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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바비지의 계산기관에서 인간, 기계, 생각의 관계성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 Machine, and Thought in Charles 
Babbage’s Calculating Engines

임 산

Shan Lim

요 약 본고는 인간과 기계의 존재론적 위상의 변화를 일으킨 ‘생각하는 기계’ 등장의 역사적 형성 배경을 검토한다.

특히 영국인 수학자 찰스 바비지의 계산기관을 ‘생각하는 기계’의 시원으로 설정하고, ‘생각’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기계의 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실체를 분리하고 기계

지성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데카르트의 인간과 기계의 본원적인 대립을 기

각함으로써 생각과 연관되는 인간의 ‘기능’을 강조하는 찰스 바비지의 철학적 주장을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고

는 바비지의 ‘생각하는 기계’의 개념화가 필연적으로 인간 정체성에 연루된 개념들의 재조직화와 재구성을 수반할 수밖

에 없음을 확인하고, 동시대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사유하게 하는 재료를 제안한다.

주요어 : 찰스 바비지, 계산기관, 차분기관, 해석기관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inking-machine,’ that has 
changed the ontological statue of human and machine. In particular, British mathematician Charles Babbage’s 
Calculating Engines is examined as a material iteration of thinking-machine, focusing on the discursive process 
by which thought is not the faculty of human, but the function of machine. In Chapter II, I review the dualism 
of René Descartes who denied the possibility of machine intelligence by separating the substance of body and 
mind. In Chapter III, Babbage’s philosophical assertions which emphasized the function of human associated 
with thought by rejecting the fundamental opposi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Therefore, this paper verifies 
that the conception of ‘thinking-machine’ essentially causes the reorganization and reformulation of concepts 
involved with human identity, and provides the sophisticated sources to prepare new perspective on the artificial 
technology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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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테크놀로지의

실용화와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의 일

상생활에는 ‘생각하는 기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

고 있다.[1] 인간이 기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정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나였던 ‘사유’의 능력은 이제 인간만의

영역에 있지 않다. 인간과 기계의 구성 개념들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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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의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이러한 변화는 인간

과 기계 모두의 개념들을 변형하고 흔들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과 기계의 존재론적 위상의 변화를

야기한 ‘생각하는 기계’ 등장의 역사적 형성 배경을 검

토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인 수학자 찰스 바비지

(Charles Babbage)의 ‘계산기관(Calculating Engine)’를

‘생각하는 기계’의 시원으로서 검증하고, 사유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기계의 ‘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그 쓰임과

역할이 더욱 커져가는 ‘생각하는 기계’로서의 인공지능

에 대한 인문학적 안목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데카르트의 이원론

찰스 바비지가 평생에 걸쳐 창안한 ‘계산기관’은 그에

게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여준 성과물이다. 바

비지의 ‘계산기관’에는 ‘차분기관(Difference Engine)’과

‘해석기관(Analytical Engine)’이 속한다. 이것들은 1820

년대부터 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발

전을 이루는 컴퓨터 생산의 모태가 되었다. 물론 바비지

의 계산기관은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 노동의 비효율성

을 극복하기 위한 기계로서 출발하였지만[2], 궁극적으로

는 인간의 ‘생각하는’ 정신적 노동을 기계로 확장하였다

는 점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본질적 차이와 동질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개념, 그리고 기계와 대조되는 그것의 정체성

의 의미는 근대 이성주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로부터 검증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연구는

스콜라주의의 담론 내에서(혹은 그것에 저항하여) 진행

되었으며, 인간과 기계의 개념을 다룬 강력한 이원론

(dualism)으로 모아진다. 데카르트에게 인간은 언어, 이

성, 의지, 지성 등의 기능들을 포괄하는 스스로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정체성 문제를 내재한 존재

이다. 반면 기계는 자동적이고 정신이 부재하고 결정론

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인간과 기계는 스스로의

‘기능’으로 표현된다. 인간과 기계의 대립을 개념화한

데카르트의 시도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우연적인 요소

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성을 우선 사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기계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진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데카르트는 바

비지의 실질적인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과 더불어 사유

할 개념들의 단초를 생산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실체를 분리한다.

그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그의 이름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그의 사상을 특징 짓는다[3]. 이는 인간 정체성

이 물질을 초월한다는 관점의 기초가 되었고, 인간을

야수나 자동기계(automata)와 범주적으로 구별했다. 데

카르트의 형이상학에 대한 흥미로운 독해는 그가 ‘기능’

의 관점에서 고안한 존재론적 도식의 방식에서 발견된

다. 즉 정신과 육체의 존재론적 구별과 연결된다. 이는

인간의 궁극의 유일한 ‘기능’을 ‘생각’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르고, 기계장치(mechanism)에 의해 빼앗길 수 있는

인간의 기능 역시 ‘생각’이라는 주장으로 모아진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에 의해 기계 지성의 가능성은 거

부된다. 생각은 우연성(contingency)으로, 기계장치는 결

정성으로 연결짓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은 동물과 인

간 육체 모두 기능적이고 그런 점에서 존재론적으로는

기계와 동등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만든다. 또한 생각(정신

이나 지성, 의지, 영혼, 이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은

비결정성의 기능일 수 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인간

정체성(즉 동물과 기계의 정체성 모두로부터 구별되는)

의 ‘존재론적’ 본질은 곧 생각의 ‘기능’이 된다. 이렇게 실

체와 기능을 서로 연관 짓는 데카르트주의의 정체성 논

의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복합성(complexity), 포

스트휴먼(posthuman) 담론에서 다시 활성화된다.

데카르트에게 인간 육체는 기능적이며, 존재론적으

로 기계와 상응한다. 인간 정체성은 육체 내에 위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뉴턴과 갈릴레오의 기계

적 우주로부터 구별되는 무엇으로 인간을 규정하게 된

다[4]. 반면 육체는 과학적 탐구의 정당한 대상으로 간

주된다. 데카르트에게 기계는 곧 자연이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데카르트는 모든 비이성적인 인간의 활동을 기

계장치적인, 동물적인 육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인간

육체와 동물의 육체, 그리고 자동기계는 ‘생각’을 하지 않

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기계와 구별되는 ‘생각’의 실체이

다. 즉 ‘생각’의 ‘행위’는 인간을 규정하고, 그 행위의 결

핍은 모든 인간 육체들을 기계와 등가로 다루게 만든다.

데카르는 인간 육체가 기계와 닮지는 않았더라도, 기

계와 같은 종류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육체의 결정

론적 기능은 정신의 우연적 기능과는 상반되며, 인간의

정체성은 생각이나 의지, 정신의 우연성 내에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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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육체의 기계장치로서의 본질을 강조함으

로써 그는 “모든 육체의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위해

적절하게 배치될 때, 육체는 그 움직임을 생산하기 위

해 영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5]고 말한다. 그렇다면

육체와 기계에 대한 데카르트의 개념들은 결정성의 구

성 개념을 포괄하고 그 둘은 분간하기 어려운 곳에서

응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존재들이 동물

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육

체에 의해서가 아니다. 동물 육체와 인간 육체 모두 기

계의 기능적이고 존재론적인 위상을 공유한다. 그러므

로 이러한 육체-기계는, 마치 시계처럼, 스스로의 구성

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기능한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Discourse on the Method)』

의 제1부에서, 정신 혹은 이성을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고, 우리를 야수와 구별시키는 유일한 것”[6]이라고 기

술한 바 있다. 이렇게 동물, 인간 육체, 자동기계 등의

기능적이고 존재론적인 등가에 대한 데카르트의 믿음은,

인간이 비기계적이면서도 비동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즉 인간 영혼(인간 존재)은 생각의 비육체적 기능

이다. 인간 존재의 정체성이 생각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이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인간

으로 간주될 수 없다”[7]는 명제로 이어진다.

생각과 이성을 인간 정체성과 연관 짓는 것은 바비

지의 계산기관을 통해 등장하는 ‘생각하는 기계’라는 주

제를 둘러싼 담론적 장을 생산한다. 다시 말해, 데카르

트는 생각을 기계장치의 기능이 아닌 궁극의 인간의 기

능으로서 규정한다. 우리는 데카르트 이론에서 영혼, 정

신, 이성, 생각, 인간 정체성 사이의 관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물이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데카르트는 “그들이 우리처럼 생각한다면,

동물은 우리와 같은 불사의 영혼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영혼을 기능, 특히 ‘생각’ 기능의 측

면에서 사고하려고 하였다.

Ⅲ. 찰스 바비지의 ‘생각하는 기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과 기계는 필연적으로 상반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반면에 기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비지

의 기계들 역시 그저 결정론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생

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바비지에게 ‘생각’ 기능의 법칙

은 수학의 법칙처럼 표현된다. 그것은 해석기관의 천공

카드 시스템을 거치거나, 계산기관 스스로를 구성하는

기계적 배열을 통해서 가능하다. 각각의 시스템은 바비

지에게는 생각의 분석으로서 기능한다.

바비지가 만들었던 각종 계산기관들에 대한 여러 보

고서와 연구 문헌들은 바비지의 ‘생각하는 기계’의 맥락

에 담긴 인간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 『아홉

번째 브릿지워터 논문집(Ninth Bridgewater Treatis

e)』[8]과 『철학자의 삶이 전한 문장들(Passages from

the Life of a Philosopher)』[9]등의 저서들은 결정성과

우연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희의 역설에 대해 자기 의

식적으로 논쟁하고 있다. 즉, 계산기관들을 기억이나 예

견 같은 인간 사고의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다룬다. 이

곳에서 바비지는 데카르트처럼, 사고의 적합한 방법으

로 여겨졌던 것과 정신의 자연적 기능 사이에 담론적

연결고리를 만든다. 즉 이성을 갖춘 인간, 지식을 갖춘

이성 개념은 자연법칙을 갖춘 지식, 정신을 갖춘 자연

법칙과 만난다. 이에 따라 『문장들』에서는 다음과 같

이 단언하기도 한다. “나의 모든 탐구의 위대한 목적은

인간이 발견할 수 있게 한 생각의 법칙들을 확인하려는

노력에 있다.”(p.340.) 마치 데카르트의 후계자처럼, 바

비지는 실험과 자기반성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성과 실

험 내에서만 발견 가능한 것들에 신뢰를 보냈다.

이러한 태도로서 바비지는 기계, 인간, 생각 그 자체

를 포괄하는 개념의 성좌 내에서 상호적인 관계성을 유

동화시키는 ‘생각하는 기계’의 가능성을 연구의 동기로

삼는다. 그의 차분기관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의 이슈를

일으켰다. 바비지는 우연성을 인간과 연관 지었고, 계산

과 기록의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 오류’를 제거하고자

했다. 그에게 우연성의 결과는 바로 인간의 ‘오류’이다.

기계는 우연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데

카르트식으로 보자면 ‘생각하는 기계’는 생각하지 못한

다. 생각하는 기능은 계산과 기록의 과정에서 오류와

우연 모두를 야기한다. 그래서 바비지의 차분기관이 제

안하고자 했던 것은 생각하는 기능으로부터 우연성을

제거하려는 계획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

혹은 정체성에 대한 소박한 데카르트주의적인 이해의

개념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바비지의 최초의 차분기관과 더불어, ‘생각하는 기계’

라는 주제는 이성과 논리를 비(非)인간과 연관시키기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 Machine, and Thought in Charles Babbage’s Calculating Engine

- 114 -

시작하면서, 이성 그 자체의 주제를 이동시켰다. 이는

우연성보다는 결정성을 알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계산’ 개념은 결정성을 하나의 구성적 개념으로서 포함

했다. ‘계산하는’ 인간은 어떤 ‘따뜻한’ 동감적인 정서적

동기가 아니라 ‘차가운’ 사실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이

렇게 데카르트주의의 도식의 반전을 통해, 이성은 인간

을 의미하는 것을 그치고 자동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바비지는 우연성을 기계의 생각하는 프로세스

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

물론 계산하는 기계 관념은 바비지에게서 처음 시작

된 것은 아니었다. 라이프니츠(Leibniz)와 파스칼

(Pascal)의 계산기는 이전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알려

져 있다. 라이프니츠와 파스칼 모두 17세기에 기계적

계산기를 만들었으며, 이후 수많은 계산기관들이 만들

어져 상업적으로 팔렸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학적 기능

을 이해하는 인간 작동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였고, 바

비지가 상상한 그런 유형의 계산기관을 대신하는 기계

장치는 아니었다[10].

그림 1. 제1호 차분기관, 1832년

Figure 1. Difference Engines No.1, 1832

바비지가 제안하는 기계는 단순 산술뿐만 아니라, 인

간 정신의 개입 없이도 항해와 보험운용에 사용할 수학

테이블에 필요한 복잡한 다항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한다. 그의

시도는 인간을 우연성과 연결하고, 기계와 그것의 결정

성 개념과 대조시킴으로써, 데카르트의 인간 개념을 재

귀적으로 반복하였다. 동시에 기계와 인간이라는 주제

는 외적으로는 각각 결정성과 우연성을 의미화하면서

도, 기능이나 활동으로서의 대립적 상태를 흔들기 시작

했다. 둘 모두 ‘생각’의 작동이란 점에서 이해될 수 있

게 된 것이다.

계산에서의 ‘인간 오류’ 문제에 대한 바비지의 첫 번

째 해결책은 논리와 사고의 법칙에 토대를 두는 수학적

인 방식이었다. 한 테이블에서 서로 별도로 각각의 수

를 계산하는 기계를 고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다항

방정식의 규칙성을 이용하였고, 그런 테이블의 “규칙”

들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된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차분법’을 이용함으로써, 혹은

숫자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 계산의 결과를 산출하거나,

혹은 이전의 결과치를 기억하거나, 혹은 오직 덧셈의

원리로서 복잡한 작동을 단순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11].

인간의 오류 문제에 대한 바비지의 두 번째 해결책

은 인쇄 프로세스를 계산 기계들에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최종 계산의 독립적인 확인은 최종 인쇄로 가능

했다. 결국의 목적은 인쇄 프로세스를 계산 프로세스의

결정된 결과로 만드는 것이었고, 인간의 개입의 배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인간 오류’를 줄이는 데 있었다. 그에

따라 최초의 차분기관[그림 1]은 인간 육체의 물리적

(기계적) 기능들뿐만 아니라 사고 혹은 이성의 인간 기

능을 모방하고 향상시키는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인간과

오류 혹은 우연성 사이의 담론적인 연합은, 데카르트주

의 도식 내에서, 인간으로부터 인간을(즉, 생각으로 표

현되는 우연성을) 제거하는 것과 동등한 차분기관의 효

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19세기 내내 ‘생각하는 기계’ 이미지에 동반

되었던 신비로움에 대한 걱정을 해명하기 시작했다. 이

에 따라 인간 육체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정확하게 기

능할 수 있는 기계는 새롭지 않더라도, 인간 정신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기계는 새로울 뿐만

아니라 인간 정체성의 본질과 그것을 규정하는 생각 개

념과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야기했다. 인간과

기계의 구성 개념들을 구별해 내고 재편성하려는 새로

운 문제는 19세기 미국에서 이어진 ‘생각하는 기계’ 발

명의 현상을 특징짓는다. 아울러 20세기에 도래하는 사

이버네틱스와 인공지능의 영역을 예고하게 된다.

차분기관이 미리 결정된 규칙들에 따라 특정한 유형

의 수학적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함이었다면, 해석기관

은 상호간의 근본적 관계들이 추상적인 작동의 원리들

사이의 관계들에 의해 표출될 수 있는 대상들을 포함하

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바비지 자신은

해석기관에 대해서, “각각의 선택은 여러 조건들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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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다”(『문장들』, p.101.)고 말하였다. 물론 선택은

우연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 우연성을 처리하는 기능적

능력은 데카르트에게는 정신의 힘이고, 자유 의지이고,

인간의 정수일 것이다. 반면 바비지에게 그것은 기계장

치로서의 정신의 힘이다. 공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정신의 법칙들에서 발견될 수 있었고, 기억의 능력이

기계장치에서 작동하게 하게 하는 도전과 같다.

물론 기억은 생각의 한 유형이다. 바비지는 자신의

기관들을 생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즉 ‘생각하는

기계’로 기술한다. 그에게 계산의 규칙은 ‘생각의 법칙’

이며, 계산기관들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우연적으로

기능하는 그들 기관들의 역량을 암시한다. “기계장치가

또 다른 정신적 프로세스를, 즉 예견을 수행하도록 가

르칠 수도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예견하는 행동을 예견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가르치는 것이다.”(『문장

들』, p.46.) 바비지의 이 말은 해석기관이 성취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비지가 인간

과 기계 사이의 본원적인 대립을 완전히 기각하고 오히

려 생각과 연관되는 ‘인간’ 기능들을 강조한다는 사실이

다. 그러므로 차분기관과 해석기관 사이의 역동성은 결

정적인 ‘생각의 법칙’과 관계하는 우연성의 문제에서 찾

을 수 있다(『문장들』, p.340.)

데카르트처럼, 바비지는 마치 시계처럼 고정되고 결

정된 법칙들에 따라 작동하는 자연 세계를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법칙들을 향한 바비지의 개념화는 데카

르트와 아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규칙들이 우연성

의 원칙들과 협력한다는 것이다. 우연성과 결정성이 서

로 대립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창조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바비지의 이해는 이후 과학담론의 진화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비지는 데카르트, 갈릴레

오, 뉴턴으로부터 전해 온 개념적 틀 내에서 벗어날 수

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방된, 자기조직

적인, 혹은 복합적인 시스템 등의 개념을 분절하려고

하였다. 데이비드 브루스터(David Brewster)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비지는 이렇게 숙고했다. “비록 해석적 법

칙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나는 산술적 결과를 생산할

수는 있다. 그 결과는 곧 주어진 법칙의 목적이다.”[12]

즉 생각, 자연, 우주 등의 결정론적 작동의 법칙들은 스

스로 우연성의 기능들과 협력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비지는 인간과 기계(혹은

동물) 사이의 경계 나누기를 위해 생각의 법칙을 이해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계를 좀 더 보편적이

고 유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위한 교훈으로

서 사유하였다. 따라서 계산 과정에서 인간 오류를 제

거하고, 자신의 계산 기계들에 ‘우연성’을 구축하려는

목적들은 차분기관과 해석기관 모두를 위한 원칙이 되

었다. 또한 자신의 해석기관이 “지적 음식”(『문장들』,

p.92.)을 필요로 하고 “지적 노동”(『문장들』, p.81.)을

경제화하는 등 정신적 과업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할

정도로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정신적 노

동이 가능한 실체가 바로 그의 ‘생각하는 기계’ 개념이

었다.

데카르트주의적 관점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우연성으로, 기계는 결정성으로, 생각은 그것의 우연성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임을 규정하는 개념이었다. 그에

따라 ‘생각하는 기계’라는 것은 전혀 상상될 수 없는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조명한 바비지의 ‘생각하

는 기계’의 개념화는 필연적으로 인간 정체성에 연루된

개념들의 재조직화와 재구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동

시에 인간 개념 그 자체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

한 담론적 성과는 1940∼50년대 동안 ‘생각하는 기계’

생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성공에 필요한 인식적 자산

이 되었으며, 이후 인간 정체성에 관한 불확실성에 따

르는 사회문화적 변형과 그것의 과학적 응용을 바라보

는 새로운 관점을 사유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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