확

하게 지금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찾아낼 수 있습

니다. 어쨌든 인간하고 기계가 대화가 되는 겁

니다. 텍스트로 답을 묻고, 답하고 그런 건 많

이 나왔는데. 그리고 광고에 나오던 헤이, 뭐뭐 

틀어줘 하면 TV광고 나오는 것도 충분히 그 하

나 도메인 내에서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는 가

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Beatles 하는 그

런 것도 그 영역 내에서만 일단은 가능하게 하

는, 그걸 STT라 그럽니다. Speech To Text. 인

간의 소리를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보여주든지, 

소리를 보여주든지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그

래프에 정보를 잘 담아가지고 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

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의 

일부이고 이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편 tts라고 하여 text to speech도 물론 가능합

니다. 예로, 아마존의 폴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기존의 완전 기계음과는 달리 제법 사

람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게 마크업 언어를 활

폼에서 놀게 했더니 미시적 차원의 단순한 구

성원이 상호작용하면서 거시적 시스템차원의 

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것이 작게나마 

미술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

버팅(pivoting) 설명하면서 구체적 이야기 조금

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호주의 semble.net의 설

명입니다. Womb하고 Tomb 왜 이 두 개가 연

결이 됐는가하고 묻습니다. womb, tomb 발

음이 두 개 다 힘들고 스펠링도 이상합니다. 그

런데 이 두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Tomb 이것은 서양의 무덤입니다. 무엇의 공

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공간이지만 이것은, 

womb, 즉 자궁은 세상으로 오는 공간이고, 이

것 tomb는 세상을 떠나는 공간입니다. 이 두개

를 보면서 관계를 유추를 해내는 연습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창의성에 도움 되는 이야기입

니다. 

다음은 피벗(pivot)입니다. 피벗이란 방

향 전환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피벗을 요즘에 

기업체에서 많이 씁니다. 회사의 비전하고 미

션만 크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결정과

정에서 얼마든지 피버팅(pivoting)이 필요합니

다. 조금 전의 피버팅과 정보검색에서 말하는 

피버팅 그리고 제가 우리 전문에서 이야기하는 

용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디지털 ‘언어’ 0, 1, 0, 1

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기계는 텍스트를 의

미하는 건지 숫자를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

래서 전부 0, 1 혼합에 의해서 데이터가 만들

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화 되었습니다. 지

금 신분당선 지하철이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것

이 정말 신기합니다. 알고 있지만 신기합니다.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매개자인 인

간의 역할(Middle man) 없이 기계가 상호작용

하고 서로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더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

를 보면, 자동차 내에 모듈이 많습니다. 이 모듈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

다. 그중 지금의 네비게이션 모듈이 없으면 무

인자동차는 불가능합니다. 네비와의 연동으로.. 

예를 들어, 200미터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니까, 

그런 명령이 가면 차는 속력을 줄이고 오른쪽

으로 붙으면서 우회전 할 준비를 하고, 동력으

로 스틸 휠(Steering wheel)을 처리해주고, 바로 

신호등이 켜지는 식으로 다 만들면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주변 대화를 하면서 차는 더 안전하

게 가고 우리는 운전하지 않고 게임하고 먹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 차라고 해야할지 로봇이라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언어를 바꿔 플랫

Facet navigation하는 것과 개념이 같았습니

다. 그래서 부분과 부분의 새로운 다양한 조합

을 시도하면 기존의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

작합니다. 엑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엑셀 시트

는 그리드 구조입니다. 이것을 제가 폄하하려

는 것은 아니지만 엑셀 안의 셀 하나로서 한계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프 

구조를 바꾸면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 

안에 밀어 넣을 수(embeding)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는 굉장한 발상

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름을 scale free라

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냥 셀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엑셀에서 기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림6을 보면 셀 5개가 그래프로 표

현됩니다. 분석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겁니다. 엑셀에 들어가서 데이터 클릭하면 안

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것을 몰라

서 여러 칼럼을 가져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엑셀을 잘 하는 사람은 환영을 받는

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예로써 어느 병원

에 기존의 직원들이 데이터 정리에 헤매고 있

는데 어느 젊은 신입사원이 나타나서 엑셀을 

써서 딱 이틀 만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분이 그만두려고 할 때 원장이 제발 그만두

지마라고 매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데

이터를 잘 만지는 사람들은 어디가든지 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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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그림6

그림7

받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가

르치는 사람이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습

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크게 보면 필드 네

임, 리포터 필터, 칼럼 레이블, 롤 레이블 안에 

뭔가 숫자를 넣으면 쫙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경첩처럼 두 면이 따로

따로 갔었는데 이렇게 딱 겹쳐져 서로 상호분

석을 하니까 새로운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가

령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전화번호 2천 건이 있

는데 그 중에서 패싯을 만들어 분석해 순서를 

나열하고 개인별 하면 사람을 보면 무슨 교수 

몇 건, 몇 건 분석이 바로 나옵니다. 버튼 하나

만 누르면 A, B, C교수님이 쓴 논문이 5개, 결

과로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서 분석까지 하니까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입

니다. 떨어져 있던 부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잘 연결을 시키면 새로운 세상을 이용자들에

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미술작품도 마찬

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에 있는 미술작

품 중에서 색깔별로 나눌 수도 있고, 지역별로

도 볼 수 있고, 주제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렇게 하면 이용자들은 바로 클릭 한 번에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당뇨란 여기서, 당뇨에서 당뇨병 타

입 1, 2가 있으면 이 병명의 이름은 하나의 패

싯입니다. 하나의 레이어 그리고 여기는 증상

(Symptom)의 종류가 쫙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의 치료책(Treatment)이 모여 있는 레이어

입니다. 하나를 클릭하면 모두 연결되어서 끌려 

나와 연관된 정보를 사슬처럼 엮어서 보여줍니

다. 가령 우리 미술관이라면, 작품이 있으면 그림 

그린 작가들, 주제들,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그

래프 구조처럼 그 작품 중심으로 쉽게 바로 디

레퍼런싱(dereferencing)이 되면서 연결 정보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두 개만 연

결시켰지만 아까 우리가 엑셀에서 봤던 다섯 

개의 칼럼을 동시에 가져와서 입체적으로 분

석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정보검색에서도 키워드 검색만이 답이 아

니고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해서 보여주면 이

용자들에게 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는 한 기업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아리랑 

ontology라는 걸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정선의 아리랑박물

관 진용선 관장님의 집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

습니다. 전세계를 다니시면서 아리랑에 대한 모

든 걸 다 수집했습니다. 이것을 온톨로지 방식

으로 보여준다면 더 효율적이겠구나라는 생각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랑에 대한 인물, 단체

별로, 저작자별로, 관련지역별로, 연도별로 이렇

게 분류하여 패싯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았습니

다. 이 연도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경기도를 볼 때 경기도 미술관의 타

임 테이블에 여기에 1960년, 70년, 80년대 별

로 횡적으로 놓고 여기에서 관계되는 미술작

품을 종적으로 표시해놓으면 이용자들이 클릭

하면 1971년에 있었던 미술관의 주요 이벤트가 

나오면서 타임라인 상에 다른 걸 또 붙이는 식

으로 피버팅을 합니다. 기록관 미술관 박물관

의 제일 대표적인 건 역사적인 흐름위에 발생

했던 이벤트들을 쫙 모아놓으면 이용자들은 마

우스로 클릭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정보를 찾아

냅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어

떤 사람의 정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썼던 책

들, 그와 관계된 이벤트, 보도 자료가 쭉 있으

면 그와 관계된 지역이 무엇이고 인물, 단체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버팅을 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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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그림9

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냥 주어+

보어 형태의 보여주기식으로만 한정 하지 말고 

주어+동사+목적어의 형태에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다른 각도에서도 현상을 보여줄 수 있

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금 우리는 그냥 키워드만, 명사만 넣어서 찾는

데에 우리가 전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링크드 데이터가 되면 주어, 동사 목적

어, 문장으로서 찾습니다. 이건 완전 질이 달라

집니다. 가평군 특산물이라고 치면 ‘가평군의 

특산물은?’라고 주어+동사의 형태로 묻는 것입

니다.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면 잣, 등이 바로 나

옵니다. 지금 ‘가평’ 따로 놀고, ‘특산물’ 따로 놀

아가지고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키

워드 검색에서 가평. 특산물. 잣이 다 들어 있는 

경우는 문자열 검색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어+동사의 덩어리로 물어서 나온 답

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링크드 데이터해서 관

계를 미리 맺어주니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

고, 요즘은 꼭 그렇게 안 해도 인공지능이 발

달하니까 구글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주어, 동

사 형태로 넣어 봐도 대충 답이 나오는 것도 있

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글 그래프라는 

말 들어봤지요? 구글이 역시 앞서갑니다. 원래 

링크드 데이터의 영역인데 자기들이 이 이름을 

‘구글 그래프’라고 붙인 것입니다. 앞으로 구글 

그래프라고 해야 링크드 데이터라는 걸 알아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이 선점 했습니

다. 그래도 구글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힘이 있

습니다. 주어 하나에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

하게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관련어라든지, 단체 

등 쭉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디레

퍼런싱이 들어오면, 영상, 지도, 관계되는 것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용자에게 선물로 보여주

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생각 연결입니다. 

작은 단서나 실마리도 미묘하게 창의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닿는 것이

면 어디든지 계속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수나라 

때 나온 삼토도입니다. 삼토, 즉 토끼 세 마리

입니다. 토끼는 안 그래도 귀가 커서 남의 말을 

잘 듣는데 자기들 서로 귀를 연결해서 상호작

용을 합니다. 삼토도는 6, 7세기에 만들어진 수

나라의 보물이고 유네스코에 등극된 건데 아마 

어떤 사람이 이 점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RDF라는 기술용어를 

쓰면서 이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히 삼토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 분명합

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쉐어링(Sharing), 나

누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링킹을 이야기할 

때 옛 것 속에 미래가 이미 있다는 이야기를 합

니다. The future is in the fast.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옛날 고문헌들, 특히 어학 문서 같은 것도 

잘 활용해 조합을 잘 하면 충분히 미래의 먹거

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 전입니다. 옛날 자기들 고문서에서 찾아낸 

지식을 활용해 신약을 발견해서 노벨 과학상

을 수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럴 가능성

이 있는데 텍스트 검색만 해서는 그게 과연 나

올지 의문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폄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바로 그래프로 

정리를 해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흔히 드는 하나의 예는 쑥하고 미나

리하고 민들레 이 세 가지를 잘 섞어 먹으면 말

기 암환자도 낫는다는 민방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면 이런 것도 신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요

즘 기술이 좋으니 몇 년 집중 연구하면 새로운 

암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또 하나의 예는 옛날의 민방, 시골 노인네들

이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 될 만한 이야

기가 있을 겁니다. 옛 것 속에 미래의 먹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연결하라는 

말을 좋아하니까 우리 학생 중 한명이 이렇게 

생각의 감을 연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

다. 우리 생각들이 다양하게, 특히 제가 좋아하

는 곳은 문화와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

간인 UCLA의 싸이아트(Sci―Art)가 있습니다. 

과학자들하고 예술가가 주기적으로 서로 방문

해 만나서 무조건 같이 놀라는 의미의 공간입

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경계를 넘는 사이트는 

무엇인가,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한 번 썼던 부분인데 이렇게 실제 삼성전자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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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

치가 이런 부분을 잘 했습니다. 박재호 교수

의 낯설게 하기는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 낙

서만 허락합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면 안 됩니

다. 중간에 우리의 엄지 정도의 이미지를 그리

고 여백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나는 생각의 단상들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호 교수가 여중생들에게 한 번 실습을 해

봤는데 자기도 놀랄 정도로 좋은 반응이 나왔

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는 충분히 잠재성이 있답니다. 우리가 아이들

의 잠재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안 시킨 우리 잘

못이고 교육을 잘 하면 창의성은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로잉(Drawing)은 무언

가를 꼼꼼히 살피는 형식이다.’ 이것은 존 버거

의 이야기인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림을 그

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할 때에 생각이 생각

답게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디지털화 

되어있으니까 드로잉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

다. 눈에 보이는 요소들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

이지 않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미술관의 교육

에서도 이 낯설게하기를 실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하고도 잘 알 

수 있게끔 다음은 링크드 데이터에 대한 약간

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습니

다만 meaningless(의미가 없는 텍스트), full of 

meaningless text(의미가 없는 텍스트의 바다)인데 

이걸 식별을 시키고 그룹과 그룹끼리 조금씩 

관계를 맺어주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데이

터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링크드 데이터

의 핵심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다

른 부연설명을 넣을 수 있듯이 지금의 텍스트

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모델

인데 가장 심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문서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thing을 

데이터형태로 웹에 발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잘게 나누어가지고 재목적화 해서 사람에 따라 

나누어지는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데

이터를 나눠서 올리는 것은 아까의 의미없는 

텍스트가 아니라 의미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기

술입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

을 수 있는 기술이 장점입니다. integration of 

deseperated date,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꺼번

에 논리적으로 모아서 보여줄 수 있고 검색엔

진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야기 한 Serendipitous Discovery, 우연한 정

보 발견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나

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브라

우징을 하니까 주관적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재의 시스템은 그걸 허락 안 합니다. 지금의 많

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예외적인 것이 

나오면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입력한 키워

드 넣으면 그것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을 충분히 다른 고리로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주의나 환원주

의의 한계점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합

니다. 이 부분 음악의 3요소가 링크드 데이터에

서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악의 3요소로 리듬, 멜로디, 화음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멜로

디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 소리도 내는 표

현력이 있으며, 화음으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

습니다. 링크드 데이터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그림10

그림11

까 소통의 장벽이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

가 생각했을 때 사무공간이 공장같을 것이라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전자에 들어가 

봤는데 공장 느낌이 아닌 완전 하나의 캠퍼스

였습니다. 점심시간의 활용도도 자유로웠으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장벽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

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무너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강의 

하고 계신 박재호 교수님의 자료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새롭게 하자, 낯설게 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이나 문학을 하시

는 분 혹은 누구나 낯선 환경에 빠트려질 필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드 데이터를 하

면 아까 낯선 곳을 봐도 우연히 답이 된다는 말

을 했습니다. 그것과 낯설게 하는 것과 맥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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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옛날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

휘자 서희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회사

에서 이 3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

업체의 CEO들이 가져야할 생각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링크드 데

이터에 그 정신이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

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그냥 우리 현

재의 키워드 검색은 넣고, 찾고, 원, 투, 원. 투 

두 박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

은 하나, 둘 할 때 둘 하면서 둘, 셋인데 이때 순

간적으로 거기에 관한 속성정보라든지 관계되

는 본질이 아주 빠르게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현재의 매칭이 아니라 이렇게 둘 하

면서 human cognition 아까 우리 인지적 컨트

롤 시스템이라고 한 박자 더 생각하는 것을 말

합니다. 이게 링크드 데이터의 기술이 들어가

면 aboutness란 말, 그냥 exact matching이 

아닌, 기계적으로 string matching해서 현재처

럼 찾아내는 것이 아닌, aboutness는 본질적으

로 미술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본인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

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박자보다는 세 박자가 좋다는 이야기

를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가 교류하

고 충돌하고 융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해나가

고 있습니다. 이한우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인

데 적중이라는 말 하면, 본질을 이야기할겁니

다. 여기서 보면 중용에서 어떤 사안의 본질에 

적중(的中)하는 겁니다. 부중하면은 화살이 off 

the target, 다 과녁에 벗어난 것이고 적중은 

on the target,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게 사

안의 본질에 적중해서 계속 오래 머물고자 하

는 활동이나 노력이 중용이라고 합니다. 전체

를 알고 전체와 부분을 알고, 부분과 부분사이

를 나눈 것이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런 것을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들이 

힘을 합치면 그냥 피상적인 스트링검색이 아닌 

본질에 가서 놀 수 있게끔 도와 줄 수 있습니

다. 그럴 때에 창의성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복잡계 이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반

드시 작은 마이크로들이 모이면 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분명

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semble.net에서 말하는 것

은 게임이지만 좋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semble.net, 아까 Womb하고 Tomb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지 생각도 못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중용에서 말하는 것이나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브렌타노나 훗설이 이

야기하는 지향성 intentionality라는 말과 똑같

은 것입니다.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뭔가를 향해 지향하고 집중하는 것

이죠. 사실 이렇게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공

론장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

습니다. 책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있지만 그런 

것을 예술, 문화계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융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열

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

았다는 것입니다. 시킨 것은 잘 하지만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내서 해결해나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 능력은 석박사 논문을 쓸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대에서 학생들에게 과제

를 시켜봤더니 스스로 앱(App)도 프로토타이핑

까지 해가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전 굉장히 놀랐

습니다. 다섯 명이 약 두 달 정도 거쳐 수업시간

만 활용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

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아까 본질 이야기했을 때 본질적 요소를 

작고 잘게 나누면서 영역이 다른 부분을 관통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 융합할 때 융자가, 

이게 가마솥이 있는데 밑에 막 불을 때면 위로 

수증기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 수증기가 공기 

중의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만나서 전체적으로 

화합을 이룬다는 것이 융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 이미

지를 그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아이

디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

해서 그건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겠지

만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인슈타인

도 ‘Imagination is better than knowledge’라

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때 imagination은 

그냥 상상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

지’란 말입니다.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시

각적 이미지의 바다입니다. 그냥 보이는 시각

적 이미지 뿐 아니라 그 뒷 배경에 있는 티치아

노의 그림처럼 전문가의 입장에서 연결시켜 하

나의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전 국민들

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

나의 미술관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니깐 이렇게 다 통합을 해서 흩

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하나로 integration되어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재

그림12

서로 다른 레이어를 관통하여

본질적 요소찾고, 잘게 나누고

가시적 현상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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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만드는 행위가 

융합입니다. 미숙관과 박물관이 융합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영어에 보면 ‘cleave’라는 단어가 있습니

다. 자체가 서로 반박하는 모순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눈다’는 뜻도 있고 ‘합치다’

는 뜻도 있습니다. ‘통섭’이라는 말 우리가 흔

히 많이 듣습니다. 이게 통섭(統攝)할 때 ‘통’자

는 줄기이고, ‘섭’은 잡다, 당기다의 뜻입니다. 

줄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

기 ‘섭(攝)’자에 ‘귀이(耳)’자가 세 개나 있습니

다. 그만큼 잡으려고 하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듣습니다. 제가 그

렇습니다. 제가 바라본 하나의 융합에 대한 정

의입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융합이 

뭐냐고 묻자 이것저것 합친 것이 융합이라고 

하시던데 그것이 융합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나가

서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 자신 것으로 

만들어 스토리메이킹(Storymaking)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감독은 이 세상

에서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다들 남의 것에

서 가져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든 영

화중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자신의 색깔을 입혀서 만

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술에서

도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용을 하자면 한 사람이 모든 분

야에 능통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는 있다. 소통에는 자세를 낮추고 나

와 다른 분야의 사람과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

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내

가 모르는 분야와 만나겠다는 열린 마음과 열

정이 필요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자신의 고집이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듣고

자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 고집을 극복하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제와 한계를 인

정하고 수용할 때 진정한 융합의 씨앗은 발아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은 예술가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익숙

함에 새로움을 좀 넣어보라는 말입니다. 가령 

전기가 필요 없는 냉장고는 없을까?, 에어컨은 

없을까? 고민 해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

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기

술적인 부분에서 ‘엔지니어(engineer)’는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이란 자연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행

위를 말합니다. 자연 속에 시원함을 느끼고 그 

시원함을 자기 사무실에,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에어컨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엔지니어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엔지니어는 

이사를 갈 때 그 쪽에 옮길 자리를 상상으로 배

치하고 정교하게 준비해서 가니까, 이사 해주

시는 분이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기

업의 엔지니어는 세탁기 소리, 에어컨 소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 골목 골목을 누비

면서 소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시끄

러운 지역, 조용한 지역 분류해서 어떤 제품이 

들어갈지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큰 대기업에서 

하는 것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가진 그 치밀한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

각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중간에 툴로

써 온톨로지(ontology)라는 걸 활용해 기계에다

가 넣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서 말 하는 CPS하고 연관이 있는 개념

입니다. 미술관에 있는 미술품 (P)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있게 C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미

술작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서로 지적자극

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미술관에서

의 온톨로지의 활용은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작으로 얼룩말 그림을 가져왔습

니다. 저는 계속 interaction이야기를 하고 있

습니다.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무엇

이 나올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호

작용만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는 필

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흰색과 검은 색은, 

흰색은 빛을 반사하고 검은 색을 받아들이니

까 그 사이의 미묘한 층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보다 약 8도 정도 온도

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축물에 이런 

식으로 얼룩말 형태를 해놓으면 굉장히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연에서도 상호작용

을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

간의 생각에 적용해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가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창의성과 감성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요구, 새로운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미

술관, 박물관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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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못한 곳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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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홍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현실」 저자

● 사회자

오늘은 가보지 못한 국가의 연결, 보이지 

않는 정보와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

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현실 저자로서 민

준홍 작가님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모두 박

수로 한 번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준홍 작가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준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연 요청을 받은 주제는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 이 두 가지인데요. 현재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

습니다. 

증강현실은 작년 ‘포켓몬 GO’라는 게

임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뉴스를 

통해서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접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미디어다’라는 수식어

가 붙으며 관심이 높아졌었습니다. 가상현실은 

증강현실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증강현실 기술과의 차이점과 적용 사례

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듣고 나신 후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질문 주

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은 ‘우리가 왜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에 집중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

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

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이 연결에 집착하는 

존재다.’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하나의 명제로 

보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초부

터 연결에 집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연결 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

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봉화를 띄우거나 호각

을 부는 등 시각, 청각적 요소를 활용한 연결수

단으로 원거리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결수단들은 한계가 있었습니

다. 봉화는 비오는 날 활용하기 어렵고, 호각은 

주변 상황이 시끄러울 경우에는 연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기 어

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정확

하게 연결을 하고자 사람들은 연결수단을 발전

시켜왔습니다. 인터넷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도 이러한 발전 과정 중에 나오게 된 기술들이

지요.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연결하고자, 연

결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연결은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욕구 중에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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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했다면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둘러싼 인간과 

구조의 연결 관계를 살펴본 것이죠. 그 다음 제

일 오른쪽 보면 프란츠 카프카가 있습니다. 그

는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변신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배제

됨에 따라 벌레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그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다루었습

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이 구조 속에서 연

결의 의미를 찾는다는 바를 말해준 것이죠. 결국 

이 세 명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었

던 것은 인간은 연결과 뗄 수 없는 동물임을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결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삼인이 걸어갈 때 

그 중 한명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통

해 연결된 관계에서 특이점, 창의성, 그런 것

‘Social 
animals’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유물사관’

인간은

경제적 하부구조에 

부합한 상부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변신」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공동체에서 

배제된 인간의 최후를 

이야기

그림1

「논어」

세 명이 걸어갈 때 

그 중 한 명은 

나의 스승이다.

「설교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커넥팅 닷’

의미없는 일(점)들이 

미래에는 하나의 의미로 

이어진다.

그림2

예를 들어서 보고 계시는 그림1의 얼굴

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들이 한 말이나 작품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왼쪽을 보시면 소크

라테스인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사

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

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 가운데 분을 

보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유물사

관을 주장했었는데요. 이 주장은 ‘인간은 경제

적 하부구조에 부합한 상부구조를 구성하게 된

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부구조란 

자신의 경제적 상황, 상부구조란 종교, 정치성

향, 사회구조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 주장에 따

르면 인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싶으

면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띄게 되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띄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인간과 인간사이의 연결에만 집

들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운데 인

물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지은 설교자라

는 책에서는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그나

마 최신 현대에 속하는 인물인데요. 애플 회사의 

CEO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연설에

서 ‘커넥팅 닷’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었습니

다. 커넥팅 닷의 의미는 각각의 사건은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자신의 인

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의미 있거나 꼭 

필요한 사건들이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이 곳 경기도미술관에 참

석해 제 강연을 듣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인생

을 변화시킬 만한 큰 이벤트가 아닐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에 대해 자제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소한 

일이 자제분의 호기심을 자극해 미래에 자제분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업종에 일하게 

되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죠. 세 분의 공통점은 시너지를 창출하는 힘이 연

결에 있다고 보았고, 그 연결을 어떻게 다루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는 점입

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연결에 

대한 가치, 연결이 가져오는 시너지에 주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

는 목적 하에 연결매체도 진화해왔습니다. 가

장 왼쪽에 보시면 오감을 통해서 뭔가 나의 의

도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

행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봉수대에 불을 지펴 연기를 띄움으로

써 적이 국경선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멀리 떨

어진 곳에도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병사의 진군을 알리는 신호로 

징을 울린다거나 퇴각의 종 혹은 북을 울리는 

등 청각으로도 신호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감을 이용한 연결매체는 연결된 거점에 소식

을 알리는 데 있어 거리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연결매체를 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유선전화입니다. 벨이 발명

한 유선 전화를 통해 우리는 좀 더 멀리 있는 곳

까지 음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

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림, 

글, 오디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연결매체로 인터넷이 발명되었지요.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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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

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이 인터넷 이후에 사람들간의 연결을 매개

해 줄 매체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현

실이나 증강현실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는 현

재 속해있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

의 정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세대 연결매체라고 불리

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상현실에 대해 한 마디로 정의

하자면 가상 이미지를 실제처럼 체험하는 것이

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림4는 애니메이션 

심슨의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생생한 꿈을 꾸

고 난 후 “이럴 줄 알았어, 다 꿈이었구나.”라고 

허탈해하는 장면입니다. 심슨의 경우처럼 사람

영상을 보시면 한 아이가 헤드셋을 쓰고 

강아지 형태를 한 생명체와 놀고 있는 것을 보

실 수 있으신데요. 저 소녀는 굉장히 즐거워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즐기고 있는 상

황이 현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내 눈 앞에 강아지 형태의 생명체가 뛰어 놀고 

있고 내가 던지는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상호작

용도 할 수 있으니까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기

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와의 상

호작용 이외에도 이 영상이 보여주는 가상현

실 체험은 다양합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타겟

을 맞출 수도 있고, 뒤에서 거대한 고래가 나타

나는 수중 탐사도 할 수 있으며, 요리를 실습할 

수도 있습니다. 즐겁게 도너츠를 먹을 수도 있

고 행성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우주로 이동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 속에 등

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지만, 사

실 헤드셋을 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헤드셋을 쓴 당사자는 

가상현실을 즐겁게 즐기는 모습이라면, 헤드셋

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헤드셋을 쓴 사람이, 가

상현실 체험자들이 허공에다 손짓을 하고 갑자

기 놀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차

이가 있어요. 즉 기술 발전의 과도기적 형태이

기 때문에 헤드셋을 쓴 사람들만이 가상현실을 

들도 꿈을 꿀 동안 “이건 꿈이야”라고 자각하

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생생해서 현실인지 꿈

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해

하기 쉬운 측면에서 이처럼 꿈과 현실을 구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져들어 버린 꿈을 꾸는 

상태를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

실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역시 꿈처럼 현실 같

은 이미지를 제공하다 보니 가상현실을 이용하

는 사용자가 가상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

려운 상태에 접어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

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상현실 기술을 체

험하는데 “아 이건 가상이구나, 현실이 아니구

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용자는 눈에 보이

는 가상현실 영상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가

상현실을 즐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영상을 

보며 가상현실의 콘텐츠와 한계를 조금 더 자

세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즐길 수 있답니다.

또한 가상현실은 현재 헤드셋을 착용하

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듯

이, 시각 정보 중심으로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

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인지정보의 시스템에

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정도이기 때

문인데요. 시각만 사로잡아도 실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상현실 구현이 비교

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계신 모든 분

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

상 눈만, 시각정보만 착각하게 한다고 해서 가

상현실을 정말 현실처럼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눈뿐만 아니라 코, 입, 

귀, 이런 감각들이 가상현실 콘텐츠와 연동될 

수 있도록 가상시각장치라던가, 가상청각장치, 

가상후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

다. 궁극적으로는 가상현실 콘텐츠에서의 체험

에 따라 몸의 움직임까지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인간의 감각기관에 

집중하는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셋을 착

용해 한, 두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가상현

실을 체험할 때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영

상 속 남자는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는 가상현실 

그림4

영상자료1  

Virtual Reality ― SteamVR featuring the HTC Vive

 https://www.youtube.com/atch?v=qYfNzhLXYGc&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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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현되는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후각뿐만 아니라 시원한 바

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토바

이를 타는 콘텐츠를 즐길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방향전환에 따라 바람의 세기, 방향도 제공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말 별의 별 제품이 다 

나왔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 환경이 포켓몬 GO 이후에는 인기가 사

그라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해외는 아

직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개발

이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뛰어난 장치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미각장치는 테이스트 플러스(Taste 

Plus+)라고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개발한 제품

입니다. ‘혀에 일정한 전기와 온도의 자극을 준

영상자료2  

Man's reaction to virtual reality rollercoaster prank is 
quite extreme!!!

 https://www.youtube.com/watch?v=l3V8zeSljUU&t=6s

영상자료3  

FEELREAL VR MASK 
https://www.youtube.com/watch?v=sZOx-mEqbuk콘텐츠를 즐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롤

러코스터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하강할 때 우

리의 몸도 함께 하강함에 따라 나의 체험과 나

의 신체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

다. 굉장히 즐거운 것이지요. 하강할 때 시각과 

청각, 촉각 모든 감각이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상에서처럼 나

의 몸은 가만히 있는데, 정말 현실같이 완벽한 

그래픽을 통해 구현된 시각장치를 통해 내 몸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보세

요. 뇌에서 일단 거부감이 들것입니다.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나는 지금 높은 곳

에서 아래로 하강하고 있는데 몸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뇌에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가상현실을 오래 이용할 경우에 

체험자들은 멀미처럼 속이 메스꺼운 현상을 호

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후각, 청각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 어떤 감각 보조 장치들이 개

발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후각장치인 필리얼

(Feel-Real)입니다. Feel-Real, 진짜로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포부를 밝힌 가상장치인데요. 

일곱 가지 화학 약품을 조합해서 지금 현재까

지는 스물 두 개의 냄새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

니다. 예를 들어 바다, 정글, 공장, 화약, 커피, 

꽃, 고기 냄새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림을 보시면 눈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봐 

왔던 헤드셋을 우선 착용하고요. 코와 입 부분

에 추가적인 보조 장치를 착용한 것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리얼 장치인데요. 

다면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

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나 유튜브

에서 테이스트 플러스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맹물을 시음했음에도 다양한 맛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표에도 나와 있

지만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전류는 60에서 

180 마이크로암페어,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

하면 우리의 혀는 신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

다. 가상미각장치는 현재 숟가락뿐만 아니라 

텀블러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맹물

을 마실 때 단맛이 느껴진다면 어떤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이어트를 생각하시

는 분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이 될 수 있

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가상청각장치로 

크레센트베이(Crescent Bay)라는 제품입니다. 

이 장치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눈에 헤드셋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귀 부분을 보시면 

자그마한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것

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

어 우리 눈앞에 폭포가 있다는 가정해보시죠. 

폭포를 바라보면 폭포수가 떨어지는 굉음이 거

침없이 들리지만, 뒤를 돌아보면 귓바퀴를 돌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폭포를 마주

할 때보다 약해지잖아요? 이런 신체적 구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가상후각장치, 

‘필리얼’

7가지 화학약품 

조합으로 

22개 냄새 구현

(바다, 정글, 공장, 

화약, 커피, 꽃, 

고기 등)

가상미각장치, 

‘테이스트+’

혀에 전기와 

온도자극을 줘 맛 구현

(예)

20~30℃×60~180㎂

=신맛

35℃→25℃(온도변화)

=단맛

가상청각장치, 

‘크레센트 베이’

시야에 따라 

변하는 소리의 

정도 구현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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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실상 100m의 빈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을 차단하고자 제자리에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 속 장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자 우리 주변에서의 기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

을 뛰잖아요? 러닝머신의 특징은 제자리에서 

운동장을 조깅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점이죠. 이처럼 제자리에서 걸음을 걸어 가

상현실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마련

된다면 좁은 1평이라도 온전히 가상현실을 충

분히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극복해보이겠다는 

이 장치를 활용할 경우 콘텐츠의 활용도가 높아

질 수 있어요. 가상현실은 참여자가 360도를 둘

러볼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오른쪽에 사자를 배치하고 울

음소리를 들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상현실 참

여자가 오른쪽을 보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

다. 이처럼 가상 시각, 후각, 청각장치는 콘텐츠 

제공자와 가상현실 참여자의 참여 환경을 개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그림6의 주인공입니다. 이 분은 다들 아시다시

피 페이스북(Facebook)의 CEO 마크 주커버그

(Mark Elliot Zuckerberg)입니다. 주커버그같은 

경우는 오큘러스VR(Oculus VR)을 2014년도에 

인수했습니다. 오큘러스VR을 인수한 이후에 

촉각으로도 가상현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상

촉각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생각

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만지는 동작, 

손을 피는 동작, 엄지만 말아 쥐는 동작, 검지

만 뻗는 동작 등이 있지요. 이러한 동작들을 표

현할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같은 거

대한 회사 말고도 스타트업에서도 다양한 제

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는 

100m 앞에 만지고자 하는 물체가 있다면, 현

실에서도 100m 앞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 헤드셋을 쓰고 있을 경우에는 현실 속 주

변 환경을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Youtube)에서 

그냥 가상현실 사고라고 치면 정말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올텐데 할아버지가 가상현실 헤드셋

을 끼고 권투 콘텐츠를 이용 하다가 옆에 있는 사

람의 얼굴을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

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넓은 운동장

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하지 않고 방에서 이용할 

다짐을 담은 영상이 있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 영상은 구글이 제작했습니다. 사실 구

글은 굉장히 재밌는 기업인데요. 만우절마다 

구현하고자 하는 바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서비

스를 홍보하고자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 배포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은 보셨을 텐데요. 포켓몬 GO도 구글의 만우

절 영상에서부터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번 건

은 구글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을 희화화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상현

실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필요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

하는 것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 하지만 완벽한 가

상현실의 구현을 위해 우리는 사람을 투입해서

그림6

그림7

영상자료4  

러닝머신에 VR 더하니… “와, 실감 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LGJjQDp7dw  

영상자료5  

Haptic Helpers: bringing you to your senses
https://www.youtube.com/watch?v=3MA6_21nka8&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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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더 노력할 거야’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

피 가상현실 콘텐츠의 무대가 사막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뜨거운 바람을 느껴야 합니다. 선인

장을 만졌을 때는 따가움을 느껴야 하죠. 이를 

위해서 구글의 영상에서는 haptic helper(촉감 

기능 지원자)가 출동을 해서 사용자의 얼굴에 헤

어드라이기를 틀어주거나 따가운 물체로 사용

자를 찌릅니다. 우스운 영상이긴 하지만 이것

이 곧 가상현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하기 위한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광고, 해킹이나 

범죄의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

되어버릴 수 있죠. 물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끝부분을 보시면 증강현실 

사용자가 칼에 찔린 응급상황이 나오는데요. 

몸의 상태에 따라 심장박동의 변화와 응급실로 

이동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눈앞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증강현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술이지만 무작위로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기술 활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보를 취

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정

보의 적적한 양에 대한 제공 범위를 설정할 필

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해킹이나 범죄의 

가능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는 길을 걸어갈 때도 발견할 수 있고 인터넷 

세상에도 다양한 형식의 광고를 접할 수 있습

니다. 한마디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림의 왼쪽은 

오프라인에서, 오른쪽은 온라인 세상에서 마주

할 수 있는 광고들입니다. 그런데 증강현실공

간에서 사실 이런 광고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거침없이 팝업 정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은 마트를 비롯해 실

생활 공간에서 증강현실 장비를 켰을 때 우

리에게 노출될 수 있는 부가적인 가상이미지

의 예시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 마트

에 갔을 때 보여 지는 영상을 살펴보시면 마트

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로 노출되면서 눈  

앞에 항상 팝업 정보가 떠있는 아노미 상태가 

왼쪽 그림을 보면 연상이 되시겠지만 

2016년 말, 벨라 바이어라는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퀴VR’ 게임을 즐기다가 성추행을 당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에 따르면 

퀴VR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VR게임이었는

데요. 게임을 즐기던 도 중 익명의 유저(user)가 

자신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고 신체를 만지

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가상현실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듯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

문에 기술 구현이 정밀한 단계는 아닙니다. 가

상현실 공간에서 한 인간을 표현하는 수준도 

온전한 몸이 표현되지 않고, 얼굴 하나, 손 두 

개를 가진 몽달귀신 정도로 표현되고 있지요. 

손 역시도 다섯 손가락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벙어리 장갑을 낀 것처럼 하나의 뭉치

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 유저의 손이 나에게 다가왔고 나를 만졌

다. 불쾌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표

현했는데요. 추행은 당사자의 감정이 가장 중

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중요

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

한 윤리적인 섹션은 신기술이 등장하면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에서의 범죄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고

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 오른쪽 그림은 해킹하는 인물의 

그림8

그림9

영상자료6 

HYPER―REALITY
https://www.youtube.com/watch?v=YJg02ivYz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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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데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행해지는  

해킹은 기존의 해킹과는 해킹 당하는 정보의 질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계신 분들 중

에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

을 정도로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흔한 일입니

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저희가 주민

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

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나눠

준 번호이고 이미지이죠. 그런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환경에서는 제 모든 정보가 드러나

게 되고 그 정보들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제가 증강현실 헤드셋을 착용

하고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조깅을 한

다면 제 심장박동수와 몸무게, 수분양을 수치

로 판단할 수 있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감지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가상

의 이미지가 아닌 저에 대한 실제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해킹이 됐을 때는 단

순히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됐을 때와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이용

에 따라 쿠키데이터가 쌓이듯 증강현실을 이용

해 축적하고 검토한 제 생체 데이터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 시대에는 해킹에 만전을 기하

고 보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인

간 보완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영상자료7의 오른쪽은 아마존에서 활

용하고 있는 키바라는 로봇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로봇 1만 5천 대가 물류

운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AI)으로 인해 줄어드는 인간의 일자리가 화두 

중 하나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DHL 네

덜란드 물류센터에서는 증강현실 헤드셋을 통

해 ‘인간의 작업을 보완’했음에 반해 아마존 물

류센터는 ‘인간을 대체’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의 사례만으로 로봇은 인간을 대체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인간을 보완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사용자, 헤드셋 착용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이나 AI와

는 근본적 차별점이 있답니다. 왼쪽 영상은 아

마존에서 키바 로봇이 도입됨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

는 영상입니다. 오른쪽 영상은 증강현실 헤드

셋을 물류직원 센터의 직원이 착용하고 물류작

업을 진행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인간 

보완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따뜻하

게 해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은 현재 치매나 저시력자분들에게 많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법적 제도, 기술

의 미비 등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둘러싼 다

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

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가

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글로벌 범용기술이기 때

문입니다. 인터넷 기술의 초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터넷 기술이 처음 우리 사회에 등장

했을 때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진흥정책을 통해 지금의 IT 강국이 되었지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무분별한 진흥정책이 아닌 IT 신기술로 이해관

계자의 합의를 통해 이용 여건을 마련해 나간

다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적용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기억을 잊어가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가상현실

을 치료법에 적용한 결과 기억을 잃는 속도가 

호전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바닷가 영상을 보여

줄 경우 옛날에 살았던 곳과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 등 예전의 기억을 추억하는 모

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매 환자분들이 

직접 “정말 좋은 기술이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시력

자의 경우에도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하고 있

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금까지 저시력자인 시

각장애인 여성이 활용한 경우입니다. 저시력

자인 여성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태어

날 자신의 딸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될 상황이

었는데요. 이사이트 글래스(eSight Glasses)라는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그런 영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14%가 앞을 

영상자료7 

아마존 창고를 책임지는 로봇 짐꾼 ‘키바’
https://www.youtube.com/watch?v=gQpMDdJmbNs

Vision Picking at DHL - Augmented Reality in Logistics
https://www.youtube.com/watch?v=I8vYrAUb0BQ

영상자료8 

Tribe mix Virtual Reality for Dementia Care
https://www.youtube.com/watch?v=N3ywcoqR4Co&t=7s

Blind Woman Seeing Her Newborn Baby Using 

eSight Glasses
https://www.youtube.com/watch?v=yOObkscGM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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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볼 수 없는 분들이라면, 나머지 86% 분

들은 저시력의 정도가 심해서 사물의 분간이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

은 곧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면 시각장애인의 

86% 분들에게는 깔끔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2017년 8월에 이사이트 글래스와 

유사한 증강현실 헤드셋을 발표한 바 있습니

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헤드셋을 사용할 경우 

교정시력이 최대 0.8에서 0.9까지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인

간에게 꿈을 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즉 불가

능한 것을 꿈꾸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

장 좋아하는 영상이고 한데요. 아마 영화관에 

가셨으면 CF로 자주 접해보셨을 영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상현실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꿈꾸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타조는 날지 못하잖아요? 하지

만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하늘을 비행

하는 꿈을 꾸고, 연습을 하죠. 비록 선천적인 

몸의 구조는 날지 못하지만 가상현실로 영감

을 얻고 연습을 통해 결국은 마지막에 비행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

까지입니다.

그림10

영상자료9 

Samsung Official TVC Ostrich
https://www.youtube.com/watch?v=w_L_LWcVmd0&list=PLWlNQg2Yf

6JHngTW3iQ9lw7cMfIY-Pcid 

이미지 출처

그림1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6%AC%EC%

8A%A4%ED%86%A0%ED%85%94%EB%A0%88%EC%8A%A4 

https://antagonismorp.wordpress.com/2017/03/27/marx-

contra-el-estado/ 

http://news.joins.com/article/21044248 

그림2

https://namu.wiki/w/%EA%B3%B5%EC%9E%90 

http://www.womeninthebible.net/bible-extras/bible-kings/ 

https://auditel.co.uk/consultants/davidgould/connecting-the-

dots/ 

그림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irinherb&log

No=220765350633 

http://starttelephone.tistory.com/m/4?category=469975 

http://www.sbup.com/seo-articales/what-is-ip-address-and-

geolocation.php 

그림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thisyear&logN

o=22072067255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

com%2F 

그림5

http://livehome.me/488 

https://electronics.howstuffworks.com/gadgets/kitchen/spoon-

taste-food1.htm 

그림6

http://reinformation.tv/zuckerberg-projet-avenir-facebook-

intelligence-artificielle-censure-mondialisme-mille-66479-2/ 

그림7

http://thegear.co.kr/13066 

그림8

http://www.hankookilbo.com/m/v/c8b5f7f8e4374f62ad91ab419

65671b2 

https://www.google.co.kr/search?q=%ED%8C%9D%EC%97%85

+%EA%B4%91%EA%B3%A0&hl=ko&source=lnms&tbm=isch&sa

=X&ved=0ahUKEwjT54rm_-XZAhUGE5QKHZn_BREQ _AUICigB

&biw=1422&bih=686#imgrc=CaVJyxIf12yEHM: 

그림9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9981.html 

http://www.etnews.com/20160822000508  

그림10

http://pocketnow.com/2016/05/04/ebay-deal-discounted-

samsung-gear-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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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대화하는가

김현강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김현강 교수

저는 대화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대

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대화를 잘 할 것 같

지만 훨씬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텐데 사실 

‘제스처’라는 책을 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책을 모르시겠

죠? 어떻게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

면, 제가 이 제목을 좋아하는데 이 제목은 사실 

궁금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대화는 늘 하고 있고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한국어를 배우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대화를 어떻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건 성격의 

문제거나, 아니면 사회성의 약간의 문제이거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배운다는 것이, 

대화를 연구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스처 연구자는 아니고 대화 연구자입니다. 

한 2012년 정도에 『제스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스처』라는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어떻게 대화하는가?’ 또는 ‘대화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가?’,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연구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제스처’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이면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제스처』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대화를 

늘 하고 계시지만 혹시 대화에 어려움이나 힘

듦 또는 잘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

시다면 대화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 우선 대화

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

분들도 궁금해 하는가? 제가 가르치는 강의에

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대화와 언어의 사용,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훨씬 사회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대화를 보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말

했을 때 친구와 대화하는 정도를 여러분이 생

각하시겠지만, 그것만 대화가 아니고 오늘 하

루 종일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나눈 대화, 버

스나 지하철에서 옆 사람과 한 대화, 아니면 라

디오나 TV 이런 걸 보면서 오셨다면 토크쇼나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화를 합니다. 사실은 

대화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대화마다 어떤 적절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느끼고 

학습도 해야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

에는 가르치는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대학에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함께 의사소통능력이

라는 것이 요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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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쳐보면 한국어 문법은 정말 잘하는데 말

하기 시작하면 그들하고 대화를 1분, 2분, 3분 

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쭉 그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첫 번째 대화에 관한 중요한 발견은 대화

는 언어나 문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

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예를 

들어 ‘OOO 선생님 오늘 아주 멋지세요.’, 이

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백채널

(backchannel)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해

야 할지 모릅니다. 그게 언어의 문제가 아닙

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할지, ‘뭘요.’라

고 해야 할지 ‘그냥 웃어야 할지’ 그것을 모릅

니다. 대화는 항상 문장마다 말할 때마다 이런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뭘요.’, ‘고맙습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사회

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이 예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의라고 하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

는 게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중국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인데, 최근 이

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여기 계

신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학생들에

게 커피 한 잔도 못 받게 돼있습니다. 특히 학

교 자체 내에서는 더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학

교에서는 학생들의 커피 한 잔도 못 받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한 중국 대학원생을 논문

지도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가 한 두 차례 

정도 진행이 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아침부터 심사를 받으러 논문을 갖고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논문과 함께 종이 백을 들

고 와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선물

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중국

차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런 학생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 학기 중

간의 시험 기간이었는데 학생이 중국에 잠깐 

갔다 왔던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한국어를 

배우러 대학에 왔고 아마 한 6개월 정도 배운 

실력 정도 되는 학생인데 정말 착한 표정으로 

선생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듣고 싶다는 표정

는가?’ 사실 대화 연구자 입장에서 가르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수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게 대화를 배우러 

오지 않지만, 외국인에게 대화를 가르치다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대화를 가르치고 싶어집

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사실 한국 사

람들을 만나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

어서입니다.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한글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면 기초

적인 한국어 문법을 배워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3급, 4급, 

5급, 이렇게 높은 단계로 도달하면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철수가 학교에 갔다.’, ‘오늘 시험을 쳤

다.’,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문

장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대

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문장을 하

나 배우고 두 개 배워서 합쳐놓으면 대화가 될 

것 같잖아요? 아마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시면 

영어를 가르치거나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

다. 분명히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우고 문장을 들

으면 잘 이해할까요? 읽으면 이해할 수도 있고, 

문법도 알고 어휘도 압니다. 그런데 문장을 만

드는 게 어렵습니다.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문장을 합쳐 놓은 거로도 대화가 안 된다는 것

을 외국인 학생을 가르쳐보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제가 궁금해 했습니다. 막상 시

다.’, 아니면 ‘그렇군요.’라는 맞장구치는 말이

나 표현들 또는 행동들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부분이 아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

를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다음을 이어가

지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삼계탕이 맛

있어.’ 이런 것만 배우고 ‘삼계탕이 맛있네요.’ 

했을 때 그다음에 계속 먹어야 할지, ‘음~.’ 이

렇게 해야 할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렇네요.’ 이렇게 쉬운 한국어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쉬운 것들을 가

르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왜 ‘백채널’이라고 하냐면 언

어의 이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고개를 끄덕인

다거나 웃는 표정을 짓는 다거나, 언어와 언어

가 아닌 것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 의사소

통에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대

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한국어를 좀 합쳐

놓은 거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됩

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있습니

다. 끄덕임,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럼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는 훨씬 많이 그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

회의 어떤 문화나 역사와 배경 그리고 거기서 

통용되는 사람들 간의 상식 또는 규범 또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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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서, 높임법을 많이 가

르치죠?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반말로 

어른들한테 말하면 재밌어하지만, 사실은 한

국사회에서 제일 바뀐 전형적인 규범을 말하

면 존대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흔

히 언어학자들은 ‘―하시오’체, ‘―하오’체, ‘―

하게’체, ‘―해라’체라고 하는 공식적인 위계

가 있고 또 일상적인 대화에서 듣는 ‘―해요’, 

‘―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높

임말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예

를 들어 교장선생님에게 사용하는 ‘―하셨습

니까’, ‘―습니까’체입니다. 그다음에는 ‘―하오’, 

‘―하게’입니다. ‘안녕하오?’ 이렇게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다음 세 번째는 ‘―하게’입니다. 그

다음이 엄마들이 ‘이불 좀 개라.’, 아이에게 말하

는 ‘일찍 일어나라.’ 했을 때의 그 네 가지가 예

전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셨겠지만 두 가지 중간에 있던 게 없어졌

습니다. 우리가 다 안 쓰는 ‘―하오’, ‘―하게’는 

사극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하오’

를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거의 안 쓰

시죠? ‘잘 지내오?’ 이런 말 쓰나요? ‘거기 앉으

시게, 앉게’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 청중

나이 많으신 남자 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금은 그 계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

식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말하거나 편하게 반말

로 하는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요’와 ‘―해’ 두 가지만 남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오, ―하게’가 없어지고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는 “잘 하셨습니까?”, “식

사하셨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조금 편하게 “―

해요”, 친구들끼리 “―해”, 그다음에 막내 동생

한테 “야,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는 4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4개가 남은 것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높여서 쓰는지. 낮춰서 쓰는지가 

남은 셈입니다. 이것을 잘 하라고 가르치는 목

적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르치지 않

아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하

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의 규범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배경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그다음에 

실제 이게 일상적이냐? 지금처럼 공식적으로 말

을 하는 상황이냐? 친구들끼리 편하게 말을 하

느냐? 아니면 친구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공식적

인 자리에서 만나듯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대화에는 숨겨져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행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들도 존재합니다.

● 청중

그 대상이 동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으로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저하고 10초 이상 이야기하기가 힘

들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더 어렵습

니다. 쓰고 읽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학생을 도

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

고, 한 번 못한다고 절대 내가 과하거나 부당

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

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수업을 들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지요. 그 학생이 중국에

서 차와 중국의 간식을 들고 ‘선생님 제가 중

국에 갔다 와서 지난주에 결석했어요.’라고 하

면서 선물을 주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만큼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그 사회에 따라서 

말할 때 규범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사

회보다 뭔가를 주고받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뭔가 표현을 해야 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나

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불

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자주 보

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커피 한 잔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이게 분명히 내 입장에서 선인데 왜 선

생님은 이걸 뇌물처럼 거부하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김영란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데 그 규

범의 차이가 사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 김현강 교수

맞습니다. 그 잔재가 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오’체는 사극의 양반 집에서 대

감과 부인이 있을 때 “부인, 어제 이것은 어떻게 

됐소?” 라든지 “이것 좀 한 번 해보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같은 관

계에서 상스럽게 말하지 않고 양반답게 말할 때 

쓰는 것이 ‘―하오’체였습니다. 격이 있는 사람들

이 점잖게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같은 관계에서 

쓰는 말이 ‘―하오’체였습니다. 그다음에 ‘―하

게’체는 교수님이 대학원생에게 혹은 서당에서 

훈장님이 양반가의 도령들을 가르칠 때 “자네, 

앉아보게.”라는 말을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

람에게 낮춰서 말을 할 때도 아주 상스럽게 말

하거나 자기 자식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장성한 

자식에게는 격이 있고 예의 있게 서로의 지위를 

지켜서 “잘 해보시게.”처럼 말을 합니다. 낮춤말

에도 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없어

졌을까요? 없어져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사회가 계층이나 지위라고 하는 계급사회가 

없어지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

급이 훨씬 복잡하게 있었고, 제일 위에 임금님

부터 신하, 신하 안에서도 여러 계급, 부모와 자

식 간의 관계도 아주 상스러운 집안과 격 있는 

집안,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층에서 계층에 맞게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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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다릅니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

끄러워하는 것도 일종의 거절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권의 

화자들도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경

향으로 일단 칭찬하면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권에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 외에 

다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영어권, 한국 사람들, 

중국어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실

험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어떤 반응일까요?

● 청중

젊은 사람도 거절, 나이 많은 사람도 거

절할 것 같습니다.

● 김현강 교수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한국의 옛날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

리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층에서 특히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래서 수락하는 경우는 조금입니다. 대부분 다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실

험했더니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한테 거의 미

국인들이나 유럽인들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한국의 규

범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제 생

각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

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회 배경에 따라 바뀐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

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

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 행동엔 숨

겨진 사회적 행동의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거

기에 맞게 대화한다고 볼 때, 대화하는 것은 쉽

지 않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회

적으로 어떻게 비치는지, 이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행동해서 좋

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관

계를 계속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등의 

복잡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대화입니다. 다

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작

하는 이유는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냥 언어만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국어로 대화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

하는지, 반응할 때 어떻게 맞장구를 치는지부터 

시작부터 적절하게 칭찬하거나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알

아야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서 우리가 대화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

시면 대화는 단순히 말을 외우고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실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청자의 상하관계에 

따라서 좀 다른 뉘앙스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저희 또래 집단

에서는 편안하게 “오늘 예쁘다, 이 색깔 예쁜

데?”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김현강 교수

그렇게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 청중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에는 “나 예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사합니다.”라고 합

니다.

● 김현강 교수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한국 남성이고 이게 여성입니다. 한국남자와 

여자들의 반응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수락

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칭찬을 수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

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거절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학

생들의 연구입니다. 20대 젊은 학생들은 칭찬

해주면 무조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

게 말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반

럼 앞부분에 본론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상

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

다. 예를 들어서 그 가방 예쁘고 좋아 보인다, 

옷 되게 좋아 보여, 물론 이 질문을 할 때도 상

세하게 나열해서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정확

하게 집어서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좀 고민스

럽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

세요?

● 청중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김현강 교수

그렇습니다. 아마 저 사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평소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녀서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두

려워하는 성격이거나 아니면 한국사회에서 요

새 안 좋게 바라보는 문제도 있으니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런 논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가방 멋지네

요.” 하면 “전에도 들던 거야.”라든지 “언니의 

것 들고 나온 거야.”라든지 “누가 줬어.”라든지 

굳이 내가 사지 않았다는 듯이 거절하면서 말

하기도 합니다. “이거 작년에 세일할 때 산 건

데, 얼마 밖에 안 줬어.”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

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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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법을 쓰거나 말을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

하는 학문 정도로 우리가 폄훼했습니다. 오히

려 이런 수사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로 말이죠. 그런데 실제 대화에 관심을 두고 대

화를 가르쳤던 것은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이 사람은 수사학자의 원조이자 마스

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실제 황제를 가

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사학의 클래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황제들에게 수사

학을 가르쳤다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가르쳤습

니다. 현대 관점에서 수사학이라고 말을 합니

다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학, 무슨 

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

냐하면, 말하는 것이 정치학이기도 했고 언어

학이기도 하고 법률학이기도 했기 때문입니

다. 당시에 그 사람은 실제로 말년에 자기가 법

정에서 변호도 하면서 웅변학을 가르치는 학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A.D 1세기니까 

지금부터 거의 2천 년 전 사람입니다. 이 당시

된 때는 이 사람이 있던 당시만 해도 수사학이 

조금 침체되던 시기였습니다. 수사학을 더 이

해하려면 사실은 한 3,400년 전 앞선 시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대의 철학자 하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 청중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습니다.

● 김현강 교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스승에 해

당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

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

제로 기원 전 한 3, 4, 5백년 때의 사람들입니

다. 지금부터 거의 한 2천 3백 년 전 사람들입

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 수사학이 가장 활발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퀸틸리아누스는 

A.D 1세기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난 다음입니

다. 소크라테스 하면 유명한 것은 대화법입니

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대답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배우게 만

드는 방식입니다. 아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레스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학문

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계획하는 방식이었

즉 대화를 다시 보자는 것이 첫 번째 주

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국에서의 대화

가 아니라 말하기 또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어

떻게 인식했는지 우리의 조상들과 인류의 역사

를 쭉 거슬러 가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최근에 대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조금 안

타까운 점이 뭐냐면 여기에 오신 분들의 숫자

를 봐도 아실 수 있지만, 대화라는 주제는 가볍

게 여겨집니다. 대화는 어떻게든 입이 있고 말

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

합니다. 영어를 배우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성품과 교양이 있으

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화에서 배우는 것은 모두 쓰기로 이루어지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과 문자로 쓰는 것은 

실제로 시험도 봐야하고 학교에 들어가야 하

고, 책을 내거나 기사를 쓰는 사회적인 행위 때

문에 대부분 현대사회에서는 글자로 많이 읽고 

씁니다. 글자로 많이 읽고 쓰다 보니까 대화에 

대한 교육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

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마르쿠스 파비우스 퀸틸리아

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라고 하는 A.D 

1세기의 고대 수사학자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면 문학에서 표현을 좀 더 아름답게 쓰거나 

에도 시민들이 교육을 꽤 길게 받았는데 아마 

옛날 세계사에서 당시에 그것이 어떤 의미였

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로마신화의 

노예제도에서 노예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

다. 여성과 아이도 아무 권력이 없었고,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과 보통 시민들

은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였던 민주주의를 만

들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

등학교 시절쯤에 보통 그 시민들이 귀족처럼 

실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노동을 하

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민이었습니다. 노

예들이 뭘 만들고 짓고 하고 그 위의 보통의 

시민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을 하고 정치

를 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초등

학교 때 말하고 글을 쓰고 셈하는 것을 조금 

배우다가 15세 이후쯤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

학을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철학과 정치학과, 

요즘으로 치면 윤리학 등이 합쳐져 있는 학문

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과 도덕을 가진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음에 상대방을 설

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정치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수사학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는 가장 기본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면 교양 교육의 대상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집대성하게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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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측정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지 않는

가? 흥분시키고 금지하고 승인이나 놀라움, 

부끄러움을 표현할 힘을 갖고 있지 않은가? 

부사, 대명사를 대신하여 장소와 사물을 가

리키지 않는가? 사실상, 지구상의 국가와 민

족들이 많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함에도 손

이라는 보편언어는 공유한다. 

― BookⅩⅠ, 111, 85―87

대화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쓰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습

니다. 대화할 때 손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

용합니다. 요즘 학자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가리키거나 요즘 하트, 사랑처럼 

어떤 어휘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심

장, 하트, 사랑,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어휘를 

대신하는 표현,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 것부

터 시작부터 또 다른 손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

휘를 대신하는 것 말고 뭐가 있을까요? 

● 청중

감정이 있습니다. 

● 김현강 교수

네, 감정입니다. ‘예스’ 이렇게 말한다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건 실

제로 이 두뇌를 움직이게 하고 두뇌를 스스로 

보게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 또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면서 두뇌가 움직이기 때

문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손을 쓰기도 합

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

가라는 것을 자기 두뇌를 자기 손으로 보듯이 

봅니다. 손으로 대화하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

제 대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이거나 인

지적인 측면 외에도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이런 편한 자세로 하시는데 대화할 때

는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약간 조금 반대 입장

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못마땅하

다 그럴 때는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와 대화할 때도 계속해서 제

가 끼어들려고 말하면 “잠깐잠깐, 내가 말 좀 할

게.” 이렇게 하죠? 이건 실제로 대화를 통제하는 

신호등처럼 “잠깐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이

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을 못 쓰고 대화하게 되면 아

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퀸틸리아누스가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

렇게 장소와 사물을 가르치고 놀라움을 표시하

고 약속하고 소환하고, 기각하고, 질문할 때도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이 대화

에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제대로 말하고 잘 

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

에 언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냐하면 가르치면서 언어로 서로 대화하면서 어

떤 것을 규명해내고 전달하는 것이었고, 실제

로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시민으로 나가서 

회의하고 대화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르쳤

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했

습니다. 사실 요즘 시기에는 우리가 말을 잘한

다고 국회의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그 당시는 말하는 것에 대해 예민했었

고, 말이라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퀸틸리아누스가 대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폭넓

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없다면 모든 

행위(즉, 전달하기)는 어려움을 겪거나 약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어만큼 표현

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다양성을 다 기

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단지 말하는 이를 돕는 것이라면 

손은 말해지는 것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는 요구하고 약속하고, 소환하고, 기

각하고, 협박하고, 간청하고 , 혐오나 두려

움을 표현하고, 질문하거나 부인하는데 손

을 사용하지 않는가? 또한 기쁨, 슬픔, 주저, 

고백, 뉘우침을 표현하고 양 수와 시간을 표

나 아니면 긴장했을 때 손을 만지는 것은 자신

도 모르게 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 뭘 하는지를 손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손으로 스마트폰 많이 보는 것도 대화에 집중

하지 않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가 대화할 때, 말을 조직할 때도 사실 사용합니

다. 두뇌와 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BI 같

은 거 보면 거짓말할 때 실제로 눈동자가 어디

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두뇌의 어느 부분을 쓰

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스처라고 하

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내용을 거짓말

과 아닌 것, 아니면 말할 순서, 어떤 부분을 이

야기하는지 이런 부분을 시각화(visualize)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뇌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 뇌가 돌아가고 있

는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

라 실제로 내가 정리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대

화할 때 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제스처』라고 하는 책

에 보면 나오는데, 손을 묶어놓고 대화하기 실

험을 심리학자들이 했습니다. 손을 묶고 대화

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손을 묶어놓고 했으면 

아마 더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

데, 손을 묶어놓고 하니까 정말 말을 잘하지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생각도 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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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다 참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말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본능을 표현하는 

것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

에 의하면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 무

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언어지만 대화의 핵심이

라는 것이고,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

렵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도 되게 많

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언어가 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본질이라

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 청중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에서 궁금한 게 아까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말

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동물이 꼭 본

능에 의해서 자기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

아요? 예를 들어서 짝짓기를 할 때의 어떤 소

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체계에서

는 언어든, 규칙적인 어떤 신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꿀벌이 벌이 어

때 춤을 춥니다.

● 청중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미술 

전시 이전에 했던 작품 중에 욕망의 식물학이

란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꿀벌

이 벌꿀을 채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신호

를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나 그랬더

니 8을 눕힌 것처럼 무제한으로 표시했습니다. 

● 김현강 교수

무제한 표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물학자들이랑 언어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8자로 움직일 때 약 3개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저쪽에 떠 있으면 8자의 방

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꿀벌의 위

치를 일단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렇게 할 때 강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는 되게 즐겁게 난리 치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

냥 하는지에 따라서 꿀벌의 상태가 얼마나 좋

은지에 달려있습니다. 로열젤리 수준으로 특A

인지 아니면 평범하거나 품종이 낮은 꿀인지

에 따라서 벌이 춤추는 강도도 다르다고 합니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춤을 출 때 폭, 깊이는 사

실 꿀벌이 있는 곳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보

통 세 가지 정도로 정교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

다. 이게 언어와 마찬가지로 아주 체계적입니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퀸틸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보다 3백 년쯤 전에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

에서 쓴 말인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복잡하게 번역을 했지

만, 인간도 동물도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인간

은 동물의 소리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아

리스토텔레스가 간파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물도 목소리로 소리를 내지만 인간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당시에 이렇

게 말한 것은 훌륭하지만 2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동물

들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물론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동물

들의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새

로운 연구들이 나오기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

어서 제가 정전기를 만들어서 손을 내리거나 

사람들을 만질 때 짜작짜작 소리가 나면서 순

간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도 아파서 ‘아’ 이렇

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동물들이 내는 소리는 

저절로 대놓고 내지만 인간은 아무리 아파도 참

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찢어진 곳을 마취한 

후 짧게 수술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

러워도 소리를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

디에 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을 한다든지, 그

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태계에서의 언어의 차

이가 뭡니까? 아까 본능적인 부분이란 표현이 본

능이란 범위가 뭐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 김현강 교수

그러니까 동물의 언어가 꼭 본능만을 표

현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 청중

네, 그 본능이라는 한계나 범위를 언제

까지 생각해야 할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 김현강 교수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연구한 핵심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숱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꿀벌 연구 말씀하셨는

데 실제로 꿀벌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

습니다. 꿀벌 연구를 보면 꿀벌이 아파서 소리

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꿀벌이 주로 하는 일

은 꿀을 모아오는 겁니다. 꿀을 모아올 때 하는 

거 보면 언어와 비슷한 규칙과 체계가 있습니

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꿀벌

이 움직일 때, 그렇다고 해서 꿀을 가지고 와서 

좋다고 무조건 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 꿀벌

의 언어로 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꿀벌이 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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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의 이념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면 숙의의 개념이라든지 대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인데 ‘숙의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행위다.’ 여기 예를 잠깐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대해 나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타이 사람들이 어

떤 좋은 정치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에스키모 

사람들이 또는 미국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스파르타 사람들은 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

다. 즉 우리가 대화할 때 핵심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도덕 기준이라든지 우

리의 배움의 기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

고 두 번째는 그냥 문제를 토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대화한다. 그러니까 해

가 동쪽에서 뜬다던지 이런 문제로 우리는 주

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왜 그

럴까? 예전에는 지구가 돌 때 이런 대화를 했

지만 그건 차치하고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

는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의지에 따라 이렇게

도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을 

때에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

이 나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때, 나 혼자서 결

숙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화가 어떤 것인

가를 깊이 연구를 하다보면 결국 인간이 살아

갈 때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라고 하는 것

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숙의하는 것이 사실 대

화에 숨어있는 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

간이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

돌고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

적인 행위를 하고 사회적인 삶을 사는 순간 우

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가장 원형적인 행위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원전을 이야기했지만 2000년 전을 이야기하

면 우리가 오늘 저 늑대를 피해서 여기서 잘 것

인가? 아니면 원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

면 여기를 떠서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얼어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잡혀먹을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만은 결정하

기 어려워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을 아

리스토텔레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유

식하게 표현하면 숙의, 깊이 서로의 입장과 관점

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우리

가 행동해야 될 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숙의에 의해서 결정하기 

위한 그러면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여기서 선

은 착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제일 나은 것, 제일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또는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대화이고 언어입

다. 그런 면에서 체계적인데 실제로 이게 꿀벌

이 그 꿀을 가지고 와서 먹고 온 걸 사실 동료

들에게 알릴 때 추는 춤입니다. 이 꿀벌의 춤

이 일종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춤이

지만 그들에겐 언어인데 이게 과연 언어적인가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와 발견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본능을 어디까

지 볼 것인지 또는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

연 언어적 또는 본능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

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결국은 꿀

벌을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행위에 대한 것

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

은 하나 더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

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알 수가 있

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인

간의 행위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고, 아까 꿀벌

하고도 조금 더 구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숙의에 

의한 결정에 근거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행

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본 것 같

죠? 숙의의 민주주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정치학과 정치 언어를 연구하거나 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많이 논의되

정을 해야할 때, 이 걸 사야 될까? 저 걸 사야 

될까? 내일은 친구를 만나야 될까? 공부를 해

야 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결정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정보만으

로는 부족할 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대화도 하는데 인간의 대화의 본질을 설

명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숙의 민

주주의, 원전을 계속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원전을 짓고 있는 걸 중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해서 숙의 민주주의의 실험이

었다라고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

면 실제 원전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새

로운 대통령이 와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중지

를 하는 게 나을지, 짓던 건 계속 짓는 게 나을

지, 이 건에 한해서 그 부분을 당사자들이 결정

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

돌릴 수도 있고,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결정을 해

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가 숙의의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정보가 충분

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얼마나 비용이 

들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에 대

해서는 개개인의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러니까 전문가들을 부르고 저 쪽 입장의 사람

도 부르고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

스토텔레스가 보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인간이 

대화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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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나 

감정에 호소해서 설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

다. 웅변가들이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이 언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어떤 진실을 가

린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이데아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 

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플라톤은 거

부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넘어서야 본

질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그

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에 훨씬 현실

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좋은 물건을 사고 지내는 것에도 

관심이 많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어

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 거짓도 있지

만 그 속에서 거짓과 싸우면서 대화하기 때문

에 언어가 결국은 인간됨을 드러내고 인간처럼 

살고 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요즘 학자들과 상당히 비슷한 관점을 취했습

니다. 그래서 오히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

스가 있었던 아테네의 민주공화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아고라에서 모여서 어떤 사안이 있으

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실제 토론

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언어행

위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크게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나와서 퀸틸리아누

러진 것은 뭐였냐면 예전 학자들을 보시면 아

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

세에는 신학자이면서 신부이면서 철학자이면

서 교수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마

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생

각해보면 실제 이런 식의 시민의 언어가 말하

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언어를 우리

가 해석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중세시대까지 

당시의 사회적 삶에서 교황이 지배하던 그 체

제를 지지해줄 수 있는 학문이었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당시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기초가 되는 또 하나라는 부분인데 성경을 어

떻게 해석하고 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문

제, 그 문제가 사실은 언어를 해석하고 연구하

는 것에 더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또 철

학을 낳기도 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낳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보

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

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서, 어느 한 쪽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

니고 실제로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교황과 교황청에서 해석하는 것을 기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

는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다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으로 종교자체는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게 저

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숙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돌려놓고 생각하면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

지 지도자들에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냥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의견이 그냥 단순히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대화해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우

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데 그것이 없으면 사실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부터 밝히기 시작했

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인용되는 

것이고 언어의 문제들도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전

의 학자지만 요즘 현대, 아주 모더니스트였습

니다. 이런 현대적인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

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논리와 방법을 개발한 첫 번째 학자였고 그 사

람은 특히 법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

서 죽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플라톤같은 사

람은 당시 수사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

처럼 떠들거나 유사어구를 써서 말을 하고, 상

대방을 현혹시키고 설득하고 토론할 때도 그렇

고, 웅변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건 분명 사기꾼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심을 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을 포장해서 말할 수도 있

스로 가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그 때 정치적인 제도가 로마제정시대로 들어갑

니다. 황제의 통치, 민주정이 아닌. 그렇게 되

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말하는 방법, 이런 것

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이 퀸틸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

치면서 법정에서 말하는 정도를 가르치는 것밖

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플라톤

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웠었던 것이, 현

대사회에서 우리가 말하거나 대화하는 것에 시

사하는 바가 큽니다. 

A.D 1세기 이후에 중세로 들어서면서 

인간이 말하는 것에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말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살아 나

가는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이 없어집니

다. 그래서 고대 이후에는 거의 수사학이 죽다

시피 합니다. 지금 보신 이 세기는 중세에서 르

네상스로 넘어간 시기인데 중세에서 르네상스

로 넘어가면서는 조금 비약해서 단순화시키면 

보통의 시민들이 시민이 아니었고, 종교와 정

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더 큰 지배를 하고 조그마한 왕들이 존

재하고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리가 많이 없

어지면서 언어로 함께 잃어버렸던 시절 같습

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어에 관한 오히려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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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약간 변화가 나타납니

다. 신과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언

어에 대한 독점으로 언어의 권리를 가지고 있

었다는 것은 학문화할 권리와 해석화할 권리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배층, 그 

당시에 신학자 신부 계층들은 당시에 지도층이

고 귀족층이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로마니 무

슨 영화를 보면 어떤 유명한 가문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누구는 신부를 만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요즘 같은 신

부님이 아니라 실제 지도층이기도 했기 때문입

니다. 정치적인 지배를 하는 가문과 성직자와 

귀족이 연결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언어를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고 종교개

혁에 반하는,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도 이건 

무리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

신교에서는 의식을 보면 설교하는 것이 그 의

례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톨릭의 미사를 가

보면 강론이 되게 짧습니다. 그 전에는 성체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길고 신부님

이 말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보

다는 종교적인 의식이 더 큰 것이고 개신교에

서는 목사님의 해석과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

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바뀌기 전까

지 이 신부님들이 미사라는 것을 할 때 사람들

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보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 한석

규 배우가 세종대왕 역할로 나오고, 아들 역할

로 송중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글

을 만들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양반 사

대부 가문, 정도전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엄청

난 저항을 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

자들과 함께 십 년이 넘는 세월을 연구해서 한

글을 만들고, 반포할 때 엄청난 양반들의 저항

이 있었습니다. 그 때 논리의 핵심은 그거였습

니다. 훈민정음에 보면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다

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의 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한자는 

수천 글자를 배워야지만, 그 드라마에 보면 나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되게 놀라웠던 게 이 

글자를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반나절이면 다 배

우는 것이었습니다. 스물 몇 글자밖에 되지 않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물 몇 글자로 우리

가 하는 말을 다 기록할 수 있는지를 세종대왕

이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

다. 그리고 심지어 노비 하나를 불러서, 거기에 

성대모사를 잘하는 개그맨이 나왔던 기억이 나

는데 그 친구를 불러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수집하게 합니다. 개구리 소리, 싸우는 소리, 

여러 가지 그 모든 소리를 수집해서 한 번 내보

게 하고 그걸 한글로 다 적을 수 있는지, 실제 

기록에 남아있어서 드라마에서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실험을 이 세종대왕이 끊임없

같이 언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언어

와 해석의 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로 바뀌는 거랑 맞물려 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

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나올 

무렵에 성경이 엄청나게 대중화되기 시작합니

다. 그 전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눈

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글

자도 몰랐습니다. 글자도 몰랐고 책을 읽을 수

도 없었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말

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

든 해석이고 지식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

서 그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이 거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말하

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

다가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나타나면서 실

제로 종교개혁부터 성경이 대중화되고, 목사들

이 많이 생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

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시

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 것에 한계가 있

었고 그래서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

니다. 언어를 독점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사

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선 다시 기

독교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아니라 신을 향해서 제사를 바치는 것이었다

가 중세의 종교개혁이후에 본격적으로 바뀌면

서, 사람들을 보면서 미사를 직접하고 대화하

는 방식, 강론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확실하게 된 

건 아마 그 시기부터 현대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

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언어의 권리를 

누가 가졌었던가를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

니다. 그런데 과연 서양만 그랬었나? 딱 집어

서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 이 시기가 중세에서 

넘어오던 시기인데 종교개혁이 16세기고, 한국

도 언어의 권리, 말할 권리, 대화와 그림, 문자

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할 권리는 다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중요

해진 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대화입니다. 공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사

회적으로 더 높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

면 과거도 칠 수 있어야 하고 책을 볼 수 있어

야 되고, 급제도 하고, 관공서에서 문서에 날인

도 하는 그런 사회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글로 

해당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글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양반들만 배우

고 한자로 시험을 치고, 한자로 책을 쓰고, 한

자로 통하고, 그러다가 1400년대에 엄청난 논

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때 학생들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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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하면서 우리가 말할 권리와 공적인 담론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차츰차츰 갖게 되었

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

면 한글이 반포되고 나서도 한글이 제대로 쓰이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녀자들이 홍길동전, 춘

향전을 읽었을까요? 사적인 연애소설이거나, 여

자들끼리 쓰는 편지, 그래서 언문이라고 했습니

다. 그렇게 공적인 세계로 진출하지 못하다가 

몇 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걸 우리

의 또 다른 언어, 문자로 쓰게 된 건 현대입니다.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신문이 언제 한글로 다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 청중

한겨레신문이 나온 후입니다.

● 김현강 교수

맞아요, 한겨레신문. 아마 더 어리신 분

들은 기억에 없을 것입니다. 

● 청중

몇 년 도입니까? 

● 김현강 교수

1988년입니다. 

금 마치 보수와 진보로 나누듯이 한자가 없으

면 어떻게 신문을 만들어? 하는 논점으로 싸웠

습니다. 여러 가지 논거가 있었는데 일단 써놓

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불완전하게 된다, 그리

고 중요한 논거는 지금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

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글 전용을 반

대한다는 너무 나쁘게 들리지만 한자도 함께 

배워야 한다거나 한자로 우리 의사소통에 다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동음이의어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걸 맥락에 따라 다시 풀어서 이해

할 수 있게 써주려면 길게 써야한다는 것입니

다. 예를 들어서 한자를 방한, 방중, 이렇게 하

면 두 글자로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중국

을 방문, 중국 방문, 최소 한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면이 두 배로 늘어나면 신문이 두 배

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네 배가 되어야 똑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

다. 종이 한 면, 한 면이 다 돈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마 한겨

레신문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저건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자

를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논쟁이 필요 없을 만큼 몇 년 안에 

다 퍼져서 모든 신문이 한글 100%전용으로 바

뀌었고 가로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쓸 

수 있으려면 일단 한글로 모든 소리를 기록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비에게 시

켜서 여러 가지 소가 우는 소리, 매미 소리, 이

런 것까지 다 내게 하고 그걸 써보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타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의 글자로서 우리가 말하는 

걸 그대로 담을 수 있는가를 연구했고 좀 지적

인 테스트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 옮기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글자들을 이용해야 되

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의 유명한 고문 서적이라

든지 아니면 불교에 관한 책이라든지, 월인천강

지곡,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었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준 높

은 지적생활을 할 수 있는 책도 번역하거나 쓸 

수 있는가를 동시에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글이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든 것이기 때

문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같은 시기,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던 시기에 우리도 그걸 엄청

나게 강렬하게 겪었었던 시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부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지

만 결국 그들에게 이 말을 돌려줘야 그들이 말

하고 쓰고,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게시판처럼 말

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

다고 하는 것을 세종대왕이 보여주기도 했습니

다. 그걸 주지 않으려고 하는 측과 그걸 가지려고 

하는 측,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로소 한글이 승

● 청중

제가 태어난지 한 1년 됐을 때 입니다.

● 김현강 교수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신문을 보시는 아빠 옆에서 보면서 

이건 무슨 글자야, 무슨 글자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자를 보면서 그리고 한자 사이사이로 

한글의 조사 어미부분 ‘―에‘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하면 학교도 한자고, 방문도 한자

였습니다. 당시에 ’―했다.‘만 한글이었습니다. 

1988년 이전은 그런 세계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한글이 완전히 공적인 담론까지 진출

한 게 최근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문을 보면서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외울까? 학교에 가면 저

걸 다 외워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했

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한문 과목이 점점 없어지고 교과서를 

한글로 배우고 나중에 88년도에 신문까지 다 

바뀌면서 처음으로 공적인 매체에서 가로쓰기

와 한글전용, 또 그 때 한 번 엄청난 논쟁이 있

었습니다. 신문이나 책을 한자로 쓰면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

니다. 우린 이미 만든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상

상도 못하시지만 그 때 사설 같은 걸 찾아보시

면 몇 년간 엄청나고 치열하고 강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존 신문뿐만 아니라 학자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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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이 초청됩니다. 범인을 잡아달라고, 계속 

수도사들이 죽어나간다고. 그런데 왜 죽을까

요? 계속 독살되고 우물에 떨어져 있고, 7, 8명

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탐

정하는 신부님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 범인이 

누구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 청중

책에 독이 묻어있었습니다.

● 김현강 교수

네, 책에 독이 묻어있었습니다. 책에 독

이 묻어있어서 그 책을 못 보게 하려고 그 당시

에 보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신부님들이나 위

에 신부님들이나, 책을 지키는 신부님들이 책

에 독을 묻혀놨던 것입니다. 책을 볼 때 마다 침

을 묻혀서 우리가 책장을 넘기게 되잖아요? 그

러면 그 독이 손에 묻어서 먹게 되고, 죽게 되

는. 그래서 나중에 시신들에서 까맣게 무엇인가

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핵심은 그 책이 무

슨 책이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었습

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인데 시학이

라고 하는 것은 포에틱스, 요즘으로 말하면 시

인데 당시의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소

설이자 드라마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카

을 어떻게 들고 컵을 어떻게 들고 이런 걸을 통

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 신분과 이런 걸 표현합

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화의 또 다른 한 측

면을 더 강조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배우

들에게 많은 교본이 되기도 했었는데 얼굴 표

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경멸의 표정을 

짓는지, 표현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교본이 

되었습니다. 감정표현 하는 것을 제스처를 통

해서 연습하는 방법, 이런 것에서 실제로 다빈

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다

빈치의 『회화론』이라는 책에도 보면 좋은 화가

는 늘 시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의사소

통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

다.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

느냐를 표현하려면 결국엔 어떤 모습으로 대화

하는 것인지 관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

다. 이런 정도로 남아 있기는 했었는데 그 밖에 

우리가 말했던 또 다른 측면의 언어는 많이 사

라졌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이나 미술가들에게

는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를 지나서 현대에 오면서 대화에 

다시 관심을 갖기 했습니다. 현대에는 대학이 

생기고, 중세 이후에 대학이 생기고 학문이 점

점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

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뭉뚱그

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다빈

세로쓰기였습니다. 일본신문 보시는 것처럼 옛

날 책들처럼.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한글로 다 

바뀌었습니다.

대화는 글자만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

습니다. 맥락을 쭉 보면 동음이의어라 하더라

도 확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맥락을 보면 동음

이의어도 구별이 되고 더 짧게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 점을 몰랐던 건데 그 한자를 주장했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 대화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는데 당시 중세를 보면 언어나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귀족들은 어

떻게 행동하면서 대화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인 의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또는 어

떻게 침묵하는가? 그 당시에 가톨릭 역사를 보

면 그렇습니다. 침묵하면서 어떻게 언어를 아

끼는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

표적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

이라고 보셨어요? 움베르토 에코가 쓴 아주 재

미있는 추리소설이랍니다. 작가 에코가 기호

학자이기 때문에 중세에 이런 철학과 문헌학과 

당시의 현 풍경을 지적으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범인을 찾는 추리소설의 형식으로 

만들어 졌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요?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 졌습

니다. 범인을 잡는, 수도원에서 추리를 잘하는 

타르시스란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나

왔는데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을 정화하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무시했던 게 희극

이었습니다. 두 번째 희극 편,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이 재밌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몰래 도서

관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건 당시로서는 언

어가 가지고 있는 유희적인 기능 아니면 웃기

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광대들처럼 비판하

는 효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았던 당시 중

세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을 못 보게

끔 하려고 사실 그 책에다가 독을 발라놨던 것

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언어의 다양한 점을 

보여줬었던 책 또는 그 점을 역설 했었던 책을 

못 보게 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언어보다는 어떻게 사회계층

이나 신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의례라든지 

이런 형식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면서 대화하

는, 내 신분에 맞게 하는가를 연구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샤를 르브랭

(Charles Le Brun)은 미술계에서 되게 유명한 학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연구할 

때 제스처로 어떻게 그 사람의 지위를 표현하

는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허겁지겁 잡고 먹는 

것은 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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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살려면 선발대로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

다. 관리들을 보내기 이전에 관리들이 현지인

들을 만나서 가르치거나 선교를 하거나 교육하

거나 아니면 관공서를 세워서 뭔가 지배하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점잖은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을 배웠어야 

하고, 말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

한 것처럼 말을 그냥 배워서, 책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일단 당시엔 책이 없어요. 언어연구

가 되어있는 게 없으니까 저기 인디언 언어들

의 언어가 그냥 태어나서 쓰기 시작한 것이었

지 지금처럼 무슨 외국어로서의 OOO어, 이런 

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

들은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아니면 그 사

람들을 관찰하면서 언어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나 정치에서는 필요로 

했었고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언

어,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동양의 오지

와 그 인류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그 때 

인류를 연구하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함

께 살 것인가? 고민했었던 시초가 바로 대화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회생

활의 핵심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였

습니다. 책도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할 

법을 빌어 와서 그 이후로 또 하나의 흐름은 사

회학자들이 다시 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

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주류사회학이라

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거시사

회학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한다든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60

대와 20대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를 파악하는 

사회학이 주류였고 사실은 지금도 그게 주류입

니다. 하지만 미시사회학이라고 해서 아주 일

부의 그 주류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첫 번째가 바

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처럼 종합이 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봤을 때 미시적인 형태, 기본적인 형

태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사회의 시작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사회로 관찰하려

고 하는 것이 비주류의 사회학자들에게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준 유명한 학자가 바로 

고프만(E. goffma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

다. 고프만은 미국에서 사회학회장도 하고 되

게 유명한 캐나다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들

치 같은 사람을 르네상스맨이라고 합니다. 모

든 걸 다 했던 사람이 아니라 현대는 저처럼 대

화밖에 모르는 사람, 화학밖에 모르는 사람, 이

렇게 분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이

제 언어에 대한 관심도 새로 생기기 시작했는

데 이게 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화

하는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대화에 다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게 어

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그 전까지 언어는 

똑똑한 학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 공부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르네상

스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언어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

지만 사회와 역사랑 딱 맞물려 있습니다. 심지

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화도 마찬가

지고 대화에 관심을 가진 게 유럽이나 서구의 

인류학자들이었습니다.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

이 어떻게 생겼냐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오지까

지 가거나 사모아 섬, 피지 섬, 제주도, 저 멀리 

하와이에 갔었습니다. 

● 청중

식민지 개척 때문입니까?

● 김현강 교수

네. 식민지 개척 시 식민지 안에서 지배

때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언어

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기록하는 방법, 언

어를 기록하는 방법,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 나

아가서 언어를 교육하는 방법의 기초가 여기에

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인류학자들이 첫 시작

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따라다니다 보니 

혼자서 언어를 배워야하니까 이 학자들이 좀 

따라다니면서 보다보니 쟤들이 지금 싸우는 걸

까? 회의를 하는 걸까? 대화를 하는 걸까? 대

화를 듣다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

럼 우리가 언어를 먼저 배웠을 때는 언어, 문

자, 문법을 먼저 언어로 인식합니다. 영어 하면 

일단 스쿨, 고, 이런 것도 먼저 배우지만 그 때

는 언어를 통째로 날 것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사전이 없으니

까 맥락을 봐야 합니다. 지금 뭘 하는지, 돼지

를 잡고 있는 건지, 그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건

지, 먹여주는 건지 맥락을 봤어야 했고 그 맥락

에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의 의도와 말하는 것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정, 고개 끄덕임, 여러 

가지 대화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요소를 다 관

찰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대

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인류학자들에게

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그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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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할 

때 대부분은 대화적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래서 고프만은 사회학회가 열리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논문 쓰면서 이미 유명해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

람이 바로 이런 인간과 인간이 개인적으로 만

나는 상호작용, 만났을 때 사회의 모습을 연구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놀라웠던 

게 거리에서 만난 사람 또는 정신병원에서 실

제로 만난 사람들, 여러 깡패들, 현장 정리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

고 대화하는가를 사회학자의 눈으로 기록했었

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

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회를 가면 ‘고프만 어

딨어?’, ‘고프만 교수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 겠

어,‘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

면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저 구석에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서 

숨어서 벽 쪽의 꽃처럼 서 있다가 살짝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고프

만과 비슷했습니다. 

● 청중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져있기 때

문에 더 관찰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것이 옳을까? 또는 그냥 무조건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을까? 

그 때 제 역할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돌아

가서 집에 가면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아니

면 그것도 전혀 모르는 낯선 백화점에서 부당

한 대우를 손님으로서 받았을 때, 그 때마다 다

른 내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서 고프만은 바로 그 모든 가면들이 바로 내 역

할이라고 봤던 것이고 마치 연극배우가 무대에

서 역할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개

인이 한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대화의 장면과 

대화의 상황에서 자기를 연출하는 것이 대화라

고 보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맞게 하는, 그렇

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나 대화의 역할 수만큼 

개인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에서 봤을 때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

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안의 일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관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가

족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상합니

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아무 이야기

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통 

개그맨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면 

웃기지 않는다고. 물론 웃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바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본모습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한 CF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박카스 광

이 쭉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어와 대화와 사회학에 대한 연구

의 모든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씩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 들었을법한 프레임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고, 

이 사람은 제가 왜 대화연구를 시작했는지를 

보면 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이 고프만은 대

화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

회가 원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화

를 잘 못했습니다. 대화를 잘 못했을 뿐만 아니

라 대화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저도 사실 대화를 연구하지만 

대화를 잘 못합니다. 고프만도 그렇고, 저도 비

슷한 증상이 있는데, 사회 생활할 때 뭐가 피곤

한가? 이랬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피곤한 

일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대화입니다. 친한 친

구를 만나고 즐겁게 대화를 했는데 집에 들어

갈 생각을 하면 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굳

이 나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

서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나? 아니면 약

간 화가 나서 한 마디 나도 대답했지만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싸해졌어. 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일까? 부터 시작부터해서 여러 가지 고

민을 합니다. 또는 낯선 곳에서 사람들과 대화

했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지? 

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현

● 김현강 교수

그렇습니다. 떨어져있기도 하고 스스로 

너무 그게 힘겹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대화

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인지, 왜 나는 

대화할 때마다 상처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연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화가 말로만 하는 

거라면 이렇게 힘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사회적인 행위이고 사회적으로 경쟁하

는 것이고 또는 협상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나

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문제라

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로서 알게 됐던 것입니

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초기작품인 『자아연

출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내가 속한 장면에서 그 수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 역할,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

니까 고프만은 사회학자이면서 이 대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관찰하고 연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은 이 역할입니다. 제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여

기에서의 제 역할이고 돌아서서 나가면, 아까 

혹시 처음에 오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걸 알고 제가 말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제 소개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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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강 교수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주제 

속에서 사실은 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든가 가족에게 더 

친절한 게 정말 필요한 일인데 잘 되시나요? 

잘 안되잖아요.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 주제

는 맞는 주제이고 우리가 공감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때 그 때마다 그

럴 수밖에 없는 개인의 어떤 심리나 그런 게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친구에게 하듯

이 참아주고 공손하게 말하고, 꾹꾹 참고, 대화

를 사회적인 규범이나 나의 위신에 맞게 대화

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옳다거나 늘 부모님에게 

불손하게 대화하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사실 그런 필요함이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도 이 부모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사회적

으로 평가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모

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만 엄마는 유산을 많

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이만큼만 말도 적게 하고 부모님하고 안 싸우고 

아니면 혹시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는 나의 능력이나 한계를 그대

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되고 싶

은 나, 보여주고 싶은 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말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나를 만들어내는 연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 의례라고 하는 것

인데 실제로 그러려면 개인은 상당히 많은 시

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

여야 하고, 지금 관계는 어떻고,  실제로 대화

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례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현대사회로 오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현대제도가 정착해 있는 

사회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어떻게 대화해야 하

는지 매뉴얼화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

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제도, 문화의 모습입니

다. 그런 것들이 메뉴얼화 될 수록 사실은 언어

적으로 현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

자면 한국사회는 중간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급속하게 이 현대를 겪었기 때문에. 외국인하

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는 엘리베이터

고였는지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어떤 젊은이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되게 

잘 반응해주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친

구로서 해 주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문 닫고 들

어가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하

고 부모님이랑 이야기하지도 않아서 당신의 모

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면서 가족들과 대화

를 하라는 공익광고가 혹시 기억나세요? 최근 

저는 그걸 보면서 피곤하다, 저렇게 대화를 모

르는 광고가 있을까? 모든 장면에서 착한 사람

이 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

게도 좋은 딸, 좋은 선생님, 좋은 낯선 사람, 좋

은 시민, 이렇게 해서 항상 똑같은 일관된 역할

로 대화하고 그런 얼굴을 보이라는 거랑 마찬

가지로 느껴졌습니다. 

● 청중

그런데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 와서 엄마한

테 친절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엄마한테 그렇

게 말도 짧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말하는 것처

럼 역할이나 사고, 그걸 보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밖에서 했던 것

처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자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에게 친절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를 조금만 써서 관계를, 왜냐

하면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있는 그

대로 보거나 파악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일부

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니까 효

율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면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심

리적으로 그렇게 대화하는 면도 있어서 고프만

이 바로 이런 필요함과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에 

느낀 부족한 에너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

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마다 옷을 입고, 가

면을 입고, 그 역할에 맞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을 이 책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가 옷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입잖아요? 다르

게 입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언어하

고 비슷한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옷이라

고 하는 건 내가 가진 경제적인 여건 안에서 또는 

내가 가진 미적인 감각이나 능력 안에서 골라

서 입게 됩니다. 엄청나게 멋진 옷이 있지만 살 

수 없을 때는 그걸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옷이 아닙니다. 예

를 들어서 내가 되고 싶거나 보여주고 싶은 이

미지에 맞춰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저축해서 비싼 명품을 하나 사서 걸칠 수

도 있고 또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섹시하게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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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제도화와 훈련되

어있고 역사가 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

히려 반대로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은 이

런 것입니다. 딱 만났을 때 “밥 먹었어요?”, “식

사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

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식

구들, 친척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

고 살기 힘들던 시절, 실제로 식사를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안부이기도 했고 그걸 물을 수 있

는 것이 식구들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서의 인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못 한 이유는 우리 

방식대로의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식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온 게 한꺼번

에 다 섞여서 지금은 이전보다는 엘리베이터에

서는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와 

날씨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몇 층 가세요?”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의 

그 위기의 상황을 대처합니다. 왜냐면 인간에

게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

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고프만의 표현에 의해도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통해서 대처해

야 하는가를 우리 사회에 맞게 점점 배워나가

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대화하기 좀 서툴고, 

대화하기 피곤하고, 대화했을 때 상처도 받습

를 탔을 때, 의례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

지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하죠? 숫자도 보고, 거울도 보고, 광고도 

보고, 그렇게 하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딱 그렇게 탔

을 때 어떻게 하죠? “Hi~”하고 웃으면서 관심 

없어도 쳐다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의

례화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서양의 역

사를 이해해야 하고, 악수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악수가 손에 무기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었다고 합니다. 악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Hi’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시민

이고 너희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다,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드러

내주는 게 ‘Hi’인 것입니다. 그래서 “Hi” 하고 “날

씨가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례화 되어 

있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낯선 상황을 

어떻게 대화로 관리하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의례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생기

다보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회적인 행

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의례화 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마

음이 따뜻하거나 말하기를 좋아해서, 예의 있어

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니다. 『스티그마』가 대표적인데 낙인이라고 하

는 심리적인 장애, 이 사람은 물리적인 장애만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약점과 낙인

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고 어떻게 대화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대

화하는가? 그걸 들키지 않고 어떻게 대화하는

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대화에

는 다양한 이해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

요하고 사실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전체의 사

회가 그걸 알면서 규범을 만들어 내고, 의례도 

만들어 내고, 서로 그걸 공유하는 게 사실은 대

화하는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요즘 점

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대화

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도 좀 

줄여주고 상처도 조금 극복하고, 상처 속에서

도 숨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도 될 거라 생각이 듭

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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