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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아니어도 좋아!
자유전공학부 심지원
II. 내가 느낀 것, 그리고 상상하게 된 것
컴퓨터가 전기 스위치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며 융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
다. 부울 논리와 스위치에 대한 기본 지식을 모두 알고 있다면 부울의 세 가지 접속사가 스위
치와 대응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주먹구구식으
로 활용되던 스위치 분야에 이해를 통한 체계가 불어넣어 졌으며, 발전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까지 성공했다. 전혀 다른 세계라 생각되는 논리학과 스위치 분야에 대
한 지식이 융합되면서 컴퓨터라는 전혀 새로운 기계가 탄생한 것이다. 클로드 섀넌이 부울 논
리와 스위치를 접목시킨 것처럼 학문들의 융합은 그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아이디어
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 융합의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직렬로 연결된
스위치를 보며 ‘그리고’ 조합을 떠올릴 수 있는 찰나의 스파크만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분야에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논리학의 전문가여도 스위치에 대한 지
식이 전혀 없다면 위 발견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분야만을 파는 specialist도 물
론 중요하다. 하지만 다방면에 능숙한 generalist에게 융합의 스파크가 튈 가능성이 더 높다
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generalist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다. 앞으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분야들의 융합으로부터 어떠한 혁신적인 결과들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된 컴퓨터의 효율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두렵기도 하다.
1970년대 수천 개의 스위치가 약 0.5와트로 구동되었던 것과 비교해 지금은 약  배 많은
스위치를 약 80와트로 구동할 수 있다고 한다.1) 그리고 그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지금도
매우 활발하다. 양자 컴퓨터가 그 예다. 앞으로 컴퓨터의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상가
능하다. 하지만 ‘효율을 높이는 것이 꼭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소모가 줄어 몇몇 NP문제들이 다항 시간 안에 가능하게 된 것을 보
면, 앞으로 효율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언젠가는 P=NP의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2) 책에서는 이를 “명작을 현실적인 비용으로 컴퓨터가 자동 생산”3)할 수 있는 세상으
로 비유한다. 명작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화가, 음악가, 작가, 시인이
사라지고 기계가 예술의 영역을 독점할 것이다. 나에게 P=NP의 세상은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만 같다. 인간의 고유기능이 점차 컴퓨터에게 위협받으며, ‘어차피 컴퓨터가 해줄거야’라며
점점 더 컴퓨터에게만 의지하는, 창작과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의 의욕과 노력이 점차 사라지
는 그런 재미없는 세상이 말이다. 이러한 두려움에 컴퓨터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마냥 두 팔 벌려 기다릴 수 없다.
두려움 속에서 나는 소프트웨어를 궁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느림의 미학을
추구했으면 한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만능이게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은 결국
1) Ibid.p.89(각주7).
2) 물론 아직까지 P ≠ NP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P ≠ NP임을 전제한다.
3) Ibid.p.114.

인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컴퓨터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인간에게
유용할 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그대로
를 무심히 실행에 옮길 뿐, 빈틈이 있다면 고스란히 드러낸다”4)는 말에서 나는 ‘무심히 실행
에 옮길 뿐’이라는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컴퓨터는 소프트에어를 실행함에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냥 주어진 일을 ‘생각 없이’ 실행할 뿐이다. 어떤 윤
리적인 고려도, 실행결과로 파급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없다. 따라서 복잡한 소프
트웨어를 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작은 실수가 원하는 결과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
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느림의 미학을 추구
하며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최
적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완벽한 최적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더 빠르고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수백 개의 부
품들로 이루어진 정수식 중 0을 곱하는 부품이 하나라도 있다면 수백 번의 번역과정 없이 최
적화 컴파일러를 통해 ‘0’이라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
은 소프트웨어들은 그 글자 수가 웬만한 대하소설보다 많고, 웬만한 포유류 뇌 속 뉴런들 연
결 관계만큼 복잡한 논리 흐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5) 이렇게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짜는 데 실수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것은 실수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길이라 생각된다. 빠르게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천천히 정석대로 가는
게 좋을 수 있다. 위험이 클 때 특히 그렇다. 무서운 소프트웨어를 짤 때 결코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최고의 컴퓨터’에 근접해가는 듯 한 컴퓨터에게 ‘최고가 아니어도 좋아!’라
는 말을 하고 싶다.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다항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의
영역이 확대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검산할 수 있는 기술도 만
들어졌다. 어쩌면 튜링의 ‘기계적인 계산’을 벗어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분야의 발전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컴퓨터’를 향해 점점 발전해가는 것을 보며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엄습한다. 최고의 컴퓨터 대신 안전한 컴퓨터를 원한다.
소프트웨어로 인간의 기능까지 위협받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이 컴퓨터에
게 지배받는 세상이 온다면 ‘최고’를 향한 지금의 거침없는 질주를 후회하게 될 것만 같다.

4) Ibid. p.93.
5) Ibid. p.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