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테이션’: ‘컴퓨팅’ 사고력, 2018.05.03

전자 연산 장치(Electronic Computing Device)를 의미하는 ‘컴퓨터’는 오늘날, 양자 역학의 발달 결과로 양자 연산이 나오면서 (쉽게 설명하자면 온도계 수은주가 올라갈 때, 수은 ‘이온’을 이용해 연산을 한다’는 의미) 또 한 번, 불확정성 원리('퍼지' 이론과 불완전성 cf.)에 의존하는 객관주의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형이하학에서 분석 철학(‘괴델’ cf.)을 통해서 유추한 개념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우주 팽창/수축 계수(coefficient), ‘블랙홀’에서 ‘사건의 지평선’이나 난수 ‘암호화 알고리즘’을 ‘철학적 불가지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그란지안’ 오류, 특이점이나 불가해성이라고 부르듯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존재 양태는 ‘주판’처럼 계측 장치(enumerator, '앨리슨' eg.)를 의미한다.

‘자, 주판, 물시계, 해시계, 기중기, 거리 측정 장치, …, 모두 계측 장치(crystal clock, enumerator, or measuring device, eg.)라는 범주에 속하며 ‘컴퓨터’ 역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데 모두 ‘기술’(Art)의 산물’이라는 일견 중세적 개념은 사회 과학, 자연 과학부터 구분하는 영국식 교육에 익숙한 피교육자들에게 처음에는 낯설 수 있다. 때문에 ‘게오르그 슘페터’의 기술 경제학이라고 언명하면 그제서야 연구자들은 ‘아트’와의 ‘이코노미’의 관계를 통해서 ‘아트’와 ‘디바이스’, 또는 ‘메쏘드’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도 한다.
‘컴퓨팅’이라고 하면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퍼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용자측에서 ‘컴퓨팅 엑스터시’, 예를 들어 가상/증강 현실 일부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전자 오락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가 발생했다'는 의미인지 반대로 공급자측, 개발자가 설계와 개발, ‘시스템’ 구현, 보상(redemption)을 통해서 경제 활동으로부터 보람을 느끼는 것,인지 어의의 적용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또한 문화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독일인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지만 영국인들은 처음 '윈도우즈 95'가 나왔을 때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열광적이지 않고 그저 새로운 '스프래드시트 프로그램' 정도의 흥미와 관심만 가졌다. 이렇듯이 '아트'와 '이코노미'를 결합시킨 불란서적인 '시스템' 개발은 '유럽 연합' 내에서도 '독일은 아직도 'SAP'을 쓰고 'IT 거품'을 모른다'든지처럼 지역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는 '바로미터' 역할도 한다.
그렇다고 ‘컴퓨터'라고 하면 'TV’나 ‘라디오’, ‘CCTV’ 장치처럼 단방향 정보 전달 장치들과 같지는 않고 양방향 정보 전달까지 전제로 한 장치인데 ‘인터넷’과 통신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는 ‘컴퓨터’를 ‘토폴로지’ 지도’ 상에 종단(endpoint) 장치나 자기 구동(stand-alone) 장치로 표현 가능한 계산기(KAS), 전자 오락기(Console), ‘비디오’, 생산 제어 장치(Modbus device for infrastructure, eg.), ‘오디오’, ‘프린터’, ‘로보틱스’를 포함하는 과학 장치(Arduino IDE Dev. Kit)로 사용한다.
그만큼 단일 용도로도 ‘컴퓨터’의 활용 용도가 넓기 때문에 ‘인터넷 중립성’ 가설: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는 다수의 자유 의사로 다대다(many-to-many) 연결을 맺는 만큼, 기술적으로 정보 흐름의 가치는 (정치적으로까지) 중립적이다,은 참이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감시를 따돌리는 ‘해킹’, 예를 들어서 ‘해커톤’이라든지 ‘위키릭’('프리킹' cf.)을 특별히 미국 ‘컬트’ 문화의 일종이라고 하는 반대 가설도 상존한다.

기술자(Techy)적 관점에서 ‘컴퓨터’의 기계적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중앙 연산 장치(CPU), 주/부속 회로 기판이나 계측 장치(main/peripheral device), 비/휘발성 기억 소자(ROM/RAM), 자기 기록 장치(Block storage device), 입출력 장치(Input/Output device), 전원 공급 장치(Power supply module)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지만 개론보다도 여기서는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MIS' 개념으로 축약해 설명하기로 한다.

수학적 황금율(Golden Rule)들, 예를 들어서 미시 경제학에서 시장 포화 상태 가격은 최고 가격의 역수(Reciprocal number)라든지 통계학의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의 이 배수(doubled number) 범위는 자료 변량의 거의 85 %를 설명한다든지 자연 ‘로그’ 역수 곡선은 경제 활동의 ‘회전율’을 설명하는데 쓴다든지처럼 ‘컴퓨팅’ 황금율들을 간추려 보자면

1. 경제학의 ‘큐빗’은 전자 공학에서도 ‘큐빗’인데 자료 저장/처리량의 단위로 쓰일 수 있다.
1. 전원 공급 장치는 각각의 장치들, 또는 오직 주회로 기판만을 통해서만 결합 장치들에 동력을 제공하는데 중앙 연산 장치 포함, 주회로 기판과 부속 회로 기판은 필요/충분 조건적으로 분산 연산을 수행한다. 또한
1. 중앙 연산 장치와 주/부속 회로 기판은 서로 복사판이다. 공급 곡선 상에 일종의 '프러덕 라이프 싸이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 흔히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상용어(commercial phrase)는 앞서 분석 철학(불완정성 원리 cf.)이나 불확정성 원리까지 활용해 ‘최소한의 효율적인 ‘툴 체인’으로부터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IT 산업 ‘섹터’에서 수급 상, 균형 이동이 존재함을 함축한다.
1. 체결된 부속 계측 장치나 부속 기판은 국제 기술 협회(IEEE) ‘프로토콜’과 계층 정의에 의존해 직렬/병렬 연산, 단/양방향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1. 악기 ‘튜닝’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튜닝’해야만 운영상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개발과 ‘튜닝’ 행위는
1. 흔히 인공 지능이란 상용어(commercial phrase)로 개념이 애매하게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튜닝’의 결과물을 이용해 중앙 연산 장치 회로 배치나 기록 방법을 바꿔놓은 기술적 산출물이다.
1. 권리를 무시하고 개별 ‘컴퓨터’에 무단 접근-열람하는 것을 ‘해킹’이나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운영상 분산/독립 처리/ ‘튜닝’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
관리적/운영적 관점에서 ‘컴퓨팅’, 또는 ‘컴퓨팅 환경’은 미국 사례들을 참조해 볼 때, 관리 회계/원가 회계를 적용한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 MRP, & ERP), 사무 자동화(Office Automation), 생산 자동화/효율화, 관리 과학(Taylor, Fayol, eg.)을 통해서 지금의 ‘MIS’라는 학문으로 발전했고 전화 통신 기술이 결합하면서 가능해진 원거리 ‘컴퓨팅’은 지금의 ‘인터넷’ 효시를 제공했다.
서구/미국 ‘MIS’의 가장 큰 특징들은 1. 인간과 기계가 배치/결합된 체계(System)와 2. 공장과 사무소의 연결(Wire), 3. 의사 결정의 과학(Ciencia)화, 앞서 예를 든 4. 계측(enumeration or telematics) 기술의 응용’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최초의 최적화(optimization) 개념으로 돌아가서 학부생들에게 필요한 ‘컴퓨팅’ 능력이나 목적(의도, cf.)을 사무 자동화와 관리 과학으로 한정해서 설명하자면

<프로그래밍>
상징 언어로 불리는 이진 부호화 기계어는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장치를 제어하는 집적 회로를 구동시키는 최소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파스칼’처럼 수식 계산 위주의 2 세대 언어나 ‘프리 프로세서’가 없는 간단한 ‘베이직’ 언어를 거쳐서 'IBM 8086' 설계에 바탕해(물론 'CISC' 설계가 있기는 하다) 발달한 'C' 언어는 흔히 3 세대 언어라고 한다.
'C++', 'Java', 'C#', 'VB', 'Phyton'처럼 잘 알려진 4 세대 언어라고 불리는 ‘컴퓨팅’ 언어는 3 세대 특징인 구조체와 ‘포인터’를 이용한 ‘메모리’ 제어를 포함해 자연어 형태를 요약한 문법을 가졌고 언어 구문은 대체로 ‘파서’와 연결하는 ‘프리 프로세서’, 예약어, ‘라이브러리’ 선언부, 본문 구조를 가졌으며 ‘클래스’ 선언과 ‘콜’ 예약어를 통한 다형성을 통해서 ‘라이브러리’와 결합하여서 동적 연동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HTML'처럼 '마크업' 언어는 (양방향) '퍼지' 이론을 응용한 가장 단순한 구성 언어의 하나인데 'DDL'처럼 정의(Definition) 기능만으로 이뤄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배치 잡’을 수행하는 용도의 ‘매크로’는 중앙 연산 장치나 기억 장치와 무관하게 간단한 입출력 함수만을 제공하는 예약어로 이뤄진 명령어 뭉치인데 사용자들에게는 ‘스프레드시트’나 ‘튜플’ 핸들링 리포트’처럼 ‘프로그램’들이 제약되어 있다.
사무 자동화를 위해서 자체 개발이나 'OEM 매크로'를 쓸 것이냐, 앞서 개발 언어를 이용해 자체 개발(internal development)를 할 것이냐, 지점(branch)이나 사무소(office)의 연결을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인가, 망 '데이터 볼륨'이 커질 경우, 어떤 자료 처리 언어(Data Handling Lang.: DHL, DML/DDL cf.)를 쓸 것이냐, 생산 활동과 보안, 보고 의무 사이의 편익을 고려해 어떤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를 규칙화 할 것인가, ..., 이러한 'CIO'/'COO' 관련, 의사 결정들 가운데, 'C' 언어를 이용한 자체 개발 대신, 'OEM 생산성 향상 키트', 예를 들어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라든지,를 이용한 '매크로' 활용이 사무 자동화를 대표하다시피 됐다.
하지만 미시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OEM' 외에도 다른 사무 자동화 양태도 존재한다.
'오픈 오피스 배치 잡'에서 '엑셀 매크로'를 처리'하는 사무 자동화(환경)라든지: '라이센스', '노턴 유틸리티/안티 바이러스'와 업무 제휴를 맺은 사무 자동화라든지: '얼라이언스', 'LG EDI'와 사무 자동화 용역 계약을 맺었다든지: '컨트랙', ... 최소 5 가지 이상으로 조건화 된 사무 자동화 양태들이 존재한다. 흔히 '코즈' 정리가 응용되는 대상들은 그러한 '엔티티' 간의 양태들인 것이다.
굳이 '매크로' 만으로 한정해서 사무 자동화 기법을 살펴보면 '뉴턴법'을 이용해 해 찾기와 목표값 찾기를 하는 일차 다변량 분석, 흔히 'Solver'라고 불리는,이 있는데 내부해를 가져야 하며 일차 선형 방정식이어야 하며 '튜플'의 '볼륨'이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이 간단한 유용한 '모듈'이다. 교통 모형, 공항 모형, 공장 원가/작업 배치 모형, '스태킹/큐잉' 모형 '매크로'가 자주 쓰인다. 외.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론>
자료 구조는 ‘튜플’내 저장 객체의 종류나 ‘힙 메모리’ 연산 종류가 구분되면서 여러 종류의 자료 구조들로 분류된다.
비전자식 자료 구조, 예를 들면 '웜웨어'와 '카드'를 이용한 자료 구조도 있지만 크게 ‘SAM’이나 'dBase' 파일형 자료 구조, 객체형 자료 구조, 관계형 자료 구조, IBM db2의 경우, 힙-B-tree 자료 구조, ISO 9660 인덱스 자료 구조로 분류할 수 있고 매체 종류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외.

<'네트워크'론>
망의 종류는 흔히 단/양방향/폐쇄 회로/근거리/원거리/전화/광역/공중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단일 동축/다중/광선/무선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에 따라서 해저 통신망, 군용망, 사설망, 학술망, 공중망, 전화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OSI' 일곱 계층' 규약에 따라서 통신 '프로토콜'을 제어한다. 외.

<'시스템' 개발 이론과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개발' 업무는 앞서 '프로그래밍' 언어, '매크로' 외에도 'HTML'처럼 '마크업' 언어, 흔히 'CASE'와 'UML'을 이용한 'SI'(System Implement) 업무 수행을 의미한다.
가장 보기 쉬운 'UML'은 '비지오'를 이용한 '프로세스 챠트'를 떠올리면 된다. 'CASE' 도구는 '매크로'나 자체 내장 언어를 이용해 전산 운영 조직 운영을 설계-개발하는 'Rapid Engineering Tool'을 의미하는데 'Umbrello'나 'Erwin', 'PowerDesigner', 'Oracle JDeveloper' 정도가 있는데 'ERP' 이용이 확산하면서 활용 범위가 축소됐다. 'UML/CASE' 툴'의 장점은 '토폴로지'로 분석해 보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CASE' 툴'을 통해서 다층 '레이어'를 제공해 인간 판단/실수와 '코드' 낭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