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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두두갑갑의의	 	 세세상상을을	 	 상상상상하하는는	 	 과과학학]]	 	 상상상상이이	 	 현현실실이이	 	 되되는는	 	 세세상상,,	 	 그그	 	 중중
심심에에는는	 	 ''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가가	 	 있있었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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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광광근근	 	 ''컴컴퓨퓨터터과과학학이이	 	 여여는는	 	 세세계계''

바야흐로	 소프트웨어의	 시대이다.	 컴퓨터의	 힘을	 창의적이고	 자유자재
로	 구사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우
리의	 경제활동과	 삶을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고	 선언할	 정도로	 여러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마존과	 같은	 회사가	 각종	 소프트웨어
를	 통해	 알려주고,	 우리가	 무엇을	 읽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구글의	 검색	 알
고리즘이	 정해주며,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페이스북이	 정의해

주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서울대	 이광근	 교수의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는	 디지털	 세상을	 이끄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등장
과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	 혁명을	 일으키는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컴퓨터과학의	 근본적인	 변화
를	 통찰력	 있게	 분석한	 저서이다.	 그가	 지적하듯이	 컴퓨터와	 다른	 기계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단
순	 기계와	 달리	 소프트웨어에	 따라	 보편만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스마트폰은	 우
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컴퓨터로,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부터	 워드	 프로세
서	 작업,	 음악	 감상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보편만능기계가	 추상적인

이론과	 스위치	 기술의	 만남을	 통해	 현실화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이	 책은	 20세기	 가장	 혁신적이었던	 컴퓨터과학의	 기저에	 있는	 여러	 수학
적,	 이론적	 발전들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컴퓨터를	 만능	 기계로
만드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컴퓨터과학의	 원천	 아이디
어들을	 소개한다.	 일례로	 아마존과	 같은	 사이트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
해	 상품을	 추천하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은	 어떻게	 뉴스	 순위를	 결정하는
가?	 이러한	 알고리즘의	 설계에	 상업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삶의	 많은	 활동이	 컴퓨터를	 통해	 매개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컴퓨터
가	 지닌	 힘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	 이	 시점,	 이	 책은	 컴퓨터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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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디지털	 세상의	 등장에	 대해	 분석한	 통찰력	 있는	 교양서이자	 권위	 있는	 컴퓨터과학	 입문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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