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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조심스러운 프러포즈
국사학과 신지환

 

◆ 내가 느낀 것, 그리고 상상하게 된 것

 연상 퀴즈를 풀어가는 느낌

 교재의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마치 연상 퀴즈를 해가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 더 유식한 말
로 하자면 유비추론. 두 개의 비슷한 개념을 가진 요소들이 차례차례 연결되어 발전하는 모습
이 인상적이었다. 그 시작은 부울 대수와 스위치의 접목이었다. 연결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
지 못했던 두 가지 개념들이, 사실 완벽히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의 연
결에서부터 위대한 탄생의 서막이 오를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튜링 기계가 가진 기계의 중력과 람다 계산법이 가진 람다의 중력이 존재한
다. 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논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중요한 사실의 발견이 뒤따
른다. 언어로 짠 프로그램과 논리로 짠 증명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까지 생각
이 미쳤을 때, 또 한 번 거대한 혁신이 일어난다.
 비슷한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키는 ‘유추에 의한 연상 작용’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쾌감을 제
공한다. 인간이 하나보단 둘이기를 갈구하고 자신과 타인의 공통점을 발견할 때 기뻐하듯, 하
나의 관념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관념으로 전이되고 그 둘의 긴밀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똑같이 희열을 느낀다. 그 희열이 컴퓨터과학이 발전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감정적 원동
력 아니었을까.
 
 ‘직관’의 거대한 존재감

 ‘직관’은 최근 AI의 대두와 더불어, 인간이 AI에 비해 지닌 최대의 장점으로 많이 언급된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직관을 ‘컴퓨터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현
실적인 알고리즘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친구 ‘직관’이 버젓이 동원되고 있었
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컴퓨터 역시 선택의 기로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겠
다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구나. 컴퓨터 역시 필요할 땐 직관에 의한 ‘통밥’을 활용하는구나.
 나름 분석해보자면, ‘직관’ 역시 이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객관적 주
관’이다. ‘느낌’이나 ‘Feel’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기엔 보이지 않는 근거를 많이 가진 도구인 셈
이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에 의한 판단에 우연적 요소가 많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연’보다는 ‘개연’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기에 컴퓨터에서도 직관이 나름의 존재감을 발
휘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데이터의 시대, 논리와 언어는 인문학의 주 종목

 기계의 중력과 람다의 중력에 뒤이어, 최근에는 확률추론 프로그래밍에 기반하고 있는 ‘데이
터의 중력’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 기계의 중력이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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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의 중력이 논리로 증명을 한다면, 데이터의 중력은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만든다. 데이터
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의 현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른바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한 
현재, 1)확률추론 프로그래밍이 현상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그 꿈
이 나에게도 생겼다.
 컴퓨터가 일상에 나타난 현상의 이유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컴퓨터는 인문사회학과 
다시 한 번 한층 가까워진다. 사람의 섬세한 선호와 동기, 감정까지 컴퓨터가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SNS나 기업들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선호를 알아내
고, 그것에 맞게 정보와 상품을 제공한다. 이것이 이제는 인문사회학의 학문 분야로까지 넘어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유명한 OST 구절이 떠오른다. 인문사회학이 컴퓨터에게 보내는 조심
스러운 프러포즈.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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