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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드로이드 저널 인사말    영화 ‘아바타’와 기술의 대중화
김 은 영

인간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사이의 거리는 평균 6.5cm. 바로 이 양쪽 눈 사이의 거리가 최근 영화 “아바타”로 

급부상한 3D 영화의 입체감을 만드는 핵심이다. 인간의 뇌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하나로 

합쳐서 영상을 인식한다. 하지만 3D 기술은 양쪽 눈으로 들어오는 양안시차를 뇌가 합칠 시간을 주지 않고 따로 또 

같이 양쪽 눈으로 직접 영상을 쏘아주는 편광안경으로 보게 함으로써 입체감을 주는 것이다. 

SONY가 주도하고 있는 3D 기술은 이미 112년 전인 1898년에 3D(3 Dimensions) 촬영 특허등록이 완료된 

기술이다. 1922년, 첫 3D영화인 “Power of Love”가 제작되었고, 1952년에는 첫 3D color 영화인 “Bwana Devil”이 

만들어졌다. “13일의 금요일3”, “죠스3D” 등 1970년대와 80년대 잠깐 3D 영화가 있었지만, 기술적 미완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임스 카메룬 감독도 14년 전에 구상했고 12년 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영화 “아바타”를 만들지 않았다. 3D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술적 완성도와 생태계가 풍성해질 

‘언젠가’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영화 “아바타”를 통해 드디어 3D라는 기술이 대중화의 원년을 

맞았다. 

사람들은 3D 기술을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간 기술적 진보 이상의 혁명으로 보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그랬듯 기술적 혁명은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시장을 동반한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은 판도라 행성이다. 112년 전에 나타난 3D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제임스 카메룬 

감독은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혔다. 드림웍스사는 이미 앞으로 제작할 모든 영화를 3D로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어쩌면 앞으로 만들어질 세상의 모든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룬 감독이 

12년을 기다려 4년에 걸쳐 완성시킨 3D 영화 “아바타”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스마트폰에게도, 

개발자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산업적 생태계가 무르익고, 개발자 개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무르익을 

시간 말이다. 어차피 ‘창조’라는 것은 기술과 자본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세상의 모든 

창조가 그러하듯 개발자의 ‘창조’ 역시 ‘창의력’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제임스 카메룬 감독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 ‘골룸’을 보고 이제 때가 왔음을 느꼈다고 한다. 엄청난 

제작비가 불만이었던 제작자는 “외계인에게 꼭 꼬리가 필요하냐”는 태클을 걸었지만, 제임스 카메룬 감독은 

양보하지 않았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꼬리는 반드시 필요했다. 그 꼬리는 나비족이 판도라행성의 모든 

생명들과 동기화할 수 있는 일종의 zygote이기 때문이다. 제작자의 눈에는 비싼 꼬리로만 보였지만, 제임스 카메룬 

감독은 창의적 또는 기술적 섬세함, 바로 그 디테일이 작품의 완성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 

기술의 대중화는 기술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상식, 또 돈과 기술의 호흡 그리고 

상상력 풍부한 창조자의 용기와 함께 이뤄진다, 흐르는 강물처럼. 용기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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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개발자 가이드(The Developer’s Guide) 제대로 읽기
   

양 정 수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누구나 http://developer.android.com/guide/index.html 의 개발자 가이드(The Developer’s 

Guide)를 조금씩은 읽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대하고 다소 난해하며,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이 문서를 

꼼꼼히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개발자 가이드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정확한 지식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이에게는 필수일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가이드를 읽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개발자 

가이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안드로이드란 무엇인가?

2007년 11월 12일 OHA(Open Handset Alliance)를 통해 안드로이드 SDK가 최초로 릴리즈되기 전, 안드로이드 

기술의 중심 축을 받치고 있는 구글은 이와 관련된 몇 개의 회사를 인수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2005년 8월 인수한 Android와 2005년 11월 인수한 Skia이다. 크게 보면 안드로이드는 Android란 회사의 플랫폼 

기술과 Skia란 회사의 2D 그래픽 기술에 구글의 클라우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의 결합체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Skia 기술은 SGL(Skia Graphic Library)의 부분집합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드로이드에서의 SGL의 위상의 변화는 앞으로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변화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목할 부분일 것이다. 

2.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의 단위가 아니다

애플리케이션 기초(Fundamentals)란 문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는 액티비티(Activity), 서비스(Service), 

브로드캐스트 리시버(Broadcast receiver), 컨텐트 프로바이더(Content provider)이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가이드에서는 이것을 컴포넌트(Component)라 지칭한다. 안드로이드가 다른 플랫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네 가지 유형의 컴포넌트가 실행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안드로이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의 단일 시작점인 전통적 의미의 main() 함수를 보유하지 

않는다. 애플리케이션은 단지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실행의 단위라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 파일일 

뿐이다.

3. 컴포넌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라는 실행공간이 필요하다

안드로이드에서 실행의 단위인 컴포넌트는 실행 전에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파일(.apk) 내에 존재하지만, 

실행 시점에서는 프로세스 내에 적재된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zygote란 특수한 프로세스를 fork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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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생성하며, 해당 프로세스 내에 컴포넌트를 적재한다. 컴포넌트의 실행공간이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름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생성시 사용되는 Java 패키지 명이 디폴트로 사용되지만, 원한다면 프로세스 명을 

명시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컴포넌트 별로 다른 프로세스 명을 명시한다면, 컴포넌트들은 별도의 프로세스에서도 

실행가능하며 반대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들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적재될 수도 있다.

4. 애플리케이션간의 경계선을 허무는 태스크(Task)

안드로이드 상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포넌트는 액티비티(Activity)이다. 사용자는 

액티비티라는 컴포넌트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했는지, 또는 어떤 프로세스 내에 적재되는 지와 상관없이 

해당 액티비티들을 연결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가 실행해 나가게 되는 액티비티의 히스토리를 

관리해 주는 메커니즘을 안드로이드에서는 태스크(Task)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태스크는 사용자에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비춰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컴포넌트가 실행 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파일 

내에 존재하지만, 실행시점에서는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게 되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컴포넌트들(액티비티들)의 

집합으로써의 전통적 의미의 애플리케이션은 태스크란 형태로 관리된다. 애플리케이션 내의 컴포넌트들이 그 

경계선 없이 서로 결합(binding)될 수 있는 것은 컴포넌트들 간의 바인딩이 late binding(즉, 실행시점에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는)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late binding은 액티비티 매니저에 의해 안드로이드 

시스템 전체에 걸쳐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5. Java 클래스에 매핑된 XML 레이아웃 파일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드로이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HTML과 같이 가독성이 있는 XML 기반의 레이아웃 

파일을 사용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레이아웃 파일은 HTML과 같은 미리 정의된 HTML 태그 또는 

XML DTD(또는 Schema)와 같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다. 안드로이드의 XML 레이아웃 파일의 엘리먼트들은 정확하게 

Java 클래스에 매핑된다. 이러한 구조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의 인플레이션 

서비스에 기반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XML 레이아웃 파일을 사용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빌드 과정에서 사용되는 aapt 유틸리티는 해당 XML 파일을 디플레이션(deflation, XML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한다. 이렇게 디플레이션된 XML은 컴포넌트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되며, 인플레이션 

시점에서 각각의 XML 엘리먼트는 Java 클래스로 매핑되어 실행된다. 즉,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XML 레이아웃의 각각의 엘리먼트는 Java 클래스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Java 클래스의 

일반적 특징(예를 들어, 클래스에 대한 상속)들을 가진다.

6.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뷰(View)의 제약사항과 해결방안으로서의 서피스뷰

위에서 언급한 XML 레이아웃 파일의 모든 엘리먼트들은 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다. 뷰는 직사각형 영역 내의 

그리기와 이벤트를 처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클래스들의 베이스 클래스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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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뷰 클래스들은 XML 레이아웃 파일의 계층구조와 동일한 뷰 계층구조 하에서 존재한다. 뷰 계층구조 하에 

존재하는 뷰는 자신을 그리는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뷰 계층구조의 최상위를 관리하는 뷰 루트에 의해 

통제된다. 이런 구조는 프레임 레이트(frame-rate)의 속도로 빠르게 뷰를 반복해서 그리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뷰 계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클래스가 서피스뷰(SurfaceView)이다. 이런 이유로 동영상의 

재생, OpenGL ES 기반의 3D 그래픽, 그리고 속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게임과 같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서피스뷰가 사용된다.

7. i18n을 지원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관리구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레이아웃 XML, 테마 등과 같은 외부 요소들을 

포함하거나 참조하기 위한 리소스 폴더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리소스들과 대응되는 자동 생성된 R.java 클래스를 

통해 코드에서 리소스에 대한 참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드에서 리소스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R.java 파일 

내의 고유한 정수 값(Integer Value)과 실제 리소스간의 매핑은 런타임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R.java와 리소스 

간의 매핑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별도의 설정구조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리소스 내에 존재하는 

폴더 명이다. 이러한 구조는 i18n(i18n은 internationalization의 약자로 첫 번째 문자인 'i'와 마지막 문자인 'n'사이에 

존재하는 문자가 18개란 의미임)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코드에 대한 변경 없이 런타임에서 코드에서 

참조되는 리소스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8. 암시적(Implicit) 인텐트 구조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애플리케이션의 선택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들 간의 결합구조는 앞서서 언급한대로 late-binding 구조에 기반한다. 이러한 late-

binding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인텐트(Intent)이다. 인텐트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6가지 

유형의 정보(컴포넌트, 액션, 카테고리, 데이터, 엑스트라, 플래그)를 담을 수 있는 정보의 묶음이다. 인텐트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 유형의 컴포넌트들 중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들 간의 

바인딩(binding)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텐트가 컴포넌트 정보를 보유하는지 유무에 따라, 명시적(Explicit) 

인텐트와 암시적(Implicit)로 구분된다. 암시적(Inplicit) 인텐트는 컴포넌트들 간의 바인딩시 하나의 컴포넌트가 

잠재적으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바인딩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잠재적 대상이 되는 

컴포넌트들 중에 특정 컴포넌트의 선택을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상에 

다양한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HTML 파일을 오픈하고자 할 때, 어떤 브라우저로 해당 HTML 

파일을 오픈할 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결합구조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한다. 

9. 퍼미션(Permission)의 protectionLevel이 의미하는 바

안드로이드 보안 모델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기반의 프로세스들 간의 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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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사용자 ID의 부여, 애플리케이션 고유의 파일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인 구조에 기반한다. 이러한 

보안 구조는 기본적인 리눅스 보안 모델과 Java의 애플리케이션 사인 모델에 기초한다. 이러한 전통적 보안 모델에 

추가된 안드로이드 고유의 보안 모델이 퍼미션(Permission)이다. 안드로이드는 컴포넌트들 간의 바인딩(또는 호출) 

및 API 사용시 퍼미션을 적용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퍼미션은 이미 정의된 것들도 있지만, 누구나 정의하고 강제할 

수 있다. 퍼미션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의 permission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정의되며, 해당 엘리먼트는 

protectionLevel이라는 애트리뷰트를 가진다. protectionLevel은 normal, dangerous, signature, signatureOrSystem 

중 하나의 값을 가진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dangerous와 signature이다. 만약 컴포넌트에 강제된 

permission에 대한 protectionLevel이 normal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signature 또는 

signatureOrSystem이라면 동일한 인증서로 사인된 컴포넌트들간에만 바인딩(또는 호출) 및 API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안드로이드 플랫폼내에는 이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과 API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되어 4개의 

인증서가 디폴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역시 좀 더 깊숙이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10.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의 복잡성의 핵심인 태스크(Task)

모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AndroidManifest.xml)을 가진다.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사용 가능한 엘리먼트와 애트리뷰트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지루한 작업이다. 이런 

이유로, 쉽게 간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매니페스트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선언부라는 점에서 매니페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가이드는 이러한 매니페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엘리먼트와 애트리뷰트를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컴포넌트, 프로세스, 인텐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매니페스트의 엘리먼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또한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애트리뷰트들은 엘리먼트 별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애트리뷰트 별로 

정리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접근 후에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태스크와 관련된 애트리뷰트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스크는 액티비티 컴포넌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의 태스크 관련 애트리뷰트들은 

태스크와 액티비티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태스크는 런타임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태스크와 관련된 설정은 

태스크의 루트 액티비티가 되는 액티비티를 통해 지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가장 복잡한 애트리뷰트를 가지는 것이 activity 엘리먼트이다. 그리고 일부 태스크 관련 애트리뷰트는 

application 엘리먼트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application 엘리먼트의 자식(child) 엘리먼트들 중 activity 엘리먼트 

모두에게 해당 속성이 상속된다.

11. NDK는 C 또는 C++ stand-alone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가 아니다

최초의 안드로이드 SDK 릴리즈 이후, 안드로이드 NDK(Native Development Kit)가 두 번에 걸쳐서 릴리즈되었다. 

안드로이드 SDK가 최초로 릴리즈된 시점에는 안드로이드가 Java 프로그래밍 언어만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되었다. C 또는 C++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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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1.5(Cupcake)가 릴리즈된 시점에서 NDK 1.5가, 안드로이드 SDK 1.6(Donut)이 릴리즈된 시점에는 NDK 1.6이 

릴리즈되었다. 흔히들, 안드로이드 NDK는 C 또는 C++ 네이티브 개발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드로이드 NDK는 C 또는 C++ stand-alone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SDK상에서 개발 가능한 애플리이션에서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 가능한 C 또는 

C++ 네이티비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함이 목적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NDK에서 사용가능한 C 

또는 C++ API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상에 존재하는 모든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아닌, Bionic 계열의 라이브러리에 

한정된다. 최초의 NDK 1.5는 Bionic 계열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 한정되었으나, NDK 1.6에서는 OpenGL ES 1.1 

3D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상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크게 Bionic, Functional, Server, HAL로 구분된다. 이것들 중 

NDK가 Bionic과 OpenGL ES 1.1에 한정된 API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에 릴리즈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호환성 유지의 범위를 그것으로 국한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12. 글을 마치며

kandroid는 2008년 안드로이드 개발자 가이드 번역서인 안드로이드 입문서를 출간한 바 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신 덕분에 1st Edition을 구매하신 분들께 2nd Edition을 무료로 배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3rd Edition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3rd Edition은 오프라인 출판이 아닌 온라인 출판이 될 것이며, 형식은 PDF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2010년 2월 중순경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배포될 3rd Edition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가이드에 한정되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레퍼런스 가이드, 안드로이드 블로그 내의 기술 문서, 안드로이드 

PDK(Platform Development Kit)를 포함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궁극에는 안드로이드 전체 소스에 대한 기술 문서 

포함가 포함될 것이다. 공동의 노력과 공개된 활동을 통해 좀 더 경쟁력 있는 안드로이드 기술에 함께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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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의미와 경쟁력을 생각하다… 
소 오 강 호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속해있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관련 신제품 전략 회의가 열렸다. 

개발담당자는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을 2년 내 오픈 소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사의 CEO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마케팅 부서를 포함해 유관 부서가 모두 모여 오픈 소스 전략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오픈 소스로의 전환이 회사는 물론이고, 제품 경쟁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리눅스 기반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오픈 소스 전략의 어려움에 대해 다들 공감할 것이다.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개방의 의미와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개방형 시스템의 우월성은 이미 많은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감춰진 것은 공개되고, 닫힌 것은 

열리게 마련이다. 자발적으로 하느냐, 등 떠밀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방형 시스템의 채용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방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통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IT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개체 사이의 의사 소통의 수준을 보면 개방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려면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어셈블러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컴퓨터의 기계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발자들이 일일이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 다음엔 유닉스라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발달과 더불어 C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개발자들이 어셈블러에 이해 훨씬 더 사람들이 쓰는 언어체계에 가깝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을 중간에 있는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방식이었다. 그 후에는 인터프리터를 쓰는 스크립트 

언어라던가 가상 머신을 쓰는 자바 식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 언어의 진화 과정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도 재미있다.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극히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 아마도 주로 방위 산업이나 과학 분야의 사람들만 쓰는 기계였다. 그러다가 컴퓨터의 응용 분야가 

비즈니스 쪽으로 확장되면서 사용자 층이 조금 더 늘어났고,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면서 다시 사용자 층이 더 

늘어났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용자 층이 더 늘어났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거의 모든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쓰게 되었다. 사용자 층의 증가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개발자의 수적 증가이다. 

누군가는 족쇄라고 하는 블랙베리를 회사 방침으로 쓰고 있는 나로서는 사실 이메일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면은 확실히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 녀석이 전화기 주제에 이메일 기능은 꽤 

좋은데, 막상 본업인 전화 기능이 영 꽝이라는 것이다. 난데없이 전화가 끊어지는 현상도 많고, 문자기능도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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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예전 전화기에서 그리워하는 기능은 바로 4자리 단축 다이얼 기능이다. 끝 네 자리 번호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한 기능인데, 주소록에서 사람을 찾아서 전화 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했다. 이 기능이 혹시 

특허가 걸려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허가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이 기능의 블랙베리용 프로그램을 찾을 확률은 

아마 높지 않을 것 같다. 블랙베리용 어플리케이션 마켓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개발자도 몇 명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이폰의 경우는 블랙베리보다는 훨씬 프로그램을 찾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수많은 개발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걱정 되는 것은 이 4자리 전화 번호 기능이 

의외로 시스템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나 다이얼러 등과 밀접하게 엮여 있을 거라는 점이다. 아이폰 개발자가 

아니라서 아이폰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가 이런 기능의 개발까지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 깊숙한 곳까지 건드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라면 개발 도구에 관해서라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시스템의 전화번호부나 다이얼러의 

수정이 자유롭고, 그럴 능력만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나 미들웨어의 수정을 통해서 뭐든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내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기능들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방식도 

잘 정의되어 있다는 점 역시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미 이런 일을 해놓은 

응용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편하겠지만, 아직 응용 프로그램의 숫자나 개발자의 숫자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즉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쟁력은 결국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발자의 숫자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블랙베리에 비해 안드로이드의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또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확산보다도 호환성의 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개발자들이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한 안드로이드 호환 디바이스에서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장해야 안드로이드 개발자 커뮤니티가 유지.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조사의 입장에서 개방을 통한 경쟁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전의 휴대폰은 제조와 마케팅의 승부였다고 생각한다. 멋진 디자인, 대량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구매 시스템과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통신 사업자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한 유통망 확보 및 강력한 판촉 활동이 게임의 

룰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이고, 한동안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PC를 통해서 인터넷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예전의 골퍼들이 비가 오면 투덜거리면서 골프장을 떠났다면, 오늘의 골퍼들은 비가 오면 클럽하우스로 돌아가 

PC로 실시간 위성 사진을 보고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정한다. 그리고 내일의 골퍼들은 현장에서 즉시 

휴대폰으로 위성 사진을 볼 것이다. 사용자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져가고 있고, 이런 사용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만족시켜주는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같은 회사가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제조사들도 사용자들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선정이 필요하다. 

노키아의 심비안이나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림의 블랙베리는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잘나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하지만 특정 제조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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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선택이 남아있다. 이 세 회사들처럼 직접 만들거나, 혹은 잘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가져다 쓰거나 둘 중 

하나이다. 각 플랫폼 간의 비교는 이미 넘칠 만큼 많은 정보가 있으니,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어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채택하는 경우, 제조사의 정체성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만든 안드로이드 2.1 기반의 풀 터치폰에 비해, 왜 고객들이 우리 회사가 만든 안드로이드 2.1 

기반의 풀 터치폰을 사야 하는지 기존 제조기술의 범주를 벗어난 조금 더 소프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는 그 논란 만큼이나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애플답지 않게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제품 발표였다고 하는 평들이 많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디바이스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런 점이 또한 애플다운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무협지에서도 어설픈 고수는 온갖 폼을 

다 잡지만, 진정한 고수는 오히려 매우 평범해 보인다. 온갖 쓸데없는 기능으로 필요 없는 사족을 덕지덕지 붙이는 

기획에 비해서 정말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만 최고의 수준으로 튜닝을 해서 제품으로 내놓는 애플 특유의 접근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조금 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다. 기존의 제조기술에서 제품의 품질확보 및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시기에도 역시 그 두 가지는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경영진과 개발팀, 마케팅 팀과 디자인 팀 그리고 소비자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제품의 품질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전과 현실 감각을 조화시킨 제품 기획, 기술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디자인, 

동반자적인 협력 업체 관리 그리고 현실적인 제품 출시 계획 등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회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평적인 의사 소통 문화에 다가가기가 힘들 뿐이다. 가격 

경쟁력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이 부서에서 한 달 삽질해서 해결한 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헤매고 있다면 기간 단축에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매번 말도 안 되는 요구 

사항을 말도 안 되는 스케줄에 맞추라고 밤샘 작업을 종용하는 것은 개발자들이 그저 기계적으로 시킨 일만 하게 

만들 뿐이다.

개방형 시스템의 추세에 맞춰 오픈 소스 전략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90년대 후반 닷컴버블이 

붕괴되면서 오픈 소스 기반 소프트웨어의 경제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모바일 소프트웨어의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GPL이니까 공개해야 하고, 아파치 라이센스니까 공개 안 하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의 

정책은 클라우드와 집단 지성의 시대에 너무나 소극적인 접근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다. 알량한 소스코드 

몇 줄보다는, 오픈 소스 전략을 통한 기술 리더십과 아이디어의 독창성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전략을 주도할 몇 사람의 천재를 확보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선의 대안은 조직 내의 

수평적인 의사 소통 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개방형 시스템의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의사 소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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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mobile computing platforms 
Jade Cheong

1997년, 당시 뉴욕에 살고 있던 나는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Palm Pilot을 샀고, 이후로 내 Palm은 24시간 

나와 함께 있었다. Star Trek에서 봤던 palm device보다는 훨씬 낙후된 기술과 기능이었지만, 그 상상이 현실화된 

시초였다. 그 시초 후로 나는 mobile phone과 palm device가 합쳐지길 기다렸고, 그 기대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된 기술의 발전 덕에 이제는 눈에 파묻힌 스위스의 산골짜기에서도 Star 

Trek의 episode들을 internet에서 download 받아 스키장 카페에 앉아서 iPhone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스위스 설경 사진을 한국에 계신 엄마에게 e-mail로 보내고, 앞서 출발한 스노우보드 친구의 위치를 

Google Latitude로 찾아내 날렵한 스키로 따라 잡을 수 있다. 이제 smart phone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다. Smart phone 없이도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Smart phone이 있어서 생활의 즐거움과 

편리함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과된 것이고, 이는 인류 문명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 부분인 것만은 

사실이다.

2007년 1월 9일, Steve Jobs가 Mac World에서 iPhone의 데뷔를 발표하던 당시, financial crises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린 세계의 여론은 iPhone의 성공 여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었다. 결과는 전혀 달랐고, 

그 엄청난 성공의 행진은 세계의 관심을 iPhone 뿐만 아니라 smart phone 업계에 집중시켰다. 그 후 3년, Steve 

Jobs는 다시 세계 여론 앞에서 iPad의 데뷔를 알렸다. 그리고 Google은 Nexus One이라는 새 smart phone을 

내놓음으로써 2008년 9월, 최초의 Android phone인 T-mobile G1의 등장 이후 별다른 성공적 사례 없이 

지지부진했던 그들의 천재적 상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공개했다. 동시에 internet 세계의 cloud라는 새로운 컨셉이 

일반 대중에게 개인의 확장된 computing 영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smart phone의 발전적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Apple iPhone과 Google Android Phone에 대한 비교분석은 여기에 다시 부가할 필요가 없겠지만, 몇 

가지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1. User Interface Design, 그리고 System Architectural Design

iPhone 사용자들은 Nexus One의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전화기 하단에 있는 4개의 버튼에 대한 비판은 

단호하기 조차하다. iPhone의 2차원적 구조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이 4개의 버튼이 Android Phone의 3차원적 

multi-tasking 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Android Phone의 multi-tasking 기능은 iPhone과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점이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깔끔하고 세련된 User Interface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생산자의 넉넉한 투자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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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 Source vs. Unified System

Apple이 항구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엄격하게 개발하고 아주 세련되게 소비자 시장을 

공략하는 정책은 그 성공 일대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견을 몇 번 뒤엎은 성공적 시장 점유율은 

경쟁적 위치에 있는 타 업체의 개발과정에도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현시점에서 Apple의 상품 

경쟁력에 무척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Google의 Android platform 상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한 open source 정책은 그 개발 경쟁력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가히 소비자의 상상을 넘고도 남을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Google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그 행태적 

양상은 “Don't be evil”을 실행하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그들의 현재 주요 상품은 

internet cloud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표방하는 사업적 철학과 맞물려 신세대를 위한 진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3. Organization,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확실한 가능성은 인간사회에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한다. Google Android는 ubiquitous mobile computing 

platforms업계에 아주 커다란 가능성을 선물했다. Apple의 성공사례로 본 수적인 결과에 비하면 현시점에서는 

논쟁의 대상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며, 더불어 시장공략 방법개발에 있어서도 역시 현재까지는 Apple의 깐깐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방법이 훨씬 우세한 위치를 차지한다. 소비자 가격 "공짜"인 Google의 상품들은 상당 부분 시험 

운행 중인 것이 사실이며, 우매한 대중에게는 다소 위험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그 우매한 대중들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Google의 부산한 시험적 체제는 되도록 빨리 대중의 마음을 유혹하는 매력적 상품성 개발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Apple과 Google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monopoly market과 free market의 방향성에 대한 공방과도 같으므로 

어느 쪽이 옳다거나 낫다고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다. 다만 Apple iPhone과 Google Android phone의 경쟁적 

공존.공생이라는 이상적인 방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혹자들의 예상은,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가 경험한 치열한 

자유경쟁의 현상들을 이제는 다소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인간사회가 스스로에게 가중한 그 위험한 게임의 

댓가를 통해 얻은 작지만 달콤한 성과이다. 개인적으로는 Apple과 Google이 당당히 세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자가 되어서 기쁘다. 

지난 주말 iPhone 3GS를 구입한 남자친구와의 발전적 경쟁관계를 위해 이번 주 중에 나는 Nexus One을 구입할 

계획이다. 

"Let's meet on the cloud. Bis Bald!"



The passion is not speed, but direction!                                              

- 14 -February 4, 2010  ©2010, www.kandroid.org

Don’t be evil vs. Liberal Arts & Technology

김 남 국

1월의 가장 큰 IT 뉴스 두 가지를 들자면 역시 구글의 넥서스원 출시와 애플의 아이패드일 듯 하다. 며칠 전 뒤늦게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애플의 키노트(Keynote)를 보는데,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지향하는 바를 ‘Liberal 

Arts’와 ‘Technology’라는 말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 애플과 구글의 지향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Liberal Arts’와 ‘Technology’라는 두 단어를 들으니 애플이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애플은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완결성을 가진 상상력의 예술품을 내놓고 

싶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글을 생각해보니 머리 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은 ‘Don’t be evil’, 그리고 Database and Context 

그 두 가지의 단어였다. 원래 ‘Don’t be evil’은 기업이 단기 성과 때문에 비도덕적인 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및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일을 경계하자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Don’t be evil’이 ‘Try to be good’은 또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생각해보니 ‘Don’t be evil’이 뿜어내는 자태가 

마치 기술력 중심의 회사인 구글의 지향점에는 사람이 가지는 가치나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고스란히 

도려내고 기술, 그것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evil’과 ‘good’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 

없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엔지니어의 욕심과 야망이 느껴진다면 과대망상일까. 하지만 

이는 구글의 경쟁력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은 비즈니스 기반의 

사고와 접근에서 경쟁력을 획득해 왔고 기술력의 집적보다는 시장의 이해 및 마케팅을 통한 경쟁 우위를 획득해 

왔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비즈니스 모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그러한 세계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접근 방식과 사고, 시장에 

기반한 게임이었다. 반면 구글의 경쟁력 중심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정리하는 기술력과 사용자들의 검색 데이터가 있다. 구글과 같은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가치도 가치지만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넘기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과대망상에 기반한 상상력이 발동한다. 구글의 메인 화면에는 왜 다른 포털과 같은 광고가 없을까. 시각적으로 더 

많이 보여질 수 있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나 플래시 광고를 여전히 넣고 있지 않을까. 왜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는 광고 시장과 무관한 영역으로 꾸준히 확장해 가고 있을까. 구글은 왜 모바일로 들어왔을까. 

대개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는 컨텍스트에 기반한 광고가 타겟팅이 높은 더 적절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수익 영역을 확장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신의 서랍 속에서 정리하고 싶은 엔지니어의 욕심이라는 과대망상을 여기에 가져다 대어 본다. 구글이 

메인 화면에 광고를 넣지 않은 이유는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기술적인 완결성을 내보이는, 필요한 것만이 있어야 

할 메인 화면에 어지러운 광고를 넣게 되면 그 순결성이 다치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지금도 여전히 매니악과 같은 

직원만을 채용하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인력들보다는 기술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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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은 아닐까. 구글이 모바일에 들어온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검색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자 음성과 텍스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 역시 수집하고 정리하고 

싶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넥서스원에서 주요한 기능으로 TTS(Text To Speech), STT(Speech To Text)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이유는 음성이라는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이 모바일에서는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구글이 시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전략적인 실행의 배후에는 

매니악스러운 엔지니어의 순수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이 머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졌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서랍에 쌓아두는 일이고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은 그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금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대망상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생각해보니 구글의 많은 행보가 이해되기 시작했고,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대망상에서 시작한 가상의 해석과 시나리오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겼다. 좋은 인력, 전략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본력, 시장의 이해, 고유의 

기술력 등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이라는 기업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완결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매니악의 마음과 열정이라는 답이 내려졌다. 미치지 않고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즐거움. 

미친 것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 기업들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느껴진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게 된다. 

나는, 당신은 미칠 준비가 되었는지. ‘Don’t b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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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원 받기 트위터 이벤트 후기

노 상 범

몇 년 전 한국 인터넷시장에서 침 좀 뱉었던 웹에이전시가 있었더랬다. 바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나는 

한동안 IT 바닥을 떠나있었다. IT가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다. 왜? 안드로이드 때문이다. 그리하야 급기야 안드로이드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사이트 

오픈을 준비하면서 밑밥을 뿌리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트위터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등 follower에게만 

넥서스 원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전파연구소 개인인증비용도 내주는, 사용자에게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이메일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안받고, 그저 팔로잉하고 이벤트 인증 글 하나만 복사해서 붙이면 그만인 

초간단 트위터 이벤트. 누구라도 ‘한 번 해봐?’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결코 귀찮지 않은 그런 이벤트를 

기획한 것은, 사실 사이트를 마케팅하기 앞서 먼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이고, 

재미있고, 개방적 이미지와 이름을 알려 주고 싶어서였다. 가장 ‘안드로이드틱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안드로이드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사실 ‘안드로이드’라는 단어보다 ‘구글’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시의 적절하게도 안드로이드폰이 아닌 '구글폰'이 출시되었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넥서스원을 내세워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넥서스원이 발표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최고의 

얼리어탑터 성향을 가진 트위터에서 넥서스원 만큼이나 관심 있는 아이템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고, 가격은 600달러 밖에 안되지만, 가격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 넥서스원이 출시되던 날, 실제로 트위터에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잠도 안자고 실시간으로 문자중계를 할 

정도로 IT Geek들이 관심 있는 아이템이었다. 제품가 600달러에 배송비 등등 해도 750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다. 

cost는 750달러지만, 뻥 조금 쳐서 말하면 거의 자동차 한 대를 건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다.

한국시간 2010.01.06. 새벽 7시. 문제의 구글폰 발표가 끝나자마자, 나는 미국에 있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구글폰을 주문해 줄 것을 부탁했고, 다행히 그 때 하필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친구가 있어서 금방 

넥서스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는 트렌트세터들의 간을 볼 차례였다. 

결과? 

모두 4,370명의 트위터 follower를 달성하는 대성황으로 이벤트는 마감되었다. 추첨도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살린 넥서스원의 기능을 활용한 추첨을 하고 싶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논외, 결국 넥서스원에 좋은 기능 중 하나인 QR Code를 사용하여 추첨이 진행되었다. (http://

www.hongik.com/selection/) 인터넷 생중계서비스인 UStream 이용을 결정했다. 트위터 생중계 역사상 400명 

가까운 분이 본 건 이게 처음이었을 듯 하다. 용서해 주신다면 한 번만 건방을 떨고 싶다. 솔직히 5천명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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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약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만족만족대만족하고 있다. 

유명 블로거분들께서 칭찬의 글을 써주는 통에 기분이 우쭐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좋은 마케팅 사례로 남을 

것이라 말해주셔서 영광인 것 또한 사실이다. 1주일 만에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가장 많은 follower를 가진 트위터 

계정이 되어버렸다. 분위기 살려 follower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안드로이드 소식, 정보, 의견, 루머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벤트 직후 10% 정도 unfollow를 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다행히 3% 정도의 

이탈만 있었고, 대부분의 follower분들이 follow를 유지해 주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또 다른, 1회보다 더 재미있는 이벤트를 생각해 내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지만, 즐겁게 

새로운 이벤트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다. 왜? 안드로이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안드로이드폰, 구글폰을 

충분히 궁극의 폰으로 만들 수 있는 당신들 같은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소문의 매체다. 그것은 로마를 건설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일찍이 설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리거나 알라’와도 통한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행정구조를 현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도시를 지역으로 

세분화시켰다. 그렇게 해서 뒤얽힌 커뮤니케이션 통로망을 집약시키는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하위 계층과 개별 계층이 만들어낸 복잡한 사회적 공명시스템 안에서 소문과 루머와 진실이 유통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 세상에서 재편되어진 각종 SNS도 도시 안의 지역과 같은 개념일 것이다.

아이폰이 그러했듯 안드로이드 역시 입소문의 날개를 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실과 루머를 컨트롤하고 

정책이 컨트롤될 때 안드로이드는 궁극의 플랫폼으로 우리 모두의 총알이 될 것이다.

참조 URL               

 http://hongik.com/phone

 http://blog.studioego.info/2478

 http://minoci.net/1054

 http://health20.kr/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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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Spark of Genius)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 미셸 루트번스타인 - 에코의 서재 

빌 게이츠가 트위터(www.twitter.com/BillGates)를 시작하고, 개인 웹사이트 (www.GatesNotes.com)를 만들었다. 

2008년에 사실상 MS에서 은퇴하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의 자선사업에 집중해 온 빌 게이츠 아니던가. 그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와, 그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트위터와 게이츠 노트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노트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What I'm Thinking About),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What I'm Learning), 여행'(My Travels), '대화'(Conversation) 등의 메뉴가 있다. 빌 게이츠의 

관심사인 질병,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등에 대한 그의 ‘생각’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빌 게이츠의 생각 뿐 아니라, 워렌 버핏의 생각, 구글의 생각, KT와 SKT의 생각 더불어 MB의 생각 등등 누군가의, 

무언가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사실 그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일이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과거완료형으로, 역사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생각을 알기 이전에 나만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탄생을 위해 나만의 생각하기 방법을 갈고 닦아야 할 개발자들이다. 

창조를 위한 생각하기 방법에 따라 행동 방법도 달라진다. 바로 그래서 세상에는 천재가 있어왔다. 천재들의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생각의 탄생(Spark of Genius)]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13가지 생각의 도구, [관찰 

- 형상화 - 추상화 - 패턴인식 - 패턴형성 - 유추 - 몸으로 생각하기 - 감정이입 - 차원적 사고 - 모형 만들기 - 놀이 

- 변형 -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말해준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은 우리에게 ‘그냥 듣는 것’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구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관찰이 그렇다. ‘그냥 보는 것’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에서 하나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한 관찰자’는 셜록 홈즈의 말처럼 ‘그것의 전후 모든 다른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피카소의 추상화 기법은 사실 어린 시절, 비둘기 발목만 오랫동안 그려온 관찰의 힘에 바탕한다. 관찰은 모든 

생각하기의 기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선호하는 생각하기의 습관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낙서처럼 모든 것을 쓰거나 그려놓고 그 연관성을 생각한 다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낸 달지 아예 생각하고 있는 

것의 모형을 만들어 본 달지 말이다. 개인적으로 놀이와 변형과 통합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다. 

놀이는 분야 간의 경계를 허문다. 어떠한 구분, 경계, 용도의 한계에도 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시작한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는데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유명한 ‘젓가락 행진곡’도 러시아 작곡가 

보로딘과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그의 딸 가냐가 놀면서 만든 작품이다. 사실 놀이든 게임이든 규칙이 있다. 피아노 

공동연주라면 두 사람 모두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칙 말이다. 하지만 규칙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규칙에 의지해서 혹은 규칙을 벗어나서 놀이의 즉흥성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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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각하기를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표현 매체가 글이든 그림이든 기술이든 변형적 사고는 모든 분야의 창조적 작업에서 전형적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사실 오늘날의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을 분리해서 가르친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하기의 본질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못한다.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상상하면서 분석하는 통합, 감각과 의식이 서로 맞물리는 우주적 동시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상태다. 

듣지 못하는 타악기 연주자 이블린 글레니가 그렇다. 맨발로 소리의 진동, 음파로 음의 높낮이와 세기를 조절하며 

연주한다는 이블린 글레니. 그녀는 누군가 연필 같은 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아. 이런 소리가 나겠구나.’하고 

상상한다고 말했다. 상상으로, 몸으로 이블린은 소리를, 음악을 이해한 것이다. 

자고로 ‘이해’라는 것은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처럼 ‘앎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감성과 감각을 하나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못한다. 

새로운 인간은 지각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외부세계와 느낌과 정서를 담고 있는 내부세계를 융합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는 이미 과도한 전문화와 세분화에 지쳐있는 지도 모른다. 책 [생각의 탄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사람, 즉 종합적 이해력을 갖춘 사람이지, 세분화된 고급기술만을 구사하는 기술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재능교육이 아니라 전인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식만으로는 모자란다.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의 단계를 지나 새롭게 ‘느끼고’ 유익하게 ‘만드는’ 디자인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요사이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이 굳으면 혁신도 없다. 호기심을 

가지고 부딪혀 보자. 질투심 없는 회의를 하자. 연관성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다. 흡입-압축-폭발-배기의 작동원리로 

자동차가 달리듯 지식과 상상과 논리와 생각을 완전 연소시켜 보자. 불완전 연소가 매연을 낳듯 꿈의 불완전 연소, 

생각의 불완전 연소는 아쉬움과 후회를 낳는다. 

애벌레 속에는 먼 훗날 나비가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무엇도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을 안다. 

어느 해질녁, 내일 뭐 입지? 뭐 먹고 사나? 나는 뭐지? 꿈이 뭐였더라? 등등 사는 게 누추하다 싶어지거든, 몇 

시간만이라도 일상에서 슬쩍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삶의 리듬을 바꾸고 싶거든 당신,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가보라.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보라. 생각을 멈춰보라. 놀아보라. 섞어보라. 엮어보라. 그리고 변형하고 

합쳐보라.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보일 것이다. 생각은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다. 발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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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손목을 잡힌 채 큰 나무 주위를 돈다. 

한참을 뛰어도 제자리. 앨리스가 말했다. 

“우리 세상에서 지금처럼 오랫동안 빨리 뛰었다면 보통은 어디엔가 도착하게 돼요.”

붉은 여왕은 말했다.

“참으로 느릿느릿한 세상이군. 그렇지만 보다시피 이곳에서는 죽어라 뛰어야 제자리야. 

어딘가에 가고 싶다면 적어도 지금의 두 배로 빨리 뛰어야 한단다.”

-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 Glass) 중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의 세계는 참으로 냉혹하고 피곤하다. 

우리가 속해있는 기술경쟁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자 밴 베일른(Leigh van Valen)는 

쫓고 쫓기는 모든 생태계의 평형관계를 붉은 여왕의 세계에 비유했을 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어라 뛰어야 제자리다. 

이 냉엄한 ‘붉은 여왕의 효과(Red Queen Effect)’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 묵묵히 가라.

Your road is your Lord..

칸드로이드 저널 편집장 김 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