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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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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 속의 디지털 

5. 디지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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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텍스트가 시간과 존재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요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엠아이티 스쿨을 방문했을 때, 

그 곳의 미디어랩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전자 종이를 내게 보여

주었어요. 양피지에서 펄프 종이를 거쳐 플라스틱 종이 시대가 

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

이퍼텍스트가 결코 전통적인 텍스트를 대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음악에다 비유하면 전통적인 텍스트는 권위 있는 악

보에 바탕을 둔 클래식 음악에 해당하며, 누구나 한 줄 즉흥적으

로 써넣을 수 있는 열린 텍스트인 하이퍼텍스트는 재즈 음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재즈의 즉흥 연주가 클래식의 악보 

위주 연주를 대체하지 않는 것처럼, 하이퍼텍스트와 전통적 텍

스트 역시 서로 공존해 갈 것입니다.  

 

 -움베르토 에코, ｢디지털매체, 책 말살하지 못한다｣, 시사저
널, 1996.12.14.- 

 

 



토플러의 예측 

 



제1차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익히 아는 18세기의 증기기관 발명과 

함께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이다. 흔히 이 시기의 특징을 섬유 

공업이 거대 산업화되면서, 농경사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거대 에너지의 활용이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어마어마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제2차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전기에너지 보급이 만
들었다. 기존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철강, 전기 분야의 산업이 팽
창되었다. 에디슨의 전구와 축음기, 벨의 전화 등이 대표적인 발
명품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내연 기관을 탑재한 자동차의 보급
이다.  

 흔히 대량 생산을 통한 신규 산업이 다수 나타난 시기라고 기술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손쉬운 에너지의 보급이
었다. 1차 산업혁명의 에너지는 장소에 제약이 심했지만, 이제 

어디서든지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3차 

 

 제3차 산업혁명은 토플러가 제시한 1980년대에 시작된 제 3

의 물결과 궤를 같이 한다. 컴퓨터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 불
리는 이 혁명은 20세기의 양자역학에 의해 발전된 반도체 기술
에 의해 가능해졌다. 아날로그 기계 장치에서 정밀제어가 가능
한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그 특
징이다.  

 제3차 산업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인간이 정신노동에서 조
차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
술(ICT)이 포함된다.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육체적 노
동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머
리를 써서 해야 하는 일조차 컴퓨터가 해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제4차 

 

 제4차 산업혁명은 흔히 초연결성, 초지능성에 의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인공 지능과 나노 기술이 로봇 공학
에 탑재되고, 3D 프린팅이 생명 공학과 결합되고,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이 촘촘히 연결될 것이라 한다.  

 그 결과 이전의 세 가지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가 이제까
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변화가 빠른 시일 안에 닥칠 것이라 

한다. 경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정작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
해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클라우스 슈밥 

 아직 까지는 세계 인구의 17 %가 아직 제 2차 산업혁명을 경
험하지 못했고,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의 90%가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유하
게 될 것이고, 1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인구의 80%

가 인터넷에서 디지털 정체성(신분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만
간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인구의 90%가 언
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할 것
이라고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전 세계 70억 인구가 궁금해 하는 질
문에 대답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다. 구글
의 이 빅데이터 활용하면서 투자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이익이 구글 수익의 절반을 넘는다.   

 인공지능은 개인비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오늘날의 

태블릿과 같은 간단한 기기 조차도 30년 전 데스크톱 50,000 

대의 처리 능력을 가진다. 황의 법칙을 따른 메모리의 발전은 이
제 정보저장 비용을 없애 버렸다. 우리는 인터넷에 거의 한계가 

없는 저장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계 비용
이 0에 가까워진 디지털 기술이다. 훨씬 적은노동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이기 다가오고 있다.  

 



1703년 4월 1일. 부베신부가 보내 온 역괘도. 수는 라이프니츠가, 알파벳은 부베가 써넣은 것. 
독일 하노버 도서관 소장. 
 

그림.1 



라이프니츠와 주역의 비교. 오른쪽은 0을 빼놓은 것이고, 가운데는 0을 써넣은 것이며, 왼쪽은 64괘와
의 관계. 오른 쪽과 가운데는 라이프니츠가 역을 발견하기 약 20년전(1679)에 발표한 기호법. 라
이프니츠와 역이 다른 것이 있다면, 라이프니츠는 0이 있기 때문에 10진 숫자는 63에서 멈춘다. 
 
 

그림.2 



주역의 2진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 검고 흼, 음효와 양효 등 표현방식은 0과 1뿐이다. 
 
 

그림.3 



필라레테의 ｢건축론｣에 소개된 밀라노 마조레 병원의 설계초안(1460)으로 십자의 구도. 중앙은 예
배당이며, 십자의 중심부에 제단을 마련했다. 이 때의 건축은 효용성보다는 종교성이 강조된다.  

 

그림.4 



콜로세움의 모습은 마치 0과 1이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다. 바이너리 코드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림.5 



콜로세움의 복원도. 콜로세움이,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온갖 곳으로 통할 수 있는 개방성이다. 0과 

1로 열린 세계(四通八達)를 만들었다. 여러 곳에서 걸어나오는 사람에 주의할 것. 당시에도 76

개의 출입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림.6 



놀리의 로마지도. 위에서 보고 있기에 평면도이며 2차원적이다. 
 

그림.8 



애플의 인터넷 지도 <E․WORLD>. 3차원적이며 네트워크 속에서 방문이 가능하다. 

 

그림.9 



먼셀의 색입체 개념도와 모형. 채도와 명도를 중심으로 색의 정량화를 꾀했다. 디지털의 목표이자 장
점이 바로 이러한 정확도에 있다. 노란색이라 해도 사람마다 다른 색을 생각하는데, 기호화되면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디지털에서 색은 태그 속의 숫자로 표현된다. 

 

그림.10 



팔괘색상환. 태극의 범주 속에서 표현된 색과 방위와 8괘의 관계도. 이 태극 속에 우주가 담겨져 

있다. 태극도 음과 양이라는 바이너리 코드를 자기의 몸으로 하고 있다. 

 

그림.11 



64괘 가운데 12월을 표현하는 괘들. 11월인 복괘는 양이 하나이며 차츰 하나씩 들어 4월에는 모두 

양인 건괘(하늘)가 되고, 또 다시 줄어 10월의 모두 음인 곤괘(땅)가 된다. 복(復)은 되돌아옴을 가리
키며, 그 계기성 때문에 주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2개월 가운데 으뜸의 자리에 있다. 

 

그림.12 



선천 64괘직도. 64괘가 원형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직열로 그려도 일정한 대칭형을 이룬다. 

위에는 음이 없는 것, 하나인 것, 둘인 것의 순서로 시작하여, 아래로는 양이 없는 것에 이른다. 

 

그림.13 



오행(五行) 방위도. 목(동)-화(남)-토(중앙: 여기서는 화의 옆)-금(서)-수(북)의 배치. 색깔과 계절도 

5행으로 정식화된다. 

 

그림.14 



오행과 팔괘의 관계도. 

 

그림15. 



세잔느, <레 로브에서 바라본 성 빅토와르산>(1902-1906). 같은 산이지만, 빛에 따라 그림이 다
르다. 빛으로 자연이 환원(還元)되고 있다. 

 

그림.16 



현대성을 가장 대표하는 화가 스텔라의 자와 그림쇠로 그린 듯한 그림. 과거에 이런 그림은 수준 낮
은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모더니즘 작가들에 의해 의미가 적극적으로 부여되었다. 

 

그림.17 



심주(沈周: 1427-1509) 책장도(策杖圖). 지팽이를 짓고 태고(太古)의 정취를 지닌 곳으로 한가
롭게 걸어 들어가고 있다. 산수화에서는 선(線)도 중요하지만 점(點)이 무척 강조된다. 나무의 잎이 

점엽(點葉)법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림.19 



주신(周臣: 1500-1535)으로 추측. 초당몽선도(草堂夢仙圖). 꿈결에 신선이 되어 날아가고 있다. 

바위의 이끼가 점철(點綴)되어 있다. 점철은 산수에서 미녀의 사마귀와 같아 잘하면 귀여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흉측하다. 

 

그림.20 



미디어와 인지, 컴뮤니케이션 그리고 문화의 관련성. 

 

그림.21 



범관(范寬:11C초). 계산행려도(谿山行旅圖). 실재 존재하는 산을 그림으로 옮겼다. 현실과 예술, 

구상(具象)성과 비구상성을 생각나게 한다. 때로 예술은 현실보다 더욱 실재적이다. 

 

그림.22 



맨 처음 인용된 에코(UMBERTO ECO)의 말. 현대 살아있는 지성 가운데,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기호학자 겸 소설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숀 코너리가 주연한 영화로도 널리 알려
진)과 푸코의 추(진자)라는 소설 그리고 연어와 여행하는 법 등 대중적이면서 깊이 있는 글
쓰기로 유명하다.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영화화되었다)도 그의 수법을 따랐다고 작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림.23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그림. 칸딘스키는 사물을 분해 추상(抽象)하고자 한 이론가이자 화가이다. 

그의 그림 가운데는 나무가 단계적으로 추상화되가는 과정을 그려 놓은 것도 있다. 몬드리안의 합성
(COMPOSITION). 합성 또한 현대세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24 



사냑, 마르세유 항(1911). 후기 인상파들은 빛을 완전히 분해하여, 점묘(點描)법으로 표현했다. 사
물이 빛의 단위로 미분되고 있다. 그들에 대해 ‘과학적’이라 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다. 

 

그림.26 



쇠라, 라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1885). 아, 이렇게 평화로운 일요일, 게다가 오후.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모두 점으로 되어 있다. 디지털 화면이 모두 점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림.27 



니체가 쓴 타자기와 같은 기종의 타자기. 말링 하우젠 사 제작(1867). “우리가 쓰는 글쓰기 도구가 

우리 사고에 함께 가담한다.”(니체가 페터 가스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림.28 



올리베티 타자기 선전용 포스터. 아름다운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20세기초에 널리 보급
된 타자기를 통해 글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것. 초기의 타자기는 사무직 

여성의 전유물이기도 했다. 

 

그림.29 



구텐베르크의 성서 인쇄본. 당시 가격은 중견공무원의 일년반의 봉급을 모아야 살 수 있었다. 구텐베
르크가 의미 있는 것은 금속활자를 통해 인쇄물의 급속한 보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다. 청주의 

직지가 최고(最古)로서 의미 있지만, 문제는 직지 이후에 대중적 확산이 없었다는 데 있다. 쿠텐베
르크의 가치는 인쇄술의 기계적 발전에 있다. 

 

그림.30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 그의 글은 이른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를 요즘 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비선형’(非線型)적 글쓰기이다. 선형에 익숙한 사람이 그의 
글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림.31 



빌렘 플루서의 비선형적 글쓰기. 그림의 번호는 언제나 선택될 수 있다. 그는 알파벳 사고(텍스트)가 

3000년이나 걸려 형상적 사고(마술과 신화)를 박물관으로 집어넣었듯이, 디지털코드가 순서
(PROCESS)적 사고에 승리할 것을 예측한다.  

 

그림.32 



음성자료 

 NGU의 단체가(歌)를 듣고 싶으면, 

 www.stallman.org로 들어가서 노래(sung)를 클릭하면 된다.  

 과장하자면, 디지털 무정부주의의 진군가이다.  

 주요 내용은 ‘함께 모여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씁시다’(join now and share the software)이
다. 

      Sung by Richard Stallman 

 

 Join us now and share the software, you'll be free hackers, you'll be free. 

 Join us now and share the software, you'll be free hackers, you'll be free. 

 Orders can get piles of money, that is true hackers, that is true. 

 But they can't help their neighbors, that's not good hackers, that's not good. 

 When we have enough free software, that's our goal hackers, that's our goal. 

 We'll kick out those dirty licenses, ever more hackers, Forever more. 

 Join us now and share the software, you'll be free hackers, you'll be free. 

 Join us now and share the software, you'll be free hackers, you'll be free. 

 

 cf. 리눅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PC 운영체제에서 

우분투가 1.28%,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가 46.26%를 기록했다. 서버 부분에서는 2014년 

1월 기준으로 34.62%를 차지했다. 구글과 같은 큰 IT 기업들도 리눅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리눅스가 퍼지고 있는 만큼 리눅스의 철학도 확산되고 있을까.(by 권혜미, 2014.9.5, Blo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