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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출발공간에서
정호경

3. 내가 느낀 것
첫째, 컴퓨터의 시작에 관해 좀 더 빨리 알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동안 어쩌다 컴퓨터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을 아예 가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어릴 때는 
그야말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놀랍고 기특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원리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면 금세 답답해지곤 했다. 왜냐하
면, 구조야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하는 일은 정보를 읽고 쓰고 저장하는 것인데, 다
들 무슨 무슨 장치가 있고 그게 하는 일이 뭔지는 잘 설명해 주었지만, 정작 그 '읽고' '쓰고' 
'저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컴퓨터보
다 훨씬 단순했을 최초의 컴퓨터를 보면 그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컴퓨터의 시작을 찾으려 할 때면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대부분의 정보는 '컴
퓨터는 처음에 계산기에서 출발했다', '최초의 컴퓨터 이름은 □□이고 nnnn년에 △△대학의 
○○교수가 제작했다' 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컴퓨터는 계산기와는 말 그대로 차
원이 다른 기계인데,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계산기가 컴퓨터가 됐다는 걸까? ○○교
수는 뭘 하다가, 무슨 이유로 그런 엄청난 발명을 하게 된 걸까? 함께 덧붙여진 커다란 기계
들의 사진들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최초의 컴퓨터든 컴퓨터의 원리든 모두 내 능력 밖의 것으로 생각하고 더는 알
려 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전혀 공감하지 못할 천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산기에서 컴퓨터를 '뿅' 하고 만들어냈고, 그 방법이란 내가 관련 학문들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결코 이해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한 시간과 지식이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만들어 놓은 기계를 감사하게 잘 쓰자, 그게 내 결론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보니, 컴퓨터의 시초가 되었다는 튜링 기계는 계산기
의 원리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것이었고, 그 발전 과정도 '뿅'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지금에라도 궁금증을 푼 것은 무척 기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릴 때의 
내가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컴퓨터의 시작에 관해 알아봤다면, 혹은 내가 읽었던 글 중
의 하나가 튜링의 증명으로 시작했다면,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배운 것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 아쉬움은 단순히 이 재미를 일찍 맛보았더라면 좋았을 것
이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과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호기심 비슷한 것
이기도 하다.

둘째, 정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세상에 문제를 던지는 것의 가치를 느꼈다. 지금까지 
책과 강의에서 다루었던 핵심적인 인물은 단연코 튜링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
었던 인물은 '다비트 힐베르트'였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학에서 참인 명제를 모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펼쳐 보인 그 수학자 말이다. 물론 그의 꿈은 괴델이 깨버렸지만, 깨
뜨릴 꿈이 없었다면 괴델이 제아무리 훌륭한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동안 나는 문제는 정답과 한 세트라고 생각해왔다. 다시 말해, 문제를 제안할 때는 그 문
제의 완벽한 정답까지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실마리 정도는 함께 제시하는 게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해왔다. 끝까지-실마리를 얻을 때까지-고민해보지도 않고 '난 모르겠다'라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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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질문하는 것은 끈기 없고 게으른 행동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로, 훌륭하다고 일컬어
지는 학자들은 모두 오랜 연구 끝에 결국 답을 찾아낸 사람들 아닌가. 그 전에 비슷한 물음을 
던지거나 그에 잘못된 대답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실패 사례로, 위대한 결론의 서론으로서 기
록될 뿐이다.

그런데 힐베르트의 사례를 보니 정답 없이 문제만 던지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 
듯했다. 우선 당연하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 자원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괴델은 고작 3년 만에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다. 골몰하
던 문제가 저 정도로 금방 풀리기만 한다면, 내가 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답을 구하지 못해도 일단 문제를 던지는 것이 가치 있는 또 
다른-더 중요한-이유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할 경우, 문제를 낸 
사람도, 그 문제에 답한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
이다. 더 확장해서 말하면, 누군가 던진 문제 하나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튜
링 기계가, 컴퓨터가 바로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지식의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게 좋아." 내가 갓 대학
생이 되었을 때, 강의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고민하던 나에게 한 교수님
께서 해 주신 말씀이다. 교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
다고 하시며 위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그 말씀을, 남이 내놓은 정답을 이해하는 수준
을 뛰어넘어 직접 정답을 알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그게 완전
히 틀린 해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교수님의 격려에 감사하
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궁금한 게 있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내 지적 능력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식의 생산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마음같이 
될까 하는 생각에 허탈해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힐베르트를 보며(물론 힐베르트는 엄청나
게 많은 정답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지식의 생산이 정답의 생산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설령 내가 정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한 고민을 많
이 해야겠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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