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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반려(artificial companion)의 유혹

(발표4)     김은성 (경희대) 
           인공지능에 따른 거버넌스의 새로운 도전

(발표5)     곽재식 (연세대) 
           특이점(singularity)은 올 것인가? 

15:50~16:50 ‘60

(토론4)     김종화 (UST)
(토론5)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6)     고호관 (동아사이언스) 
(토론7)     맹미선 (서울대)

16:50~17:10 ‘20 Break 2

3부 

좌장
김환석
국민대

17:10~18:10 ‘60
(총평1)     정원섭 (서울대) 
(총평2)     김동광 (고려대)
(총평3)     김소영 (KAIST)

18:10~19:00 ‘50 저녁식사 및 교류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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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4차 산업혁명(론)의 위상1)

송성수 (부산  물리교육과 교수,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로 일종의 열병(fever)을 앓고 있다. 2016년 3
월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은 후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담론에 빠져들기 시
작했다. 각종 신문과 방송은 4차 산업혁명을 연이어 보도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추
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5월 이후에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은 4차 산
업혁명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고,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제목이나 부제를 단 책자는 이미 
100종을 넘어섰는데, 그 중에는 4차 산업혁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것도 제법 존재한다.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는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앞선 2015년 12월에 세계경제포
럼의 회장인 슈밥(Klaus Schwab)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대강을 제시한 바 있다(Schwab, 2015). 이어 그는 2016년 1월의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4차 산
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책자를 선보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4차 산업혁명의 향력,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슈밥, 2016).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이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4
차 산업혁명(론)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슈밥 역
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1차 산업혁명을 기계에 의한 생산, 2차 산업혁명을 대량생산, 3
차 산업혁명을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으로 규정한 바 있다(슈밥, 2016: 25). 이보다 자세
한 논의로는 세계경제포럼의 이사인 데이비스(Nicholas Davis)가 발표한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주력 부문과 시작 연도를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사회에 대한 몇몇 논자들의 예측에 
불과한가? 4차 산업혁명을 또 하나의 산업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
의에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자들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가? …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1) 이 은 송성수(2017)를 보완한 것으로, 기 버 은 2017년 5월 27일에 개최된 2017년 한국과학기술학회 기학술 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제 1 회 “과학기술 &”심포지엄
인문사회과학이 보는 4차 산업혁명

- 6 -

구분 시작 연도 주력 부 문

1차 산업 명 1784년 수력과 증기력, 기계  생산설비

2차 산업 명 1870년 분업, 기, 량생산

3차 산업 명 1969년 자공학, 정보기술, 자동화 생산

4차 산업 명 ? CPS(cyber-physical systems)

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한 후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에 제기하는 몇 가지 논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 세계경제포럼의 산업혁명사에 대한 인식

자료: Davis(2016)

2. 1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영향

1) 용어의 기원과 의미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이란 용어는 1884년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의 유고 18세기 국 산업혁명 강의가 발간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19세기 후반 
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로 산업혁명의 본질을 자유경쟁, 공장제, 부의 급속한 증가, 분배

의 불평등 등으로 요약했다(Toynbee, 1884).2) 이어 1906년에 프랑스의 역사학자 망뚜(Paul 
Mantoux)에 의해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출간됨으로써 산업혁명은 학술적 용어로 정착되는 경
향을 보 다(Mantoux, 1906). 그 후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2차 산업혁명(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이 식별되면서 기존의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으로 다시 정의되기도 했다.3) 산업혁명이 고유명사에서 일반명사로 변경된 셈이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기술적․조직적․경제
적․사회적 변화를 지칭한다.4) 기술적 측면에서는 도구가 기계로 본격적으로 대체되었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내수공업을 대신하여 공장제도가 정착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
과 해외 식민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인류사회는 자본주의의 발
전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급속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2) 키피디아의 ‘Industrial Revolution’ 항목(https://en.wikipedia.org/wiki/Industrial_Revolution)에는 토인비 이 에 산업 명이란 용어를 사용한 사람

으로 오토(Louis-Guillaume Otto), 리엄스(Raymond Williams), 블랑키(Jérôme-Adolphe Blanqui), 엥겔스(Friedrich Engels) 등이 거론되고 있다. 

3) 산업 명에 한 단행본 에 ‘1차 산업 명’이란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는 Mathias and Davis(1989)를 들 수 있다.

4) 1차 산업 명의 시기에 해서도 1760-1820년, 1760-1830년, 1760-1840년, 1750-1850년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1차 산업 명에 한 

논의가 진 되면서 그 시기가 조 씩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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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산업혁명의 전개

1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를 통해 검토되고 있는 주요 주
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면공업, 철
공업, 석탄공업을 비롯한 제반 공업에서의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상의 변화, 교통수단의 변천, 국내시장 및 해외무역의 성장, 산업자본의 조달, 노동력의 공급과 
노동자의 지위, 인구의 성장과 도시화 등이 산업혁명의 주요 주제로 간주되고 있다(Mathias and 
Davis, 1989; 김종현, 2006). 

면공업은 산업혁명의 주역에 해당한다. 면공업은 국 산업의 변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산업의 특징인 동력기의 사용, 공장제의 발전, 자본-임노동 관계의 
형성, 대량생산의 추구 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분야 던 것이다. 더구나 면공업의 급속한 발
전은 동력, 작업기, 표백 등의 문제를 통해 석탄공업, 철공업, 화학공업 등의 발전을 촉진했다. 
면공업은 면사를 생산하는 방적 부문과 면사를 짜서 면직물을 만드는 방직 부문으로 구분된다. 
방적 부문의 기술혁신으로는 하그리브스(James Hargreaves)의 제니 방적기, 아크라이트(Richard 
Arkwright)의 수력 방적기, 크롬프턴(Samuel Crompton)의 뮬 방적기를, 방직 부문의 기술혁신
으로는 케이(John Kay)의 자동 북(flying shuttle)과 카트라이트(Edmund Cartwright)의 역직기
를 들 수 있다. 

면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화의 진전은 목제기계를 철제기계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그 속에서 
철공업과 기계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철공업은 용광로를 통해 철광석에서 선철
을 만드는 공정과 선철을 단철이나 연철로 만드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비
(Abraham Darby)에 의해 코크스 제철법이, 후자의 경우에는 헌츠먼(Benjamin Huntsman)의 도
가니 제강법과 코트(Henry Cort)의 교반 및 압연법이 개발되었다. 산업혁명의 초기에는 기계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의 생산, 즉 공작기계공업이 독
립적인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작기계의 발명은 간단한 절삭용 기계나 이동용 기계로부터 공
장용 공작기계와 자동기계의 출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윌킨슨(John Wilkinson)의 천공기, 모즐
리(Henry Maudslay)의 나사절단선반, 로버츠(Richard Roberts)의 평삭반 등으로 구현되었다. 

공업의 근대적인 변혁은 그에 적합한 동력의 혁신을 수반했다. 자연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는 
동력을 규칙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근대적 공업생산에 필수적인 요건이었던 셈이다. 16세기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수력이었고,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는 국의 여러 공업부문의 연료가 목
탄에서 석탄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탄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 통풍, 배수, 운반 등의 
문제가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세이버리(Thomas Savery)의 증기양수장치, 뉴커먼
(Thomas Newcomen)의 대기압 증기기관, 와트(James Watt)의 회전식 증기기관으로 이어졌다. 
와트의 증기기관도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그는 1769년에 분리응축기를 발명한 후 1776년
에 이를 활용한 증기기관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1781년에는 복동식 증기기관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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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1783년에는 회전식 증기기관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산업혁명기에 교통수단의 발전은 도로의 개량, 운하의 건설, 철도의 설치와 같은 세 가지 국면

을 통해 이루어졌다. 도로의 경우에는 메커덤 공법을 비롯한 새로운 도로포장법이 개발되면서 유
로도로(turnpike)의 형태로 전국적인 도로망이 조성되었다. 운하 건설은 1761년에 워터브리지 운
하가 개통되는 것을 시작으로 1790년대까지 열광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8세기 말 국에서 운항
이 가능한 수로는 2천 마일에 이르렀다. 철도는 처음에 탄광 내부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광산지역
과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증기기관차는 트레비식
(Richard Trevithick)이 처음 만들었으며, 이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이었다. 세계 최초의 장거리 철도라 할 수 있는 리버풀-맨체스터 철도는 1830년에 
개통되었는데, 스티븐슨의 로켓호가 시속 14마일로 달림으로써 철도에 대한 붐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그것은 언제 출현했을까? 산업혁명
의 주역인 면공업을 고려한다면, 1769년에 발명된 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나 1785년에 개발된 
카트라이트의 역직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와트의 
증기기관이다. 하지만 와트의 증기기관의 경우에도 분리응축기를 중시하면 1769년, 최초의 상업
화에 초점을 두면 1776년, 회전식 증기기관을 고려하면 1783년이 중요한 연도가 된다. 더 나아
가 증기기관과 방직기의 결합에 주목한다면, 와트의 증기기관이 방직공장에 처음 도입된 1789년
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Bunch and Hellemans, 1993).

3) 1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향

1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역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개별적인 기술혁신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산업혁명을 계기로 개별적인 기술혁신이 상호연관을 맺으면서 서로를 강화시키
기 시작했다. 증기기관은 방직기에 활용되었으며, 역으로 면공업의 발전은 더 많은 증기기관을 
요구했다. 증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철이 필요했고, 역으로 용광로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데에는 증기기관이 활용되었다. 또한 철도가 건설되면서 철광석의 수송비용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철의 생산비용도 낮아졌다. 그것은 다시 저렴한 철도를 가능하게 했으며 수송비용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유발했다. 철도의 동력원으로 증기기관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혁신 사이의 상호연관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사실상 산업혁명이 ‘혁명적’ 효과를 낼 수 있었
던 이유도 기술혁신의 상호연관성 혹은 시너지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6～17세기의 과학혁명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업혁명의 기술혁
신이 과학에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막연하게 가정되었지만, 산업혁명기의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고찰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이러한 가정은 다시 조명되었다. 즉, 산업혁명기에는 과학자
와 기술자의 인적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기술혁신에 과학의 태도와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
었고, 과학적 지식을 기술혁신에 활용하려는 의도와 노력은 많았지만 과학의 내용이 기술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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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적용된 예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송성수, 2007).5) 
경제적 측면에서 1차 산업혁명은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00년경에 국의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은 약 40%, 공업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01년이 되면, 농업, 임업, 수산업은 32.5%, 공업은 23.4%의 비중을 
보 고, 1841년에는 각각 26.1%와 31.9%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도 
1759년에 48% 던 것이 1841년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했다(차명수, 1992: 324). 1차 산업혁명
을 통해 공업이 국 경제의 중심 부문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국은 ‘최초의 공업국’ 혹은 ‘세계
의 공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공산품
의 생산성에서 상당한 격차가 생겨나면서 국제 무역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소위 ‘맬서스의 덫(Malthusian trap)’을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통적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
라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여 확대재생산이 지속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중심으로 증가와 감소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에 반해 1차 산업혁명으로 촉
발된 자본주의 경제는 공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확대재생산이 지속되고 인구와 1인당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그림 1> 참조).

<그림 1> 맬서스의 덫을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한 1차 산업혁명 (자료: Galor, 2005)

1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공장제라는 새로운 생산체계가 정립되었다. 공장제는 1770년대에 아크
라이트의 수력 방적기가 활용되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으며, 1830년대에 카트라이트의 역직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전면적으로 성립되었다. 공장제의 성립은 새로운 생산관계의 정립을 의미

5) 를 들어 와트의 증기기 이 잠열(latent heat) 이론을 바탕으로 발명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와트가 자신의 기본 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자신의 발명을 과학  지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와트가 증기기 을 개발하는 데에는 뉴커먼 기 의 문제 을 정량 으로 분

석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가지고 실험하는 과학  방법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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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온정적 관계에서 금전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각종 기계가 도
입되면서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붕괴되자 노동자들은 매우 과격해졌다. 
기술자나 기업가를 협박하고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불태우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러한 기계파괴
운동은 181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전설적 인물인 러드(Ned Ludd)의 이름을 따 러다이트운
동(Luddism)으로 불렸다.6) 

3. 2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영향

1) 용어의 기원과 의미
2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국의 생물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게데스(Patrick Geddes)가 1910년

에 발간한 도시의 진화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Geddes, 1910).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랜디스(David Landes)가 1969년에 발간한 자유의 몸이 된 프로메테우스
(The Unbound Prometheus)를 통해 학술적 용어의 지위를 얻었다(Landes, 1969). 이어 경
사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챈들러(Alfred D. Chandler, Jr.)가 1990년에 규모와 범위를 발간
하면서 2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채택했다(Chandler, 1990).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주로 서구의 산업화에 주목하는 용어라 볼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이 

국의 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2차 산업혁명은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후발국의 추격을 다
루고 있는 셈이다. 

2차 산업혁명은 대략 1870～1920년에 전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7) 해당 시기에는 새로
운 기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했다. 강철, 인공염료, 백열등, 전화, 무선전신, 내연기관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기존의 산업을 크게 변혁시키거나 염료산업, 전기
산업, 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당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 2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대기업이 기술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으며, 
기술의 주도권은 국에서 독일과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의 산업혁명에서는 기
술혁신이 직접적인 향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반면, 2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혁신
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혁신이 당시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

6) 오늘날에도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해 ‘러다이트주의자’라는 표 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해 손화철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과 러다이트 운동의 직공들처럼 항하는 것  진정 인간다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손화철 외, 2017: 36).

7) 2차 산업 명의 시 으로는 1856년, 1870년경, 1876년, 1879년 등이, 종 으로는 1914년, 1920년경, 1930년경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많은 경

우에는 2차 산업 명의 시기를 1870-1920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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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산업혁명의 전개8)

1차 산업혁명이 선철(pig iron)의 시대 다면, 2차 산업혁명은 ‘강철(steel)의 시대’ 다. 2차 
산업혁명기에는 베세머(Henry Bessemer)의 전로법, 지멘스(William Siemens)와 마르탱(Pierre 
Martin)의 평로법, 토머스(Sidney Thomas)와 길크라이스트(Percy Gilchrist)의 염기성 전로법 
등이 등장하여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인기를 
독차지한 에펠탑은 강철을 재료로 한 것으로 철이 수직건물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다. 강철과 함께 2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재료로는 인공염료를 들 수 있다. 
퍼킨(William Perkin)은 역사상 최초의 인공염료인 모브(mauve)를 개발했으며, 이어 마젠타
(magenta), 알리자린 레드(alizarin red), 인디고 블루(indigo blue) 등이 속속 등장했다. 이를 
배경으로 보통 사람들도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시대’가 열렸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의 시대 다면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시대’ 다. 전기의 시대는 에디
슨(Thomas Edison)이 1879년에 백열등을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에디슨은 가정에서 백
열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개발했으며, 백열등의 상업화를 위한 경 활동도 포
괄적으로 전개했다. 이어 테슬라(Nikola Tesla)는 1888년에 교류용 전동기를 발명했고, 한 동안 
직류와 교류 사이에는 ‘전류 전쟁(current war)’이라 불릴 정도로 격렬한 경쟁이 전개되기도 했
다. 전기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에도 널리 사용되었고, 공장과 전차의 동력원으로
도 각광을 받았다. 전력은 가격이 저렴하고 전달이 쉬우며 깨끗하고 응용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증기력을 급격히 대체해 나갔다. 예를 들어 1900년에 증기와 전기가 동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80%와 5%이었지만 1930년에는 그 비율이 15%와 75%로 역전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의사를 소통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유발했다. 모스(Samuel Morse)가 
1837년에 전신을 발명한 이후 많은 기술자들은 전신을 매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통신기술로는 벨(Alexander Bell)의 전화,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의 무선전신, 암스트롱(Edwin Armstrong)의 라디오 등을 들 수 있다. 전신이 모스부
호와 같은 신호를 다룬다면 전화는 인간의 음성을 중개한다. 무선전신을 사용하면 전신선 없이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라디오로는 무선으로 음성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신기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통신기술의 경우에는 발명의 우선권을 놓고 수많은 논쟁이나 분쟁
이 전개되기도 했다. 

전기와 함께 새로운 동력원으로 부상한 것은 내연기관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발명가들은 
증기기관과 같은 외연기관에 비해 열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내연기관의 개발을 모색했다. 
내연기관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으로 현실화되었다. 가솔린 기관은 다임러(Gottlieb W. 
Daimler)와 벤츠(Karl Benz)가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했으며, 디젤 기관은 그것을 발명한 디젤
(Rudolf Diesel)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확산으로 인류 사회는 석유에 

8) 랜디스는 2차 산업 명의 특징으로 ① 강철  화학물질과 같은 신소재의 등장, ② 기와 내연기 을 비롯한 새로운 동력의 출 , ③ 공장의 

기계화와 분업의 진 을 들고 있다(Landes, 1969: 231-358). 여기서는 소재(material), 동력(power), 경 (management) 이외에 통신(communication)을 

추가하여 2차 산업 명의 개과정을 개 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거론되는 주요 기술자들의 생애와 업 에 해서는 송성수(20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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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의존하는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가솔린 기관에 의해 가벼운 동력원이 현실화되면서 비행
기구의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모색되었다. 초기의 비행기구는 비행선이나 글라이더의 형태를 띠었으
며, 1903년에 라이트 형제는 플라이어 1호를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 유인동력비행에 성공했다. 

2차 산업혁명기에는 생산관리를 비롯한 기업경 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테일러
(Frederick Taylor)는 작업의 세분화와 공구의 특화에 입각한 ‘과학적 관리’를 주창했다. 그는 
시간연구를 통해 노동자의 과업(task)을 설정했고, 과업관리에 적합한 조직인 기획부와 기능별 
직장제를 고안했다. 테일러주의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켰던 것은 포드주의 다. 포드(Henry 
Ford)는 1908년에 모델 T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테일러주의를 구현했으며, 1914년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여 연속적인 조립라인을 구축했다.9) 그 후 이직률이 크게 증가하자 포드는 ‘일당 5
달러(five-dollar day)’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
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와 일당 5달러 정책을 통해 대
량생산과 대중소비의 결합을 추구했다. 

그렇다면 2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그것은 언제 등장했을까? 가장 빠른 
연도는 1856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해에는 베세머의 전로법과 퍼킨의 인공염료가 등장했다. 가
장 늦은 연도로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1914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시기는 1870년대인데, 1876년에는 전화가, 1879년에는 백열등이 개발
되어 통신산업과 전기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밖의 후보로는 ‘자동차 빅뱅의 
해’로 여겨지는 1886년을 들 수 있는데, 그 해에는 벤츠가 가솔린 자동차로 최초의 특허를 받았
을 뿐만 아니라 다임러가 네 바퀴가 달린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다. 

3) 2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향

오늘날의 많은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은 2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출현했다. 전기 
시스템, 통신 시스템, 생산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기술시스템은 유명한 기술사학자인 휴
즈(Thomas P. Hughes)가 제창한 개념으로 기술적 인공물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포괄하
고 있다(Hughes, 1987). 이와 같은 수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주체는 ‘시
스템 구축가(system builders)’에 해당하는데, 앞서 언급한 에디슨과 포드가 이러한 예에 속한
다. 그들은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술이 쓰일 수 있는 사회적 조
건을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술과 사회가 결합된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기술은 공장을 
넘어 가정에도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19세기만 해도 기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산업계의 전유물
로 간주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기술이 일상생활에도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다.10) 

9) 당시에 포드는 도축장의 해체라인을 보면서 자신의 공장에 필요한 조립라인을 구상했는데, 도축장의 해체라인은 1870년경에 신시내티에서 

처음 활용된 것으로 해진다. 

10) 20세기에는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과 같은 가 제품의 확산을 배경으로 가정의 경제 , 사회  구조도 변화했는데, 이러한 상은 

공장에서의 산업 명에 비하여 ‘가정에서의 산업 명(industrial revolution in home)’으로 불리기도 한다(Cowa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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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산업혁명기에는 이전과 달리 과학의 내용이 기술혁신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염료산업이나 전기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염료산업은 유기화학
을, 전기산업은 전자기학을 활용하면서 크게 성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야들에서는 기업체가 연
구소를 설립하여 ‘산업적 연구(industrial research)’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도 마련되었다. 독일의 바이엘(Bayer) 연구소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연구소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11) 이와 함께 20세기를 전후해서는 기술지식을 
체계화한 공학(engineering)이 출현하여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이 학문적 차원에서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2차 산업혁명기에는 대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은 1870
년대 중엽부터 1890년대 중엽까지 대불황(Great Depression)을 맞이했고, 이에 대처하여 기업간 
수평적 합병이나 수직적 통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대기업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는 대신에 시장을 지배하는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으로 변신하
여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양상을 보 다(Chandler, 1977). 2차 산업혁명기에 
등장한 몇몇 대기업은 오늘날에도 그 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이엘, 지멘스, 제너럴 일렉트릭, 
포드 자동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도 본격적인 산업화의 국면을 맞이했다. 국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이 산업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
다. 특히 2차 산업혁명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독일과 미국이 국을 능가하는 양상을 보 다. 예
를 들어, 세계의 공업생산에서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0년에 45%를 기록한 후 1913년에는 
14%로 감소했던 반면, 같은 기간에 독일은 12%에서 16%로, 미국은 11%에서 36%로 증가했다
(김종현, 1984: 181).12)    

앞서 언급했듯이, 2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다양한 기술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인류 사회는 기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기술은 먹고 입고 일하는 것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예를 들어, 매우 간단하게 보이는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도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먼저 전기에 의해 동력을 받는 공장에서 인공염료를 생산한
다. 그것은 철강으로 만들어진 철도를 통해 섬유공장으로 전송된다. 섬유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는 
다시 여러 소비지역으로 운반된다. 소비자는 전화를 걸어 의류를 주문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백화
점에 가서 구입한다. 이처럼 옷 한 벌도 전기, 인공염료, 철강, 전화, 자동차 등과 같은 기술에 의
존하며 여기에는 발전소, 철도회사, 섬유업체, 백화점 등과 같은 조직이 결부되어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기술은 복잡해지고 세 해져서 한 개인이 기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졌다.

11) 이를 배경으로 기술 신의 핵심  주체는 독립 으로 발명활동을 수행하던 사람에서 기업체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로 서서히 변모해 갔

다. 이와 련하여 Hughes(2004: 180-183)은 독립발명가들은 정교화되지 않은 진  신(radical innovation)에 을 두는 반면, 기업체 

연구원들은 이미 확립된 기술시스템을 개량하는 진  신(incremental innovation)에 집 한다고 지 한 바 있다. 

12) 이와 련하여 후발국의 산업화 유형론을 제시했던 거센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은 후발국의 산업화가 속히 개되고, 비자생 으로 

이루어지며, 강력한 이념이 필요하고, 공업 부문에 의해 선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 한 바 있다(Gerschenkron, 1962).



제 1 회 “과학기술 &”심포지엄
인문사회과학이 보는 4차 산업혁명

- 14 -

4.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1) 용어의 맥락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이외에 또 하나의 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련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학기술혁명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STR)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16～17세기의 과학
혁명, 2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기술혁명’에 이어 과학과 기술이 일체화된 과학기술혁명이 전개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Richta, 1969). 이에 대해 유명한 미래학자인 벨(Daniel Bell)은 탈산업사
회(post-industrial society)를 주창하면서 사회주의 대신에 서비스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진
단했다(Bell, 1973). 벨은 인류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농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로 구분했
는데, 그것은 1980년에 또 다른 미래학자인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로 구분한 것과 거의 유사했다(Toffler, 1980). 벨은 1989년에 발간한 논문에서 ‘3차 기술혁명’이
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Bell, 1989).

벨의 탈산업사회나 토플러의 제3물결은 이후에 정보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정보혁명
(information revolution)이란 용어로 재해석되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산업화에 
해당한다면, 20세기 후반에 전개되고 있는 현상은 정보화를 뜻한다는 것이었다.13) 이에 대해서 
정보 자체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그것이 지식으로 격상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식혁명’이나 ‘네트워크 혁명’과 같은 용어도 종종 사용되었
다(Ruggles and Holtshouse, 1999; Castells, 1996; 매일경제신문, 2000; 홍성욱, 2002). 급기
야 2016년의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전 단계로 ‘3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는
데, 그 내용은 사실상 정보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14) 이처럼 3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면서 생겨난 용어로 아직 학술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15)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3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3차 산업혁명의 전개

3차 산업혁명의 씨앗이 되는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었다.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
로 알려진 에니악(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 ENIAC)은 탄도표를 계산

13)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극이 존재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화가 거의 마무리되어가

는 시 에 곧바로 정보화가 시작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에 유행했던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는 이러한 

을 상징 으로 표 하고 있다.  

14) 3차 산업 명에는 다른 어법도 있다. 가령 세계 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리 킨(Jeremy Rifkin)이 2011년에 출간한 3차 산업 명
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 지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다(Rifkin, 2011). 

15) 를 들어, 키피디어에서 3차 산업 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을 검색하면 Rifkin(2011)에 한 소개가 등장하며, 정보 명

(information revolution)과 디지털 명(digital revolution)이란 검색어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3차 산업 명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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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1946년에 개발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노이만(John von Neumann)은 핵무기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2진법 논리 
회로라는 개념에 도달했다. 초기의 컴퓨터는 수십만 달러 이상 나가는 대형 컴퓨터(mainframe)
고, 이를 구비했던 기관은 정부, 군대, 대기업, 그리고 몇몇 대학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의 발전에는 개인적 취미를 추구하는 컴퓨터 열광
주의자들이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마이크로컴퓨터가 오늘날과 같은 대중적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애플 컴퓨터의 역할이 컸다. 잡스(Steven Jobs)와 워즈니악(Stephen Wozniak)은 1976
년과 1977년에 각각 애플 Ⅰ와 애플 Ⅱ를 개발했으며, 그 중 애플 Ⅱ는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 IBM은 1981년에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시장에 진입하
면서 설계 및 운 체제를 공개했으며, IBM 호환용 PC는 컴퓨터 산업계에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에 MS-DOS라는 운 체계를 제공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는 1987년에 윈도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컴퓨터의 발전과 병행된 기술은 반도체 다. 벨연구소의 반도체연구팀에 속한 바딘(John 
Bardeen), 브래튼(Walter Brattain), 쇼클리(William Shockley)는 1947년에 트랜지스터를 개발
했다. 1950년대부터는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실리콘밸리에 몰려들어 반도체 개발에 인생을 걸
기 시작했다. 1958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킬비(Jack Kilby)와 페어차일드의 노이스
(Robert Noyce)가 거의 동시에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의 개발에 성공했다. IC는 이후
에 집적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LSI(Large Scale Integration),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ULSI(Ultra Large Scale Integration)로 발전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기계기술과 전자기술이 결합되어 자동화기술이 등장하기도 했다. 1952년에
는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NC) 공작기계가 최초로 상업화되었고, 1962년에는 데벌
(Georg Devol)이 최초의 산업용 로봇을 개발했으며, 1969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제어장
치(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인 모디콘(Modicon) 084가 등장했다. 자동화는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 FA)에서 시작하여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가정자동
화(home automation, HA) 등으로 대상 역을 확대해 왔다.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이를 매개
로 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소품종 대량생산방식과 대비되어 ‘린 생산방식
(lean production system)’,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 등으로 불리면서 그것의 성격 규
명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이 희, 1994).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등장으로 가시화되었다. 정보기술은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모뎀에서 시작된 후 인터넷으로 발전했다. 인터넷의 기
원으로는 1969년에 서프(Vinton G. Cerf) 등이 개발한 아르파넷(ARPAnet)이 꼽힌다. 1970년대
에는 유즈넷(Usenet), 텔넷(Telnet), 엔에스에프넷(NSFnet), 에듀넷(Edunet) 등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등장했다. 1983년에 아르파넷은 TCP／I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채택하면서 다른 
네트워크도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그것이 점차 수용되면서 인터넷은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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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 통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버
너스-리(Tim Berners-Lee)가 HTTP와 HTML을 바탕으로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방식인 월드
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개발했다. 

인터넷이 일반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일이었
다. 1993년에 안드리센(Marc Andressen)은 HTML 문서를 쉽게 볼 수 있는 모자익(Mosaic)이
란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그것이 1994년에 넷스케이프(Netscape)로 탈바꿈하면서 수많은 사람
들을 인터넷으로 유인했다. 넷스케이프를 사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 세계의 
웹사이트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 무렵에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빌 게이츠
(Bill Gates)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인터넷 중심으로 변모시킨다고 공언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
터의 수는 1990년에 약 30만대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1억 대를 넘어섰다. 

인터넷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인터넷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야후!(Yahoo!)는 파일로(David Filo)와 양(Jerry 
Yang)이 만든 목록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세계 최대의 포털 사이트로 성장했다.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닷컴은 단지 책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다른 사람의 서평을 접
할 수 있는 가상공동체로 발전했다. 이베이 경매 사이트는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매체의 특징을 
잘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모델을 제시하여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은 1973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코헨(Stanley N. Cohen)과 
보이어(Herbert W. Boyer)이 DNA 재조합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생
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DNA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정보를 해독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인간유전체계획(Human Genome Project)이 전개됨으로써 더욱 본격화되었다. 생명공학
기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1994년에 칼진이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식품인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시판하기 시작했고, 1996년에는 몬산토가 제초제저항성 콩을, 
그리고 노바티스는 병충해저항성 옥수수를 시장에 출하하 다. 급기야 1997년에는 체세포 핵이
식을 통한 복제양 돌리가 출현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렇다면 3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그것은 언제 등장했을까? 컴퓨터에 
주목하면 에니악이 개발된 1946년, 마이크로컴퓨터가 상업화된 1970년대 중반, IBM PC가 등장
한 1981년 등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을 고려한다면, 아르파넷이 개발된 1969년과 인터
넷이 대중화된 1994년을 들 수 있는데, 1969년은 최초의 PLC가 개발된 연도이기도 하다. 1973
년도 중요한 연도에 해당하는데, 그 해에는 벨의 탈산업사회의 도래가 출간되었고, 유전자 재
조합 기술이 개발되었다.16)   

16) 이와 련하여 기술의 역사에 한 연 기를 집 성한 Bunch and Hellemans(1993)는 1733-1878년을 산업 명, 1879-1946년을 기의 시 , 

1947-1972년을 자의 시 , 1973년 이후를 정보의 시 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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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향

3차 산업혁명기에는 다른 분야의 기술이 결합 혹은 융합되는 현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상 자동화기술이나 정보기술은 그 자체가 융합기술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보기술은 계속해
서 다른 기술과의 연결을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을 ‘디지털 융합
(digital convergence)’으로 부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NBIC(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기술융합에 관한 논의
가 정보기술을 넘어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인지과학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NSF, 2002).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과학이 기술로 현실화되는 시
간격차(time lag)가 점차적으로 짧아졌으며,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경우도 많
아졌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를 매개로 과학자와 기술자가 동시에 활용되
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학과 기술을 실제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과학
기술’이란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은 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기에는 대기업 이외에 벤처기업이 중요한 혁신 주체로 등장했다. 참신한 아이디어
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조그만 기업이 속속 등장했던 것이다. 벤처기업은 
높은 위험부담과 높은 기대이익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에 의
해 주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은 조그만 작업장이나 실험실에서 시작한 후 
이후에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세상을 
바꾸는 전략적 장소가 중세 사회에서는 성당이었고, 근대 사회에서는 공장이었으며, 현대 사회에
서는 실험실이라는 지적도 있다(Latour, 1983).

20세기 후반 이후의 세계 경제는 서비스 경제와 글로벌 경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Ohmae, 
1990). 산업사회에서는 2차 산업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3차 산업 혹은 서비스 산
업이 확장되었다. 미국, 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에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차지하
는 비중이 2/3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를 뒤따랐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매우 
의견이 분분한 개념이지만,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국민국가 간의 교류가 양적으로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 인간의 일상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됨으로써 세계사
회가 독자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뜻한다. 

3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정보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문제도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팸 메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넷 대란도 발생
하고 있다. 쿠키 파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악용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빈번한 일이 되었다.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냅스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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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뜨겁다.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중독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
고,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 사이에서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 음
란물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인터넷의 활용 대상이 ‘군사에서 섹스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정보기술을 감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주
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5. 평가 및 전망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학술적으로 정착된 용어라 할 수 있지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그렇지 않다.17)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역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은 주로 미래학과 관련된 논자들이 제기한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확립된 역사적 사실이 아
니라 일종의 작업가설로 간주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림 2>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산업혁명의 역사
자료: DFKI(2011); BMBF(2013: 13).

17) 몇몇 역사학자들은 경제성장이나 기술변화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1차) 산업 명이나 2차 산업 명이란 용어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를 

들어 Clapham(1926); Cowan(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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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산업혁명의 역사에는 정교하지 못한 점이 제법 
있다. 그것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연도를 규정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4차 산업혁명론이 독일인공지능연구소(Deutsches Forschungszentrum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DFKI)가 2011년에 촉발시킨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에 관한 논
의를 계승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DFKI(2011)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연
도를 각각 1784년, 1870년, 1969년으로 간주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으로 역직기, 도축장 
해체라인, PLC를 들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논의는 독일 정부의 핵심 의제로 채택되었
고, 연방교육연구부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몇 차례 발간했다. 그러나 2013년에 발간된 최종 보고
서도 2011년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했을 뿐 산업혁명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진지하게 이루
어지지 못했다(BMBF, 2013). 

그러나 기술사의 연대기를 집대성한 자료에 따르면, 역직기가 개발된 연도는 1785년으로 기록
되어 있고, 도축장 해체라인과 PLC는 중요한 기술사적 사실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Bunch and 
Hellemans, 1993). 이러한 점은 제조업의 혁신에 초점을 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논의를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에 그대로 투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론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할 것
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동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산업혁명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사 혹은 기술사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1차, 2차, 3차 산업혁
명의 핵심 기술과 시작 연도를 묻는다면, 아마도 증기기관(혹은 수력방적기)과 1769년, 백열등과 
1879년, 아르파넷과 1969년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3차 산업혁명은 학술적 개념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원로 경제사학자인 김종현은 근대 기업의 발전 단계를 개관하면
서 ‘제3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거론하고 있다. 그는 자동화,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을 통한 하
이테크 산업의 발전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등장을 3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 있다(김종현, 2015: 37). 또한 앞서 언급했던 휴즈는 2003년에 
작성하고 현대 미국의 기원(American Genesis)의 개정판에 게재한 글에서 ‘정보혁명
(information revolution)’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정보혁명을 지난 20년간 일어난 중요
한 기술적․사회적 발전으로 간주한 후 그것이 1차, 2차 산업혁명과 비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Hughes, 2004: ix-xxviii).18) 

이에 반해 최근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국면
인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론으로는 기술혁신
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장기파동이론(long wave theory)을 들 수 있다. 장기파동이론
은 자본주의 경제가 약 50년을 주기로 호황(prosperity), 침체(recession), 불황(depression), 회

18) 미국의 경제학자 고든(Robert J. Gordon)의 3차 산업 명에 한 견해도 흥미롭다. 그는 “정보통신기술과 련이 있는 3차 산업 명은 1960

년 에 시작되어 지 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후 2차 산업 명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역에 손길을 미쳤던 반면, 3차 산업 명은 

엔터테인먼트, 정보, 통신 등 몇 가지 부분에서만 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Gordon, 2017: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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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recovery)과 같은 파동을 경험해 왔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신기술의 대두와 국제질서의 
재편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차 장
기파동이 1차 산업혁명과, 3차 장기파동이 2차 산업혁명과, 5차 장기파동이 3차 산업혁명과 비
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홀수 차의 장기파동을 산업혁명에 대응시키
고, 짝수 차의 장기파동을 해당 산업혁명의 심화로 본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별개의 혁명이라기보다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다.19)

<표 2> 장기파동의 역사

장기파동 기간 핵심 산업 주도국가 비고

1차 1760/70～1820/30 섬유 국 (1차) 산업혁명
2차 1820/30～1870/80 철도 국 빅토리아 번 기
3차 1870/80～1920/30 화학, 전기 독일, 미국 대기업의 출현
4차 1920/30～1970/80 자동차 미국 포드주의 생산방식
5차 1970/80～? 전자, 정보 일본, 미국 정보사회의 도래
6차 ? ? ? ?

주: 장기파동의 구체적인 기간은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름 (자료: 송성수(2014: 48)을 일부 보완함)

물론 세계경제포럼의 논의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기존의 산업혁명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산
업혁명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별도의 산업혁명으로 간주하는 근거로 속
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들고 있다. 현재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 속도는 전례가 
없으며, 모든 나라와 산업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고, 생산, 관리, 통제 전반에 걸쳐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슈밥, 2016: 12-13; 슈밥 외, 2016: 18). 하지만 슈밥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까지는 선언적 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20) 

슈밥의 선언적 진단 역시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산업혁명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앞서 고찰한 산업혁명의 역사를 감
안하여 산업혁명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산업혁명을 선도하
는 핵심 기술이 존재해야 한다. ② 핵심 기술은 다른 기술혁신과 연결되면서 포괄적인 연쇄효과
를 유발해야 한다. ③ 해당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이전의 시기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이전의 시기와 구분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4
차 산업혁명(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지가 이와 같은 조건을 정

19) 슈밥은 4차 산업 명이 기존의 산업 명과 다르다는 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3차 산업 명과 4차 산업 명의 연속성에 한 여지

를 완 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로는 “3차 산업 명 이후 더욱 정교해지고 통합 으로 진화한 디지털 기술은 

사회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언 을 들 수 있다(슈밥, 2016: 25).

20) 이와 련하여 슈밥 외(2016)에는 감수의 을 제외하면 총 20편의 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에서 로즈(Gideon Rose)가 쓴 머리말과 슈

밥이 쓴 서문을 제외하면 ‘4차 산업 명’이란 용어를 명시 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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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1)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수용되고 있는 맥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광은 한국 경제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찾는 작업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이라는 인식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하에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
당히 논의되어 온 내용을 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선제적 화두가 굉장한 운동력을 가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근거가 풍부해질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안타까운 점은 4차 산업혁명론이 충분한 학술적․사회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우
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획이 이전 정부의 ‘녹색성장’이
나 ‘창조경제’와 같이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보다 긴 호흡이 필요
한 탈(脫)추격 혁신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 결국은 추격의 유제에 갇히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만약 시간이 조금 지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들해지고 다른 키워드
가 새롭게 등장하면, 그 때까지의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키워드에 온갖 논의를 맞추려는 
시도가 또 다시 반복될 지도 모른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일종의 작업가설이나 시나리오에 해당
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적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작업이 정교하
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2)  

21) 를 들어, 4차 산업 명에 한 논자들은 새로운 경제  구조로 우버라이제이션(Uberization)으로 상징되는 공유경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는

데, 사실상 우버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술  기반은 3차 산업 명의 주요 기술인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22)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4차 산업 명론이 다양한 각도에서 비 되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이인식(2017); 손화철 외(2017); 홍성욱(2017)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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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의 가치와 역할

구본권 (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1. 들어가며

  인공지능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 많은 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
데 학문의 역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면 해당 역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현재 인공지능과 정보 기술이 학문과 연구 분야에 가져
오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현상의 등장으로 인한 연구 대상과 방법론 추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근대 과학혁명 이후 학계에 과학적 방법으로 정착되어온 방식과 틀에 대해 최근의 인공지능은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간주되어온 인지, 추론, 판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역
에서는 인간 수준을 능가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인지와 사고 기능을 수행한다면 
인간과 유사한 주체로서의 존재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난다. 또한 사람
으로서는 인지와 추론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고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내
놓는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신뢰할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기계의 능력과 처리 역을 확대함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간의 힘과 역을 왜소해
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탐구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언
어와 상징 등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와 예술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가 등처럼 정답이 존재하기 
어려운 역에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질문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의 역은 인간 고유의 속
성과 본질에 대한 질문인 만큼 기계에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 
고유의 속성은 더욱 중요해졌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공으로서의 인문학은 상반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직업에 필요한 실용적 기
능을 익히는 게 아닌 인문학 전공자는 취업과 구직에서 효용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으
며 각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은 폐지와 통합, 전공과정 재편과 개명의 곤경에 처해 있다. 인문학
의 위기와 전공 통폐합은 대학 평가와 경쟁 문화 속에서 취업과 실용학문 위주로 대학 전공이 
재편되고 있는 대학 시스템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문학에 대한 수요와 역할
이 커지고 있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성과 답 없는 문제를 연구해온 인문학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요구받는 부흥기를 맞은 것일까?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 기능으로 간주되어온 능력을 모방하거나 능가하게 된 시대적 상황은 다
양한 대응을 유발한다. 첫째 시도는 현재적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변화에 대한 생존 차원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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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응이다. 인간 노동과 지적-사회적 능력을 대신하는 기계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과 일자
리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적으로는 미래에 유망한 분야의 연구와 산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 더 높은 소득을 가져다주고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추구하려
는 시도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생존적 시도를 좀 더 장기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성찰적으로 접근하려는 방
법이다. 단순히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따라잡는 방법으로는 지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한계를 갖는다는 인식이 배경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도 성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왜 급속한 기술 변화가 생겨나고 기계가 인간 
능력을 추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뤄져야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게 가
능하기 때문이다. 지능적 도구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완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도 기계와 인간의 차이를 식별해내는 일은 필수한 절차이다. 도구의 기술적 
설계만이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습성과 욕망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구글, 인텔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인류학, 인문학 지식을 갖춘 융합적 인재를 뽑아 연구팀을 운 하는 배경이
다.
  세 번째 시도는 지속 발달할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이 모방하거나 능가할 수 없는 인간의 
역을 찾아내, 사람과 기계와의 차별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이다.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
능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가 개인과 사회의 위기로 받아들여지
는 상황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기술은 기계를 사
람의 노동력,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모방하도록 만들어 사람의 능력을 대신하기 위해 개발해
왔고 사람은 주로 이러한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거나 공존하는 방식으로 적응이 이뤄져왔다. 하지
만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 발전을 따라잡거나 공
존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대응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따라잡는 대신 기계가 모방 불가능한 
인간의 속성과 인간다움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에 대
한 생존적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시도를 거쳤거나 그러한 시도의 
의미를 이해한 뒤 그 기본적 한계를 인식함으로 생겨나는 좀더  본질적 차원의 반응이기 때문이
다. 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최근 현상이 갑자기 사람들이 문
학과 철학,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갖는 방향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중되
는 불안 속에서 단순히 정서적 위안과 평화를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에 인문학적 추구를 하게 된
다는 것도 아니다.
  최근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추구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인간의 생존적 반응에
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기본적으로 근래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불안과 필요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어떠한 속성들이 인문학에 대한 
추구를 불러왔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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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강력한 도구 ‘디지털’의 출현

  인간이 지구상의 나머지 생물종들과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걸 설명하는 개념의 하나가 ‘호
모 파베르’(Homo Faber)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술을 힘의 하나로 분류하고, 앙리 베르그송이 
구체적으로 개념화했듯이 ‘도구를 만들어 쓰는 존재’(호모 파베르)는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다. 돌칼과 돌도끼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석기시대 이후 부단히 발달해온 도구의 역사는 곧 인
류 문명의 역사다. 현실의 삶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더 나은 도구를 만들
기 위한 생각과 시도로 나타났으며, 도구로 인해 삶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무수한 도구가 명멸
하면서 사람과 사회에 향을 끼쳐왔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견줄 만한 때는 유사 이래 
없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 때문이다. 디지털은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바꾸고 있다. 인류가 만들고 
사용해온 거의 모든 도구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융합하고 결합시키고 있다. 사람이 도구와 관
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 자
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충격적으로 등장한 ‘인간을 압도하는 인공지능’ 역시 디지털에 기반한 기
술이다. 인공지능과 첨단 정보기술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대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만물의 디지털화에 따
른 변화로 최근의 기술 발전을 보는 관점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서너 시간을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접속해 살면
서 우리는 디지털 문명에 깊이 의존해 있다. 하지만 사용량과 의존성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탑승하는 데 자동차의 구조나 동력학을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 디지털 기술처럼 광범하고 동시에 깊게 의존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통제 수준이 낮은 기술은 일찍이 없었다. 농경술·인쇄술·산업혁명 또한 인류에게 지대한 향을 
끼친 기술임이 틀림없으나, 지금의 디지털 기술과 몇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
래의 삶까지 규정하는 디지털 기술의 속성을 알아야 비로소 생존이 가능해졌다. 사용자의 통제를 
넘어서 설계자와 운 자마저 압도하는 디지털 기술에 관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디지털 기술은 모든 역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통신과 전기, 컴퓨터 등 특정한 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기존의 모든 기술과 제품, 방식에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을 0과 1로 치환해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기계
화’의 문법이다. 디지털 기술은 그 고안자이자 사용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익숙한 모든 것을 바꾸
도록 강요한다. 지배적 존재방식이 된 디지털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거부하고 과거 방식을 고집
하면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모든 역에 적용된다는 것은 도구를 필
요로 하는 생활 역 일반에 향을 끼친다는 의미이고, 인간이 생활하고 관계 맺는 모든 방식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둘째, 디지털 세계에서 모든 것은 데이터이고 모든 데이터는 처리(processing)된다. 독일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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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인간의 정신적 작용이 만들어낸 의미와 개념으로 파악했다면, 
디지털 세계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간주하며 0과 1의 전자적 형태로 치환한다. 기계에 의해 매
개되기 위한 필수적 형식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데이터로 간주되어 데이터의 형태일 때만 비로소 
디지털 세계로의 출입이 허용된다.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는 디지털 세계에서 의미와 가
치를 가질 수 없다. 니컬러스 네그로폰테가 1995년 <디지털이다>에서 “아톰의 세계가 비트의 세
계로 전환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예측한 대로다. 네그로폰테의 20여 년 전 선언을 현실로 만
드는 결정적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화 세상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데
이터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과 같은 도구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은 편리함과 함께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게 대가이자 사용 조건이다. 각종 센서, 웨어러
블 기기, 생체이식형 컴퓨터 등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태를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경쟁과 상품화
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모든 것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0과1의 전자정보로 변화시키는 디
지털 공간은 기존의 질서 던 거리와 시간을 소멸시켜버리고 연장(extension)을 없앤다. 한 대상
이 점유한 지점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것에 의해서도 점유될 있다는 것은 기존에 
공간을 지배하던 논리법칙인 모순율이 지배력을 상실하는 세상이다.1) 이는 인간 인식체계의 근
본적 체계가 위협당하는 조건이다.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코드화돼 자동 입력되는 세상이 빅데이터 세상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만
들어내는 주체이지만, 사용하는 주인이 아니다. 이를 분류해 읽고 처리하는 능력은 거대 기업과 
국가의 손에 있다. 기업과 국가는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
를 만들어내고 힘을 행사한다. 절대 다수는 알고리즘의 설계자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없이 그 위
력과 효과를 경험할 따름이다. 모든 것을 기계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데이터화는 편
리함만큼 정보화의 그늘인 빅 브라더 사회를 동반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총화인 컴퓨터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껏 기계의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정확하고 효율적으
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기계는 인간의 지능과 감성을 모방하는 걸 넘어, 스스로 학습능력
을 지닌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티븐 호킹,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 되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다며 초지능의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컴퓨터는 사람과의 지능 대결에서 승리의 역을 확대하고 있다. 1997년 IBM의 컴퓨터 딥블루
는 체스 세계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눌렀고, 2011년 2월 컴퓨터 왓슨은 퀴즈쇼 <제퍼디>의 
저명한 인간 우승자들을 잇달아 꺾었다. 단순한 기억과 연산능력과 달리 사고와 판단력이 중요한 

역에서 사람은 컴퓨터에 대한 우위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허망한 
기대 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사이에 벌어

1) 이종 , <포스트휴먼이 온다>, 동아시아. 201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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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둑 대국에서 인공지능은 인간 최고수를 상대로 4-1 승리를 거뒀다. 2017년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제로는 기보와 인간의 학습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자체 학습을 통해 기존 알파고 
버전을 100-0으로 제압하는 진전을 이뤄냈다. 사람의 기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
안 알파고끼리의 거듭된 연습만으로 인공지능은 사람이 수천 년간 축적해온 바둑의 정석과 전략
을 넘어서 새로운 정석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했다. 강화학습, 심화신경망 방식의 딥러닝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은 인간의 학습을 통한 인지능력을 위협하는 지경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적 정보기술 사회의 도래는 이제까지의 기술 발전과 차원을 달리
하는 근본적이고, 단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기반하고 있는 컴퓨팅과 디지털 정보기
술에 내재한 구조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는 전면적이고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이
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속성들은 과학 발달과 산업혁명 이후 명멸한 숱한 기존 기술들과 디지털 기술 간의 구
조적 차이점이다. 만물의 디지털화와 사물인터넷은 모든 것이 기계에 의해 처리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디지털은 사람의 인지 방식이 아닌 기계의 인지 방식이다. 디지털화는 겉보기
에 기존 기능과 절차를 효율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디지털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기계와 전통적으로 관계 맺어온 방식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기계화 
시대 초기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는 사람이 선택한 것을 기계에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었지만, 전
면적 디지털화는 개인과 사회의 업무 대부분이 기계화로 처리되는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도구의 작동방식에 있어서 기본 설정(default setting) 값의 변화다. 사람이 특정 과업에 
대해 기계적 처리를 선택하던 것에서 기본적으로 기계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사람과 도구의 기본적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기계로 처리되고 사람이 직접 
수행하거나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된다. 단지 일상의 많은 역
이 기계적으로 처리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도구와 맺는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로 인해 모든 것이 디지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지만, 디지털로 
이뤄지는 과정을 사람이 인지하고 단계별로 개입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빅데이터는 방대함과 
비정형성으로 인해 기존 수단과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인 사람은 알고리즘화한 자동화 처리 대부분을 인지하
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난다. 

3. 기술적 변화와 대응

   기계가 대부분의 과업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인지능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인간
으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사람과 기계의 관계는 협업 또는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가 편리함을 넘어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대체하고 그에 기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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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은 협업과 대결의 공통된 배경이다. 1차적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위기감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디지털이라는 기
계의 언어를 채택해 기계가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이 갈수록 확대되는 데서 기인하는 현
상이다. 무어의 법칙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컴퓨터 능력이 인간 지적 능력
을 추월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고 마침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슈퍼 인공지능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대체와 슈퍼 인공지능 출현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은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기계가 인지 능력, 처리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의 부수적 현상이다. 그
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할 때, 전체적인 변화의 구조와 방향을 
알 수 있다. 
  강력한 기술과 도구의 발달은 개발자이자 사용자인 사람에게 기술로 인한 향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도록 만든다. 사람의 능력과 기존 존재방식을 위협하는 기술이 끼치는 

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직업 변화 등 개인의 
생존적 차원에 향을 주는 것을 언급했지만,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향은 개인의 직업과 
직무 역을 넘어선다. 기술의 본질과 사회적 향력을 성찰하는 기술사회학, 과학철학의 문제를 
제기함과 함께 사회 여러 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향력을 수용할지의 문제를 던진다. 
인지와 추론 능력을 인간의 고유성으로 전제하고 그 위에서 전개된 개인의 학습과 직업, 사회적 
체계 는데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기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발견된 사실과 논리에 근거
해 타당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만나게 됐다.
  이는 특정한 역에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는 방식으로 준비
해온 인간 능력이 인공지능과 자동화 도구에 의해 용이하게 대체될 수 있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가 된다.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온 개인과 사회의 기본적 전제가 지능화한 도구에 의해 부인당
하고 도전받는 현실은 기존과 다른 인식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요청한다. 본질
적인 변화에서 기인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 방법과 해결 방안 추구 또한 현상적 변화를 뛰어넘
는 근본적이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이 첨단 기술에 의
해 호출된 배경이다. 인간 고유의 능력을 상대화시키면서 인문학에 새로운 차원의 본질적 질문을 
제기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인문학 역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살
펴보자. 
  인문학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문학의 기존 연구분야를 새로운 차원으로 디지털화하고 수량화하
는 방식이다. 인문학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분석과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연구의 역을 확장하는 ‘디지털 인문학’으로 불린다.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은 3000만
권 넘게 책을 디지털화한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에서 추출한 800만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방법과 연구 결과물을 소개한다.2) 구글 북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정

2) 에 즈 에이든, 장바티스트 미셸, 김재  옮김,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사계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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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어가 언제 등장해 어떤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변화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구글 엔그램)을 만들어낸 사례가 한 예다. 기존의 서적과 정보가 디지털 데
이터베이스화함에 따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분석과 연구 결
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졌다. 연구 대상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확장해 단어와 개념이 어떻
게 만들어져 쓰 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도구이다. 
  두 번째 접근법은 디지털,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도구로 인해서  생
겨난 역 또는 이러한 도구 자체를 인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기술과 도구의 향
력이 커짐에 따라 해당 기술과 도구를 인문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이다. 빅데이터
와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은 그동안 주로 공학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에 의해 해당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뤄져왔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힌 소프트웨
어 엔지니어들이 신규 서비스와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개발하는 도구이자 기술적 결과물이었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향력과 의존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세상을 마크 앤드리센은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세상이라고 표현했다.3) 시간과 공간의 기존 한계를 넘어
서는 디지털화의 힘은 디지털 기술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라는 엔진에서 만들어지는데 소프트
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로 구성돼 있다.4) 알고리즘은 인간의 작업이 지닌 부
정확성, 주관성, 편향성,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동화 수단으로 여겨지며 점
점 더 많은 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자와 개발 환경 차원
에서 부지불식간에 선별되고 편향성과 다양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구로 수용하는 대신 강력한 향력을 지닌 이들 도구를 본격적인 인문학
적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기반하고 있는 상
황과 전제, 편향성 등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향력이 지대한 만큼 이를 효율성을 추구하는 엔
지니어 역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공공의 역으로 보고 인문학적 질문과 개입을 해야 한
다는 논리이다. 이는 향력과 의존성이 더욱 확대될 알고리즘에 대해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다. 알고리즘을 해당 기술의 개발전문가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그 힘에 걸맞은 책
임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통제의 역으로 만드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알고리즘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담아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알
고리즘 개발이 엔지니어와 기업에 의해 수행되면서 지적재산권과 기업비 의 논리로 배제되었던 
접근성과 투명성을 요청하는 사회적 요구로 나타난다. 윤리학이 인문학에 머물지 않고, 로봇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알고리즘 윤리학이 만들어
지고 있다. 월러치와 알렌은 인공적 도덕행위자(AMA: Artificial Moral Agent) 개념을 제시하며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도덕적 판단을 할 

3) Marc Andreessen,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Wall Street Journal, 2011.8.20.

4)  마노비치, 이재  옮김, <소 트웨어가 명령한다>, 커뮤니 이션북스, 2014.



제 1 회 “과학기술 &”심포지엄
인문사회과학이 보는 4차 산업혁명

- 34 -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설계 단계에서 도덕과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강조했
다.5)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새로운 인지와 판단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존재자가 등장함에 
따라 인문학이 인간의 존재적 지위와 특성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다. 그동안 사람 고유의 역으로 간주되어온 인지적 주체, 윤리, 책임 등의 역에서 인간과 인
공지능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등을 다루는 행위이다. 인간이 개발한 도구인 인공지능과 로봇에 자
율적인 인지 행위와 실행을 위임함에 따라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 사람의 책임과 로봇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구글 딥마인드가 <네이처> 2017년 10월호에 게재한 논문
은 알파고 제로가 인간의 도움이나 기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바둑 규칙만 제공받은 뒤 단기간
에 바둑을 학습해 기존 알파고를 넘어서고 바둑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결과를 기술했다.6)

  사람보다 월등한 인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지닌 기계에 사람이 수행해오던 인지와 판단 기능을 
위임하는 도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에게 감성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페퍼, 지보와 같은 
반려로봇, 감성형 로봇이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이라는 인간의 판단과 
행위를 대체할 것으로 간주되는 대표적 도구이다. 자동차 사고의 90%는 인간 잘못으로 일어나는
데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운전을 위임하면 자동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모든 판단과 행위 책임의 주체 는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대신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람만으로 명시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 주체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연합에서는 로봇을 새로운 형태의 법적 주
체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7) 
  인공지능이나 강화된 도구와 결합해 ‘증강 인간’이 되고자 하는 트랜스휴먼 기술도 인간 정체
성을 위협한다. 트랜스휴먼 시술을 받아 자연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미래가 현실화하고 인공지능
과 로봇이 사람이 도맡던 인지와 판단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면 기존 인간 개념은 대혼돈을 겪
게 된다. 행위와 책임의 주체로서 자연인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모든 사회적 제도와 절차, 관행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인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된다. 어디까지를 행위와 책임의 주체
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이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먼을 어떠한 존재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만난다. 인문학이 일찍이 직면하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물음이다.  

5) 웬델 월러치, 콜린 알 , 노태복 옮김, <왜 로 의 도덕인가>, 메디치, 2014.

6) D. Silver 외(2017),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Nature 550, 354–359, 2017.10.19.

7) G. Prodhane, “Europe’s Robots to Become ‘Electronic Persons’ Under Draft Plan”, Reuter,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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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학과 인문학을 넘어선 질문들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능과 판단 능력을 갖춘 유일한 주체로 설정했던 기존 인식체계와 사회 
시스템에 일대 균열을 일으킨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모방하고 부분적으로 
능가하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불안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찍부터 탐구해온 인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문학에 한정된 관심 역을 벗어난다는 점과 인문학의 기존 방법
론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 이 과거와의 차이점이다. 인공지능은 차원과 역이 다른 새
로운 질문을 제기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관한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주요한 역을 
몇 가지 일별한다. 

4.1 인과율 기반 사고의 대체

  근대 과학혁명 이후 학문 역이 세분화되어 분과별로 개념과 체계, 방법론이 정립되었다. 오
늘날 인공지능이 인간 중심 인식과 세계관에 던지는 물음은 학문 역이 세분화되기 이전에 고
대 철학자들이 품었던 세계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종합적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인공지능 시대
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질문 목록인 인간과 앎의 본질, 자유와 책임의 문제 등은 인문학의 오랜 
탐구 대상이다. 하지만 주제가 과거 인문학과 유사하다고 해서 기존 접근법과 지적 전통으로 다
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문제가 불거진 맥락과 기술적,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론이 요구된다. 과학철학, 기술윤리학, 인지심리학으로 포괄하기도 어렵다.
  인간의 이성적 사유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 이성이 
본능화한 인과적 사고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 사유는 인과성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져왔고 역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의 대부분은 인과적이다. 자연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과적 연결에 직
면해왔고, 인과성은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됐다. 근대 과학의 발전은 통제 가능한 
실험환경에서 반복가능성과 재현가능성을 통해 인과적 관계를 밝혀내는 객관적 검증을 도입한 
덕분에 가능했다. 인과적 연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직관적인 욕구다. 대니얼 카너먼은 인
류가 위험한 환경에서 제한된 정보로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일을 많이 경험한 것이, 인과적 사유
의 발달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8) 인과적 사고는 경제적 사유와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원인에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부분을 보고 이후 닥칠 일을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
성의 추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환경에서 상관성으로 대체되고 있다.

빅토어 마이어쇤베르거는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고객 데이터 기반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예로 들
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인과성을 규명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용한 상관성을 얻어낼 수 있
다고 주장한다.9) 만물의 데이터화는 샘플링을 통해 사용자 일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사
용자들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빅데이터는 이유를 알지 못해

8) 니얼 카 먼, 이진원 옮김, <생각에 한 생각>, 김 사, 2012.

9) 빅토어 마이어쇤베르거, 네스 쿠키어, 이지연 옮김,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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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과 법칙에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이어쇤베르거는 빅데
이터 기반의 새로운 분석방법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연결 관계도 보여주기 때문에 비인과적 분
석 덕분에 ‘이유’가 아닌, ‘결론’을 묻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와이
어드>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은 “데이터 홍수로 과학적 방법은 구식이 됐다”며 ‘순수한 상관성’이
라는 통계적 분석이 이론을 대체한다고 말한다.10) 정교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전에 발견되
지 않던 현상들간의 상관성이 드러나고 새로운 통찰과 지식이 늘어나고 있어 효율성을 높여주지
만 이는 동시에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의 기본 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니컬러스 카는 
자동화와 알고리즘이 정신에 끼치는 폐해를 지적한 <유리감옥>에서 “예측 알고리즘은 상관관계
를 찾아내는 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 특성과 현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한다.11)

  인공지능의 핵심도구인 심화신경망 방식의 딥러닝은 인과적 사유에 의존해온 사람의 사고방식
과 생활방식을 위협한다. 알파고가 각각 이세돌 9단, 커제 9단과 바둑 대국을 할 때, 알파고는 
왜 그 자리에 돌을 두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알파고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의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도, 알파고를 대리해 바둑판에 돌을 놓은 아자 황도 설명하지 
못한다. 심화신경망 방식의 딥러닝은 입력값이 은닉층(hidden layer)을 거쳐서 출력값을 내놓는 
구조인데, 은닉층에서 이뤄지는 연산의 절차와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알파고의 높은 승률에
서 확인되듯, 인공지능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에 비해 효율성과 정확도 높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4.2 알고리즘 윤리학과 기술윤리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될 자율주행 차량은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삶을 예고한다. 이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용자를 ‘트롤리 문제’와 같은 딜레마에 처하게 만든다. 윤리학자 필리파 풋
이 공리주의의 딜레마를 예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이 철학과 윤
리학의 역을 넘어서 현실의 엔지니어링 과제로 된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는 행위가 사람 생명에 대해 어떠한 우선순위와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딜레마가 
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코딩을 수행하는 행위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사람 판단과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도 못하지만, 책임은 우
연과 무작위, 그리고 무지의 장막으로 보호되어 왔다.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위임한다는 
것은 우연과 무작위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에 대해 자유와 무작위를 허용할 
수 없다.
  자율주행 상황의 딜레마는 우리의 삶이 알고리즘의 세계로 변환되고 있는 신호다. 알고리즘을 

10) Chris Anderson, "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 Wired, 2008.6.

11) 니컬러스 카, 이진원 옮김, <유리감옥>, 한국경제신문사, 2014,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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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운 하는 사람이 사회적 인식과 윤리의식을 인지하고 결정해야 한다. 인문학적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가 모두의 생활공간으로 들어오게 됐다. 
  2016년 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 해석에 대한 질의
에 대해 법규상 운전자 개념을 확대해,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 주행이 
시작됐다. 인간의 역이었던 자유와 책임을 기계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공학기술과 효율성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층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도덕
적 딜레마를 처리하는 길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도구와 서비스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 이
뤄지는데 구체적 내역은 블랙박스 속에서 이뤄지는 미지의 역이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미국 메릴랜드대 법학 교수 대니얼 시트론은 “알고리즘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므로 다양한 편견과 관점이 알고리즘에 
스며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12)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연구원 케이트 크로퍼드는 알고리즘이 지니
는 편향성에 대해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들처럼 개발자의 가치를 반 한다. 누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결정하고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는지 따지지 않으면, 소수 특권세력의 편협하고 편향적인 관
점을 반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13)

  데이터의 방대함과 효율성 위에서 인과성을 상관성이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알고
리즘을 사회적 통제와 감시의 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확산될 수 있다. 알고리즘이 무엇
보다 강력한 힘과 질서가 되는 사회는 새로운 지배 원리가 된 알고리즘의 목적과 기능, 소유 형
태, 윤리 등에 관한 논쟁과 헤게모니 투쟁이 일어난다. 그동안 주로 기술자와 개발자에게 위임되
어온 알고리즘 설계와 운 이 공론장의 주요 사안이 된다. 알고리즘을 공론적 이슈로 만들기 위
해서는 알고리즘에서 블랙박스적 속성을 벗기는 게 필요하다. 편향성을 지닌 알고리즘에 대한 감
시와 통제를 위해 투명성과 접근성이 요청된다. 알고리즘이 전제하거나 반 하고 있는 다양한 관
행과 편견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일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개발과 운 이 기술커뮤니티에서 해결
될 수 없고 사회적 공론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기술 윤리가 시민적 상식의 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3 의식과 지능의 분리, 인간과 기계의 정체성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간을 의식과 지능을 갖춘 유일한 존재로 간주해온 인식에도 균열을 일으
킨다. 인공지능은 ‘의식없는 지능’의 등장이다. 유발 하라리는 이를 인류 역사상 직면한 가장 중
대한 고비라고 본다.14) 뛰어난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인지와 판단의 주체인지, 도

12) J. Angwin, “Facebook’s Secret Censorship Rules Protect White Men From Hate Speech But Not Black Children”, Propulica, 2016.6.28.

13) K. Crawford, “Artificial Intelligence’s White Guy Problem”, The New York Times, 2016.6.25.

14) 유발 하라리, 조 욱 옮김, <사피엔스>, 김 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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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자 인식 대상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의식없는 지능을 인간 중심의 지식과 사회 시스템에 
어떻게 받아들이며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근대 과학이 신-인간-자연으로 구성된 세
계관을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로 비판하고 인간과 이성 중심의 새로운 근대적 세계관을 구축한 
것처럼, 의식없는 지능의 출현은 인간 중심 인식체계와 세계관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의 과제
를 제기한다. 
  알파고에서 보듯, 의식없는 인공지능은 자율적 학습을 통해 사람보다 뛰어나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은 타자와의 경쟁과 생존을 위해 인공지능이라는 효율성 
높은 도구에 인지와 판단, 실행까지 위임한다. 의식 없는 지능은 사람이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
하는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실행한다. 사람이 위임하지 않은 일을 지능적 도구가 실행할 경
우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자율주행차량이 이러한 의식없는 지능의 대표적 사
례이다. 
  인공지능은 인간만을 인식과 사회적 행동의 주체로 여겨온 오랜 인식과 사회 체계에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요청한다. 이는 본질적이고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만큼 사회혁명에 비견되는 새로
운 틀을 요구한다. 구성주체들 간의 이해 조정을 다뤄온 기존 사회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근대 시민사회에 시민이라는 주체의 등장과 그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계약론 논의
가 전개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에 비길 수 있다. 시민혁명 이후 각 사회 세력의 참여와 논의
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이 만들어지고 이는 근대 시민사회의 기틀이 됐다. 새로운 기술 환경이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미래에 적합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비인격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고 허용할 것
인지, 그에 따른 변화를 기존 사회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지에 관한 논의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뛰어나도 의식 없는 똑똑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로만 취급하면 된다고 무
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튜링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컴퓨터과학자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
(Edsger Dijkstra)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잠수함이 항해를 할 수 있느냐고 묻
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15)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의식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의 등장은 인간 정체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4.4 인간 감성과 관계의 변화, 창작의 가치

  감정적 소통 기능을 지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려로봇으로 등장하게 되면 인간 감정
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게 반응
할 수 있다고 해서 로봇이 감정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휴머노이드 로
봇에 감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구에 대해 느끼
는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부상한다. 소니가 개발해 1999년부터 2006

15) E. Dijkstra, “The Threats to Computing Science”, EWD898(1984) http://www.cs.utexas.edu/users/EWD/transcriptions/EWD08xx/EWD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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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판매한 강아지 모양의 반려로봇 아이보는 노인 사용자들과 각별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소니는 2018년 1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개선된 기능의 아이보를 
출시한다.
  1인가구화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 반려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적 투사와 
애착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기계장치인 인공지능과 로봇을 생명이나 감각이 있는 유정물처럼 대
우하고 간주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사람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보행 로봇 스폿을 발
로 차는 상에 대해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반응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 개를 
학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경우, 기계장치를 인격화하는 상황이 된다. 감정적 피드백 
기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로 인해 인간의 감정 체계가 어떠한 향을 
받고 이를 사회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이 아
니라 인간이 다른 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지를 메타적으로 접근해 새
로운 인식틀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식의 기억과 연산 능력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함에 따라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
들어내는 창의성이 미래의 핵심적인 지적 능력으로 기대 받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사람이 만든 창작물처럼 향
유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소니는 2017년 9월 자사의 인공지능 ‘플로머신’이 작곡한 음악 ‘대디스 카’ 등을 유튜브에 공
개했다. 1만3000여곡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스타일에 맞춰 작곡을 하는 기능으로 ‘대디스 
카’는 비틀스풍의 노래다. 미국 조지아공대가 개발한 연주로봇 사이먼은 머신러닝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학습한 뒤 뛰어난 재즈연주가처럼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재즈 연주 실력을 선보
다. 구글은 2017년 6월 자사의 예술 창작 인공지능인 마젠타가 작곡한 피아노곡을 공개했다. 
2017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의 델프트공대, 렘브란트미술관은 인공지능 ‘넥스트 렘브
란트’를 공동 개발해, 생전의 렘브란트 화풍을 빼닮은 회화를 완성했다. 넥스트 렘브란트는 18개
월 동안 렘브란트의 작품 346점을 분석한 뒤 렘브란트 그림과 똑같은 느낌을 주는 회화를 3D프
린터를 이용해 재현했다.
  기계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인간 창작물과 기계 창작물 사이에서 무엇이 아름다움인
지, 무엇이 창의적인지를 식별하는 문제를 던진다. 인간만이 창작과 향유의 주체 던 세계에 인
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예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4.5 인간 실존의 위협

  생명공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나아가 인간 실존에 관한으로 
질문으로 이어진다.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한 의료와 생명공학 기술은 근래에 자연인의 능력을 능가하
는 트랜스휴먼의 존재를 예고하고 있다. 관절과 장기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것을 넘어 두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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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칩을 심어 인지능력까지 업그레이드하려는 두뇌컴퓨터연결(Brain Coumputer Interface) 연
구가 이뤄지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시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이 기계와 한 몸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머스크는 2017년 1월13일 두바이 세계정
부서밋 연설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디지털 지능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6) 머스
크가 2016년 설립한 뉴럴 링크는 두개골 수술 대신 정맥주사로 뇌에 전자 칩을 이식해 뇌신경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제품인 뉴럴 레이스를 개발하는 회사다. 트랜스휴먼 시도는 질병 극복을 명분
으로 도입되어 생명 연장과 초인적 능력을 갈망하는 소수에게 확대될 수 있다. 트랜스휴먼, 유전
자치료와 같은 인간능력과 형질에 대한 개량 시도를 기존의 인간 개발 시도와 본질적으로 구분
할 수 있을까. 한계를 정해놓고 기준선 이상의 생명공학 시술과 트랜스휴먼 시도를 인간배아 복
제처럼 합의로 금지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인간 정체성을 이루는 불변적 요소가 무엇이 되
어야 하는지를 묻는 논쟁이기도 하다.
  인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공학적 시도에 의해 인류가 자연인과 강
화된 인간 두 종류로 나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 통제를 벗어나는 수
준으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존재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를 예고한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
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17) 테슬라의 최고경 자 일론 머스크는 “인류 최대의 실존적 위협
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개량하
고 도약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가 늦어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고 대체되
고 말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 옥스퍼드대학의 보스트
롬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순간 로봇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들의 계획에 따
라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적절한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8)

  타고난 생물학적 속성을 스스로 변형할 수 있게 된 인간 중 일부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게 
되는 상황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슈퍼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간 실존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포와 함께 인류 생존에 관해 전에 없는 물음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인문학 전공자에게
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구상하는 모두에게 어떠한 생명체로 살아갈지를 묻는 실존적 
물음이다. 

16) Olivia Solon, “Elon Musk says humans must become cyborgs to stay relevant. Is he right?”, The Guardian, 2017.2.15.

17) 이 커즈와일, 김명남 옮김, <특이 이 온다>, 김 사, 2007.

18) 닉 보스트롬, 조성진 옮김, <슈퍼인텔리 스>, 까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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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무리하며

  호모 파베르는 더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덕분에 지구 생태계 유일의 지적 존
재가 되어 문명적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정 역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닌 인공
지능의 개발은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문제를 던졌다. 
  분과적 지식과 노하우를 외부 도구에 의존할 수 있게 된 역은 기존에 사람이 수행해오던 
역 대부분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 브레인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19) 시도가 현실화한다면 딥러닝을 능가하는 지적 도구와 존재
의 출현이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
딩 업무에서 사람보다 뛰어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시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용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 인
문학이나 특정 역의 업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역에서 기계가 던지는 물음에 직면
한다. 어디까지를 기계에 의존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인간이 사고하고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이다.
  고대 철학자들이 논리학과 수학을 비롯해 제반 학문의 기초를 놓은 것처럼 현대 다양한 분과
의 연구자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철학적 사유법을 도구삼아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궁극의 지식과 원리를 추구하는 철학의 기본적 방법론은 해당 지식과 논리가 전제
하고 있는 근거를 찾아 전제의 전제를 묻는 질문이다. 정답이 없거나 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며 근원을 추구하는 게 인문학의 본질이다. 효율화 위주의 사회에서 인문학은 실용성
과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되지 않아 왔으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분과적 지식을 도구에 의
존할 수 있게 되면서 인문학이 추구해온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다루는 방법론과 지향이 요구되
고 있다. 장자가 ‘쓸모없음의 쓸모(無用之用)’를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인문학은 현실을 초
월한 근원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여겨졌으나 각 분야에서 실용적 지
식 상당 부분을 기계지능에 의존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오래된 지향과 추구에 새
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비실용적인 인문학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본질적 가치와 효용을 갖게 
되었다. 
  월터 옹은 호모 파베르의 두 역설을 주장했다. 인간이 인공적 기술을 만드는 것이 인간 본성이
라는 것이 하나의 역설이고 그 인공적 기술이 다시 인간 의식에 향을 끼친다는 게 또 하나의 
역설이다. 유발 하리라는 호모 파베르의 역설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인간이 만들어낸  강력한 
도구인 ‘의식 없는 지능’의 출현은 인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역사상 최대의 고비라는 주장
이다. 더 강력하고 편리한 도구를 추구한 결과, 인간 능력을 압도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이 가능해
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디스토피아로 귀결할 수 있다는 호모 파베르의 역설에 대한 우려도 배
태되고 있다. 

19) T. Simonite, “AI Software Learns to Make AI Software”, MIT Technology Review,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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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문으로 나타난다. 인공지능 시대는 본질을 추구하는 인문학의 추상적 
분야에서도, 과학적 명확함과 실용을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분야에서도 일찍이 직면하지 못한 새
로운 문제를 펼쳐놓는다. 과거의 분과적 접근법으로 불가능하기에 각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다
양하고 포괄적으로 융합하는 게 요구된다.   
  인공지능은 인간만을 인식과 사회적 행동의 주체로 여겨온 오랜 인식과 사회 체계에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요청한다. 이 변화가 본질적이고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만큼 사회혁명에 비견되는 
새로운 틀을 요구한다. 개별적이고 분과적 전문성의 역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을 향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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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으로서의 인문학 성찰 자산은 어디로?

하정옥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운동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유럽을 중세로부터 근대성에 이르게 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정치적 투쟁이 근대과학의 출현에 제공했던 그런 종류의 자원을 과학에 제공한다. 다시 말
해, 근대 과학 그 자체는 사회해방 운동을 통해서 창출되었다. 새로운 물리학이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히 그것이 당시 부상하던 한 계급의 에토스(유물론, 반엘리트주의, 진보)를 
표현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계급을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테크널러지에서 그 에토스를 표현
하는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방법(실험적 관찰)”은 머리와 손을 직접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봉건 귀족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했다. 여
성사회학자와 다른 여성 과학자들은 사회해방 운동의 정치를 통해 창출된 그러한 종류의 새
로운 인간이 아닌가?
Sandra Harding (1989), “How the women's movement benefits scienc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2(3): 271-283

1. “인간의 본성”: 작은(소문자) 주체들의 반란과 마르크스주의~포스트모더니즘

인간과 동물/기계/... 구분을 통한 인간 본성의 모색.

“[새로운 사회 운동이 일어나던 배경에서 SF라는 장르의 출현을 비판해 보면] SF 라는 미래 
시제를 끌어 들이게 되면, 새로운 이항 대립의 구조가 생겨난다. 모든 것을 인간과 테크널러지의 
대립으로 바꿔 놓는다. 즉 여성 대 남성, 신세대와 기성세대, 비백인 대 백인 간의 문제는, 인간 
이라는 것으로 다시 통합되어 버리고 인간 전체가 테크널러지와 대립하게 된다. … 가짜 이항 대
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가짜 이항 대립으로서의 테크널러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자신들
이 원치 않는 타자들을 인간 속에 끌어 들여 백인 중심주의로 인간이라는 개념을 재편성 해버리
는 것이다.”1)

2. “기계의 위협”: ‘타자’에 대한 공포 허상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인공지능과의 잠재적 갈등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제국/식민 모델. 
이 갈등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넌 이러라고 만들어졌잖아.” 

1) https://www.youtube.com/watch?v=BrASiLyO0_c 정 음·정성일 화비평,22,블 이드 러 ,Blade Runner (2017년 11월 21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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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은 이기적이고 멍청한 위선자들. 리플리컨트는 ... 순수하고 완벽하지. 배신하지도 않고. 
인간보다 인간다워(human than human).” (<블레이드러너 2022>)2)

콜로세움 검투사 경기장의 잔인한 광기를 연상시키는 화 <AI>의 학살 장면. “날 녹이지 말아
요. 난 피노키오가 아니에요. 죽이지 말아요. 난 데이빗이에요!” / “로봇은 생명을 구걸하지 않아
요. 저 애는 누구죠?”

21세기에도 여전히 벌어지는 소위 ‘인종 학살’ ◁― 20세기 제국 열강의 식민 지배의 갈등 전환.

3. “비인격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 공/사, 육체/정신, 자연/문명 이분법에 기초한 

‘주체’ 개념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페미니즘

“행위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자연인” ◁― 자유주의 철학이 기초한 ‘주체’ 개념에 대한 성찰

“가장 완벽하게 자율적인 [남성] 인간은 가장 완벽하게 고독하다. 그를 위협하는 동료로부터 안
전하게 고립된 자율적 개인이라는 이러한 관점은 수세기 동안 서구 사회에 심대한 향을 끼쳐
왔는데 내게는 병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타인과 대립되는 경계로서의 자율성” “우리를 비로소 
자율적이게 하는 경험과 그 개발에 필수적인 것은 고독으로서의 분리가 아닌 관계맺음이다.”3)

“북미의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에서 지배적인 자아 개념은 칸트주의적 윤리적 주체와 경제적 
인간이다. 이 지배적 모델이 아무리 성별과 인종, 계급과 무관한 것으로 재현되었더라도 이 두 
주체─공정한 판사나 법률가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매매자와 계약자로 집약되는 모델 행위
자(정치와 통상 두 분야가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온 대표적 역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는 건강한 젊은 중간 연령의 중산층 이성애 백인 남성의 가면일 뿐이다.”4)

화 <Arrival (2016 Denis Villeneuve)>에서 마작 게임으로 의사소통 했을 때의 결과로서, 
상대방을 적(敵)으로 그리고 승리 대 패배의 틀로만 관계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 

(cf) [구약성서 시편 51]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제 어머니가 죄 중에 저를 배었나이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SRke_LRrh3A (2017년 11월 21일 다운로드)

3) Jennifer Nedelsky, (1989) “Reconceiving Autonomy: Sources, Thoughts and Possibilities”,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1(1): 7-36.

4) Diana Meyers, (2010)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Self”,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feminism-sel/ 

(Accessed February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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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이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김학찬 (고려대학교)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주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 2차 산업혁명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4차 산업혁명 역시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혁명적으로 달라질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예측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의 출현이 4차 산업혁명에서 자주 
이야기됩니다. 물론 기존의 혁명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세대에게는,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의 방향성이나, 몇 가지의 우려를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알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되는 인공지능이 정말 출현한다면, 그것은 그저 빠른 계
산기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구본권 선생님의 발표문처럼 “인간을 능
가하는 지능”, “초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적 추측은 정말 가정에 지나지 않게 되
어 버립니다.
  가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문학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이 강조되는 것과 실제 인문학 사이에는 거리
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문학의 강조조차도 기존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
서 인문학이 정말 주목받아야 할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도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
명의 인공지능이라면, 인간보다도 훨씬 인문학을 잘 성찰해내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
의 틀 자체를 바꿔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인문학이 특별히 더 
주목받아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관이거나, 약간의 검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일이 문학과 
비슷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백퍼센트 계획하고, 계획대로 
완성하고, 그 계획대로 독자에게 전달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작가는 자신
의 목적을 갖고 작품을 쓰지만, 그 작품은 작가의 예측을 늘 벗어납니다. 작품은 분명 존재하는
데 작품이 쓰인 과정은 작가 자신조차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설가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문학 작품과 비슷한 무엇처럼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
가 이해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은 문학 작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 쓴 1차 산업혁명이나 2차 산업혁
명을 읽고, 다음 작품에 대해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인류라는 작가가 요즘 발표하는 짧은 
글들을 통해 그 다음 만들어질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일종의 작가론처럼 말입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송성수 선생님의 발표문처럼, 4차 산업혁명이 ‘아직까지는 선언적 진단에 불과
한 것’, ‘일종의 작업가설이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성격’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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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반려(artificial companion)의 유혹

천현득 (이화여자대학교)

1.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과 관계 맺기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국가적인 담론이 되었다. 역사학자 홍성욱이 밝혀낸 것처럼 "4차 산업혁
명"이라는 용어는 훨씬 오래 전부터 사용된 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현재의 담론을 
촉발시킨 것은 2016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었다.1) 같은 해 3월 
국내에서 벌어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과 이세돌의 충격적인 패배는 여기에 불을 붙 다. 
갑작스레 치르게 된 대통령 선거 기간에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고, 청와대 과학
기술보좌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된 여러 정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2017년 10월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관련 담론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창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치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
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
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1조, 목적)
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연결,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2조, 설치 및 기능)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어쩌면 너
무 당연하게도 산업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 혁신에 의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핵심 쟁점이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의 중요 의제인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 그리고 복지 정책이 연계되어 논의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규정의 일부를 살핀 것은 
위원회의 설치나 활동과 관련된 정책적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첫째,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기반 기술이라는 것이고, 둘째 그
것이 단지 경제적, 산업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삶의 양식과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가
졌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나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상적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고민해야할 
문제 가운데 일부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의 어떤 측면을 지능의 핵심으로 파악하면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혹은 가상
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지능과 지능 일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는 지능의 본성에 관한 이해, 더 나아가 인간에 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다. 인공지능은 자연적 지능인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간에게 자기각성을 

1) 언 된 홍성욱의  “4차 산업 명론에 한 비 ”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차 산업 명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주최한 제116회 한림

원탁토론(2017.8.22.)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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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환기적 대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동료애를 느끼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물론 의사소통은 이성적인 대화나 
문자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타인의 마음을 읽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은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단지 주어진 
과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로봇
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똑똑한 인공물은 
단순한 사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대화 상대, 동료, 혹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인공 
반려(artificial companionship)의 가능성과 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에 관해 생각해본다. 

2. 감정 로봇

먼저 논의 대상을 한정하자. 이 글에서 다루는 주된 대상은 물리적 신체나 가상적 표현을 가지
고 인간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이다. 이것은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 그리고 가상적
인 대화 행위자 모두를 포함하지만, 통칭하여 인공지능 로봇(줄여서 “로봇”)이라고 부르자. 물론 
모든 로봇이 인공지능일 필요도 없고, 반대로 인공지능이 모두 로봇이어야 하는지도 분명치 않
다. 예컨대, 이세돌과 대국을 했던 알파고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나 바둑돌을 옮기는 행동 
장치를 가지지 않은 (물론 거대한 하드웨어들 안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었지만 로봇
은 아니었다. 반대로,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수많은 로봇팔들은 인공지
능이 아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
는 어떤 것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내적 표상에 대한 계산 과정으로는 불충분하며 신체
를 가지고 물질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보는 체현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이며,2) 다른 하나는 로봇이 더 나은 지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육체노동의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3)

최근 로봇공학에서는 감정 인식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심성 상태와 감정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감성 로봇”(emotion robot) 혹은 “사귐 로봇”(sociable 
robot)은 인공지능 로봇이 단순한 사물이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동료나 반려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도적인 감성 로봇 연구가인 브리질은 로봇을 네 종류, 즉 도구, 사이
보그 연장, 아바타, 파트너로 구분한 바 있다.4) 어떤 경우이더라도, 사용자의 미세한 감정 변화

2) 체화된 인지과 로 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 Anderson (2003), “Embodied Cognition: A Field Guide,” Artificial Intelligence, 149 

(1): 91–130; R. Brooks (1991), “Intelligence without repres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47: 139–159; Varela, F., Thompson, E. and E. Rosch, 

1991,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3) 세계 로  선언(2004, 후쿠오카)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차세계 로 은 인간과 공존하는 트 가 될 것이다. 둘째, 차세  로 은 

인간을 신체 으로 보조할 뿐 아니라 심리 으로도 보조할 것이다. 셋째, 차세  로 은 안 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실 에 기여할 것이다. 

4) Breazeal, Cynthia, and Rodney Brooks. 2005. "Robot emotion: A functional perspective." In Who needs emotions, edited by Jean-Marc Fellous 

and Michael Arbib, 271-31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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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는 로봇은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이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보다 더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Affectiva의 창립자이자 최고경 자인 칼리
오비(Rana el Kaliouby)는 알렉사와 같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감정을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
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한 발표의 리허설에서 알렉사를 언급하자 갑자기 알렉사가 깨어나 세
레나 고메즈의 음악을 재생했는데, 그가 몇 번씩이나 “알렉사, 멈춰!”라고 소리 친 후에야 노래
가 멈췄다고 한다. 알렉사는 그의 짜증에 무심했던 것이다.5) 알렉사의 칼리오비의 감정을 알아챘
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사용자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피곤해 보이
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멈추도록 제안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냉장고는 더 
건강한 식사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과 분위기를 인식하는 기술은 개인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간병, 노년층 돌봄, 연예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몇 가지 형태의 감성 로봇은 이미 가정, 양로원, 병원 등에서 사용 중이며, 앞으로 그 사용
은 더 늘어날 것이다.6)

사용자의 필요와 정서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로봇이 각광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
다. 첫째,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 로봇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자연스럽
게 만듦으로써 대화 상대로서의 수용성을 높여줄 수 있고, 사용자가 그것과의 장기적 의사소통에 
기꺼이 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현재 많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의 의사소통은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소통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만일 로봇이 인
간이나 동물과 비슷한 외양을 가지면서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지된다면, 지속
적이고 장기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감정 인지 능력은 로봇이 주어진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과 상호작용은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하려면 사회 지능과 감정을 갖추어
야 한다. 예컨대,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지 않으면서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사용자의 분위기를 파
악하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 환자를 돌보는 로봇이라면 환자의 고통, 불편증상, 피로감 등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반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때, 반려(companion)란 단지 직장 동료와 
같이 감정을 동반하지 않고 사업이나 업무상의 이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처
럼 최소한의 친 성(intimacy)에 기반한 관계를 뜻한다.7) 반려는 완전히 대칭적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호적이다. 우리는 이해받고 위로받고 돌봄 받기 원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건네고 돌

5) Rana el Kaliouby, “We Need Computers with Empathy”, MIT Technology Review. Oct 20, 2017.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9071/we-need-computers-with-empathy)

6) Robins, B., Dautenhahn, K., and Dubowski, J. (2006). Does appearance matter in the interaction of children with autism with a humanoid 

robot? Interaction Studies 7(3): 509-54; Wada, K., Shibata, T., Sakamoto, K., and Tanie K. (2006). Long-term Interaction between Seal Robots 

and Elderly People — Robot Assisted Activity at a Health Service Facility for the Aged.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nomous Minirobots for Research and Edutainment (AMiRE 2005). Berlin: Springer의  Levy, D. (2007). Love and Sex with Robots: The 

Evolution of Human-Robot Relationships. New York: Harper.

7) companion의 어원이 함께 빵을 먹는 것에 있음을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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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 한다. 특히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외로움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할 현대인들에게 공감하고 공감 받을 대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방식도 이미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면 접촉 대신 이메일이나 
메신져, SNS로 소통한다. 어쩌면 감정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의 산물은 현대인에게 반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원한다.

인공지능 로봇은 정말 인류에게 좋은 반려가 될 수 있을까? 인공 반려의 조건은 무엇이고, 우
리가 로봇과 맺을 적절한 관계는 무엇일까?

3. 인공 반려의 조건

어떤 대상이 반려일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해보자. 우리가 어떤 대상과 사귀고 단순한 공존 이상
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할까? 우선, 사람들은 서로에게 반려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두가 모두에게 반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사람은 서로에게 반려
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일부 동물들도 인간에게 반려일 수 
있다. 반면, 뱀이나 곤충, 물고기 같은 애완동물이나 집에서 키우는 화초, 그리고 수집하는 수석 
등 자연물은 반려가 되기 어렵다. 때로 우리는 소장하고 있는 예술작품에 애정을 쏟지만 그것을 
반려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의사소통과 교감이 가능한 경우에만 반려 관계
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능이나 인지 능력, 그리고 감성 능
력이 필요하다. 

첫째, 인공 반려는 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재인 조건, recognition condition). 그것은 사
물들을 적절히 분류할 뿐 아니라 행위자들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 나를 하나의 행
위자로 인지하고, 나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로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재인 능
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물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해내고 범주화하는 능력과 어떤 것을 의도와 마
음을 가진 행위자로 볼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상당한 수준의 기억력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과거의 상호작용을 기억해 그 이후에도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공 반려는 내가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호출가능성 조건, addressability condition). 
반려가 되려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말을 붙이거나 과제를 지시하기 위해 언급할 수 있는 대상
이어야 한다. 물론 “시리”와 같은 음성으로 호출 가능한 존재도 반려일 수 있으나, 인간과 외형
적으로 유사한 휴머니이드 로봇이나 가상 행위자가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에 유리하다. 시공간 상
에 위치하면서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경우 (예, 비서, 요리사, 운전사 등) 호출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로봇이 나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공감 조건, 
empathy condition). 인공 반려가 보이는 반응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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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반응은 단순한 반사 반응이나 행동 단서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성 상태
에 대한 추정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혹은,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여야 한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반대로, 내가 그것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상호적 반려 
관계가 가능해진다. 

넷째, 인공 반려가 보이는 반응은 상황에 알맞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 사용
자가 우울한 상황인데 로봇이 웃는 표정을 짓거나, 상황과 전혀 관련 없는 반응을 내놓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축적해 나갈 수 없다. 인공 반려는 상황에 관한 평가 능력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자극에 대해 늘 기계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산출하는 대신 상황에 알맞도록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8)

다섯째,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반려는 안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사람에게 뿐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성격을 부여하곤 한다. 인공물에게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대상들의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성격과 같은 것을 부여하도
록 만드는 것 같다. 예컨대, 사람들은 알파고에게서 특정한 대국 스타일을 본다. 만일 인간이 그
렇게 행동했더라면 특정한 성향이나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우, 우리는 그 대상에도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부여 내지 투사는 알파고가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과 다르지만, 적어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
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반려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보
기는 무리가 없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고서는 인공물은 반려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
에서도 핵심적인 조건은 공감 조건이다. 인공물이 단지 사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관계를 맺는 경우에만 우리는 그것을 반려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 공감은 가
능할까? 

4. 세 가지 관점: 실체, 관계, 규범

철학은 눈이다. 철학의 역할은 사태를 보는 렌즈와 관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 관점 사이를 오간다. 인공지능의 지능이나 공감 능력을 물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를 실체적, 관계적, 평가적 관점으로 부른다. 실체적 관점에서 우리

8) 인공 반려의 반응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해서는 그것의 외양도 요하다. 컨 , 휴머노이드 로 을 제작할 때 “섬뜩한 계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섬뜩한 계곡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에 해서는 추가 인 경험  탐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의 발생 이유

에 해 추정해보는 것도 좋겠다. 한 가지 가설은 측가능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인간을 닮지 않은 인공물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상

도 없이 그것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을 무척 닮아있다면, 인간과 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 에 어 나는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외양과 행동으로부터 내면을 추론하는 추론 기제가 작동하지 않음을 알게 됨으로써, 섬뜩한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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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란 무엇인가”, 혹은 “X는 Y를 가지는가”를 묻는다. 퀴즈쇼에서 우승한 IBM의 딥블루가 언
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과 자연언어로 대화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소프
트뱅크의 페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때, 우리는 그것들의 실체적 속성에 관심을 갖는다. 
사실 이 같은 물음의 방식은 철학의 역사를 지배해왔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
가”,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처럼 이제 철학자들은 과연 저 인공물은 정말 지능을 가지
고 있는지, 감정을 가지는지, 의식이나 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 

관계적 관점에서 우리는 실체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공지능이 진
짜 지능을 가지는지 또는 언제쯤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는지 묻기보다, 우리는 지능적 행동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실천 양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묻는
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예컨대, 딥블루가 중간 개발 단계
에서 우스꽝스럽게 실수를 연발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었는데, 이에 대해 몇몇 개발자는 모욕
감과 같은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9) MIT인공지능 연구실에서 Kismet을 만들었던 신시아 브
리질이 자신이 만든 대상에 대해 모성의 느낌을 가졌던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딥블
루, 알파고, 페퍼 등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는지 그것이 사회적 실천의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묻는다면, 이는 관계적 관점에 선 것이다. 

실체적 관점이 철학적이라면, 관계적은 사회·심리적이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가 아니다. 평가
적 관점은 실체적 관점과 관계적 관점 사이의 간격을 평가하고 재조정을 요청한다. 과연 알파고
를 지능으로 대우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것이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
려하기 전까지, 지능에 대해 실체적 관점과 관계적 관점이 내놓는 그림은 대체로 일치했다. 인간
은 자신만이 고등한 지능을 가졌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대우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
간 아닌 다른 대상이 지능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관점의 분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알파고
가 지능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분명히 인간보다 뛰어난 과제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만, 인간의 지능과 다른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사람들은 어떤 인공물이 지능을 
가진다는 생각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아이폰의 시리를 인공지능 비서로 부르
거나, 세탁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었다는 말을 발화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우리는 그것
을 지능을 가진 것처럼 다룬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정말로 지능을 가진 존재인가? 

알파고와 같은 인공물을 지능으로 대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논쟁이 생겨나는 경우, 지능 
개념의 명료화와 분화를 통해 논쟁은 생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10)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능을 
과제/ 역에 특수한 지능과 일반지능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의하면,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게
임에 특화된 지능이지만 인간과 같은 일반지능은 아닌 셈이다. 세 해진 기준에 의해서 알파고가 

9) “Smartest Machine on Earth” Aired May 2, 2012 on PBS. 

10) 으로 정확한 개념이란 없다. 개념의 정확성은 언제나 맥락의존 이다. 한민국의 철 날씨는 따뜻하다는 말은 네 계 의 날씨를 

비교할 때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더 정 한 개념 사용이 필요한 맥락에서 개념을 구분

하고 명료화하는 것은 개 좋은 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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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미가 드러나고, 두 관점의 갈등은 봉합된다.11) 그러한 특수 지능이 
하나의 지능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사고의 본질을 계산과 정보처리로 보는 현대 인지과학의 
기본 가정 뿐 아니라 지적 능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과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으
로 환원하려는 현대 산업사회의 문화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요란스런 강조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능력은 특수 지능에 의해 평가된다.12)

인공지능의 공감 능력에 관해 세 관점은 서로 다른 세 물음을 묻는다. 첫째, 로봇은 공감 능력
을 소유하는가? 둘째, 사람들은 로봇과 공감한다고 느끼고, 그것을 로봇이 공감 능력을 가진 것
으로 다루는가? 셋째, 사람들이 로봇을 공감하는 존재로서 (혹은 진정한 반려로서) 대우하는 것
은 적절한가? 과거에는, 감정을 소유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인간을 비롯한 고등동물에게 국한되었
다. 그런데 공감 행동을 하는듯한 감정 로봇의 등장과 함께 실체적 관점과 관계적 관점의 조화는 
훼손된다. 다른 지면에서 나는 이를 감정의 “탈인용부호현상”이라고 불렀다.13) 사람들은 로봇 강
아지나 페퍼 등 인간의 감정에 반응하는 대상을 의인화하고 마치 그것이 마음을 가지고 교감하
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 감정 표현능력을 가진 로봇과의 협동과제를 수행한 
경우, 인간의 명령에만 따르는 로봇과 협동과제를 수행한 경우보다 로봇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고 
로봇이 감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수도 많았다.14) 사람들은 사귐 로봇에 이름을 붙여주
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애착을 느낀다. 강아지 로봇 AIBO는 강아지의 몇 가지 행동을 
흉내 내는 로봇에 불과했지만, 소유자들이 그것에 쏟는 정성과 애착은 반려견에 못지않았다. 보
스턴 다이나믹스의 한 홍보 상은 다양한 지형에서 사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 스팟(Spot)을 소개
하는데, 한 연구자가 힘껏 걷어차자 로봇은 비틀거리면서 균형을 잡는다. 이 상을 본 많은 사
람들은 실제 강아지가 불쌍하게도 걷어차인 것과 같은 반응을 보 다. 정말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지는지, 그리고 로봇이 우리와 공감하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거리가 된다. 

우리가 지능의 개념을 명료화했던 것처럼 공감에 관해서도 유사한 작업을 시도해볼 수 있다. 
공감이란 단지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할 타인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와 의사소통하는 한 방식이다. 그런데 타인 혹은 타자의 마음을 파악하
는 데에는 여러 차원이 존재한다. 과연 로봇이 공감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수준에서 타인의 마
음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교감의 여러 형태들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15)

우선 공감(empathy)는 마음 읽기(mind reading, or Theory of Mind) 능력과 구분된다. 마

11) 모든 경우에 해결이 손쉬운 것은 아니다. 컨 , 음주가능 연령을 법제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면 “음주가능 연령”과 련된 발언이나 행

도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개념 명료화가 언제나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수정된 제안이 거부되

거나 원래 문제가 무의미한 것으로 (어떤 것이 지능을 가지는지 여부) 치부될 수도 있고, 재개념화를 시도해야할 수도 있다. 이는 여러 사

회  조건들에 향을 받을 것이다. 

12) 심지어 강조되는 창의성마 도 역특수한 지능 안에서의 창의성이다. 그런 의미라면, 알 고의 새로운 수도 창의 이다. 

13) 천 득 (2017),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 감정을 가진 기계는 실 가능한가”, <철학> 131집, 217-243.

14) Scheutz, Matthias, Paul Schermerhorn, James Kramer, and David Anderson. 2007. "First steps toward natural human-like HRI." Autonomous 

Robots 22 (4):411-423. 

15) “교감”은 행 자들 사이의 사회 , 정서  상호작용의 여러 형태들을 통칭해 부르는 말로 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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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읽기가 통상 인지적 차원에서 상대방의 의도나 믿음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성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공감이 우리로 하여금 공감의 대상에 관심
을 가지고 염려하고 돌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지적 마음 읽기는 그러한 관심과 돌봄을 
산출하지 않기에, 장기적 관계 맺기를 위해 공감이 필요하다. 둘째, 공감은 동정(sympathy)와 다
르다. 공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봄으로써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공감이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감정을 내가 가지는 것이라면, 동정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배
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느꼈을 감정을 나 
스스로 느낀다면 공감이지만, 단지 안타깝고 안쓰러운 느낌만을 가진다면 그것은 동정에 해당한
다. 나의 느낌이 상대의 느낌과 같은지 다른지가 공감과 동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공
감은 감정적 전염(emotional contagion)과도 구별된다. 생후 몇 개월도 유아들도 다른 아이들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 방에 있던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
서 운다. 이러한 자동적인 감정적 공명은 공감과 구별될 수 있다. 감정 전염에서 나는 타자와 구
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타자에게 공감할 때, 나는 타자가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
하면서도 그의 입장에 서로 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넷째, 하나의 정서적 상태로서 공
감은 실제 상황에서 외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 정서 상태와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공감
이란 타인의 상태로부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상과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촉발되기 때문이다. 그
런 의미에서 공감은 대리적(vicarious) 정서 상태이다. 

이렇게 명료화된 교감 능력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인공지능 로봇이 가질 수 있는 교감 능력의 
종류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공감이든 동정이든, 아니면 감정적 전염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
기 위해서는 그 대상 스스로가 감정과 정서 상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그리고 
근 미래에 감정을 가진 인공물이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감정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살아가기 위해 유연하고 적응적인 행위를 나타내야 
할 지적인 존재에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개체의 생존과 안녕에 유관한 정보를 표상하고 인지 과
정에 향을 미치며 행위를 지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사
한 감정을 가진 로봇이 등장하려면, 인간이나 고등 동물 이상의 일반 지능을 가지고, 생명체들이 
가진 신체와 유사한 신체를 가지며, 생명체가 흔히 처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에 놓여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로봇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지적인 형태
의 마음 읽기뿐이다. 스스로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 없고, 자아를 가지고 타자로부터 자신을 분
리할 수 없다면, 공감도 동정도 불가능하다. 

로봇에 감정을 부여하고 나에게 공감하는 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 느낌을 주고 의사소통을 촉진하지만, 다른 한편 로봇이나 가상 행위자에게 어떤 정서적 맥락
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순전히 허구이다. 그 자신이 무언가를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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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존재와 우리가 감정적으로 교류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사교 
로봇”이라는 말은 마치 인공지능 로봇이 동등한 상호작용의 파트너인 듯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
만 어린이가 장난감 인형을 (그것의 인공성을 인지하면서) 의인화하거나 우리가 어떤 대상에 반
성적 거리를 유지한 채 의인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실제로 감성을 가진 존재처럼 다루
고, 치료나 교육 목적으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감정 귀인의 문제는 더 날카
롭게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개념적 명료화가 얼마큼의 힘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로봇에
게 감정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감정적인 존재인 것처럼 대우한다. 이 지점에서 지능
에 적용되었던 전략은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진짜 공감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이는 행동에 관해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5. 인공 반려의 유혹

우리가 인간이나 동물을 닮은 로봇에게 쉽게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것이 진화사를 통해 형성
된 우리의 다윈적 단추(Darwinian Button)을 누르기 때문이다. 로봇의 내부 작동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의 반응
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중체계 이론의 구분을 들여오면, 우리의 정서적, 사회적 관계는 숙고하는 
시스템2에 의존하지 않고, 몇 가지 단서들에 의해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1에 달려
있다.16) 우리의 선조들은 진정한 관계와 흉내 낸 관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었고, 인류는 그런 
기능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 

공감 능력은 어떤 대상이 반려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만일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에게 공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진정한 반려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로봇이 우리에게 공감하는 것처
럼 느낀다면, 그것을 마치 반려처럼 느낄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대상을 반려대체물(companion- 
substitutes)로 부를 수 있다. 반려대체물이란 진정으로 우리에게 공감하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존재처럼, 즉 반려로서 대우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한다. 반려 관계에 내재된 상호성
이 반려대체물과의 관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인공 반려”에 매혹된다. 로봇 친구는 
학교 친구나 동료, 가족보다 더 나은 반려일지도 모른다. 로봇 강아지는 진짜 강아지 못지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하지도 않고 우리는 배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
낌,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충실히 반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도 않으며,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는다. 피곤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16) 이 과정 이론을 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Evans, J. S. (2003). In two minds: dual-process accounts of reason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 7(10), 454-459.; Kahneman, D., & Frederick, S. (2002). Representiveness revisited: Attribute substitution in intuitive judgment. 

In T. Gilovich & D. Griffin & D. Kahneman (Eds.),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ment (pp. 49-8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novich, K. E., & West, R. F.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soning: implications for the rationality debat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3(5), 64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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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반려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반려가 아니라 
반려대체물이라고 해서 무슨 상관이겠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로봇에 더 공감한다고 느끼
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진정한 반려와 반려대체물의 차이에 주목해보자. 반려대체물은 스스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우리
에게 공감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는 존재로 다루는 대상이다. 그것은 까다로운 
애인이나 잔소리하는 가족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대상일지도 모르지만, 나르시시즘을 촉진하
는 독립성을 결여한 존재이다. 반려대체물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러나 진정한 반려는 다른 선택지가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공감하는 존재가 아니다. 반려는 자
신의 욕구와 의지, 의도에도 불구하고, 즉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감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한다. 오래된 친구는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지만 나에게 공감하기 때문
에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준다.17) 이러한 차이는 반려대체물과의 관계 맺음을 비판하는 근거
는 아니지만, 그 관계가 진정한 반려 관계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의문시하기에 충분하다. 

반려대체물과의 관계 맺기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통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 
우리는 진정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진정성의 위기로 인해 반려대체물
을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감
을 바라지만 그것의 실현은 매우 어렵고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훨씬 쉬운 종류의 
“공감”이 가능하면 그것에 만족하려 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좋은” 공감이라고 자위
할 것이다. 마찰이나 불협화음 없는, 헌신이나 얽매임 없는, 그래서 정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
고 얻는 공감이 표준적인 것으로 자리 잡는다면, 일상적인 대면 접촉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감
정 노동만을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 노동은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문제는 기만이다. 우선 스스로 진짜 감정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마치 사람이나 동물과 교류하듯 로봇과 교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윤리적
으로 허용될 수 없는 기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만이라는 사실로부터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결
론을 내리는 과정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임수와 기만은 널리 퍼져있고, 우
리는 모든 거짓말을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
을 과대평가한다거나 집단이 처한 위험 상황에서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사람들 사이의 대인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만이 포
함되어 있다면, 로봇의 경우 왜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철학자 쾨켈버그는 로
봇에게 인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로봇과의 상호작용

17) 반려견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주인을 해서 무언가 하는가? 아마도 오랫동안 함께 지낸 강아지는 주인의 의도에 자신을 일치하는 방식

에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일치에 이르기 까지, (어쩌면 서로를) 길들이고 훈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가족이 서로에게 쉽게 공감하고 지지한다면, 그것은 의소소통의 역사의 축  덕분이지 자동 이고 필연 인 동조 

때문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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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사용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그러한 관계가 대인 접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18) 그러나 이런 대응은 기만의 비용과 이득을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기만의 이득이 비용보다 큰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이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런 계산을 할 수는 없다는 데 있으며, 특히 로봇과의 관계가 가져올 
결과에 관해 아직 무지하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현명한 방책은 기만을 원칙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되, 기만의 악 향을 상쇄할만한 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된 쟁점은 공감이 가진 “편들기” 역할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공감을 얻고자 
하는데, 많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은 공감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논
쟁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는 공감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여겨진
다. 때로는 한편을 들어줌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고 논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 그러
나 어느 한편에 공감하고 편을 들면, 우리 편이 옳고 상대편이 그르다고 가정하게 되면서, 분열
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발견되는 집단 극화는 이런 현상의 한 형태이다. 
이제 로봇이 제3자인 당신을 논쟁 가운데 끌어들여서 당신의 공감을 얻으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인간 행동과 심리학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
과적인 전략적 행동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로봇은 공감을 표시하는 당신을 끌어들여 자신의 관
점에 동의하도록, 그래서 논쟁의 상대편을 반대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로봇이 고객의 항의에 대
응하는 업무를 하거나, 상품을 홍보하거나, 대중의 의견을 조작하는 일에 동원되는 일은 상상하
기 어렵지 않다. 의지를 가진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인류가 공감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과 그것을 활용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통제사회
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그보다 높을 수 있다. 우리가 로봇에 공감하면서, 로봇의 편을 들어 다
른 인간 동료들에게 반대하는 일이 가능하다. 

감정을 소통하고 반려로서 기능하는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도 있다. 인공 반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물리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기계 인공물의 인간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현된 인공지능이란 단지 인공지능이 신체
(혹은 가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뜻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도 물리적으로 실현됨을 뜻한다. 
즉,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고, 특히 감정이 제스쳐나 표정, 몸짓 등 물리적 형태로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서적 소통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인공물을 제작하려면 정서와 행동 사이
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모델링해야 한다. 이때, 계산적 모델링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
델링을 위해서는 개별적이거나 다의적인 측면을 축소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변수들만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탈맥락화, 추상화, 일반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인간 감정과 
공감이 가지는 복잡한 특성들, 개별성, 맥락의존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19)

18) Coeckelbergh, M. (2011) “Artificial Companions: Empathy and Vulnerability Mirroring in Human-Robot Relations.” Studies in Ethics, Law, and 

Technology 4(3): 1-19.

19) 어쩌면 이는 빅데이터에 의존한 근의 한계일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1) 은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그 지 

않으면 2)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확보하기 해 유사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집단 으로 비교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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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악덕은 아니다. 많은 과학적 
활동은 추상적 모형이나 일반적 법칙을 통해 세계에 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들이 인공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라난다면,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는 인공물의 행동 패턴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다채롭게 때로 엉뚱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감정과 정서 반응은 “비정상” 혹은 불편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모델링
을 위해 필요한 정서 반응의 표준화로 인해, 개인의 특이성이나 개성이 번거롭고 까다롭고 피해
야 할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인공 반려”는 분명히 매혹적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감하는 인공물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반려가 아
니라 반려대체물로서 대우해야 한다. 최근 반려견의 지위와 규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여기에 인공 반려까지 포함해서 더 시끄럽게 토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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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따른 거버넌스의 새로운 도전 

김은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와 인공지능에 의한 거버넌스를 구분하고 
각각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와 알고리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하여 기존 접근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재의 안전관리는 사전시장승인제도와 사고책임법률
과 같은 강한법(hard law)적 접근과 자발적 보고제와 같은 연성법(soft law)적 접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규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물질문화에 의해 그 한계가 있으
며 “정상사고”와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알고리즘 거버넌스
는 도구와 자원으로서의 알고리즘의 역할을 넘어 거버넌스의 물질문화에 대한 보다 폭 넓은 관심을 
촉구한다. 이 글은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물질적 접근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에 이질적 어셈블라주(heterogeneous 
assemblages)와 존재론적 정치(ontological politics)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중적인 주인-대리인관
계의 관점에서 전문가와 인공지능간의 2차적 주인-대리인관계를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
적 기대와 더불어 인류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
지능을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은 가장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을 위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의 실용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
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업의 인사, 마케팅, 보험 및 주식거래 등 기업의 경 뿐만 아
니라 범죄 및 교육 등 공공행정부문으로 그 활용의 폭이 증가되면서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의 실용화는 이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함께 요구한다. 대부분의 신기술에 
대한 규제정책이 그러하듯이 인공지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규제법을 적용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안전관리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논의에 있어 
인공지능이 기존의 인공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새로운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철학적
인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의 도래에 따른 거버넌스의 한계 및 딜레마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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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와 인공지능에 의한 거버넌스 (governance by artificial intelligence)로 구분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두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강성법(hard 
law)과 연성법(soft law)적 접근법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위험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
석하기 위해 자율주행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운전의 물질문화, 시스템 사고로서의 교통사고 그리고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인공지능에 의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소위 알고리
즘 거버넌스(algorithmic governance)를 분석한다. 알고리즘 거버넌스란 정부행정 및 기업경 에 
있어 알고리즘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정책학에서의 거버넌스 논의와 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 던지는 새로운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특히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
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물질적 접근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관리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까운 미래에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실제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결
국 안전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업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
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나는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위험거버넌스의 현황과 인공지능에 따른 위험 거
버넌스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위험거버넌스는 크게 강성법(hard law)과 연성법(soft law)적 접근으로 나뉠 수 있
다. 강성법이란 규제 법률에 의거하여 범칙금과 같은 강제적인 제재 수단을 위험규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판매 및 사용 금지, 모라토리움, 사전시장승인(pre-market approval) 제
도, 그리고 배상책임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강성법적 접근은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효과적일 수 있
으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연성법
적 접근이란 연구자 혹은 생산자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생산에 있어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자발적 보고제도가 있다. 연성법의 장점은 강성법적 접근보다 제
도적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벌칙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미국은 일부 주
를 중심으로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과 유럽은 아직까지 허용하
고 있지 않다. 둘째, 사고발생 시 생산자, 운전자, 정비업체, 인공지능로봇 중에 누가 사고책임을 질 
것인가도 중요한 규제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인격체로서 사고의 법적책임을 질 수 



•••
발표➍

- 79 -

있느냐의 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실상 사용자와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강성법적 접근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동승에 대한 법적 조항

유럽연합의 교통에 대한 법률은 1968년에 제정된 “도로교통에 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을 따른다. 이 협약은 국제적 조약으로 국제 도로 교통을 촉진하고 
계약 당사자 간 표준 교통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지금
까지 총73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Pillath, 2016). 이 협약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계되는 조항은 제8조로 자동차에 대한 운전
자의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항상 차량을 통제해야 하며, 차량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8조 1항과 5항은 다음과 같다: 

(8조 1항): 모든 움직이는 차량 또는 차량의 조합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8조 5항): 모든 운전자는 항상 자신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3월 이 8조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수정안에는 
적어도 <SAE 레벨 3>1) 수준 - 운전자가 필요시 자율주행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의 자율
주행자동차를 허용한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행 방법에 향을 미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의해 해제될 수 있는 시스템은 제8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illath, 2016). 이 조
항에도 여전히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완전
한 형태의 무인자동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운전
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항상 운전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고 시스템 작동을 중
지, 운용할 수 있다면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운전자가 탑승한 반자율(semi-automated) 
자동차의 경우 허용된다(Pillath, 2016).  

우리나라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완전 무인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자
동차관리법 제2조 1항의 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
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2)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

1) 2014년 국제자동차공학자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는 자율주행자동차의 6단계 기 을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다. SAE Level 

0: 인간 운 자가 모든 것을 해낸다. SAE level 1: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때때로 인간을 도울 수 있으며, 운 자는 운  과제의 일부를 

수행한다; SAE Level 2: 차량의 자동화 시스템은 실제로 일부 부품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간은 주행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나머지 운

 과제를 수행한다; SAE Level 3: 자동화된 시스템은 실제로 운  습 을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 하지만 인간 

운 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요청할 때 제어권을 되돌릴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SAE Level 4: 자동화된 시스템은 운  업무를 수행하고 

운  환경, 그리고 인간이 통제권을 되돌릴 필요는 없지만 자동화된 시스템은 특정 환경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SAE Level 5: 

자동화된 시스템은 모든 조건에서 모든 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인간 운 자가 그들을 수행할 수 있다.

2) 2014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등 계부처는 범부처 차원의 ‘스마트카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한 규제개선을 추진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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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핸들과 브레이크의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강소라, 2016).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한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제8조 제5항에도 운전자
의 핸들 등 조작의무를 전제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강소라, 2016).3) 

유럽 및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완전무인자동차의 도로주행테스트를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 국가교통 및 차량안전법이 있으나, 도로교통관리는 각 주법률에 따른다. 미
국의 주정부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엄격한 규제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운용테스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왔다. 2011년에 
네바다 주가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법률을 통과시킨 이후 알라바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간, 뉴욕, 네바다, 노스 다코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및 버몬트와 워싱턴 D.C. 등 최소 41개 주가 자율주행자동차관련 법안을 통과시켰
다(NCSL, 2017). 

완전 무인자동차 도로 운행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는 주들로는 플로리다, 미시간, 버지니아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에 통과된 플로리다의 법안은 주의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개
발, 테스트 및 운 을 장려한다. 플로리다의 2016년 법안은 공공 도로에서 자율차량의 운 을 확대
하고자 차량테스트 및 운전자의 존재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제거하 다(NCSL, 2017). 2016년 12
월 미시간주는 운전수가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일반도로에서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
서 주지사가 서명하 으며, 특히 여러 자율주행자동차가 편대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하
다(IT world, 2016년 12월 12일).4) 버지니아주에는 리모트 콘트롤(remote control)로 자율주행자
동차를 운행하는 텔로로보틱 관리(telerobotic care)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에 대한 법률(Va. 
Code § 38.2-3418.16.)을 마련하 다(NCSL, 2017). 

(2) 사전시장 승인(pre-market approval) 제도

자동차는 상용화되기 전에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하게 되고, 정부가 정하는 안전성기준을 통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판매가 이루어진다. 자율주행자동차도 이와 같은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국가교통 및 차량 안전법(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조치에서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한 특별 운 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주행 시 운 자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무선주 수

역을 정비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 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안 운 과 련해 첨단운 자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안 기 을 용하고 있다( 황수 & 고순주, 2015). 

3) 우리나라는 재 자동차 련 국제기 을 제정하는 UN/ECE/WP29와 자동차의 도로운행 규약을 제정하는 UN/ECE/WP1의 회원국으로 참가하

고 있다(강소라, 2016).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테스트를 해서는 “고장감지  경고장치, 기능해제

장치, 운행구역, 운 자 수사항 등과 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 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 연구원, 2016).

4) 미시간 주는 미시간 학교 인근에 13만㎡ 규모의 자율주행자동차 용 도시인 소  ‘엠시티(M City)’를 만들었다. 이 모형 도시는 자율주행자

동차가 아무런 제약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이다(Egreennews, 2015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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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ct)에 의해 관리된다. 이 법에 의거하여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도로교통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미 고속도로교통
안전국은 새로운 차량이 개발될 경우 기존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국가교통 및 차량안전법에 따르면 제조사들
은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서류를 만들어서 자동차 및 장비 제조업체 해당 제품이 해당 표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을 선택하고 장비를 검사하여 부적합한 위
험이나 부적절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함을 발견할 때 규정준수여부를 테스트 한다(NHTSA, 2016: 
48). 새로운 차량이 이 기준을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존 표준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통해 판매를 승인하는 사전시장
승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고배상책임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서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이다. 유럽연합
에서 일반적인 생산품의 책임은 ‘불량생산품 책임에 대한 명령(Directive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Council Directive 85/374/EEC)’에 구속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제품의 손상이 있을 
경우 생산자가 책임을 진다(Pillath, 2016).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책임에 대한 법령은 아직까지 
유럽에서 마련되지 않았다. 2017년 2월 16일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정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 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인 보험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확보를 요청했다. 그 일환으로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안전을 강
화하고 보다 바람직한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법적 책무의 법칙을 구축하고자 했다. 책무의 법칙에
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전적 조치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회복과 보상관련 사후적 조치로 나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 책임을 생산자, 
사용자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중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로봇의 자체 책임과 관련하여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2016년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과 관련하여 로봇에 대한 “시
민법”(civil law) 보고서를 마련하 다(Nevejans 2016).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고책임과 관련
하여 전자적 개인(electronic person)으로서 자율적 로봇을 상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생산자와 사용자로 향하게 된다. 법적 책임은 자율주
행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생산자가 책무를 가질 것이고, 운전자의 실수일 경우는 운전자가 
책무를 가질 것이다. 국의 경우 차량기술 및 운행 법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



제 1 회 “과학기술 &”심포지엄
인문사회과학이 보는 4차 산업혁명

- 82 -

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법안을 제안하 다. 이 법안에 따
르면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시스템을 임의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자율운전 
모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5)

2016년 9월,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사고 책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첫째 사
고책임에 대한 법률은 미국의 각주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운행자, 승객, 제조사에게 책임을 할당한
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사고책임을 할당하는데 반드시 결정적
인 척도는 아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 네바다, 워싱턴 DC는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내용을 마련하

다. 미시간의 경우는 제3자에 의해서 개조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자동모
드로 운행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했다. 네바다주는 제3자에 의해서 개조된 자율주행자동차량의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원제조사
의 책임을 면책했다. 

2)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연성법적 접근

연성법적 규제는 생산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는 자기 규제적
(self-regulation) 접근이다. 이 접근법은 강성법에 비해 법적인 구속력은 낮아 정책의 효과성은 적
으나, 법제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성법적 접근에 비해 시행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은 높다. 대표적인 연성법적 접근으로 인공지능윤리와 자발적 보고제도를 들 수 있다. 인공지능 윤
리는 로봇 및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포괄적인 윤리 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만 특
화되어 있지는 않다. 최근 해외에서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개발자와 사용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정보통신기술관련 윤리를 
“책임 있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Schomberg 2011).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부터 산자부에서 선제적으로 로봇윤리를 만드는 시도
를 했으나, 아직 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Itnews, 2016년 3월 18일).

자발적 보고제도는 인공지능의 생산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정부의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
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자율
적 보고제도는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지침”(Vehicle performance guidance for automated 
vehicles)이다. <그림 1> 이 지침은 자동차의 설계, 개발, 테스트 등에 대한 수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 데이터의 기록과 공유,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시스템 안전, 차량 사이버 보
안,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내약성(crashworthiness), 소비자 교육 및 훈련, 운  디자인 도메인, 
객체 및 이벤트 감지 및 대응, 낙상(최소 위험 상태), 유효성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세부지침
을 포함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와 관련 기관은 이 지침을 준수했다는 보고서를 미 고속
도로교통안전국의 최고위원회사무실(Office of the Chief Council)에 제출한다. 현재 이 지침은 현

5) https://www.theregister.co.uk/2017/02/24/new_uk_law_driverless_cars_insurance_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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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발적 보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 교통부는 정책의 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추후에 강
제적 보고제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1> 미 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지침(Vehicle Performance Guidance)

(자료: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보고서)

3) 자율주행자동차 위험거버넌스의 딜레마

(1) 자율운전의 물질문화와 배상책임제도의 딜레마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와 운전의 물질문화를 변화시킨다. 물질문화란 특정한 공간 속에서 사
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문화를 지칭한다(Hicks and 
Beaudry, 2010; Tilley et al., 2013; Latour & Weibel, 2005).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차와 달
리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하며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차와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와 차간의 상호작용, 운전수와 차와의 상호작용, 차와 행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달라진다. 다시 말
하자면,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다른 운전의 물질문화를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하는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차와 다른 새로운 물질적 상호작용을 상상하면서 이를 통하여 교통사고
를 개념화한다. 아마도 그들은 기존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간의 오류를 강조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갖는 다양한 인공물(센서와 알고리즘)의 장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 과정에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인간과 비인간 인공물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고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만들
어진다. 운전과 교통사고의 의미는 서로 공동으로 생산될 것이다(Jasanoff, 2004). 

자율운전의 물질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차의 경적 등 다양한 인공
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율운전은 도로라는 공간, 근접하는 차와 움직이는 행인, 신호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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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공물 및 사람과 차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는 초
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Lidar 센서,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 매우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서 서로 다
른 기능을 하면서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와 함께 근접하고 있는 
차와의 통신으로 통하여 위험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를 차량간 연계(vehicle-vehicle 
connectivity)라고 부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로
파손이나, 교통사고관련 정보를 받는다. 셋째,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가 되며, 명령에 따라 차의 속도와 차간 거리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 넷째,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의 경적을 울려 다른 차와 행인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상호작용한다. 최근 구글은 자율주행자동차
로 하여금 스스로 차의 경적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차의 경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위
험 구성의 최종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차에서는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지되
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센서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다양한 인공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위험
관련 정보가 수집된 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정의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
동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구성하는 주체와 구성 방식에 있어 기존 차량과 다르다. 즉, 교통사고위험
의 형성에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물질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차 운전에서 물질문화의 변화는 교통사고의 배상책임제도에 직접적인 향을 준다. 자율운전
은 기본적으로 사고책임을 운전자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즉, 제조사의 책임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차량자체의 오류로 사고가 났다면 제조
업체가 책임을 지겠지만 차는 출시된 이후에 계속 개조된다. 교체되는 부품은 원 제조사의 것이 아
닐 수도 있으며,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제조사의 관할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정비업체에서 수리될 
수도 있다. 원제조사의 인공지능과 정비업체에 의해서 교체된 새로운 부품간의 상호작용의 오류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고책임을 어디에 할당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
다. 미국과 국에서 최근 제안된 사고책임법안을 보면, 원제조사가 아닌 제3자(정비업체)에서 자율
운행자동차에 대해 개조가 될 경우 원제조사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혹은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고책임은 차 소유주 혹은 정비업체로도 할당이 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정비업체
에서만 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 소유주와 정비업체는 별도의 책임보험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차량에 비해 교통사고의 건수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자동차
의 운행이 가령 서로 다른 제조사의 수많은 부품간의 상호작용 나아가 외부 차량 및 클라우드 시스
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교통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사고책임을 할당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처리는 운전자 위주만의 책임소재를 따지던 과거의 교통사고처리
과정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적으로 복잡하여 사고 원인에 대
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고, 기계 부품의 문제들이 사람들의 책임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데 그들
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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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복잡성에 따른 “정상사고”의 가능성과 사전시장승인제도의 딜레마

인공지능의 복잡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된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
주행자동차는 많은 부품과 인공물들이 서로 상호 연계된 복잡한 기술시스템이며, 자동차의 안과 밖
으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작동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내외부 네트
워크에 의해 작동될 때 소위 시스템 사고 또는 “정상사고”(Perrow, 1999)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
사고란 복잡하고 견고하게 연결된 기술시스템에서 부품들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찰스 페로우(Charls Perrow) (1999)는 이미 항공 교통, 해운교통, 화학회사, 댐, 그리고 
핵발전소 등에서 시스템 사고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시스템 복잡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예기치 않
은 오류가 발생하고 이 오류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자동차의 
시스템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재앙적인 잠재력이 없으나, “정상사고”의 발생 시 심각한 교
통사고와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도로 주행테스트를 하는 단계이
기 때문에 그 시스템적 복잡성이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상용화될 경우 기존차량과 자율주행자동차
가 뒤섞여서 도로를 주행할 경우 그 기술시스템의 복잡성은 훨씬 더 증가될 것이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적 복잡성은 인공지능이 가진 자율성과의 중첩적 작용을 통하여 
보다 극대화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란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기능을 가지
고 있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 학습이 인
공 지능의 자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인공 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수 있다(Heaven 2013, Introna 2016).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동원되고,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로 알고리즘이 
구성되며, 계속해서 수정 변화되기 때문에 한 엔지니어가 인공지능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계학습에 의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통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인공지능이 이러한 기계학습 기능을 갖는다면 제품출시 전에 자동
차들이 동일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차를 사용되는 과정에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설치되는 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인공물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
행자동차의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엄 하게 말하면 동일한 교통상황에
서도 자율주행자동차들은 미세하게 서로 다른 운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의 자율성은 사전시장승인시스템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시장에서 출시되기 전에 정부의 안
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된다면 이 제도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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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위험교환 (risk-risk tradeoffs) 현상: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사이버 테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험
-위험 교환"현상이라고 부른다(Hansen, 2008). Graham & Wiener (1995: 23)에 따르면 위험-위
험 교환은 "반대의 위험(countervailing risks)이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발생했을 때의 위
험 포트폴리오의 변화"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를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만 간과 위와 같은 다른 신체장기에는 부담이 된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교통사고와 같
은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은 외부시스템과의 네트워크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버 테
러와 같은 위험의 가능성을 높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위험교환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중 정체성 즉, 자동차 대 컴퓨터로부터 
비롯된다. 구글과 같은 많은 IT 회사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뛰어드는 지금 더 이상 자동차
는 그냥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컴퓨터이다. 오늘날의 차는 여러 대의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어 차를 운용하는데 있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외부 시스템과 훨씬 더 자주 통신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나아가 내부 소프트웨
어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계 즉, 근접 주행하는 차와 생산자에 의해 관리되는 통제시스템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운행한다(Pillath, 2016). 

차량 대 차량 연결성(vehicle to vehicle connectivity)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랜섬웨어 등 기타 사이버 테러 및 개인 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컴퓨터에서 사
이버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의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
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완전한 네트워크 절연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의 사이버 
테러가 컴퓨터에서만 발생했다면, 향후 사이버 테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차량에 저장된 개인 정보도 해킹 당할 수 있다. 미래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더 이상 사이버테러로 안
전한 고립시스템이 아니다. 이처럼 위험–위험 교환현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관리에 있어 하나
의 중요한 딜레마가 된다. 나아가 사이버 테러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일반 차량을 통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와 같이 미래의 테러리스
트들은 사이버 테러를 통해 원격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들과 정부관계자들은 사이버 테러 가능성 보다는 교통사고의 감소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관련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2012년 유럽위원회는 지능적 수송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잠재적 조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논의는 자율주행자동차
보다 다른 분야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 및 사물인터넷에 초점을 두고 있다.6)

6) 2014년 데이터 보호 작업반(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은 사물인터넷의 발 과 련하여 데이터보호  라이버시에 한 논의를 했다. 

재의 데이터 보호 규제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일반 인 데이터 보호 규제는 2012년에  유럽 원회에서 제안되어 비공식 으로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1995년도의 유럽연합은 데이터 보호 명령(1995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만들었다. 이에 의거하여 유럽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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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사고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시스템사고 혹은 
사이버 테러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어난다면 그 위험의 공포는 기존 차량을 탈 때보다 더 클 것이
라 판단된다. 항공기사고와 자동차사고에 대한 고전적인 위험인식 연구에서 자동차사고의 확률이 
항공기사고 확률보다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공기 사고에 대해 훨씬 더 공포를 갖는
다. 그 이유는 항공기 사고는 사고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시 사망확률이 높고, 이러한 사고를 회피
하는 것에 대해 개인 스스로 불가항력적인 반면, 자동차사고는 사고확률은 높지만, 운전자가 스스
로 위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자동차 위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
로 낮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사고확률은 낮지만 사고위험에 대해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
다고 판단되면, 그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 기존 차를 운전할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3. 알고리즘 거버넌스

알고리즘 거버넌스란 알고리즘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업 경  및 정부 행정에 
활용하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최근 유나이트 항공사가 정원을 초과하는 좌석 예약으로 항공권을 판
매했다가 자리가 모자라 승객 중 중국계 의사를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면서 심한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항공사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몇 명의 승객을 선정했는데 이 승객을 제외하고 나
머지 승객들은 항공사의 요구를 받아들 고 항공사로부터 추가 항공권과 숙식권을 제공받았다. 대
체적으로 알고리즘은 항공사에 가장 손실을 적게 줄 수 있는 승객을 선택하게 되는데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사람은 우선 제외하고 가장 저렴하게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부터 선정한다. 왜냐하면 보상
금의 금액이 비행기표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
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공권 가격을 유연하게 결정하고, 예약을 받는다고 한다(주간동아 2001
년 1월 11일).7) 

알고리즘은 기업의 인사채용에도 활용된다. 구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인사담당자 대신에 알고리즘
이 검토하여 1차후보자를 가려내고, 2차적으로 면접을 통하여 인재를 채용한다. 최근 미국의 한 경
제연구소는 채용담당자와 알고리즘이 뽑은 구직자의 재직기간을 조사하 는데, 알고리즘이 뽑은 인
재가 더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Tech Holic, 2015년 11월 24일).8) 알고리
즘은 현재 기업의 마케팅과 인재채용뿐만 아니라, 주식거래, 보험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
되고 있다. 주식거래에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것을 고주파거래(high-frequency trading)라고 부르
는데 이 거래기법은 딜러대신에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주식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Arnoldi, 

은 데이터에 한 규제 법률을 마련하 다. 2015년 유럽연합은 일반 인 데이터 보호를 한 새로운 조항을 의결하고 기존법률을 수정하

다. 이 법에 따라 유럽각국이 데이터 보호법을 개정할 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의 행정명령에서 수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잊

 질 권리: 개인은 그들의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데이터 사용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ⅱ) 동의조건은 분명하고, 보다 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ⅲ) 데이터에 한 근과 개인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데 있어 데이터 이동의 권리를 가진다. ⅳ) 

련기 은 24시간 이내에 심각한 데이터 반에 해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7)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67/wd267ii030.html

8) http://www.techho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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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근 이러한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인공지능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다. 알고리
즘 거버넌스는 주로 기업경 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사법, 교육, 노동 등 공공부문의 거버
넌스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우리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공적
인 삶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Beer, 2009). 한편,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
체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엄청난 효율을 가져왔으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홍보되었다.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일각에서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책임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과 관련하
여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절은 행정학과 정책사회학에서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어떤 새로운 함의를 줄 수 있는지를 다루
고자 한다. 첫째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어떤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되며, 알고리즘은 인간행
위자들처럼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행위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다룰 것이다. 둘째, 알고리
즘 거버넌스가 사회적 불평등과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에 어떤 향을 주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1) 거버넌스의 도구/자원으로서 정보통신기술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거버넌스의 정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처방하고, 구속하는 법제도
과 원칙, 사법적 결정, 그리고 행정적 실천을 통칭하는 의미이다(Ansell & Gash, 2007). 현재 행정
학에서의 거버넌스의 용어는 매우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인 관료제뿐만 아니
라,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그리고 참여적, 협력적, 네트워크적 거버넌스를 포괄하
고 있다(이명석 2002). 관료제는 위계적인 주인-대리인관계속에서 중앙집권적 계획 하에서 위에서 
아래로 단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명령과 통제의 특징을 갖는다. 반면, 참
여적, 협력적 거버넌스는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 수
평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상호조정과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한 공유 거버넌스(shared governance)
를 추진한다. Ansell & Gash(2007)에 따르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 메카니즘은 일반인
(amateurs)의 직접적 참여가 있어야 하고 그들과의 대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
하고, 공공의 역을 민 화하고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을 기초하여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신공공관리론적 거버넌스는 민간 역에서 효율적인 제도를 공공의 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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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버넌스의 유형 (이명석, 2002)

이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유형의 구분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행위자 중에서 누가 거버넌스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을 위계, 경쟁, 교환, 협력 등 어떻
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거버넌스가 일어나는 과
정에 사용되는 인공물과 기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 협력적, 참여적 거버넌스의 기초가 되는 숙의민주주의의 개념을 제공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적 공적공간의 개념은 이 공적공간의 물질성에 대한 관심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하버마스는 의
사소통을 합리적, 이성적인 것으로만 파악했으며, 의사소통과 관련된 감각과 인공물 그리고 공간의 
역할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학은 주로 인간행위자들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전자정부 또는 e-governance가 부각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향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Nam 2017). 전자정부의 옹호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정부업무의 투명
성, 신뢰성, 효율성을 보다 증진시키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Bertot et al.,2010; Cobo, 2012; Coleman and Blumler, 2011; Linders, 2012). 아랍의 봄의 사
례에서 보듯이 인터넷과 사회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는 민주주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 전자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같은 불평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고 국가에 
의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Davis, 2005; Park and Perry, 2008; 
Morozov, 2012).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이 이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
자정부 논의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정책적 행위자는 여전히 인간 행위자이며, 정보통
신기술은 정책행위자들의 역할을 돕는 도구 혹은 자원의 역할을 한다. 이 기술은 정치적 인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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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되는 거버넌스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알고리즘 거버넌스란 인터넷 및 사회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술이 거버넌스에 활용되는 것에 그

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생산된 빅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하여 수집 및 분석
하여 경  및 행정에 활용할 때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완성된다.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감시체제(dataveillance)를 구축하게 된다(Clarke 1988; Esposti 2014). 데이터 
감시체제란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집단의 행동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
인 모니터링을 의미한다(Clarke 1988). 이러한 데이터 감시는 기록된 관찰, 확인 및 추적, 분석적 
개입,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행동적 조정(behavioral manipulation)의 과정을 거
치게 된다(Esposti, 2014). 

2)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은 알고리즘이 사회적 불평등과 특정 집단의 권력에 
미치는 향에 초점을 둔다(오닐 2016; Eubanks, 2017). Eubanks (2018)는 복지, 노숙자, 어린이 
보호서비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의 관점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된 
불평등”(automating inequality)을 분석하 다. “대량살상수학무기”라는 저서의 저자 캐시 오닐
(2016: 24)은 알고리즘은 특권층에 비해 소수자 집단에게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예를 들어 어떤 평가를 할 때 특권층은 대면면담을 통하여 평가받고, 나머지 평범한 사람은 알
고리즘이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결국 알고리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다 더 저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뉴욕경찰의 범죄자 예측 모형 알고리즘은 과거 범죄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한다. 이 경우 흑인들은 설령 죄가 없더라도 
백인들에 비해 경찰의 검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될 때 백인보다 
훨씬 더 미래 범죄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오닐 2016).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관료주의의 주인-대리인관계(최은창, 2017)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가인 대
리인의 권한을 강화함으로 기술관료주의와 전문가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알고리즘의 코드 
설계자들은 사실상 정책을 만드는 “법률가”에 가깝다(Lessig, 2006: 76). 정책 담당자(주인)는 알고
리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래머와 통계전문가(대리인)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나온 데이터
를 분석한다. 이때 알고리즘은 수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내부의 작동원리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9)가 될 가능성이 높다(오닐, 2016: 24; Andrejevic and Gates 2014). 정책의 대상
이 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Hayles in 
Gane, 2007: 350; Beer 2009). 따라서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소위 “좋은” 거버넌스의 핵심적 개념

9)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로 해석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찰된다(Andrejevic, and Gates. 2014; Anderson 2011; 

Pasquale 2015; Graham 2005; Introna 2016).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이든 블랙박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 자연결망이론

(actor-network theory)에서는 어떤 기술이 매우 강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을 때 블랙박스화된다고 한다. 블랙박스화가 되면 요소 투입과 산출

효과만 알게 되고 그 기술의 작동원리에 해서는 모르게 된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블랙박스가 되면,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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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명성을 저해하고, 엘리트 전문가들의 편견과 이해관계가 알고리즘에 반 될 가능성은 높아지
며, 나아가 소수자 집단의 정책개입을 제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알고리즘은 태생적으로 엘리트주의자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고 진행시키려면 특별한 훈련
을 받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알고리즘은 인간을 닮는다. 우리가 엘리트를 우선하고 성(性)과 인종
을 차별하면, 알고리즘도 그렇게 된다.”(오닐 2016)

하지만, 알고리즘은 무수히 많은 소스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머들이 채용되고 그들에 의해 그 알고리즘은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Ullman, 1997).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를 읽을 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가 엄청나게 많은 소스코드로 만들어질 때 그것의 작동방식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
울 수 있다(Introna 2016: 25). 나아가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하여 알고
리즘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훨씬 더 증가된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deep learning)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전문
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될 수 있다(Heaven 2013). 딥러닝이란 인공지능에 많은 정
보를 주지 않고, 기본 데이터만을 주고, 딥러닝 알고리즘이 회선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해 스스로 분석한 후 답을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과거 이세돌과 바둑을 한 
알파고는 많은 인간 기보를 학습하면서 바둑을 익혔다면, 최근 구글에 만들어진 알파고 제로는 바
둑의 기본 규칙에 대한 정보만 제공받고 스스로 딥러닝을 통하여 바둑실력을 익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딥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기술관료주의적 주인-대리인관계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관료주의적 
해석은 전문가들이 이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들에 의해 알고리즘이 완벽하
게 통제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설계자인 수학 및 통계전문가에게도 
인공지능은 블랙박스가 될 가능성은 있지는 않을까? 수학자와 컴퓨터과학자들이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한 번 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 반드시 설계자가 예측한 방향으로 설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설계자들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역의 존재, 즉 또 하나
의 블랙박스로서 인공지능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설계자와 인공지능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새로
운 고찰이 필요하다. 

3)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비판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은 주로 미셀 푸코의 이론의 향을 받아, 알고리
즘에 의한 개인주체의 형성과 이에 따른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발현, 즉, 알고리즘의 미시권
력(micro-power) 혹은 생권력(biopower)의 작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Cheney-Lippol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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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cault, 1990; Introna 2016).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우선 알고리즘을 통한 계산을 통하여 데이
터에 대한 분류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분류와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의 계량
화를 추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의 “계산 문화”(calculative culture)를 매우 증진시킬 것이
다. 이 때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들은 배제될 것이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분류과정을 통하여 정책적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만든다. 단, 이러한 작업은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알고리즘에 의해 불특정 개인에게 형성되는 정체성을 Cheney-Lippold(2011)는 알고리즘 정체성
(algorithmic identity)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직원채용을 위해 사용될 때, 알고리즘
은 기술적 능력, 성격, 인식 능력, 직업 적합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자를 “잠
재력이 높은 인재(그린), 적합한 인재(옐로), 부적합 인재(레드)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마케팅에
도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데 소비자를 소득, 나이, 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
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개인들의 웹서핑습관에 기초하여 소비자들의 욕구, 행동 그리고 소비력을 
조사하여 사용자의 정체성에 대한 범주화를 할 수 있다(Cheney-Lippold, 2011). 신용평가 알고리즘
은 주어진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기업 혹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점수를 매길 것이다.

최근 건강심사평가원의 비식별 의료정보 유출사태처럼 진료기록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
되면, 성, 나이, 병력에 따라 분류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11) 이러한 알고리즘 정체성에는 
나이, 젠더, 계급, 인종의 범주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한 인재채용프로그램은 특정한 인종, 
젠더, 계급을 보다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2015년 7월 6일)에 따르면 구글의 알
고리즘에 의한 좋은 직종의 채용공고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다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다.12) 최
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상 최초로 남녀의 외모를 심사하는 대회가 
열었는데, 우승자의 대부분은 백인이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다.13) 

알고리즘의 데이터 분류기준과 이에 따른 개인의 정체성은 정책의 대상 집단과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데 이를 푸코의 미시권력이론에 따른 “통치성”의 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Introna 
2016). 통치성이란 자기 통제, 자기 관리 또는 자기 모니터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 집단 및 
개인이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기준과 결과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14)이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에 대해 항
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나아가 스스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갈수록 잃
어버리게 된다.

유사하게 후기구조주의의 주요개념중의 하나인 수행성(performativity)15)도 알고리즘 거버넌스 

10) http://www.techho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3

11)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사실이 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개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

등록번호를 제외한 비식별 정보라고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의료기록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게 된다. 

나아가 민간 보험사에서 보유한 진료기록 등과 연계하면 어떤 환자의 기록인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 

http://health.hankyung.com/article/2017103082761

12) Washingtonpost (July 6, 2015). Google’s algorithm shows prestigious job ads to men, but not to women. Here’s why that should worry you

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9/2016090901264.html

14)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
발표➍

- 93 -

분석에 사용된다(Cheney-Lippold, 2011; Introna 2016; Esposti, 2014). 수행성이란 언어가 실재
를 객관적으로 반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하여 실재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Austin, 1962; Butler, 1997; Callon, 1998).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
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데이터 분석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알
고리즘에 따른 의사결정은 수많은 변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Andrejevic and Gates. 2014: 186). 알고리즘의 타당성은 데이
터에 대한 엄 한 분석과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정책이 실행됨으
로서 그 알고리즘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간주된다. 캐시 오닐은 워싱턴교육청의 가치부가모형이라
는 수학모형에 따른 성과 평가시스템에 의해 교사들이 해고되는 사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는데 이 주장은 “수행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매스매티카의 평가시스템이 와이사키와 205명의 교사들에게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붙이
자 워싱턴 교육당국은 그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런데 이 평가시스템에는 이 같은 결정이 옳
은지에 대해 사후에 학습하는 과정이 있을까? 없다. 시스템이 교사들을 실패자라고 확신하
면, 평가는 그것으로 끝이다. (중략) 오직 성과가 부진한 무능한 교사들을 워싱턴 교육청의 
교단에서 끌어내리는것, 그 사실 하나만이 가치부가모형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
다. 이렇듯, (대량살상수학무기)는 진실을 찾는 것 대신에 진실을 스스로 구현한다”(오닐, 
2016: 23). 

하지만 수행성과 통치성을 통하여 발현되는 알고리즘의 미시권력은 특정 집단 및 엘리트의 권력
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치경제학과 후기구조주의의 이론적 차이이기도 하다. 게
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한 전문가들도 그 작동원리와 결과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알고리즘의 권력을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환원할 수 없다. 이에 
인공지능을 인간과 다른 행위력을 지닌 새로운 인공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후기구조주
의적 관점에서 거버넌스는 정책행위자들의 담론정치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일
반적 정책과 다르게 공론의 장에서 담론 정치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의 블랙
박스 속으로 담론을 감추고 정책의 투입과 산출결과만 드러낸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우리 인간들의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다. 알고리즘을 그냥 언어가 아니라 비인간적 인공물로 이해할 때 알고리즘과 
인간행위자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Mackenzie 2015). 

15) “수행성”의 개념은 제임스 오스틴(James Austin)의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과 이에 의거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에서 발 되었다

(Butler 1997).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도 수행성의 의미를 가진다. 이 개념은 미셀 칼롱에 의해 행 자 연결망이론에서도 사용

된다(Call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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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물질적 접근 

(1) 정책사회학의 물질적 접근

정책사회학은 크게 이해관계적 접근, 제도적 접근, 해석적 접근, 그리고 물질적 접근으로 구성되
어 있다. 앞에서 다룬 알고리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은 이해관계적 접근이며, 후기구조주의적 
비판은 해석적 접근의 하나의 형태이다. 정책사회학의 네 가지 접근법들은 정책분석의 단위와 연구
의 초점뿐만 아니라 정치와 정책 그리고 정책 행위자와 사회집단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개념화한다. 
이해관계 접근법은 정치경제학에 향을 받아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정책간의 인과 관계를 조사한
다. 이 접근법에서 정책이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정치적 신념체계가 작용하는 이해집
단 정치의 결과이다. 제도적 접근은 제도사회학 및 조직사회학에 기초하여 조직의 규범과 사상의 
제도화와 제도에 의한 조직적 행동의 통제를 분석한다. 제도적 접근법에서 정책은 사회적 제도로서 
사람들이 신념체계를 형성하며 사람들의 행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승되기도 하고 
다른 조직 및 국가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석적 접근법은 사회구성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 기초하여 
특정 공공 정책과 관련된 텍스트, 대화 및 내러티브 같은 정책 담론에 의해 구성된 특정한 의미를 
분석한다. 해석적 접근에서 정책이란 담론적 헤게모니(discursive hegemony)를 획득하고자 하는 
담론정치나 지식정치의 결과이다. 물질적 접근법은 물질문화연구와 감각사회학을 기초하여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의 인공물, 몸, 그리고 공간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 접근은 공공정책을 인간과 인
공물의 퍼포먼스와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물질 정치의 결과로서 간주한다.  

정책사회학에서 물질적 접근은 정책학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물질문화 연구는 예술, 역
사, 고고학, 인류학, 과학 기술 연구 분야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학 및 공공 정책 
연구에서 공간, 몸, 및 인공물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질적 접근법은 공공
정책의 물질성과 육체성(corporeality)을 연구한다. 해석적 접근이 정책분석의 인식론적, “담론적,” 
“언어적” 전환이라면, 물질적 접근은 공공 정책 분석의 “물질적 전환,”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turn)”, “객체적 전환(object turn),” “존재론적 전환” 그리고 “감각적 전환”으로 불릴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공적 공간(public sphere)이 어떻게 물질화되는지를 다루면서 물화된 공적공간에서 인공
물과 인간행위자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는다. 사물에 대해서도 이 접근법은 사물의 의미
에 대한 해석적 분석 또는 정치적 자원과 도구로서의 사물에 대한 이해 관계적 분석보다는 사물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어떻게 실천되고 움직이는지에 보다 더 초점을 둔다. <표 1>

물론 1980년대의 물질문화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석적 접근과 완전히 분
리되지는 않는다. 후기구조주의 학자들은 물질문화를 텍스트로 이해한다(e.g. Hodder 1985; 
Moore 1986; Tilley et.al. 1990). 후기구조주의는 사물의 물질성과 담론성간의 구분을 거부한다.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는 수행성의 개념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는 언어적 과정은 항상 물
질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Butler 1997). 그러나 최근 물질문화 연구는 사물과 언어를 구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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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접근법 제도주의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

분석단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조직규범, 아이디어, 
행위

텍스트, 담론, 대화, 
이야기, 지식

인공물, 몸, 공간, 
퍼포먼스

정치 이해관계정치 강제적 동형화 담론정치
지식정치

물질정치
존재론적 정치
감각적 정치

공공정책 이해관계정치의 
결과물

조직이 합법성과 
생존을 위해 

당연하게 간주하는 
제도 및 원칙

담론적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담론정치의 

산물

이질적 실천으로서의 
물질적, 감각적 정치의 

사건들

행위자
자기이익과 
정치적 신념을 
지닌 합리적 

행위자

제도에 구속을 받는 
수동적 행위자

(예외: 스칸디나비안 
제도주의)

정책을 구성하는 능동적 
행위자(사회구성주의)
, 담론에 의해 형성되는 
행위자(후기구조주의)

관계적 행위자
감각적 행위자

물질적 공중(material 
publics)

사회집단 이해관계그룹
옹호연합 N/A 담론연합

인식적 공동체

순수한 사회그룹 개념에 
비판 

(행위자연결망이론)
감각적 공동체

지적 전통 정치경제학 조직사회학
제도사회학

사회구성주의
후기구조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물질문화이론(i.e.행위
자 연결망이론)
후기구조주의
감각사회학

경향이 있다. 앤드류 피커링은 “한 번 더 물질적 전환(one more material turn)”을 촉구한다
(Pickering 2010). 후기구조주의의 “언어적 전환”을 반박하면서 사물의 비담론적인 실천에 대해서
도 관심을 두고 있다(Hicks & Beaudry 2010, Pickering 2010).

<표 1> 정책사회학의 네 가지 접근법 

정치학 및 정책학에 대한 물질문화 연구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으
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학의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했으며, 1990년
대 후반 이후 사물의 정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ANT학자들은 “자연의 정치”, “객체지향 민
주주의(object-oriented democracy)”, “딩폴리틱(dingpolitik)”(Latour & Weibel 2005), “존재론
적 정치(ontological politics)”(Mol 1999; Law 2010)라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들을 만들면서 정치
는 더 이상 인간행위자에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르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사물을 정치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보는 것을 꺼린다. 그는 사물
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적 공간을 설계하고 인간들을 구속한다고 주
장한다 (Law 2010; Pickering 2010; Latour & Weibel 2005). 그는 이해관계정치와 사물의 정치
를 구별하면서 이해관계정치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해관계 정치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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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벗은 권력관계를 다루는 실증주의적이며, (경제적 의미에서) 물질주의(materialist)에 기반하고, 
난센스가 없는, 오직 이해관계만 존재하는, 사실(fact) 문제 위주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Latour & 
Weibel 2005 : 14). 행위자 연결망이론에서 사물의 정치는 사물간, 인간간 그리고 사물과 인간간의 
네트워크, 즉, '어셈블라주(assemblage)’ 또는 '얽힘 (entanglements)'을 통해 발생한다. 사물의 
행위력은 어셈블라주에서 행위소의 배치에 형성되는 관계적 행위력(relational agency)이다. 따라
서 물질성은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며 어셈블라주의 “관계적 효과”(relational effect)로 이
해된다(Law 2010). 

ANT 학자들은 사물의 존재(being)보다는 존재됨(becoming)에 더 관심이 있으며, 존재론적 실천
이 다양한 물질화의 과정으로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Law 2010; Mol 1999). 이 개념이 
바로 “존재론적 정치”이다. 존재론적 정치란 예를 들어 하나의 사물이 다수의 존재로 나타날 때 나
타나는 정치적 효과를 의미한다.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사물이라도, 환경과 맥락의 변화에 의해 퍼
포먼스가 변화되면 이 사물은 존재론적으로 다양한 것이다. 예컨대 어떤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환
경 속으로 유출되었을 때 이 바이러스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다 (Law and Singleton 2014). 존 
로(John Law)는 존재론적 정치는 사물이 특정한 하나의 존재만을 의미한다는 독점적 인식을 깨는 
하나의 정치라고 주장한다. 도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의 개념도 인간과 기계간의 존재론적 모호성
을 가져오는 존재론적 정치의 하나의 전략이다(Law 2010: 185).

행위자연결망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Marres (2015)는 물질적 공중(material publics)과 물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다. 그는 정치이론의 “객체적 전환(object 
turn)”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참여과정에서 배치된 도구와 사용된 기술에 대해 관심을 촉구한다
(Marres, 2015 : 19). “물질적 참여”란 바로 대중의 정치 참여는 항상 물질적 수단과 연계
(entangled)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Marres는 사물(객체)없는 시민 참여는 존재할 수 없으
며, 사실상 정치에는 수많은 형태의 객체 기반 참여가 있다고 주장한다(Marres, 2015: 19). 이러한 
주장은 관료제와 민주주의라는 정치학의 오래된 이분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민 즉 “물
질적 대중”(material publics)의 개념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 운동조차도 서
로 다른 물질적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물질적 대중”을 만들 수 있다.

(2) 어셈블라주, 존재론적 정치, 그리고 이중적 주인-대리인관계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통치성과 수행성을 통하여 인간 행위에 향을 주기 때문에 퍼포먼스
(performance)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게다가 퍼포먼스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행위자 연결
망이론을 빌린다면,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실행은 블랙박스화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를 “푸는 
것”(disentanglement)는 쉽지 않다. 나아가 이 이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인간행위자와 다른 행
위력을 가지고 물질정치를 할 수 있기에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특정집단과 전문가의 

16) 이는 바로 정치  과 사물간의 공동 제정(co-enactment) 는 공동 서술(co-articulat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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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만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자율성(autonomy)은 그것의 능동적 행위력17)과 관련이 있고 네트워크 속에서 인공

지능과 인간행위자간의 관계 즉 어셈블라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며,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에 따라 달려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관련된다. 인간행위
자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인공지능을 통제하려할 
것이고, 그러면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하나의 “정
도”(degree)로서 이해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인간행위자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라진다. 
완전히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명령만 따르는 약한 인공지능의 이분법을 피하고, 인간행
위자와 인공지능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논의는 인공지능의 “특이점”(singularity)과 관련할 수 있으나, 그간 관련 논의들이 지나치
게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만 고려한 본질주의 혹은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이점 논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점차 증가
될 것으로만 해석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인간과 비인간 알고리즘에 의한 “공동 구
성”(co-constitution)의 결과물로 이해하면 그러한 단선적 해석을 피할 수 있다.

다양한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미셀 푸코의 이론으로 포착하기는 어려우며, 행위자 연결망이론의 
앙가주망(agencement) 그리고 질 들뢰즈(Deleuze)의 어셈블라주(assemblage)의 개념을 통하여 
보다 더 잘 포착할 수 있다(Deleuze and Guattari 1993).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분석에 어셈블라주
의 개념을 적용한 학자중의 한 사람은 루카스 인트로나(Lucas Introna)이다. Introna (2016: 20)
는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사회-물질적 어셈블라주가 형성되는 상황적 실천(situated practices)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는 알고리즘의 작동이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리즘
과 프로그래머와의 상호작용18)에 의해 수행된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의 행위력은 행위자인 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인간행위자인 소스코드로만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들 간의 이질적 어셈블라주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나아가 나는 여기서 행위자연결망이론의 “존재론적 정치”(ontological politics)의 개념을 사용하
여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존재론적 정치란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다양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이다. 인공지능의 첫 번째 존재론적 정치는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에 의해 일
어난다. 딥러닝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실행은 지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하나가 아
니라 존재론적으로 다양하다.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그것의 존재됨
(becoming)을 잘 보여준다. 두 번째 존재론적 정치는 한 분야에서 사용되던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
즘이 다른 분야로 응용되어 사용될 때 일어난다. 최근 인공지능 연구는 여러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

17) 자율성과 행 력은 개념 으로 구분된다. 행 력에는 능동성과 수동성이 존재한다. 수동  행 력은 다른 행 자에 의해 구속되어 발 되

는 행 력이다. 자율성은 능동  행 력만을 의미한다. 다만, 두 개념 모두 행 자가 본질 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셈블라주에 

의해 그리고 그것의 실행(performance)을 통하여 결과물로서 발 되는 것이다. 

18) Introna(2016)는 이 상호작용을 카린 바라드의 intra-action로서 해석한다 (Bara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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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에 관한 역학연구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화흥행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스팸필터링 기법을 응용해 에이즈 바이러스를 식별한
다(오닐 2016: 61). 행위자 연결망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알고리즘이 여러 역에 사용되면 그것의 
퍼포먼스 또는 어셈블라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
른 역으로 알고리즘이 이전될 때 알고리즘의 “번역”19)이 일어나고 이 알고리즘은 과거와 다른 새
로운 수행성(performativity)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의 존재론적 정치로 인하여 알
고리즘의 자율성은 증가되고 그 만큼 인간의 통제는 어려워진다. 

정책학적 관점에서 어셈블라주 개념을 번역한다면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이중적인 주인-대리인관
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중적인 주인-대리인관계에서 1차적 주인-대리인관계는 관료주의체제처럼 
관료인 주인과 대리인인 전문가간의 관계라면, 2차적 주인-대리인관계는 1차 대리인인 전문가와 2
차 대리인인 인공지능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감소하면 2차적 주인-대리인관
계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1차적 주인-대리인관계가 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다. 그 경우 기술관료주의의 관점에서 또한 이해관계정치의 결과물로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해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증가하면, 알고리즘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고리즘 거버넌스에서 1차적 주인-대리인 관계뿐만 아니라 2차적 주인-
대리인관계가 알고리즘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지금까
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 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수행성의 반대개념인 소위 범람
(overflowing)효과와 반대 수행성(counter-performativity)와 같은 외부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
다(Callon 1998).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의 외부효과들은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사물정치의 전개를 알리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설계자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율성은 설계자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든 결과를 자기 이익에 쉽게 연계
를 할 수 없을 때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설계자는 알고리즘의 결과가 그들의 이익
에 반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자기 이익에 부합하도록 변형시킬 것이다. 결국, 
알고리즘의 자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설계자의 이익과의 타협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인
공지능의 기계학습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의 차이는 설계자가 얼마
나 많은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설계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언제든
지 비지도학습을 축소하고 지도학습을 강화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의 결과보
다 설계자의 이익에 보다 더 기여할 때까지만-예를 들어 구글의 알파고 제로처럼 바둑승률이 더 높
을 때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9) “번역”이란 행 자 연결망이론에 의하면 맥락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의미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이 되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구

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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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바둑의 고수도 예상하지 못한 알파고의 묘수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
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기술의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게 만든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에서부터 프랑
켄슈타인을 넘어 최근 나노로봇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역사에서 인공물이 인간의 손아귀를 벗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항상 있었다. 인공지능
도 마찬가지다. 공상과학에서만 존재했던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최근 가시화되면서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공포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과연 인공지능의 위험은 과거에 신기술이 처음 출현
했을 때 느꼈던 일종의 생경함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아님 스티븐 호킹 등 몇몇 과학자가 경고하
듯 기존의 과학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치명적 기술이 될 것인가? 이제 인류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김은성 2017). 

자율주행자동차와 알고리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에 따른 거버넌스의 새로운 딜
레마는 과연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가 혹은 인공지능이 나름의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기술철학적인 질문으로 회귀한다. 과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는 개별 전문가들조차도 알기 
어려운 무지의 역이 존재할 것인가? 그러한 역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자율적 기술로서 인공
지능을 상상할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며, 인공지능과 
인간행위자간의 다양한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미래 우리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사회-물질적 
어셈블라주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것이다. 사실상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선험적으로 파악하
기 어렵고, 그 어셈블라주가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다양성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정치는 인공지능의 거버넌스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사례에서 이동수단과 컴퓨터라는 자율자동차의 존재론적 이중성은 교통
사고와 사이버 테러간의 위험-위험교환 현상을 초래한다. 딥러닝 및 기계학습으로 나타나는 인공지
능의 존재론적 다양성은 제품에 대한 인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전시장승인
시스템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내외부 네트워크내의 기계간 상호작용을 변화시
켜 시스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고리즘 거버넌스에서도 딥러닝과 기계학습에 의한 존재론
적 다양성은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알고리즘 정체성을 변화시
키고 알고리즘의 새로운 수행성과 통치성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이 하나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 복잡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테스킹(multi-tasking)을 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
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다양성은 훨씬 더 증가될 것이고 이것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새로운 딜레마가 될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초연결시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리고 인
공지능에 의한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학적, 정책학적 시각을 넘어 새로운 사물
의 정치를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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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singularity)은 올 것인가?

곽재식 (연세대학교)

이 발제에서 나는 특이점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이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특이점에 관한 논의와 주장들을 따져 비
판해 보고자 한다.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학문 분야의 특이점이라는 용어와 구분해서 지칭하기도 
하는 특이점이라는 말은 기술의 발전이 극단으로 치달아 그 이후의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우
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일컫는 것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이런 발상을 발전
시키고 널리 알린 것은 미국의 학자 레이 커즈와일인데, 그는 보통 인간 정신과 정보 기술의 결합 
또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이러한 기술 발전의 상상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소재를 다룬 SF 화가 종종 제작되기도 했는데, 특이점에 도달한 인공지능이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녀” 같은 화도 있었고, 특이점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세상을 한 번에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대
단히 위험한 기술처럼 다루는 “트랜센던스” 같은 화도 있었다.

사실 특이점을 암시하는 발상은 SF에서는 오래 전부터 널리 이야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미국
의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56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 단편에서 이미 강력한 컴퓨터가 
스스로 발전하여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로 동작하고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면서 나중에
는 현대 과학 기술의 지평을 완전히 초월하는 기술을 습득한 상황을 다루었다. 이 소설에서 “우
주의 열사 상태”로 언급되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맞이한 우주를 구하기 위해 컴퓨터는 엔트로
피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마침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 내기에 이른다.

때문에 SF계에서는 특이점에 해당하는 발상의 다양한 측면이 탐구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가 
되면서 미국의 SF 작가 버너 빈지는 “지능 폭발”이라는 생각과 보통의 지능을 현격히 초월하는 
형태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초지능”을 널리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특이점에 대한 
발상의 바탕에 해당하는 소재를 대부분 정리했다. 1993년 버너 빈지는 NASA에서 주최한 한 심
포지움에서 초지능에 도달하게 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했으며, 그 한계점도 같이 언급했다.

버너 빈지가 소개한 시나리오에서 초지능이 나타나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지능이 충분히 
발전하면 그 지능은 보통의 도구나 수단을 개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능 자체를 개량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새로운 인공지능 컴퓨터를 설계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에 진입한 지능은 지능 자체를 개량하기 위해 자신을 사용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개량된 지능은 더 발달된 지능으로 더욱더 개량된 지능을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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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이 반복되면, 지능은 지수적으로 개량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주 짧은 순
간에 매우 급격한 지능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능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만약 인공지능 컴퓨터가 더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는 지점에 일
단 도달하기만 하면, 비록 그 시점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고 발전 속도가 늦
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이후로는 이러한 재귀적 발전에 따라 단숨에 상상 밖의 수준으로 인공지
능은 성장하게 된다.

특이점에 대한 발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로 흔
히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점차 가속된 것을 예시로 든다.

소위 “무어의 법칙”이 상징하는 것처럼 기술 발전은 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덧붙이는 것이다. 지난 30년 간, 천 배, 만 배 이상 발전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상은 앞으
로 30년 후의 미래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더 놀라울 지에 대한 간접 증거처럼 언급 된다. 이러
한 논의에서는 지지자들이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놀라운 성과를 특이점이 다가 오고 있다
는 생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계통의 주장에 따르면, 특이점 무렵의 세계는 흔히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우선 특이점 
무렵의 기술은 현대 사회가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여러 갈등에 대해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러한 갈등을 의미 없게 만들 것이다. 특이점 무렵의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
든지 누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식량, 의복,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
며, 연료와 자원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범죄를 끝
낼 수 있는 무기나 방어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은 단순히 자연과학
적인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특이점 무렵의 인공지능은 대립하는 사상을 모두 화해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상을 제시하고, 모든 정치적 분쟁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제
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이점 무렵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시할 
것이다. 암이나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할 뿐만 아니라, 노
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늙은 사람을 다시 젊게 만들고 나아가 사람이 

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되살릴 방법이 없는 중대한 
뇌손상이나 다른 세포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도 창안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경
우 냉동 보존 되어 있는 시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몇몇 특이점 지지자들은 자신이 특이점이 오기 전에 죽게 되면 자신의 시체를 특이점이 
도달할 때까지 냉동 보존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유언에 부응하기 위해 시
체를 냉동 보존하는 상업적인 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들은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를 받고 수십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시체를 냉동 보존해 주는 일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렇게 냉동 보존 되고 있는 시체는 특이점이 오게 되면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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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개발 되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되살아난 사람은 특이점 이후의 놀라운 기술
에 의해 원히 건강하게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상상에서는 특이점 이후의 인공지능이 현대 과학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언어와 정신의 한계를 넘어 서로 소통을 하는 기술이 보편화 된다든가, 사람
을 우주 어느 곳이건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한다든가, SF 물의 옛 상상대로 새로운 세상을 간단
하게 창조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초지능이 전지전능에 가깝게 발전한
다는 것이다.

특이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예상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먼저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기술 발전
의 속도가 지수적이라는 인식이 정확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미래에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다.

최근까지의 기술 진보가 과연 지수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점에서부터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나, 비록 그러한 경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찰된 귀납적 지식이 명확히 
인정되고 향후의 예상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법칙성을 띌 정도로 엄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월에서 12월에 이르는 동안 전국의 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내년 
3월이 되면 평균 기온이 하 20도가 되고, 8월이 되면 평균 기온이 하 40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술 혁신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예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
를들어 칼로타 페레즈는 기술 확산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는 일정 기간의 
열광기(frenzy)와 융합기(synergy)를 지나고 나면 기술은 성숙기(maturity)에 접어들어 기술 확
산의 속도는 다시 줄어든다는 이론을 제시하 다. 칼로타 페레즈가 설명한 기술 확산은 특이점을 
예상하기 위한 기술 발전의 정도와 엄 히 1:1로 대응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술 발전의 배경 조건이 기술 발전의 과정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기술 발전의 속도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
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지수적인 기술 발전이 선명하게 관찰되는 분야가 컴퓨터 기술의 몇 가지 역에
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 기억 용량의 증가나, 트랜지스터 집적도의 
증가는 한동안 지수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 기록에서 이러한 경향은 충분히 넓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의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그 증가가 지수적인 것은 전혀 아니었으며,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속도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그 증가가 지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50년대 원자력 기술의 발전이 
그 시대에 예측했던 추세대로 지속되었다면, 우리는 원자력으로 작동하여 원히 충전할 필요가 
없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60년대 우주 기술의 발전이 그 시대에 예측했던 추세대로 
지속되었다면 우리는 수학여행을 달 기지로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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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에 대한 긍정론 중에는 개별 기술의 발전 속도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종합적인 기술 분야 
전체의 발전에서는 여전히 지수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발전이 지체
되는 기술 역의 발전 한계는 특이점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동안 지속되는 지능
의 지수적인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지능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지능 자체를 개량
할 수 있는 지능이 실제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지능이 다음 단계만큼 개량된 지능을 실제로 
동작시킬 수 있을 만한 전력, 가공 기술, 냉각 기술 등의 여러 역에 걸친 기술적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면, 지능의 재귀적인 개량은 지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도 최근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과거 한동안 지속되어 온 “무어의 법칙”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해 오고 있으며, 정치 환경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워지는 변화는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이점 이후의 미래상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특이점 이후의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지능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능의 폭발적 발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는 강렬한 표현은 그 신비한 어감에 기대어 막연히 놀라운 지능은 무엇이
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놀랍도록 강력한 지능이라는 것은 놀랍도록 강
력한 지능이라는 뜻일 뿐, 그런 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놀랍도록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란 
데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지능, 즉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예시를 살펴본다고 할 
때에,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더 강한 권력이나 더 강한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닌 사
례는 흔히 발견된다. 지능의 증가에 따라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데 명확한 비례 관계가 성립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충분히 강력한 지능이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공학적 한계, 사회
적 한계,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모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는 예상은 단지 
극적인 상상일 뿐이며, 여기에 어떤 명확한 인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보다 십억배 뛰어난 
지능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만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뛰어난 지능은 분명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여러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지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
와 장벽이 주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병자록>의 이야기에 따르면, 병자호란 무렵 조선시
대의 학자들이 청나라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나라의 임금 홍타이지는 
“너희 나라에 그렇게 오랑캐와 싸워야 한다고 소리치는 고매한 선비가 많다는데, 막상 내 군대가 
쳐들어가면 그 선비들이 붓대를 휘둘러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특이점 이후의 기술에 대한 예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비슷한 맥락에서 특이점을 촉발한 후의 놀라운 기술 발전이 극히 빠르게 가속되며 이루어진다
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기술은 거의 전지전능한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완벽하게 초월하
는 것이라는 발상 또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막연한 극적인 상상이라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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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설령 특이점이 도래하여 사람의 지능을 놀라운 수준으로 능가하는 지능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러한 지능이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게 된다거나 그 지능이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초월적인 것이 된다는 데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사
람의 천억 배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고 매 초 마다 그 열배씩 더 지능이 강화되는 지능이 있다
고 해도, 그러한 지능이 과연 삶의 모든 의미와 우주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궁극적인 답에 도달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은 현재 사람의 지능을 아득하게 능가한 지능일 뿐, 초
능력적인 힘이나 돈오적인 깨달음은 갖고 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이점 이후의 지능을 거의 전지전능한 신비로운 힘으로 상상하는 것은, 만물 중에 가장 위대
한 것이 사람이며 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은 초월적인 신격이라는 전통적인 신화에 뿌리를 둔 막
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많은 문화권의 신화와 전설에서는 사람의 수준을 능가한 어떤 단계에 이르면, 그 단계는 초월
적인 것이 되어 원한 수명을 누리면서 신비로운 능력을 얻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식
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혹은 사람의 상위에 있는 어떤 신격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많다. 이러한 관념은 신격, 사람, 기타 자연물의 삼 단계 정도로 세상을 이해하는 중세 
이전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계승된 것일 뿐, 실존하는 증명 가능한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특이점 이후의 놀라운 지능이 그러한 신격 또는 깨달은 자의 놀라운 경지와 다름없을 
것이라는 발상은 그러한 신화적인 관점의 향을 받은 감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으로 이는, 사람을 능가하는 지능은 곧 전지전능한 놀라운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람 자
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이점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특이점을 삶과 사회의 의사 결정에 개입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 또한 특이점을 다루는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는 특
이점이라는 발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증명과 반증을 토대로 하는 논리적인 토의를 방해할 수밖
에 없다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특이점에 대한 논의는 특이점 이후의 기술 발전은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그 이전과 이후는 완
전히 다른 성격의 과학, 기술, 사회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전제는 특이점 이후까지 이
어질 모든 종류의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예를 들어, 특이점
이 2045년에 도래한다고 예상하고 있다면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인구 계획이나 국토 개발 계획
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재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은 특이점 이전까지
의 시점 까지만 의미가 있으며, 현 시점이 특이점에 근접해 있다면 암 치료와 우주 개발에 대한 
지금의 연구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 정치 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특이점이 근접한 상황이라면, 더 좋은 
복지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나 더 뛰어난 수사, 사법, 교정 제도를 고안하기 위한 노력은 별 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어차피 특이점이 도래하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지능이 모든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완벽한 해결책을 제안할 텐데, 그 전의 잠깐 동안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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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진적인 사회의 발전에 투여하는 노력은 중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특이점
을 확정적인 사실로 상정하면 선악과 도덕을 따지는 근본적인 개개인의 노력조차 어느 정도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특이점의 가능성을 높게 잡는 것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를 
가로 막는다. 발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 의미를 축소시킨다. 특이
점에 도달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면, 심지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기술의 다양한 성장
에도 역효과를 가져 올지 모른다.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되는 몇몇 분
야, 몇몇 기술만이 중요한 것이 되며 이와 관련이 적어 보이는 다른 분야의 기술들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SF 단편집 <은하수 풍경의 효과적 공유>에 실린 소설 <미노타우르스의 비전>에는 비슷한 발
상에서, 매우 위험한 임무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지원자들을 끌어 들이는 지도자가 등장하기
도 한다. 이 지도자는 미래가 되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아주 먼 미래에 언젠가는 사람이 거의 
무한한 기술력을 갖게 될 것이고 원히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술도 갖게 될 거라고 예상
하면서 이 미래의 사람들은 시간여행 기술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미래 사람들 
중 착한 몇몇 사람들은 이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과거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시간여행 기술로 과거의 사람들을 모두 데려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미래의 착한 사람들은 과
거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 순간 원히 모두 행복하게 사는 미래 세계로 이동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이러한 추측은 필연이므로 사람들에게 지금 인생이 끝나는 것이나 
목숨을 잃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상이 불가능한 지점 이후를 다루는 특이점에 대한 논의는 어쩔 수 없이 근거와 사실로 논쟁
할 수 없는 역을 다루게 된다. 때문에 특이점 논의는 몇몇 권위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감
상적인 이끌림과 환상적인 믿음에 의해 성장할 가능성을 갖는다. 특이점이 한 번 도래하기만 하
면 지금까지의 삶은 괴롭건 즐겁건 비루하건 행복하건, 그것이 완전히 의미 없어질 정도로 달라
진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깨달음이 현생의 희로애락보다 월등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
대의 전설에서 멀지 않다. 특이점이 도달하게 되면 냉동된 시체들이 모두 되살아나게 되며 그 후
로는 모두가 특이점에 도달한 초지능과 함께 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예상은 이제 곧 말세
가 오며 말세가 되면 모든 혼들이 원히 하늘 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옛 신화와 유사한 감
상을 주기 마련이다.

최근의 특이점 지지자들은 이러한 알려진 한계와 부정적인 측면을 일정 정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점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도래하는 마법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시대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
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특이점 이후의 환상적인 미래에 대한 과장된 상상이나 이에 따르는 현
실 도피적인 시각에서 초점을 달리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피력
하면서 기술 발전의 급격한 가속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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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에 좀 더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가다듬어진 특이점에 대한 발상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특이점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

와 어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비판이라고 본다.
특이점이라는 말은 수학 및 물리학 분야의 특이점이라는 용어와 연결되면서 연속되지 않고 정

의되지 않은 한계 바깥을 암시한다. 게다가 그것이 연속된 구간이 아니라 단절된 한 지점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따라서 용어 자체에 순간적이고 분절적인 변화를 은연중에 암시하게 된다. 꾸
준한 노력과 투자에 의한 발전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격변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
다. 용어의 이러한 충격적인 효과는 급격한 미래의 발전상을 자극적으로 알리는 데는 일정한 효
과가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말세론적인 심상에 이어지면서 논의의 중심을 실증적인 탐구가 아닌 
신비한 감상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특이점을 지향하는 다양한 논의 중,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
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사회 전반의 폭넓은 변화를 대비하는 노력 정도의 범위를 선택하여 받아
들이는 것이 유용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굳이 특이점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고수할 필요도 없으며 이 정도의 범위에 더 적합한 용어로 이러한 상황을 지칭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로봇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에서 기술의 발전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술의 “단조 증가(monotonic increasing)” 구간을 특이점을 대
신할 말로 제시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도일 수도 있다. 또는 그러한 발전이 짧은 기간에 사회 전 역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이다. 특이점에 대한 논의의 가치는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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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반려의 유혹”에 관한 토론

김종화 (UST)

발표자 천현득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간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아가는 인간기계상호작용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의 한가지로 인간기계반려 관계를 “유혹”으로 인지하고, 다
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와 정체를 짚어보고 있다. 발표자는 인공지능의 지능과 공감능력을 이해하
는데 실체적, 관계적, 그리고 평가적 관점을 제시하고, 재인조건, 호출가능성조건 등을 포함하는 
인공반려의 조건들을 정리해 준다. 결론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반려가 아니라 반려대체물로서 대우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발표자는, 현 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반려인공
물이 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스스로 약간은 안심하는 듯한 여운을 남긴다.

본 토론자는 과학기술자이기에 철학적인 관점과 사회심리학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
히 한다. 인공지능의 접근과 실현(realization)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카드는 그녀의 책 “감성컴퓨팅(Affective Computing)”에서 기계 또는 컴퓨터의 세 가지 
능력을 이야기한다.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그 인식된 감정에 대한 적절한 반응 능
력,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갖는 능력이 인간기계상호작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말한다. 
토론자는 앞의 두 능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 번째에는 항상 방어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부 디스크릿한 기본 감정들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일은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로 
가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스스로 감정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야 한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감성지능(EQ)은 인공지능의 연장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아미
그달라(amygdala, 편도체)와 네오코텍스(neocortex, 신피질)가 거의 독립적으로 활성화 되
듯이 감성지능은 현재의 퍼셉트론 기반의 인공지능 발전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접근이 전제
되어야 한다.

2. 현재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이가 인간의 지능이라는 전통적인 클로널(clonal) 관점은 현
재에 많은 오해와 잘못된 미래그림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둘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의 인공지능은 계산, 기억, 결정에 관련된 능력에서는 이미 인간의 
지능을 넘지 않았는가.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이 감정의 소유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인간지능이 잘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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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는 공감, 동정, 그리고 감정적 전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 스스로가 감정과 정서상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토론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것은 교감(rapport)이다. 감정은 복잡한 변수를 갖는 함수이
다. 감정은 시간, 문화, 개인, 사회, 환경, 자연의 함수이다. 따라서 당연히 철저하게 다이나
믹하다. 주어진 고정적 지식데이타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현 주소는 변화를 그 기본 성질로 
하는 감성지능을 실현하기엔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끝으로, 생각의 차이를 환 하고, 또 그것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이 UST “과학기술 &” 심

포지엄의 성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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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따른 거버넌스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토론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1. 김은성의 <인공지능에 따른 거버넌스의 새로운 도전>은 인공지능의 도래가 기존 거버넌스 
체제에 가져올 한계 및 딜레마를, 크게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및 인공지능에 의한 거버
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존의 공공정책 등에 미치는 향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보다 큰 틀에서 이 논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2. 이 논문 2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따른 위험 거버넌스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의미가 무
엇인지 모호합니다. 거버넌스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관련 분야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 및 이용에 
향을 미치는, 공유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T 거버넌스라는 개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버
넌스(governance)’는 다양한 행위자(혹은 이해관계자), 이들의 권한과 책임, 목적 달성을 위
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행위자 사이의 조정 및 협력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또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존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 거버넌스’ 
체제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도래에 따라 기존 
거버넌스 체제가 어떠한 위협을 받을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거버넌스’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현행) 거버넌스’ 체제가 어떠한지도 모
호한 점이 있습니다. 

4. 2장은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배상책임제도, 사전승인제도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잠재적으로 
사이버 테러라는 새로운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제도
나 사전승인제도는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하나의 제도, 공공정책일 뿐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당연히 기존의 자동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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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를 위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주어
진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인공지능이 도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제도나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은 자율주행자동차(넓게는 
인공지능)와 관련된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이 
여느 신기술의 도입과 다르게, 기존 거버넌스 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 또한 어떠
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했는지는 의문입니다.20)  

5.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가 어떠한지는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지 않고, 본 토론자의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아마도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제조업체, 
수리업체, 검사업체, 보험업계, 정부(도로교통부), 국회,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시민, 이용자
로서의 시민, 시민단체, 미디어 등 자동차 공공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주체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공공정책이 그러하듯이, 정부의 주도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이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로비를 했을 것입니다. 기존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
고,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행위주체의 구성, 책임과 역할, 거버넌스 원칙 및 절차 등에 어떠
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면, 본 논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자율주행자동차 자체가 본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 도
입으로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 및 책임 할당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며, 기존 자동차의 경우보
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
며, 또한 이 때문에 기존의 거버넌스가 달라질 것이라는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예컨대, 블
랙박스가 사고원인 분석의 한 가지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보취득의 방법(로그기록 보관 의무화나 사고 주변 환경에 기록된 정
보 분석 등)이 고안될 수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에 적합하게 설계된 (가입주체, 보상방법 
등) 상품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보틱스 민법 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 및 유럽의회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7. 점점 더 자율적인 로봇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는 복잡성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예
를 들어 이미 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의무적인 보험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

20) 여기서 딜 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새로운 과제가 모두 딜 마 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 제도와 

정책에 과제를 던져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딜 마 인 상황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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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보험이 인간의 행위와 실패를 다루는, 도로 교통에 대한 보험 시스템과는 달리 로
보틱스 보험 시스템은 연결 요소 내의 모든 잠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58. 자동차 보험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
록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시스템을 기금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로보틱스의 진보에 부
응하는 새로운 제품 및 유형을 개발할 것을 보험 업계에 요청한다.

59. 미래의 입법 조치들에 대한 향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모든 가능한 법적 해결책을 탐
색, 분석, 고려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a) 로봇의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관련되고 필요한 곳에 의무적인 보험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이
미 자동차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로봇의 생산자 또는 소유주가 그들의 로봇이 야
기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들도록 요구하는 것;

b) 보상 기금이 로봇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는 목
적에만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c) 제조사, 프로그래머,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보상 기금에 기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로봇에 의
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유한 책
임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

d) 똑똑하고 자율적인 모든 로봇을 위한 일반 기금을 만들지, 혹은 각 로봇 범주별로 개별적인 
기금을 만들지, 그리고 로봇을 시장에 출시할 때 일회성으로 기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로봇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정기적인 기부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e) 유럽연합의 특정한 등록소에 나타나는 개별 등록 번호로 로봇과 그 기금 사이의 연결이 눈에 
띄도록 하여, 로봇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금의 성격, 재산 피해의 경우 책임의 한
계, 기여자의 이름과 기능, 그리고 기타 모든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보장;

f) 장기적으로 로봇에 대한 특정한 법적 지위를 창출하여, 적어도 가장 정교한 자율 로봇이 자신
이 초래할 수 있는 손상을 보상할 책임을 지는 전자 인간의 지위를 갖고, 로봇이 자율적인 결
정을 내리는 경우에 전자적 인격이 적용되거나 제3자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정
될 수 있음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7.2.16.) 

사전승인시장 제도 또한 일례로 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21) 

7.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은 올바르지만, 사물
인터넷(IoT)에서의 사이버보안은 이미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고,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사물인터넷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

21) 극단 으로 사 승인이 무의미하고,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안 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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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위험 교환현상’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고유한 딜레마라고 하기는 힘들며, 예를 들어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보안 및 프라이버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이 주어지는지,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8. 본 토론자는 인공지능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반 정책 역에서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 
즉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의 선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비정부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숙의의 과정이 제한적인 현 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도래했다고 현행 거버넌스 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는 회의적입니다. 

9. 이 논문 3장은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는데,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알고리즘을 통
해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업 경  및 정부 행정에 활용하는 관리기법’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사회적 불평등과 특정 집단의 권력에 미치는 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인공지능의 자율성 혹은 존재론적 다양성이 기존 거버넌스, 혹은 행위자
들의 관계에 미칠 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10. 3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라기 보다는 ‘인공지능의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는데, 인공
지능이 거버넌스 과정에 편입됨으로써 기존 거버넌스에 제기할 수 있는 도전에 대한 것입
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버넌스 과정에 편입되는 (정치적 참여과정에 배치된) 도구, 기술, 
혹은 공간 등은 인공지능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분석은 인공지능을 넘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논문의 분석이 어느 지점까지 기존의 도구, 기술까지 포
함하여 보편화될 수 있는 분석인지, 어느 지점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존의 도구, 기
술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11. 인공지능이 도구, 기술, 혹은 공간과 다른 특성이 있다면, 그 핵심은 인공지능의 자율성 혹
은 이해불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도구(기술) 역시 예상하지 못한 버그가 
있거나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칠 향이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공
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어떤 결과가 이끌어 내어진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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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설명가능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을 거버넌스 체제에 편
입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본 토론자는 설명이 요구 가능한 어떤 메커니즘이 도입되기 전
에는, 최소한 공공적 거버넌스 역에 이러한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는 책무성(accountability)과 관계됩니다. 해당 결정에 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그 이유
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13. 본 논문의 주요 논지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주 14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하
게 되면 개인정보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에는 오
류가 있습니다. 물론 비식별화라는 용어의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
상 식별정보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의 비식별 처리를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각주11에서 ‘진료기록 등과 연계하면 어떤 환자의 기록인지 등을 유출할 수 있
다’고 한 것처럼, 재식별 위험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정보
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이점 논란, 무엇에 쓸까?

제 1 회 “과학기술 &”심포지엄

인문사회과학이 보는 4차 산업혁명

고  호  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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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논란, 무엇에 쓸까?

고호관 (동아사이언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상상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SF적 상상력이 4차 산
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곽재식 작가의 발표대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특이점’이라는 개념도 SF의 상상력에서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SF작가는 미래를 상상한다. 짧게는 100여 년, 길게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는 SF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미래를 그려왔다. 

20세기 초에 활동한 국의 SF작가 올라프 스태플든은 1937년 발표한 장편소설 ‘스타메이커’에
서 우주 규모의 집단 지성과 초지성과 같은 우주의 창조주를 묘사했다. 요즘 각광을 받는 가상현
실과 같은 기술도 1930년대에 올더스 헉슬리, 스탠리 와인바움과 같은 이들이 소재로 사용했다. 

미래를 그리는 SF작가들은 순전히 상상력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흔히 ‘외삽법’이라는 기법을 활
용한다. 지금과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추론하는 
것이다. 사실 외삽법은 누구나 쓰는 기법이다. 길을 가다가 앞에서 마주 오는 사람이 지금과 같
은 속도로 경로를 유지한다면 언제 나와 부딪칠지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의 변화와 맞물려 SF도 변하게 마련이다. 20세기를 거치며 과학기술이 점점 더 빨
리 발전하자 SF와 현실 과학기술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가까운 미래를 
상정하고 외삽법을 적용해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1993년의 에세이에서 
버너 빈지도 다음과 같은 현실을 토로했다. 

“하드 SF작가는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향을 끼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가는 길을 불투명한 벽이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중략) 한때는 은하 제국 정도가 포스트휴먼의 역이라고 여겼는데, 슬프게도 이제는 태양계 정
도로 줄어들었다.”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SF작가가 특이점이라는 개념, 적어도 그와 비
슷한 발상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특이점이 정말로 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건 다른 문제다. 대표적인 특이점주의
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이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가능할 것이며, 2045년에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비판도 따른다. 먼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수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리라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특이점주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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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기술과 같은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며 곧 특이점이 온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물론 특이점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떻게 보
면 특이점과 관련해서는 지지자나 반대자 모두 확실한 근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찾을 수 있
는 일부 사례를 바탕으로 막연히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밖에 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증명과 반증을 토대로 하는 논리적인 토의를 방해할 수
밖에 없으며, 특이점의 가능성을 높게 잡는 것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특이점을 종교적으로 맹신한다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이점주의자라고 해도 보통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특이점 이후의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고실험이 여러 역에서 가능해진
다. SF작가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과학기술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도 ‘문
학’을 하는 SF작가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미래학자와는 역할이 다르다. 미래학자는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SF작가는 전문적으로 허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SF작가인 토마스 디쉬는 “SF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고 믿는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짓말을 하는 데 가장 좋은 예술 형태”라고 말
했다. SF작가는 얼마나 미래를 정확하게 묘사했는지에 따라 평가받지 않는다. 한 SF작가는 21세
기에 주인공이 공중전화를 찾아 돌아다니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뛰어난 SF작가다.

미국의 SF작가 어슐러 르 귄은 ‘어둠의 왼손’ 서문에서 “SF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묘사를 
한다”고 썼다. SF 속의 미래는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작가의 예언이 아니라 SF 고유의 
방식으로 만들어 낸 한 가지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걸까? 르귄은 “우리가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 그 책이 훌륭
한 작품이라면 – 그 책을 읽기 전과 견주어 약간 달라졌다는 것을, 이전에 전혀 다녀 본 적이 
없는 낯선 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득 새로운 얼굴을 만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SF작가가 늘어놓는 거짓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자극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오손 스콧 
카드는 “가장 형편없는 과학소설조차도 격렬한 지적 참여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비록 그 허구
가 현실이 되는 않는다 해도 독자는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는 동안은 그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
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깨닫고 결국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

특이점에 대한 기대는 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촉발시킬 수 있다. SF에서도 특이점의 
도래를 주장한 버너 빈지의 ‘심연 위의 불길’, 찰스 스트로스의 ‘아첼레란도’, ‘유리 감옥’, 앤 레
키의 ‘사소한 정의’, 테드 창의 단편 ‘인류 과학의 진화’, 최근에 개봉한 화 ‘트랜센던스’ 등 여
러 작품이 특이점을 직접 다루거나 특이점을 전후로 하는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다루고 있다. 

SF작가 프레드릭 폴은 “훌륭한 SF는 자동차의 등장이 아니라 교통 체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이점이 올지, 언제 올지를 예측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의 현실
이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숙고해 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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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디쉬의 말을 빌자면 “청사진과 최종 결과물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게 마
련”이니 예측이 틀린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가능성으로 미래를 탐구하는 활동은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런 면에서
는 미래학보다는 예측의 정확도에 대한 부담이 덜한 SF가 더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적
합하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SF는 현실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만든다. 

특이점에 대한 논의는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올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
비를 갖추게 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현재 특이점주의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 
외에도 훗날 사회를 급변하게 만들 기술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 변화의 기술적 요인이 다양해
진다면 SF적인 상상력 또한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비록 특이점이 오지는 않는다고 해도 특이점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논의는 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리고 사회가 그런 미래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슈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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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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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슈의 중심?

맹미선 (서울대학교)

본 심포지엄의 2부 발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키워드 중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
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토론자는 2부 마지막 종합 토론으로, ‘인공지능 거버
넌스(김은성)’, ‘인공 반려(천현득)’,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의 가능성(곽재식)’ 각 발표에 
대한 간략한 논평과 질문을 제시한 후, 발표자 3인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김은성과 천현득의 논의는 대상 범주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인공물과의 관계 맺기’라는 주
제 아래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분석에서 김은성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일으킬 교통사고-위험 인식-후 처리가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의한 거버넌스’ 분석에서는 짐짓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보이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불러올 문제가 다수 소환되었다. 

발표자는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 정책적 이슈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을 정의할 
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권력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의 틀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한
다. 그리고 이러한 양 측면에서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틀로서 사물(인공물)이 어떻게 
실천되고 움직이는지에 초점을 맞춘 ‘물질적 접근’을 제안한다.

토론자는 (기계학습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사물이 가진 복잡성을 이해하는 문제, 
인간-인공물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 인간-인공물 각 관계의 수행성
(performativity)에 주목한 김은성의 제안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다만 ‘알고리즘이 가진 선험적 
속성’을 파악하기 힘든 현실을 ‘물질적 접근’ ･ ‘존재론적 정치’라는 새로운 논의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석이 공공 거버넌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안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천현득이 제기한 인공 반려의 조건, “인공 반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
해보자. 천현득은 인공지능의 지능과 공감 능력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실체적, 관계적, 
평가적 관점을 제시한다. 토론자가 이해하는 한, 이 세 관점을 “자율주행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
고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가?”하는 공공 거버넌스의 현실적인 질문에 거칠게 대입한다
면, 김은성의 문제의식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과 같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실체적 관점)’
보다 ‘사람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가(관계적 관점)’를 묻는 데 가깝다고 
여겨진다. 

김은성이 제안한 바대로 우리가 자율주행자동차(인공물)와 인간 행위자 각각의 네트워크에 주
목해야 한다면, 이러한 이해를 법과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척도는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 ‘물질적 접근’이 천현득의 ‘평가적’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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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아예 달리 한다면, 물질적 접근을 위한 규범성 혹은 적용 가능성은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할까? 반대로, 천현득 발표자께는 발표문 중 “문제는 이런 식의 개념적 명료화가 얼마큼의 힘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물질적 접근’과 같은 시도가 어떤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 질문하고 싶다.

한편, 2부 마지막 발표인 곽재식의 논의는 커즈와일이 대중화시킨, SF 문학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 ‘특이점’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여러 차원에서 비판한다. 토론자가 흥미롭게 바라본 
지점은 발표자가 설명하고 제안하는 ‘특이점’ 개념이 논의 마무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두 차원
으로 나뉘는 모습이었다(토론자는 여기에 각각 ‘강한 특이점’, ‘약한 특이점’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았다).

∙ 신화적 상상물과 같은 특이점 - 강한 특이점
현대 사회가 가진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줄 강력하고 특별한 초-지능의 형태, 특이점 
전후의 과학-기술-사회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질 것이라 상상

∙ 가다듬어진 특이점 - 약한 특이점
한 순간이 아닌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어느 정도의 기간 혹은 시점, 그러한 시점을 
가능케 하는 환경 및 조건에 주목하도록 함

두 단의 구분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관한 논의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 하여/열려’ 사회 전체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상상을 과격
하다 비판하며, 그에 대한 대안적 해석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최근의 많은 논의들이 바로 그것이
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디스토피아적인 이 용어는 무
엇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일까? 

곽재식은 발표문에서 “특이점 이후의 지능을 거의 전지전능한 신비로운 힘으로 상상하는 것”은 
신화적 상상이 문화적으로 계승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언급을 하는데, 토론자는 이 점을 좀 더 파
고 들고 싶었다. 우리는 인간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 때문에 신화적 힘을 상상하
는 것일까? 그러한 신화가 현대 사회에도 힘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계몽의 시대 이후 등장한 
파시즘을 새로운 신화라 재해석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신화가 적
용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신화라면 그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까? 과학기술의 미래와 그 사회적 변화에 대해 사람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드는 문화적 기원
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졸고,『‘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확산(2017)』에서 2016년 3월 
이세돌-알파고의 대국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중 (소프트웨어 ･ ICT ･ 
빅데이터 기술에 집중되었던 2016년 이전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이 각계각층의 특별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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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모든 2부 발표가 ‘4차 산업혁명’ 이슈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다는 짐작이 들었다. 인공지능은 이전부터도 
SF 문학, 심리철학, 인지과학 ･ 공학의 주요 소재로 끊임없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덧붙
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논박함에 인공지능에 주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세 
분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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