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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 or me,

the Internet is one gigantic ghost town, a great dreamlike
metropolis where we always seem to arrive the moment everybody else
has left. In this immense software-driven city, we find traces of life
everywhere but no people, no living bodies. Its urban center is made up of
hundreds of thousands of elaborate web sites that stand as deserted
monuments to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We can all
shop and bank there, but in the solitude of our homes and offices. Its
suburbs are countless personal homepages - vast fluid neighborhoods of
haunted houses containing the tastes, hobbies, and lifestyles of countless
missing people we've never seen, never met. Even synchronous message
and chat systems seem like electronic Ouija boards in eerie rituals of cyberseance. Ghostly messages appear on the monitor, typed by unseen hands, as
if from the other side of the grave. Yet, it is not the dead but the living that
supernaturally communicates with us. The people we write to are "there"
but not really there - we write not to them but to virtual addresses in this
ghost town that we all visit individually, alone in front of our computers.
Many of the people we encounter we will never see or touch; we may not be
sure where they really are when they write to us - are they at home, in an
office, at a cyber-cafe? We may not even be sure what part of the world they
live in, what state or country. On our computers, they seem to be phantoms
IMany thanks to Deborah Wong for her valuable suggestions. I am also grateful to my
virtual friend Kim Kraft (known as Mister X in the mod scene) for his astute observations and
my tracking teacher, TrackZ, for his boundless pat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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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on words alone.
Thus, we have become living ghosts in the machine. 2 The World Wide
Web seems to be huge ghost town because human presence there is rarely
synchronized temporally and never spatially. I won't find another person on
the Web, I'll only find the traces they left behind. In other words, we might
say that Softcity is not really about contemporaneity but about
commensurability; it's not that people are sharing virtual space, but that
they all have access to that space - and they do it each individually, alone.
There may be a hundred, a thousand, a million people accessing the Internet
at any given moment but I don't experience their presence, only evidence
that they were once there. Even with so-called synchronous chat systems
and instant message services, I can only infer their existence from whatever
texts (and occasional images) they leave behind. Thus, Softcity is a city of
software-driven ephemerality, its fantastic edifices built from the bits and
bytes of data retrieved from remote mainframe servers. Its inhabitants exist
as disembodied identities with no simultaneity of presence, only collective
solitude.
The culture of simulation
In her recent book, Life on the Screen, Sherry Turkle states "we are moving
from a modernist culture of calculation into a postmodernist culture of
simulation" (Turkle 1997: 20). She argues that the "modernist computational
aesthetic" (1997: 18) revolved around calculation, one-way processes,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s. Computers and computation reflected the grand
narrative of scientific empiricism: causal relationships, reductive reasoning,
and an absolute division between lofty science and popular culture. In the
postmodern culture of simulation, this narrative has given way to
complexity, interactivity, and decentralized relationships. The CUI
(graphical user interface) - along with hypertext media and the Internethas changed the way we interact with our computers, allowing us to
navigate within simulated environments and manipulate metaphorical
2Katherine Hayles (1999) argues that we live in the era of the posthuman - when
information lost its body. According to Hayles (1999: 2-3), the concept of the posthuman
carries with it several assumptions: 1) privileging informational pattern over material
instantiation so that embodiment in a biological substrate is seen as an accident of history
rather than an inevitability of life; 2) viewing the mind as an epiphenomenon, the result of
informational processing (rather than as the primary source of processing); 3) believing the
body to be the original prosthesis that we all learn to manipulate, with the possibility of other
prostheses; and 4) reconfiguring the concept of self so that it can be seamlessly articulated
with intelligent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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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As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in our lived experiences, she
argues, the computers and media technologies are changing the way we
think about the real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al.
Cultural forms emerge out of the materials at hand: if representation
exists in the absence of the real thing, then it is representation, or
simulation, that constitutes the stuff of culture. This study will attempt to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if Internet communication is based on
what some might consider the illusion of presence, and others call
"telepresence," can it nevertheless support contemporaneous social
collectivity? Can individuals logged onto the Internet be at home alone in
front of their computers and, at the same time, als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constituted by other solitary individuals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If so, are such "virtual communities"
different than communities in the embodied world? Are they extensions of,
substitutions for, or alternatives to, offline real-world communities? How do
the technical realities of online communications (that is, presence based on
electronic access, mediation, and textuality, rather than physical proximity,
context, and situation) affect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One might take
Turkle's idea of a "culture of simulation" and argue that the set of social
relationships I describe constitute a "virtual" collectivity since it is based
entirely on Internet communications. Are such relationships less real or less
meaningful because they are mediated?
Virtual ethnography
During the summer of 1997 and off and on since, I have been involved
with conducting ethnomusicological field research. It involved learning
particular musical and linguistic skills, interviewing musicians, visiting
numerous research sites, collecting relevant texts and audio recordings, and
observing various kinds of music-related activities. Indeed, I used classical
field method in this research: participation-observation, interviews,
documentation, etc. All in all, the fieldwork was extremely time-consuming
and intellectually demanding. It involved studying some rather esoteric
knowledge, developing new skills in making music, and challenging my
understanding of musical performance. Although I sometimes found myself
utterly bewildered and frustrated, the overall experience was deeply
satisfying because many of the artists and fans I met in my work have
grown to become my friends. Furthermore, I gained access to forms of
musical knowledge and skills that have significantly enhanced my personal
and professional H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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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thnography is about a small but socially complex community in
Softcity that emerged specifically as a result of computer technology and
coheres entirely 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It is a social collective
that goes far beyond textually based discussion groups and listserv lists that
now form a familiar part of the online media landscape and are widely
analyzed in scholarly literature on late twentieth century technoculture. The
aim of my study is to argue that online communities like the mod scene are
as real as communities offline. Communities are, after all, based on social
relationships, not necessarily on physical proximity. What makes the mod
scene particularly interesting is its orientation toward on music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Unlike most other communities, the mod scene involves
much more than the exchange of email messages or postings in a discussion
group. Its members exchange music and music-related software. Because of
that, I will first describe the kinds of software and programming techniques
artists use before continuing with the questions above.

Electronic music modules: mods
My research has been on an online community devoted to a particular
form of music production, generally known as mod - short for digital music
module and no relation to the British counterculture of the 1960s. Mods are
music files in binary form created through music editing programs known
as "mod trackers" and played back for listening using software called "mod
players" (see Figures 1 and 2, below).
Mod music files contain digitally recorded samples, as well as coding for
sequencing the samples in playback.3 The "trackers" that are used to create
these files provide composers with the means to control and manipulate
sound samples in almost limitless ways to produce music. What is unique
3Fans state that mod music is superior to 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music
available on most Windows based PCs because mods are entirely software driven and do not
require special equipment beyond a PC with a soundcard. MIDI data files contain only coding
that instructs the computer to play certain pitches in specific ways, but mods contain both
coding and actual sound samples in digital form. Thus, playback of MIDI files (data files
ending with .mid or .rmi) requires relatively expensive equipment (and software) for
acceptable sound reproduction but mod songs can be played back with satisfactory results on
almost any PC today that has mod player software (which obtained for free on the Internet).
Imbedded sound samples allow the composer to have greater control over his or her music
and make mod files accessible to anyone that owns a PC and is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composers can sample sounds themselves, even incorporate texted vocal lines in their music;
or they can create and use synthesized sounds as well as appropriate sounds from various
recorded sources, including compact disks and cassette tapes - even computer games and
even other mod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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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Plug Player (freeware program available at http://www.modplug.com)

Figure 2. MOD4WIN Player (shareware program available ()n the Internet)

about these editing programs is that, in the hands of sophisticated
composers, the resultant product rivals studio recorded music in production
quality. Creating music using such editing programs is simply called
"tracking" - a term perhaps more appropriate than "composing" since it
involves a kind of music notation played not by humans but by computers.
In other words, tracking means "coding music." However, this is not to say
that tracking is simply doing empty computEc'r programming. It is a highly
creative and skillful activity that perhaps involves a much closer contact
with musical sound than conventional composition because every aspect of
each sonic event is coded (see Figure 3, below), from pitch and duration to
exact volume, panning, and laying in numerous effects (such as echo,
tremolo, fades, and so forth). One might say that mod musicians are, at the
same time, the composers and the performers of their music. Additionally,
they are their own studio sound engineers, producing high quality digital
"recordings" with virtual mixing boards that have as many as sixty-four
channels. In this way, mod music is subversive, much like punk garage
bands with their DIY sensibilities, because it undercuts the division of labor
in conventional musi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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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d tracker, coding page (Mod Plug Tracker, available at http://www.modplug.com)

The mod scene
Once the mod is finished it is released to the larger Internet community of
mod enthusiasts, called "the scene." The composer uploads the newly
completed composition to one or more of several sites where mods are
archived, making it available to his or her audience who will download the
file to their own computers (see Figure 4, below). Literally thousands of
mod files can be found on the Internet - if one knows where to look for
them. Although most compositions emulate high tech popular dance musics
like house, jungle, ambient, and so forth, the mod scene is not by any means
limited to a particular style or genre of music. One can also find rock, heavy
metal, new age, remixes of old aild current radio hits, TV and movie
themes, blues, jazz, and even classical music in mod format.
Mod web sites are important center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commuinity members. They not only provide elaborately catalogued
archives of mod music files, with detailed charts of new and past hits, but
also allow mod fans to publicly comment on any song. These site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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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d web site (Trax in Space at www.traxinspace.com)

provide news of the scene, including news of "compos" (mod composition
contests) and related music events. As community centers, such web sites
often offer bulletin boards and chat services for member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more directly, encouraging the free flow of ideas and
information.
By encoding textual information within each mod file, composers also
maintain contact with their audiences and with one another by including
their email addresses, greetings to fans and other composers, and virtual
signatures (often in the form of textual graphics). The text is displayed for
the listener during playback. It is either scrolled in the title window of the
player by clicking a button or displayed in a separate window, along with
other song information by clicking another button (see Figure 5, below).
In their communications, mod composers affect the language and style of
the techno music scene. They rarely use their own names to identify
themselves, taking on futuristic or otherwise fantastic aliases like Timelord,
bionic, equin<l>x, kosmic, mysterium, and so forth. Often the names
themselves are textualized graphics that play with conventions of spelling
and ca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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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d player, with informational windows (MOD4WIN)

To have any kind of status as an active member of the mod community, or
lithe scene," one must either be a mod composer, a programmer of mod
related software, or the owner of a website that features mod music. In other
words, social status is directly linked to social action. Even fans are able to
contribute to the scene by making mods available to the wider public by
having a "plugin" mod player on their personal web page that
automatically plays a composition when the site is visited. Most of these
personal web pages also provide links to other mod web sites and
sometimes include small archives of featured or favorite mods. Like the
music they advocate, such homepages are ranked according to ongoing
surveys or the number of hits (total or daily) by several of the central mod
sites. Homepages are reviewed by scene members at the major web sites
according to their originality and creativity, as well as their impact on the
scene (the number of hits they draw).
While most mods are composed by individuals, many are the result of
collaborative efforts. In either case, and perhaps also for economic reasons,
composers often form alliances like bands and set up elaborate websites for
their groups that both promote and distribute their music. These alliances
are known as crews and they may also include programmers and graphic
artists (if the composers themselves do not have these skill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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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rs, graphic artists (sometimes called graphicians"), and
programmers in the mod scene are predominantly young men, varying in
age from late teens to early thirties. They are generally middle class White
Europeans and Americans, college educated and possessing some basic
computing knowledge. 4 Some have access to fast, high-end computers and
broad bandwidth websites as a result of their jobs in the computer industry
where they work as programmers and coders. Most, however, work on
conventional PCs in their own homes, perhaps upgrading the soundcard or
adding RAM or other hardware depending on their financial resources and
computing knowledge.
As a community, the mod scene has a relatively short but rich history. It
emerged in the early to mid-1980s (as legend has it) with teenage computer
hackers "cracking" (deciphering) the software codes of early Atari,
Commodore, and Amiga game programs. As a kind of computer graffiti,
hackers would then code short intros of modified music and graphics into
the cracked games and pass them around like war trophies. The intros grew
increasingly larger and more sophisticated, eventually becoming
autonomous entities. The interests of these young hackers slowly turned
from cracking games to PC programming, creating" demos" or multimedia
programs that had no other purpose than to demonstrate virtuosic coding
abilities. Created entirely for aesthetic pleasure, demos have been described
in the online Wired Magazine (Green 1995) as the "last bastion of passionate
enthusiast-only programming." This resulted in what is now commonly
known as the "demo scene" in which teams of young computer hackers
compete against one another in producing the most elaborate and
sophisticated multimedia programs using the least amount of disk space.
Ideally, a good demo is one that has interesting music and graphics but can
be saved onto a 3.5 inch floppy disk. Mod tracking arose out of the demo
scene because it uses relatively little disk space but produces near studioquality music. While creating demos remains a popular activity today
(among a small but active group of programmers), it is now subsumed by
the mod scene. What is known as "demo music" has come to be recognized
by most community members as simply a style of composition.
The social order of the mod scene is formed from a hierarchy of graphic
artists, musicians, programmers, music experts, and fans. At the top are the
seasoned demo artists who have been around since the early days of Amiga
II

4This kind of information is found on several of the scene's main web sites, such as Trax in
Space (http://www.traxinspace.com) and United Trackers (http://united-trackers.org),
provided voluntarily by members. Personal home pages and crew sites are also important
sources for scene demograph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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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odore computer hacking. They serve as the community elders
and dictate the aesthetic standards of mod are dedicated specifically to
composing music and not necessarily interested in creating demos. Novice
composers, and serious fans make up the largest but lowest level of the
community. They generally have little voice in serious discussions of
aesthetics and technical matters, but make their presence felt through chat
networks and email by asking questions or expressing enthusiasm over a
particular mod or mod composer.
The musical aesthetics that developed out of the peculiar history of the
mod and demo scene still have a strong hold over the community today.
New composers, in particular, are reminded of rigorous tracking standards
through sometimes devastatingly harsh reviews of mods published
regularly on the Internet. The aesthetics are, in their extreme manifestation,
based on a kind of geek adolescent techno-machismo - music coding is
damn hard and not suited for the technologically handicapped. Some
community elders have lamented (in various web documents) the decline of
musical coding standards: a result of increasingly user friendly tracking
software which allows anybody to create a "lamer," i.e., a poorly or sloppily
coded piece of music. Yet, generally, apprentice composers are welcomed
into the scene and naIve attempts at tracking are viewed with considerable
tolerance. While some hardcore tracking enthusiasts may emphasize highly
polished technological production and sophisticated coding techniques over
musical substance, most experienced mod composers have an astoundingly
sophisticated knowledge, or at least a profou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music theory and compositional technique, producing mods of outstanding
quality. Ultimately, however, it is' the popularity of the composer's mods
that determine his or her status within the community
All active members of the mod scene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regularly by email, through Usenet discussion groups, and bulletin boards
as well as over real-time chat systems. Frequent communic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mod scene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friendships as well as promoting one's own music and/or web page. Like
any community in the offline world, the mod scene is dependent on
personal networks of communications among its various members. These
personal networks constitute smaller collectivities of friendships and
alliances in which individuals are in direct contact with other individuals
(even while they may never meet as embodied people in the offline world).
Indeed, very few members are known personally by everyone throughout
the scene. In a musical community based almost entirely on the
disembodied exchange ~f information, status is entirely dependent on name

Ghosts in the Machine

217

recognition: the more widely a person's name is known, the greater prestige
he or she enjoys.
Thus, the mod scene is made up of a social hierarchy based primarily on
prestige and authority. Prestige for composers is gained from having a large
following of fans and name recognition while authority arises out of a
thorough knowledge of tracking and computer esoterica (and to a lesser
degree, music theory and compositional technique). Prestige can also be
obtained through other forms of commitment to the scene, most commonly
through software development 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major web
site. Although those on highest levels in the social hierarchy (mostly
seasoned composers and computer programmers) have little real control
over community members, they do command respect for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Imaginary communities in virtual places
The idea of community is predicated on a collective sense of common
interests and purpose. Members of a community are bound together
through comradeship and a desire to seek one another out. In the past
communities were perhaps based, at least in their conception, on proximity
- members lived near one another. In most cases, as Benedict Anderson has
shown (1983: 6), even small communities are imagined communities since it
is unlikely that any member will ever know all of his or her fellowmembers, yet (as Anderson puts it) "in the minds of each lives the image of
their communion." All members know some of their fellow members and,
as a result, define their sense of belonging to the larger group in terms of
these specific relationships.
The imagined community of the mod scene is certainly based on common
purpose and a strong sense of place among its members. Their purpose is to
create, distribute, and listen to mods - that should be clear by now. More
importantly, however, their sense of place is defined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Internet, rather than the real world. There is no mod scene in the physical
world; there are only isolated mod composers and fans. Indeed, the mod scene
adds further meaning to the notion of transnationalism. Many scene
alliances are made up of composers living literally thousands of miles apart
from one another. A group's web page becomes the locus for the activities of
its members and a place in which they share their common purpose (see
Figure 6, below). It institutionalizes the group, providing its geographically
scattered members with the means to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 as a
unified whole. Thus, while members may come together on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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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eb site for NOISE (New Objectives In Sound Exploration), a transnational mod crew

disembodied tele-presence of the World Wide Web, their home page
provides them with a kind virtual corporeality that is compelling to their
fans. Finally, the various webpages of the mod scene are linked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Mod Web Ring, an Internet application that allows web
surfers to jump from one mod homepage to another by simply clicking a
button.

Conclusions: Techno-performativity and virtual community
Our understandings of selfhood and community have been radically
altered by media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the truest sense of
postmodemism, the autonomous subject has been displaced - or better yet,
fragmented into many selves. When we go online, the computer extends
our identity into a virtual world of disembodied presence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allows us to take on other identities. We lurk in or engage with
online lists and usenet groups, constructing different versions of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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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fly. The computer, in this way, allows for a new kind of
performativity, an actualization of multiple and perhaps idealized selves
through text and image. Communities, too, emerge out of the convergence
of the many disembodied selves on the Internet. Freed from the constraints
of real-time and real-space, so-called virtual communities are not bound by
proximity or face-to-face contact. What makes an online community cohere
is common interest and a suspension of disbelief - a faith in the
community's realness by its members.
The idea of "virtual community" has been the focus of discussion in a
great deal of literature regarding computers and the Internet. 5 Too often,
however, community" is defined in simplistic or entirely utopian terms.
On the one hand, Howard Rheingold (1993: 5) defines virtual communities
as "social aggregations that emerge from the Net when enough people carry
on ... public discussions long enough, with sufficient feeling, to form web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cyberspace." Other writers compare the virtual
communities of the Internet to the Habermasian ideal of "public sphere.,,6
Here, the virtual community has utopian possibilities: a kind of place where
access is guaranteed to all citizens and where they can gather, organize
themselves, and hold informed and reasoned debate. In the rarefied textual
virtuality of literary criticism and cultural studies, scholars don't investigate
whether communities actually exist on the Internet, but argue over the
concept of virtual community. In other words, for many theorists, if it does
not fulfill our utopian dreams of the public sphere, then it isn't a community
but simply a myth created by the corporate world "to inspire and privilege
commodified desires .... " (Lockard 1997: 225).
One might also argue that not all people have access to the Internet indeed, most people in the world do not. Furthermore, it is rarely informed
and reasoned debate that occurs online. What happens on the Internet isn't
really (or virtually) community, Joseph Lockard (1997: 224) argues, but
simply just a desire for community. Clearly, the users of Microsoft Windows
98 do not constitute a community, despite the advertising hype. Yet, this
begs several questions: what does constitute community? Is communication
enough to create community - that is, can community exist as a virtual,
immaterial entity made up of disembodied tele-presences? Or, does it
require material, concrete components in proximity (houses, buildings,
park, embodied humans and so forth)?
I would argue that all communities are based less on material and
1/

SSee, for example, Shields 1996, Rheingold 1993, and Porter 1996.
tiSee Haberma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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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ied proximity (humans sharing physical space) than on a collective
sense of identity, of feeling that one belongs and is committed to a particular
group. And the group coheres through the common interests, ideals, and
goals of its membership. It may fall far short of any utopian ideal but the
cohesion of its collective identity is stronger than the centrifugal pull of its
individual members. The Internet lays the groundwork for community by
providing access to sustaineQ communication, informational resources, and,
most important, a common locus for members to gather (even while that
locus is virtual). Internet communities have emerged, despite temporal and
spatial displacements, because they are formed entirely out of social
relationships that are very real to members - relationships emerging out of
communication, exchange (of information, ideas, even goods and capital),
common interests and purpose, and mutual commitment. As Nessim
Watson (1999: 120) argues, "we should begin thinking of community as a
product not of shared space, but of shared relationships among people."
Communities on the Internet are not "virtual," they are real- as real as
the offline communities we belong to as embodied humans? Even in the
material offline world, a community does not come into existence simply
because of the physical proximity of its members - we do not see our zip
codes as necessarily identifying who we are (although they might indicate
our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 community is defined by the social
relationships that form its underpinnings and these are its reality. Such a
perspective recalls the now widely known notion of "imagined" community
as set forth by Benedict Anderson (1983: 15): "Communities are to be
distinguished, not by their falsity/genuineness, but by the style in which
they are imagined." Thus, discussions of whether communities do or do not
exist on the Internet, or of whether they are real or virtual, should be
focused instead on the nature and quality of the relationships among
members. In other words, rather than question whether this or that online
collective is or is not a community, we should perhaps ask what do these
social networks do and mean for their members.
Indeed, the mod scene suggests an almost utopian scenario: music
commodification without mass production and consumerism without the
exchange of capital (at least in terms of financial assets). In Baudrillardian
terms, mod music files "are conceiv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very
reproducibility." The wrinkle, however, is that mods are not conceived to be
mass-produced commodities, even as they are mass-mediated through the
7This point was brought to light by Nessim Watson in an article entitled, "Why We Argue
about Virtual Community" (see Wat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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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ide Web. Commodification only occurs when the music file is
copied and downloaded by fans ("consumers"). Fans often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mods by making copies and sending them to friends and
acquaintances via email, discussion groups, or Internet chat systems. Bear in
mind that copying mod files is not the same as making cassette or CD
copies of store-bought recordings since the source recording constitutes an
original (holding a kind of prestige that the copy does not have). Since mods
are digital data files, the copies are, for all and intents and purposes, the
same as the original (and there is no greater prestige associated with
owning the "original"). Furthermore, the concept of commodity is
problematic here because, while the Internet provides a means for massmediation, consumption takes place without the exchange of money. Eve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third-order simulacra: the
necessary audio "technology" needed for mods (the mod trackers and
players) is available in the form of software th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also for free. s Thu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od scene is
one based on new divisions of labor, new concepts of capital (prestige,
status, name recognition, etc.), and new configurations of social relations
(web sites as community centers, discussion groups as public forums, etc.).
In Jacques Attali's utopian view of the future of music (1992: 133), 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merge with the ascent of new social and
aesthetic orders. 9
Today, a new music is on the rise, one that can neither be expressed nor
understood using the old tools, a music produced elsewhere and otherwise. It is not
that music or the world have become incomprehensible: the concept of
comprehension itself has changed; there has been a shift in the locus of the
perception of things.

In a way, Attali's idealistic rhetoric of a new musical order seems to
describe, to some extent, the mod scene. It is indeed a music, to use Attali's
words, that requires "new tools" to be expressed and understood, and it is
indeed produced elsewhere and otherwise. These "new tools" have
emerged out of the ingenious combination of personal computing, the
Internet, and the unique software technologies created by mod scene
8While the hardware needed for the software is still relatively expensive (in real monetary
terms), many mod fans use computers available in schools, libraries, at work, or other public
places.
9This same passage is posted on the home page of one of the major web sites in the mod
scene: www.castl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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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to compose, distribute, and listen to their music. In Attali's
utopian scenario, music becomes a participatory enterprise in which
consumers are involved in the creative process itself, distinctions between
high and low culture disappear (or at least blur); economic networks of use
and exchange dissolve; and, finally, composing is no longer a specialized
profession, aimed at the production of a musical object, but an ongoing
communal activity that remains perpetually unfinished, undertaken for the
sheer pleasure of social interaction - what Christopher Small (1998: 13)
calls musicking: "The act of musicking establishes in the place where it is
happening a set of relationships, and it is in those relationships that the
meaning of the act lies."
Indeed, following Small's argument, mod music is as much about the
mod scene and the relationships it entails as it is about the abstract pleasure
of listening to patterns of sounds. We might listen to a mod song and
dismiss it as banal, derivative, or simply amateurish imitation of the
popular music styles we hear on the radio or find on commercial recordings
- and, indeed, many (if not most) mods are musically conservative - but
we would be missing the point. Small's notion of musicking is similar to an
argument that John Blacking made more than twenty-five years ago:
"musical things are not always strictly musical" (1973: 25). As I stated
earlier in this essay, the mod scene is somewhat akin to garage rock and the
DIY sensibilities of punk. We might view the mod scene as a musical
subculture within the larger popular music scene as well as the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industry. Following Hebdige (1979), a subculture is
based on the materials of the parent (or dominant) culture but reconfigured
to become meaningful to its rebellious participants. In the mod scene,
similar to punk sensibilities, aesthetics of abstract beauty do not necessarily
prevail over subcultural ideologies of self-expression, resistance,
subversion, personal or group empowerment, and so forth. The pleasure of
listening to mod music is deeply enmeshed in the complex social
relationships that the mod scene engenders, in its often conflicted ideologies
of resistance and subversion, and in its quirky techno-geek values. In heroic
terms, we might argue that the mod scene is a community of young
computer and popular music enthusiasts trying to undermine the
hegemony of commodity capitalism and Western technoculture. Yet,
"resistance" here is based not on rejecting but on embracing mass media
and computer technology, choosing and reconfiguring those elements that
serve the aesthetic sensibilities, ideologies, and logic of the mod community.
Whether they are successful or not in resisting the music industry, whether
their community is utopian or not, real or virtual, mod scene member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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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carved out a social place for themselves - and they have
carved it out in the non-space of the Internet.
It is clear that the Internet provides fascinating possibilities for social
networks, especially for innovative new uses of current technology, and for
collective and collaborative artistic creativity. The mod scene demonstrates
that it is the communal enterprise that impels new music - composers
respond to one another (and to their fans) directly and immediately. Yet
these communities are also far more than some people exchanging ideas by
e-mail. The Internet provides a place for individuals to gather and, as a
collective, to generate emergent (sub)cultures, complex prestige systems,
elaborate commodity exchange networks, and structured governing
bureaucracies. When we take such online social collectivities seriously and
acknowledge the reality they can accrue (think of reality as a kind of capital)
in the social relationships they engender, we might then finally understand
what constitutes community, whether we theorize it as real or imag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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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속의 유령
음악민족치와 인터넷 1

르네 T.A. 라이슬로프 (UC 리버사이드)
김지철 옮김(서울대 석사과정)

셔

혼

나 에게 인터넷은 하나의 거대한 유령도시

마치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

나버린 순간에 막 도착한 것 같은 커다란 꿈 같은 대도시이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이 광대한 도시 속 어디에서나 우리는 삶의 혼척을 발견하지만， 거기에
는 사람이나 생명체는 없다. 이 도시의 중심부는 기관， 기업. 공공기관 들의 황폐
화한 유척처럼 서 있는 수십만 개의 복잡한 웹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거
기서 쇼핑이든 은행 일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는 집이나 사무
실에 혼자 있을 뿐이다. 도시의 교외는 수없이 많은 개인 홈페이지들이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척도 없는 수없이 많은 이픔없는 사람들의 취향과 취미와 라
이프스타일을 담고 있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령의 집들이 다닥다닥 불어 있는 실
시간 메시지나 채팅 시스템들도 사이버 집회의 무시무시한 의식 속의 전자 점패판
같다. 유령의 메시지가， 마치 무덤의 저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타이프하듯 모니
터에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와 초자연적으로 교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다. 사람틀이

‘있어

우리는 글을 보내지만， 사람들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척으로 방
문하는 유령도시 안의 가상 (virtual) 주소에다. 캠퓨터 앞에 흘로 앉아 편지를 쓰

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을 우리는 영원히 보거나 만지지 못할 것이
다. 그들이 우리에게 글을 보낼 때 그들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집인지 사무실인지
사이버카페인지 , 우리는 모를 수 있다， 그들이 세계의 어느 구석 , 어느 나라， 어느

1 값진 도움말을 준 데보라 왕에게 여러 가지로 감사한다. 날차로운 관찰융 해 준 가상세계
의 친구 킴 크래프트(모드 씬에서는 ‘마스터 X ’ 로 통한다)와‘ 무한한 인내로 트래킹올 가르
쳐 준 Trac kZ에 게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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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우리의 컴퓨터 속에서 그들은 단어만으로 만
들어진 허깨비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기계 속의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2 월드와이드웹은 거대한 유
령도시처럼 보인다. 그곳 사람들의 존재는 시간척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드
물고， 공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웹상에서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일은 없고， 그들이 남긴 혼적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소프트시티
(Softcity) 는 사실은 동시성 (contemporaneity) 이 아니라 통약성( commensur-

ability )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플이 가상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
라， 누구나 그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저마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어느 특정 순간에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의 수는 백 명， 천 명， 또는 백만 명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들이 한때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를 볼 뿐 그들의 존재를 경험

하지는 못한다‘ 소위 실시간 채팅 시스댐과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에서조차， 나
는 그들이 남기는 텍스트(가끔은 이미지)로부터 그들의 설존을 추론할 수 있을 따
름이다. 따라서， 소프트시티란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찰나의 도시이다. 이 도시
의 환상적인 건물들은 멀리 있는 메인프레임 서버로부터 불러온 비트와 바이트 단
위 데이터로 지어진 것이다. 도시의 주민들은 존재의 동시성이 아니라 집합척 고
독만을 가진， 육체 없는 정체성으로서 실존한다.

시률헤이션의 문화
셰리 터클은 최근 펴낸 『스크린 위의 삶』에서 “우리는 계산 (calculation) 의 모더
니즘 문화에서 시율레이션의 포스트모던 문화로 옮아가고 있다”고 한다 (Turkle

1997: 20). 그는 “모더니즘의 계산적 미학”은 계산， 일방척 처리과정. 위계관계 주
위를 맴돌았다고 주장한다. 컴퓨터와 계산 (computation) 은 인과관계 , 환원적 추
론， 고상한 학문과 대중문화의 절대분리 등 과학척 경험주의의 거대 서사를 반영
했다. 시율레이션의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이 서사는 복잡성， 인터액티비티， 탈중

심적 관계로 대체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graphic user interface) 는

-하이퍼텍스트 미디어와 인터넷과 더불어-우리와 컴퓨터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
꾸어， 복제된 환경 속을 향해하면서 은유적 (metaphorical) 대상들을 조작할 수 있

2캐더린 헤일스는 정보가 그 육체를 잃어버린 포스트휴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주
장한다. 그에 따르면 (Hayles 1999: 2-3)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은 몇 가지 가정을 답고 있다‘

1) 물질척 예시보다 정보척 패턴을 중시하여， 생물화척 하부구조 속에 당긴 것을 생명의 필
연성이라기보다 역사의 우연으로 본다: 2) 정선을 정보 처리의 (일차적 원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생긴 주변현상으로 본다:

3)

신체뉴 조작법올 익혀야 하는， 원래부터 인공

척인 기관 (prosthesis) 이며， 다른 인공 기관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여 , 지능을 가진 기 계의 연장선상에 놓는다

4)

자아의 개념올 재구성

기계속의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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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 우리의 생활체험에서 점정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는 컴퓨터와 미디어
테크놀러지는 실재와 실재의 표상에 대한 우리의 사유방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고

터클은주장한다.
문화형식은 손 가까이 있는 소재로부터 나온다: 실물 없이 표상이 존재한다면，
잡다한 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그 표상 혹은 시율레이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올 제기하려 한다: 만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실재의 환영이니
‘원격실재 (telepresence) ’ 니 하는 것들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적인 사회적 집단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로
그인한 개인이， 집에서 훌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도처에 흩어
져 있는 다른 나흘로 개인플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형성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

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가상 커뮤니다 는 육체척 세계의 커뮤니티와 다른
가? 가상 커뮤니티들은 오프라인의 실재 세계 커뮤니티의 연장이나 대체물이나 대
안인가? 온라언 커뮤니케이션(즉， 물리적 근접성， 맥락， 상황이 아니라 전자척 접
속， 매개， 텍스트성 textuality 에 기반한 존재)이라는 기술척 현실은 개인파 집단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터클의 ‘시율레이션의 문화’ 라는 개념을 받아들
여， 여기까지 기술한 일련의 사회척 관계들은 전적으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기
반을 두고 있으므로 ‘가상의’ 집단성올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
개된 것이라 하여 이러한 관계들이 덜 실재척이고 덜 의미있는가?

가상민족지
1997년 여륨 이후 틈톰이 나는 민족음악학 현지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정 음악

과 언어를 익히고， 음악가들을 인터뷰하고， 많은 연구 지역올 방문하고， 관련 문헌
과 녹음들을 수집하고.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활동윷 관찰하는 일들이었
다. 사실은 이 연구에서도 참여-관찰. 인터뷰， 푼헌조사 등등 고전척인 현장조사
방법들을 동왼했다. 언제나 그렇듯 현장조사는 시간을 많이 요하고 지척으로도 고
달픈 작업이었다. 여기에는， 어딘지 범상치 않은 지식을 익히는 것， 음악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음악 연주에 대한 나의 이해플 시험해 보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때로 크게 당황하고 좌절한 척도 있으나. 연구 중에 만난 많은 아티스
트들과 팬들이 갈수록 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척인 경험은 아주 만족스러웠
다. 더 나아가 여기서 체득한 형태의 음악지식과 기술들은 개인으로서， 그라고 프
로페셔널로서의 삶을 상당히 고양해 주었다.
나의 민족지는 전적으로 컴퓨터 테크놀러지의 결과로 발생하고 전척으로 인터 넷
커뮤니케이션올 통해 웅접력을 띠는， 작지만 사회적으로 복잡한 소프트시티 속의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다. 이제 온라인 미디어 풍경의 친숙한 부분을 이루고 20세
기말 테크노 문화 관련 학술문헌에서 광뱀위하게 분석되고 있는， 혜스트에 바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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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그룹과 리스트서브 (listserv) 리스트률 훌쩍 념어서는 사회척 집단적 커뮤니

티이다. 나의 연구의 목표는 모드 씬 (mod scene) 과 같은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

인 공동체만큼이나 설재척임을 논하는 것이다. 아무튼 커뮤니티란 반드시 물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사회척 관계에 기초하고 있논 것이다. 모드 씬올 특별히 홍미롭
게 만드는 것은 음악의 생산파 전파에 대한 입장이다. 대부분의 다른 커뮤니티와
는 달리 모드 씬은， 이메일 메시지를 교환하거나‘토론 그룹에 의견을 게시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올 포함한다. 모드 씬의 멤버들은 음악과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환한다. 이 때문에. 위의 질문들을 다루어 나가기 전에 먼저 아티스트들이 사용
하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테크닉의 종류에 판해 설명하겠다.

전자옴악모률: 모드
나의 연구는 일반으로

module) ’ 의

‘모드 (mod) ’

-

‘디지털 음악 모율 (digital

music

약자로， 같은 이름의 1960년대 영국 반문화 운동과는 무관-라고 알

려진， 특정 형식의 음악 생산에 종사하는 온라인 커뮤티니에 관한 것이었다. 모드
는 ‘포드 트래커 (mod

통해 만들어지고 ‘모드

플레이어

tracker)' 라는 음악 편집 프로그랩올
(mod player) ’ 라는 소프트왜어로 재생해 블을 수
일이다(그렴 1 , 2 참조) .

있는 바이너리 형식 파

모드 음악 파일은 디지털 녹음된 생플뿐 아니라， 샘플의 시련싱 재생을 위한 코

딩들을 담고 있다 3 이들 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트래커 (tracker) ’ 는 사운드
생플을 제어하고 조작해 음악을 만드는 거의 무제한의 수단을 작곡가에게 제공한
다.

01

편집 프로그랭만의 독특한 점은， 숙련된 작콕가의 손을 거치면 결과물은 절

면에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음악과 맞먹는다는 점이다 。 1 런 편집 프로그랩을 사
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것을 그냥 ‘트래킹
컴퓨터에

의해

연주되는 일종의

(tracking) ’

이라고 하는데 , 사람이 아닌

음악 기보법융 사용하므로 아마

‘작곡

3모드는 전척으로 소프트쩨어에 의해 작동되고， 샤운드카투가 달린 PC 이외의 특별한 장
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 팬들은 오드 음악이 완도우 기반 컴퓨터 대부분에서 사용가능한 미
디

(MIDI: Musica! Instrument Digita! Interface)

유악보다 낫다고 한다

미디 데이터 파얼은

혹정 음고롤 륙정 방식으로 재생하라고 캠퓨터에게 지시하는 코딩만 포함하지만， 모드는 이
러한 코딩과 디지털 형태의 실제 사운드 생플올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 미디 파일 (.mid나

.rmi로 끝나는 데이터 파일)을 쓸만하게 재생하기 위해서는 비교척 비싼 장비(와 소프트훼
어)가 필요하지만， 모드 노래들은 요즘 나오는 어느 PC 에서나 오드 플레이어 소프트웨어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만 있다면 만족스럽게 재생할 수 있다. 사훈드 생플이 파
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곡가는 자기 음악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PC롤 가지고 있고 인
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구나 모드 파일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작곡가들은 스스로 소리
롤 생플링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사가 있는 보컬 라인도 음악에 포함시킬 수 있다

:s:. 합성

된 소리뿐 아니라 CD와 카세트테이프， 심지어 컴퓨터게임이나 다른 모드 파얼 등까지 다양
한 소스로부터 척당한 소리률 생플령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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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WIN 플레이어(셰어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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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Plug 풀레이어(프리웨어‘ http://www.modplug ‘com)

(composing) ’ 보다 더 적절한 용어가 아년가 한다. 다시 말해 . 트래킹은 ‘음악을
코당한다’ 는 뜻이다. 그러나 트래킹이 단순히 딸맹이 없는 컴퓨터 프로그래맹의
수행이라는 말은 아니다. 음고와 시가로부터 정확한 음량， 패닝 (panning) . 다양한
효과(에코， 트레볼로， 페이드 등등)의 배합에 이르기까지 개개 음향 사건의 모든
면이 코딩되므로(그럼 3 참조) . 전통적인 작곡보다 더 음악 사운드와 가깝게 접촉
해야 송}는， 고도로 창조척이고 기술을 요하는 활동이다. 모뜨 음악가는 자기 음악
의 작곡자이면서 동시에 연주자라고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려 64 채널의 가

상 믹싱보드를 사용하여 고음질의 디지털 ‘녹음’ 을 만드는 스튜디오 사운드 엔지
니어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모드 음악은 전통척인 음악 생산과 분배의 분업올
파괴하는 면에서 DIY 감성의 펑크 가라지 밴드 (garage band) 와 비슷하게 전복적
(subversive) 이다.

모드씬
모드가 일단 완성되면 그것은 ‘씬 (scene)’ 이라는， 모드 마니아들의 더 큰 인터

넷 커뮤니티에 배포된다. 작곡가는 새로 완성한 작품을， 모드를 모아 놓은 여러 사
이트들 중 몇 군데에 엽로드하여， 청중이 파일을 캠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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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E 트래커의 코딩 패이지 (ModPlug 프래커‘ http://www.modplug.coml

해준다(그럼 4 참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말 그대로 수천 개의 모
드 파일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하우스， 정글， 앵비언트

(ambient) 같은 하이테크 댄스음악을 흉내내지만， 모드 씬은 결코 특정 양식이나
장르의 음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락， 헤비떼탈， 뉴에이지， 신곡이나 흘러간 라
디오 히트곡 리믹스 TV와 영화 주제곡， 블루스， 재즈， 심지어 모드 포뱃의 클래식
음악도있다.

모드 웹사이트들은 커뮤니티 멤버플 사이의 중요한 정보교환 센터이다. 웹사이
트들은 모드 음악 파일뜰의 최신 히트와 과거 히트곡들의 자세한 차트뜰과 정교하
게 목록이 작성된 아카이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모드 팬뜰이 어느 곡에든지 공개
적으로 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이트들은 또한 ‘콤포스 (compos) ’ (모드 작
곡 콘테스트) 및 관련 음악 이벤트 뉴스를 비롯한 씬의 뉴스도 제공한다. 커뮤니티
센터로서 이들 웹사이트들은 멤버뜰이 더 직접척으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게시판과 채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
한다.

개개 모드 파일에 텍스트 정보를 인코딩함으호써 작곡가들은 이메일 주소， 팬들
이나 다른 작곡가들에 대한 인사， 가상 사인(텍스트 그래픽 형태가 많다) 둥으로

기계 속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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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드 웹사이트(T rax in Space, http://www.traxinspace.com)

작곡가끼리나 청중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 텍스트는 재생하는 동안 화면에 뜬

다. 버튼을 클릭하여 플레이어의 타이틀 창에서 스크롤하거나， 다른 버튼을 클릭
하여 다른 곡 정보와 함께 별도 창에 표시할 수 있다(그림 5 창조) .
모드 작곡가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테크노 유악 씬의 언어와 양식에 영향을
끼 친다 . 본명 은 거 의 사용하지 않고. Timelord. bionic , equin <j> x. kosmic.
mysterium 등등 미래척， 공상적 가명을 쓴다. 이릅 자체가 철자법이나 대문자 사
용 관행을 가지고 장난치는， 택스트화한 그래픽언 경우도 많다.
모드 커뮤니티 즉 ‘씬’의 활동멤버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모드 작곡가나 모

드 관련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머， 혹은 모드 음악을 다루는 웹사이트의 주인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팬들도 자기의 개인 웹페이지 방문시 자동으로 떤주되는 ‘플러그인’ 포드
플레이어를 갖고 모드를 더 많은 대중에게 접끈까능케 함으로써 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들 개인 웹페이지 대부분은 다른 모뜨 웹사이트로 렁크를 제공하고， 때로
는 잘 나가는 모드의 작은 아카이브를 가지고 였기도 하다. 자기네가 지지하는 음
악과 마찬가지로 이런 홈페이지들도 중앙 모드 사이트 몇 군데서 늘상 하는 설문
이나 조회수(전체 또는 당일)에 따라 순위매겨진다. 주요 웹사이트의 씬 멤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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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이 뜬 모드 플레이어

(MOD4WJN)

이 홈페이지들을 독창성과 창의성은 물론 씬에 미치는 파급력(조회수)에 따라 리
뷰한다.

모드는 대부분 개인에 의해 작곡되지만， 공동 노력의 결과인 모드도 많다. 어느
경우든，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에서이겠지만， 작곡가듬은 종종 밴드와 같은 연합을
형성하여 자기네 그룹의 정교한 웹사이트를 구축해 쯤악올 선전하고 전파한다. 이
런 연합을 ‘크루 (crew) ’ 라 하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래머와 그래픽 아티스트(작곡

가 자신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기도 한다. 모드 씬의 작곡
가， 그래픽 아티스트( ‘그래피션 graphician’ 이라고도 한다). 프로그래머 들은 주로
10 대 후반에서 30대 초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으로

대학교육올 받고 기초 컴퓨터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중산층 백인 유럽인

과 미국인들이다 4 어떤 이틀은 컴퓨터 산업의 프로그래머나 코더 (coder) 라는 직
업상 빠른 고성능 컴퓨터와 광대역 웹사이트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정 형편과 컴퓨터 지식에 따라 사운드 카드뜰 업그레이드하거나 RAM이나 다른
하드웨어를 늘리면서 집에서 일반척인 PC를 가지고 작업한다.
4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Trax in Space(http://www.traxinspace.coml 1.-f United Trackers
(http://united-trackers.orgl 같은 주요 씬 맹사이트에 맹버뜰이 자발척으로 올린다 개인
홈헤이지와 크루 사이트 역시 씬의 통계적인 자료의 중요한 소스야다

기계속의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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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로서 모드 씬은 비교척 짧지만 풍부한 역사률 가지고 있다. 모드 씬은

(전셀에 따르면) 초기 아타리. 코모도어， 아미가 풍의 게임 프로그랩의 소프트훼
어 코드를 ‘크랙 (crack)' (암호를 푸는 것)하는 10대 컴퓨터 해커들에 의해 1980년

대 중반에 생겨났다. 일종의 컴퓨터 그라피티 (graffiti) 처렴， 해커들은 자기네가 크
래한 게임에 변형된 음악과 그래픽을 담은 짧은 언트로 (intro) 률 코딩하여 마치 전

리품처럼 유포시켰다. 인트로가 점점 커지고 세련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톡렵적인
개체가 된 것이다. 이 젊은 해커들의 관심사가 게임 크래킹에서 PC 프로그래밍으
로 서서히 옮아왔고， 오로지 숙련된 코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척의

‘데모’ 나

멀티미디어 프로그랩을 만들게 되었다， 전척으로 미척인 쾌률 위해 만들어진 데모

들을 온라인 『와이어드 매거진 (Wíred Magazine) .Jj 은， “열성분자들만올 위한 프로
그래맹의 마지막 보루:'

말하는 ‘데모

(Green 1995) 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것이 지금 혼히
씬 (demo scene) ’ 이고， 거기서 젊은 컴퓨터 해커 팀들이 최소한의

디스크 공간을 이용하여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멸티미디어 프로그랩 만풀기률 겨
루었다 이상적으로， 좋은 데모는 홍미로운 음악과 그래픽을 담고 있으면서도 3 .5
언치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드 트래킹은 상대책으로 책은 디
스크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거의 스튜디오 급의 음악올 만들어내므로， 이런 데모

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소수지만 활발한 프로그래머 집단 사이에
서) 데모를 만들기가 여전히 인기있는 활동이지만， 지금은 모드 씬 아래 통합되어
대부분의 커뮤니티 멤버들은 ‘데모 음악’ 하면 그냥 일종의 작곡으로 인식하게 되

었다.

모드 씬의 사회질서는 그래픽 아티스트， 음악가， 프로그래머， 음악 전문가， 팬
들의 위계로 이루어진다. 맨위에는 초창기의 아미가와 코모도어 컴퓨터 해킹 때부
터 활동해 온 베테랑 데모 아티스트들이 있다 그들은 커뮤니티의 어른 노릇융 하
고， 모드의 미척 표준을 지령한다. 중간에는 많은 젊은 숙련된 작곡가들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음악 작곡에만 전념하고， 꼭 데모를 만드는 데 관성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초보 작곡가들과 진지한 팬들이 수가 가장 많지만 커뮤니티의 가장 낮
은 총위를 이룬다. 이들은 일반으로 미학이나 기술척언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거
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채팅 네트워크나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하거나 특정
모드나 모드 작곡가에 대한 열성올 표시하여 자기들의 존재가 느껴지도록 한다.
모드와 데모 씬의 특이한 역사로부터 발전한 음악미학은 지금도 커뮤니티에 강
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모드에 대한 이따금 통
렬하고 엄한 려뷰는 특별히 새로운 작곡가들에게 엄격한 트래킹 규범을 상기시킨
다. 극단적인 표명 속에서 드러나는 이 미학은 일종의 괴짜스렵고 미숙한 테크노

마초이즘 (techno-machismo) 이다. 음악 코딩은 무지하게 어렵고 테크놀러지가 떨
어지는 사람에게는 척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고참 중 몇몇은 (다양한 웹
문서에서) 음악 코딩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한탄한다. 트래킹 소프트웨어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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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용자 친화척으로 되어 아무나 ‘돌팔이 Oamer) ’ , 즉 엉성하고 척당히 만들어

진 음악작품올 만들 수 있게 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으로 씬은 습작 작곡
가들을 환영하고， 서투른 트래킹 시도들을 상당한 관용을 가지고 지켜봐 준다. 몇
몇 골수 트래킹광은 음악척인 내용보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적인 제작과 세련된 코

딩 테크닉올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노련한 모드 작곡가들은 음악 이론과 작곡 테
크닉에 관해 놀라울 만큼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척어도 심오한 직판척 이
혜를 가지고 뛰어난 질의 모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궁극척으로 커뮤니티에서
작곡가의 지위룰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모드의 인기이다.
모드 씬에서 활동하는 모든 멤버들은 이메일파 유즈넷 토론그룹， 게시판뿐만 아
니라 실시간 채팅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올 교환한다. 자주 교신하는 것

은 우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음악과 웹페이지의 선전을 위해
모드 씬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오프라인 세계의 다른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모드

씬은 다양한 멤버률간의 개인척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이 개인척
인 네트워크들은 작은 친구나 동아리 집단을 만들어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직접

척으로(오프라인 세계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후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접

촉한다. 사실， 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척으로 알려진 맹버는 거의 없다 물질에
서 훈리된 정보의 교환에 거의 전척으로 의존하는 음악 커뮤니티에서. 지위는 전
책으로 지명도에 의존한다. 이륨이 널리 알려철수록 위셰도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드 씬은 일차적으로 명성과 위세에 기반을 둔 사회척 위계로 구성된
다. 작곡가의 권위는 트래킹과 컴퓨터의 비밀(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음악이

론과 작곡기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서 나오지만， 위세는 많은 땐이 따르고 지명
도가 높으면 얻어진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주요 웹사이트의 셜립 · 유지 등 다른
형태로 씬에 참여해서도 위세를 누릴 수 있다. 사회척 위계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
들(주로 베테랑 작곡가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은 커뮤니티 멤버들에 대한 현실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존경을 받는다.

가상공간 안의 상상척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공통의 관심사와 목적이라는 집단척 감각에 입각한 것이

다. 커뮤니티 맹버들은 동료의식과 서로를 발견하려는 열망융 통해 결속한다. 과
거에는， 커뮤니티란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근접성， 즉 멤버들이 서로 가까이 산다
는 데 기반을 두었다. 베네닥트 앤더슨 (Anderson

1983: 6) 의 말처럼 , 대부분의 경

우 한 커뮤니티의 모든 햄버가 다른 멤버 모두를 알지는 못하고 오직 (앤더슨의 표

현에 의하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남들과의 교제 (communion) 라는 이미지”만
있을 뿐이므로. 작은 커뮤니티조차 상상척 커뮤니티이다. 모든 멤버가 동료 멤버
몇몇을 알고， 그 결과 이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이 더 커다란 그룹에 속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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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국가적 모드 크루.

NOISE(New Objectives In Sound Explorationl 의

웹사이트

느끼는것이다.

모드 씬이라는 상상적 커뮤니티는 확실히 멤버들 사이의 공동 목적과 강한 현장
감을 기반으로 한다. 그들의 목적은 모드를 만들고 유포하고 듣는 것임이 이제 확
실히 드러났올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장감은 현실세계가 아니

라 인터넷 측면에서 정의된다는 점이다 물리세계에 모드 씬은 없다. 고립된 모드
작곡가와 팬들만 있을 뿐이다. 사실， 모드 씬은 초국가주의 (tr없1Snational.ism) 라는
개념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 많은 씬 동아리뜰은 얄 그대로 서로 수천 마일 떨
어진 곳에 사는 작곡가들로 구성된다. 그룹의 웹페이지는 햄버들의 활동장소이자
그들의 공동목적을 공유하는 장소가 된다(그림 6 참조). 웹페이지는 그룹을 제도
화하여，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멤버들이 통합된 전체 세계에 참여할 수단을 제

공한다. 따라서， 멤버들은 월드와이드웹의 육신 없는 원격 실재로만 모이지만， 홈
페이지는 그들에게 일종의 가상 육체를 부여하고 이 가상 육체가 팬들에게 호소한
다. 마지막으로， 모드 씬의 다양한 웹페이지들은 웹 사용자들이 버튼을 클릭하기
만 하면 한 모드 홈페이지에서 다른 모드 페이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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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웅용프로그랭인 모드 웹 링

(Mod Web Ring) 을 통해 연결된다.

철롬: 헤크노 수행생 (techno-performativity )과 가상 커뮤니티
자아와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에 의
해 크게 바뀌어 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창된 의미에서 자율적인 주체는 퇴

출， 좋게 말해 많은 자아들로 분할되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컴퓨터는 육신 없
는 실재의 가상 세계로 우리의 정체성올 확장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다른 정체성
을 택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몰래 장업하여 온라언 리스트와 유즈넷 그룹올 사
용하며 , 그러는 중에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버전을 구축한다. 컴퓨터는 이런 방식으
로 새로운 종류의 수행성과 다중적인 행동 설현， 그리고 아마도 혜스트와 이미지
를 통한 이상척인 자아를 가능케 한다. 인터넷 상의 많은 육신 없는 자아들이 모이
면 커뮤니티도 생겨난다. 설시간과 실공간이라는 제약에서 자유로운 이른바 가상
커뮤니티는 근접성이나 대면접촉에 국한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속하게

만드는 것은 공동의 관심사와， 커뮤니티의 실재성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불신의
유보-이다.

‘가상 커뮤니티’ 라는 개념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문헌에서 커다란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다 5 그러나 ‘커뮤니다 는 너무 자주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완전히
이상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왔다. 한편으로， 하워드 라인꼴드(Rheingold 1993: 5)
는 가상 커뮤니티를 “충분히 많은 사람뜰이 충분한 느낌플 가지고 긴 공동 논의를
해나가면서 사이버 공간에 개인적인 관계 조직을 형성해 나갈 때 생기는 사회적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다른 저술가들은 인터넷의 가상 커뮤니티를

‘공동장

(public sphere) ’ 이라는 하버마스 (Habermas) 척인 이상6과 비교한다. 여기서 , 가
상 커뮤니티는 모든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고，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 박식하고 조
리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이상향척인 가능성올 가진다 문학비평과 문
화연구들의 고상한 텍스트적 가상성 속에서， 학자들은 인터넷 상에 커뮤니티가 실

제로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지 않고， 가상 커뮤니티의 개년에 대해 논한다 다시 말
해， 많은 이론가들에게 공동장이라는 이상향적인 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커
뮤니티가 아니라 “상품화된 욕구를 촉발하고 특권화하기 위해 ..

(Lockard 1997:

225) 설제 세계에 의해 창조되는 신화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 었다. 실
제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더욱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논의
가 박식하고 조리 있는 경우는 드물다. 조지프 로카드 (Lockard 1997: 224) 는 인터

5예를 들어

Shields (1 996) , Rheingold (l 993) , Porter (1 996) 률 보라，
6Habermas ( 1996) 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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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에서 얼어나는 일은 진짜(혹은 가상) 커뮤니티가 아니라 단순히 커뮤니티를 향
한 욕망얼 뿐이라고 주장한다. 과대선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 윈
도우즈98의 사용자들은 커뮤니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의

문이 따른다. 커뮤니티를 정말로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
티 형성에 충분한가? 즉， 커뮤니티가 육신 없는 원격 실재들로 이루어진 가상척，
비물질척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커뮤니티는 근접한 물질적이고 구
체적인 요소(집， 건물， 공원， 육신올 가진 사람들 등)룹 요구하는가?

나는 모든 커뮤니티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근접성(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인
간플)보다는， 정체성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의무감이라는 집단적 감각에

더 기초한다고 말하고 싶다. 집단은 구성원들의 공동 관심사， 이상， 목표를 통해
결속한다. 이는 유토피아척 이상에 크게 못 미칠지도 모르지만， 집단적인 정체성
이라는 결속은 개인 회원들의 원심력보다 강하다. 인터넷은 지속척언 의사소통，
정보 자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멤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상적일망정)로의
액셰스를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간척， 공간척 거리를 무릅
쓰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겨난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전적으로 멤버들에게는

아주 현실척인 사회적 관계-커뮤니케이션. (정보， 아이디어 , 심지어는 상품과 자
본의) 교환， 공동의 관심사와 목척， 상호 참여에서 생겨난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기 때문이다. 네심 워트슨 (Watson 1999: 120) 의 주장처럼，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
를 공간의 공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공유의 결과불로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는

가상척 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속

한 오프라인 커뮤니티만큼이나 현실척이다 7 물절적인 오프라인 세계에서조차 커
뮤니티는 단순히 구성원뜰의 물리척 근정성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
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우편번호를 보지는 않는다(우편번호가 한 사람의 사회경제
척 상황을 말해줄지는 모르지만) . 커뮤니티는 그 토대플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들
로 정의되고， 이 관계들은 현실 (reality) 이다. 이런 시각은， 이제는 널리 알려진 베
네덕트 앤더슨 (Anderson 1983: 15) 의 ‘상상적. 커뮤니티 개념을 살기시킨다커

뮤나티는 그 진위 (falsity / genuineness) 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상상되는 방식에

의해 구분된다

즉， 인터넷 상에 커뮤니티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혹은

그 커뮤니티가 실재적이냐 가상척이냐에 관한 논의는， 멤버들 간의 관계의 성격과
특성에 초점맞춰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이 온라인 집단 또는 저 온

라인 집단이 커뮤니티인지 아닌지 묻기보다， 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그 구성왼들에
게 우엇을 해주고 무엇을 의미효}는지 물어야 한다.
아닌게아니라， 모드 씬은 대량생산과 소비， 자본의 교환(적어도 재정적인 자산

7이 논청 은 네 섬 워 프슨의 "Why
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We Argue about Virtual Community" (Watson 1998) 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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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미에서)이 없이 이루어지는 음악의 상품화라는 유토피아척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보드리야르의 말마따나 모드 음악 파일은 .바로 그 북제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된다

모드들은 월드와이드웹올 통해 대중에게 중개되지만 대량생

산된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상품화는 음악 파일이 팬들( ‘소비

자’ )에 의해 복사되고 다운로드될 때만 일어난다. 팬들은 모드의 복사본을 만들어
이메일이나 토론그룹， 인터넷 채팅 시스댐을 똥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보냉
으로써 모드의 유포에 공헌한다. 모드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레코드점 에서 산 카
세트나 CD( 원래 녹음만이 원본이고， 이는 복사본이 가절 수 없는 위세를 띤다)의
복사본올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자 모드는 디지털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복사본도 어느 변에서나 원본과 동일하다(‘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세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은 대중 매개를 위한 수단을 제
공할망정 소비는 돈의 교환 없이 이루어지므로， 여기서 상품이라는 개념에도 문제
가 있다. 생산과 소비의 수단조차도 삼차척인 시율라크르 (simulacre) 이다: 모드를
위해 필수적인 오디오 ‘테크놀러지’ (모드 트래커와 플레이어)는 인터넷에서 무료

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얻윷 수 있기 때문이다 8 따라서， 모드
씬의 정치경제학은 새로운 분엽， 새로운 자본 개념(위세， 지위， 지명도 둥) , 새로
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웹사이트， 공개토론회로서의 토론그

룹등)에 기반한다.
음악의 미래에 관한 자크 아탈리 (Attali 1992: 133) 의 유토피아척 견해에서， 문

화의 생산과소비는새로운사회적， 미학척 질서의 둥장과융합한다 .9
오늘날， 오래된 도구로는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음악이 부상하고 있다. 음악이나 세계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딸이다 사물을 지각하는 장
소(locus) 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음악적 질서에 대한 아탈리의 이상주의척인 수사는 어딘지
모드 씬을 기술하고 있는 것 같다. 아탈리의 발올 빌리자면， 표현과 이해에 ‘새로
운 도구’ 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음악이고， 음악은 정말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 새로운 도구는 개인 컴퓨터， 인터넷， 모드 씬 회원들이 음악을 작
곡하고 유포하고 듣기 위해 만든 독특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교묘한 조합에서 생겨
났다. 아탈리의 유토피아적 시나리오에서 음악은 소비자들이 창작과정 자체에 관

8소프트웨어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는 여전히 바교적 비싸지만(실제 금전척인 의미에
서). 많은 모드 팬들은 학교， 도서관. 직장이나 다른 공공 장소에서 컴퓨터률 사용한다.

9똑같은 구철이 모드 씬의 주요 웹사이트 중 하나인 www.castlex.com의 홈페이지에 게시
되였다，

기계속의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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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게 되는 참여척인 사업이 된다.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구분이 사라지고(척
어도 모호해지고) , 사용과 교환의 경제적 네트워크가 와해되며， 결국 작곡은 음악

척 대상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 영원히 미결인 채 남아

있는， 그리고 사회척 상호관계라는 순수한 즐거옴을 위해 하는， 진행중인 공동체
척 활동이다. 크리스토퍼 스몰 (Smalll998: 13) 은 이를 뮤지킹 (musicking) 이라 한

다: “뮤지킹 행위는 그것이 일어나는 곳에 일련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 행위의
의미는 바로 이 관계들에 었다
아닌게아니라， 스몰의 논의대로라면 모드 음악은 소리의 패턴올 들으며 생기는

추상척인 즐거움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모드 씬과 그것이 수반하는 관계들에 관
한 것이다. 우리는 모드 음악을 듣고서 진부하고 파생책이다， 라디오나 광고 방송
에서 나오는 대중음악의 단순한 아마추어적 모방일 뿐이다 하며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설제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모드들이 음악척으로 보수적이다

-그렇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스몰의 뮤지킹 개념은 존 블래킹이 사반세기도
더 전에 한 주장과 닮은 데가 었다: “음악적인 문제가 언제나 엄격하게 음악적인
것은 아니다" (Blacking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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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25). 앞서 언급했듯이 , 모드 씬은 가라지 락파 펑크

감성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우리는 모드 씬을 상엽적인 컴퓨터 소프트웨

어 산업과 거대한 대중음악 분야의 음악적 하위푼화 (subculture) 로 볼 수도 있다.

웹다이지 (Hebdige 1979) 에 따르면， 하위문화는 그 모체문화(혹은 지배문화)의 구
성요소에 기초하지만， 반향적인 참가자뜰에게 의미있도록 재정립된다. 펑크적 감
성과 비솟하게 모드 씬에서는 자기표현， 저항， 전복， 개인 또는 집단에의 권한 부
여 등등 하위문화척 이데올로기보다 추상적 아름다움의 미학이 반드시 우세한 것

은 아니다. 모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은 모드 씬이 발생한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저
항과 전복이라는 때로는 또순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변덕스러운 테크노 괴짜의
가치 둥에 갚이 휩쓸려 있다. 과장되게 말하자면. 모드 씬은 상품 자본주의와 서구
기술문화의 헤게모니를 잠식하려는 젊은 컴퓨터와 대중음악 열광자들의 커뮤니티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저항. 이란 대중매체와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모드 커뮤니티의 미의식， 이데올로기， 논리를
이루는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에 기초한다. 음악산업에 저항하는 데
성공했는지. 커뮤니티가 유토펴아척인지， 실재적인지 가상적인지에 관계없이， 모
드 씬의 구성원플은 그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개척해 냈다. 인터넷이라는 비공
간 (non-space) 에 새겨넣었다.

인터넷이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특별히 최신 파학기술의 혁신적으로 새로운
사용과 집단척이고 협동척인 예술적 창조성을 위한 매혹적인 가농성을 제공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음악을 촉진하는 것은 공동체척인 사업이라는 것을 모드
씬은 보여준다. 작곡가들은 서로 (그리고 팬들과) 직접척이고 즉각적으로 년않한
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는 이메일로 생각을 교환하는 사람들 이상의 것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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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은 개인들이 모이고 집단으로서 (하위)문화와 복잡한 위세 시스템. 정
교한 상품교환 네트워크， 조직화된 지배 관료체제를 만들어내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온라인 사회 집단틀을 성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집단들이 낳은 사회척 관
계 속에서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현실성(현실성을 일종의 자본이라고 생각해 보
자)올 인정할 때， 우리는 마침내 무엇이 커뮤니티(실재책인 것으로 보든 상상척인

것으로 보든)를 구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