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ker Culture와 
알고리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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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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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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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Digital Technologies

Panoramas & Concepts

다양한 시도/개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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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힘

Maker Culture

생산의 힘을 우리의 손에

기술 기초 DI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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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working, woodworking, handicraft

Maker Culture

electronics, robotics, 3-D printing

Hackerspaces, Fab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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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through-Doing, 구성주의 (constructivism)

Maker Culture

technical skill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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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데이터 지배

Big Data / Open Data

Edward Snowden: the end of naivety

open data: algorithm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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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Values , Agenda Setting

Filter Bubble by Algorithms

Search Algorithms

Facebook Newsfe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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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ing, women-networking

Network Society

social movement

hat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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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s a Service

Uberfication of everything

Platform Business: Two-Sided Markets

Disrupt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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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는 사람들”

BUT

Big Data와 Open Data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개념/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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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는 사람들

Get Real

 Inclusion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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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Get Real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케 해야”

mak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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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ternet, Net neutrality

Digital Infrastructure

Open Standard

User-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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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사회의 전제 조건

Digit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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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의 전제 조건



Q?

Open participative Network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회/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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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Open participative Network

It’s not only a technical infrastructure.

Access to/for diverse soci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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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m Language

blind-deaf / deaf-blind

사회적 소외

intelligent De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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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access for blind 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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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Lab Berlin

Mobile Lorm Glove



inclusive de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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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for Digital Elites

Designing for diversity

Network(-ing) 의미는?

Net Access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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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vide

Designing for diversity

participative platform

mor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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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ccesses for the analog world

more access

senior computer clubs

interfaces between offline an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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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으로 연결된 이웃들’ 프로젝트 by SCC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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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결

hybrid letter box



e-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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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ch book!
24명 디자이너!

knowledge sharing

knit alarm!
smart senior project



co-creation of communities

Making Culuture / Maker Culture

R&D, 연구소, 대학교

knowledg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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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2code, 2014년 10월 11일-17일

Making Culuture / Maker Culture

internet = co-crea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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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digital elites

도전

inclusive access

interface bw. analog &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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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디지털 사회

명암

기술능력이 적은 사람을 배제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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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 culture = 하위문화?

디지털 사회

maker culture: 전통 노동질서의 붕괴

technology for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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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gender, diversity

디지털 사회

knowledge sharing

digit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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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디지털 사회

포함 vs. 배제 (inclusion vs. ex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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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노동사회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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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upling



기하급수적 상승: 미국 기업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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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이윤 회복율과 일자리 회복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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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교한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

마치 농경시대에 있어서 말의 역할이!
!

트랙터의 도입에 의해서 제거된 것처럼,!
!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의!
!

인간의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Leont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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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방향으로 진행

Jeremy Rifkin

1.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다

2. 노동에 대한 자리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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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DA-Loo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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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

Orient

Deci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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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군	  대령	  John	  Boyd

2차대전	  경험	  기반	  1950년대	  이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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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automation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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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에서 중요한 것

관찰

‘자동화’에 연상되는 머리 속 그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표현에서!
연상되는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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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sitter

다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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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다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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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무기 drones

다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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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무기 drones

다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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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무기 = 인간/군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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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Car: 1 GB pro Second !!!

다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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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Cars

결과/영향

미국, 약 350만 운전 노동자!
(택시 운전자, 리무진 운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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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 물리적 실체

다른 관찰

알고리즘/프로그램

High Frequenc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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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 증시 거래량 50%

High Frequency Trading (HFT)

현재 약 80% 추정

http://en.wikipedia.org/wiki/High-
frequency_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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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 Monkey

알고리즘 저널리즘/로봇 저널리즘

4 대학생, Northwester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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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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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Science

2012년 Kristian Hammond “5년 안에 Pulitzer상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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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al Legal Studies,!
Michigan State University

다른 관찰

ReInvent Law London 2013

ReInvent Law New Yo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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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Detection: (Big) Data Mining, Data Analytics

다른 관찰

법, 의학, 스포츠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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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ourcing

다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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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Printer

다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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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흐름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일자리를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왔다

반응 관찰

과거 90% 노동자는 농업, 현재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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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

매출이 100억원 늘어날 때마다


6.2명의 일자리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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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중간영역 일자리 상실

지금까지 기술 혁신은 저가 노동력 대체

최근!
중간영역(변호사, 금융인, 기자 등)!

일자리 대체

일자리를 잃은 중간영역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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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be	  hard	  to	  believe,	  but	  before	  the	  end	  of	  this	  
century,	  70	  percent	  of	  today’s	  occupaDons	  will	  likewise	  be	  

replaced	  by	  automaDon.	  
Yes,	  dear	  reader,	  even	  you	  will	  have	  your	  job	  taken	  away	  

by	  machines.	  
In	  other	  words,	  robot	  replacement	  is	  just	  a	  maJer	  of	  Dme.	  
this	  upheaval	  is	  being	  led	  by	  a	  second	  wave	  of	  automa/on,	  
one	  that	  is	  centered	  on	  arDficial	  cogniDon,	  cheap	  sensors,	  

machine	  learning,	  and	  distributed	  smarts.	  
This	  deep	  automaDon	  will	  touch	  all	  jobs,	  from	  manual	  

labor	  to	  knowledge	  work.”	  
-‐	  Kevin	  Kelly,	  Wired,	  BeJer	  than	  Human	  2012	  
hJp://www.wired.com/gadgetlab/2012/12/ff-‐robots-‐will-‐take-‐our-‐job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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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years	  ahead,	  more	  sophisDcated	  soVware	  
technologies	  are	  going	  to	  bring	  civilisaDon	  ever	  

closer	  to	  a	  near-‐workerless	  world.”	  
-‐	  Jeremy	  RiXin,	  The	  End	  of	  Work,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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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속도와 노동생산성 차이

“Technology	  is	  no	  longer	  creaDng	  new	  jobs	  at	  a	  
rate	  that	  replaces	  old	  ones	  made	  obsolete	  

elsewhere	  in	  the	  economy.”	  
-‐	  The	  Economist	  

hJp://www.economist.com/blogs/babbage/2011/11/arDficial-‐intelligence

국가별 노동생산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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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하락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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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규격화: 노동대체의 기초

택배 비용 하락 = 임금 하락



위에서 관찰한 내용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

방향설정 Orient

Marshall McLuhan!
“There is absolutely no inevitability as 

long as there is a willingness to 
contemplate what is happening.”

To Con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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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극단적 반응

방향설정 O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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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dite(1811-‐1812)”,	  “Swing	  Riots(1830)”

Sab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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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E.	  Jon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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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topia

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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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eve	  of	  the	  greatest	  industrial	  revoluDon	  
in	  history,	  no	  sign	  and	  portents	  were	  

forthcoming.	  Capitalism	  arrived	  unannounced.	  
No	  one	  had	  forecast	  the	  development	  of	  a	  
machine	  industry;	  it	  came	  as	  a	  complete	  

surprise.”	  
-‐	  Karl	  Polany,	  The	  Great	  TransformaDon:	  The	  

PoliD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194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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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arrived	  un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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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또 다른 극단적 반응

Borg Complex

“A Borg Complex is exhibited by writers 
and pundits who explicitly assert or 
implicitly assume that resistance to 

technology is futile.”!
- Michael Sa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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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벨리/VC 관계자!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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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e future is full unemployment, so we 
can play. That’s why we have to destroy the 

present politico-economic system.”!
- Arther C. Clarke (1960’s)

방향설정

Utopia? “so we can play”

digital Athens?!
인간: 정치, 문화, 역사!
기계: 노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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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다양한 선택 가능성에 대한 논의

방향설정

한쪽에는 혁신이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 줄어들고 있어

생산성이 뛰어난 기계/알고리즘은 더욱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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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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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노동의 재조직

사회의 재조직



인간과 기계/알고리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설정 = Act

출발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

“To understand a thing is to gain the power to 
change it.”!

- Ramez Naam,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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