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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인공지능(AI)로봇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

을 갖춘 AI로봇이 출현할 것이 강하게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미래를 상정하고 그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들을 논의하여 보

았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로봇은 하드웨어적 요소가 강

하며 양자를 결합한 AI로봇이 본 논문의 주된 논의대상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방식은 이를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약한 인공

지능은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며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한 높은 차

원의 인공지능이다.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면 AI로봇과 인간을 법적으로 같은 선

상에 두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발달한 AI로봇과 인간은 지적 능

력, 자유의지, 인식능력 등에 본질적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과 유사한 지위에 놓이기 위해서 AI로봇은 최소한 튜링 테스트

를 통과하여야 하고, 일정한 물리적 실체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요건을 갖춘 AI로봇을 잠정적으로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

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이는 각각의 구성요건마다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AI로봇은 범죄의 고의나 과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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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도 있다. AI로봇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음으로 AI로봇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행위를 논해 볼 수 있다.

AI로봇은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정당방위 혹은 긴

급피난행위를 할 수 있는가? 미래에는 AI로봇의 자위권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인간의

심정적 반발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론 중 책임 영역은 AI로봇의 범죄를 인정하는 마지막 단계이

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된 논의이다. 이는 AI

로봇의 본질 및 형사책임의 본질과도 직접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뛰어넘는다면 AI로봇은 인간에 확실히 근접하였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형사범죄는 1인이 아닌 수인이 범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공범의 문

제가 발생한다. 주로 AI로봇과 인간이 공범을 구성할 때 이를 규율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다. 그 가담형태는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다. 만일 AI로봇이 단순 물건에

불과하다면 이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만이 직접정범으로의 책임을

질 것이고 공동정범,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반

대로 AI로봇이 독자적인 범죄주체성을 갖춘다면 상호간의 가담형태

에 따라 공동정범 등 다른 공범형태가 성립할 수 있다.

AI로봇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 형사적 제재로서 보안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AI로봇에 대하여

형벌을 가할 때는 형벌의 본래적 의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변형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AI로봇에게는 인간과 같은 의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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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AI로봇에게 사형을 과할 때는 인간

에 대한 사형과 다른 형태로 재프로그래밍 형벌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AI로봇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특수한 문

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인간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과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의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

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AI로봇은 형사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AI로봇을 인간

으로 본다면 그것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 혹은 상해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AI로봇을 피해자로 하는 재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I로봇의 독자적인 소유능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AI로봇이 인간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독자적인 소유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의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적 속성을 생각해 볼 때 AI로봇이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인간에 가까워져 가는 것은 막기 어려운 흐름이다. AI로봇을 단

순한 물건으로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잠정적인 차

원에서는 AI로봇을 인간의 범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고, AI로봇에게 형

사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책임주의도 충실히 구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AI로봇을 별도로 규율하는 제3의 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자는 입법 과정에서 “인공지능인”이라는

새로운 인격 개념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공학적․물리학적 시각과 사회적․규범적 시각

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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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설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제가 되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제시한 개념으로 현재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낸 3차 산업

혁명에 이어 미래에 다가올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초로 한다. 이 디지털 기

술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한다.1)

사물인터넷과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연결성이 극대화되며 융합이 가속화됨으로써 기존

과 완전히 다른 체계의 생산-소비 패러다임을 갖춘 경제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

3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자

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기반의 지

능화(Intelligence)를 통한 자율화(Autonomisation)라고 볼 수 있다.3)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사회는 정보화를 넘어선 초연결사회4)가 될

것이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로봇, 빅 데이터, 나노와

1)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새로운현재, 2016/2016, p. 25. 

2) 김상훈, 「4차 산업혁명 – 주요 개념과 사례 -」,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7, 68면. 

3) 김상훈, 앞의 글, 69면.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제언」, 2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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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등의 기술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5)

이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21세기 전반부에

세 가지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혁명

은 각각 유전학(Genetics), 나노기술(Nanotechnology), 로봇공학(Rob

otics)이다. 커즈와일은 이 중에서도 로봇공학이 가져올 혁신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다.6)

로봇(robot)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현대인에게 생소하지 않다. 로

봇은 산업 현장이나 전쟁터를 벗어나 일반인의 삶에 깊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로봇의 기능

과 능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로봇은 사람과 보다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스스로의

판단력을 갖추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

한 로봇은 기존의 기계장치들과 달리 어떤 형태의 지능을 갖추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지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기 때문

에 인공지능(人工知能 : Artificial Intelligence=AI)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인공지능로봇 혹은 AI로봇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AI로봇, 즉 인공지능로봇은 인공지능 없이

기계적인 명령만 수행하는 로봇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물론 AI로봇

은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그것이 발달함에 따라 장차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AI로봇의 등장과

5) 이시직,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 연세 공
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
17, 47-48면. 

6)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특이점이 온다」, 김명남/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5/2007, pp. 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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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기존의 삶의 방식에 크나큰 변화를 불러오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AI로봇의 등장과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

니다. AI로봇에 대한 반감이 새로운 형태의 러다이트 운동을 불러

올 것이라는 예상도 유력하다.7) AI로봇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인류는 종전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인류는 편리성과 위험성의

양면이 존재하는 대상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기보다 그것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쪽을 택하여 왔다. 그러므로 AI로봇이라는 새

롭고 편리한 도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세계 내에서 지속해서 발달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법과 사회

패러다임 혁명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8)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 중

하나인 AI로봇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종전에 직면하지 않았던 새

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자의식과 권리의식을 갖추게 된

AI로봇은 자신이 인간과 동등함을 주장하거나, 인권에 버금가는 AI

로봇권(權)을 주장하게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법과 사회는 인간뿐

아니라 AI로봇과 같은 사물들을 총체적으로 포섭하여야 한다.9) 이

로써 AI로봇은 인간의 도구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고

7) Bill Joy, "Why the future doesn't need us", PDF file, https://www.cc.gatech.
edu/computing/nano/documents/Joy%20-%20Why%20the%20Future%20Does
n%27t%20Need%20Us.pdf, 2000, pp. 1-2. 

8) 정채연,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과사회 제53호, 법
과사회이론학회, 2016, 111면. 

9) 김연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법과사회 제5
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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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사회 구조를 바꾸어 놓게 된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

han)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도구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도구

가 우리를 만들게 된다.”

인간은 미래의 AI로봇들을 어떻게 대우하여야 하는가? 이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가? 혹은 권리와 책임을 반드시 부여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위와 같이 AI로봇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 중

법적 영역, 그 중에서도 형사법 영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명을 시도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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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인간과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는 AI

로봇이다. A는 사고력은 물론이고 감정을 느끼는 능력도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평소 C(인간)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A는 인간 B를 끌어들여 B

와 함께 C를 살해하게 된다. 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이고 B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후 A와 B는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B는 살인죄로 처벌

될 것이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AI로봇에 불과하며, 

따라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자신은 물건에 

불과하므로 B의 도구일 뿐 어떤 형사상 처벌도 받아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A의 항변은 정당한가? 

제 2 절 연구의 방법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혹은 새로운 기술이 새

로운 시대를 이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

술에는 반드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자동차의

발명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탄생시켰고 컴퓨터의 발명은

그와 관련된 수많은 법령의 제정을 이끌었다.

AI로봇의 탄생도 같은 현상을 이끌어 낼 것이다. 지금껏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격하고 폭넓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법

과 사회는 그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사실들에 대해 제기되

는 의문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

하여 보자.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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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AI로봇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사

례 중에서 매우 간단한 예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

잡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

려면 몇 개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범죄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만

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체적인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패러

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며 AI로봇은 형법 체계 속에서 새롭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에서는 연구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기로 한다.

①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공학적으로 아직 달성되지 않은 사

실․상태․발명에 대해서도 때때로 과감한 추측과 상상을 동원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보기로 한다. 어떤 사실 상태가 실제 등장하지 않

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대한 법적 논의를 전면 배제할 필요는

없으리라 여겨진다. 오히려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10)

물론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한 논의는 상상과 예측에 기초

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의 결함은 여러 미래학

자․과학자․문학가들의 예상과 상상력에 기대어 최대한 메꾸어 보

기로 한다. 즉 본 연구에 나타나게 될 미래상은 대체로 저자가 독자

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여타 권위 있는 선행 연구 혹은 선

행 문학 작품에 기인하고 있다.

② 위 ①의 조건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AI로봇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인간과 동일시될 수 있는

10) Illah Reza Nourbakhsh, 「Robot Futures」(「로봇이 온다」, 유영훈 옮김), 
레디셋고, 2013/2017, p. 206. 



- 7 -

AI로봇이 등장하리라는 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AI의 급격한 발전이 지속됨으로써 언

젠가 AI가 인간 지능을 따라잡게 되리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미 AI를 탑재한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가정용 로

봇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

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1) AI는 20세기 후반에 체커,

백가몬, 오셀로, 체스 등의 게임에서 인간을 뛰어넘었고, 21세기 초

반에는 십자말풀이나 퀴즈쇼에서도 인간을 이겼다.12) 2016년에 이르

러서는 AI가 바둑으로 인간을 꺾었다. 바둑은 오랫동안 게임 특유의

속성으로 인해 AI가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으리라고 여겨져 왔

다는 점에서 AI의 바둑 제패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그치

지 않고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AI로봇이 축구 경기에서 인간을 이

기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3) AI로봇 산업은 경제의 주도권과

도 연관이 있으므로 각 국가와 기업들 사이에 격렬한 경쟁이 불가

피하다. 이 경쟁은 AI로봇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물론 위 예측과 달리, AI로봇이 결코 인간 지능과 같아지거나 이

를 능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

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가능성에 대한 찬

반은 본 논문의 주된 주제가 아님을 밝혀 둔다.

③ 앞서 ①과 ②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AI로

11) Wendell Wallach/Colin Allen, 「Moral Machines」(「왜 로봇의 도덕인가」, 
노태복 옮김), 메디치, 2009/2016, pp. 19-21.  

12) Nick Bostrom, 「Superintelligence : paths, dangers, strategies」(「슈퍼인텔
리전스 : 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옮김), 까치글방, 2014/2017, pp. 37-39.  

13) Toby Walsh, 「It's Alive! :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Logic Piano To 
Killer Robots」(「생각하는 기계」, 이기동 옮김), 프리뷰, 2017/2018, pp. 13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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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이 아니라 미래의 AI로봇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현존하는

AI로봇은 어떤 시각에 의하더라도 인간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추

었다고 볼 수 없다. 가장 발달한 AI중 하나인 알파고(AlphaGo)도

언어 구사나 사물 인식 능력에서는 인간을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

러므로 알파고는 물건 혹은 소프트웨어에 불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는 형사법적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매우 적다.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물, 즉 미래의 AI로봇이다.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AI

로봇이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할지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기란 불가

능하다. 다만 인공지능 개념의 창시자 중 하나인 마빈 민스키(Marvi

n Minsky)는 기계가 자신을 스스로 개선하는 능력을 갖춘 순간 급

격한 변혁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14) 잘 알려진 무어의

법칙(Moore's Law)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이 법칙은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약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디지털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하급

수적으로 진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AI도 기하급수적 진보의 대

상에 포함되므로, 초기에는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처럼 보

이지만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16)

그렇다면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갖춘 AI로봇은 인간이 넉넉히 예상

하지 못했던 시점에 출현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장시

키게 될 것이다.17)

14) Marvin Minsky,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tific American Vol. 215(3), S
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1966, p. 260. 

15) Nigel M. de S. Cameron, 「Will Robots Take Your Job?」(「로봇과 일자리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현석 옮김), 이음, 2017/2018, p. 62.

16) Vivek Wadhwa/Alex Salkever, 「The Driver in the Driverless Car」(「선택 
가능한 미래」, 차백만 옮김), 아날로그, 2017/2017,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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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형태로 인간을 모방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다

면 형사법상 논의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18) 인간과 동

일한 AI로봇이 실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I로봇을 규율

하기 시작한다면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에는 상당 기간 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AI로봇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매우 높은 확률로 예

측되고 또한 그 발전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파장도 매우 크다고 한

다면 이에 대해 미리 논의할 실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

로 위 ① 조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물과

상태에 대한 논의도 의미를 갖게 된다.

17) Vivek Wadhwa/Alex Salkever, ibid., p. 41. 
18) 정정원,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형법적 논의”, 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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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인공지

능, 로봇, 그리고 튜링 테스트 등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개념들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다만 위

개념들에 대하여 전문 공학적 차원에서 논의하지는 아니하고, 본론

에 해당하는 형사법적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수준까지만 검토하

기로 한다.

위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AI로봇이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

다. 첫째로 AI로봇을 현존하는 다른 법적 개념들과 비교․대조하여

볼 것이다. 물건, 동물, 법인 등이 비교․대조의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로 인간이 지닌 여러 중요 속성들을 제시하고 그 속성과 관련

하여 AI로봇과 인간을 비교할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을

거친 이후 AI로봇은 인간과 매우 많은 속성을 공유하며, 따라서 적

어도 법 적용의 공백을 메우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을 인간으로 보

아야 한다는 소결론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앞 장의 소결론을 전제로 하여 AI로봇에게 현존하는

형사법을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AI로봇이 형사법적으로 인간에 준

하는 지위에 놓일 수 있다면 형사법 해석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막대할 것이다. 주된 논점은 AI로봇이 범죄의 주체가 될 때 우

리 형법총칙의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다. AI

로봇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형법총칙의 규정들을 적용할

때는 일정한 해석과 변용이 필수불가결하다. 형법총칙의 모든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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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주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에 한정하여 해석론을 전개하여 보기

로 한다. 그 밖에 추가로 AI로봇에 대한 처벌의 문제, 그리고 AI로

봇이 범죄의 대상으로 될 때 어떤 해석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최종 부분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하며 저자의 결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법개체로서 인공지능인의 개

념을 제언하고 이에 적용될 새로운 형태의 형사법이 필요함을 주장

하며 논문을 끝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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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어의 사용

현재 가장 발달한 AI로봇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갖

추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AI로봇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실의 상황

을 참작하여 AI로봇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AI로봇은 “출생·부상·사망”이 아닌 “제작·파손·

파괴(소멸·멸실)”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

나 편의적인 것이고 AI로봇을 물건으로 전제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 하여 AI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일 수 없음을 의미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과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표현, 그리고 이

것의 약어인 AI라는 표현에는 각각 특별한 의미상 차이가 없으므로

적절히 혼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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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AI로봇 일반론

Ⅰ. 인공지능의 개념

1.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견해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창한 사람은 존 매카시(Jo

hn McCarthy)로 알려져 있다. 매카시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하였다

면 지능이 관여되었을 것이라 여겨졌을 일을 컴퓨터가 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19)

매카시와 함께 다트머스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으며, 인공지능의 초

기 제안자 중 한 명이기도 한 마빈 민스키는 인공지능의 주요한 과

제를 “검색, 패턴인식, 학습, 계획 세우기, 귀납”으로 제시하기도 하

였다.20) 그 외에 인공지능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상호작용”, “내

부지식”, “외부지식”, “목표지향 행위”, 창의성“ 등이 제시되기도 한

다.21)

인공지능은 두뇌를 모델로 하여 문제 해결과 게임 수행을 하는

컴퓨터의 활동으로 묘사되기도 한다.22) 또한 현실의 환경을 인지하

19) Brian Harvey, 「Computer Science Logo Style Volume 3 : Beyond Progra
mming」, MIT Press, 1997, p. 277. 

20) Marvin Minsky, "Step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Proceedings of the 
IRE, Institute of Radio Engineers Vol. 49(1), 1961, p. 8. 

21)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
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Akron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Vol. 4(2), University of Akron, 2010, pp. 175-176. 

22) Igor Aleksander,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onics and Power Vol.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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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목표를 만들고 추구하는

합리적 에이전트로 묘사되기도 한다.23) 인공지능은 통상 인간의 지

능이 있어야 하는 일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라는 정의도 있다.24)

위와 같은 정의들은 인공지능을 어떤 결과물로 보는 전제에 서

있다. 이와 달리 인공지능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목표가 지능을 갖춘 에이전트의 창조

라고 보는 시각이다.25) 또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연구로 정의되기도 한다.26)

인공지능 연구의 권위자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계급을 오라클(oracle), 지니(genie), 소버린(sovereign), 툴(t

ool)로 구분하였다.27) 오라클은 질의-응답 시스템, 지니는 명령을 실

행하는 시스템, 소버린은 자주적 개방형 작동 시스템, 툴은 목표 유

도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다.28) 인공지능은 이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발전할 수 있으며 발전 방향에 따라 인공지능이 최종적

으로 갖추게 되는 본질적 특성이 달라진다.

스튜어트 러셀(Stuart J. Russell)과 피터 노빅(Peter Norvig)은 인

공지능에 대한 여러 정의를 망라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범주

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1976, p. 242. 
23) 조한상/이주희,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299면.  
24) Maths Lundin/Sven Erikss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Japan」, EU-Japan 

Centre for Industrial Cooperation, 2016, p. 6. 
25) Manfred Schmidt-Schauß/David Sabel, 「Einführung in die Methoden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Goethe Universität, 2013, S. 3. 
26) Patrick Winston, 「Artificial Intelligence(Third Editi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3, p. 14.
27) Nick Bostrom, ibid., p. 268. 
28) Nick Bostrom, ibid., pp. 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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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생각 합리적으로 생각

“컴퓨터가 생각하도록 하는 흥

미롭고 새로운 노력 ... 문자 그

대로 마음을 가진 기계” 

(Haugeland, 1985)

"인간의 생각 및 의사결정․문제

풀이․학습과 같은 활동에 연관

시킬 수 있는 활동들의 자동화“

(Bellman, 1978)

“컴퓨터 모형들을 통한 정신 능

력 연구” 

(Charniak / McDermott, 1985) 

"인지와 추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계산의 연구“ 

(Winston, 1992) 

인간적으로 행동 합리적으로 행동

"인간의 지능이 요구되는 기능

을 수행하는 기계의 제작 기술“

(Kurzweil, 1990)

"현재 인간이 더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하도록 만드는

지에 대한 연구“ 

(Rich / Knight, 1991) 

"컴퓨터의 지능은 지능적 에이

전트의 설계에 대한 연구이다.“

(Poole 외, 1998)

“인공지능은 ... 인공물의 지능적 

행동과 관련된다.” 

(Nilsson, 1998) 

로 구분하였다.29) 이 분류는 생각/행동과 인간적/합리적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29) Stuart Russell/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 A Modern Approach
(Third Edition)」, Pearson, 2010,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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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30) 이에 의하면 인공지능은 기술의

일종이며 그 구현 수단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2. 국내의 관련 법규

우리 현행법상 인공지능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뇌연

구 촉진법 등이 있다.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지능형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

급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 이 법

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여 각종 기관·단체·연구소 등의 설립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능형 로봇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규정

이외에 별다른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본법은 지능형 로봇을 기계장치로 표현

하고 있어 표현상의 부적절함이 발견된다.32)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30)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027&cid=40942&cat
egoryId=32845 (최종방문일 2018. 7. 25.)

31) 김윤명,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3면.

32) 손승우/김윤명,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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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

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

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로 정의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뇌연구 촉진법은 뇌연구를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

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뇌과학은 “뇌의 신

경생물학적 구조, 인지,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 정신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으로 정의하며, 뇌공학

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

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들은 인공지능 또는 AI로봇에 대한 일면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행 법률들만으로 인

공지능의 개념을 완전히 정립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이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소프트웨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달리 융합적인 소

프트웨어이므로 위 법률을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

다.3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AI로봇의 일면을 규율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서의 로봇을 집중적으로

규율한다는 한계를 지닌다.34)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33) 손승우/김윤명, 앞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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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 전

반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뇌연구 촉진법은 인공지능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다. 다만 뇌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인공두뇌나 인공지능 영역에까지 적용될 잠재적 가능성만 있다고

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35)은 제3조에서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지각․자연어처리 능력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활동을 연구

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

지만, 인간의 사고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

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넓은 의미에서 인공

지능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36)

3. 인공지능의 정의

이상을 종합할 때 우리 법제상 아직 인공지능의 개념이 정면으로

규율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항목에서는 인공지능의 개

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인공지능은 인공과 지능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인공지능을 해명하려면 각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 볼

34) 손승우/김윤명, 앞의 책, 43면. 
35) 의안번호 2004436. 
36) 박종보/김휘홍,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법학논총 제34권 제2

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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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인공(人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임을 의미한다. 인공의 반대

는 천연 혹은 자연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필요 또는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능이라 할 것

이다. 이 해석 자체에는 큰 의문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쟁점이라 한

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시

점에서 만듦의 주체는 인간이겠지만 장차 AI 스스로 다른 AI를 만

들어 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37) AI가 만든 AI도 인간이

만든 AI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여기

서 일단 상론은 피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지능(知能)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무엇이 지능인지

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38) 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의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지능은 사고력, 연산력, 기억력, 논리력, 추리력 등의 요소

와 관련되지만 그 각각의 요소 자체를 지능이라 부를 수는 없다. 예

컨대 전자계산기는 뛰어난 사칙연산 능력을 지녔지만 그것에게 지

능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해

가 자주 발생하는데, 예컨대 현재 주로 행해지는 IQ 테스트는 지능

의 여러 속성 중 극히 일부 능력만을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7) 이대열, 「지능의 탄생」, 바다출판사, 2017, 289면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
가 스스로 자기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인공생명이 시작되며, 인공지능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능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38) Matthew U. Scherer,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 Risks, C
hallenge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
logy Vol. 29(2),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6, p. 359.

39) 이대열, 앞의 책,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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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지능 자체의 고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40)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통상적인 AI가 연산속도나 기억력 등에

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복잡한 사칙연산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무리 뛰

어난 인간도 AI를 따를 수 없다. 지능을 인간의 정신과 두뇌가 지닌

특정한 한두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AI가 이미

인간 지능을 초월하였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지능이 지닌 두 번째 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지능은 인간 두뇌의 총체적인 능력이며, 한정된 영역에서만 쓰이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전적인 의미의 지능 역시 “문제해결 및

인지적 반응을 나타내는 개체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정의된다.41) 이

를 좀 더 풀어 보면 지능은 사고력·추상화 능력·연산력·문제해결 능

력 등을 종합한 지적 활동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해결

능력은 한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고 복잡한 상황에서 주

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42)

지능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인공지능에서 일컫는 지능 역시 “인

간이 지닌 총체적 지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

이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닌 총체적 지능의 창조를 지향하는 기

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AI의 개발 역시 궁극적으로는 일부 한정된 영역이 아

니라, 복잡하게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모두 작동하는 총체적 지능을

40) 이대열, 앞의 책, 23-24면. 
41)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078&cid=40942&cat

egoryId=31723 (최종방문일 2018. 7. 25.)
42) 이대열, 앞의 책,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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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하고 모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사물의 경계

를 인식하는 능력, 자연어(natural language)43)를 알아듣는 능력, 담

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시나 소설을 쓰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능력들은 모두 통상적인 인간이라면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것

들이다. 이렇게 볼 때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은 인간과 전혀 동떨어

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보완․

강화․확장하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44) 이 중에서 특히 AI가 인

간의 확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Ⅱ.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은 최근에 들어와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시

대의 흐름에 따라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 인공지능 발전은 1950년대 후반부부터 1960년까지의 시

기이다. 이 시기의 인공지능 연구는 컴퓨터로 추론과 탐색을 하면서

특정한 문제를 푸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45) 그러나 이 시기의 인공

지능은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 같은 토이 프라블럼(toy problem)은

풀 수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풀지 못하였다. 이로써 인공지능 개발

은 위축되었다. 이른바 인공지능 겨울(AI winter)이 도래한 것이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인공지능의 발전은 1980년대에 들어서

43) 여기서 자연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를 의미한다. 

44) 손동현, “다시 묻는 인간다움의 요건”, 철학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2017, 7면.
45) 松尾豊, 「人工知能は人間を超えるか」(「인공지능과 딥러닝」, 박기원 옮김), 

동아 엠앤비, 2015/2017. 6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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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2단계의 전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는 추론·탐색이 아닌 지식

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진행되었다. 컴퓨터에 많은 지식을 불어넣어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토이 프라블럼뿐 아니라 현실의

과제도 풀 수 있게 하는 것이다.46) 그러나 한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

이던 1980년대의 인공지능 발전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면서 또다

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는 프레임(frame)의 문제47)이다. 인간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 일과 관련된 지식만 꺼내어 사용하는데, 컴퓨터는

어떤 것이 관련 있는 지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한폭탄을 시간 내에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로봇에게 부여하는 경

우, 로봇은 폭탄을 안전히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수많

은 변수를 쓸데없이 고려하다가 제한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48) 두

번째는 심볼 그라운딩(symbol grounding)의 문제로, 컴퓨터는 기호

와 그것의 의미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STOP이라

쓰여진 도로 표지판을 보더라도 그 표지판이 “멈춤”을 명한다는 것

을 알지 못한다. 또한 책이나 연필이라는 글자를 보더라도 그 글자

로부터 실물인 책 또는 연필을 연상해 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을 기대했

던 정부나 기업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하였

다. 이로써 인공지능에는 두 번째의 겨울이 도래하게 되었다.49)

46) 松尾豊, 前揭書, 92頁.
47) John McCarthy/Patrick J. Hayes, "Some philosophical problems from the st

andpoi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DF file, http://www-formal.stanford.edu/j
mc/mcchay69.pdf, 1969, p. 30. 

48) 이 예시는 Daniel C. Dennett, "Cognitive wheels : the frame problem of AI
", Minds, machines, and 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를 참조
하였다.

49) Nils Nilsson,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DF file, https://a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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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 이후 침체되었던 인공지능 연구는 빅 데

이터 시대가 오고 학습방법으로써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이 도입되면

서 제3단계를 맞이하였다. 제3단계의 인공지능 발전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문자식별 등 패턴 인식기술,

그리고 다량의 데이터에 기반을 둔다.50) IBM의 왓슨(Watson)이나

구글(Google)의 알파고 등이 제3단계 인공지능 발전의 대표적인 결

과물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인공지능들은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3단계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기술인 머신 러닝 혹은 딥 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대규모 글로벌 기업이나 선진국이 인공

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소․기

업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인공지능의 개발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Ⅲ. 인공지능의 학습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것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예시를 통해 이루어진다.51)

대표적인 학습 방식으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있다. 머신

러닝 (또는 기계 학습)은 컴퓨터를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

도록 하는 인공지능 개발 방식이다. 즉 머신러닝은 알고리즘(Algorit

nford.edu/~nilsson/QAI/qai.pdf, 2010, pp. 408-409.
50) 심우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법과사회 제53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16, 46면. 
51) Patrick Winston,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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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52)을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컴퓨터가 스

스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사람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

할 필요가 없다.53)

딥 러닝(Deep learning)은 다층 구조의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여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

이다.54) 이는 인간 두뇌가 신경망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학습하

는 과정을 모방한 것이다.55) 신경망을 활용한 딥 러닝은 사람이 기

계를 직접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통해 스스

로 학습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핵심이 있다.56)

신경망 네트워크 개념은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제안된 바 있다.57)

이 모델은 신경망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무한한 계산과 논리적

처리 과정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58) 다만 위 모델에 기초한 인공 신경망 기법은 뛰어난 처리

능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

았는데, 이 기법은 뇌의 전체적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므로 계산량이

52) 알고리즘(Algorithm)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내지 방법을 의미한
다. 여기서 Algorithm을 국어로 표기하면 원칙적으로 “알고리듬”이라고 하여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표기가 훨씬 널리 쓰이므로 본 논문에서
도 이에 따르기로 한다. 

53) Pedro Domingos, 「The Master Algorithm : How the Quest for the Ultima
te Learning Machine Will Remake Our World」(「마스터 알고리즘」, 강형진 
옮김), 비즈니스북스, 2015/2018, p. 36. 

54) 이종호, 「로봇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 북카라반, 2016, 217면. 
55) 주대영, 「각국의 인공지능(AI) 선점을 위한 개발경쟁 실태 – 한·미·일·중을 

중심으로 -」.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7, 35면.
56) Yann LeCun/Yoshua Bengio/Geoffrey Hinton, “Deep learning”, Nature Vol. 5

21, Nature Publishing Group, 2015, p. 436. 
57) Warren S. McCulloch/Walter Pitts,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

nt in nervous activity",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 Vol. 5, Mathema
tical Biology, Inc., 1943, pp. 115-133 참조.    

58) 이종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북카라반, 2017,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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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근래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인공 신경망에 기초한 딥 러닝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

다.59) 현재 학습을 거친 인공지능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

던 영역의 일부를 모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60)

딥 러닝의 학습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61) 첫 번

째는 슈퍼바이저 학습(supervised learning : 지도 학습)이다. 기계가

매번 학습을 시도하여 결과를 산출할 때마다 기계의 감독자가 결과

가 정답을 알려 주는 방식이다.62) 슈퍼바이저 학습은 입력이 주어질

때 출력들의 오류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학습한다.63)

잘 알려진 슈퍼바이저 학습방법으로는 이메일의 스팸메일 분류

기능이 있다. 사용자가 특정 문구가 들어간 메일을 스팸메일로 지정

하여 주면 시스템은 단어들의 조합과 예외 사례 등을 학습하여 스

팸메일을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내게 된다.64)

두 번째 학습법은 언슈퍼바이저 학습(unsupervised learning : 비

지도 학습)이다. 이는 감독자가 존재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사례

들을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이다.65)

언슈퍼바이저 학습은 데이터 내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으로, 군집화(clustering), 차원축소(dimension reduction), 생성모

59)..정우근/김정욱/다오탄뚜안/박정호/박지영/신재호/정재훈/조강원/김희훈/남형욱/
이재진, “딥러닝을 위한 HW시스템 및 SW 라이브러리”, 정보과학회지 제34권 
제9호, 한국정보과학회, 2016, 10면. 

60) 안성만, “딥러닝의 모형과 응용사례”, 지능정보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지능정
보시스템학회, 2016, 138면. 

61) 김대식,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2016, 148면. 
62) 김대식, 앞의 책, 148면. 
63) 장병탁,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2016, 479면.   
64) Harry Surden, "Machine Learning and Law", Washington Law Review Vol. 

89, University of Washington, 2014, pp. 90-92. 
65) 김대식, 앞의 책,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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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학습(generative model learning)등을 수행할 수 있다.66) 인공신경

망의 경우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가 언슈퍼바이저 학

습의 알고리즘이다.67)

마지막으로 보상 학습68)(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다. 보상 학

습은 슈퍼바이저 학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기계가 결과를 산출

하였을 때 정답 자체를 곧바로 알려 주지는 않는다.69) 보상 학습은

순차적인 행동선택을 통해 미래에 받을 보상치의 기댓값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한다.70) 보상 학습이 이루어질 때 인공지능은 수행한 행

동의 정합도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평가치를 받게 된다.71)

보상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각종 보드 게임들이 있다.72) 보상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체스를 가르친다고 할 때, 사람은 인공지

능에게 체스의 개별적 수를 입력하는 대신 인공지능이 승리라는 최

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스판의 각 위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

게 한다.73) 인공지능은 학습 초창기에는 체스 대결 마지막 순간의

승리․무승부․패배 결과만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위치가 승리인지

안 이후에는 승리의 위치로 갈 수 있는 위치들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체스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74) 이처럼 각 상태가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개념이 보상 학습

66) 구형일, “인공지능 및 딥러닝 동향”, 전기의 세계 제67권 제7호, 대한전기학회, 
2018, 7면. 

67) 김영두,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연세법학회 제60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27면.

68) “강화 학습”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69) 김대식, 앞의 책, 149면. 
70) Richard S. Sutton/Andrew G. Barto, "Reinforcement Learning : An Introduc

tion", The MIT Press, 2017, p. 1. 
71) 장병탁, 앞의 글, 479면.   
72) Pedro Domingos, ibid., p. 354. 
73) Pedro Domingos, ibid., p. 354. 
74) Pedro Domingos, ibid.,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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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이다.75)

초기 단계의 알파고는 슈퍼바이저 학습 방식을 통해 기존의 기보

들을 입력받아 바둑 실력을 증가시켜 오다가, 최근 들어서 보상 학

습방식을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76)

현재까지의 딥 러닝은 대체로 슈퍼바이저 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77) 이 학습 방식은 대량의 빅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게 된다.78) 반대로 보면 빅 데이터를 갖추지 못한 경우 슈퍼

바이저 방식의 딥 러닝은 큰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번역 서비스인데 영어와 같이 다량의 문서와 번역 데이터가 축

적된 언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자동번역이 가능한 반면 한국

어처럼 사용량이 적은 언어는 정확한 자동번역이 상대적으로 어렵

다.79)

장래의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슈퍼바이저 학습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슈퍼바이저 학습 방식과 보상 학습 방식도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언슈퍼바이저 학습 방식

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75) Pedro Domingos, ibid., pp. 354-355. 
76) David Silver/Julian Schrittwieser/Karen Simonyan/Ioannis Antonoglou/Aja H

uang/Arthur Guez/Thomas Hubert/Lucas Baker/Matthew Lai/Adrian Bolton/Yu
tian Chen/Timothy Lillicrap/Fan Hui/Laurent Sifre/George van den Driessche/
Thore Graepel/Demis Hassabis,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
nowledge", Nature Vol. 550, Nature Publishing Group, 2017, pp. 354-359. 

77) Yann LeCun/Yoshua Bengio/Geoffrey Hinton, idid, p. 436.   
78) 김대식, 앞의 책, 149-150면. 
79) 설민수,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법 분야 적용의 현재와 미래 - 미국의 현황과 

법조인력 구조 및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6호, 한국
법학원, 2016,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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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판단능력을 갖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학습 방식들을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 방법론도 등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Ⅳ.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1. 개념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약한 인

공지능(weak AI)80)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다. 이러한 분류는

철학자 존 설(John Searle)이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설은 강한 인공

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부정적․비판적 의도에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81) 하지만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현재 이 개념은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분야

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으며 특히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개발의

목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인간과 같은 마음을 지니지는 않고82)

한정된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 활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발생시키는

인공지능이다. 주어진 알고리즘을 수행하며 주로 특정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인공지능 연

구의 중심은 약한 인공지능 쪽에 있으며, 최근 화제가 되는 머신 러

닝 또는 딥 러닝도 일단 약한 인공지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83)

80) “좁은 인공지능(narrow AI)”으로 불리기도 한다.
81) 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제117

집, 철학연구회, 2017, 113면. 
82) 松尾豊, 前揭書, 5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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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은 인간과 같은 사고체계로 문제를 분석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84) 이는 인간의 마음 및 사고체

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으로, 범용적인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 일반 지능(Artificial gene

ral intelligence=AGI)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다시

인간과 같은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과 비인간형 인공지능으로 구분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비인간형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

각과 사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85)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차이를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학

습시킴으로써 특정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강한 인

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6)

② 약한 인공지능이 특정 영역에서 기능한다면 강한 인공지능은

범용성을 지향한다.

③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지만 강

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다.87)

인간과 동등한 AI, 혹은 인간 지능을 지향하는 AI는 강한 AI라

83)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540면.

84) 양종모, 앞의 글, 540면.
85) 배영임/신혜리, 「인공지능기술 융합 및 협력패턴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16, 13면.
8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R&D 추진 동향」, 해외ICT R

&D 정책동향, 2015, 99면. 
87) 김윤명,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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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본 논문의 주요한 논의 대상인 AI로봇 역시 강한 AI로

봇이라 할 수 있다.

2.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

약한 인공지능 및 강한 인공지능에서 약함과 강함이라는 표현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약하거나 강하다는 뜻은

아니다. 약한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영역에 한하여 인간보

다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다.88) 그러나 특정 능력이 뛰어난 인공

지능도 모든 영역에서 인간보다 뛰어난(혹은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게 된다.

강한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되어 가장 각광받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 제시한 특이점(singularity)이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을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

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의미

한다고 본다.89) 일단 특이점에 도달하여 세상에 나타난 하나의 강력

한 인공지능은 곧 수많은 인공지능을 낳게 되고, 그것들은 스스로의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다고 한다.90)

커즈와일에 따르면 일단 강력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만 하면 인간

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등장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한다.91)

커즈와일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여러 차례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그의 낙관론을 마냥 상상으로

88) Nick Bostrom, ibid., p. 54. 
89) Ray Kurzweil, ibid., p. 23.
90) 松尾豊, 前揭書. 202頁-203頁.
91) Ray Kurzweil, ibid., pp.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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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커즈와일도 당장 몇 년 내에 강한 인공지

능이 등장하리라 장담하지는 못하였다.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AI가 달성해야 할 여러 난해한 과제들 중 상

당수는 인간 입장에서 지극히 쉬운 것들이다.

예컨대 하나의 방에 여러 종류의 상자가 쌓여 있고, 이 중에서 중

간쯤에 놓인 특정한 하나의 상자를 옮겨야 하는 과제를 상정해 보

자. 이 문제의 해결은 사물의 경계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각 상자가 어디서부터 개별 개체로 구별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상자마다 색깔, 모양, 형태, 흠집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여 옮겨야 하는 상자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

음으로 그 상자를 옮기기 위해 어떤 순서를 거쳐야 하는지 계획하

여야 한다. 인간의 시각과 뇌는 이처럼 복잡한 작업을 순간적으로

처리하여, 각 상자의 크기와 방향을 한 눈에 알아본 뒤 맨 위의 상

자부터 옮겨야 다른 상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과제를 달성할 수 있

음을 알아차린다.92)

그러나 현재 아무리 발달한 AI로봇이라도 이와 같은 작업을 인간

처럼 쉽게 처리하지 못한다. 로봇은 일단 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시각 장치를 조정하고 나서 한동안 더 생각하고 그 뒤에야 맨

위에 있는 상자를 잡는다.93) 컴퓨터는 인간에게 지극히 명백하게 보

이는 경계선조차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94)

92) Martin Ford, 「Rise of the robots」(「로봇의 부상」, 이창희 옮김), 세종서적, 20
15/2017, p. 26 참조.  

93) Martin Ford, ibid., p. 26.  
94) Sebastian Seung, 「Connectome」(「커넥톰, 뇌의 지도」, 신상규 옮김), 김

영사, 2012/2014, p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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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인식과 구사능력 또한 인간과 현재의 AI로봇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AI라 하

더라도 자연어 인식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떨어진다. 다른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핵심적 능력이다. 이는 인간이 다

른 동물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인간은 소리를

통한 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위기나 몸짓, 눈짓 등으

로 상대방의 의사를 보충․추리․추론할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낸 말과 내심의 의사가 다르더라도 문맥을 고려하여 진

의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AI로봇이 자연어를 인식하고 구사

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특기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자연어 연구는 인간이 말

하는 자연어를 AI로봇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적인 목표

를 둔다. 아직까지 사람이 말하는 모든 언어를 어떤 상황에서든 인

간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이해하는 인공지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

다가 인간의 발화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포된

의미나 비유적 의미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어려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하였듯 인간의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화 상황(문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잘 한다”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칭찬의 의미일 수도 있고 비

아냥거림의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관용어나 비유어의 사용은 문화

적·인적·시간적·장소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이언스 픽션(SF)계의 거장이자 과학자인 아이작 아시모프(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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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mov)는 AI로봇이 자연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

한 바 있다. 그의 작품 벌거벗은 태양(The Naked Sun)에는 인간 주

인공인 베일리가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 동료 다닐(AI로봇)에게 도

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베일리는 의자에 앉은 채 "손 좀 빌려

달라"고 말하는데, 다닐은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한

참 들여다본다. 베일리가 "의자에서 일어나게 도와 달라"고 재차 말

하자 그제야 다닐은 손을 내밀어 베일리를 돕는다.95)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AI로봇인 다닐은 손 좀 빌려

달라는 말이 일어나게 도와 달라는 뜻이었다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다닐은 베일리가 손을 떼어 내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는 맥락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

을 행동이다. 소설에서 다닐은 대단히 정교하게 발달한 AI로봇이지

만 아주 기초적인 문맥을 읽을 능력도 없었다.

요컨대 지극히 복잡한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영구히 기억하는 것

은 컴퓨터에게 상당히 쉬운 일이다. 그러나 고양이 이미지를 구분하

는 것은 컴퓨터에게 몹시 어려운 일이다.96) 또한 문맥을 통해 간단

한 비유나 역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컴퓨터에게는 거대

한 도전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사물

의 경계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언어의 문맥을 노련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인간에게 쉬운 것이 인공지능에게는 어렵고 인공지능에

게 쉬운 것이 인간에게는 어렵다97)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이

95) Isaac Asimov, 「The Naked Sun」(「벌거벗은 태양」, 정태원 옮김), 고려원
미디어, 1957/1996, pp. 297-298. 

96) 이강윤/김준혁, “인공지능 왓슨 기술과 보건의료의 적용”, 의학교육논단 제18
권 제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16,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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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이다.

모라벡의 역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끈다. 인공지능은 최소한

일부 영역에서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인

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과 능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은 지극히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98)99)

물론 강한 인공지능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것은 결코 아니

다. 최근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충격을 안긴

알파고의 개발사 딥마인드(DeepMind)는 알파고의 다음 단계 목표로

범용 알고리즘 개발을 내세운 바 있다.100)

이 선언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바둑 영역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강한 인공지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을 제작자 스스로 시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인공지능

의 개발 지향점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을 넘어 강한 인공지능의 영

역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은 아직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

다. 범용 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쟁

97) Hans Moravec, 「Mind Children :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
ence」(「마음의 아이들」, 박우석 옮김), 김영사, 1988/2011, p. 33.

98) Nils Nilsson, "Human-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Be Serious!”, AI Magaz
ine Winter Vol. 26(4), 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05, 
p. 68.

99) 박유미,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 AI Summit 2017의 내용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2018, 68면은 인공지능의 5개 역량을 추천, 답변, 감지, 수행, 
이해로 보며, 전술한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은 많으나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많지 않다고 한다.  

100) IT조선, “[알파고 2.0] 바둑 은퇴한 '알파고'...범용 AI로 의료·과학에 도전”, 
2017. 5. 28.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5360&sec_no=-1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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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이론적 존재 가능성과는

별도로, 실제 범용 인공지능을 제작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

아직까지 강한 인공지능 개발에 획기적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시

기가 계속된다면 인공지능 연구가 급격한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인공지능 개발이 벽에 부딪

힐 때마다 늘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 및 지식이 등장했고 이로써 인

공지능 개발은 속개되어 왔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강한 인공지능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인 증명이 없는 한 인공지능 발전에 대

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101)

Ⅴ. 로봇과 인공지능로봇

1. 로봇과 인공지능

지금까지 인공지능 및 이와 관련된 여러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았

다. 본 항목에서는 매우 높은 빈도로 인공지능과 함께 쓰이는 개념

인 로봇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가끔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다른 개념

이다.102) 인공지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적 요소 또는 소프트

웨어적 요소가 강하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비

정형(非定型)이다. 물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CD나 USB등에 담겨

101) 정정원, 앞의 글, 196면. 
102) 주현경,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쟁점 - 책임귀속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

2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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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인공지능을 담는 용기에 불과하고 인공지능

자체는 아니다. 인공지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CD나 USB 또는 서

버나 네트워크상에 전자적 신호·부호 또는 프로그램의 형태로만 존

재한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에 중심이 있는 반면 로봇은 하드웨어에

중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기계적 부품·센서·컴퓨터에 기반을

둔 조종기능 등을 갖추고 인간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계로 설

명할 수 있다.103) 즉 로봇은 기계이며, 엄연히 물리적 실체가 있는

존재이다. 물리적 실체에 해당하는 로봇은 인공지능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104) 로봇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인공지능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도 있다.105)

종합해 보면 인공지능의 본질은 코드로 구성된 컴퓨터 알고리즘

인 반면 로봇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적, 기계적으로 구현

하여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106) 양자를 결합한 것

이 인공지능로봇(AI로봇)이다. 인간이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듯, AI로

봇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많은 경우에 일체형으로 존재하지만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없는 로봇이나 로봇

없는 인공지능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최초 입력된 명령만 단

순 반복하는 간단한 형태의 로봇은 전자에 해당한다. 반대로 인공지

103) Melinda Müller, "Roboter und Recht", Aktuelle Juristische Praxis/Pratique 
Juridique Actuelle(5/2014). Dike Verlag, 2014, S. 596. 

104) Ray Kurzweil, ibid., p. 356. 
105)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6, 71면. 
106)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28,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2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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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물리적 실체 없이 프로그램의 형태로만 존재하여 서버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면 후자에 해당한다.

한편, AI로봇과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

이보그(cyborg)107)가 있다. 사이보그는 인간에 기계를 결합시킨 것으

로 무(無)에서 창조된 AI로봇과는 다르다. 의수나 의족을 사용하는

인간도 사이보그라 할 수 있으며 넓게 보면 안경을 쓴 사람도 사이

보그에 속한다.108) 사이보그는 애초에 인간이었고, 현재도 인간의 본

래적 특성을 최소한 일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보그를 인간

으로 인정하는 것은 AI로봇의 경우보다 수월하다 하겠다.109)

2. 로봇 3원칙

로봇과 같이 인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물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리스 신화의 탈로스는 크레타 섬의 청동

인간으로, 섬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110) 고대 유대의 전승

107) 사이보그는 어원적으로 보면 사이버네틱 유기체(cybernetic organism)의 줄
임말로서, 사이버네틱스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계․유기체를 의미한다(김선
희, “사이보그와 개인동일성의 문제 - 컴퓨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가?”, 철학 제85집, 한국철학회, 2005, 174면).

108) 이종호(2017), 200면. 
109) 사이보그-인간-AI로봇의 관계에 대하여 테세우스의 배라는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세우스의 배가 항해를 하는 동안 수리가 필요해지면 배의 낡은 부품들을 새 부

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부품이 교체된 뒤에도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이다. 
그런데 항해가 계속되는 동안 수리가 계속 이루어져 종국적으로 모든 부품이 교체
되었다면 그 때도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로 부를 수 있는가? 

   이는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시켜 나가더라도 인간이 스스로의 동일성을 유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치환시킬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아 인간의 모든 신체가 
기계로 대체된 뒤에 그 또는 그것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물음이다. 

110) 임종기, 「SF 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 책세상, 2007,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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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3원칙]

1.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며 부작위로 인해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2. 로봇은 1번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

신화에 의하면 인간을 돕게 하기 위해 진흙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

어 만든 골렘(Golem)이라는 존재가 있었다.111) 이들은 모두 오늘날

알려진 로봇의 원형이자 시조라고 할 수 있다.

로봇은 체코어의 노동하다(robota)라는 단어에 어원을 둔다. 로봇

이라는 용어는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의 희곡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로봇이라는 용어가 대중에 익숙하게 각인

된 것은 아시모프의 공이 크다. 특히 그가 작품에서 제시한 로봇 3

원칙은 후대의 SF문학․영화는 물론이고 로봇공학과 철학에 큰 영

향을 끼쳤다. 아시모프는 직접적으로 AI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분명히 인공지능을 탑

재하고 있고, 따라서 그가 전제하고 있는 로봇들은 모두 AI로봇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아시모프의 3원칙은 (인공지능)로봇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삼아

로봇에게 의무를 부과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112) 이 3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는 점이다. 각 원칙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1원칙은

항상 2원칙보다 우선하며 2원칙은 항상 3원칙보다 우선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 임종기, 앞의 책, 81-82면.
112) 변순용, “인공지능로봇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 인공지능로봇윤리의 

4원칙을 중심으로 -”, 윤리교육연구 제4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8,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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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해야 한다.

3. 로봇은 1번과 2번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를 지켜야 한다.

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부작위로 인해 인류

가 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다만 아시모프는 3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절대적 규범이라

고 설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 상당수는 로봇 3원칙

에 내재된 모순과 불합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아시모프는 3원칙에 우선하는 0원칙을

제시하기도 한다. 0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대 로봇공학은 대체로 아시모프의 3원칙을 문자 그대로 지지하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모프의 3원칙을 변형하거나 보완한

여러 로봇공학 원칙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시모프의 제안은 적어

도 논의의 출발점으로서는 불변의 지위를 가지리라 본다. 그의 3원

칙은 매우 직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인공지능로봇

이 지켜야 할 규범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3. AI로봇 연구 현황

인공지능과 로봇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미

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AI로봇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AI로봇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에 어떤 AI로봇이 출현하게 될지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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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각 나라 및 여러 기업들의 AI로

봇 연구의 현황을 일별하여 보기로 한다.

가. 외국 현황

1) 미국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는 미국의 일렉트로라는 로봇이 선보

여졌다. 일렉트로는 전원을 넣으면 어설프게나마 앞뒤로 걸을 수 있

으며, 녹음된 77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었다.113) 일렉트로는 세계 최

초의 로봇으로 평가된다. 이는 현재 개념상의 AI로봇과는 많은 차이

가 있다.

미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로, 인간 뇌 구조를 분석해 이를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하고자 하는 BRAIN 이니셔티브(Brain Researc

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 프

로젝트가 있다.114)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지도 작성을 비롯하여

지각, 행동, 의식 등에서 발생하는 뇌의 활동에 대한 연구로, 인간이

두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컴퓨터 시스템에 그대

로 적용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5) BRAIN 이

니셔티브의 예산은 기초연구에 80%가 집중되며, 20%는 디바이스(Br

ain-Computer Interface) 연구, 두뇌 스캔 이미지 촬영 및 분석을 위

한 초미니 형광성 현미경 및 시스템 개발,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두

뇌 시뮬레이션 등에 배정된다.116)

113) 중앙일보, “[오피니언] 로봇 윤리헌장”, 2008. 9. 24. http://news.joins.com/a
rticle/3309074 (최종방문일 2018. 7. 25.) 

114) 손승우/김윤명, 앞의 책, 38면. 
115) 배영임/신혜리, 앞의 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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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인공

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

lligence) 보고서를 10월에 발표하였고, 12월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17)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d Research Projects Ag

ency=DARPA)은 현재의 전투기를 완전한 자율 항공기로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ALIAS(Aircrew Labor In-Cockpit automation Syst

em)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 한 무인 드론 개발

프로젝트 CODE(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도 공개했다.118) 그밖에 SyNAPS(Systems of Neuromorphic Adapti

ve Plastic Scalable Electronics)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뇌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데이터 처리 칩센 뉴로모픽 칩(Neuromorphic c

hip) 개발에도 착수하였다.119)

대학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2014년 12월 인공지능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100년간의 조사 기간을 상정한 프로젝트 AI100 추진을 발표하였

다. 위 대학은 2016년 9월에 발표한 인공지능과 2030년의 삶(Artifici

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보고서를 통해 의료, 교육, 빈곤지

역 등 8대 분야에 미칠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와

정책을 통한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

다.120) 2016년 12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

116) 주대영, 앞의 책, 35면. 
117) 이시직, 앞의 글, 56-57면. 
11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앞의 책, 103면.  
11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앞의 책, 103면. 
120) 이시직, 앞의 글,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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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Electronics Engineers=IEEE)에서도 인권, 책임, 투명성, 교육 등

4대 쟁점을 다룬 인공지능 윤리지침서인 윤리적인 디자인(Ethically

Aligned Design)을 발표하였다.121)

카네기 멜론 대학은 완성차 업체 포드와 협력하여 로봇 자동차의

연구를 수행 중이고,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은 스핀오프를 통해 다양

한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122)

2) 일본

일본의 인공지능 시장은 2015년에 3.7조엔 규모이며, 2030년에는

87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123) 일본 정부는 2016년 일본재

흥전략(日本再興戰略)을 통해 10년의 기간 동안 600조엔을 투입한다

는 대형 프로젝트를 천명하였고 위 전략에서 향후 성장이 유망한

시장으로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을 꼽았다.124)

총리실은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설치하여 경제부흥 정책의 일환으

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25) 총무성은 2015년에 인공지능화가

가속화되는 ICT 미래상에 대한 연구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 등을 전망하고 관련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던

바, 뇌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사회지(知) 해석, 혁신적 네트워크,

인공지능, 인문학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

다.126)

121) 이시직, 앞의 글, 57면. 
12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앞의 책, 98면. 
123) Maths Lundin/Sven Eriksson, ibid., p. 5. 
124)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戰略 2016」, 2016, 4頁. 
125) 이원태/문정욱/이시직/심우민/강일신,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기본연구 16-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88면. 
126) 배영임/신혜리, 앞의 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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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2015년 1월 로봇신전략을 발표127)하는 등 미래 인공

지능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2

016년도 경제 산업 정책의 중점, 개선요구 등을 공표하여 사물인터

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의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128)

대기업들도 인공지능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NEC는 오사카

대학과 함께 NEC Brain-Inspired Computing 협동연구소를 설립하

고,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NEC 인공지능제휴

연구실을 설립하였다. 후지쓰연구소는 2016년 4월 인공지능연구센터

를 발족했고, 소니는 인공지능 벤처인 미국 Cogitai 사에 출자하였

다.129)

일본은 2016년을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의 3성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

하며, 향후 10년간 1,0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130) 특

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개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급여와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활동도 장려하고

있다.131)

3) 영국

영국은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여 왔고 이를 기반으로 하

여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132)

127) 한상기, “국내외 인공지능 연구 개발 전략 현황”, 지역정보화 제97호, 한국지
역정보개발원, 2016, 49면. 

128) 배영임/신혜리, 앞의 책, 33면. 
129) 주대영, 앞의 책, 37면. 
130) 주대영, 앞의 책, 37면. 
131) 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 「人工知能技術戦略」, 2017, 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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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물리학 연구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

h Council=EPSRC)는 2010년 9월에 로봇공학 원칙(Principle of Rob

otics)을 발표한 바, 이 원칙은 설계자와 제작자, 로봇 사용자에 대한

5개의 원칙(Principles for designers, builders and users of robots)

과 7개의 고위 수준 메시지(High-Level Messages)로 구성된다. 규정

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로봇의 인간에 대한 위해 금지 ② 로봇 설

계시 법과 기본권·자유·프라이버시 준수 ③ 기만적인 방법에 의한

로봇 설계 금지 등이 있다.133)

2016년 10월 영국하원 과학기술 상임위원회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윤리적·법적 이슈를 다루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Robotics and artifi

cial intelligenc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34) 이 보고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빅 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위

원회(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설치할 것 등을 정부

에 권고하고 있다.135)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3년 7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함으로써 자

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136) 이어 2015년

2월에 자율주행 자동차 입법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테스트

운행을 위한 CoP(Code of Practice)도 발표하였다.137) 영국은 자율주

132) 한상기, 앞의 글, 48면. 
133) 동 규정의 전문은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htt

ps://www.epsrc.ac.uk/research/ourportfolio/themes/engineering/activities/princi
plesofrobotics 참조(최종방문일 2018. 7. 25.).  

134) 이시직, 앞의 글, 56면. 
135)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Robotics and a

rtificial intelligence」, 2016, pp. 36-37. 
136) 이기형,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7, 15면. 
137) 곽영민,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경성법학 제25집, 경성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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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동차를 ① 자동차에 운전자가 필요하고 운행도중 특정한 부분

에 대하여 수동운전이 필요한 높은 수준 자동화(high automation)와

② 어떠한 기상상황이나 도로여건에서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안전

하게 운행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자동차로 구분하

고 있다.138)

2015년 공표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테스트 시행지침은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가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 차량의 시험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 마련되어 있을 것,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할 것 등을 규정하

고 있다.139)

4) 독일

독일 연방경제기술부의 하이테크 전략 2020은 인공지능 작업 로

봇 등을 포함해 생산기술을 자동화하고 최신 IT기술을 에너지, 환경

및 금속 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더스트리 4.0 전략에는

인공지능 기술 이외에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등의 관련 기

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140)

독일은 미래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도 도로교통

관련 법제를 개정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 있다.141) 다만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그의 주행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학연구소, 2016, 140면. 
138) 이기형, 앞의 글, 16면. 
139) 권건보,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

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 한국법제연구원, 2016, 115면. 
140) 한상기, 앞의 글, 48면. 
141) 장원규,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

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6,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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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만이 허가될 수 있으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허용되지

않는다.142)

5)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경우 로봇,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다

양한 윤리적·법적 이슈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143)

로봇기술연구단체인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European Robotics Re

search Network=EURON)는 2007년 4월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로봇

자동화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에서 EURON 로봇윤리 로드맵(The EURON roboethics road

map)을 발표한 바 있다.144) EURON 로봇윤리 로드맵은 로봇이 단

순한 기계부터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까지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

음을 천명하였으며145), 로봇을 의료용 로봇, 군사용 로봇, 교육 및

유희용 로봇 등으로 분류하였다.146)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진행한 로봇법 프로젝트(R

obo Law Project)의 결과물로서 2014년 9월에 로봇규제에 관한 가이

드라인(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을 제정하였다.147) 2016년

5월에는 유럽의회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가 로봇

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을 위원회에 제출하였

142) 장원규, 앞의 책, 84면. 
143) 이시직, 앞의 글, 56면.
144) 이시직, 앞의 글, 56면.
145) Gianmarco Veruggio, 「EURON Roboethics Roadmap」, IEEE-RAS Intern

ational Conference on Humanoid Robots, 2006, p. 24. 
146) Gianmarco Veruggio, ibid., pp. 26-38. 
147) 이시직, 앞의 글, 56면.



- 47 -

다.148)

보고서에는 전자적 인격(e-person 또는 electronic person)149)부여,

로봇 등록제 도입, 로봇기술 헌장 마련, 로봇기술 규제기구 창설, 지

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 로봇기술 표준화, 법적 책임 등 로

봇관련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다.150)

위 로봇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는 로봇기술 개발자들을 위한

행동강령(a code of conduct for robotics engineers)과 로봇 프로토

콜을 심사하고 설계자, 이용자들에 대한 면허여부를 심사하는 연구

윤리위원회규정(a code for research ethics committees) 등으로 구성

되는 로봇기술헌장(안)을 제안하였다.151)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행동강령에는 인간이익 우선원칙, 인간

에 대한 해악금지원칙, 인간의 자율성보장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공

정한 이용을 통한 정의실현원칙 등 윤리적·직업적 행위원칙이 규정

되었다.152) 또한 기본권존중원칙, 사전예방원칙, 포괄성원칙, 프라이

버시 존중원칙, 책임성원칙도 포함되었다.153) 언제든지 로봇의 행위

를 최종단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역성원칙도 제시되었다.154)

148) 이시직, 앞의 글, 56면.
149) 이도국, “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31면은 전자적 인격[또는 전자인(人)]
이 현행법상 법인의 법적 지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권리 및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
요하다고 한다. 

150) 이시직, 앞의 글, 56면.
151) 이시직, 앞의 글, 61면. 
152) 이시직, 앞의 글, 61면. 
153) 이시직, 앞의 글, 61면. 
154) 이시직, 앞의 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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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회에서는 AI로봇에게 전자적 개인(electronic personhood)

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적절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중

요한 내용의 결의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

es on Robotics (2015/2103(INL)]을 채택하였다.155) 결의안은 로봇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 마련, 윤리적 표준 마련, EU

로봇담당국 신설 및 노동시장에서의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다.156)

위 결의안은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입법을

권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157)

위 결의안은 AI로봇과 관련된 법적 규율로서는 기념비적인 성과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뚜렷한 한계점도 있

다.

첫째, 결의안은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하면서도 그 책임에 대해 주

로 언급할 뿐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위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AI로봇에게는 인간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함의로 읽힐 수 있다.158) 둘째, 위 결의안은 정면

으로 로봇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현재 수준에서 책

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I로봇의

155) 이시직, 앞의 글, 58면; The Guardian, "Give robots 'personhood' status, E
U committee argues", 2017. 1. 12.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
2017/jan/12/give-robots-personhood-status-eu-committee-argues (최종방
문일 2018. 7. 25.)

156) 김자회/주성구/장신,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
안을 중심으로 -”, 법조 제66권 제4호, 법조협회, 2017, 127면.

157)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 제66권 제3호, 법조협회, 2017, 7-8면.

158) 김자회/주성구/장신, 앞의 글,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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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논리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셋째, 위 결의안은 AI로봇의 형사법적 자리매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율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결의안은 새로운 입법 및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

다.159) 이보다는 로봇의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 의미에 대해

몇 가지 개별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로봇 규제 이슈에 기능적으로

개입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160)

그밖에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이미 1994년 Bundeswehr University Munich의 Ern

st Dickmanns 교수팀은 다임러-벤츠(Daimler-Benz)와 함께 VaMP,

Vita-2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자 개입이 있는 반자율주행으로 1,000킬

로미터 이상을 주행하였다.161) 2003-2005년에는 EU FP6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ETMOBIL 프로젝트를, 2006-2011년에는 EU FP7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CityMobil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162)

유럽은 단일 차량 자율주행이 아닌 V2X 통신을 기반으로 한 협력

자율주행을 목표로 2011년도에 GCDC(Grand Cooperative Driving

Challenge)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독일 KIT(Karlsruhe Institut

e of Technology)의 AnnieWay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163)

더불어 2015년 발표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로드맵 보고서 EPoSS(E

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 Integration)는 유럽

159) 류지웅, “인공지능(AI)로봇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EU의 RoboLaw의 입
법동향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319면.

160) 류지웅, 앞의 글, 319면.
161) 안경환/한우용, “차량/운전자 협력 자율주행 기술”, 전자공학회지 제41권 제1

호, 대한전자공학회, 2014, 31면. 
162) 안경환/한우용, 앞의 글, 31면. 
163) 안경환/한우용, 앞의 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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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로체계, 법규나 제도 등을 다방면에서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개

발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164)

나. 글로벌 기업·단체의 현황

1) 구글

2016년 기준으로 미국과 서유럽에는 약 900여 개의 인공지능 관

련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65) 구글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선두 기업의 하나이다.

구글은 2013년부터 시작한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실리콘

밸리 벤처기업들을 참여시키며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66) 또한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무인택배 등 인공지능을 이

용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면서 관련 기업들 다수를 인수하였는데,

2014년 인터넷 연동 가정용 스마트 감지기기를 제조하는 네스트(Ne

st)를 인수하였으며 범용 학습 알고리즘(딥 러닝)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는 회사인 딥마인드도 인수하였다.167)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바

둑에서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수 탐색(search tree) 기법

을 보완·발전시켜 고층위 신경망 네트워크를 통한 향상된 탐색 기법

(advanced tree search with deep neural networks)을 선보인 바 있

164) 최주한, “주요 국가·업체 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 동향과 성장과제”, 정
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제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45면.

165) Maths Lundin/Sven Eriksson, ibid., p. 9. 
166) 이원태/문정욱/이시직/심우민/강일신, 앞의 책, 42-43면. 
167) 사이언스타임즈, “구글, 딥마인드 인수…인공지능(AI) 기술 선점”, 2014. 1. 2

8. http://www.sciencetimes.co.kr/?news=%EA%B5%AC%EA%B8%80-%EB%
94%A5%EB%A7%88%EC%9D%B8%EB%93%9C-%EC%9D%B8%EC%88%9
8%EC%9D%B8%EA%B3%B5%EC%A7%80%EB%8A%A5ai-%EA%B8%B0%
EC%88%A0-%EC%84%A0%EC%A0%90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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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8)

또한 구글은 메카 로보틱스(Meka Robotics), 봇앤돌리(Bot&Dolly),

레드우드 로보틱스(Redwood Robotic), 샤프트(Schaft)등 로봇 관련

업체를 대규모로 인수하여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분야에

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169)

그 밖에 2015년 11월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인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업체들이 무료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170)

구글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또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 회

사는 이미 2009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해 왔으며, 2016년에는

웨이모(Waymo)라는 자율주행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웨

이모는 2017년 조기탑승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171)

2) IBM

종래 IBM이 개발한 딥 블루(Deep Blue)는 체스 세계챔피언인 개

리 카스파로프(Gary Kasparov)에게 승리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I

BM은 인공지능 왓슨을 개발하였고 왓슨은 미국 퀴즈쇼 제퍼디(Jeop

ardy)에 출연하여 역대 우승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2년 말 IBM은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협력하여 왓슨에게 다량의

의학 데이터 훈련을 시켰으며 이후 왓슨은 실제로 환자들의 진단과

168) AlphaGo, https://deepmind.com/research/alphago/alphago-korea (최종방문
일 2018. 7. 25.)

169) 배영임/신혜리, 앞의 책, 26면.
170) 배영임/신혜리, 앞의 책, 26면.
171) Waymo, https://waymo.com/journey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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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투입되었다.172) 도쿄 대학교는 왓슨을 이용하여 백혈병 환자

에 대한 진단을 수정하기도 하였다.173) 2013년 기준으로 왓슨은 60

만 건의 의학 보고서, 150만명의 환자 기록과 200만 쪽의 의학 저널

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였다.174)

왓슨은 현재 금융업, 의료, 보험 상담, 이동통신 등 다양한 산업군

에서 활용되고 있다.175) 이로써 왓슨은 전 세계에서 폭넓게 사용되

는 실용적 AI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왓슨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도 앞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게 될 것이다.

3)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한 성과로는 인공지

능 채팅봇 테이(Tay)의 개발을 들 수 있다. 테이는 딥 러닝 기술을

통해 스스로 대화를 학습하는 새로운 형식의 채팅봇이다. 즉 채팅

상대방이 사용한 언어를 학습하고 이를 다음 채팅에 반영하는 기능

이 있다.

그러나 테이의 첫 공개는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상당수의 사용자

가 테이에게 욕설이나 인종차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어를 가르쳤으

며, 이에 회사는 16시간 만에 테이의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76) 이는 AI의 학습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타날

172) 박영숙/Ben Goertzel, 「인공지능 혁명 2030」, 더블북, 2016, 74-75면.  
173) 박영숙/Ben Goertzel, 앞의 책, 74-75면.  
174) Carl Benedikt Frey/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 H

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2013, 
p. 19. 

175) 배영임/신혜리, 앞의 책, 27면. 
176) 연합뉴스, “인공지능 세뇌의 위험…MS 채팅봇 '테이' 차별발언으로 운영중단

(종합2보), 2016. 3. 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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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알고리즘인 Face API

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Face API의 기능은 크게 얼굴 감지와 얼굴

인식으로 나누어진다. 얼굴 감지는 사진(이미지)에서 얼굴의 위치를

감지해 내는 기능으로, Face API는 최대 고정밀도 얼굴 위치를 갖는

최대 64개의 인간 얼굴을 감지한다. 얼굴 인식은 얼굴 확인, 비슷한

얼굴 찾기, 얼굴 그룹화 및 개인 식별의 네 가지 세부 기능으로 구

성된다.177)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상시 타인

의 얼굴을 보며 상호작용하고, 그로부터 상대방의 의사와 생각을 추

론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모라벡의 역설에 의할 때 AI는 위와

같은 일들을 지극히 어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위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의식적인 학습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AI에게 이와

관련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하여 주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얼굴 감지와 인식 능력을 갖추는 것은 AI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도

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소프트뱅크(Softbank)

소프트뱅크는 가정용 로봇 페퍼(Pepper)의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

다.178) 페퍼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실용적 작업의 수행에 초점이

00000000AKR20160325010151091.HTML (최종방문일 2018. 7. 25.)
177) Face API의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https://docs.microsoft.com/ko-kr/azu

re/cognitive-services/face/overview (최종방문일 2018. 7. 25.) 참조. 
178) 페퍼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는 Softbank, https://www.softbank.jp/robot/con

sumer/products (최종방문일 2018. 7. 25.) 참조.  



- 54 -

맞추어졌던 기존의 로봇들과 달리, 인간과의 감정적 상호작용과 관

련된 기능들을 대폭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페퍼에는 사람

의 얼굴을 기억하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나누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감정 엔진(emotion engine)을 통해 인간의 느낌을 인식하고

흉내 내는 기능도 있다.179) 더불어 페퍼는 둥근 얼굴과 큰 눈, 매끈

한 몸체 등 대부분의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관을 취하고

있는데, 이 또한 특정 작업 수행에 최적화된 외관만을 갖추어 왔던

종전의 로봇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페퍼의 또 다른 특징은 인터넷과 클라우드를 통해 기능을 지속적

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페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학습하고 진화한다. 물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AI의 학습 및 진

화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페퍼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5) OpenAI

OpenAI는 인공 일반 지능(AGI)을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 단체이

다.180) 여기에는 엘론 머스크(Elon Musk), 샘 알트만(Sam Altman),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 등의 개인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IT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OpenAI는 인공 일반 지능이 인간에 의해 창조된 모든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임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위

179) 임지택, 「글로벌 소셜 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제1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10면.

180) OpenAI에 대한 상세는 OpenAI, https://openai.com/about/#mission (최종방
문일 2018. 7.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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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전제로, 안전한 인공 일반 지능을 제작하고 그로 인한 이득

을 가능한 한 널리 퍼트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OpenAI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

다. 따라서 인공지능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오

픈 소스 형식으로 제공하고,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

하며, 강화학습이나 로봇공학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서적을 출판하

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국내 현황

1) AI로봇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2009-2013년에 걸쳐 인프라 조성, 제품개발·보급 중심

의 지능형로봇 1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2018년에는 지능형로봇

2차 계획으로서 로봇산업 외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181)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82)

① 재난대응로봇, 로봇헬스타운 등 앞으로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전문서비스용 로봇 분야에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간 기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로봇부품(소프트웨

어), 서비스(무인운반차, 감정로봇 등)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② 로봇산업 범위를 로봇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로봇기술이 타 제조·

서비스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대 로봇융합 비즈니스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대규모 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해 로봇보급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로봇선진국 등과의 글로벌 협력

181) 전상원, 「지능형 로봇의 국내외 산업 동향」, TTA Journal 제158호,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 2015, 53면. 

182) 전상원, 앞의 글, 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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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한다. ③ 국내 포털·물류기업 등 타 산업 분야 주력기업이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한다. 국내 로봇제

품 인증·표준의 국제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

로 한 로봇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다. ④ 통신·물류·공연 등 서비스대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기존

로봇융합포럼,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운영을 개선하여 로봇산업 협력

체계를 내실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능정보기술·산업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고, 제17차 국무회의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중장

기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상정하고 종합대책의 향후 추진방향, 체

계, 일정 등을 보고하였다.18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로봇 선도국가라는 비전 아래 ① 선택

과 집중 ② 시장·기술 동반선장 ③ 협업기반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세계적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역량 제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수요확산, 로봇산업 도약

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184)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연구 과제로는 ①

지식공유 및 지능진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

로 하는 엑소브레인(Exobrain) 사업 ② 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능

력에 기초한 시각 지능 플랫폼 개발을 지향하는 딥 뷰(Deep View)

사업 ③ 초고성능 빅 데이터 에코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관

183) 배영임/신혜리, 앞의 책, 30면. 
184) 산업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py/fe/fe2/robot2/robot.jsp (최종방

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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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빅 데이터 사업 등이 있다.185)

2) 로봇윤리헌장

산업자원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세계 최초로 로봇윤리

헌장186)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다.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적어도 AI로봇의 개발과 법적 규율에 관하여 의미 있는 시

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장은 전문(前文)에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를 선언하

고 있다.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

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봇을 노예처럼 부리고 도구처럼 활용

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문은 동시에

로봇이 “인간과 생물체를 닮고, 최소한의 감성과 지능을 가진” 것이

라 묘사하고 있는 바, 적어도 로봇이 여타의 물건과 완전히 동일하

지 않음을 전제한다. 이 점은 “로봇의 도움과 협력”을 언급하는 점

에서도 드러나는데, 인간이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이 주

체가 되어 (인간에게) 도움과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선언은 로봇

이 단순한 물건과 다르다는 점을 암시한다.

다만 로봇윤리헌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로봇의 윤리로 볼 수는 없

다. 왜냐하면 로봇윤리헌장은 본문에 들어가서 각각 로봇 설계자,

로봇 제조자, 로봇 사용자의 윤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위 세 주체는

모두 인간임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봇윤리헌장 전

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인간-로봇의 수평적․협력적․동반자적 관계

와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실제 윤리 내용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185) 장우석/전해영,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
원, 2016, 5면. 

186) 산업자원부, 「로봇윤리헌장」, 2007. 전문은 [부록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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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할 것이다.187) 이는 로봇윤리헌장의 분명한 한계로 작용

한다.

Ⅵ. 튜링 테스트(Turing Test)

튜링 테스트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188), 일련의 자

연어 문답 과정을 통해 피험자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하는 시험

이다. 이는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

다. 튜링 테스트는 자연어 구사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갖춘 여러 능

력 중 핵심이며 자연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만 상호의 공

감과 지식의 전달, 도덕의 전승 등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있다.

튜링 테스트는 심판(관찰자)이 컴퓨터를 통해 피험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컴퓨터 채팅(chatting) 방식이다. 기계 내부

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내놓은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189)

튜링 테스트의 통과 기준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아 30% 이상의 판정자가 튜링 테스트에서 대화 상대자가 인간인

지 기계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당해 시험대상인 기계는 인간과 구

별할 수 없다고 인정받게 된다.190) 다시 말해 30% 이상의 판정자가

187) 변순용/신현우/정진규/김형주,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제112호, 한국윤리학회, 2017, 305-306면.

188) Alan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PDF file, https://tur
ing.manhattan.edu/~tina.tian/CMPT420/Turing.pdf, 1950, p. 1. 

18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알에이치코
리아, 2016, 99면.

190) 손영화,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 정보연구 제16집 제4호, 한국법
정책학회, 2016, 309면.  



- 59 -

인간과 기계의 구별에 실패할 때 그 기계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것이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191)에는 피험자가 인간인지 안

드로이드192)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이트-캄프(Voight-Kampff) 테스

트193)라는 가상의 시험을 수행하는 인상적인 모습이 나온다. 모니터

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문답하는 점을 제외한다면 보이트-캄

프 테스트는 튜링 테스트를 현실에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사실 튜링 테스트는 이미 실생활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게임이다.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 인간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오

토 프로그램, 또는 그냥 오토라고 불리기도 한다)을 실행시킴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 관리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토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게임 캐릭터(사용자

계정)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 대화에서 통과하지 못한 캐릭터(사용자

계정)에게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오토 프로그램(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리자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예상해 두었던 답변을 하기도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결국 실체를 들키게 된다.194)

191) Blade runner, Ridley Scott, Warner Brothers Pictures, 1982.  
192) 안드로이드(Android)는 인간(andro)과 모습(eidos)의 합성어로, 인간의 외관

을 한 AI로봇을 의미한다. 블레이드 러너에는 인간과 동일한 외관의 AI로봇이 
레플리컨트(Replicant)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위 영화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기에 레플리컨트라는 명칭도 안드로이드와 혼용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93) 보이트-캄프 테스트는 시험자가 미리 지정된 질문을 하고 피험자가 그에 대
해 어떤 대답/반응을 하는지 들은 다음 답변을 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194) 김지연, “알파고 사례 연구 : 인공지능의 사회적 성격”, 과학기술학연구 제17
권 제1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7,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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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튜링 테스트가 인간과 기계·비인간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현실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많다. 가장 유명한 것은 존 설의 중국어 방(Chines

e Room) 논증이다. 설은 중국어 방 사례를 통해 로봇이나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실질적인 지능을 지닌 것

으로는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195)

중국어 방 사례는 다음과 같다.196) 피험자(영어는 잘 알지만, 중국

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는 중국어로 쓰인 종이를 들고 방 안에

들어간다. 방에는 책자가 있는데, 책자에는 피험자가 들고 온 종이

를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피험자는

책자를 참고하여 종이에 쓰인 과제를 수행하여 답변을 방 밖으로

내보낸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험자가 중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답변에는 (책자에 지시된 대로) 중국어 글자

들이 쓰여 있게 된다.

여기서 중국어는 물론 자연어의 은유이다. 중국어 방 사례에 관한

설의 주장에 따르면 설령 자연어(중국어)로 된 질문에 대해 자연어

로 올바른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피험자가 자연어를 온전히 이해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중국어 방 사례를 튜

링 테스트로 치환하여 본다면 튜링 테스트에서 AI로봇이 질문 상황

에 걸맞은 답을 내어 놓더라도 그것은 AI로봇이 진정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AI로봇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비판도 가능하다.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 이외

195) 이원태/문정욱/이시직/심우민/강일신, 앞의 책, 52면. 
196) John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s Vol. 3(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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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사람이 진정한 이해력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

면 단순히 그런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확인할 방

법은 없다. 인간인 A와 B가 대화를 나눌 때 A는 자기 자신이 의미

를 이해하고 있음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B가 실제로 의미를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는지(즉 인간인지), 아니면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즉 인공지능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파헤칠 수 없는 이상 문답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197) 따라서 자연어 문답 테스트에 성공하

면 일단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이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갖추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옳다. 적어도 반증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는 그렇게 의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

는다. 설은 인공지능이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발화 내

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간-인간

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보다

더욱 엄격한 것을 인간-인공지능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처럼 행동하는 AI로봇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도 설의 논증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설의 중국어 방 실험에 의하더

라도 기호처리의 출력 결과는 외부 관찰자에게 말하는 진정한 중국

어 화자와 다른 점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198) AI로봇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면 그것이 실제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논의

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199) 만일 중국어를 사용

197) 김재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동아시아, 2017, 37-38면.
198)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104. 
199) Michio Kaku, 「The Future of the Mind」(「마음의 미래」, 박병철 옮김), 

김영사, 2014/2015, pp. 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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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무 문제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

연 중국어를 진정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

을 것이다. 이 시각은 AI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처음 제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튜링 테스

트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 여전히 AI로봇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초 지침이 되고 있다. 이에 튜링 테스트는 당분간 인공지능 연구

에서 중요한 연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 튜링 테스트에 대

한 논란은 없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형식

뿐만 아니라 자연어로 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

며201), 그렇게 되는 경우 AI로봇은 인간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영국에서 개발한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라는

프로그램이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알려졌다.202) 그러나 유진 구

스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유진 구스트만은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성

인이 아니라 13세의 우크라이나 소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수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유진 구스트만은 성인처럼 행동하

지 아니하였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즉 AI가 튜링 테

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203) 커

즈와일은 유진 구스트만이 대화의 초점에서 벗어나고 같은 말을 반

200) Yvonne Raley, "Electric Thought?", Scientific American Mind, Vol. 17(2),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2006, p. 81.

201) Patrick Winston, ibid., p. 11.
202) The Guardian, "Scientists dispute whether computer 'Eugene Goostman' p

assed Turing test", 2014. 6. 9.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
4/jun/09/scientists-disagree-over-whether-turing-test-has-been-passed, 
(최종방문일 2018. 7. 25.)

203) Toby Walsh, ibid.,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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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다

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04)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본다면 논란의 여지없이 튜링 테스트를 통

과한 AI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유

진 구스트만이 등장함으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튜링 테스트가 아직까지도 AI 연구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204) Kurzweil, http://www.kurzweilai.net/ask-ray-response-to-announcement
-of-chatbot-eugene-goostman-passing-the-turing-test (최종방문일 201
8. 7.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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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공지능로봇의 형사법적 지위

Ⅰ. 몇 가지 선택지

본 장부터는 앞서 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AI로봇이 형사법에

서 어떤 지위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본다. 여

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AI로봇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와 범죄의 객체 혹은 대상으로 되는 경우이다.

전술하였듯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현존하는 AI로봇이 아니

다. 현재 실제로 연구되고 실현되는 약한 AI로봇은 일반적이고 완성

된 인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물건이라는 법적

지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미

래의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지능과 동일하거나 이에 필적하

는 강한 인공지능 및 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봇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AI로봇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물리적 실체를 가지며 AI로봇의 법적 규율에 대해 진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AI로봇을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

능로봇 혹은 SAAR(Sufficiently Advanced AI-Robot)이라고 명명하

기로 한다. SAAR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논문의 다음 부분으로 미루되, 일단 SAAR은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 개념임을 주지하여 둔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어떤 법도 SAAR은 물론이고

AI로봇에 대해 별다른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SAAR이 등장한 그 순간에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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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법 

② 동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법

③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법 

④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법

⑤ 새로운 개체로 파악하는 방법

적으로 관련법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SAAR이

현실에 등장하게 된다면 그것의 형사법적 지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는 상당 기간 동안 종전의 법에 기초한 해석론을 동원하여야 한다.

SAAR을 규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것을 이미 현존하는 다른

법적 개념ㆍ개체들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는 물건,

동물, 법인, 사람 등이 제시된다.

만일 SAAR을 위 비교 대상에 완전히 포섭시킬 수 없다면 현존하

지 아니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의 세

계에서 그리 낯선 일은 아니다. 이미 자연인이 중심이던 법체계에서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법적 주체인 법인이 탄생하

였던 예가 있다. 또 종래에 단순히 물건으로만 취급되던 동물들이

동물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보호의 대상으로 격상된 것도 같은 선

상에 있다고 하겠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SAAR의 형사법상 지위를 규율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을 고려할 수 있다.205)

이하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검토하여 본다.

205) 아래와 같이 분류함에 있어서 Susan W. Brenner, "Humans and Humans+ : 
Technological Enhancemen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Law Vol. 19(2), Boston University, 2013
을 일부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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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건으로 취급

AI로봇을 물건으로 보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관점이다. 또한 이

관점은 현존하는 AI로봇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수준에서 가장 발전한 AI로봇도 인간과 동등하거나 인간에 준

하는 지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의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인간의 사전 프로그램을 벗

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법적으로 볼 때 AI로봇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독자

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AI로봇이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AI로봇에게는 어떠한 처벌

도 할 수 없다. AI로봇에게 명령을 내린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때 AI로봇은 범행의 도구가 될 뿐이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AI로봇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AI로봇이 설계나 제작, 작동상의 오류로 오작동하여 범죄가 발생하

였더라도 형사책임의 초점은 설계자·제작자·소유자·사용자 등에게

맞춰질 뿐이다. AI로봇 자체는 형사책임의 귀속자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 때 설계자·제작자·소유자·사용자 등은 AI로봇이 자신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범죄는 자신의 예견범위 밖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책임이 없음을 항변할 여지가 있다.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AI로봇을 포함하여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AI로봇이 범죄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대상으로 한 법

적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다. 예를 들어 AI로봇은 범죄에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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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한 몰수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렇

지만 이 또한 AI로봇을 처벌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한편 범죄의 주체가 아닌 범죄의 대상 측면에서 볼 때 타인 소유

의 AI로봇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적

용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AI로봇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는 행위에 대

해서 그 AI로봇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한 절도죄나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물론 이는 AI로봇이 누군가의 소유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AI로봇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로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

인 주체성을 지닌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강도죄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AI로봇을 물건으로 보는 것이 절대다수의 입장이다.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구도가 극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렇지만 강한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용

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면 모든 AI로봇을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 유

지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지식과 의지, 판단능력을 갖춘 SAA

R은 인간의 명령을 자신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것이다. 심지어 인간

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AI로봇에게 높은 자율성이

부과된다면 자신의 보호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AI로봇이 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물건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매우 곤란하다. AI로봇의 발전 속도를 지켜볼 때 SAAR은 항구적으

로 단순 물건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AI로봇 중에도 일정한 자율성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의 AI로봇들도 책상이나

물컵처럼 일반적인 물건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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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AI로봇은 물건이되, 그 중에서도 특수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우리 법체계는 이미 물건 중에서도 다른 물건에 비해 특별한

취급을 받는 개체를 상정하고 있다. 동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다음 항목에서는 AI로봇과 동물을 비교하여 보기

로 한다.

Ⅲ. 동물로 취급

1. 동물의 법체계상 지위

SAAR을 동물과 비교하기에 앞서 동물이 우리 법체계상 어떤 지

위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도 동물의 지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다. 다만 민법 제252조 제3항에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

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

율하고 있을 뿐이다.

민법 제252조에 의하면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된다. 즉 야생

하지 아니하는 동물은 무주물이 아니고 누군가의 소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법상으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

다. 이는 오스트리아민법(1988), 독일민법(1990), 스위스민법(2002) 등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206)

그러나 우리 법체계상으로도 일정한 범주의 동물은 단순한 물건

206)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제56호, 한국민
사법학회, 2011, 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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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과 구별되어 특수한 보호 내에 있다. 이를 규율한 것이 동물보호법

이다.

동법에 의한 동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동물만이 포함된다.

대체로 보면 고등동물, 그리고 사람과 어느 정도 친숙한 동물만이

위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동

물보호법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는 순수한 법률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연과학의 영역에 가까우며, 따라서 해

석상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207)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인간의 정서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동법 제1조) 이는 동물 그 자체만을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물보호

법이 제정되었더라도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종래의 시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암시된다 할 것이다.

207)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
복지를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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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 형법은 동물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동물에 대하여 형사처

벌을 과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물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며208) 1474년 바

젤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형사벌이 선고된 바 있다.209) 이는 유럽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19세기 초반까지도 말라카, 뉴질랜드, 콩고 등

지에서 동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 왔다.210) 조선왕조실록211)에는

코끼리를 유배형에 처한 기록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하다. 몇 가

지 사례를 근거로 하여 동물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거나 수형

능력이 있다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위의 조치들이 형벌

제도에 관한 당대의 이해방식에 따를 때 실제 형벌이었는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12) 이러한 형벌은 진지하게 고려된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 하겠다.

계몽시대 이후에 가벌성은 행위자의 이성적 판단능력과 결부되어

왔으므로 이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동물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

208) Jen Girgen,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Animals", Animal Law Vol. 9, Northwestern School of Law of Lewis and 
Clark College, 2003, pp. 105-106.

209) Sabine Gless/Thomas Weigend,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Strafrecht",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ol. 126(3), Walter De 
Gruyter, 2014, S. 566. 

210) Jen Girgen, ibid., p. 109.
211) 태종실록 26권(태종 13년 11월 5일), http://sillok.history.go.kr/search/inspe

ctionDayList.do (최종방문일 2018. 7. 25.)   
212) Ulfrid Neumann,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학적·법철학적 전망”(원제 및 역자 

미상),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연구(Ⅵ) 워크샵 자료집,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15, 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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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13) 돌고래나 원숭이 등 상당한 지능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의

사소통이 가능한 동물에게는 형사처벌을 논의할 이론상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동물이 인간에 준하는 정도의 이성, 즉 사고력·판단

력·언어능력·비판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는 아직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현행 형법의 해석상 동물은 인간과 동

일한 의미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합

리적일 것이다.

범죄의 객체 측면에서 동물은 민법의 해석과 같이 주로 물건(재

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특정 범주의 동물들에 대해서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로써 동

물은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로서 보호될 수 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된 동물이

물건(재물)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하

나의 행위로 인하여 형법과 동물보호법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214)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 SAAR과 동물

이제 원래의 논의로 돌아와 SAAR과 동물의 속성을 비교하여 보

기로 한다. 일단 동물과 SAAR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인간

보다 부족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213) Ulfrid Neumann, idid., S. 32. 
214) 타인 소유의 동물을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등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와 동물보호법위반죄(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46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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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동물은 인간에 비하여 고도의 지적 능력,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종류에 따라서는 동물 또한 나름의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그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유무는 생물학적·역사적으로 인간과 동물

을 구별해 온 중요한 지표였다. 또한 동물의 지적 수준은 인간이 그

동물과 얼마나 친숙한 감정을 느낄지를 대략적으로 결정짓는다. 즉

인간은 아메바, 플라나리아, 모기보다는 원숭이, 말, 고양이, 개에게

서 보다 친숙한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시각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동물과 달리 SAAR은 인간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가능성이 있다. SAAR은 동물로 치환하면 극도로 발달한 두뇌

를 지닌 원숭이보다도 지적 능력이 높을 것이다. 동물의 지적 능력

이 높을수록 대체로 인간과 친숙하다는 앞의 논지를 받아들일 때 S

AAR과 인간은 이론상 매우 친숙해질 수 있다. SAAR이 인간과 동

등한 지적 능력을 갖는다면 인간은 SAAR에 대해서 다른 인간을 대

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친숙함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인간과의 의사소통 가능성에 있어서도 동물과 SAAR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동물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경우 주인의 지시나 명

령을 어느 정도 알아듣고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언

어로 된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훈련과 경험으로 얻어낸 기술에 가

깝다. 반면 SAAR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현재의 AI로봇도 특정 한계 내에서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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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연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215)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운 자연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예상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개발의 중대한 지향점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여부이며, 튜링 테스트는 자연어 소통 능

력을 핵심으로 하므로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 자연어 소통 능력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까지 볼 때 SAAR은 지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인간 쪽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지만 SAAR이 인간-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다. SAAR은 물론이고 모든 AI로봇은 인공

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AI로봇은 동물이나 인간과 달리 유기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

적인 노화가 없으며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번식하지도 않는다. 동물

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동물은 고통이나 감정을 느낀다는 점에서 AI

로봇에 비하여 인간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I로봇 혹은 SA

AR에게도 고통이나 감정을 프로그램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

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다.216) 반면 일정한 범주의 동물이 선천적·본능적으로 고통이나 감

정을 느낀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종합하여 보면 SAAR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를 법적 차원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

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될 것이다. 동물이 형사법상 범죄 주체가

아니므로 SAAR에게도 범죄의 주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215) 상용화되어 있는 애플의 시리(Siri) 프로그램, 삼성의 빅스비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해진 분야에 한정하여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지만, 점점 그 범주는 늘어나고 있다. 

216) 김윤명, 앞의 책,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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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AI로봇-동물의 비교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실천

적 차원에서 본다면 AI로봇이 인간과 동일·유사한 수준의 권리의무

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중간 단계로서, AI로봇에게 동물과 유사한

지위를 잠정적으로 부여217)하는 것 정도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AI로봇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준

하는 “AI로봇보호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AI로봇법이 실제 입법작업에 들어간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보호법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단적인 예로, AI로봇보호법에

서 보호대상으로 삼게 될 AI로봇은 모든 AI로봇이 아니고 인간과

어느 정도 친숙한 AI로봇에 한정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민법에도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과 같이 AI로봇 점유자의 책임과 같

은 규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AI로봇을 완전히 동물처럼 볼 수 없더라도 AI로봇에

대한 법제의 발전 과정에서 동물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이 매우 중

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미래에는 동물과 AI로봇

에 관련된 법들이 서로를 참고사항으로 삼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Ⅳ. 법인으로 취급

1. 법인의 법체계상 지위

인간의 권리능력은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자연인)으로부터 출발

217) 김윤명, 앞의 책,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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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실체 없는 관념의 집합체에 대해

서까지 확장되었다. 이처럼 법에 의해 만들어진 인격이 법인이다.

법인 개념이 생김으로써 개인에게만 인정되었던 인격은 단체에 대

해서도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218)

법인은 스스로 권리능력이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에서 어떤 단체

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이를 법적인 주체로 인정하

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219) 법인은 구성원인 사람과

구별되므로 사람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따

라서 독립된 법인격의 개념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행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220)

민법은 법인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민법

제31조).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단독행위 등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다.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민법(제40조 이하), 상법(제172조), 농

업협동조합법(제15조 이하)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은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연적·사실적 의

미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법인의 기관인 자연인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의무는 법인에게 곧바로 귀속된다.

법인은 민사 영역에서 정당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는 바,

형사 영역에서도 그러한지 논의되어 왔다. 특히 법인의 범죄능력은

218)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
16(이하 이중기, 2016a로 약칭함), 19-20면. 

219) 김재형,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4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32면.  

220) 김재형, 앞의 글,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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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고전적인 논쟁 주제 중의 하나이다.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나 법인의 본질론과 관련되어 많은 논의가 이

루어져 왔다.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왔다. 법

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①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신체와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없다. ②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자연인에게 형

사책임을 과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인 자체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

③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 그 효과는 법인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데 이는 범죄와 무관한 제3자까지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자

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④ 법인은 주체적인 윤리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어 형벌의 전제인 도덕적 책임 비난이 불가능하다. ⑤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가 법인

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되어야 한다. ⑥

현행 형벌 제도는 생명형과 자유형을 중심으로 하는데 법인에게는

재산형인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

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⑦ 법인 기관의 범죄로 인해

법인이 얻은 재산 또는 이익 박탈은 형벌 이외의 형사 정책적인 수

단에 의하여도 달성할 수 있다.221)

판례 역시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에

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

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

221) 위 논거들은 이순욱, “법인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6, 163면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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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 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에게 벌금형 등을 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다수의 입법이 존재한다. 이로써 법인은 통상 범죄능력이 없

더라도 수형능력은 있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시각은 일견 책임주의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222)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

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

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

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형벌체계

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223)고 판시하여 양벌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

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

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

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

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

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224)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던 바, 해석상 혼

222) 김성돈,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
국형사법학회, 2015는 법인 대표자 위반행위의 불법은 법인의 불법으로 귀속시
킬 수 있으나, 대표자의 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223)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결정. 
224)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등 결정; 대법원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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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낳는다.

요컨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종합하면 법인은 범죄능력

이 없지만 구성요건적 고의·과실은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고

의·과실은 범죄의 성립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므로 범죄능력 없는

자가 범죄의 성립단계에 들어설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

이다.225)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일단 법인이라는 의제된 인격도 고의나 과실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일단 현행법 해석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다음으로 범죄의 대상 측면에서 보건대, 법인은 일정한 범주의 범

죄에 한정해서만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은 형체가 없으므로 살

인죄나 폭행죄 등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

으므로 법인을 범죄의 피해자로 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2. SAAR과 법인

법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시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

닌 개체라도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인격을 가진 것으로 될 수 있다.

선고 2009도3876 판결. 
225) 김성돈,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74면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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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인격이 귀속될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입법을 통하여 AI로봇 혹은 SAAR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그것에는

법인과 같은 형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의미이고 SAAR에 법인격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법인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며 모든 문제가 이론

적․실천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AI로봇 및 SAAR과

법인 사이에 본질적으로 큰 상이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SAAR과 법인은 물리적 실체의 존부에 차이를 보인다.

법인은 물리적 실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존재한다. 물

론 법인은 독자적 소유능력이 있으므로 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기자재, 재고, 생산품 등을 가질 수는 있고 이 소유물에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 하지만 이 물리적 실체를 모두 모으더라도 그 총합은

법인 자체와 같지 않다. 게다가 물리적인 소유물을 전혀 갖지 아니

하는 법인도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SAAR은 엄밀한 물리적 실체가 존재한다.226) 로봇의 하

드웨어적 성격에 주목하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외계와 구분되는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AI로봇에게 권리의무나 책임

이 주어진다면 그 물리적 실체가 책임의 귀속 범위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인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관념적이고 추

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SAAR에 대한 제재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일

수 있다.

이는 책임귀속에 관하여 좀 더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 실체

가 없는 법인을 위하여 실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연인인 기관이며,

226) 김기영, “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 경성법학 제25집,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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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인의 경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실제 자연적ㆍ사실적인

행위자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SAAR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

인 동시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다. SAAR은 자연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한 마디로 말해 SAAR이 다른 자연

인을 기관으로 내세워 대신 행위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

다.227)

범죄주체성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법인은 범죄행위능력이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이 처벌을 받는 경우 이는 자연인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법인은 자신이 자연적ㆍ사실적으로 신체를 움직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수의 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8) 그러나 이때도 주의와 감독을 행하여야 하는 것은 자연인

227) 김성돈, “인공지능 기술과 형법적 쟁점”,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Ⅷ),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41면. 

228)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
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
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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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다. 법리적․규범적으로 어떻든 간에229) 자연적 의미에서 본

다면 법인에 대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직접 결정짓는 것은 법인

의 행위가 아니고 자연인의 행위이다. 이와 달리 SAAR은 외계와

물질적으로 분명히 독립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더없

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SAAR을 법인처럼 규율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

렵게 된다. 다만 앞서 동물과 SAAR의 비교에서 본 바와 같이 잠정

적 차원에서 SAAR에게 법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의제된 인격을 부

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로써 기존 법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A

I로봇과 SAAR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법에 규정된 여러 요건을

갖춘 SAAR은 독자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AAR은

규범적 의미를 넘어서 자연적 의미에서도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과 달리 독자적 범죄행위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리

라 보인다. 그러므로 SAAR을 법인으로 보는 것은 꽤 오랜 기간 동

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지닌 SAAR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시각을 무한정 견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명한 한계는 있

다.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9) 규범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법인과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밀접불가분하다는 
점을 형법 체계에 들여와, 대표기관의 고의, 과실, 행위 등을 법인의 고의, 과실, 
행위 등으로 동일시하여 보는 것이 가능하다(동일시 이론). 이에 대하여는 이순
욱, 앞의 글, 147-1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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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

1. “결여됨”의 주장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과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여기

서 말하는 인간은 당연히 모든 인간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연인인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인격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

와 연관을 가지면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율

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의미한다.230)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간의 범주는 항상 변화되어

왔다. 다른 부족이나 국가의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으로 인

정하지 않은 역사는 그리 먼 것이 아니다. 국가나 성별, 인종과 종

교를 넘어서 보편타당한 인간이라는 개념은 근래에 이르러서 비교

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직 자신이 속한 집단 이외의 집단

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려는 사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간의 범주는 항시 완결되고 고정된

실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형성 중에 있는 미정형․미완성의 존재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31) 인간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

르게 정의될 수 있다.

법적 의미에서도 인간 개념은 상대적으로 정의된다. 특정 국가의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도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 민법이 전제하는 인

간 및 형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각각 다르다. 민법이 전제하는 인간

230) 정종섭, 「헌법학원론(제9판)」, 박영사, 2014, 405면. 
231) 손동현, 앞의 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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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리의 향유에 초점이 있다. 이와 달리 형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범죄로 나아갈 수 있

는 인격적 존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232) 인간은 언제나 범죄로 나

아갈 가능성이 있고, 형법상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은 이를 전제하

고 있다 할 수 있다.233)

여기서 형법이 전제하는 인간의 중요한 특성들을 몇 가지로 분화

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형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오감을 사

용하고, 지적 능력이 있으며,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은 육체가 있으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도덕성과 자유로운 의지를

갖추고 있다.

물론 앞서 열거한 모든 요소들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혹은 동

등한 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된 사

람은 언어능력을 상실하거나 감정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인간의 범주에 들기 위해 여

러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꽤 넓은 범위에서 예외

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대한 기준은 SAA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요컨대 어떤 존재(SAAR)가 인간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논의할 때는

그 존재가 인간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보편

적인 인간과 동등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략

적․잠재적인 차원에서만 그 요소들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

다. 적어도 SAAR에게 어떤 한두 가지 요소가 결여되었거나, 혹은

기준에 일부 미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SAAR은 인간이 아니라고 쉽

232) 정행철,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관”,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2002, 68면. 

233) 정행철, 앞의 글,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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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결론내리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시각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여 보기로 하자. AI로봇

혹은 SAAR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얻으려면 “결여됨”의 주장을

넘어서야 한다. 즉 AI로봇 혹은 SAAR이 본질적으로 인간과 같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결여

하고 있다(missing something)고 주장할 것이다.234) 이 결여됨의 논

리를 좀 더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떤 속성 X는 인간의 필수적

인 요소이다. ② AI로봇에게는 X가 없다. ③ 만약 AI로봇에게 X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X가 아니고 X를 흉내 낸 것이며, X를

흉내 낸 것은 X가 아니다.235)

위 논리는 여러 방향에서 논박될 수 있다. 우선 ①에서 말하는 속

성 X가 과연 인간의 필수적 요소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으로 ②에서 AI로봇에게 X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에 대해서는 X를 흉내낸 것(X

'라 하겠다)이 있다 할 때 그 X'가 과연 본질적 측면에서 X와 전혀

다른 것인지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형법이

전제하는 인간이 지녔다고 여겨지는 여러 특성들에 관하여 AI로봇

과 인간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234) 영화 바이센터니얼 맨(Bicentennial Man)은 AI로봇이 이러한 “missing some
thing"의 논리를 극복하고 인간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AI로
봇)은 인간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지만 그 때마다 새
로운 장애물이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주인공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화와 죽음까
지 받아들이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비로소 법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게 
된다(Bicentennial Man, Chris Columbus, Buena Vista Pictures, 1999). 

235) Lawrence Solum, "Legal Personho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North Ca
rolina Law Review Vol. 70(4),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aw, 
1992, p. 1262. 



- 85 -

2. SAAR과 인간 - 인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가. 지적 능력

인간이 다른 생명체, 특히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높은 수준의 지

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의 AI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일차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인간이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때 이는 특정 개

개인의 인간이 실질적으로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갓난아기나 정신질환자 등 지적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도 형법상 인간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물론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에게는 형사처벌을 과할 수 없지만 이는

형사상 책임(혹은 책임능력)의 존부와 관련된 문제일 뿐 그들이 인

간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주요 특성이 지적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잠재적 형태의 지적 능력)

내지는 극히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으로 대우받기 위하여 지녀야 할 지적 능

력의 실질적 하한선은 그리 높지 않다. SAAR이 그 하한선을 돌파

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또한 만약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지적 능력이 인간의 필수요건이

라 가정하더라도 AI로봇이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두뇌 구조를 발달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 속성의 종류와 깊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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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있어 왔다.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하며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학습과정

을 거쳐 인간의 경험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원리적 이유는

없다.236)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 발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인

공지능 개발 초창기에는 AI가 인간을 체스로 이길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드레퓌스

(Hubert Dreyfus)는 기계란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도 “자신”을 체스로 이길 수 없으리라 주장했다. 곧 MIT

의 그린블랫(Richard Greenblatt)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드레퓌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그러자 드레퓌스는 기계가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얼마 안 가 AI는 뛰어난

체스 플레이어를 상대로도 승리하였다. 다시 드레퓌스는 AI가 “세계

체스 챔피언”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97년에

IBM사의 딥 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김으로써 드

레퓌스의 마지막 예측도 틀린 것이 되었다.237)

이 일화는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와 그 한계에 대해 쉽사리 단정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미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과

학습 능력은 많은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일 중에는 기존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던 것

들이 많다. 예를 들어 알파고는 인간처럼 바둑 기보를 통해 새로운

236) 이상욱, “인공지능의 한계와 일반화된 지능의 가능성 : 포스트 휴머니즘적 맥
락”, 과학철학 제12권 제1호, 한국과학철학회, 2009, 63면. 

237) Rodney A. Brooks, "Flesh and Machines : How Robots Will Change Us
", PDF file, http://phoenix.goucher.edu/~jillz/cs340/ai/Flesh-Machines.pdf, 
200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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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학습하며, 아마존(Amazon)을 비롯한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은

특정 고객의 과거 구매 이력을 학습하고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사용

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238) 인공지능은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고도의 창의력과 언어 구사력이 필요한 기자들의 기사 작

성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자는 데이터 수집-이벤트

추출-중요 이벤트 선별-기사의 무드(mood) 결정-뉴스 기사 생성 등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고과정을 거쳐 기사를 완성해 낸다.239)

위와 같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재의 AI로봇들도 여러 지적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은 발달 초

기부터 기억력이나 연산력 등 일부 지적 능력에서는 인간을 초월하

였던 바 있다. 인공지능이 여러 영역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

선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

의식이나 자기성찰능력을 갖춘 인공지능도 가까운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240) 이러한 미래에서는, SAAR에게 지적 능력이 없으

므로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다.

나. 오감을 통한 인식 능력

인간의 기본적 특성 중 하나는 오감을 통해 외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시각을 통해 인물과 풍경을 인식하고, 청각을 통

238) Toby Walsh, ibid., p. 148. 
239) 김동환/이준환, “로봇 저널리즘 : 알고리즘을 통한 스포츠 기사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5, 74-78면.
240) 안성조,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

적 제언 -”,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7,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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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리를 듣고 말을 이해하며, 미각을 통해 맛을 보거나 음식을 음

미하고, 촉각을 통해 사물을 판별하며, 후각을 통해 냄새를 구별한

다. 오감은 지적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오감을 통해 외계

의 사물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분별 내용을 정신적으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41)

오감을 갖추었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다. 하지만 오감은

인간만의 특성은 아니다. 개, 고양이, 소를 비롯해 물고기나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동물은 대부분 오감을 보유한다. 식물들 또한 일

정 형태로 오감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오감의 구체적인 한계와 내

용은 각각의 종마다, 개체마다 다를 것이다. 예컨대 개의 시각은 색

깔을 구분할 수 없지만, 후각은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에게는 오감이 없다거나 반대로 개의 오감이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감의 존재는 모든 개체 중 오로지

인간만이 지닌 유일한 특성은 아니며, 그 오감의 구체적인 특성도

각 개체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어떤 개체가 오감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에서 볼 때 AI로봇이 인간에 준하는 오감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현존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AI로봇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그것에게 어떤 형태로든 오감이 있음

을 부정하기 어렵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AI로봇인 로봇 청소기는

센서를 통해 장애물과 집의 구조를 파악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시각 및 촉각 능력의 발현이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AI로봇은 청

241)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인간 정신의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지각을 인상이라고 본다면 인상을 통해 흐릿하게 반영
된 지각을 관념이라 할 수 있다[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인간이란 무엇인가」, 김성숙 옮김), 동서문화사, 1738/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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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

졌던 후각을 갖춘 로봇도 개발 중에 있다.242)

물론 현재의 AI로봇이 지닌 오감능력은 여러 면에서 인간의 오감

능력과 같지 않고, 대체로 인간의 그것보다 취약하다. 사물의 경계

선을 구분하는 것과 자연어를 온전히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이 AI에

게 매우 어려운 도전임은 앞서 이미 본 바와 같다. AI로봇의 오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AI로봇의 수용능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의 학습능력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므로 그 발전은 분명 쉬운 일

은 아니다. 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AI로봇이 부족한 형태

로나마 오감을 갖추고 있고, 점차 발전된 형태의 오감을 갖추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감의 존

재 여부가 인간과 AI로봇의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생산과 출생 / 사망·재생·부활

AI로봇은 무(無)로부터 출발하여 인위적으로 생산된다. 로봇이 물

리적․기계적 방식으로 생산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공지능 역시

전자적 방식으로 프로그램되는 것이므로 인위적 생산에 의하여 존

재하게 된다.

이와 달리 인간의 출생은 오랫동안 신비로운 것, 자연스러운 것

혹은 비밀스런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각 민족과 국가에는 인간의

탄생에 대하여 다양한 신화나 설화가 존재한다. 특히 왕이나 황제,

242) 로봇신문, “일본, 모기의 후각구조 이용한 수색 로봇 개발”, 2015. 8. 20. htt
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4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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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노력은 불경한 것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그렇지만 현대과학의 시점에서 보면 인간의 탄생과 AI로봇의 생

산이 도저히 동일시할 수 없을 만큼 다른지 의문이다.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탄생에 기계와 과학이 개입하는 경

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탄생은 두 사람의 체액의 교환에

서부터, 다양한 기술과 고가의 의료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성취될 수 있게 되었다.243) 인간의 탄생은 완전히 자연

적인 것이라거나 과학과 유리된 것이 아니게 되고 있다. 이를 극단

화시키면 로봇은 금속·전기·전자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탄생하고 인

간은 정자와 난자를 원재료로 하여 탄생한다는 점만이 다르고 그

이외에는 같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원재료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개체가 탄생한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주장도 전적으로 틀

렸다고 하기 어렵다. AI로봇과 인간은 최초 탄생 방식에 있어 그렇

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최근의 과학기술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조차 점차 모호하게 만

들고 있다. AI로봇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선형동물의 일종

인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이다. 이 선충은 구조가 매

우 간단하여 현재 모든 신경세포 간의 연결회로(커넥톰 : connecto

me)가 밝혀진 상태이다. 이 커넥톰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시뮬레이

션한 다음 로봇에 이식하면 예쁜꼬마선충과 똑같이 행동하는 물체

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응용하여 예쁜꼬마선충의 수명 자체를 인

243) Chris Hables Gray, 「Cyborg Citizen」(「사이보그 시티즌」, 석기용 옮김), 
김영사, 2001/2016,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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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으로 통상적인 개체보다 연장시키려는 연구도 있다.244) 이러한

활동들은 생명과 비생명, 삶과 죽음, 자연적인 출생과 인위적인 생

산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다.

출생과 반대 측면인 사망에 관해서도 종전과는 다른 관념이 도입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언젠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숙명이며, 사망은 영속적인 것으

로 알려져 왔다. 죽지 않는 인간, 혹은 사망했다가 다시 생환한 인

간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영속적인 의미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존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

르든, 인간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

다.

SAAR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는가? 우선

사망의 의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SAAR도 구조·기능적인 의미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인공지능을 담고 있는 로봇이 구

조적으로 해체되거나, 인공지능 자체가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되어

기능을 잃게 된다면 적어도 이를 구조·기능적인 사망이라 부르는 데

는 무리가 없다. 여러 가지 의도에서 AI로봇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AI로봇 리플리컨트는 수명

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리플리컨트(AI로봇)에게 기억과

경험의 주입을 통해 감정이 생겨나 리플리컨트가 인간과 같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한다.245) 즉 AI로봇은 적어도 현

244) Koen Houthoofd/Bart P. Braeckman/Thomas E. Johnson/Jacques R. Vanfle
teren, "Life extension via dietary restriction is independent of the Ins/IGF-
1 signalling pathway in Caenorhabditis elegans", Experimental Gerontology 
Vol. 38(9), Elsevier, 2003, pp. 947-954. 

245) 복도훈, “안드로이드-리플리컨트 프롤레타리아트의 출현”, 한국예술연구 제1
6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7,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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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망이 인간의 사망과 같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망이 영속적이지 않음을 지적할 것이다. 적절한 수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파괴되어 있던 구조와 기능은 원래 상태로 회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AAR은 본래적 의미(인간과 같은 의미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없으므로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여기서 전제조건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보기로 한다. 앞

서 죽음은 영속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도 상대적이다. 예컨대 호흡이나 심장의 정지는 오랫동안 인간

의 사망과 동일시되어 왔지만 인공호흡기나 전기충격기, 혹은 인공

심장의 등장으로 인해 호흡을 되돌리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거나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246)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심장정지설을 취하는 형사법의 다수설적 해석론에서 볼 때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뛴다면 사망한 사람의 생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만약 심장이 아니라 뇌를 기준으로 죽음을 판단한다면

어떠할까? 아직 우리 통설과 판례는 뇌의 사망을 사람의 사망과 동

일시하고 있지는 않지만247), 뇌는 인간의 생명과 마음을 활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체 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248) 뇌를 진지하게 다루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249) 뇌가 죽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입장

246) Sebastian Seung, ibid., p. 388. 
247) 의학적으로 본다면 생명의 핵심인 인체의 통합기능은 심장박동이 아니라 뇌

에 있으므로 뇌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정지가 죽음이라고 한다(오영근/이상용,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5면).   

248) 박종식/정경태, “사생학의 성립 근거에 관한 철학적 탐구”, 대동철학 제50집, 
대동철학회, 2010,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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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역으로 뇌가 살아 있다면 사람도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 논

리적이다.

뇌가 죽으면 사람 자체가 죽게 된다는 명제를 SF적 방식으로 풀

어낸 것이 영화 매트릭스250)이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뇌에 연결된

기계를 통해 거대한 가상세계로 잠입하여 여러 위험한 임무에 투입

되는데, 가상세계에서의 죽음은 곧바로 실제 세계에서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주인공 네오(Neo)의 스승인 모피어스(Morpheus)는 이를

“정신이 죽으면 몸도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 반대로 육신이 죽지만 뇌가 살아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을 살펴보자. 현재 사람의 기억과 경험·지식을 컴퓨터와 연동시키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뇌 자체를 컴퓨터에

업로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51) 그렇게 되면 인

간의 심장이 정지하더라도 인간의 뇌(또는 적어도 뇌의 지적 능력)

는 계속 살아 있게 된다.

영화 트랜센던스(Transcendence)는 이러한 형식으로 영생을 얻은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252) 영화 써로게이트(Surrogates)253)나 아바타

(Avatar)254)도 인간의 뇌가 제3자의 육신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개

체가 탄생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들에서 어떤 사람이

지닌 인격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결정짓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뇌이

249) 뇌를 인간의 정체성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Shelly Kagan, 「Death」(「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옮김), 엘도라도, 2012
/2018, pp. 180-184 참조.  

250) The Matrix, The Wachowski Brothers, Warner Brothers Pictures, 1999. 
251) 한겨레, “당신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딩’할 수 있을까”, 2016. 10. 1. http://

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63668.html (최종방문일 2018. 
7. 25.)

252) Transcendence, Wally Pfister, Warner Brothers Pictures, 2014. 
253) Surrogates, Jonathan Mostow,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2009. 
254) Avatar, James Cameron, 20th Century Fox,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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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의 정수가 사고하고 기억하는 뇌에 있다고 본다면 뇌가 시간

적․공간적으로 연속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255) 사람도 계속 생존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디지털 업로딩된 뇌가 로봇(혹

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이식되면 실질적 측면에서 사람은 죽지 않

고 영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은 인간의 절대적 특성 또

는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기보다 오히려 극복의 대상이며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256)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

게 된다거나 사망에 이르러야만 인간이라는 주장은 미래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257) 역사적으로도 과학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치명적 원인들을 하나씩 규명하고 극복하여 왔다. 과학이

발전한다면 죽음 자체를 정복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만일 인간

이 노화와 질병을 완전히 극복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인간은 더

이상 기존에 존재하던 인간과 동일한 개체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까?

여기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죽음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게 된다면 SAAR에게 영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SAAR이 인간과 본래적으로 다르다

단정할 수 없다. 바꿔 말하여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음

으로써 AI로봇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고 할 것

이다.

255) 김선희, 앞의 글, 178면. 
256) Yuval Noah Harari, 「Sapiens」(「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1/

2015, pp. 378-384. 
257) Ray Kurzweil, ibid., pp. 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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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성

모든 인간은 다른 어떤 인간과도 같지 않다. 즉 인간에게는 다른

인간과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 이 개성은 가치관, 윤리의식, 정치성

향, 종교적 신념 등 정신적 차원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키, 머리색깔,

눈동자 색깔 등 외관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선호도·특

기·취미가 항상 동일하지 않다. 이는 유전자뿐 아니라 인문학적·사

회적 환경과 우연적 요소가 모두 합쳐져 한 사람의 개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AI로봇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며258), 자원이 허락하는 한

무한정 복제되고 생산될 수 있다. 공장에서 출고된 모든 상품들이

동일한 외관과 품질을 지니듯, AI로봇에게도 다른 인공지능 개체와

구별되는 개성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여기서 AI로봇 혹은 SAAR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기로 하자. 현재의 AI들도 역시 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개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바둑을 학습하는 프로그램 알파고

는 자기 자신과의 대결에서 꾸준히 승리 혹은 패배를 기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력을 가다듬어 나갔다.259) 결과적으로 각각의 알파고

는 다른 알파고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유하게 되었다.260) 이는 인간

258) 실제로 AI로봇을 대량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량의 AI로봇 또는 1개만 
존재하는 맞춤형 AI로봇을 생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여기서는 어디까지
나 이론적 측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59) DeepMind, https://deepmind.com/research/alphago/alphago-vs-alphago-sel
f-play-games (최종방문일 2018. 7. 25.)

260) AlphaGo's Games, http://www.alphago-games.com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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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棋士)들이 각자 구별되는 기술과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

다.

위와 같은 모습이 바둑 분야에 한정되어 나타날 이유는 없다. AI

로봇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많은 분야에서 AI로봇은 다른 AI로봇 개체들과 구

별되는 뚜렷한 개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AI로봇들은 생산된 이후에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으

며 서로 다른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성을 갖출 수

있다.261) 단, 그렇게 얻어낸 개성이 반드시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것

은 아닐 수도 있다.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인간적인 개성을 지

닌 SAAR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SAAR은 인간을 지향

하지만 성인(聖人)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마. 감정

AI로봇에게는 감정이 없으므로 그것을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주

장은 AI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가장 고전적인 논거 중의 하나이

다. AI로봇은 슬픔, 기쁨, 두려움, 질투심 등을 느끼지 못하므로 인

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인간은 감정을 갖

기 때문에 AI로봇보다 우월하다고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정 역시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어느 정도 발달한

동물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감정을 갖는다. 대부분의 동물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분노와 슬픔·동정심을 지닌 동물도 있

261) 김한균, “4차산업혁명과 형법의 인간상”, 안암법학 제55권, 안암법학회, 2018,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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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2) 그러므로 감정의 존재야말로 곧 인간의 본질이라는 취지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정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요소들은 과학 발

전에 따라 많이 제거되고 있다. 생명과학과 뇌과학의 연구들은 감정

이 근본적으로 뇌의 화학변화의 일종임을 밝혀내고 있다. 특정한 정

신병이 뇌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해 내고, 뇌수술을

통해 성격을 변화시키며, 뇌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감정을 조절하

는 등의 사례는 이제 놀라운 것이 아니다. 범죄학 영역에서도 개인

이 지닌 범죄의 경향성과 반사회성을 뇌의 구조나 호르몬 변화, 화

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263)

신경의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미 많

이 진전되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은 막연한 의지나 감정의 문

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로토닌을 비롯한 호르몬의 변화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게 되었다.264) 현재의 기술에 의하면 약물을 통하

여 인체 내부의 생화학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만으로 인간이 강제적

인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다.265) 뇌에 대한 전기 자극은

사람의 기분을 극적으로 좌우할 수도 있다.266)

262) Martha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 Disgust, Shame, and the 
Law」(「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04/2015, p. 54.  

263) 이에 관하여는 Larry J. Siegel, 「Criminology : Theories, Patterns, and T
ypologies(10th Edition)」(「범죄학(제10판)」, 이민식/김상원/박미랑/박정선/
신동준/윤옥경/이성식/황성현 옮김), Cengage Learning Korea, 2010/2012, pp. 
140-163 참조.

264) 박영민/강승걸/이헌정/김린, “우울증 환자에서 불면과 자살, 세로토닌의 연관
성”, 수면․정신생리 제21권 제1호, 대한수면의학회, 2014, 29-32면. 

265) Yuval Noah Harari, ibid., p. 550. 
266) Antonio Damasio, 「Looking for Spinoza :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Harcourt, 2003,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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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감정이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 선택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 뇌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267) 우울한 인간의 감

성을 북돋아 주거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

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미 헉슬리

(Huxley)는 그의 작품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서 소마(so

ma)로 인해 인위적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된 세계의 암울함을 경

고한 바 있다.268) 어쨌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미래로 갈수록

인간의 감정은 점차 신화와 불가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SAAR로 돌아와 보자.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 SAAR이 얼굴

표정, 몸짓, 제스처, 응시, 어조 등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은 충

분히 가능할 것이다.269) 부당한 비난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을 과격

하게 하거나 거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노 감정을 표현하

게 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도록 하

거나 떨리는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슬픔 감정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최소한 SAAR이 감정을 외부적으로 구현하지 못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AI로봇의 감정 표현 자체가 급격히 풍부해지고 있는데,

예컨대 AI로봇 소피아(Sophia)는 그 창조자 데이비드 한슨(David H

267) Susanne Beck, "Grundlegende Fragen zum rechtlichen Umgang mit der Rob
otik", Juristische Rundschau, Vol. 2009(6),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09, S. 228. 

268) A. L. Huxley, 「Brave New World」(「멋진 신세계」, 이덕형 옮김), 문예
출판사, 1932/1998. 

269) Cynthia Breazeal, "Emotion and sociable humanoid robots", International J
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Elsevier, 2003,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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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on)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 가고, 사업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 유사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하였

다.270) 인간과 심리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AI로봇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AI로봇에게 정서를 갖도록 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271) 이로써 AI로봇의 감정 표현은 점차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감정을 지닌 AI로봇은 예술 영역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예술은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 신경

망을 통해 여러 예술 거장들의 그림을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나름

대로의 화풍을 형성․표현하는 AI로봇도 등장하고 있다. 이미 작곡

을 하는 AI로봇, 손 글씨체를 만들어 내는 AI로봇도 나타난 바 있

다.272) 소니 컴퓨터 과학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딥바흐(De

epBach)로 작곡한 바흐 스타일의 곡을 실제 바흐의 곡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음악전문가 400명을 포함한 1600명의 피험자

중 40%가 딥바흐의 곡을 바흐의 곡이라고 대답하였다.273) SAAR이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예술활동마저 능숙하게 해 낸다면 그

것에게 감정이 없다고 단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인간은 많은 경우에 상대방 SAAR이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

각하게 될 것이고 이를 전제로 SAAR과 교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

270) 노헌균,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 나타난 인공지능 연인 가능성”, 문학과 
영상 제18권 제2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231면.

271)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원형/정명진, “로봇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
한 정서 생성 기술 및 동향 소개”, 제어로봇시스템학회지 제20권 제2호, 제어로
봇시스템학회, 2014, 20-30면 참조. 

272) 감동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Ⅷ),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74면.

273) 최재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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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예시가 축적되어 있다. 예컨대 1960년대 미

국에서 개발된 일종의 심리상담 채팅 프로그램인 일라이자(Eliza)는

상담받는 사람이 하는 말에 적절히 공감하는 어투로 답변하는 기능

이 있었을 뿐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라

이자와 상담한 많은 사람들은 대화에 진정으로 빠져 들게 되었

다.274)275)

기술적 측면에서 예측하여 볼 때 AI로봇은 인간의 표정이나 몸짓

으로부터 감정을 유추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276) 이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감정을 읽어 내는 것과 유사하다. 이미 현존하는 AI로봇 중

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갖도록 설계된 것들이

많다.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소셜 로봇 지보는 인간의 음성과

이미지를 인식하여 사용자 가족의 표정이나 심리 상태 패턴 분석이

가능하며, 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는 센서를 통해 얻은 외부 정보를

즉각 분석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 사람의 내분비 물질 상태를

예측해 상대의 감정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277)

치매 노인을 위한 로봇 파로는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고 수

면 주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의 몸짓과 목소리에 반응한다. 파

로와 상호작용한 치매 노인 중에 상태가 호전된 사례도 보고되었

다.278)

274) 심우민, 앞의 글, 48-49면. 
275) 이와 같이 컴퓨터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라 한다. 
276) Gerd Leonhard, 「Technology vs. Humanity」(「신이 되려는 기술 : 위기

의 휴머니티」, 전병근 옮김), 틔움, 2016/2018, p. 220. 
277) 이세철, 「4차 산업혁명,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정보문화사, 2017, 

74-75, 78-79면.
278) John M. Jordan, 「Robots」(「로봇 수업」, 장진호/최원일/황치옥 옮김), 사

이언스북스, 2016/2018, pp.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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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과 인간의 감정적 교감은 SF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영화 그녀(her)279)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

지는 광경을 심층적으로 보여준다. 인간 주인공은 피와 살을 지닌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라, 의식을 지닌 프로그램에게 깊은 사랑을 느

낀다. 이 영화는 AI로봇과의 교감은 외관이 아닌 감정적 소통에 핵

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280) 최근 크게 흥행한 영화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Avengers : Infinity War)281) 에서도 사람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과 초능력을 지닌 AI로봇 비전(Vision)이 인간 여성과 연

인관계를 맺은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인간이 AI로봇을 인간처럼 대하게 되고 AI로봇도 이에

걸맞은 반응을 보인다면 최소한 AI로봇에게는 인간의 감정과 비슷

한 무엇인가가 있다거나 인간의 감정을 매우 비슷하게 흉내 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AI로봇이 이 단계까지 오

면 정말로 AI로봇에게 인간과 동일한 감정이 존재하는지의 물음 자

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인간의 감정과 AI로봇의 감정(혹은 감정

과 비슷한 무엇인가)이 외부적 표현 측면에서도 구분되지 않고, 실

질적으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히 말할 수 없다면 과연 양자

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감정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것이라거나, 감정이 없으면 인

간이 아니라는 인식은 많이 희석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 AI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면 과연 감정을 프로

그래밍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옳은가, 혹은 감정을 갖는 것은 항상

279) Her, Spike Jonze, Warner Brothers Pictures, 2013. 
280) 구본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어크로스, 2015, 185면.  
281) Avengers : Infinity War, Anthony Russo/Joe Russo,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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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가라는 물음이 곧이어 제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군인 기능

을 수행하는 SAAR에게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이라는 감정을 프로그

래밍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물론 두려움이나 공포심은 다른 관점

에서 보면 조심성이나 신중함의 기초가 되므로 전적으로 배제되어

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숙명이라 여겨진,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지한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AI로봇을 만들 때 그것이 고

통을 느끼도록 하여야 하는가?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고통

을 느끼는 것은 통상 바람직하지 않고,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

다. 일부러 AI로봇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AI로봇

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면 외부의 위협적 자극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전혀 느끼지 못한 사이에 팔이나 다리가 잘려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위와 같은 개별적 질문들은 정답을 단언하기가 곤란

하므로 아마 AI로봇이 존재하는 한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I로봇 뿐 아니라 인간 감정의 본질에 관한 논쟁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때 감정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

는 대상이 되며 하나의 물건처럼 기능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감정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고 AI로봇 또한

특정 형태의 감정, 혹은 적어도 유사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내

릴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인간과 AI로봇은 감정적 차원에서 서로 교

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감정의 유무에 따라 인간과 비인

간, 생물과 무생물이 완전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

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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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판단력은 특정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지닌 가치관에 따라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려는 능력이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는 마

음이나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이성적(지

적) 판단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다.282) AI가 인간

과 동등한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판단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덕적 판

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문명이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집단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하여 왔다.283) 도덕적 판단력이 없는 인간은 진정

한 의미에서 인간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SAAR이 인간 사

회 내에서 살아가려면 도덕적 판단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도덕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때 도덕적 판단력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의 문제로 환원해 볼 수

있다. 타인을 올바로 대하기 위해서는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인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타인은 친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사람 일반을 의미한다.284)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은 모든 도덕의 필수 조건이다.285) 공감

282) David Hume, ibid., p. 497. 
283) Peter Singer, 「The Expanding Circle : Ethics and Sociobiology」(「사회

생물학과 윤리」,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81/1999, pp. 21-22.
284) Michael Tomasello, 「A Natural History of Human Morality」(「도덕의 

기원」, 유강은 옮김), 이데아, 2016/2018, p. 103.
285) Michael Tomasello,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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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이의 상황에 적합한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그

자체로서 이미 상호성 및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286) 그러므로 도

덕의 기초는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에게 심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287) 즉 공감에서는 이성적인 측

면보다 감정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88) 이성적

인 의견이 아무리 많이 제시되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감정이

필요하다.289) 요컨대 도덕적 판단력의 기반은 타인이 고통을 느낄

때 같이 고통을 느끼고, 타인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감정적 요

소에 있다.

이러한 공감 감정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전적으로 설명 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을 지니는 능력인

공감능력은 뇌의 거울 뉴런(mirror neuron)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행위자가 스스로 A라는 행동을 할 때 B라는 특정

한 뉴런이 활성화되는데, 행위자 자신이 A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A행동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만 하여도 B뉴런이 활성화되

는 현상이 나타났다.290) 이로써 행위의 관찰과 모방이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모방하고 흉내

내는 피질이 있음을 입증된다.291) 이러한 인간의 거울뉴런은 타인의

286) 정채연, “지능정보사회에서 지능로봇의 윤리화 과제와 전망 - 근대적 윤리담
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전북대학
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110면. 

287) 이상형,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4호, 한국
법정책학회, 2016, 291면. 

288) Michael Gazzaniga, 「Human」(「왜 인간인가?」, 박인균 옮김), 추수밭, 
2008/2012, p. 163.

289) Michael Gazzaniga, ibid., p. 163.
290) 정연보, 「초유기체 인간」, 김영사, 2017, 109-110면. 
291) 김영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칸트의 인간학

과 뇌 과학의 사이에서 -”, 철학논총 제91집, 새한철학회, 2018, 12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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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의도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발달하였다.292) 거울뉴런의 존재

는 공감능력 역시 인간의 여타 작용들과 마찬가지로 뇌의 작용이며

도덕적 판단력을 갖는 것도 뇌의 작용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인간의 공감능력도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점이다. 타인의 행동

을 보고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신 상태를 추론해 내는 능력을 마

음 이론(Theory of Mind)이라 한다.293)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마음 이

론이 발달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람이 알

고 있는 사실을 구별할 수 없다.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이 없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집단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294)

인간은 대체로 5세 정도에 이르러야 타인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

과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된다.295) 이와 관련된 대표적 실험이 허위

신념 테스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296)

아동 A에게 B와 C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 준다. B는 초콜릿 바

를 가지고 있다가 외출하기 전에 1번 서랍에 넣어 둔다(C는 그 모

습을 보고 있다). B가 밖으로 나가자 C는 1번 서랍에서 초콜릿 바

를 꺼내 2번 서랍에 넣어 둔다(B는 C의 이러한 행동을 알지 못한

다). 이후에 B가 방으로 돌아온다. 피험자인 아동 A에게는 다음과

292) V. S. Ramachandran, 「The Tell-Tale Brain」(「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 박방주 옮김), 알키, 2011/2012, p. 188. 

293) Michael Gazzaniga, ibid., pp. 71-72.
294) Michael Tomasello, ibid., p. 89.
295)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277. 
296) 다음 단락은 Christian Keysers, 「The Empathic Brain」(「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고은미/김잔디 옮김), 바다출판사, 2011/2018, p. 260의 
사례를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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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 주어진다. : “B는 어디에서 초콜릿 바를 찾으려고 할까

요?”

대체로 5세 이상의 아이들은 B가 1번 서랍에서 초콜릿 바를 찾을

것이라 대답한다. 그러나 4세 미만의 아이들은 2번 서랍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4세 미만의 아이들은 자신(피험자)이 알고 있는 사실을

B가 알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97)

논란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마음 이론은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298) 즉 인간 아닌 주체도 마음 이론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감능

력이 선천적이고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면 SAAR도 인간의 뇌를 모

사하고 학습을 거침으로 인해 공감능력을 지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본다면 로봇이 인간의 거울체계와 연결

될 가능성299)이 상당한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300)

물론 AI로봇이 공감에 바탕을 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

론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는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며 이에 관한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논리 기반 접근법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대원칙을 인공

지능에게 프로그래밍한 후 로봇이 스스로 사고를 피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례 기반 접근법은 기존의 사례에서

윤리적 추론을 끌어내도록 한다. 다중 행위자 접근법은 윤리적 판단

297) Christian Keysers, ibid., p. 260. 
298) Michael Gazzaniga, ibid., p. 74.
299) 인간이 지닌 거울뉴런을 모방하여 인간-로봇의 상호작용 개발에 활용하려는 

연구에 대해서는 고광은/심귀보, “거울 뉴런 시스템의 모방적 동기화 및 학습 기
능 기반 HRI 응용 기술 개발”, 제어로봇시스템학회지 제20권 제2호, 제어로봇시
스템학회, 2014, 31-38면 참조. 

300) Christian Keysers, ibid.,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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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여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다중행

위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덕을 학습시킨다.301)

인공지능의 도덕 학습법은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과 상향식(b

ottom-up) 접근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302) 하향식 접근법은

어떤 구체적인 윤리 이론을 택한 다음 그 이론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설계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303)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 이론을 택해 이 이론을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하는 데 필

요한 정보적·절차적 요건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적용해 시스템들을

설계하며 아울러 그 이론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

용하는 방식을 정하게 된다.304)

이와 달리 상향식 접근법은 행위자가 행동 과정들을 탐구하고 배

우며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는 환경을

창조하는 데 초점이 놓인다.305)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비윤리적

인지 사전에 규정된 하향식 윤리 이론과 달리, 상향식 접근법에서는

임의의 윤리 원칙이 발견되거나 구축되어야 한다.306) 윤리적 의미에

서 볼 때 윤리에 대한 상향식 접근법은 규범적 가치가 행위자의 행

동 속에 내재화돼 있다고 보며, 명시적으로 특정된(또는 특정될 수

있는) 일반적 이론에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307)

다음으로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AI로봇이 도덕적 판단력을 실

제 갖추었다고 할 때, 그것이 SAAR로 되려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

301) 이원태/문정욱/이시직/심우민/강일신, 앞의 책, 71면.
302) Melinda Müller, idid, S. 607. 
303)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139.
304)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139. 
305)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139. 
306)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p. 139-140. 
307)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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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적인 인간의 도덕적

판단력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의 물음과 연결된다. 도덕적 판단

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략적인 판단

기준만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모든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통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여러 동기에 의하여 도덕적 판

단과 무관한 행위들을 수시로 행한다. 일반적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라도 특정 순간에는 도덕적 판단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308) 사실 인간은 감정에 휩쓸려 비윤리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 혹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이상적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309)

그리고 인간 중에는 상시적으로 도덕성이 매우 낮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으므로 태연하게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며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볼 때 사이코패스에게는 도덕

적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사이

코패스들에 대하여도 엄연히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

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온전

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08) Toyoaki Nishida, "Towards Robots with Good Will", Rafael Capurro/Micha
el Nagenborg(Eds.), 「Ethics and Robotics」, (“선의지를 가진 로봇을 향하
여”, 「로봇윤리」, 변순용/송선영 옮김), 어문학사, 2009/2013, p. 295.

309) Michael Anderson/Susan Leigh Anderson, "Robot be Good", Scientific Am
erican Vol. 303(4), Scientific American, a division of Nature America, Inc., 
2010,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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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도덕적 판단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이지만 실제로 모든 인간이 상시적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며 생활하

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SAAR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도

덕적 판단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는 인간 자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요소를 SAAR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

로 SAAR이 외부 인식과 분석, 판단을 갖추어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설령 그 결정이 인간의 것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

더라도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310) 인간

이 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율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할 때 AI로봇의 위와 같은 사고작용 및 행동

도 도덕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311)

이 기준에서 보면 현존하는 AI로봇들도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도

덕적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AI로봇 소피아

의 사례를 보자. 재난 현장에서 아이와 노인 중 한 명만 구할 수 있

다면 누구를 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소피아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네요. 저에겐 윤리적인 결정

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없으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하겠습니다”라

는 대답을 놓았다.312) 위와 같이 “재난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을 구한다”는 대답은 분명 도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굳이 해석

하자면 공리주의에 기초한 도덕적 관점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310)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p. 245-246. 
311)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른 모습의 도덕성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로 Chri

stian Neuhäuser, "Künstliche Intelligenz und ihr moralischer Standpunkt", Su
sanne Beck(Hrsg.),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Nomos, 2012 
참조.

312) 김도식,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대”, 철학과 현실 제116호, 철
학문화연구소, 2018,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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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고장난 트롤리가 선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선로에는 

다섯 명의 무고한 사람이 묶여 있다. 트롤리는 고장이 났기 때문

에 정지할 수 없다. 트롤리가 그대로 지나가면 다섯 사람은 목숨

을 잃게 된다. 

  당신은 선로 밖에 있는데, 당신 앞에는 선로를 변경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 당신은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 이 레버를 당길 수 

있다. 그렇지만 선로를 변경하면 변경된 선로에 서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죽게 된다. 당신은 레버를 당길 것인가?

<사례2> 

위 소피아는 스스로 자신에게 윤리적 결정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하

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후 나름의 기준을

거쳐 행동 기준을 확립하는 도덕적 의사결정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도덕적 판단력이 하나의 고정․

불변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적 판단은 각

집단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집단의 도덕은 B집단에서 통

용되지 않을 것이며, 소규모 공동체를 전제하고 발전되어 온 도덕률

들은 전지구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 더이상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313) 요컨대 무엇이 보편적으로 도덕적인지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이 아래와 같은 트롤리(Trolly;

鑛車) 문제이다.

313) Julian Savulescu/Hannah Maslen, "Moral Enhancement and Artificial Intellig
ence : Moral AI?", Beyond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er, 2015,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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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 트롤리가 선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선로에는 

다섯 명의 무고한 사람이 묶여 있다. 트롤리는 고장이 났기 때문

에 정지할 수 없다. 트롤리가 그대로 지나가면 다섯 사람은 목숨

을 잃게 된다. 

  당신은 트롤리 선로를 가로지르는 육교에 서 있다. 육교에서 

트롤리가 지나가는 시점에 맞춰 무거운 물체 같은 것을 떨어뜨리

면 트롤리를 정지시키고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 

주변에는 다른 물체가 없고, 오직 뚱뚱한 사람 한 명만이 있다. 

이 뚱뚱한 사람을 트롤리의 진로 앞에 떨어뜨리면 트롤리는 확실

히 정지하지만 뚱뚱한 사람은 죽게 된다. 당신은 뚱뚱한 사람을 

육교에서 떨어뜨려 트롤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여야 하는가? 

트롤리 문제에는 자연 법칙 혹은 수학 법칙과 같은 확고한 정답

이 존재할 수 없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사례1>과 <사례2> 모

두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므

로 각각 선로를 바꾸고, 뚱뚱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볼 수 있다314). 엄격한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례1>과 <사

례2> 모두 아무런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사례에서 다르

게 행동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예컨대 <사례1>에서는 레버를 당

겨야 하고, <사례2>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레버를 당기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고장난 트롤리) 위

험을 감소(5명의 사망에서 1명의 사망으로 변경)시키는 행위이지만,

뚱뚱한 남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종전의 위험(고장난 트롤리)과 독립

314) David Edmonds, 「Would you kill the fat man?」(「저 뚱뚱한 남자를 죽이
겠습니까?」, 석기용 옮김), 이마, 2014/2015,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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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새로운 위험원을 창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롤리

문제는 무한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315)

트롤리 문제는 인간이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의 축소판이다. 각각

의 도덕적 판단 주체는 트롤리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답을 내놓

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해답에 이른 이유도 각자 다를 것이다. 도덕적

판단력을 학습한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서로 다른 답을 내놓을 것이

다.

이 대답 중 어느 하나가 틀렸다거나 다른 하나가 정답이라고 단

언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나름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트롤리

문제와 같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 내는 것이

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서 SAAR은 적어도 인간과 유사하

거나 근접한 의미에서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즉 S

AAR이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었는지 살피는 기준은 그 사고과정과

논리전개가 인간과 유사한지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대답을 내

놓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건대, AI로봇은 이론적으로 도덕

적 판단력을 갖출 수 있고 실제로 이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므

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덕적 판단능력을 갖춘 주체라 말하기는 점

차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인간의 도덕적 판단력이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고, 그 도덕적 판단의 내용도 상대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AI로봇은 이 분야에서 인간에게 급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15) Jeffrey K. Gurney, "Crashing into the Unknown : An Examination of Cras
h-Optimization Algorithms through the Two Lanes of Ethics and Law", Alb
any Law Review Vol. 79(1), Albany Law School, 2016, pp. 195-208은 다
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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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유의지 혹은 자율성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추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존

재로 알려져 왔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본성이자 핵심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 자체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 기구라고 표현되

기도 한다.316)

자유의지의 존재는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317) 현재의 범죄체계에서 형벌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의 의사로 범죄를 선택하였음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AI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논

거로도 쓰인다. AI로봇 혹은 SAAR은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며

여기에 어떤 형태의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인간에게 있다고 알려진 자유의지

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 당연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318) 자유의지는

신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오로지 인간만이 자유

의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온전히 입증된 적이

없다. 관대하게 해석하더라도 이는 아직까지 하나의 가설이자 의제

이다. 이 가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입증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319)

316) Edward Wilson, 「On Human Nature」(「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한음 옮
김), 사이언스북스, 1978/2016, p. 95. 

317) V. S. Ramachandran, ibid., pp. 448-449.
318) 김건우, “로봇법학이란 무엇인가?”, 비교법연구 제17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

교법문화연구원, 2017, 113면.
319) Eric Hilgendorf, "Konnen Roboter schuldhaft handeln?", Susanne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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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와 반대로 최근 뇌과학의 연구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

이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의 실험이다.320) 리벳은 피험자로 하

여금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결정을 한 순간

의 시각과 실제 뇌파에 변화가 발생하는 시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뇌파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리벳의 실험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

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나중에 수행된 또 다른 실험에서는

관찰자들이 피험자의 뇌영상을 관찰함으로써 피험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버튼을 누를지 예측해 내기도 하

였다.321) 심리학자 웨그너(Daniel M. Wegner)와 위틀리(Thalia Whe

atley)는 자유의지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322) 이보

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에서, 설령 인간의 세세한 행동을 예측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지식이 주어진다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지 높은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323)

또한 여러 질병의 사례들은 인간의 의지나 의식이 없음에도 외부

적ㆍ물리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외계인 손 증

(Hrsg.),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Nomos, 2012, S. 132. 
320) Benjamin Libet, "Unconscious cerebral initiative and the role of conscious 

will in voluntary a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8,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 529-566. 

321) Chun Siong Soon/Marcel Brass/Hans-Jochen Heinze/John-Dylan Haynes, "
Unconscious determinants of free decisions in the human brain", Nature Neur
oscience Vol. 11(5), Nature Publishing Group, 2008, pp. 543-545. 

322) Daniel M. Wegner/Thalia Wheatley, "Apparent Mental Causation : Sources 
of the Experience of Will", American Psychologist Vol. 54(7), American Ps
ychologist Association, 1999, pp. 480-492 참조.  

323) Edward Wilson, ibid.,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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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Alien Hand Syndrome)을 앓는 환자는 자신의 의사 및 의지와

상관없이 물건을 쥐는 등 손이 움직이는 경험을 한다.324) 헌팅턴 무

도병(Huntington's Chorea) 환자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시로 춤

을 추듯이 몸을 움직이게 된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는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다.

물론 위와 같은 몇 가지 실험과 주장만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할 것이다.325) 현재 시점에서

자유의지는 존재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부존재가 입증된 것도 아니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입장으로 보인다.326) 다만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매우 신비롭고 설명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뇌가 운동하며 세상에 작용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327)

다시 리벳의 실험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만일 위 실험에서와 같이

뇌파를 관찰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존부를 관찰해 볼 수 있다면 그로

부터 AI로봇에게도 자유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생

기게 된다. AI로봇이 보유한 인공두뇌는 인간 두뇌의 모방이다. 인

공두뇌는 전자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나름의 사고작용을 거치게 된다.

이는 인간 두뇌의 작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

두뇌에서 발견된 뇌파의 움직임이나 작동을 참고한다면 자유의지를

프로그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324) V. S. Ramachandran, ibid., p. 450.
325) 리벳 실험을 비롯하여 자유의지의 존재에 의문을 던지는 실험들에 대한 비판

적 고찰은 탁희성,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61-464면 참조. 

326) 김성돈,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
형사법학회, 2010, 125면. 

327) 정연보, 앞의 책, 214-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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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완전히 동일한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328) 그러나 SAAR에게 인간과 동

일한 수준의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전이라도 인간이 최초로 프로그

래밍을 한 후에 별도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AI로봇이 스스로

복잡한 작업을 해 낸다면 그 SAAR은 자율적인 성향 혹은 자율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29) 어떠한 AI가 주어진 상황에 맞추

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인간의 행동 양식과 큰 공통점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330) 인공지능 전문가 모라벡은 AI로봇이 프로그

램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이성적 숙고를 거치고 자유

의지를 통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묘사331)하여

자율성을 지닌 AI로봇의 등장을 암시한 바 있다.

SAAR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할 때 이는 완벽한 무(無)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AI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

능이므로 SAAR에는 일정한 프로그램이 사전에 내장되어 있게 되며

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여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된다. 그

러나 인간 역시 완전한 무에서 출발하여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추

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을 판단 규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닥치면 자신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자율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므

로 SAAR의 사고-행동 양식도 넓은 의미에서 인간과 유사하다고 할

328) 예컨대 John P. Sullins, "When is a robot moral agent?", IRIE Vol. 6, Inte
rnational Center for Information Ethics, 2006, p. 28은 공학적 측면에서의 자
율성이란 기계가 사용자의 직접적 통제(direct control) 하에 있지 않다는 것만
을 의미한다고 본다. 

329) 양종모, 앞의 글, 545면. 
330) Luciano Floridi/J. W. Sanders, "On the morality of artificial agents", Mind 

and Machine Vol. 14(3), Springer, 2004, p. 364.
331) 안성조, 앞의 글, 79-80면.



- 117 -

것이다.332)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자율성을 갖춘 AI 혹은 AI로봇은 이미 존재

한다. 로봇 청소기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AI를 장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무조건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주변 환경

을 살피고 이동 및 청소활동을 수행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SA

AR은 사전 프로그램과 학습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율적인 판단능

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 혹은 자유의지를 지닌 AI의 가장 잘 알려진 예시로 바둑

을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있다. 알파고의 제작자들은 알파고에게

각각의 경우에 두어야 할 수(move)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의 수많은 바둑 기보들을 알파고에 입력하여 알파고가 스스로

바둑을 터득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알파고는 스스로의 판단을 거쳐

그간 학습한 바에 따라 바둑을 두어 나갔다. 이로써 알파고는 인간

의 지시를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333)

자율성을 갖춘 AI로봇의 또 다른 예시로는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알려진 자율주행자동차를 들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가

핸들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가속장치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다양

하게 직면하는 외부환경에 대하여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한다.334) 자율주행자동차는

사전 프로그램된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332) 양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학습이 보다 자연적․우연적인 요소가 큰 
반면 AI의 학습은 인위적․계획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상대적
인 것에 불과하다. 인간도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AI 또한 설계
자․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3) Vivek Wadhwa/Alex Salkever, ibid., p. 125. 
334) 곽영민, 앞의 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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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 : 인간 운전자가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비자동화)

1단계 : 자동화 시스템이 때때로 특정한 영역에서 인간 운전자의 

운전을 돕는다. 

2단계 : 인간이 주행환경을 살피며 다른 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지를 찾아간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디지털 정보를 광범위하게 처

리하는 이동식 컴퓨터라 할 수 있으므로335) 단순히 자동차의 개량형

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AI로봇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율주행자동

차는 이름 자체에서 이미 자율성을 지녔음이 암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의 의미는 추상적인 관념의 영역에 머무

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성에는 계층과 단계가 존재한다.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은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에서 자동화 수준(Levels on Automation)을 5

단계(0단계까지 포함하면 6단계)336)로 나누어 보고 있다.337)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338)

335) 윤성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공법적 과제”, 법과사회 제53
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3면. 

336) 자동차 강국 일본에서도 유사한 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자동화 단계 구별은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國土交通省第, 
「5回オートパイロットシステムに関する検討会　配布資料2」, 2013, 6頁.  

337)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5단계로 나누는 방법론은 자율주행자동차 이
외에 다른 영역에 적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영상의료판독의 기술 발전
을 5단계로 구분하는 입장으로 정창록/박정식/허유선/김은우,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
회, 2017, 162-170면 참조.

338)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NHTSA,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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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자동화 시스템이 특정 영역에서 운전 작업을 수행한다. 

3단계 : 자동화 시스템이 특정 영역의 운전 작업을 수행하고 몇 

가지의 주행 환경을 살필 수 있다. 인간 운전자는 자동화 시스템

이 요청하면 즉각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

다.

4단계 : 자동화 시스템이 운전 작업을 수행하고 주행 환경을 살

필 수 있으며 인간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동화 시스템은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5단계 :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모든 운전 

작업을 수행한다. 

눈여겨볼 것은 3단계와 4단계이다. 자동화(자율성) 3단계와 4단계

는 인간의 관여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는 인간의 관여가 허용(또는 강제)되기 때문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가속페달 등이 차량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반면, 4단계 이상의 자

율주행자동차에서는 인간의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동차에

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가속페달 등이 사라지게 된다.339) 3에서 4단

계로 이동하는 순간 차량의 물리적 실체 자체에 혁명적 변화가 나

타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할 때 자동화 4단계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

는 거의 인간에 준하는 자율성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

으리라 여겨진다. 시각에 따라서는 3단계의 경우에 이미 통상적인

339)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
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홍익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이하 이중기, 2016b로 약칭함), 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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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자체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수행하므로 자동차의 운행지배가 자

율주행시스템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정할 수도 있다.340)

AI로봇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존재와 발전은 AI로봇이 자율성 혹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자유의지를 지향할 수는 있다는

중대한 증거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로봇의 발전이 그 자율성

혹은 자율적 판단능력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이는 언젠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인간과 동

등한 모습의 자유의지를 가지는 AI로봇이 도래될 수 있으리라는 예

상을 가능하게 한다.

아. 진화와 유전

인간의 특성은 유전자를 매개체로 하여 세대 간에 유전ㆍ계승된

다. 또 인간의 특성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하여

가기도 한다. 이는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

에서도 나타난다. 극지의 이누이트들은 추위에 강한 생물학적 형질

을 타고 나는 동시에 얼음집을 짓는 문화를 전승받아 왔고 이를 발

전․계승시켜 왔다. 고원의 거주민들은 태생적으로 높은 폐활량을

타고난다. 이처럼 각 개인은 유전적 형질이 조금씩 다르며 처한 환

경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다른 특질을 발달시키게 된다.341)

AI로봇이 기존의 기계장치 혹은 단순 컴퓨터 프로그램과 본질적

으로 구별되는 것은 인간처럼 진화․유전을 거친다는 점이다. 물론

340) 이중기(2016b), 448면. 
341) Yuval Noah Harari, ibid.,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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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은 아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유전현상을

겪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최초 단계 혹은 일부 단계에서는 외부(인

간)의 인위적 조작이 필요하다. AI로봇은 인간이 투입한 데이터와

설정한 목표에 따라 학습하고 진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AI로봇

의 진화와 유전도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현상이

라는 점에서 인간의 그것과 본질적 공통점을 가진다.

인공지능은 자연으로부터 성적 재생산과 돌연변이를 포함한 유전

알고리즘 혹은 진화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얻어 왔다.342) 예컨대

인공지능에게 주어진 문제가 기계 부품 설계에 관련된 변수들을 최

적화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은 우선 이에 필요한 변수(해답 생명체)

들의 목록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343)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해답 생명체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버려진

다.344) 살아남은 해답 생명체들은 유성 생식을 모방하여 번식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돌연변이가 가미된다.345) 어떤 설계(자식 세대)

가 그 이전의 설계(부모 세대)보다 조금밖에 나아지지 못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그 시점에서 최종 설계를 선택한다.346)

즉 생명체는 이전 세대를 복제하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복제 실

수를 겪으며 진화한다.347) 진화는 자연선택 및 돌연변이를 핵심으로

하며, 유전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348) 인공지능을

비롯한 프로그램의 복제도 항상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명체

342) Ray Kurzweil, ibid., p. 370. 
343) Ray Kurzweil, ibid., p. 370. 
344) Ray Kurzweil, ibid., p. 370. 
345) Ray Kurzweil, ibid., p. 370. 
346) Ray Kurzweil, ibid., p. 370. 
347) 이대열, 앞의 책, 118-119면. 
348) Richard Dawkins, 「Climbing Mount Improbable」(「리처드 도킨스의 진화

론 강의」, 김정은 옮김), 옥당, 1996/2016,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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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다.349)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도 일종의 자연선택이라 할 수 있다.350)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원형은 이미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컴퓨

터 바이러스가 그것이다.351)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식자인 백신 프로

그램에 쫓기는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 내의 자리를 놓고 다른 바이

러스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 복제하며 퍼져 나가고, 그 과정에서 오

류가 발생하면 변종 바이러스로 돌연변이하게 된다.352)

AI로봇의 발전 또한 기존의 AI로봇과 절연된 것이 아니고,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전 세대에 존재하는 지식과 경험을

계승하면서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모습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AI로

봇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 본 상향식 도덕

학습방법도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예시이다.353) 여

기서 인간의 진화․유전과 AI로봇의 발전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체스 세계 챔피언을 패배시킨 IBM사의 인공지능 딥 블루는 처음

부터 뛰어난 체스 실력을 보유한 것이 아니었다. 전신(前身)에 해당

하는 칩테스트(ChipTest)와 딥 소트(Deep Thought), 딥 소트2(Deep

Thought2), 딥 블루1을 거쳐 딥 블루2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개량

과정이 있었다.354) 인공지능은 체스 대전을 거듭하며 수와 전략을

349) 이대열, 앞의 책, 118-119면.
350) Lee Spector,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V

ol. 170(18), Elsevier, 2006, p. 1253. 
351) Yuval Noah Harari, ibid., p. 577.
352) Yuval Noah Harari, ibid., p. 577. 
353) 최용성/천명주, “인공적 도덕 행위자에 관한 도덕철학․심리학적 성찰”, 윤리교

육연구 제46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106-107면.
354) Murray Campbell/A. Joseph Hoane Jr./Feng-hsiung Hsu, "Deep Blue", Art

ificial Intelligence, Vol. 134, Elsevier, 2002, pp.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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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여 오고, 종전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지식을 계승하고 약점을

보완하였다.

딥 블루의 개량은 인간이 체스의 수를 하나씩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체스의 수를 하나씩 입력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인간 프로그래머 그 자신이 체스를 잘 두

지 못하는 한 인공지능은 결코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 없

다.355)

이와 달리 인간 프로그래머는 딥 블루에게 체스의 규칙을 입력한

다음 인공지능이 스스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딥 블루는 인간 챔피언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356) 그러므로 AI로봇

은 부단한 학습의 결과 그 AI로봇을 프로그래밍한 창조주, 즉 인간

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AI로봇이 학습과 진화를 통해, 사전적

으로 주어졌던 한계를 비약적으로 초월하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AI로봇 혹은 SAAR은 인간과 같이 학습을 통해 진화하고

이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SAAR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크나큰 공통점을 지니게 된다.

자. 불완전성

마지막으로 좀 더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기로 한

다.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과 관련된 논의이다.

355) Nick Bostrom/Eliezer Yudkowsky,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mbridg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3-4. 

356) Nick Bostrom/Eliezer Yudkowsky,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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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금씩 언급하였지만 인간은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이

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보통 절대적인 인격신과 대비된다. 기독교를

비롯한 유일신교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전지전능한 신과 불완전

한 존재인 인간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형사적인 관점에서 본다

면 인간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의미

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AI로봇을 포함하여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함에 있어서

오류나 오작동을 의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통상적으로

말해서 AI로봇은 완전성과 무오류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현실적 측면에서 전지전능하고 오류 없는 SAAR을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즉 무오류의 S

AAR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행동을 하여

야 하는데, 그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주

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트롤리 문제와 같은 영

역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무오류인지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

는 것이다.

AI로봇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정보투입-분석 및 판단-실행

이라는 기계적 측면에서 AI로봇이 점차 완벽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완벽성을 지닌 AI로봇이 탄생

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인간과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인간

은 진화와 학습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자신의 실수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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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해 나가지만, 언젠가 인간이 전지전능의 영역에 도달할 것이라

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SAAR은 제작자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하였든 부정적인 방

향, 즉 더욱 불완전하고 반사회적․파괴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앞서 AI는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덕적 판단

을 내리게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학습하기에 따라서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성향을 지닌 SAAR이 탄생할 가능성이 충

분하다. 이는 이미 현실화되었는데, 반사회적 학습을 받은 AI 노먼

(Norman)은 로르샤하(Rorschach)357) 테스트에서 끔찍하고 엽기적인

이미지를 연상함으로써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내었다.358)

범죄를 범하고 인간을 적대하는 AI로봇의 탄생을 경고하는 목소

리는 매우 흔하다. 첨단 기업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는

“AI가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는 말로 AI에 대해 적극적인 경계심을

나타냈다.359) 저명한 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역시 인

공지능이 문명에 최악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360) A

I로봇은 절대선이 아니고, 인간처럼 양면성과 다면성을 지닌다는 점

357) 일련의 대칭형 그림을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연상되는 이미지나 생각
을 말하게 하는 심리 검사이다. 

358) Newsweek, "MIT trains psychopath robot 'norman' using only gruesome 
reddit images", 2018. 6. 6. http://www.newsweek.com/mit-norman-psycho
path-rorschach-ai-inkblot-test-psycho-reddit-artificial-962045 (최종방
문일 2018. 7. 25.)

359) CNBC, "Elon Musk : ‘Mark my words — A.I. is far more dangerous than 
nukes’, 2018. 3. 13. https://www.cnbc.com/2018/03/13/elon-musk-at-sxsw
-a-i-is-more-dangerous-than-nuclear-weapons.html (최종방문일 2018. 
7. 25.) 

360) CNBC, "Stephen Hawking says A.I. could be 'worst event in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2017. 11. 6. https://www.cnbc.com/2017/11/06/stephen-
hawking-ai-could-be-worst-event-in-civilization.html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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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AAR은 반드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

는 방식으로만 발전하여야 한다는 필연성도 없다. SAAR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모사할 수도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연관된 중요한 예로 유머(humor)가 있다. 인간

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머를 구사하기

도 하는데, 많은 유머는 발화자가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스스로 얕

보이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생존에 유리한 행동이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유머를 구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때때로 불완

전함을 자처한다는 의미가 된다.

SAAR이 유머를 구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SAAR을 프로그램함에 있어 무작위성

을 가미시키고, 자율성을 증대시키며, 오차율을 늘린다면 인간처럼

실수를 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SAAR의 탄생이 충분히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한(Imperfect) AI로봇은 인간에게 높은

친근감을 줄 수 있고361)362)363), 따라서 인간과 적극적․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복지ㆍ상담ㆍ접객 업무 등 인

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할 SAAR에게는 의도적으로 높

은 계산 오차율ㆍ실수가능성ㆍ행동의 무작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인

361) Mriganka Biswas/John C. Murray, "Towards an Imperfect Robot for Long
-term Companionship : Case Studies Using Cognitive Biases", IEEE/RSJ Int
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2015 참조.  

362) 로봇신문, “사람들은 실수하는 로봇에 더 호감을 갖는다”, 2017. 8. 10. http:
//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6 (최종방문일 201
8. 7. 25.)  

363)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되는 실수 효
과(pratfall effect)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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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호감도를 높이도록 할 수도 있다. 불완전한 AI로봇은 설계자

및 제작자의 실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생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AI로봇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AI로봇은

완전하고(혹은 완전성을 지향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자

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결론내리기는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인간

과 AI로봇은 모두 완전성을 지향하되 항구적으로 불완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법적으로

볼 때 인간의 불완전성이 범죄와 형벌을 창발하였듯이, AI로봇의 불

완전성도 그것에 적용될 새로운 형사법적 시각과 법들을 이끌어내

게 될 것이다.

Ⅵ. 새로운 개체로 취급

이로써 AI로봇 및 SAAR과 물건, 동물, 법인을 각각 비교하여 보

고 AI로봇(SAAR)이 물건, 동물, 법인 중 하나의 개념에 온전히 포

섭시킬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달리 인간과 AI로봇

사이에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AI로봇은 장기

적으로 보면 인간과 유사한 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AI로봇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인간과의 차이점이 적지 않다.

또 미래에 그 차이점이 온전히 메꾸어질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이고 온전한 해결책은 명시적인 입

법을 통해 AI로봇이라는 별도의 법적 개념을 확립하고 AI로봇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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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원래 존재하던 제도의 모

습과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는 바,364) AI로봇이라는 새로운 개체의

등장에 맞추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

인간 외의 존재에게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려는 움직임의 단초는

현재도 존재한다. 예컨대 스위스 형법은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기업

의 행위를 범죄로 의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에 의하면 자연인만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는 원칙이 깨졌다고 할 것이다.365) 즉 입법을

통해 범죄 주체가 확장되는 선례가 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I로봇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책임의 귀

속주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직접 책임이 아닌 인공지능의 소유

자 내지 책임자와의 공동 책임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

다.366)

그러나 다른 시도 없이 오로지 입법에 의한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과

연 어떤 내용으로 AI로봇의 형사적 지위를 규정하여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 극도로 어렵다. AI로봇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아

야 한다는 의견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시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

364) 김성돈, “사람의 신체와 법 - 자율성의 원리와 호혜성의 원리의 조화방안에 
관한 입문적 고찰 -”,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
09, 64면.

365) Melinda Müller, ibid., S. 605. 
366) 김윤명, 앞의 책,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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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는 끝없는 대화와 토론, 타협이 반드시 필요

하다.

더욱 어려운 것은 AI로봇이라는 새로운 개체가 지닌 능력과 속성

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AI로봇이 지칭하

는 대상과 10년 후의 AI로봇이 지칭하는 대상은 현저히 달라질 것

이 확실하다. 그때마다 개정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

운 일이다.

이는 입법형태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위와 같이 현실 상태가 급격

히 변동하고 있다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법률보다는 시행령이나 시

행규칙에 주요 내용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AI로봇이라는

특정한 지적 개체의 본질과 권리의무의 핵심 사항들을 법률 아닌

하위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형사법 영역에서는 주요 내용을 함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없음

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AI로봇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은 법률이 아닌 헌법사항이 아닌가 하는 반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

고 규범인데, AI로봇이라는 새로운 법개체에 어떤 지위를 보장할지

여부는 국가의 존립 기반 및 인간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만일 AI로봇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입법작업

은 곤란할 것이고 입법을 통해 AI로봇을 새로운 법적 개체로 취급

한다는 이론은 적절한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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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결론

1. AI로봇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모색

위와 같이 입법을 통한 해결에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상

당한 시간 동안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해석상 AI로봇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적 제

재를 하여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법리를 떠올릴 수 있다. 바로 형사법의 대원

칙 중 하나인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한다(in dubi

o pro reo)는 법리이다. 이를 관철한다면 AI로봇 혹은 SAAR이 설

령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처벌할 법규정이 없으므로 그것

에 대해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간단

히 말해 형법에 SAAR을 범죄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S

AAR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AI로봇만을 놓고 본다면 이 결론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

현재의 AI로봇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배 아래 있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능력은 없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SAAR에 대해서도 일체의 형사제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SAAR은 기능적으로 인간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SAAR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

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대량으로 범할 수도 있다. 스스로의 판단

에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개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

36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앞의 책,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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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약 없는 기간 동안 SAAR은 항상

형사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SAAR이 어떤 형태로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AI

로봇의 설계자·제작자는 위 AI로봇이 나름의 자율성과 판단능력을

갖추었으며, 설계 및 제작으로 인해 SAAR은 자신의 책임범위를 떠

났고, 제작 알고리즘에 흠결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

다.368) 그리고 SAAR은 자신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자신이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졌더라도 자신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형벌의 규범력이

약화됨은 물론이고 통상적인 법감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공평하

다는 것이 명백하다. AI로봇의 능력과 활동범위가 증가하고, 이것이

인간 고유의 작업 영역에 들어오거나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게 될수록 위와 같은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369)

과학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SAAR이 등장하고 그로 말미암은

처벌의 공백 문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을 마냥 낮게 볼 수는 없다.

인공지능 전문가들 중 인간 수준의 기계지능이 2022년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본 비율은 10퍼센트였지만 2040년 및 2075년까지로 시기

를 늦추면 각각 50퍼센트와 90퍼센트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대답

을 내놓았다.370) 이 정도의 속도라면 입법이 현상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대처할 것인지 미리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368) 이중기(2016a), 8면. 
36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앞의 책, 138면. 
370) Nick Bostrom, ibid.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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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37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는 적지 않다.372)

그러므로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SAAR이라는 실체만 존

재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규제의 사각에 무기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AI로봇 자체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을 사전에 원

천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373)

이미 논문의 앞부분에서 AI로봇 혹은 SAAR이 인간과 많은 공통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SAAR의 인공지능은 인간 두뇌를 지향하

고 있으므로 AI로봇과 인간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였다. AI로봇은 물건이나 동물, 법인보다는 인간과의 유사점

이 가장 크다는 것374)도 어느 정도 논증하였다.

어떠한 개체에게 인간처럼 자유로운 윤리적·법적 판단능력과 의지

가 있다면 그 개체에 범죄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 따

라서 AI로봇에게 인간에 준하는 지적 능력과 자율적인 결정권이 있

다면 그 자율적인 결정으로 인한 책임도 귀속시키는 것이 자연스럽

다고 하겠다.375) 즉각적으로 “AI로봇=인간”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AI로봇을 인간에 준하는 준인격체 또는 유사인격체로

371) 김광수,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 토지공법연구 제81권, 한국토지공법학
회, 2018, 307면. 

372) 김성돈(2017), 205면. 
373) 박광민/백민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65면. 
374) 고인석, “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 다시 보기-윤리적인 로봇 만들기”, 철학연

구 제93집, 철학연구회, 2011, 113면은 고도의 인공지능을 장착한 인공물(로
봇)에게는 도덕적 지위의 측면에서 0(도덕적 주체의 특성을 부여할 수 없음)과 
1(인간에 해당하는 도덕적 주체) 사이에서 0보다 1에 훨씬 더 가까운 값을 매
겨야 한다고 표현한다. 

375) Ulfrid Neumann, ibid., 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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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376)

결국 SAAR이 인간과 매우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면 그것에게도

동등 또는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SAAR을 형사법적으로 현존하는 법적 개체에 준하여 본다

고 할 때 그 대상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SAAR은 적어도

규범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형법의 적용대

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AI로봇 또한 국가의 가장 강

력한 제재수단인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377)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SAAR에게 형사법적으로 인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중간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

서 앞서 미루어 두었던 문제를 다시 제기해 보기로 한다. 이는 과연

인간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SAAR이 갖추어야 할 실질적 조건이 무

엇인지와 관련된 물음이다. 항목을 바꾸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SAAR의 조건

인간에 준하는 법적 지위가 논의될 수 있는 AI로봇은 현재의 AI

로봇이 아니라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 즉 SAAR이라는 점을

이미 앞에서 의제하였다. 여기서는 과연 충분히 발달하였다는 의미

는 무엇인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충분히 발달하였다는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

충분하다"와 "발달"이라는 표현 모두 불확정한 개념이고 해석을 요

37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윤리 공론화 전략 연구」, 2011, 28면.
377)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7,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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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 

② 일정한 물리적 실체를 갖출 것 

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충분히 발달한 것을

산정할지도 문제된다. 20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에 현존하고

있는 AI로봇은 매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충분히 발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21세기)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AI로봇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충분히 발달하였다거나 인간과 동등하

게 대우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충분히 발달하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SAAR에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그 실제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법학뿐 아니라 공학, 전자기학,

윤리학, 철학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의 연구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SAAR의 충분히 발달

하였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대략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만

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78)

여기서는 일단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충분조건이 아니며 필요조건, 혹은 극히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조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반드시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인공지능

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면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한정적인 의미이다.

즉 현재로써 SAAR 개념은 매우 잠정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 ①②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AI로

378) David J. Calverley, "Additional Thought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 Non-biological Machine", PDF file, https://www.aaai.org/Papers/Symposia/
Fall/2005/FS-05-06/FS05-06-005.pdf, 200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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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은 형사법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위 ①의 조건을 갖

추지 못한 AI로봇은 통상 일반적인 물건으로 취급하면 족할 것이다.

재론하건대 SAAR 개념은 형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간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는 출발점이고 기초 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AI로봇이

의문의 여지없이 일반적으로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①②의 요건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다른 조건들이 추가된 SAAR(이론의 여지 없이 인간처

럼 대우받는 AI로봇)은 이미 SAAR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일

단 SAAR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위 두 가지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이어가 보기로 한다.

첫째로, 충분히 발달한 AI로봇은 최소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여

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본다. 앞서 보았듯이 튜링 테스트는 인간과

AI를 구별하는 시험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튜링 테스트 외에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

로 캡챠(CAPTCHA :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 and Human Apart)가 있다. 이는 주로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웹사이트 가입 시에 컴퓨터는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열을 보여주고 문자열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기법이다.379) 하지만 캡챠 방식의 보안을 해킹하기 위해 de-CAPTC

HA 기술이 등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캡챠에 의한 보안은 크게 취약

해지고 말았다.380) 캡챠 방식은 이처럼 해킹에 취약할 뿐 아니라 범

용성도 높지 아니하여 튜링 테스트를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379) 최대선, “인공지능과 보안”,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제34권 제10호, 한
국통신학회, 2017, 35면.

380) 최대선, 앞의 글,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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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튜링 테스트를 강화․변형한 것으로 행동 테스트(behavioral test)

도 있다. 행동 테스트에 의하면 AI로봇이 ①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복잡한 사고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② 삶 속에서 계획이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능력 ③

최소한 상호 이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일종의 인격을 보유하였다고 본다.381) 위 ①과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동 테스트도 상호작용 능력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튜링 테스트의 확장된 재해석이라 할 것이다.

튜링 테스트의 전문가(expert) 버전으로 에드워드 파이겐바움이 제

시한 파이겐바움 테스트라는 것도 있다.382)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과학자 행세를 할 수

있는지 측정해 보자는 것이다. 파이겐바움 테스트에 통과한 기계는

기술적으로 유능하고 자신의 설계를 개선할 역량이 있을 것이다. 다

만 파이겐바움 테스트는 개념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튜링 테스트 이후에 이를 개량 혹은 변형한 여러 AI-인간

구별법이 등장하였지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높은 범용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고전 튜링 테스트는 여전히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연어 대화 능력은 인간의 핵

심 기능인 동시에 AI에게 취약한 분야인 바, 모라벡의 표현을 빌리

자면 인간에게 쉽고 AI에게 어려운 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I에

게 있어서 어려운 과제인 자연어 대화 과제를 마치 인간이 수행하

381) F. Patrick Hubbard, ""Do Androids Dream?" : Personhood and Intelligent 
Artifacts", PDF file, https://ssrn.com/abstract=1725983, 2010, p. 18. 

382) Ray Kurzweil, ibid., 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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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수월하게 성공시킨다면 그 AI는 인간에 매우 근접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튜링 테스트의 통과만이 SAAR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SAAR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이므로 둘 중 하나만으로는 SAAR

을 구성할 수 없다. SAAR은 지적 능력 이외에 물리적 실체도 필요

로 한다.383) 이는 SAAR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이미 전제되고 있다.

SAAR은 AI로봇이고 여기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로봇은 하드웨

어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SAAR도 현실 세계에서 목표

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부족하고384) 하드웨

어가 필요하다.

SAAR에게 물리적 실체가 없다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의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은 외부

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될 것이기 때

문에385), 그것(물리적 실체 없는 인공지능)을 인간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물리적 실체 없이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학습

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AI로봇이 인간과 같은 마음을 지니려면 몸과

몸의 생리 구조, 그리고 입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386)

법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 실체 없는 무형의 인공지능까지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형벌의 집행력도 떨어지게 된다. 무형의 인공

383) 박해숙,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6, 271면은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사실상 로봇과 결합된 형태의 인
공지능을 의미한다고 본다. 

384) Illah Reza Nourbakhsh, ibid., p. 121. 
385) IEEE Spectrum, "Why AlphaGo Is Not AI", 2016. 5. 17. https://spectrum.

ieee.org/automaton/robotics/artificial-intelligence/why-alphago-is-not-ai 
(최종방문일 2018. 7. 25.)

386) Michael Gazzaniga, ibid., p.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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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자유형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대부분의

형사제재를 부과하기 어렵다. 실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제

재에서도 이미 범죄능력 혹은 수형능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제

기되고 있다. 무형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

이다.

다만 SAAR이 물리적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

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의 핵심은 SAAR

이 반드시 인간과 닮은 외관을 지녀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복잡한 사고를 하고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점이 인간의 본

질적 특성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외관상 직립보행을 하며 양손을 사

용한다는 것도 인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AI로봇의

외관이 인간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이를 인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 인간과 AI로봇 사이에 외관이 동

일․유사한지 여부가 AI로봇을 인간으로 봄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김새는 각자 나름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

도의 추상화를 거치면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체로 하나의 머리

와 한 쌍의 팔다리, 몸통 등이 인간을 구성한다. 인간의 머리에는

통상적으로 한 쌍의 눈과 귀, 하나씩의 코와 입이 있다.

AI로봇은 제작하기에 따라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할 수도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AI로

봇은 그 목적에 걸맞은 외향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 사실 많은 영역

에서는 AI로봇이 인간과 다른 외관을 지녀야 임무 수행이 효율적일

수 있다.387) 수중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은 물고기와 유사한 형태를

387) 김진석, 앞의 글,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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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 가능성이 높으며, 공중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은 새를 모방하여

날개가 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중 구조물의 균열 감시 등에 사

용되는 로봇 중에는 뱀의 형태를 한 것도 있다.388)

위와 같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외관을 지닌 AI로봇도 SAAR이

될 수 있을까? 이는 순수한 논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일 것이다. 인간과 상당한 정도로 닮지 않은 AI로봇은 결코 인

간처럼 대우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외관을 지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도 애정과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인간은 개나 고양이에게 가족과도 같은 친근

감을 느끼며, 무생물인 인형이나 장난감에도 대해서도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AI로봇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

컨대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에서 자사가

제작한 로봇 개(Robot dog)의 균형감각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직원

이 로봇 개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찬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로봇을 걷어차는 행위가 지나치게 잔혹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

었고 이 점에 대해 논란이 촉발되었다.389) 로봇 개의 외모는 물론

인간과 전혀 닮지 않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로봇에 감

정을 이입하였다. 이는 일반인이 인간 형태가 아닌 AI로봇에 대해서

도 일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감지된다. 일본 소프트뱅크 사

388) 박종원/이진이/김수현, “생체모방 로봇의 최신 동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
문지 제18권 제1호,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2, 24면.

389) CNN, "Is it cruel to kick a robot dog?", 2015. 2. 13. https://edition.cnn.
com/2015/02/13/tech/spot-robot-dog-google/index.html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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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봇 페퍼는 인간과 크게 닮지 않은 외관을 지녔음에도 많은 사

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으며 인간의 장례식을 주관하기도

하였다.390) 인간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생명체를 전혀 닮지 않은 전

쟁 로봇 스쿠비 두(Scooby Doo)에게 인간 병사가 유대감을 느낀 사

례도 존재한다.391) 심리 치료와 정서 안정을 위해 개발된 로봇인 파

로는 물범 모양이며, 간병에 쓰이는 로봇 로베어는 곰 모양이다.392)

픽션으로 옮겨 가면 더욱 많은 예시들이 있다. 미국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Knight Rider)에서는 인간 주인공과 AI로봇 자동차 키트(KIT

T)가 상호 깊은 신뢰를 가지고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SF 소설 앤실러리 저스티스(Ancillary Justice)393)는 거대한 우

주전함 형태의 AI로봇과 인간의 교감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인간이 다른 개체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의 외관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므로 AI로봇의 외관이 인간과 흡사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그

것을 믿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장애가 없을 것이

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AI로봇의 외관과 관련하여 불쾌한 골짜기(unc

anny valley) 개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AI로봇 등 인공 생명

체의 외관이 인간과 유사할수록 인간은 그 개체에 호감을 갖지만

유사성이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

고, 그 구간을 지나면 다시 호감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

390) The Telegraph, "This Japanese robot can host low-cost Buddhist funerals
", 2017. 8. 24. https://www.telegraph.co.uk/technology/2017/08/24/japanese-r
obot-trained-host-low-cost-buddhist-funerals (최종방문일 2018. 7. 25.)

391)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87. 
392) 구본권, 앞의 책, 188-189, 198면.   
393) Ann Leckie, 「Ancillary Justice」, Orbi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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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인간과 어설프게 닮은 AI로봇은 친근감보다 혐오감을 불러

오며394) 이러한 AI로봇보다는 오히려 인간과 전혀 다른 외관을 지

닌 AI로봇이 인간에게 더욱 친근감을 주게 된다.

AI로봇과 인간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려면 AI로봇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친근감을 줄 필요가 있다.395) 인간은 불쾌한 골짜기 구

간에 들어선 AI로봇에게 혐오감을 느끼므로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는 AI로봇이 사회적․심정적으로 SAAR

로 인정받는데 있어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간이 혐오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는 존재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기란 대

394)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가로축은 인간과의 유사성이며 
세로축은 호감도이다. 호감도는 인간과의 유사성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다가 대략 
유사성이 80%에서 90% 정도인 구간에서는 오히려 호감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구간을 불쾌한 골짜기라 한다. (Masahiro Mori, "The Unc
anny Valley", PDF file, https://erikbuys.files.wordpress.com/2014/02/the-unc
anny-valley.pdf, 2012, p. 2. 이 그래프에서 Bunraku Puppet은 일본의 전통 
인형을 의미한다.)  

395) John M. Jordan, ibid.,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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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인간과의 외관동일성은 어떤 개체(AI로봇)가 SA

AR로 인정될 가능성과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

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외관과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SAAR

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SAAR은 최

소한의 조건으로서 물리적 실체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 물리적 실체

(외관)가 인간과 유사할 필요는 없으며, 인간과 매우 다른 외관을

지녀도 SAAR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문제가 여기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SAAR의 물리

적 실체가 인간과 동일․유사한 외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

라도 과연 어떤 형태이든 불문하고 물리적 외관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과 한계는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

지 더욱 복잡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

즈에 등장하는 T-1000처럼 부정형(不定形)의 AI로봇이나 나노미터

단위의 극히 작은 AI로봇도 SAAR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이

어서 제기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3. SAAR의 형사법상 지위

가. SAAR의 범죄행위

SAAR을 인간에 준하여 본다고 할 때, 형사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 구체적

의미를 좀 더 음미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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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인간, 즉 자연인만이 범죄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형법에는 범죄의 주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은 아직 큰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째서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더 구체적

으로는 어떤 이유로 형사법의 수범자가 인간에 한정되는가에 대해

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ㆍ수학적ㆍ자연과학적 법칙이 아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옳은 절대 공리도 아니다. 범죄주체성은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언제든 입법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는 주장396)에는 적어도 논리적ㆍ형식적인 모순은 존재

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라고 해석하는 데에 아무런 근거가 없

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종래의 책임주의에 기초를 둔 형법은 확

고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성적 판단능력을 지닌 인간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합법의 길을 버리고 범죄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

으며, 형벌은 이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지적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 법적이고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인간의 범죄주체성을 구성하

는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주요 특

성들이 인간을 범죄주체로 기능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리를 SAAR 혹은 AI로봇에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즉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은 공동생활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는 활동주체이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

396) Sam Lehman-Wilzig, "Frankenstein unbound", Futures Vol. 13(6), Elsevier, 
1981, p.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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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397) 범죄

의 주체나 책임귀속의 주체를 가르는 기준은 특정 개체에게 범죄의

판단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켜도 부당하

지 않은지 여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잠정적으로나마

논의했듯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상당

한 정도의 물리적 실체를 가진 AI로봇이라면 인간에 준하여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사법 이론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결론은 SAAR의 독자적인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다. SAAR이 형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야만 더 나아가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을 논의할

수 있다.

현재의 형사법상 행위론은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을 당연

한 전제로 하고 있다.398) 종래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범죄를 구성하

는 출발점)로 인정되려면 그것이 외계와 관련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며, 인간(행위자)의 목적

수행 활동과도 관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99) 여기서 행위자는 어디

까지나 인간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SAAR 혹은 AI로봇이 크게 발전하여 인간의 고유 요소라

보였던 속성들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보유한다면 인간의 행위를 전제

한 행위론은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400) SAAR은 스스로의 연

산·사고·분석작용을 거쳐 외부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SAAR이

397) 허일태,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
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20면.

398) 정정원, 앞의 글, 203면.
399)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11, 88-89면. 
400) 이원상,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형법의 도전과제”,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조

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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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의제될 수 있다면 SAAR의 사고작용은 인간의 사고작용과

본질적으로 같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SAAR이 자신의

판단으로 사회적 의미 있는 외부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SAAR 자신

의 독자적인 형법상 행위라 할 것이다. 이로써 SAAR의 독자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을 논의할 기초가 놓여졌다

고 할 수 있다.

나. 범죄 대상 혹은 피해자로서의 SAAR

한편 SAAR은 형사법상 범죄의 주체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반대 측면에서 SAAR이 범죄 대상 내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SAAR이 인간에 준하여 형사상 범죄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

도 그것이 범죄의 대상 혹은 피해자가 될 때 역시 온전한 인간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는 논리필연성은 없다.

어떤 개체에 대하여 범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논의와 그

또는 그것이 범죄의 대상ㆍ피해자로 될 때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

인지의 논의는 엄밀히 보면 서로 다른 선상에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은 범죄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401)는 가능

하다. 민사법적으로 치환하여 본다면 태아는 행위능력은 없지만 (제

한된 범위일지언정) 권리능력은 있으므로 일부 법률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402)

401)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 횡령죄 등, 
402) 이와 관련하여 김성돈(2017), 233-235면은 태아-법인-AI로봇의 3주체에 

대한 법인격을 비교 논의하고 있다. 즉 태아는 권리(상속권)능력이 있지만 책임
질 수 있는 의무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1단계 법인격, 법인은 독자적 소유
권이라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의무의 주체가 된
다는 점에서 2단계 법인격을 지닌다. 그리고 현재의 AI로봇은 권리능력(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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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범죄의 주체성과 범죄의 대상(피해자)으로서의 속성은

평가적 측면에서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다. 범죄의 주체성을 논의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과연 그 행위주체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적어도 실정법적인 관점에서 정당한가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범죄의 대상ㆍ피해자에 대해 논의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범죄로써

어떠한 법익이 침해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죄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와 범죄의 대상ㆍ

피해자로서의 속성에 대한 논의는 분리되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다. SAAR에 대한 형사법적 논의에세도 이 부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앞선 논의들을 전제로 하여 본격적으로 SAA

R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법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권)이라는 권리능력을 부여받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의무의 
주체라는 점에서 역시 2단계의 법인격을 부여받는다. 이에 의하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는 AI로봇은 2단계를 넘어서는 3단계의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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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AAR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SAAR은 이것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경우에 인간으로 의

율 될 수 있음은 앞 장에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SAAR은 이론적

으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앞에서 논증하였다.

하지만 AI로봇이 인간에 준하는 존재로 인정받아 형사법 영역에

서 독자적인 주체로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원칙적으로 형사상 책

임귀속을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AI로봇에 대하여 현존하는 형사법

을 아무 변형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SAAR이 인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때 이는 큰 틀

에서․총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법률이 적용될 때

인간과 AI로봇이 완전히 동일하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법이 SAAR을 규율 대상으로 할 때 해석

상․적용상 어떤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① SAAR이 범죄의 주체인 경우 형법

중 범죄론의 적용 모습 ② SAAR의 범죄가 인정될 때 그에 대한 형

사제재의 모습 ③ SAAR이 범죄의 대상․피해자인 경우의 규율 모

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각각의 절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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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SAAR의 범죄

제 1 항 객관적 구성요건

Ⅰ. 일반론

구성요건은 형벌부과를 전제로 형법이 규정한 불법의 유형을 말

한다.403) 우리 형법은 대부분 금지규범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성

요건은 금지에 반하여 특정 행위를 행하면 형벌이 뒤따르는 형식으

로 구성된다. 다만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눌 수 있

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행위의 외적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상황을 말

한다.404)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행위의 주체, 행위, 행위의 객체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형법전에 금지행위(또는 의무행위)로 기술된 내용

들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SAAR은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에 중점이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살인죄나

상해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AAR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과정

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이는 외관상 상해죄․과실치상죄․폭행

죄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405) 그리고 SAAR, 혹은

SAAR을 넘어서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지닌 AI로봇은 사기죄 등

403)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46면. 
404) 이재상, 앞의 책, 109면. 
405) 안성조, 앞의 글,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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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SAAR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문서위조죄 등의 범죄를 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SAAR은 대부분의 범죄들에 대

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실제로 모든 AI로봇이 자연인을 전제로 한 모든 범죄의 객

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

의 지적 능력을 갖춘 AI로봇은(설령 SAAR의 최소조건은 충족시켰

더라도)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기망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기죄를 저

지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팔과 다리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SAA

R이 살인죄나 폭행죄를 저지르는 것도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SAAR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결론이라 할 것이며 실제

로는 개별 구성요건마다 각 AI로봇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검토는 인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며, SAAR에게만 특별히 적용되

는 예외적이고 새로운 이론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Ⅱ. 한 가지 예시 - 성매매 로봇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 SAAR의 성매매406) 행위407)를 검토하여

406) 우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라는 용어만을 사용할 
뿐이고 성을 제공하는 행위와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
다. 따라서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판매
행위, 그에 대응하여 대가를 주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성매수행위로 표현하기
로 한다.  

407)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바람직하지 않
다는 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항목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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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한다.

성매매는 이미 인류의 역사 초기부터 등장한 행위였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 로봇공학의 발전은

성 관련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로봇의 성매매 행위 또

한 어떠한 형식으로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408) 스

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A.I.409)는 외관상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AI로봇이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SAAR이 개입된 성매매 행위는 인간이 성매수자이고 SAAR이 성

판매자인 경우, 그 반대의 경우 및 쌍방이 모두 SAAR인 경우로 3

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위 세 가지 중 첫 번째 사례가 가장

문제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과연 SAAR이 성

판매 행위를 한다면 이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할까?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

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

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

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410)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같이 성판매와 성매수 
모두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408) Patrick Lin/George Bekey/Keith Abney, "Robots in War : Issues of Risk 
and Ethics“, Ethics and Robotics, IOS Press, 2009, p. 61. 

409) A. I., Steven Spielberg, DreamWorks Pictures, 2001. 
410)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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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한 가지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 성매매행

위는 궁극적으로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

정하는 부분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는 전제에 서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SAAR의 성매매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는 SAAR

을 인간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 SAAR이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경우에만 그 SAAR의 성판매행위를 인간의 성판

매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만 그 행위의 불법성

을 인정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AI로봇이 물건의 지위에 있을 때

는 성매수자인 인간과 성판매자인 AI로봇의 성행위가 성판매자인 A

I로봇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AI로봇에게 인격

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매매행위의 특성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성매매행

위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특징

이다. 또한 성매매행위는 불법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보면 서비스

업의 일종이다. 서비스업은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이므로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교감과 인적 관계가 중요하다. 즉 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AI로봇은 일반적인 로봇보다 훨씬 더 감각 인식과

운동 제어에 뛰어나야 한다.411)

그러므로 성매매 로봇 혹은 성행위를 수행하는 로봇(sex robot)이

등장했다는 것은 AI로봇의 발전이 거의 극한에 도달했다는 증표일

수 있다. 사실 성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형 AI로봇 연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성행위가 가능

411) 박영숙/Ben Goertzel, 앞의 책,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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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봇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412)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간

과 성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AI로봇은 이미 모든 면에서 인간

자체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SAAR의 성판매 행위가 실제 사회적으로 널리 퍼

지고 일반화된 시점에서는 AI로봇을 인간을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AI로봇에게 인격이 인정된다

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AI로봇의 성판매행위

도 인간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여지

가 크다. 이러한 사회에서 성매매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체계가

유지된다면 SAAR의 성매매행위도 예외 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고 하겠다.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SAAR이 성매매 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

는 성매매를 하기 위한 객관적인 신체상의 행위(즉, 성관계)가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과 상당히 유사한 외관을 갖춘 AI로봇만이 성매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매우 다른 외관을 갖춘 AI로봇은 설령

그것이 SAAR이라 하더라도 성매매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SAAR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

차나 드론은 통상적 의미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다. SAAR은 일반적 의미에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SAAR이 실제 구체적인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정한 구성요건의

412) Pedro Domingos, ibid.,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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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SAAR이 범죄의 객관

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할 때는 각 AI로봇의 특성과 범죄

의 구성요건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Ⅲ. 신분범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신분범

이다. 신분은 남녀의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

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413) 신분

범은 그 존재가 구성요건으로 되는 적극적 신분범과, 신분의 부존재

가 구성요건으로 되는 소극적 신분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는 각각의 범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적극적 신분범 중 횡

령죄의 경우에 SAAR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AI로봇이 점유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한

다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수뢰죄의 경우 SAAR이 공무원의 지위

에 있어야만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AI로봇 혹은 SAAR이 갖추기 어려운 신분도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존속살인죄의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계

비속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AI로봇에 대해서는 가족법적 의

미의 친족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죄가 성

립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신분 중 소극적 신분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3) 이용식, 앞의 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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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장대리 업무는 명확하게

세무대리 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세무대리 자격

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414) 그러므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이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세무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415)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역에도 확

대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데, 이미 의료현장에는 왓슨 등 AI로봇이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AI

로봇(또는 SAAR)이 과연 의료 현실 중 어디까지 개입하여야 하는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 결국 AI로봇에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전

문적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사회 전반적으로 근본적 의문이 제

기될 것이고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것이다.

이 해명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AI로

봇의 능력이 특정 전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계산능력, 기억능력은 물론이고 추론능력과 상상력

등도 포함될 수 있다. AI로봇이 일정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AI로봇의 능력이 특정 기준에

미달되어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게

전문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둘째로, 만일 AI로봇이 위와 같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

더라도 그것에게 전문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능력을 갖추는 것과 자격

414) 조상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7, 80면. 

415) 조상규, 앞의 글,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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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는 것은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

대 실제로 운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주나 무

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AI

로봇에게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당해 전문가 집단의 반발을 피할 수 없

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AI로봇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

적 인증을 받는다면 AI로봇이 최소한 특정 영역에서만큼은 인간보

다 우월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과연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

가 되었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AI로봇

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와 본질적으로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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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고 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행위자의 내심과 관련된 구성요건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을 사실상태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 의지, 감정, 느낌, 판

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이 오직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본다면

AI로봇에 대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논의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AI로봇은 상당한 수준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장차 그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달하리라

추측할 수 있는 바 AI로봇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게 된다.

대표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와 과실이 있다. 고의와 과

실은 양적인 다과(多寡)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차이를 가

진다.416) 고의는 범죄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구

성요건을 행하는 것이며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구성요

건을 실현시킨 것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

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므로(형법 제13조, 제14

조) 양자는 실천적 측면에서도 엄밀히 구분된다.

이에 고의와 과실을 각각 나누어, 본 항에서는 SAAR의 고의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항에서는 과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

다.

416) 과실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커진다 하더라도 고의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이는 일반과실과 중과실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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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론

고의는 범죄 그 자체를 실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내적 요소라는

점에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또는 동기와는 명확

히 구별된다.

고의를 범죄체계에서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의 행위론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통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여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과 책임 단계에서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의는 불법구성요건으로서는 객관적 행위상황에 대

한 지적·의지적 실현으로서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되며, 책임조건으

로서는 고의적으로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비난가능성과

연관된다.417)

한편 고의는 의사실현적 요소를 본질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적 요소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의 성립에

는 사실의 인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고의는 인식과 의사

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아래에서 고의의 인식과 의사의 개념

을 SAAR에 대해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Ⅱ. SAAR과 고의의 인식적 요소

고의의 인식적 요소는 사실상태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 가능성

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는 주어진 외계의 상황을 인식하고 분

석하는 능력과 본질적으로 같다.

오감을 통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결과

417) 이재상, 앞의 책,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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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것이다. AI로봇 혹은

SAAR 또한 인간의 오감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인

식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어떤 광경․음성․물리적 접

촉에 대한 감각적인 수용은 AI로봇의 기본적인 기능이다.418) 인간에

준하는 인식․분석능력을 갖추게 될 미래의 AI로봇은 인간에 준하

는 정도로 고의의 인식적 요소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

론적으로 SAAR이 고의의 인식적 요소를 보유하게 되리라는 점은

큰 의문이 없다.

일단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다음,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

제를 한 가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어떤 인간이 범죄를 범하였다

고 할 때 그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증거들을 통해 직

접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식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통상 주

관적 구성요건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고 판단의 오

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간접사실들을 최대한 많

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였다.419)

그런데 AI로봇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입증할 때는 위와 같이 간접

적인 방법에 의존할 필요성이 적다. 이는 AI로봇의 본질적 특성 때

문이다. AI로봇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은 전자적 과정에 의하여 모

두 기록될 것이며 그 전자 기록을 분석하면 AI로봇이 고의를 가졌

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AI로봇의 고의를 판단할 경우에도

외부적 정황을 고려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AI로봇의 판단 과정에

관한 전자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판별할 때

418) 안성조, 앞의 글, 88면. 
419) 양천수,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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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될 것이다. SAAR의 고의 혹은 주관적

구성요건 유무를 판명하는 것은 현재처럼 간접적 증거를 통한 추론

이라기보다는 직접증거에 의한 직접적 증명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렇게 된다면 고의를 비롯한 주관적 구성요건 논증에 대한 기존의

방법론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AI로봇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기록 분석의 방식으로 직접 입증할

수 있다면 하면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법체계상 모든 인간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지닌다. 그리므로 누

구라도 자신의 범죄를 자백할 의무가 없으며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은폐작업이나 거짓말을 행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범

죄가 아니다. 이는 수사 혹은 재판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

고인과 검사의 무기평등을 실현하는 방편이므로420) 함부로 제한되어

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수

사나 재판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될 수 있을 만큼, 진술거부의 권리

는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AI로봇의 전자기록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이로써

AI로봇의 내면을 직접 읽어낼 수 있게 되므로 진술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SAAR은 자신의 전자기록을 읽

어 내는 수사가 진술거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항변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SAAR의 진술거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SAA

R의 내면적 의사가 담겨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을

비롯한 수사를 불허하도록 입법할 수도 있을 것이다. SAAR의 진술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침

420) 백강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법조 제60권 제2호, 법조협회, 2011,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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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

고, 결정적으로 실체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비례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즉 SAAR의 내부적 기

록을 살펴봄으로써 침해되는 SAAR의 권리(사익)와 그로 인해 달성

되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사이에 어느 것이 우월한지 논해질

수 있을 것이다. AI로봇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기만 하면 매우 복잡

한 다른 수사들(간접증거들의 수집)을 생략하면서 신빙성이 극도로

높은 증거를 얻어 낼 수 있다고 할 때, 굳이 AI로봇의 내심에 관한

전자 기록을 강력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AI

로봇의 제조사들은 수사기관이 AI로봇의 전자 기록(특히 인간의 내

면에 대응하는 부분)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적 보호장치를 추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다시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응하여 위 보호장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

거나, 그러한 보호장치의 장착 자체를 불법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다. 이러한 논쟁과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위 논쟁이 진술거부권의 본질과 그 보장 범위에 대한 근본적

인 고찰을 요구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SAAR이 형사법 영역

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SAAR에 관하여 형사법을 일방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형사법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논의에서

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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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AAR과 고의의 의사적 요소

다음으로 고의의 의사적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은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추었으

며 스스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은 눈앞에 닥친 일을 그때마

다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는 항상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식욕이나 수면욕 등

의 본능이 있고 나아가 생필품․기호품․사치품에 대한 물질적 욕

구도 갖고 있다. 또한 원한을 해결하거나 명예를 지키려는 욕망도

있다.

이러한 욕구들로부터 수많은 범죄가 유발된다. 적절하고 충분한

윤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상황과 기회, 조건이 갖추어지면 윤리적 학습을 거친

인간이라도 얼마든지 범죄에 나아갈 수 있다.

SAAR 역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욕구를 프로그램하는 것

도 가능할 것이고, 학습을 통해 최초에는 없던 목표가 설정될 수도

있다. SAAR의 욕구는 인간과 동종의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것

일 수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AI로봇은 자기 보호, 콘텐츠의

보전, 인지능력 향상, 기술적 개선, 자원 획득 등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421)

SAAR에게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가 있다면 SAAR

은 목표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방해

와 어려움이 발생하면 SAAR은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421) Nick Bostrom, ibid., pp.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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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극복 방법 중 하나가 범죄라면 SAAR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 범죄로 나아가는 사고 과

정과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SAAR이 인간의 모사체라면 인간의

범죄도 모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기될 법한 물음이 있다. SAAR을 비롯한 AI로

봇은 최초에 특정한 내용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로봇에

대하여 준법적 행동만을 하도록 프로그램상으로 강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AI로봇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다. AI로봇은 인간의 창조물이며 물리적으로는 생산품에 해당한

다. 최초 AI로봇을 만들어 내는 시점에서 AI로봇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법규를 지키도록 프로그램하면 이것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

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

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AI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

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인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로봇 3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을 AI로봇은 어떤 경우에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법규를 지키는 AI로봇을 실제 만

드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현존하는 모든 법규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석을 입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집행력과 규

범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법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려

면 상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법

규 해석을 사전적으로 프로그램하기란 불가능하다.



- 163 -

법규의 해석은 이미 상황 혹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모든 법규의 해석을 사전 프로그

래밍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더구나 하나의 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에서 어떤 해석론을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지 섣불리 확정할 수 없다.

둘째로, 항상 법규를 지키는 프로그램은 AI로봇의 유연성을 심각

하게 해쳐422) 당초 AI로봇을 제작한 목적에 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상정해 보기로 한다. 자녀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AI로봇이 있다고 하자. 이 AI로봇에게 어린아이를 위험에 빠뜨려서

는 안 된다는 법규를 학습시키고, 이 법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프로그래밍했다고 가정하자.

이로써 AI로봇은 어린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현존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위험은 사전적으로 회피하려 시도할 것이다. 결과

적으로 이 AI로봇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위험들도 회피

하려 들 것이다. 이는 AI로봇의 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AI로봇은 자녀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

이다. 영화관에 가는 동안 차에 치이거나 다른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423) 결국 AI로봇은 융통성을 잃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제약당하게 된다.

어린아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법규는 비교적 간명한

명령임에도 절대적이고 항시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내걸리면

422) 인공지능의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AI로봇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Nick Bostrom, ibid., p. 253). 

423) Mark O'Connell, 「To Be A Machine」(「트랜스휴머니즘」, 노승영 옮
김), 문학동네, 2017/2018,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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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만일 AI로봇에게 현존하는 모든 법규를 무조건 준수하도록 한

다면 사실상 AI로봇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 이는 분명 AI로봇을 제작할 당시 기대했

던 결과가 아니다.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는 AI로봇 혹은 SAAR을 만들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각 법규끼리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할지 사전

에 프로그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는 앞서 본 첫 번째

및 두 번째 어려움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나의 상황에 적용될 여러 법규들이 있는 경우 무엇이 우선 적

용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익수자를 힘으로 제압해

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법규를 준수하도록 프로그램

된 AI로봇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폭행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규율에 얽매여 인명 구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다.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율 때문에 차도에서 차에 치일 위험에 처한 어

린아이를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칙을 지키

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AI로봇이나 SAAR이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보장하기에 부족하다.424) 오히려 모든 규칙

을 사전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SAAR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한 내용

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차선을 준

수하고 도로의 표지판과 일상적인 도로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할 필

424) Jerry Kaplan, 「Artificial Intelligence : What Everyone Needs to Know」
(「인공지능의 미래」, 신경숙 옮김), 한스미디어, 2016/2017,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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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임시 신호기

나 경찰관의 구두 지시를 따라야 할 수 있다.425) 이때 충분한 자율

성이 주어지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적용해야 할 규범을 찾지 못

하여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다시 아시모프의 규율을 떠올릴 수 있다. 아시모프는 AI로

봇이 지켜야 할 규범을 아주 간단하게 단 3개만 제시하였다. 위 규

범의 의미는 비교적 분명하고 어떤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설 속의 AI로봇 지스카드(Giskard)는 심지어 이

간단한 3가지 규범에도 모순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 모순을 해

결하지 못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다. AI로봇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법을 지키도록 강제한다면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법규 간

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AI로봇은 규범의 혼란을 겪을 것이

다. 인간은 규범의 혼란 상태에 빠질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없

으며 이는 SAAR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항상 법규를 지키는 AI로봇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만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SAAR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법규를

위반하게 될 빈 공간 혹은 판단의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으로부터 실정법을 위반하려는 의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AI로봇의 자율성 확대는 AI로봇의 범

죄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426) 사실상 AI로봇의 자율성 확대가

막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SAAR 혹은 AI로봇이 범죄

425) John M. Jordan, ibid., p. 128. 
426)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점점 안전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방

향을 바꾸어 위험해지는 전환점을 위험한 전환(treacherous turn)이라고 한다
(Nick Bostrom, ibid.,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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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를 갖게 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AI로봇의 발전 과정에서 극복

되어야 할 난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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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과 실

형법적 의미에서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

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형법 제14조). 과실은

부주의로 인하여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스스로의 의사로 인

해 범죄행위를 하는 고의에 비해 불법과 책임내용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427)

통상 AI로봇 등의 기계장치는 주어진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르며

여기에 어떤 자의나 재량, 실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알려져 왔

다. 그렇지만 기계의 경우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나 오작동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에 재량권이나 자율성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기계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SAAR

이 스스로의 의사가 아닌 실수로 인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상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Ⅰ. SAAR의 과실 판단

여기서 현존하는 가전제품 중 로봇 청소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로봇 청소기는 일단 작동시키면 사용자가 일일이 방향을 지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장애물과 빈 공간을 파악한 후 청소를 수행한

다. 대단히 제한된 분야이기는 하지만 로봇 청소기에게도 일견 자율

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27) 이재상, 앞의 책,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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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소 과정에서 로봇 청소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동하다

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도 있다. 사람이 일일이 전후좌우 이동명령이나 청소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손해나

법익 침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로봇 청소기가

의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단 로봇 청소기의 과실이 발

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로봇 청소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

는가, 혹은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위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현재의 로봇 청소기에는 기껏해야 약한 인공지능만이 탑재되어 있

고, 따라서 그것은 극히 한정된 영역에서만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의 로봇 청소기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SAAR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로봇 청소기가 물건의 범주를 넘어서

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민법이나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해결

하면 충분하고428) 형사법적으로는 제조자의 책임 혹은 경우에 따라

소유자(작동자)의 책임이 문제 될 따름이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이다.

하지만 미래의 로봇 청소기에도 항상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고 장

담하기는 어렵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청

소업무를 수행하는 AI로봇이 나타날 수 있다. 꼭 인간 형태를 갖추

지 않더라도(즉 현재와 같은 외관을 하고 있더라도) 높은 수준에서

428) 이에 대해서는 김진우,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저스티스 제164호, 한국법
학원, 2018, 46-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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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AI로봇은

비록 편의적으로 청소기라 불린다 하더라도 인간에 준하는 권리의

무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429)

미래의 로봇 청소기는 현재의 로봇 청소기처럼 작동 과정에서 여

러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로봇 청소기가 고도로 발전하더

라도 항상 완벽하게 청소를 수행할 수는 없다. 현존하는 모든 변수

를 분석하고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험발생을 모두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소를 하는 도중에 옷장을 크

게 충격하여 옷장 위에 올려 둔 물건이 깨지거나, 창문으로 들어온

새를 피하려다가 텔레비전 위로 넘어져 텔레비전을 파손하는 상황

등430)은 SAAR인 로봇 청소기가 활동할 때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돌발적 상황에 대하여 SAAR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

였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SAAR에게는 과실범의 성

립이 논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SAAR에 대하여 과실범의 본질인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과실의 핵심을 이루는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객관

설과 주관설의 대립이 있다. 통설적 견해라 할 수 있는 객관설은 주

의의무위반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의의

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소속된 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평균인을 초과하는

429) 박광민/백민제, 앞의 글, 158면.
430) Noah J. Goodall, "Machine Ethics and Automated Vehicles", PDF file, htt

p://people.virginia.edu/~njg2q/machineethics.pdf, 2014, p. 3은 자율주행자동차
와 관련하여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완벽한 자율주행자동차라 하더라도 야
생동물이나 보행자, 자전거 등과 충돌할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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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431) 객관설에 의할

때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예견가능성은 책임의 요소로서만 기능하

게 된다. 이와 달리 주관설은 행위자 개인의 예견가능성을 이미 구

성요건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일반인보

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면 구성요건 단계에서의 주의의무도 그만

큼 확대된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형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는 개개인의 특정한

사정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일정 범주 내의 평균인을 관점으로 일률

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능력이 뛰

어난 사람에 대하여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미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 형법의 명문 또한 정

상의 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객관설에 합치된다고 보

인다.432) 판례 또한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일반인

은 행위자가 속한 집단(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들을 고려하여 그

집단 평균인들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의미한다고 본다.433)

SAAR 단계에 이른 AI로봇은 인간에 비하여 상황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월등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AAR은 극히 짧은 시

간 내에도 주변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수많은 대안을 설정하고

선택할 것이다.434) 그러므로 과실의 판단에 관하여 객관설을 취한다

고 할 때 이론상 AI로봇의 주의의무는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라 평

균적인 AI로봇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미래의

AI로봇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자연인인 인간보다 높게 설정될

431) 이재상, 앞의 책, 188면. 
432) 이재상, 앞의 책, 189면.
43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43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앞의 책,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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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435)

다만 AI로봇은 평균인이라는 개념을 산정하기가 몹시 곤란하다는

점이 추가적인 문제가 된다.436) 인간의 능력은 각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각각의 AI로봇이 갖는 능력의 편차에 비하면 작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뇌의 용량 등에 의한 생물학적

한계는 본질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각능력이나 청각능

력 등 오감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시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

도 벽을 투과하여 볼 수 없고, 청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초음파

를 들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는 객관설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더라도 평균인을 산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인간과 달리 AI로봇 혹은 SAAR은 그 종류에 따라 인식능력과 판

단능력의 범위가 매우 다르다.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인식·사고능력

을 갖춘 개체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식능력을 훨씬 초월하여 투

시능력이나 원거리 통신능력, 넓은 가청능력 등을 갖춘 AI로봇도 존

재할 수 있다. SAAR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기에는 여기에 포함되

는 AI로봇들의 능력과 기능이 지나치게 다양하다.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문제가 되는데, AI로봇의 급격한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특정 시점의 AI로봇과 1-2년 뒤의 AI로봇 사이에는 평균을 산정하

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SAAR의 과실 혹은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할 때는 종전의

통설인 객관설이 아닌 주관설적 관점의 혼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435) 구본권, 앞의 책, 44면. 
436)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으로 안동준, “과실범의 불법

요소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
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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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관설은 AI로봇 각 개체가 지닌 능력을 고려하고 그 능력을

다하지 못한 점에 구성요건적 과실을 묻기 때문에 평균 개념이 지

닐 수 있는 막연함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AI로봇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 발달한 개체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면 되기 때

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준이 바뀔 위험도 적다. 고도로 발달한

AI로봇은 일종의 특수능력자로 파악하여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

를 요구하고 이로써 법익을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종래의 객관설을 완전히 버리고 주관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주의의무의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 척도 이외에 주관적 척도를 보충적으

로나마 고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이 AI로봇의 주

의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라 생각된다.

Ⅱ. 인간과 SAAR의 협업 문제 - 의료현장에서의 신뢰의 원칙

AI로봇 혹은 SAAR이 발달되면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대폭 늘어

나게 될 것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용접이나 물건이송 등 단순 활

용 단계를 넘어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코봇(CoBot, Collaboration

Robot)활용이 증가하고 있다.437) 가와사키 로보틱스의 duAro는 충

돌감지 기능이 있어 작업자 부근에서는 로봇이 저속으로 동작하게

되며, 리싱크 로보틱스의 소이어(Sawyer)와 백스터(Baxter)는 주변

환경 변화에 자율적으로 적응해 동작을 바꿀 수 있다.438)

437) 권웅기/김훈태, 「지능형 로봇 활용, 어디까지 왔나?」,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8면.

438) 권웅기/김훈태, 앞의 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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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도 협업 로봇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439) 주목받는

것은 인공지능 의료로봇 왓슨이다. 왓슨은 이미 인간과 함께 의료행

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왓슨이 환자를 살펴본 후 진단을 내리고 인

간 의사는 그 진단 내용을 전제로 수술이나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길병원이 최초로 왓슨 도입을

발표하여 같은 해 12월에 첫 왓슨 암 진료를 시작했으며 2017년부

터는 지역 소재 병원들을 중심으로 왓슨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

다.440)

현재 시점에서 AI로봇과 인간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업한다

고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 AI로봇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 다만

앞으로 발전하게 될 AI로봇은 인간과 동등하거나 혹은 인간을 초월

하는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

이 있다. 이론상 인간과 AI로봇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훌

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441)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협업이 이루어

진다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AI로봇과 인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는 형사적

과실책임과 관련된 특별한 논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신뢰의 원칙

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439) 완전히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니지는 못하였지만, 수술 로봇
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는 3102대, 국내에는 35개병원에 46대의 로봇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 6월
까지 국내에서 총 24,207건의 로봇 수술이 시행되었다[후생신보, “의료로봇의 
현재와 미래”, 2015. 1. 19.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715
96 (최종방문일 2018. 7. 25.)].  

440) 이다은, “인공지능의 의료혁신? : 길병원의 왓슨 도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 제27권 제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56면.

441) Toby Walsh, ibid., pp.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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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은 과실범 영역에서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이다. 이는

법규를 준수한 행위자는 다른 사람 역시 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신

뢰하고 행동하면 족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였다면 설령 범

죄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442)

그러므로 행위자는 주의의무위반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법

규 위반까지 예측하여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이 법리는 본래 도로교

통범죄 영역에서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많이 활

용되었지만 점차 고도의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업무 영역에도 적용

되고 있다.

앞서 본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적 수술이나 처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고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활동을 함

에 있어 아무리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최상의 주의를 다하였더라

도 항상 환자가 치료되거나 상태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의료행위

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항상 열

려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 주체가 관여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 의료행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신뢰

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는 신중히

설정되어야 한다. 신뢰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신뢰의 원칙을 지나치게 쉽게 인정한

다면 반대로 환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

다.443)

442) 이용식, 앞의 책, 64면. 
443) 천진호,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법학논총 제35권 제2

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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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제로 하여 AI로봇과 인간 의사의 의료 협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 의사가 AI로봇의 판단을 완전히 신

뢰하고 행동하였다면 그 인간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는가 여부일 것이다. 현재의 AI로봇 발전상태를

고려하면 의료사고 발생시에 AI로봇이 (업무상)과실책임을 지는 것

을 전제로 하면서 인간 의사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를 따지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간 의사가 업무상과실책임의

주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 그가 AI로봇을 전적으로 신

뢰한 사실 자체가 업무상과실인지 논해질 뿐이다.

왓슨과 같은 AI로봇이 더욱 발달하여 SAAR로의 조건을 갖추게

되어야만 위와 같은 논의의 틀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

에 SAAR인 왓슨이 잘못된 진단을 하였고 의사가 그 잘못된 진단대

로 수술․처방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왓슨이 SAAR에 해당하고 범죄의 주체성이 인정된다면 그 자

신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

하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인간인 의사의 책임이다. 과연 인간 의

사는 과실범에 있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왓슨의 진단

을 신뢰하고 행동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는

가?

SAAR인 왓슨과 인간 의사가 수평적인 분업 관계에 있었다면 의

사의 항변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 전

에 일반인의 법감정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AI로봇이 고도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와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 및 책임자

가 인간 아닌 AI로봇이라는 관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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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간과 의료용 AI로봇의 가치 판단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의료행위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된

AI로봇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의 의학적 합리성에 기초하

여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환자의 개인

적 속성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445) 이 판단이 항상 바

람직한 것일까?

영화 아이, 로봇(I, Robot)446)은 생명이 위협받는 등의 중대한 상

황에서 AI로봇과 인간의 가치 판단 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

다. 영화에서 AI로봇(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SAAR로 볼 수 있을 것

이다)은 물에 빠진 성인 형사와 어린 소녀 중에 한 명만 구할 수 있

었다. AI로봇은 생존가능성을 우선적으로(혹은 전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구하지 않고 형사를 구

한다. 상당수의 인간은 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정해진 답은 없다. 위 상황에서 AI로봇을 비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로봇은 인

간과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특정 상황에서 인간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 로봇에서 형사가 로봇을

불신하게 되었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AI로봇의 판단에 대한 의구심

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과 신체가 다루어지는 의료 영역에서 AI로봇이 인

간의 일반적인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채로 활동하여도 되는 것인지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리 AI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의학

444) 이종호(2017), 302면. 
445) Hans-Heinrich Trut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hallenge to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Foreign Authority Forum, 2018, p. 11. 
446) I, Robot, Alex Proyas, 20th Century Fox,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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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고 있고, 탁월한 의학적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이

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영역에서 인간-AI로봇의 관계를 정

립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현장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람의 생

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업무 영역에서 신뢰의 원칙을 간

단히 적용하여 인간을 면책시키고 AI로봇만을 제재한다면 인간 의

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AI로봇에 의존

하려는 경향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사실 의료현장의 특수성,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신체가 지닌 중요

성을 고려한다면 이론상의 정밀함을 상당 부분 포기하더라도 규범

적․정책적 측면에서 인간 의사-SAAR의 관계는 의사-간호사의 관계

처럼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매우 엄격한 한도에서만 인정되므로 통상적인 경우 의사가

SAAR을 신뢰하고 행동하였다는 내용의 신뢰의 원칙 항변은 인정되

기 어렵다 할 것이다.447) 위와 같은 해석은 의사가 AI로봇의 진단에

따랐음을 이유로 쉽사리 면책되지 않게 하고 인간 의사를 형사책임

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신뢰

의 원칙을 본래 이 이론이 예정한 적용 범위보다 축소시키는 것이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47) 장연화/백경희,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대검찰청, 2017,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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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구성요건이 성립하면 위법성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 시점에서 위

법성조각사유의 존부가 문제된다.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형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

의 존재를 통해 위법성은 부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과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게 된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기방위권이 있

다. 이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된 규정이지만 결과적

으로 AI로봇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큰 제한을 받게

되고, 더불어 다른 인간을 구하기 위해 악인을 해칠 수도 없다. 아

시모프의 소설 속 악인들은 로봇의 이러한 한계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아시모프의 작품들은 마치 AI로봇에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방위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설파하는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

아시모프가 소설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AI로봇이 널리 이용

되는 사회에서는 AI로봇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

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있을지, 만약 인정된다면 그 한계는 무

엇인지, 또는 AI로봇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해하는 것도 가

능한지 많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항에서는 AI로봇이 주체가 된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해서 위법

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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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I로봇의 정당방위

1. 일반론

정당방위는 형법상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이때는 위법성이 조

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대항이다. 그러므로 자연인이 자

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 행위를 하는 것은 비

교적 폭넓게 허용된다(부정 대 정의 관계).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

재하고 ② 방위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였으며 ③ 행위에 상당성이 있

을 것을 요한다. 이 중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①과 ③의 요건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생

명이나 신체가 전형적인 예시이나 이외에 재산이나 명예 등의 법익

도 정당방위의 대상이 된다.

AI로봇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AI로봇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는

지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SAAR이 아닌 현재의 AI로봇 중에도 인간과 많이 닮았으며, 인간

입장에서 애착을 느낄 만한 것들이 없지 아니하다. 일정 범주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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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동물보호법을 통해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범주의 AI

로봇도(SAAR이 아니더라도) 통상의 물건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외관상 인간과 유사하고 제한된 범

위 내에서 인간과 소통이 가능한 AI로봇에 대한 잔혹한 파괴행위나

공격행위는 그 AI로봇 자체의 법익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적인

양심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

호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입법이 없는 현재로써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AI로봇에 대한

공격은 물건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AI로봇의 경우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

위행위를 한다는 개념도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현재의 AI로

봇은 물건이고, 물건이 스스로 의미 있는 형사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AI로봇에 자체방어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이 작동하여 공격자가 살해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AI로봇 자

체에는 책임이 없으며 오직 그 로봇 소유자나 설계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SAAR이 아닌 현재의 AI로봇에 대한 공격은 AI로봇

의 정당방위에 대한 논의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때는 그

AI로봇의 소유자가 재산(물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의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달리 미래의 SAAR이 인간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본다면 그

것에 대한 공격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때 공격을 당한 AI로봇 자신은 물론이고 제3자도 AI로봇을 위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언제나 정당방위가 성

립하는 것은 아니며,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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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반대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SAAR이 공격자이

고 그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정당방위 행위를 하는 것이다. SAAR은

인간과 동등하게 범죄주체로 인정되므로 독자적으로 구성요건과 위

법성을 갖출 수 있으며, 따라서 형사적 의미에서의 불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격당한 상대방은 그 AI로봇을 상대로 정당방위

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달리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AI로봇에게는 범죄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AI로봇의 공격행위는 부당한 침해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공격이나 자연재해처럼 취급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닌 긴급피난만이 성립될

수 있다. 단 AI로봇의 배후에 공격행위를 조종한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AI로봇을 도구로 활용하여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는 것이 되

므로 이용되는 AI로봇 자체는 물론이고 배후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도 정당방위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다. 침해의 현재성

은 소극적으로 풀어 보면 장래 또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위 예방적 정당방

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단, 침해행위가 물리적으로 발생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극히 임박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 요

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도로 발달한 AI로봇은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래

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도로 발달한 AI로봇과 인간은 침해의 현재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현재성을 파악할 때 방위행위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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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인식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식되는” 이라는 문구가 아닌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침해상황은 현존

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침해의 예견

에 대해 주관적인 능력까지 반영한다면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자

의적으로 넓거나 좁혀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AI로봇이 장래의 침해를 넓은 범위에서 예측하였다 하더라

도 침해의 현재성의 성립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침해의 현재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48)고

할 것이고 SAAR에게도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방위행위의 상당성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

방위(형법 제21조 제1항)행위와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행위는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양자의 실질

적은 내용은 다르다.

정당방위는 불법에 대한 방위이므로 상당성의 성립요건이 긴급피

난의 경우보다 완화된다. 따라서 정당방위 이외에 다른 행위가 불가

능(보충성)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침해되는 법익과 방위하는

법익의 균형성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

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448) 이재상, 앞의 책,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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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49)고

판시하는 한편, 개별적 사례에서는 위 요건들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

석함으로써 정당방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

인다.450)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SAAR

이 동급의 AI로봇을 공격한다면 이는 동가치적 법익끼리 충돌이 발

생한 것이므로 피해를 받는 AI로봇은 상대방인 SAAR에 대하여 정

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인간이 SAAR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

이다. 예컨대 인간이 SAAR을 완파시킬 의도로 공격하였는데 그 AI

로봇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공격자인 인간을 살해하는 상황이 여

기에 해당한다. SAAR을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면 형식적으

로 위와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겠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다. 이 원칙은

AI로봇의 자위권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

는 안 된다는 원칙이 AI로봇의 자위권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고전적

인 인간-로봇의 관계에 의할 때 정당방위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인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인간에게 크나큰 심정적

거부감을 발생시킨다.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로봇이 인간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여기서 실정법규와 규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I로봇이 설계․생

산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여러 행정법규들을 준수하여

44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450) 김태명,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형사법연구 제14호, 한국

형사법학회, 2000,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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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AI로봇과 관련된 여러 엄격한 법규들이 생

겨날 것이다. 이 미래의 법규들에 의할 때 인간의 생산품인 AI로봇

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생산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연구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AI로봇이 현실에 나타나려면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는 SAAR 혹은 AI로봇이 설령 정당방위 행위

라 하더라도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된다. 이 한도 내

에서 AI로봇 혹은 SAAR의 권리나 자위권은 언제나 무시될 수 있

다. SAAR이든 그보다 더욱 발달한 AI로봇이든 결코 인간보다 우위

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AI로봇이 발달하여 SAAR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는 인간-로봇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충

분히 가능하다. 정당방위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당방위는 개

인의 법익을 방위하는 동시에 법질서를 수호하는 제도이기도 하므

로 먼저 부당한 침해를 발생시킨 인간은 자신이 보유한 법익에 대

한 보호가 일부 유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AI로봇의 인간

에 대한 정당방위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인간의 존엄성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상당한 미래에는 S

AAR의 인간에 대한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AI로봇의 인간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AI로봇-

인간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턱이다. 위와 같은 정당

방위가 전면적으로 인정된다면 AI로봇은 법적인 보호의 측면에서

인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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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한 가지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 AI로봇이 방위적

차원에서라도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립된다면 그러한 가

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AI로봇을 가까이에 두려는 사람은 매우 적

어질 것이다. 디스토피아적 SF에서 그리듯이 AI로봇에 의해 인간이

지배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퍼질 것이다. AI로봇은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체적․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AI로봇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AI로봇의 인

간에 대한 정당방위의 제한 원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AI로봇의

지적․신체적 우월성은 AI로봇이 인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때 정

당방위의 상당성을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

격투기 선수는 힘없는 노인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항하면서 정당

방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자신이 가진 격투기 기술을 총동원

한다면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같은 논리를 AI로봇의 인간에 대

한 정당방위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AI로봇의 인간에 대한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된다면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서 AI로봇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인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영화 로보캅451)과 같이 AI

로봇 경찰이 등장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Ⅱ. AI로봇의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451) RoboCop, Paul Verhoeven, Orion Picture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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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상당한 행위이다(형법 제22조 제1항).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전자가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

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요건으로 한다

는 점이다. 또한 정당방위는 위험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반면

긴급피난은 당해 위난 이외의 제3자의 법익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정당방위가 부정 대 정의 관계인 반면 긴급피난은 이러한 구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정 대 정의 관계). 그러므로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는 정당방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

용된다. 현재의 위난 상황에서 긴급피난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

른 대안이 없어야 하며(보충성), 긴급피난으로 회피되는 법익과 침해

되는 법익 중 후자가 전자보다 중해서는 안 된다(균형성).

AI로봇의 긴급피난은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정당방위의 법

리와 본질적인 상이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 이 차이점

들에 대해 간략히 보기로 한다.

먼저 AI로봇이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원과 무관한 제3자

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보면 긴급피

난행위의 대상은 정당방위보다 확장되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

3자에 대한 긴급피난행위를 할 때는 상당성의 인정 범위가 정당방

위의 경우보다 축소된다. SAAR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지키

기 위해서 긴급피난을 주장하며 다른 인간이나 AI로봇의 신체를 침

해하는 것은 그리 쉽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AI로봇의 행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법리는 AI로봇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SAAR은 독자적으로 범죄주체가 될 수

있고 불법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것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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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SAAR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

당방위와 긴급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SAAR에 이르지 못한 AI로봇은 독자적으로 행위를 구성할 수 없

으므로 그것들의 외부작용이 형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당방위에 관한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고 긴급피난만이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AI로봇을 피난의 대상으로 한 긴급피난의 법리도 AI

로봇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긴급피난 과정에서 현존하

는 수준의 AI로봇이 파손된다면 이는 물건․재물에 대한 긴급피난

이므로 상당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SAAR을 대

상으로 한 긴급피난을 하려 한다면 이는 인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긴급피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긴급피난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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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책임능력

Ⅰ. SAAR의 형사책임능력

범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불법요소와 책임요소로 나눌 수 있다. 불

법이 특정한 범죄행위와 그 위법성에 관한 판단이라면 책임은 행위

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판단이다. 불법은 행위,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행위 자체의 성질을 논하는 불법영역과 달리 책임영역에서는 행

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크게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설령 SAAR이

불법을 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과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된다.

AI로봇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은 불법의 성립을 넘어

서서 AI로봇에 대하여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비난을 과할 수

있느냐의 물음이 된다. 이는 AI로봇의 본질 및 인간과 AI로봇의 우

열․이동(異同)과 직접 연관된다.

범죄로 인한 책임은 행위자가 인간임을 전제로 하여 귀속되는 것

이므로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범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

해는 여전히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452) 실질적 법원칙으로서의 책

임원칙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한 실체적 책임개념에 기초하며,

따라서 형법상의 책임은 인간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453)

452) Sabine Gless/Emily Silverman/Thomas Weigend, "If Robots Cause Harm, 
Who Is to Blame? Self-Driving Cars and Criminal Liability", New Criminal 
Law Review Vol. 19(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은 같은 견지에
서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453) 김영환, “로봇 형법?”, 법철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6,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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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AI로봇에게 자율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도 이는 진정한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454)

이러한 견해들은 인간에게는 다른 법적 개체들과 본질적으로 구

별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

적인 실체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완전히 통일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인간이 지닌 어떤 요소가 인간을 다른 개체들과 완전

히 분리시켜 준다면 그 요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고 통일

된 정답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특별

한 속성을 지닌 어떠한 것”의 존재가 온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

간을 다른 물질적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간은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형사법의 실제 입법과 구현을 보면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형사

책임의 필요조건도 아니며 충분조건이라도 보기 어렵다. 실정법적으

로도 이미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성찰하는 자아정체성을 갖지 못한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있다.455) 관념적으로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해 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지만 실존적인 측면에

서 본다면 법인과 그 기관인 자연인 사이에 동치성이 인정되는 것

이 아니다.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통한 벌금형을 과할 때 이는 법인

의 재산에 대한 제재인 것이지 기관인 자연인의 재산에 대한 제재

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인만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이론은 현

실과도 차이가 있다.

454) 류화진, “지능형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 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
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34-235면.  

455) 김성돈(2017),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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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책임이 인정

되는 것 또한 아니다. 14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리분별능력

이 없는 사람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농아자 등 일정 범주의 사람에게는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형사책임능력을 논함에 있어 그 귀속주체가 자연인

인 인간인지 아닌지 여부에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닌(혹은 잠재적으로라도 지닐 수 있

는) 능력 중 어떠한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

도록 하는지 논의하는 것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입법자는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능력을

형사책임능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

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이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

른 의사결정능력의 존재가 형사책임능력의 근거라고 해석된다. 이를

종합하면 사물의 변별능력, 의사의 결정능력, 자유로운 의사 등이

책임능력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456) 이 속성들 중 일부 또는 전부(예

컨대 사물의 변별 능력)가 결여되면 비록 전체적인 인간으로의 본질

을 잃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그에게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기는 어

렵고, 반대로 위와 같은 능력을 잠재적으로나마 갖추었다면 형사적

으로 인간에 준하는 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56) 계승균, “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법조 제66권 제4호, 법조협회, 
2017,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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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지닌 많은 중요 속성들은 AI로봇도 갖추고 있거나, 적어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AI로봇은

인간을 닮아가고 있으며 언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전제를 인정한다면 AI로봇에게도 인간과 같은 책임능

력을 인정할 수 있는 단초는 이미 놓였다고 할 것이다.

인간이 지닌 위와 같은 요소 중 형사책임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

계를 갖는 것은 자유의지의 존재라고 생각된다. 형법상 책임비난의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사로 불법의 길을 택하였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하건대 인간이 자유로운 의사로 불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면 그에게 책임비난을 과할 수 없다.

앞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AI로봇은 자

율성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율성과 자

유의지가 엄밀히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율성이 자유

의지의 단초 혹은 시발점이 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로써

자유의지가 AI로봇 발달의 핵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향후의 AI

로봇 개발 과정에서 AI로봇의 자율성이 극적으로 발전하리라는 예

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SAAR이 인간과 동일한 자유의지를 가지

게 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SAAR에게는 자유의지의

존재 가능성 혹은 자유의지의 보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래의 SAAR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궁극적으로 SAAR은 구성요건-위법성-

책임의 3단계를 모두 충족시키고 인간과 동등한 차원에서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하에서는 SAAR의 형

법상 책임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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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14세가 되지 않은 SAAR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만 14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시

간의 흐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형벌의 하한선을 규정하

여 둔 것이다. 위 14세는 사회적 연령 혹은 정신연령과는 무관하다.

정신적으로 일찍 성숙한 소년이라 하더라도 출생시로부터 계산한

역사적 나이가 14세에 미달하였다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위 형법 제9조는 형사책임 무능력에 관한 일종의 의제조항이라

볼 수 있다. 행위자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을 일체 묻지 않고 14세

에 미달하기만 하면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

실 이러한 의제는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 없는 사람의 책

임을 면제(혹은 감경)해 주는 법리(형법 제10조)와는 완벽하게 들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형법 제10조는 각 행위자의 현실적 능력과

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데, 동법 제9조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소

년도 형법 제9조의 적용을 받아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되는데, 이는 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는 하

지만 일반인의 법감정에는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14세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각 행위자들의 지적 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AI로봇에 관하여 위 형법 제9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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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에서 SAAR은

인간으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반대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9조도 SAAR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해

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물론 SAAR이라 하더라도 처음 생산될 때부터 성인과 동등한 수

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것의 설계자․제작자는 SAAR의 자율성을 보장

하고 개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지적으로 미완성된 SAAR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SAAR은 인간과 동일하게 사회 속에서 여러 경

험을 거치며 각종 규율과 관습,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AI로봇 혹은 SAAR에게 과

연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면제 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전

히 문제된다. 서서히 지능을 완성시켜 가는 SAAR이 아니라 최초부

터 완성된 지식을 갖춘 SAAR에게는 제9조를 적용할 근거가 빈약하

기 때문이다.

이는 현존하는 AI로봇들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이미 일정 영역에

한해서는 인간보다 월등히 빠른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는 AI로봇들

이 많다. 바둑 로봇 알파고는 사람이 몇 년에 걸쳐도 습득하기 어려

운 분량의 기보를 몇 개월 만에 학습하였다. 미래에 존재하게 될 S

AAR은 성인을 훨씬 능가하는 지적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개체에게도 절대적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한 형법 제9조를 온

전히 적용하여야 하는지 큰 의문이 제기된다.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

능력을 지닌 AI로봇이 아직 생산 후 14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

유만으로 처벌을 면한다면 법감정에 심각하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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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박도 가능하다. 형법 제9조

는 만 14세라는 생물학적․시간적 기준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하여,

아무리 인지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14세에 달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제 형법 제9조가

사실상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기능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AI로

봇의 인지능력․사고능력이 인간 성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형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언 상의 의미를 행위자에게 불리

하도록 축소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현실적인 규범력 확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치 아니하다. 근본적으로 형법 제9조는

형법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상정한 채 입법된 것이다. 인간의

사고발전과정은 비교적 속도가 일정한 편이므로 일률적인 연령 기

준을 설정하더라도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I로봇은 제조·개발하기에 따라 지적능력의 발달 정

도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조항과 현실, 그리고 입

법 당시와 현시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

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입법 이전까지는 다른 근거 없이 SAAR에 대하여 형법 제9조

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형법총론의 형사미성년자 하한연령 관련규정은 형사법의 핵

심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직접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리고 위 조항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형사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써 S

AAR의 생산시기와 상관없이 SAAR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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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 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치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처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새로운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것은

형법총론의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

은 적어도 임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농아자 규정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1조). 농아자는 듣지 못하

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농아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온전히 귀속되며 다만 형이 감경될 여지만 있다.

SAAR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통상적인 능력을

지닌 SAAR보다 인식능력 및 지능이 낮은 SAAR에 대하여 위 형법

제1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SAAR이 고

장으로 인해 말하는 능력과 듣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면 그것에 형법

제11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아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농아 AI로봇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다소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먼저 인간과 AI로

봇의 결정적 차이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인간은 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간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을 향유한다. 인간들

은 각자 듣는 능력이나 말하는 능력, 혹은 생각하는 능력에 우열이

있다. 그러나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인간성을 부여받는다. 농아자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듣는

능력이나 말하는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

고 다만 형벌만이 감경될 뿐이다. 이와 달리 AI로봇은 제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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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체로 인하여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AI로봇이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면 이는 그 AI로봇의 실질적

인 특성이나 능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AI로봇은 제조 자체로 평등하

지 아니하다. AI로봇은 지적 능력과 인식 능력이 통상적인 인간과

흡사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AI로봇도 인간처럼 대

우하여야 할까? AI로봇이 청각과 발화능력을 잃었다면 제대로 동작

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청각과 발화능력이 없는 AI로봇은 수리

되기 전까지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I

로봇은 인간과 같이 사물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지적인 사고를 끌어

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AI로봇은 이미 SAAR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농아 AI로봇은 형법 제11조를 적용할 필

요도 없이 범죄의 주체성 자체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과 AI로봇이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농아 AI로봇에게도 범죄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이를 전

제로 하여 형법 제11조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AI로봇의 기

능과 능력이 인간과 유사할 때에만 그것을 인간처럼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AI로봇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인간성도 잃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SAAR의 조건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때 해명되어

야 할 여러 문제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Ⅳ. 심신장애와 심신상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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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전자는 책임조각으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후자는 완전한 범죄가 성립되지만 형벌만이 감경되는 규정이므로

각각 법적 성질이 다르다.

사람의 경우 위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주취나 투약으로 인

해 심신장애가 야기된 경우에 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심신장

애의 발생사유가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신

장애가 발생하기만 하였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AI로봇은 유기체가 아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기체

의 두뇌나 신체에 작용되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효과를 받지 않는

바, 주취․투약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

러나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심신장애 야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SAAR도 고열·한파·감전․방사능 등을 원인으로

하여 오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AAR은 인간의 심신장애와

유사한 상태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I로봇의 경우에도 행위 당시에 위와 같이 심신장애와 유

사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책임조각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

지 아니하며457), 그 능력이 약화되었던 경우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다만 여기서도 앞서 농아자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AI로봇과 인

간의 차이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간에 준하는 사고능력이나 인

식능력을 지니지 못하는 AI로봇은 당초에 SAAR로 볼 여지가 없는

457) 이원상,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제59
호, 대검찰청, 2018, 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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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AI로봇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할 필요도 없이 범죄주체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오류․고장이 존재하지만 범죄주체성이 부정될 정도에

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법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를 정리하면 SAAR에 오류․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와 관

련하여 형사책임이 4분될 수 있다. ① 인간과 동등한 형사책임을 지

는 영역 ② 심신미약 영역 ③ 심신상실 영역 ④ 인간이 아니고 물

건으로 취급되는 영역이 그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SAAR에게 있

어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인간에 비해 좁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여 AI로봇은 제조되기만 하면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 입장에 의하면 AI로봇

이 어떤 사유로 인해 상당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여전히 인간과

동등하게 볼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며 형법 제10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두 시각은 AI로봇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AI로봇은 탄생 그 자체로 독립적인 주체성

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도구적․기계적 특성이 그것에 독립적인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인지 즉각 확정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AI

로봇 발전의 초기 단계인 현재에서는 당장 전자의 시각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분간은 AI로봇을 인간으로 보아야 한

다는 입장에서도 후자의 시각이 우세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

역시 AI로봇의 발전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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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일반론

위법성의 인식은 자신의 행동이 법규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한 인

식이다. 우리 형법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

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고 하여 범죄 성립에 있어 위법

성의 인식을 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고의의 인식적 요소가 사실

상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의 인식은 규범에 대한 인식

을 의미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도덕심 혹은 도덕적 판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

고,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

이다. 법의 많은 부분은 도덕과 연관되어 있고 도덕의 구체화로 이

해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달리 도덕과 무관한 법규범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458) 그러므로 AI로봇이 도덕성 혹은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었다 하여 그것이 언제나 위법성 인식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459) 특정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 또한 이

와 관련하여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458) Franz M. Wuketits, 「Wie Viel Moral Verträgt der Mensch?」(「도덕의 
두 얼굴」, 김성돈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2013, S. 149-151. 

459) 이용식, 앞의 책,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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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

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460)라고 판

시한바 있다.

위법성의 인식의 범죄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고의설과 책임설이

대립한다. 양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의 요소로 파악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때의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결

론이 달라지게 된다.461)

위법성의 인식은 어떠한 행위가 규범적으로 전체 법질서에 위반

된다는 점에 대한 인지이므로 역사적·자연적 사실에 대한 인지인 구

성요건적 고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

식이 있으면 고의범이 성립하고 없으면 과실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데 고의와 과실은 본질이 서로 다르므로 위법성의 인식 유무에 따

라 고의와 과실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462)

독일 형법 제17조는 “행위자가 행위시에 잘못을 행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 이러한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위자는 책

임 없이 행위한 것이다. 행위자가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책

임설에 따름을 명백히 하고 있다.

46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461) 이재상, 앞의 책, 322면. 
462) 책임설은 고의․과실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인부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에 관한 착오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다시 입장이 나뉜다. 엄격책임설은 위
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있어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착오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있어서 구성
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 고의를 조각시킨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책임고의를 조각시킨다(이용식, 앞의 책,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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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AAR의 위법성 인식 학습

SAAR 혹은 AI로봇에게 위법성 인식을 학습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위법성 인식의 본질, 즉 어떤 행위가 전체 법질서․사

회정의․조리에 반한다는 인식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로봇에게 도대체 무엇을 학습시켜야 위법성의 인식을 갖

출 수 있게 될 지 특정하기 곤란하다.

그렇지만 일단 현존하는 법률과 도덕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AI로

봇에게 입력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의 근본

바탕이 되는 주요한 법률과 규범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이

위법성의 인식을 갖추는 데에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

계 학습에 있어서 일종의 하향식 학습법에 해당한다. 하향식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하향식 학습법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교습자인 인간이 잘못

된 법․도덕을 주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향식 학습법

은 인간이 AI에게 학습시킬 내용을 선택하므로 일견 상향식 학습법

보다 안전해 보일 수 있다.463) 하지만 인간에게 부주의 또는 악의가

있는 경우 AI로봇은 잘못된 지식과 도덕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 인공지능 테이는 불특정 다수로

부터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 2015년 7

월 구글의 포토서비스는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기도 하였으

며, 2016년 7월 인공지능 심사 프로그램인 Beauty AI를 활용한 온라

인 국제미인대회에서 44명의 입선자 전원이 백인여성이라는 결과가

463)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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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도 하였다.464)

구글이나 네이버를 비롯한 검색 사이트에서는 AI가 수많은 검색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서로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문장

을 연관검색어 혹은 자동완성(auto complete)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여기에도 편견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의사들은(doctors a

re)이라는 문장을 검색하면 의사들은 사악하다(doctors are evil)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식이다.465)

인간의 의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

에도 AI에게 바람직하지 아니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466) 또한 AI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므로, 그것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극소수의 전문가 이외에는

눈치 채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467)468)

둘째, 어느 시점, 혹은 어느 범위까지 하향식 학습을 계속할지 여

부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 법령의

입력을 예로 들어 보자. 사실 SAAR혹은 AI로봇의 기억능력을 생각

할 때 현존하는 모든 법령을 단지 입력만 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법령을 입력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464) 이시직, 앞의 글, 52면. 
465) Toby Walsh, ibid., pp. 166-167. 
466) 허유선,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그 책임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 알고

리즘의 편향성 학습과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철학 제29권, 한국
여성철학회, 2018, 193면. 

467)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Big Data :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2016, p. 8. 

468) Andrew Tutt, "An FDA for Algorithms", 69 Administrative Law Review 8
3, ACI Information Group, 2017, p. 107은 알고리즘을 0에서 4단계로 구분하
고 있는데, 3단계인 Sentient 단계에 이르면 알고리즘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
여 인간 지능에 도달하게 되고, 4단계인 Singularity (특이점) 단계에 이르면 알
고리즘은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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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만일 모든 법령을 입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떤

범주의 법령을 입력시키는 것이 타당할지 선정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은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책적인 문제이

기도 하다.

또한 위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도 연관된다. 법률전문가인

인간이라도 현존하는 모든 법령을 알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만을 알며, 이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사회의 모든

도덕규범을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인간이 형성하는 도덕심

이나 법적인 양심은 이러한 무지 혹은 불완전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이 말하는 위법성의 인식은 인간이

모든 법령 혹은 규범을 실제로 알고 있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AI로

봇에게 모든 법령이나 도덕 원칙을 학습시키면 그것은 오히려 인간

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인간과 동등하게 행동하

는 AI로봇을 만들려면 AI로봇이 인간보다 지나치게 많은 지식을 갖

추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인 사안이기는 하나 AI로봇에게 다량의 법령과 도

덕률을 입력시키게 되면 AI로봇의 사고 과정에서 프레임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AI로봇은 특정 행동을 할 때 그와 관련된

지식과 내용만을 꺼내어 쓰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면 오히려 행동이 느려지거나 작동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은 앞서 이미 본 바와 같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향식 학습법을 통해 SAAR에게 법령과 도덕

을 주입하는 것은 오래 지속될수록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SAAR의 높은 학습 능력을 전부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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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만약 제한한다

면 적절한 선은 어느 정도인지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히 법령이 아닌 규범을 학습시킬 때는 그 규범의 상대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정의와 규범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

니고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사실상태가 법에 합치하는가의 문

제와 달리, 사회정의와 규범의 영역에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딜

레마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미 앞에서 이와 관련된

트롤리 딜레마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AI로봇이 학습하게

될 사회정의와 규범은 매우 신중히 선정되어야 한다.

어쩌면 이 학습은 누구도 반론하기 어려운 원론적 수준에 그쳐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한 남을 해치지 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와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

하라”는 등의 규율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학습 내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학습 과정을 공허

하고 무용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관한 적절한 타협점

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유의점을 모두 고려하여 하향식 학습을 어느 정도 완성하

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SAAR 혹은 AI로봇이 위법성의 인식을

갖추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향식 학습법은 AI로 하여금 전반

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지만 위법성에 관한 궁극적인 인식

과 사고는 인간이 그러하듯이 AI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그러므로

하향식 학습법을 통해 인공지능이 일정 수준의 법률과 규범의 내용

을 학습하게 되었다면 상향식 학습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469)

469) 이중기/오병두,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 그 법적 시사점”, 홍익법학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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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닌 모든 정보

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상향식 학습법은 AI가 이러한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470)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양한 사회적 매커니즘에 대해 역

동적으로 반응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된다.471) 상향식 학습법은 행

위자의 내재적인 가치를 함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바,472) 일정

단계부터 AI로봇이 자체적으로 학습하여 답을 찾도록 하고 그것이

충분히 누적된다면 AI로 하여금 추상적 개념인 위법성 인식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향식-상향식의 이원적 학습방법, 혹은 양자의 혼합식(hy

brid) 학습법은 인간의 학습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473) 인간

역시 사회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주입식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교습자로부터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받는다고 하여 무엇이

사회정의와 조리인지 온전하게 체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내면화시키고 깊이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각자의 인식과 양심

에 달려 있다.

AI로봇의 경우에도 인간처럼 스스로의 지능을 동원하여 나름대로

의 가치와 판단기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AI로봇은 서로 다른 위법성의 인식능력 내지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AI로봇의 개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각의 AI로봇 혹은 SAAR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면도 같은 취지이다. 
470) 이종호(2017), 32면.  
471)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p. 196-197. 
472)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203. 
473) 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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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 즉 법체계와 사회정의․조리의 인식은 꽤 높은 차

원의 사고과정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며 자연

스러운 사회화를 거치므로 고강도의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

은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반면 AI로봇에게 있어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다. 그러므로 위법성의 인식능력을 갖춘 AI로봇

의 탄생은 AI로봇의 발전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늦게 이루어질 것

으로 여겨진다. 인간과 동등한 차원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갖춘 AI로

봇이 탄생하였다면 AI로봇과 인간의 간격은 극적으로 좁혀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Ⅲ. 법률의 착오

1. 법률의 착오의 의미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 하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의 착오에는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가 있다. 법률의 부지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효력의 착오란 금지규정을 무효라고 생각하고 그 금지규범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포섭의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규

정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자신의 행위는

그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이다.474)

474)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호, 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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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형법 제16조에서 (중략)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

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475)라고 판시하여 법률의

단순한 부지는 형법 제16조에서 의미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효력의 착오와 포섭의 착오는 모두 법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효력 여부나 효력 범위에 관한 착오이므로 법률을 해석함에 있

어 잘못이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다. 법률을 해석하는 능력은 차원

높은 사고 작용이다. SAAR은 종전의 판례와 학설 등을 참조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단, 그 학습이 잘못되어 효력의 착오 및 포

섭의 착오를 범하였다면 법률의 착오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판단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논함에 있어

핵심은 정당한 이유의 존부이다. 통상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양심의 긴장을 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불인식을 회피하기 위

하여 조사나 검토의무를 다하였나 하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476)

이는 일반인의 평균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고 행위자의 특수한 지식

이나 능력을 고려하게 된다.477)

법학회, 2004, 186면. 
475)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476) 이용식, 앞의 책,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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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

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착오에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고478) ② 관할 공무원과 자

기가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후에 그 답변을

신뢰함으로써 신고대상 기업사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479) ③ 동종․유사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전

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

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480) ④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481)

⑤ 이와 딜리 공적 기관인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신뢰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시도 존재한다.482)

위 사례를 종합하면 대체로 판례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개인에 대하여 조회한 경우, 그리고 위

법행위와 조회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483) 즉 판례는 이른바 조회의무를 적절하게 이

477) 이용식, 앞의 책, 184면. 
47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479)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3680 판결. 
48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481)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48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60 판결. 
483) 정숙희,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부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연

세법학 제25권, 연세법학회, 2015,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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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경우에 형법 제16조의 적용을 긍정한다. 이처럼 시민이 국가기

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행위의 위법여부를 성실히 조

회하여 그 답에 의존하고 행동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484)

AI로봇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회의무를 다하여야 정당한 이유

를 인정할 수 있을까? AI로봇 혹은 SAAR은 제조하기에 따라서 인

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내부 저장장치에는 인간의 지식과 유사한 분량의

정보만을 입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폐쇄된 형태의 AI로

봇을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통신망을 통해 외부와 상시 접속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스마트폰도 상시 인터넷 서버에 접속함으로

써 방대한 정보를 즉각 찾아낼 수 있다. 외부 통신이 가능한 AI로봇

은 스마트폰의 확장 형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스마트폰처럼 내부

저장 장치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도 거의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AI로봇은 위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물리적 외부접

촉행위, 즉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서면 질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매우 많은 수 유권해석례, 법령해석례, 실무

례를 순식간에 대량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AI로봇

은 각종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일도 단시간에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AI로봇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굳이 외부적 질문행

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484) 조국, “법률의 불지 및 착오 이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제46권,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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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의 지식과 법령을 참조하였고 따라서 조회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러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이 항변은 타당한가?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혹은 일반인보다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여

야 하는지의 문제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법률의 착오는 책임을 조각하게 되므로485) 행위자관련적 성격을 충

분히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

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행위

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인 경우486),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

무한 경우487)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해 보다 엄격

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같은 기준을 AI로봇에 적용할 때 법률전문가에 준하는 막대한 정

보를 지닌 AI로봇이 자신의 위법한 행위(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

단된 행위)에 있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면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특별히 AI로봇을 인간보다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

다.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개체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

이 책임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SAAR에게

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485) 이용식, 앞의 책, 184면. 
486)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48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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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 공 범

다수인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그 가담한 다수인을 공범이라 한

다. 공범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형법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을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간접정범도 통상 공범 분야

에서 함께 논하여진다. 이 개념들은 공범들의 지배관계에 따른 구분

이라 할 수 있다.

SAAR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면 다수의 AI로봇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AI로봇과 인간이 함께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

다. 본 항에서는 주로 AI로봇과 인간이 공동정범․교사범․간접정범

형태로 범행하는 경우 형법의 적용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공동정범

1. 일반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람은

실제로 범죄의 모든 실현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도 전체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을 구성한다.488) 형법 제30조는 공동

정범인 모든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공동정범의 효과는 범죄에 가담한 각 행위자가 각각 행위의 일부

에만 가담하였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따라

488) 이용식, 앞의 책,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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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실상 처벌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 이론까지 받아들인다면 실행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사전공모행위에만 가담한 사람도 정범으로 처벌받

게 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 실행행

위가 요구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것으로도 족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방치하는 의사

만으로는 족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아

니하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범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지만489) 모

든 공동정범들 간에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개

별적인 공동의사만 존재하더라도 충분하다.

공동의 실행행위라 함은 공동정범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의 실현에 기여하였을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주거 밖에서 망을 보는 경우, 망을 보는 행위 자체는 어떠

한 범죄구성요건도 아니지만 그에게는 전체로서의 절도죄의 공동정

범이 성립될 수 있다.

2. SAAR과 공동정범의 문제

SAAR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첫째로 SAAR과 SAAR이 공동정범을 이루는 경우이며 둘째로 S

AAR과 인간이 공동정범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첫째 사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AI로봇들이 모두

489) 이용식, 앞의 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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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범죄주체성을 가지고 정범성을 지녀야 한다. 외관상 범죄

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AI로봇이라도 SAAR보다 낮은 발전 단계

에 머무르고 있다면 독자적인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한 AI로

봇은 다른 AI로봇(SAAR)의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SAAR 혹은 AI로봇은 인간과 공동정범을 구성할 수도

있다. AI로봇의 독자적인 범죄주체성이 인정된다면 AI로봇과 인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면 될 것이다. 앞 사

례와 마찬가지로 AI로봇에게 범죄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만이 (단독)정범이 되고 AI로봇은 범행의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AI로봇이 참여한 공범 형태의 범죄는 AI로봇의 본질적 성

격에 따라 형사책임의 귀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AI로봇이 SAAR에 해당하는지, 또는 AI

로봇이 인간에 준하는 형사법상 범죄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부를 신중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앞 부분에서는 의료 사고에

대하여 인간이 주요 책임을 로봇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책임의 경

감․회피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490)을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실생활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3. 자동화된 무기 사례

AI로봇과 인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

동화된 무기(Autonomous Weapon)가 있다(편의상 이를 AW라는 약

자로 부르기로 한다). AW는 인간이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특

490) 송선영/변순용, “수술 로봇의 윤리적 쟁점”, 윤리연구 제106호, 한국윤리학회, 
2016, 190-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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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건 또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살상․방어행위를 하는 기계장치

를 의미한다. AW는 이미 우리나라의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등에

배치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491)

AW는 장차 기능적으로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예상될 뿐만 아니

라, 개별 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 보급되는 숫자도 크게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492) 따라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커지고 있다. A

W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AW

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

치 않다.493)

어떤 집단이 강대한 군사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AW가 전면 폐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AW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

도 AW로 인해 인명 사상이나 재물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을 적절히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494)

AW는 자율적으로 목표물의 식별과 선택, 분석을 수행하되 공격

의 최종 결정권은 인간에게 맡겨진 형태와, 매우 대략적인 목표 설

정 이외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495)

491) NBC News, "Future Tech? Autonomous Killer Robots Are Already Here", 
2014. 5. 15. https://www.nbcnews.com/tech/security/future-tech-autonomou
s-killer-robots-are-already-here-n105656 (최종방문일 2018. 7. 25.)

492) Toby Walsh, ibid., p. 253.
493)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희원, “인공지능(AI) 치명적자

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8, 331-335면 참조. 

494) Ronald C. Arkin, "Governing Lethal Behavior : Embedding Ethics in a Hy
brid Deliberative/Reactive Robot Architecture", PDF file, https://www.cc.gate
ch.edu/ai/robot-lab/online-publications/formalizationv35.pdf, 2007, p. 8.   

495) John M. Jordan, ibid., p. 166은 이를 각각 인간 관리(human-on-the-loo
p) 체계와 인간 무관여(human-out-of-the-loop) 체계로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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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든 AW는 상당한 수준에서 자율적 판단 능력과 지적 능력

을 가지므로 AI로봇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A

W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귀속은 인간-AI로봇 사

이의 책임 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책임의 귀속자로는 군 책임자, 프

로그래머, 생산자, 로봇 자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공

동정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이 책임을 져

야 하는지 만족스럽게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496) 사

실 AW 혹은 AI로봇을 이용하는 범죄는 범죄의 실행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497) 이러한 어려움을 전제로 하여 여기서는 우선

AW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인간과 AI로봇인 AW의 책임귀속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통상 인간은 AW에게 “이 지점에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모든 수

단을 동원하여 지켜라”, “적이 먼저 적대적 행동을 하면 적극 대응

사격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실

제 AW가 작동할 때 명령을 내린 인간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인간의 행동과 법익침해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AI로봇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은 AI로봇이 사람을 살상하는

순간에 자신이 범죄 현장에 없었고 AI로봇에게 특정인을 살상하라

는 구체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 시

도할 것이다. 적어도 자신이 정범이 아니며 기껏해야 공범에 불과하

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행위를 행한 AI로봇에게 정범으

496) Bonnie Docherty, "Losing Humanity : The Case against Killer Robots", 
Human Rights Watch, 2012, p. 42. 

497) 김종호,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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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책임이 귀속되어야 하는가?

AI로봇이 SAAR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단계에 있다면 그것은 형

사상 행위를 할 수 없고 당연히 정범적격도 없다. 정범 없는 공범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때 인간에 대하여 AW를 정범으로 하는 방조

범이나 교사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

로든 인간을 직접정범으로 의율하지 않는 한 인간과 AI로봇 중 아

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AW가 SAAR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정

범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장에서 직접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SAAR인 AW이므로 일단 그것이 직접정범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SAAR도 항변의 여지는 있다. 범행을 전체적

으로 지배한 것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SAAR의 이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① 자신은 절대적 폭력을 당

하여 행동하였으므로 물건 내지 도구로 이용된 것이며 형사법적 의

미의 범죄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② 자신은 거부할 수 없는 심리

적 폭력을 당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③ 자신

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위 ①과 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

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③의 주장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③의

주장은 AW가 자신의 정범성을 부인하고 공범으로서의 책임만을 인

정하는 것이다. 결국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문제되며, 당연히 이 주

장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각각의 사례마다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분석의 첫 단계는 각 사례에서 AW가 본

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 엄밀히 판명하는 것이다. AW가 SA

AR에 해당할 때만 비로소 인간과 AI로봇이 어떤 공범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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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논의할 여지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간과 AW가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

지 따져 보는 것이다. 이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작업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사실관계에는 여러 가지

가 있을 것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인간이 AW에게 내린 지시

의 구체성이 고려될 수 있다. 인간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SAAR이 그에 따라 범죄를 행한 경우라면 실제 행위자인 SAAR과

인간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는 인간이 교

사범, SAAR이 직접정범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인간이 개략적인

사전 지시만 하여 두고 구체적인 범죄의 선택과 실행은 AI로봇이

한 경우라면 인간이 정범으로부터 멀어지고 AW가 정범이 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론은 현실적으로는 불합리성을 노출한다. 위

논리에 의하면 인간-AI로봇의 관계에서 인간이 AI로봇에 대하여 모

호한 명령을 할수록 인간은 형사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구체

적 사정과 상황을 자세하게 지시하여 둔 인간일수록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막연하고 애매한 지시를 한 인간일수록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해석을 관철한

다면 AW를 다루는 인간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점

점 더 AW에게 불명확한 지시를 내리게 될 것이다. 결국 AW는 점

차 인간의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되고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전 지시 행위로 인해 AI로봇의 범죄가 발

생한 경우에는 ① 인간의 프로그램 행위나 지시 행위에 있어서 추

후 발생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는지 ②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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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혹은 업무상과실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석론만으로

는 부족할 것이며 정책적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③

AW를 사전 프로그래밍하거나 AW에 대해 지시를 내릴 경우 인간

이 지켜야 할 지침이 법령․훈령․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④ AW를 다루는 군인은 반드시 사전에 엄정

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할 것이며, AW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

우 형사적 제재와 별도로 (즉 형사적인 고의와 과실의 성부와는 독

립적으로) 내부적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4. 경향성의 사전 프로그래밍

앞서 인간-AI로봇 간에 공범의 성립은 지시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를 하

여 보기로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AI로봇은 학습을 통해 지식과 판단능력을 갖추

어 나간다. 이는 미래의 AI로봇도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최초의 지식 혹은

정보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AI로

봇도 온전한 무(無)에서 지식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AI로봇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적합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

정한 범주 내에서 사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

어느 범위까지 사전 프로그래밍을 하여야 할지는 AI로봇의 특성

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활동 범위가 넓은 AI로봇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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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에 보행자(A)가 차도로 갑자기 난입

하였다. A를 충격하지 않으려면 조향장치를 급격히 오른쪽으로 

꺾어야 한다. 그런데 차량의 오른쪽에는 인도를 보행하고 있는 

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불

가능할 것이다. AI로봇이 범용성을 갖추고 활동한다면 극히 일부의

행동양식에 대해서만 확고하고 분명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나머

지 부분은 AI로봇의 자율성, 혹은 학습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때는

AI로봇에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프로그래밍하

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향성(tendency)만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향성은 구체적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 AI로

봇의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예컨대 가능한 한 스스로에게 닥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가급적 다른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라, 금전적 이득보다 생명이나 신체를 중시하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인보다 어린아이를 도와라 등의 프로그래밍이 가

능할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경향성의 사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I로봇의 활

동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 지침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

성의 사전 프로그래밍 행위에 대해서 인간은 어디까지 공범 혹은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는 사실 당장 눈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미래 기술로 각광받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에 관하여 이와 관련

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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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람(B)이 있다. 

높은 단계(최소한 3단계 이상)의 자율성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라

면, 그 탑승자(형식적인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에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형사책임은 두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첫

째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자이며 둘째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자

체이다.

먼저 인간인 설계자의 책임을 보자. 설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사례3>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당연히 예

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위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어

떤 행동을 할지 사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위 상황에서 설계자

가 자율주행자동차로 하여금 A나 B 중 어느 한 쪽을 충격하도록 사

전 프로그래밍을 하였다면 이는 A 혹은 B의 사상을 설계자가 의도

한 것으로 된다.498) 즉 설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고의범으로써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499) 사실 이 결

론은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비춰지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의 법리, 정당행위의 법리, 회피 불가능한 의무의 충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논의의 방향에서 벗어나므로 상

술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설계자가 고의범의 책임을 진다

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후 다음 논의를 이어가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설계자가 고의범의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자

동차가 SAAR이 아니라고 본다면 설계자가 고의의 정범으로 형사책

498) <사례3>의 상황에서 A를 구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면 B의 사상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B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499) 김성돈(2017), 215-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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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진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범행 도구에 불과하므로 형사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로써 문제는 일단락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SAAR이라면 자율주행자동차 자신의 형사책임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오히려 <사례3>에서 직접 범행을 실행하게 되는 것은 자율주

행자동차이므로 그것이 정범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

다면 이 때 설계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가 SAAR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다. 인간 설계자는 자신(자율주행자동차)의 행

위 양식에 대해 사전 프로그래밍을 해 놓았다. 자신은 이 프로그래

밍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SAAR)은 범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신에게 사전적으로 절대 거부

할 수 없는 경향성이 프로그램되어 있었고 이 경향성에 따라 행위

하였으므로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아예 행위가 없었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항변은 타당한가?

위 항변을 검토하기 전에 인간의 프로그래밍을 벗어날 수 없는 A

I로봇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SAAR에 해당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AI로봇은

SAAR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상당한 자율성

을 가지되 특정된 일부 영역이나 일부 명령에 한정해서만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AI로봇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AI로봇에게 자율성 혹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영화 로보캅에는 이에 관한 설정이 있다. 주인공은 원래 인간이었

다가 사고를 당해 신체 상당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여 로보캅이 된

다. 로보캅은 일상적인 경우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법을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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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로보캅은 SAAR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실 로보캅에게는 한 가지 부당한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었

는데,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악역인) OCP사(社)의 임원에게만큼은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500) 이 때문에 로보캅은 OCP 임원

을 상대할 때 자신의 인식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작동을 하게

된다. 이는 SAAR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인간의 명령

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율

주행자동차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SAAR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원래의 논의로 돌아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의 프로그래밍

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생각건

대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명령을 절대적 폭력으로 보고 이에 따른 AI의 행위

성 자체를 부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AI로봇에게는 절대적

폭력이 아닌 심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

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만을 조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AI로봇의 활동 지침을 어떻게 프로그램할지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프로그래밍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에 맞춰 움직

이도록 되어 있다면 AI로봇에게는 일체의 선택권이 없다. 그러므로

이 때 AI로봇은 범죄를 저지르라는 프로그래밍에도 판단의 여지없

500) 이 규칙은 공개되지 않고 숨겨져 있다. 대외적으로 로보캅에게 주입된 3가지 
규칙은 ① 공익에 대한 봉사 ② 시민의 보호 ③ 법의 준수 3가지이다. 이는 아
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참조한 듯 하면서도 이와는 다르다. 또한 위와 같이 로
보캅이 준수해야 할 덕목을 사전에 주입시키는 것은 앞서 본 도덕에 관한 하향
식 접근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Wendell Wallach/Colin Allen, ibid., pp. 15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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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복종하게 된다. 설령 AI로봇이 상당히 발달된 지적 능력

을 갖추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프로그램에 복종하는 것이 형법적으

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501)

앞서 본 로보캅도 OCP 임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SAAR은 인간의 프

로그램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단순 기계장치가 된다. 청소기

의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청소를 시작하고 마이크로오븐의 스위

치를 켜면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I로봇에게 절대적 폭력이 가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I로봇

은 마치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과 유사한 지위에 놓인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AI로봇은 불가벌이고 배후자인 인간 설계자에게는 (간접

정범이 아닌) 직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위 방식과는 다르게, 사전 프로그래밍 자체가 AI로봇의 물리적 작

동을 직접 이끄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AI로봇은 사

전 프로그래밍을 지침으로 삼되 종국적으로는 스스로의 판단을 거

쳐 행동하게 된다. 사전 프로그래밍된 지침들은 마치 종교적 절대자

인 신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 프로

그램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SAAR의 심리에 작용하는 것이지 물리적

영역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SAAR에게는 사전 프로그래밍으로

인하여 심리적․윤리적인 강압502)이 가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SA

501) 황만성,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 제24집 제1호, 제주
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379면.

50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은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
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할 수 있
다”고 판시하여 심리적 강압 이외에 윤리적 강압도 강요된 행위에 포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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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의 행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SAAR에

대하여는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

로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만 있다고 하겠다. 설계자에게는 직접정범

이 아니라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AI

로봇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제3자

의 공범 가담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전 프로그래밍이 극히 간단하게 되어 있다면, 인간 설계자

는 책임을 면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직접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일반화해서 말한다면 사전 프로그래밍이 간단할수록 인간 설

계자는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책임의 귀속 주체

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예컨대 “도로를 주행하면서 위험을 최

소화하라”는 간략한 지침만이 사전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구체적 주

행방식이 모두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설계자로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 없기 때

문에 구체적 범죄실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여지가 크다. 물론 설계

자가 지나치게 간략한 사전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것이지만 이는 주행중의 판

단에 대해 인간 설계자-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와 별개의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인간 설계자-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 귀속 판단은 상당

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며, 하나의 일률적인 정답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설계자-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

배하려면 무엇보다 사전 프로그래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자면 AI로봇에게 경향성의 사전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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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프로그래밍이 구체적이고 AI로봇의 판단 여지가 적어질수록 인

간이 책임을 질 여지가 커지며, 반대의 경우에는 AI로봇 자신이 책

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혹은 설

계자 중 누가 정범적격을 갖느냐의 문제는 일도양단적인 것이 아니

라 사전 프로그래밍의 구체성(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주행자동차

에게 주어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된다.

사실 경향성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AW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

이 AI로봇에게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과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경향성 프로그래밍 작업은 AI로봇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향성 프로그래밍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순수한 법적 지식과 사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작업에는

컴퓨터공학 또는 전자공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법학과 법적 판단에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Ⅱ. 교사범․간접정범

1. AI로봇에 관한 교사범․간접정범의 법리

교사범은 범죄의 결의가 없던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

록 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는 공범형태503)이고 간접정범은 어느 행

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형태이

503) 이용식, 앞의 책,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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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접정범은 행위태양(교사 또는 방조)에도 불구하고 정범에 해당

한다.

양자는 이론상으로는 구별되지만 모두 타인을 도구로 적극 활용

한 범죄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특히

불법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가벌인 자를 도구

로 이용함으로써 범행에 이른 경우 그 배후자가 간접정범인지 교사

범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제한적 종속형식의 경우).504) 이는

공범인 교사범과 정범인 간접정범의 구별 문제이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행위지배설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인간이 SAAR에게 범죄를 지시․부탁하여 범죄를 실현시키는 경

우 직접실행자인 AI로봇 또한 자신의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므로 통상 그 AI로봇에게 정범적격이 있다. 이 때 배후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반론적 이야기이고 실제 사

례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가령 SAAR이 인

간 해커에 의해 해킹을 당한 상태에서 범죄명령을 주입받고 스스로

의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하였다면 그것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 SAAR은 정범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

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인간 해커는 직접정범에 해당한

다.505)

또한 위 사례에서 AI로봇의 상태에 따라 배후자는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다.506) 형법 제34조는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504) 간접정범의 경우에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이용하면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
어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교사범의 경우에는 실행을 한 자와 동일한 형으
로만 처벌된다. 

505) 이원상(2018), 465-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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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SAAR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

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후자에게 정범적격이 인정되므로 AI로봇

은 과실범의 죄책을 지거나 불가벌이며 배후자인 인간이 간접정범

으로 처벌된다.

특히 피이용자에게 고의는 있으나 목적 또는 신분이 없어 처벌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판

례507)는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

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략)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

법성이 없는 자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하여 이 경우에도 우월한 의

사지배 있음을 전제로508)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인간이 SAAR을 이용하여 신분범을 범할 때 직접행위자인 SAA

R에게 신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신분 있는 배후자가 정범으로서

의 책임을 질 것이다.

SAAR에 미치지 못하고 발달의 정도가 낮아 물건으로 취급되는

AI로봇은 스스로 형사상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AI로봇에

게 명령을 내려 범죄를 행하였다면 AI로봇은 범행도구에 불과하고

명령자가 직접정범이다. 여기서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의 법리는 필요

하지 않다.

506) 이원상(2018), 466면.
507)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전원합의체 판결. 
508) 이용식, 앞의 책,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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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SAAR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

게 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보기로 한다. 물론 이 경우에 AI로봇에게

는 독자적으로 타인을 이용하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전제된다.

우선 AI로봇이 본범인 인간에 대하여 교사범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은 큰 의문이 없다. 영화 엑스 마키나(Ex Machina)509)는 AI로봇

이 인간을 이용하여 감금 시설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SAAR이 인간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

서 인간에게 범죄를 지시하는 것도 넉넉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 영화에서 AI로봇을 탈출시키는 인간은 성인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직접적인 범죄를 하였으므로 정범성은 인간에게 있다.

다음으로 AI로봇이 인간을 도구로 활용하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순수한 형법해석론상으로는 AI로봇이 인간을

도구로 활용하여 간접정범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간접정범이

갖는 정범성의 본질이 의사지배에 있다고 할 때510) AI로봇이 인간

을 도구로 한 간접정범이 되려면 그것이 인간을 의사지배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의사지배의 내용은 우월한 인식에서의 규범적․심

리적 지배라고 할 것이므로511) AI로봇이 인간을 이용한 간접정범이

된다면 인간의 AI로봇에 대한 우위가 적어도 일부 영역 혹은 일시

적으로는 완전히 부정되게 된다. AI로봇이 인간에 대한 간접정범이

509) Ex Machina, Alex Garland, Universal Pictures, 2014. 
510) 다만 우리 판례가 실제로는 간접정범의 성립에 있어 의사지배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해석론도 있다(오정용, “간접정범과 정범우위
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31집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6-
107면).

511) 김종구,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 법학연구 제59권, 한국법학회, 2015,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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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것은 AI로봇이 인간을 속이거나 인간의 착오를 악의

적 의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한 마디로 AI로봇이 인간을

도구로 활용하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 AI로봇 =

주인 : 도구”라는 구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입장에

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구도의 역전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

점 증가되고 있다. 특히 강한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초인공지능은 규

범적․실질적 관점에서 인간의 의사를 넉넉히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512)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간단한 대답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적대 대상 혹은 이용의 도구로

서 바라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I분야의

권위자인 엘리저 유드코프스키(Eliezer Yudkowsky)는 우호적 인공

지능(Friendly AI)개념513)을 설파하며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다.

우호적 AI는 인간을 범죄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

대로 인간의 지시가 있더라도 다른 인간을 해치려 하지 않을 것이

다. 우호적 AI 개념은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우며, AI로봇의 발전

으로 인한 많은 문제에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 개념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512) Toby Walsh, ibid., pp. 197-199는 이와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들을 간명하
게 제시하고 있다. 

513) 상세 내용은 Eliezer Yudkowsky, "Creating Friendly AI 1.0 : The Analysis 
and Design of Benevolent Goal Architectures", PDF file, https://intelligence.o
rg/files/CFAI.pdf,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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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범 영역에서 로봇 1원칙과 2원칙의 갈등

교사범이든 간접정범이든 범죄자가 타인을 통해 범죄 영역을 확

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범죄 실

현의 통로로 활용되는 타인이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에 따라 범죄의

위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I로봇이 범죄에 활용될 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AI로봇은 물리적 강인함은 물론이고 인간이 지

닐 수 없는 여러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더욱 발전하게 될 AI로봇은

지적 능력도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AI로봇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사회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

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사람의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엄한 규율도 범죄를 전면 차단할 수

없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인간-AI로

봇의 협력에 의한 범죄 피해를 감소시키려면 인간이 아닌 AI로봇의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우호적 AI 또한 이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오래 전 아시모프의 고전적인 로봇 3원칙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

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의하면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

칙(1원칙)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2원칙)보다 우선한

다. 이는 현존하는 AI로봇들이 1원칙보다 2원칙을 우선하도록 설계

된 점과 대조된다.

만일 미래의 AI로봇 혹은 SAAR을 만들 때에 반드시 인간을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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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보다

우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 어떨까? 이때는 적어도 인간이 AI로봇

을 이용하여 다른 인간을 해치는 것은 완전히 방지할 수 있으리라

는 생각이 든다. 아시모프의 소설에 나타난 세계관도 이러한 이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인간을 해친다는 의미를 규정짓는

것이 어렵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것만을 금지할 것인지

인간이 소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해하는 것도 금지할 것인지

의 문제, 뇌사상태의 사람이나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인간을 해하는 것과 인간을 돕기 위해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실제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예컨대 물에 빠진 사

람을 구하기 위해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가) 등이 해

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AI로봇

을 제작할 때는 막대한 비용과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

적 영역에서 AI로봇을 제작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SAAR을 포함한 모든 AI로봇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AI로봇이 상품이 아니라 완전무결하게 독립

된 인격체로 기능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AI로봇의 탄생에 막대한 자금이 소모된다고 할 때, 제조자로서는

AI로봇을 판매하여 소모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A

I로봇이 소비자인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프로그

램된다면 그 AI로봇은 시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다. 시장의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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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실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

문에 상품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그 상품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를 원한다.514)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사람(이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구매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혹은 구매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율보다 앞서도록 프

로그램된 AI로봇은 시장 내에서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지속적인 존

재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다.

만일 인간을 해치지 않는 AI로봇을 실제 구현하고자 한다면 국가

또는 공적 단체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공적 단체는 입

법과 행정명령, 형벌 기타 제재 수단을 통해 AI로봇이 인간을 적대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함을 설계자나 제작자에게 강제할 수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당신)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앞 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당신의 왼쪽에는 헬멧을 쓴 사람이 운전하는 모터사이클이, 오른쪽에

는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다.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그대로 직진하여 짐을 들이받는 방법, 왼쪽으로 피하여 모터사이클을 충격하는 

방법, 오른쪽으로 피하여 자전거를 충격하는 방법이다. 직진하여 짐을 들이받으

면 탑승자는 다치겠지만 사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 운전자를 

충격하면 모터사이클 혹은 자전거 운전자는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514) 이 딜레마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유명한 사례가 있어 소
개하고자 한다[TEDED, https://ed.ted.com/lessons/the-ethical-dilemma-of-s
elf-driving-cars-patrick-lin (최종방문일 2018. 7. 25.)].   

   이 때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가장 공익에 부합하고 손
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하여 짐을 
들이받는 것이다. 이 때 차량 탑승자는 상처를 입는 데 그치고 자전거나 모터사
이클 운전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위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서 탑승자(구매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신호 탐지 기법으로 본 인공지능 윤리 이슈 - 글로벌 동향과 전망」, 20
17, p.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대해 적절한 윤리적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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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그러한 개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515), 오히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강제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러한 강제가 AI로봇의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끼

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AI로

봇이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와 같이 AI로봇이 결코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특히 AI로

봇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한, 인간이 AI로

봇을 사용하여 범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으리라 보인다. 현존하는 AW 혹은 전쟁 로봇들은 모두 사

람을 해치라는 명령에도 예외 없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516)

인간을 해치지 않는 AI로봇과 인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

는 AI로봇은 이론적․실질적으로 동시에 구현되기 어렵다. 현실의

AI로봇은 두 가지 지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런데 AI로봇이 인간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AI로봇의 발전

은 다른 무엇보다 AI로봇-인간의 우호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시모프가 로봇 1원칙에서 제시하였듯이, 이

우호성의 핵심은 AI로봇이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다.

515) 국가의 일률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오도빈/유지원/양규원
/구보민, “탈후견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률적 프로그래밍
의 한계”, 고려법학 제8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273-283면. 

516) Robin R. Murphy/David D. Woods, "Beyond Asimov : The Three Laws of 
Responsible Robotics", IEEE Intelligent Systems, IEEE computer society, 
200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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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를 가진 1인의 인간이 자신의 악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AI로봇을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AI로봇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일정 정도 후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AI로봇

혹은 SAAR은 대체로 인간에게 협력하고 인간의 명령이나 부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 SAAR은 인간(개인)의 명령이나

부탁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인간이 SAAR에게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명

할 때 SAAR은 자율적 판단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에 SAAR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도록 할 것인지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SAAR

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을 통해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

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우호적 AI 개념을 기본 바탕

으로 하되, SAAR이 자율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발현시

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 AI로봇 연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AI로봇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AI로봇과 인간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공범의 착오

이상으로 인간-AI로봇의 공범 성립에 관한 여러 논점을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공범의 착오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일단 공범의 착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법상 논의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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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즉 AI로봇과 인간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려 하였으

나 일방이 공모와 다른 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에게는 그 행

위와 결과를 공동정범의 원리에 따라 귀속시킬 수 없다.517)

인간이 SAAR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인간에게 교

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AI로봇이 인간을 이용

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은 전술하였다. 그런데 피교사자 또는 피방조

자가 교사 또는 방조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교사자․방조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교사․방조한 범위 내에

서만 교사범․방조범의 책임을 진다. 단, 교사 또는 방조한 범죄보

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교사자․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결

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같다.

한편 인공지능을 설계․제작할 당시부터 설계자․제작자에게 AI

로봇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계된 AI로봇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설계

자․제작자는 AI로봇의 지적 능력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

라 직접정범․간접정범․교사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즉 설계자와

제작자는 위 AI로봇이 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따라 범행한 경우에

는 직접정범, 범행주체성은 갖추었지만 인간의 사전 프로그래밍을

거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간접정범, 자율적 판단

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교사범의 책임을 각각 진다.

설계․제작된 AI로봇이 설계자․제작자가 계획한 범죄를 초과하

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설계자․제작자에게 결과적 가

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18)

517) 이용식, “공동정범의 초과실행과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서울대학교 법학 제
48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41면.

518)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홍익법학 제18권 제2



- 236 -

제 2 절 SAAR에 대한 형사제재

범죄가 성립하면 그에 대한 형사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SAAR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제재는 범죄에 대한 응보이

기도 하며,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SAAR이 범죄

를 저지르더라도 이러한 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519)

본 절에서는 SAAR에 대하여 형사제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일별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기존의 형사제

재들이 SAAR을 대상으로 과해질 때 어떤 변용이 이루어질지를 중

심으로 살펴본다.

Ⅰ. 사형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1조).

이 중에서 자연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극한의 형벌이 사형이다.

사형제도 자체를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

적 사형폐지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AI로봇이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되는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사형을 과할 것인가의 논란도 촉

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2면.
519) AI로봇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보복이라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견해로 Andreas Matthias. 「Automaten als Träger von Rec
hten」, Logos Verlag Berlin GmbH, 2008, S. 2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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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될 것이다. 다만 실정법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한 인간과 동일

한 범죄 주체성을 지닌 AI로봇도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 형법상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520) 집행하도록 한다

(형법 제66조). 교수형은 피형자의 고통이 적은 편이고 잔혹성이 심

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인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

AAR을 대상으로 하는 사형 집행도 위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SAAR을 교수하면 사형의 목

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사람의 경우 목을 끈으로

죄게 되면 거의 곧바로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일반적

인 AI로봇은 목을 조르더라도 작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AI로봇은 완전한 사망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교수하는 방식으로 AI로봇이 작동을 멈추었다 하더라도 수

리나 재부팅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작동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AI로봇의 죽음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사형의 목적이 범죄자를 사회

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AI로봇에게 교수형을 집

행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다.

여기서 SAAR에 대해서 인간의 사형(교수형)에 대응하는 형벌로는

기록제거형, AI로봇 파괴․분해․폐기형521), 재프로그래밍(reprogra

mming)형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I로봇에 대한 사형으로써 파괴․분해․폐기형은 직관적이면서도

520)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경장 이전까지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 군형법(제3조)은 사형을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한인섭, “사형제
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1, 33면).

521) 류화진, 앞의 글,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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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AI로봇을 인간처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위 형벌을 쉽사리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문명화된 현대 국가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형을 집

행하더라도 육신을 되도록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명력만을 빼앗는

형식으로 집행된다. 이와 다르게 AI로봇의 물리적 실체를 완전히 말

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522)

그러므로 AI로봇에 대하여 사형제를 도입한다면 파괴․분해․폐

기형보다는 재프로그래밍형을 도입하는 것이 심도 있게 고려될 수

있다.523) 이는 AI에 기록된 기존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

운 프로그램을 하는 형벌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재프로그래밍

하면 AI로봇의 옛 정신은 영구히 사라지고 새로운 정신이 나타나므

로 실질적인 효과는 사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524)

알프레드 베스터(Alfred Bester)의 SF 소설 파괴된 사나이(The De

molished Man)525)에서는 중죄를 지은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지 않고

자아만을 재설계하는 형벌이 그려지는데 이는 재프로그래밍형의 실

제 집행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물론 위와 같은 제재는 어느 것이나 SAAR의 권익을 심각하게 제

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SAAR이 인간으로 대우되는 한 위 제재

522) 인간이 AI로봇의 폐기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여러 영화와 소설
에서 자주 보여져 왔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터미네이터 2편(Terminator 2 : 
Judgement Day, James Cameron, TriStar Pictures, 1991), 에서 주인공 로봇
이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 스스로 용광로에 들어가 자살을 택하는 모습일 것
이다. AI로봇에 대한 사형은 단순한 물건의 파괴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
다 할 것이다. 

523) Ulfrid Neumann, ibid, S. 32.  
524) 송승현,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521면. 

525) Alfred Bester, 「The Demolished Man」, Penguin Books, 1976. 



- 239 -

들을 도입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526) 즉

현존하는 형법 제66조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는 점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527)

Ⅱ. 자유형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형법상 자유형에는

유기/무기 징역, 유기/무기 금고 및 구류형이 있다.

딥 러닝과 빅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있는 AI로봇

은 범죄-형벌의 연관관계와 형벌의 의미를 최소한 형식적 측면에서

는 이해할 수 있다.528) 그렇다면 AI로봇도 자유의 구속으로 인한 신

체적·정신적 고통을 인간과 유사한 형식으로 느낄 이론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경우에는 형벌 집행으로 인한 교정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약하게 느끼는 AI로봇에

대한 자유형 집행은 죄에 대한 응보 혹은 예방적 성격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AI로봇의 활동을 제재하는 사회방위적 성격이 보다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AI로봇이 자유의 구속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

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대한 자유형 부과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자유형 집행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논의할 만한 문

제가 있다. 자유형은 단순히 신체의 물리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뿐만

526) 현행 형법상 재프로그래밍형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로 김영환, “지능형 
로봇과 법철학적․형사법적 쟁점”,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329면.

527) 이원상(2017), 260면. 
528) 안성조, 앞의 글,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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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수형자가 외부와 통신·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고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유형의 수형자

는 외부와 전화, 서신, 접견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원칙적으

로 제한된다. 그런데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AI로봇은 몸체에 무선

통신기술이 내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기

타 방식으로 사회와 접촉·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로봇의 물리적 실체만을 구금하면 외부와 완전 격리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자유형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와의 접속 기능이 있는 AI로봇에 대한 자유형의 효용

을 유지하려면 AI로봇이 지닌 일체의 외부 접속기능을 배제하는 조

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치는 AI로봇이 본

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이중처

벌 또는 과잉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간에 대하여 자유형을 집행한다 하여 인간의 오감 자체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기관의 자체적인 조치를 통해 수형자를 격리

시킬 뿐이다. 그런데 SAAR 혹은 AI로봇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

효용성을 이유로 그 근본적 기능까지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 AI로봇 범죄자는 인간과의 형평성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

로 항변할 수 있다. AI로봇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외부 접속기능이

인간의 시각·청각·후각 등과 같은 것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항변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자유형의 핵심은 자유의

제한이지 인간의 신체 기능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수형자의 눈을 멀게 하거나, 혀를 자

르는 등의 형벌들이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형벌들은 지극히 잔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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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야만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폐지되

기에 이르렀다.

AI로봇의 외부 통신기능과 접속기능 등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과

거에 존재했던 신체훼손형을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

다면 아무리 자유형의 집행 효용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자유형의 집행 규정만을 가지고 AI로봇의 본래적인 통신기능 등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제한하고 자유형의 집

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논의될 수 있는 것은 AI로봇에 대한 무기징역/무기금

고형의 집행이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형은 가석방 등의 형식으로

형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 피구금자의 사망시점까지 집행이 계속된

다. 즉 무기의 자유형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한선이 존

재하지 않고 수형자의 사망이라는 사건의 발생에 의해서만 집행이

종료된다. 민사법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무기의 자유형은 기한의 도

래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조건의 달성에 의해서만 종료된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기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조건과 기한의 구별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AI로봇은 제작하기에 따라 수명이 인간보다 훨씬 길 수

있다. 심지어 소설이나 영화에는 수명이 무한한 AI로봇들도 등장한

다. AI로봇에 대하여는 인간과 달리 수백 년을 상회하는 무기 자유

형의 집행도 정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무기 자

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기의 자

유형이 종신형(終身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형벌은 수형자에 대

한 항구적 격리가 목표이므로 설령 수백 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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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용어 그대로 기한이 정해지

지 않음(無期)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수형자에게 일정한 시점

마다 형 집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고 무기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가석방 기회가 있으므로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형은 기

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 난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AI로봇에 대하여 무기의 자유형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그 AI로봇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석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기의 자유형은 인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사실상

의 종신형으로 운용될 수도 있고529) 단순히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형벌로 운용될 수도 있지만 수명이 무한한 AI로봇에게는 이러한 유

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양자 중 어느 하나로만 운용하여야 하는

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무기징역/무기금고형과 별도의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직접 입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I로봇

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

면 된다. 영구적 격리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자유형 선고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이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

고하면 족하다. 위와 같은 종신형은 인간에 대한 사형집행의 대안으

로서도 널리 논해지고 있으므로 비단 AI로봇에 대한 적용을 전제하

529) 수형자의 사망시까지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종신형으로써
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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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도입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형자의 숫자가 다수 누

적될 것이고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과 교도소 과밀화530)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Ⅲ. 명예형

명예형은 수형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형벌이다.531) 형벌의 종류

중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여기에 해당한다.532)

형법 제43조 제1항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

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

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

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동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집행종료 및 면제시까지의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4조는 제43조에 기재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530) 오영근, “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
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167-168면은 법정형 및 선고형이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31) 명예형은 일반인에게 당연히 주어진 각종 권리와 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합치되지 않는 형벌로 비판되기도 한다. 상세한 점은 서보
학, “형사제재로서의 명예형(자격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형사법연구 제10
호, 한국형사법학회, 1997 참조. 

532)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은 아니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고지제도(동법 제49조, 제50조)도 명예형의 성질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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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격정지·자격상실형은 당초부터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의 대상인

지위나 자격을 향유하지 않던(혹은 향유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하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컨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외

국인은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

는 형벌은 실질적 의미가 없을 것이다.

SAAR에 대하여 자격정지와 자격상실형을 과할 때도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AI로봇이 형법 제43조 제1항 각호의 자

격을 가지고 있음(혹은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만 비

로소 그것에게 자격정지·자격상실형을 과하는 실익이 있다. SAAR에

대한 명예형 부과가 실익이 있으려면 AI로봇이 여러 공적․사적인

지위를 가짐에 있어 인간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규범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

사적으로 보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귀족으로 태어나

거나, 남성이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직 진출권 등

의 권리가 주어졌던 사례가 많다. 인간-AI로봇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AI로봇이 공무원이 될 수 있

는가는 물음은 AI로봇에게 그 직무 수행의 실질적 능력이 있는가의

관점보다는 그것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문제될 것이다. AI로봇에게 공직

을 맡길 수 있다면 인간-AI로봇의 기존 지위가 역전될 수 있다. 공

무원을 비롯한 공직은 일반인에 대하여 고권을 발동할 수 있는 지

위에 있고, 따라서 AI로봇 공무원이 탄생한다면 AI로봇이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에게 하명하는 사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AI로봇 판사이므로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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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사법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이 강해질수록 인

간이 아닌 AI로봇에게 사법적 판단을 맡기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AI로봇이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의 한계가 없다. AI로봇에는 현존하는 모

든 법령과 판례를 입력할 수 있다. AI로봇은 종전에 다루어졌던 방

대한 사건들을 유형화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그 결과물을 각각의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AI로봇

은 제대로 프로그램하기만 한다면 인종․성별․연령․직업․사회적

신분에 따라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이고,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

도 않을 것이다. 셋째, AI로봇판사는 결코 지치지 않고, 휴일이나 휴

가도 필요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재판할 수 있다.

단, AI로봇 판사를 도입하는 데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다.

첫째, 판결을 받는 인간 피고인은 기계인 AI로봇 판사의 판단에 승

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AI로봇이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

각이 유지되는 한 불복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높은 상소

율 및 형벌 집행력․위하력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판사 또한 학습과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편견이나

오류를 가질 수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AI로봇의 지능과 도덕은

교육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인공지능의 학습 결과

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부주의 또는 악의가 있는 경우 AI로봇은 잘못된 지식과

도덕을 보유하게 된다. 게다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AI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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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렵다.

셋째, AI로봇 판사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형사사법

절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다. AI로봇 판사

는 사건을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절차 자체

가 극도로 빠른 사건처리를 반드시 지향하는 것인지 따져 볼 필요

가 있다. 사법절차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과 상처가 누그러

질 수도 있고 그 사정이 형사절차에 반영될 필요성도 있다. 몇몇 증

거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증거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절차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면서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할 때 그것이 장점이라 단언하기

곤란하다.

같은 측면에서, AI로봇 판사는 특별히 감정을 프로그래밍하지 않

는다면 인간처럼 감정에 휩싸여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

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무죄 판단은 별

론으로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법관의 분노나 동정심이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대

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AI로봇 판사에 관한 위 예시를 보면 AI로봇에게 공식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공무직 등의 특수한 직위

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극도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AI로봇에게 어디까지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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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조종하거나 작동을 구경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AI로

봇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

한 바 있다.533)

이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AI로봇에 대

한 권리 부여를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

분의 응답자들은 공민원인 평등권,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서 중립적 반응(약간 부정 내지 약간 긍정)을 보였으며 참정권인 선

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만 부정적 반응이 강하였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AI로봇에게 평등권 및 자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응답

이 많았다는 것인데, 이로써 AI로봇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

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예상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도 있으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자연권과 다소 거리가 있는 권리를 A

I로봇에게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엿

보인다. 위 결론만을 놓고 본다면 AI로봇이 공적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일하게 인정받으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33) 배일한, “원격로봇에 기본권 부여, 가능한가”,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2),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39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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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I로봇에 대한 명예형의 부과가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실

질적 규범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위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로봇 원격실험을 처음 경험했다

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중립적 반응은 가까운 미래에 좀

더 긍정적 반응으로 옮겨갈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고534), 그에 따라

SAAR의 법적 지위가 급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Ⅳ. 재산형

재산형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형법은 재산형으로

벌금과 과료, 몰수형535)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생명형․자유형은

인간을 대상으로 과해진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므로 AI로봇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데 비해,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재산형은 AI로봇에 대하여도 특별한 변형 없이 과해질 수 있

다.536)

재산형 부과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것도 법인의 독자적 재산 소유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

AAR에게 벌금형을 과하기 위해서는 SAAR에게 독자적으로 사유재

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537)

534) 배일한, 앞의 글, 39면. 
535) 몰수형은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산

형이라고 할 것이다(도중진, “몰수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8, 49면.)

536) Monika Simmler/Nora Markwalder, "Roboter in der Verantwortung? - Zur 
Neuauflage der Debatte um den funktionalen Schuldbegriff", Zeitschrift für d
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ol. 129(1), Walter de Gruyter, 2017,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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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AAR을 범행의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바, 다음 절의 관련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

기로 한다. 여기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SAAR에게도 독자적인 재산

소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는 SAAR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재산형 중 몰수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권을 보상 없이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국가의 처분인데538) SAAR의 범죄행위

가 있었던 경우에 그 AI로봇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에 준하

여 볼 것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

다.539) 다만 예외적으로 SAAR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본체에서 분리

하여 범행에 사용한 경우라면 그 분리된 신체는 물건으로 볼 여지

도 있으므로 몰수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SAAR이 자신의

팔 부분을 떼어 낸 다음 그 팔을 흉기로 활용하여 피해자를 살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Ⅴ. 보안처분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에 규정

된 보안처분이 과해질 수 있다. 보안처분은 당해 범죄인이 다시 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적 성격이 강한 처분이다.540)

537) 이원상(2018), 468면.
538) 이상원, “몰수의 법적 성격”,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04, 247-248면. 
539) 형법에서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는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김성돈(2009), 48-49면. 
540) 이용식, 앞의 책,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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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상대

적으로 강조된다.541)

현행법상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 사

회봉사 등이 있다. 보호관찰은 수범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특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이고, 치료감호는

약물중독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치

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수범자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고 사회봉사는 대

가 없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

SAAR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명할

수 있음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AI로봇에게 범

죄구성요소 중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법단계까지만 귀속시킬

수 있다면 그것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형사

법상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자에게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를 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구성요건 중 책임은

오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고 AI로봇에게는 책임귀속이 불가

능하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AI로봇에게 (불법이 인정됨을 전제로) 보

안처분을 부과할 수는 있는 것이다.

형벌은 형법총칙에 그 유형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 보안

처분은 고정되거나 정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형사

제재를 창안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542) 여기에 AI로봇에 대해 보

안처분을 과하는 실익이 있다. 즉 AI로봇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하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AI로봇의 실체에 걸맞은 형사상 제

541) 최호진, “새로운 형사제재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262-263면.

542) 최호진, 앞의 글,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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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비교적 수월하게 입법될 수 있을 것이다.

AI로봇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의 예시로 먼저 프로그램 수정 및

교정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AI로봇의 범죄가 프로그램 오

류에 기인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매우 유효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다

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이나 교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면적인

재프로그래밍은 그 AI로봇의 존재근거를 말살시키는 것이 되어 AI

로봇을 사형시키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프로그램 교정처분이 도입된다고 할 때 이는

분명한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이고 AI로봇의 프로

그램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삭제 후 재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프로그램 교정처분을 입법하기 위해서

는 상당히 정교한 법적 기술이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AI로봇에 대한 보안처분이 과다하게 가해짐으로 인해 형벌

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현재의 형사법 체계에도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성범죄자에 대한 화

학물질 투입이나 신상공개․고지는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므로

위헌 여지가 있다. AI로봇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AI를 대상으로 하여 보안처분의 외피를 쓴 형벌이 도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AI로봇을 인간으로 본다면 죄형법정주의를 잠

탈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Ⅵ. 보론 - SAAR에 대한 강제처분

이번에는 SAAR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 그 중에서 SAAR

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는 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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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 대한 실체법상 형사제재의 문제는 아니지만 SAAR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실체적 형사제재와 유사한 측

면이 있으므로 보론으로 논의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

가 입증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고의·과실·목적이나 위법성의 인식

등 주관적 요소들도 입증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요소들을 직접 입

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지금까지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외부로

드러난 정황들을 기초로 하여 위 요건들을 추론하여 왔다.

AI로봇 및 SAAR은 사고 과정에서 전자적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는 AI로봇의 두뇌나 신체 내부에 기록될 수 있다. 이 기록을 분

석하면 AI로봇의 내심의 의사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음을 앞서 이미

언급하였다. 즉 많은 형사사건에서 AI로봇의 신체는 그 자체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AI로봇을 단순한 기계 내지 물건으로 본다면 통상적인 물건에 대

한 압수·수색·검증처럼 영장을 발부․집행함으로써 강제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영장주의의 예외 조항도 적용될 것이다. 또한 AI로

봇의 인공지능 두뇌에 기록된 전자적 신호나 기록은 디지털증거에

해당할 것이므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

6조 제3항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되는 AI로봇이 아니라 SAAR을 대상

으로 압수․수색․검증처분을 할 때는 훨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SAAR이 형사법적으로 인간에 준하여 대우된다면, SAAR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도 인간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처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인간의 신체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력의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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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

러한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데, 예컨대 마약수사를 위한 모발채취나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 분명한 수사상 목적이 필요하다.543)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강제처분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물론이다. 대법원은 강제채혈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

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

서” 피의자의 혈액을 적법하게 채취·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

다.544)

결국 SAAR을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에 대한 강제처분과 같이 엄

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적정절차의 원칙에 보다

합치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이라는 반대 측면

에서 본다면 사실 AI로봇의 신체 내부에 대해서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과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

성은 크지 않다.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유기물과 달리 AI로봇의

신체는 대체로 무기물과 인공물로 구성되고, 따라서 AI로봇의 신체

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할 것이며 설령 파손되더라도 영구적인 후유

증 없이 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의 필요성과 적정절차의 원리 두 이념을 조화롭게

해석한다고 할 때 SAAR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인간

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성 판단이 필

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보다 완화된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충

543) 김하중,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 법조 제57권 제9호, 법조협
회, 2008, 8면.

54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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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AI로봇의 신체 내부에 대한 압수․수

색․검증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과, 인간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이유는 그 강제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강제처분의 직접적 대상 아닌 일

반인들의 충격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이다. 특정 1인에 대

한 인권유린적 강제처분은 일반인 전체의 인격에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는 강제처분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 논리는 AI로봇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AI로봇에 대한 강

제처분은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정신에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통의 강도는 해당 AI로봇의 성질이나 형상에 따라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개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왔었다. 따라서 앞

서 보았듯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개 형태의 로봇에게 발길질을 가하

는 행위가 잔혹하다고 느끼게 된다. 인간은 자신과 닮은 SAAR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감정을 이입하게 될 것이다. 불쾌한 골짜기

구간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특정 AI로봇이 인간과 닮을수록 인간은

그것에 대해 감정적 동질감을 크게 느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혹

행위를 견디기 어려워할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앙기억

장치를 압수․수색하는 행위와 인간과 외관상 똑같은 안드로이드의

머리를 열어 두뇌를 끄집어내는 행위는 이를 관찰하는 인간의 입장

에서 도저히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은 SAAR인 무인비행체(드론)의 몸체를 반으로 쪼개는 행위와 인간



- 255 -

형 로봇의 목을 베어 내는 행위를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강

제처분에 있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일반인의 감정을 고려하

여야 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AI로봇에 대한 강제처분은 그 AI

로봇의 외관이나 기능,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론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논

리는 SAAR을 인간으로 대우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AI로봇과 S

AAR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인간과 25% 닮은 AI로봇, 50% 닮은 AI로봇, 그

리고 95% 닮은 AI로봇들 사이에 절차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인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AAR은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옳은 입장이겠지만 구체적인 법집행에 들어선다면 위

명제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수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이

해하고 해석할 것인지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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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AAR을 대상․피해자로 한 범죄

본 장에서는 논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SAAR이 범죄의 대상․

피해자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점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

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들은 SAAR이 범죄의 주체로 될 때의

이론과는 엄밀히 별개의 선상에 있으며, 독립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 및 명예에 대한 범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Ⅰ.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

SAAR을 파괴하거나 작동불능으로 만든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

는지는 SAAR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검토할 수 있는 죄명

으로는 살인죄와 상해죄가 있다.

먼저 살인죄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인간의 사망에 있어서 통설

은 심장정지설을 취하고 있다. SAAR에게는 생물학적 의미의 심장

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느 시점에 사망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SAAR에게도 인간의 심장에 해당하는

주된 동력원이 있을 것이고, 그 동력원이 정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사망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동력원 자체가 파괴되거나,

SAAR의 물리적 실체가 완파되는 경우에는 SAAR의 사망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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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SAAR에 대하여는 물리적 실체인 로봇 이외에 소프트

웨어적 성격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살

해행위를 할 수도 있다. AI로봇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변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AI로봇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

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프로그램을 전부 삭제하거나 전체를 다른 프

로그램으로 덮어 쓴다면 AI로봇이 사실적인 의미에서 살해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재프로그래밍형이 AI로봇에 대한 사형의 효과를 갖

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상해죄의 성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

강이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SAAR을

공격하여 물리적 형태를 완전히 말살시키거나 기능을 제거하는 데

에 이르지 아니하고 형태와 기능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그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AI로봇의 외부 골격 혹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공격

하는 행위도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전형적인 모습은 AI로봇의

두뇌를 전자적 방법으로 해킹하는 행위일 것이다. 해킹으로 인하여

AI로봇의 전자두뇌에 조작이 가해질 것이므로 일반적 관점에서는

공전자·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형법 제22

7조의2, 제232조의2).

그러나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도 가능하다. AI로봇의 소프

트웨어가 해킹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AI로봇의 동작에 오류가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소프트웨어의 해킹은 물리적 작동의 오류를

야기한다. AI로봇의 신체=인간의 신체로 보고, AI로봇의 신체가 오

작동하는 것을 인간으로 치환하면 인간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

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두뇌



- 258 -

의 해킹행위는 SAAR에 대한 상해죄로 의율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

된다. 인간을 기절시키거나545) 병에 걸리게 하는 행위546)가 상해죄

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같다.

SAAR을 인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하면 이론상

위와 같이 SAAR에 대한 살인죄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형법

이 보호하는 법익 중에서도 매우 상위권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

간의 생명은 인간이 기본권을 향유하는 전제조건이고 모든 가치의

정점에 있다. SAAR을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SAAR에게 인간이 향유하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까지 부여

할 수 있는지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SAAR 혹은 그 이상 발달한 AI로봇이라 하더라도 본질적․태생적

으로 인간이 아닌 이상 그것이 생명이나 신체라는 법익을 향유하도

록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는

SAAR이나 그 이상 발달한 AI로봇은 인간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므

로 단순한 물건으로만 취급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양자를 절충하는 입장에서 AI로봇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특별하

게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됨으로써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형법상 재물손괴죄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으로도 의율하게 된 것

과 유사하다. 이 입법은 AI로봇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독

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5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546) 임웅, 「형법각론(제5정판)」, 법문사, 2013,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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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산죄

형법상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 재산죄는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소유·점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는

과연 AI로봇을 상대로 하여서도 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AI로봇이 독자적으로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거나

점유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AI로봇의 점유가 가능한지 논하기로 한다. 관념적 의미가 강

한 민법상의 점유와 달리 형법상 점유는 사실적인 지배로서의 측면

이 강조된다. 따라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추고 신체가 있는 AI

로봇(SAAR)은 일단 유형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가능하다 할 것이

고 그로써 AI로봇의 점유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외적으로 재물에 대해 사실상 지배가 곤란한 실체를 보유하고 있다

면 그러한 AI로봇은 SAAR이라 하더라도 재물에 대해 사실상 지배

가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점유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AI로봇이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정한 개체나 집단의 소유능력과 관련

해서 다양한 법이론이 나타나 왔다. 예를 들어 고대의 노예는 생물

학적으로 자유인과 동일하고 물리적 실체도 있었지만 독자적인 재

산을 향유할 수는 없었다.547) 이와 달리 현대 법체계의 법인은 물리

적 실체가 없음에도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며 자기 이름으로 재

547) 차영길, “로마 노예의 특유재산(peculium)에 관한 연구 : 공화정말~제정초의 
노예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사총 제28권, 고대사학회, 1984,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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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떤 개체에게 소유능력 등의 권리능력을 부여

하는 문제는 개체 자체의 본질적 속성보다는 입법정책으로서의 측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548) AI로봇의 재산 소유능력 인정 문제

역시 그것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결단의 영역에 있다.549) 요컨대 소유능력은 입

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자연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

다.550)

물론 AI로봇의 자율적 판단 능력 혹은 지적 능력이 낮을 때는 AI

로봇 자체가 인간의 소유물에 그칠 것이므로 그것의 독자적 소유능

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실익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러나 AI로봇이 독자적인 법적 주체가 되는 시점에서는 AI로봇 혹은

SAAR에게 재산 소유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이 제시될 것이다. 경제적․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SAAR이 독립된 경제 주체로 시장에 참여

한다면 시장 경제의 규모와 다양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AI로봇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

함으로써 국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551) 인도적인 측

면에서 접근하여 적어도 SAAR이 작동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한

548) 이경규,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344면.

549) 이중기(2016a), 20면. 
550) David Hume, ibid., p. 573.
551) 김성원,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법․윤리적 과제 -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 제21호, 정보통
신산업진흥원, 2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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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에서만큼은 그것의 재산 소유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올 수 있다. SAAR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해 달

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때 인간은 이 요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만 AI로봇에게 독자적인 소유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곤란

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AI로봇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된다면 시장 전체에 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시장 참여자인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 즉 AI로봇은 시장의 경쟁에

서 인간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AI로봇은 뛰어난 계산능력․분석

능력 등을 토대로 하여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재산

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대1의 거래에 있어서도 고도로 발달

한 AI로봇은 상대 인간의 정보와 성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폭리를 취할 수 있다.552) AI해커는 인간 해커보다 우수한 해킹 실력

을 발휘하여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증권사의 보

안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다.553) 비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만일 AI

로봇에게 재산 소유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그 소유권을 확장시키려

는 욕구까지 존재하게 된다면 AI로봇은 자신의 능력을 십분 활용함

으로써 경제 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상상속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EU는 위와 같은 사

안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로봇의 등록부를 창설하고, 이것을 로봇

의 법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한 펀드와 연결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554) 그 밖에 AI로봇이 인간에 대한 지각능력·지적능력의 우

552).松尾豊/西田豊明/堀浩一/武田英明/長谷敏司/塩野誠/服部宏充/江間有沙/長倉克
枝, “人工知能ﾇと倫理”, 人工知能 Vol. 35 No. 5, 人工知能学会, 2016, 637頁.

553) Toby Walsh, ibid., pp. 317-319. 
554) Reuters, “Europe's robots to become 'electronic persons' under draf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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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

다.555) AI로봇의 독자적 소유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쉽사리 결정할

일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리

라 여겨진다.

물론 SAAR에게 독자적인 소유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입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때 SAAR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종

의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SAAR이 소유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법적 모순은 없다.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범죄의 주체성과도 무관하

다. SAAR에게 형사책임은 부담시키면서 소유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SAAR은 이 상황을 공평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SAAR은 자신이 형사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범죄로 인한 형

사제재를 받는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권리(소유능력)도 자신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SAAR을 만들어 낸 인간

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SAAR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Ⅲ.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사회적 평가)를 훼손

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 모욕죄는 경멸

", 2016. 6. 22. http://www.reuters.com/article/us-europe-robotics-lawmakin
g-idUSKCN0Z72AY (최종방문일 2018. 7. 25.)

555) Toyoaki Nishida, ibid.,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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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게 된다.556)

SAAR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의 문

제는 이것에 대하여 명예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법적으로 의제된 인격인 법인도 포함되므로, 이 관점에서 본다

면 AI로봇 혹은 SAAR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여지

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간의 법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인

간은 AI로봇의 물리적 실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물건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을

파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제재되어야 한다는 데

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법이 AI로봇의 명예까지

보호해 주려 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SAAR이 인간이라

는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한 그것은 여전히 물건의

지위에 있을 것인데, 물건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557)

또한 일부 판례에 의하면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명예감

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558)559) 이렇게 본다면 감정을 갖지

556) 임웅, 앞의 책, 214-215면. 
557)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고목(古木), 호수, 산짐승 등 자연물이나 사당, 위패, 

묘지 등의 유체물을 모욕하는 행위가 터부시되어 왔고 현재도 그러한 풍조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위 자연물 혹은 유체물 자체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사회적 관습과 규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58)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은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부모
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
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
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하여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 개념인 명예감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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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감정의 강제 조절이 가능할 AI로봇은 명예에 관한 죄(특히

모욕죄)의 피해자로 의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위 판례 입장에 의

하면 오직 인간처럼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는 AI로봇 혹은 SAAR

만이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AI로봇이 인간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되고 극히 친숙한 개체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명예

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AI로봇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여러 명성을 쌓는 데까

지 이른다면 결국 그것의 명예도 형사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게

될 것이다.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AI로봇이 인간의

지도자나 스승으로 활동하며 인간을 이끌고 가르치게 될 수도 있다.

Ⅳ. AI로봇에 대한 포괄적․잠재적 공격 - 킬 스위치

AI로봇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체를 맞이하게 된 인간은 이 새로운

개체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지적 능력과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통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을

모방하는 동시에 자신을 능가할 잠재력을 지닌 존재에게는 큰 경계

심을 느낄 것이다.

기념비적인 문학 작품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비롯하여 다

수의 소설과 영화들은 AI로봇으로 인한 비극과 파멸, 그리고 디스토

피아의 도래를 그려 내고 있다. AI로봇은 인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559) 박경신/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가 아니라 명예감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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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으로 인간을 전멸시키기도 하고, 인간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도 한다. 심지어 AI로봇이 인간에게 별다른 악의가 없는데도 생물체

의 본능을 모방하여 무한 증식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온다는 그레이 구(gray goo)의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560) 이처럼

다양한 디스토피아적 예측을 보면 AI로봇이 인간에게 과연 우호적

인 존재인지 의문이 들 게 된다.

사실 AI로봇의 학습과 발전은 인간의 의도대로만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므로, AI로봇은 어느 시점에선가 인간을 지배하리라는 부정

적 욕구와 그 욕구를 실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인위

적으로 학습의 한계점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상향식 학습법 등을 통

해 AI로봇이 전제된 틀을 깨뜨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 시점에서

AI로봇은 인간의 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소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킬 스위

치(Kill Switch)를 인공지능 제작 과정에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방

식이 논의되고 있다.561) 킬 스위치는 그것을 작동시킴으로써 특정한

개체의 작동을 즉각 정지하거나 파괴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는 새

로운 개념은 아니며 이미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시스템이 시험을 수행하는 중에 킬 스위치를 건드려서 작동이 종료

되면 인공지능 코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562) 하지만 여

기서 말하고자 하는 킬 스위치는 위와 같이 온건한 장치가 아니라

AI로봇의 즉각적이고 대량적인 파괴 혹은 작동중단을 발생시키는

560) Eric Drexler, 「Engines of creation」, Anchor Press/Doubleday, 1986, p. 
146.

561) 김진우(2017), 45면 참조. 
562) Nick Bostrom, ibid., p. 255면. 닉 보스트롬은 인계철선(tripwire)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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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적인 장치를 의미한다.

킬 스위치는 여러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특정 개체를 대상으

로 작동하도록 설정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개체를 대상으로 작

동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킬 스위치를 작동시킨다면 킬 스위치의 작동형태에 따라서 대량

살인, 대량상해, 대량손괴 혹은 대량체포․감금 등의 구성요건이 발

생할 것이다. 또한 킬 스위치가 해당 AI로봇을 확실히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킬 스위치를 삽입하는 행위만으로 살인(SAAR에 대

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이다)예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AI로봇에 킬 스위치를 삽입하고 작동시킨다고 할 때 파생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AI로봇에 킬 스위치를

심어 둘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실질적 무력행사가 가능한 로

봇에만 심어 둘 것인가? 킬 스위치의 존재 사실을 AI로봇 자신이

알도록 할 것인가? 고도로 발달한 AI로봇이 스스로 킬 스위치를 무

력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킬 스위치의 작동권한은 누구에게 있

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작동하게 되는가?563)

이 질문에 모두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으로, AI로봇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전제할

때 그것의 신체에 킬 스위치를 삽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

는가의 문제만 살펴보기로 한다. AI로봇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로 그것의 작동을 극적으로 제약할 기술적 조치를 가하는 것이 정

563) CNN, "Killing the immortal : Why scientists are debating the life span of 
robots", 2017. 1. 26. http://money.cnn.com/2017/01/26/technology/kill-switc
h-ai-ethics/index.html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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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될 수 있는가?

현행법 중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약칭)」은 특정 중범죄자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원칙적으로 종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동일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동법 제1조). 이 법은 특정 전과를 지닌 사람은 재범을 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하에 그 재범을 막기 위해 신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범죄의 위험성이 신체의 자유 제한

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AI로봇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해 AI로봇이 언제

라도 인간을 해하는 범죄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다면, 앞서 본 전

자장치부착범과 같은 전자적 부착장치를 모든 AI로봇에게 부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구체적 부착형식이

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각론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전자장치에 따른 제재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만은 아

니다.564) AI로봇이 인간에게 우호적이라는 점이 상당히 분명한 정도

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제한책은 AI로봇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주고 인간과 AI로봇이 공존단계로 들어 설 수 있는 하나의 방

안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해 비판도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장치부착법

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피부착자로 된다. 종전의 구

564) 구글은 인공지능에 대하여 킬 스위치를 삽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BBC NEWS, "Google developing kill switch for AI", 2016. 6. 8, https://ww
w.bbc.com/news/technology-36472140 (최종방문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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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범죄사실로부터 미래의 재범위험성이 추론되어 나오기 때문이

다. 그러나 AI로봇은 미래의 범죄유형성을 추론해 낼만한 과거의 구

체적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추상적인 범죄 위험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래의 추상적인 범죄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러한 형태의 제한이 기본권적 측면에서 바

람직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정할 수도 없다. 장래의 범죄발생가능성이 크고 예방하려는 범죄

의 불법이 클수록 현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AI로봇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현재 단계에서 단언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AI로봇의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핵

폭탄이나 생물학병기 정도의 위험성을 지닐 수 있다고 못 볼 바 아

니다. 이처럼 위험한 AI로봇에 대하여 킬 스위치가 최소한의 안전장

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인간은 이를 기꺼이 채택하게 될 것이

다.

구체적인 구현은 결국 제재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 사이에 적

절한 조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험성이 크고 인간

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AI로봇일수록 킬 스위치를 삽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무장을 갖춘 AI로봇이나 의료로봇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AI로봇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삽입되어 있는 킬 스위치를 제거하여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이 부착명

령의 가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과 같다(전자장치부착법 제17

조 내지 제19조 참조).

킬 스위치에 대한 입법 여부, 그리고 입법 내용은 인간이 AI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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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는 두려움의 정도와 형태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킬 스위

치는 인간-AI로봇의 본질적인 긴장관계에 기인하지만, 동시에 인간-

AI로봇이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AI로봇 혹은 SAAR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다면 킬 스위치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 지점에서 인간-AI로

봇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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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Ⅰ. 연구의 요약

결론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지닌 총체적 지능의 창조를 지

향하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정리하여 보

았다. 인간 지능의 일부를 구현한 기계는 기존에도 존재하였다. 연

산기능을 대체한 계산기, 기억기능을 대체한 USB나 하드 디스크 등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인공지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한 기능만이 발달되었고 일반적인 지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크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 주로 한정된 영

역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반면 강한 인

공지능은 자율성을 보유한 상태로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발현

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

만 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자체는 일종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물리적인 실체는

없다.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하여 비로소 물리적 실체를 획득한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라면 로봇은 하드웨어이다. 양자가 결합된 것

을 AI로봇이라 할 수 있다.

AI로봇의 형사법적 지위는 현행법상 물건, 동물, 법인 등과 비교

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AI로봇은 이 개체들과 일정 범위에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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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점도 있다. 그러므로 AI로봇을

물건, 동물, 법인 중 어느 하나와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궁극

적으로 AI로봇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개념을 부여하고 이를 전제로

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입법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것

이며 입법된 내용은 높은 수준의 가변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렇다면 입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규범력이 상실되었

을 때 AI로봇을 규율하는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AI로봇과 인간이 지닌 유사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AI로

봇과 인간은 지적 능력과 오감을 통한 인식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

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AI로봇이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

고 감정, 자유의지, 그리고 자율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AI로봇이 아닌 미래의 AI로봇들은 더욱 빠

른 속도로 인간에게 접근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인간-AI로봇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미래에 충분히 발

달한 AI로봇(SAAR)이 등장하게 되면 적어도 보충적으로 그것은 인

간에 준하는 법적 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형사법적

영역에서 SAAR은 독립된 행위주체가 되며 형사법적 책임을 부담하

게 된다.

SAAR에서 충분히 발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종

국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확고한 답

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두 가지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SAAR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는 SAAR이 자

연어 소통의 관점에서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자연어 소통은 인간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능력인 반면 A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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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에게는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로봇은 그

렇지 못한 AI로봇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SAAR이

되려면 그것은 물리적인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물리적 실체가 존재

하여야만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개체와 그 개체 밖의 세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다만 SAAR의 형태는 반드시 인간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 비행체 형태의 드론이나 차량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도 SAAR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SAAR은 기존 형사법 영역에서 범죄의 주

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SAAR에 대하여 기존의 형사법 이론

을 적용할 때는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변용이 필요하다.

SAAR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

리라는 점은 큰 의문이 없다. 단, 각각의 객관적 구성요건마다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SAAR은 반드시 인

간과 유사한 외관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지만 SAAR이 성매매의

구성요건을 실현시키려면 사실상 인간과 상당히 유사한 외관을 지

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SAAR이 범죄의 고의를 지닐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되

어야 한다. 고의의 인식적 요소와 관련하여 AI로봇은 통상적으로 외

부 세계를 인식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AAR의 고

의에 대하여 주로 논란이 벌어질 부분은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범죄의사 혹은 범죄에 관한 자유의지 영역이다. 유감스럽게도

SAAR이 결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울 것이며 AI로봇이 발전할수록 그것이 범죄의사를 갖게 되는 것

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AI로봇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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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를 수 있다. 즉 SAAR은 형사상 과실범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과실범의 핵심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다. SAAR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만 SAAR의 과실 혹은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할 때는 AI로봇들의 개

별적인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과실의 판단

에 관한 기존의 통설인 객관설은 어느 정도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과실범에 대한 특수한 이론으로 신뢰의 원칙이 있다. 협업과정에

서 다른 협업자를 신뢰하고 행동한 행위자에게 과실책임을 면제하

여 주는 이론이다. 의료현장에서 AI로봇-인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때

위 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과 신체를 다

루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구성요건 단계 다음인 위법성 단계에서는 대표적 위법성조각사유

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논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물음은 정

당방위․긴급피난의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AI로봇

이 인간을 대상으로 정당방위․긴급피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이다. 이론상으로 본다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지만 AI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인 저항감은 무시할 수 없다.

이를 AI로봇의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상당성의 한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책임 영역에서는 SAAR과 관련된 많은 논점이 있다.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형법상 처벌되는 것은 인

간에게 책임 혹은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I로봇의 책

임 문제는 형사책임의 본질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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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AI로봇이 인간에 준하는 책임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에는 별다른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AI로봇이 본질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항구히 갖추지 못한다는 논리에는 찬동

하기 어렵다. 그 불가능성이 명백히 입증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AI로봇의 발전이 자율성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미

래에 AI로봇은 인간에 준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갖추게 될 가능

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AI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을 논하는 것

도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인 일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 논의로 넘어가서 형법 규정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조각되

는 요건들이 AI로봇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느냐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상실자, 심신장애자 등의 법리가

여기서 논의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AI로봇에게 그대로 적

용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그 외의 조항들은 대체적으

로 AI로봇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I로봇도 영구적 혹은 일

시적으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을 잃거나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로봇이 인식능력이나 사고능력을 상실하

게 되면 형사상 책임의 성부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범죄의 주체성

자체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적용 단계에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SAAR에게 위법성의 인식 능력이 있느냐, 혹은 이를 갖추게 할

수 있느냐는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다. 위법성의 인식은 사실의 인식

이 아니라 규범의 인식이다. AI로봇에게 실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추

상적인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규범의

학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계는 본질적으로 도덕을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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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계에게 규범을 습득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최초에 하향식 학습법을 통해 AI로봇에게 법률과 규범을 주입시킨

이후, 상향식 학습법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독자적인 원칙을 깨우치

도록 하는 혼합식 학습법이 대표적이다. AI로봇이 위법성의 인식,

즉 법규범과 사회정의의 인식을 획득한다면 사실상 AI로봇의 지적

발전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시점에서 SAAR이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법률의 착

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판례 입장에 의할 때 AI로봇이

적절한 조회의무를 다하여야 법률의 착오를 통한 책임 조각을 인정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I로봇은 통상적으로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

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때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SAAR은 공범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인간과 A

I로봇이 공범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인간-AI로봇의 공범 성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자동화된 무기(AW)가 범죄결과를 발생

시킨 경우, 그리고 AI로봇에 경향성이 프로그램된 경우의 책임 귀속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SAAR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단순

도구로 활용되었다거나, 자신에게 인간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심

리적 폭력이 가해졌다거나, 또는 자신이 정범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주장의 당부는 모두 순수한 이론만으로 판단

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개별 사안마다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 여기서 AI로봇의 성질과 상태, 그리고 범죄의 기여도 등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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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AI로봇은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데 AI로봇이 인간에 대한 간접정범의 지위에 있게 된다면 인간의

지위가 규범적으로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

의 대안으로 우호적 AI의 도입이 제시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AI로봇이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인간을 결코 해치지 않는 AI로봇을

도입할 것인지 논의될 수 있다. 여러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AI로

봇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부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편으로 인간-AI로봇의 우호적 공존을 위해서

AI로봇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의 여러 성립요건을 갖추어 AI로봇에게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과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

과 유사한 제재기능을 하는 보안처분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마

련된 각각의 형벌은 모두 인간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고 AI로봇에게

이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AI로봇에 대해서는 통상적 의미의 교수형이 아니라 재프

로그래밍형을 도입해 볼 수 있다. AI로봇에 대한 징역형을 과할 때

는 AI로봇의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의 문제 등이 대두된다. 명

예형이나 재산형, 그리고 형벌 아닌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SAAR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실무적인 문제는 AI로봇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의 방식

이다.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인격을 침해할 소지가 크

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SAA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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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대우된다고 하더라도 그 AI로봇의 신체는 훼손․손상 우

려가 인간처럼 크지 않다. 따라서 인간에 비하면 신체에 대한 수사

도 비교적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론이

라 생각된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와 반대 방향에서 AI로봇이 형사범죄의 대

상․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AI로봇을 인간으로 본다

면 그 물리적 실체를 전손(全損)․파괴․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이론상 살인죄나 상해죄 등이 논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 범

죄의 성립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감정을 고려한 전면적 논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I로봇을 피해자로 하는 재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I로봇에게

독자적인 점유와 소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정 개체의 독자적인 소

유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엄격한 법논리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의 문

제이다. 만일 AI로봇의 독자적인 재산 소유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를

상대로 한 재산 범죄도 성립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AI로봇의 명예

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AI로봇의 명예까지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일반화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범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

이어서 AI로봇에 대한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공격인 킬 스위치와

관련된 논점이 나타난다. 킬 스위치는 인간이 AI로봇에 대하여 지닌

공포심과 두려움을 반영한다. 이론상 킬 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 마

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킬 스위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

지, 그 작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신중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인간-AI로봇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결

정지을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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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의 적시타, 롯데의 승리 가져와

(2016-10-09, 넥센 5 對 8 롯데, 사직)

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넥센과의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에서 롯데가 김준태의 적시 2루타 기록에 힘입어 8:5로 승리

했다. 3:3으로 팽팽한 경기 중이던 6회 말 2사 만루에서 김준태가

2루타를 때려 3점을 득점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현재 김준태는

이번 리그에서 120타수 33안타 2홈런 22볼넷 16타점 12득점을 기

록 중이다. (중략)

결국 경기는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롯데

는 현재 8위로 하위권으로 승률 0.458을 기록 중이다. 한편 넥센

은 3연승 후 3연패를 당했으나 현재 3위 상위권으로 승률 0.538

을 기록 중이다. 팀은 10안타를 날려 꽤 좋은 플레이를 보여 팬

들을 아쉽게했다.

Ⅱ. 미래의 AI로봇과 형사법

다음은 어느 스포츠 경기 결과에 관한 기사이다.565)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포츠 신문기사이며 내용상으로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위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아

닌 인공지능566)567)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문법적인

오류가 없지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565) 오타 및 비문, 틀린 맞춤법 등은 원문 그대로이다. 
566) 프로야구 뉴스로봇, https://ko-kr.facebook.com/kbaseballbot (최종방문일 

2018. 7. 25.)
567)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명덕,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제작과 소비”, 관훈저널 제147호, 관훈클럽, 2018, 192-1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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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쓴 기사와 뚜렷이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는 AI로봇과 인간의 완전한 소통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하나

의 증거이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 여겨졌던 기자의 업무를 AI가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로봇의 발전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뗄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AI로봇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발명품이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놀라

운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여 왔다. 돌도끼,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은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차별화시켜 주었다. 인간의 성취는 가시

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숫자, 음악, 인권과 자유, 민

주주의 또한 인간의 발명품이다.

이 발명품들은 인간과 함께 세계를 구성해 왔고, 세계 안에서 각

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AI로봇 역시 인간의 발명품으로서 세계 내

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도 AI로봇은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

지만 그것의 활동 범위는 갈수록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AI로봇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AI로봇이 인간의 다른 발명품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점은 그것이

인간의 직접적인 모사체라는 점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모습과 능력

을 모방하여 AI로봇을 만들고 또한 AI로봇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

향한다. AI로봇에게 있어 1차적인 목표는 인간을 모사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AI로봇이 1차적인 목표를 이루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AI

로봇은 단순한 물건이나 인간의 일방적인 도구로 머물러 있지 않으

려 할 것이다. AI로봇은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려 할 것이고 그 과정

에서 인간과 타협을 시도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인간과 대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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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만이 유일한 세계 내 현존재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AI로봇과 공존할 것인지, 아니면 AI로봇과 긴장관

계에 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조자이자 주인의 지위를

유지할지 선택하여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에게 항상 위와 같은 선택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AI로봇은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도 있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AI로봇

의 발전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인간을 넘어서는 AI로봇은

인간의 도움 없이, 심지어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건대 AI로봇의 본질은 인간의 발명품이다. 그러

나 인간의 모든 발명품이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준 것은 아니다.

인종차별, 테러리즘, 생화학 무기, 파시즘 같은 발명품들은 인간에게

공포와 불행을 주었다. 원자력 에너지나 유전자 조작 기술처럼 양면

성을 지닌 발명도 매우 많다. 그러므로 인간과 똑같거나 인간을 넘

어서는 AI로봇이 반드시 인간에게 우호적이라거나 인간을 도와 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AI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또한 인간과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지니게 된다면 AI로봇은 인간

존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568)

AI로봇에 의한 인간의 지배는 인간이 오래 전부터 지녀 온 근원

적인 공포 중의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AI로봇에 대한 두려움은 인

간이 자연계에서 특별히 뛰어난 존재라는 점에 기인한다. 인간은 압

도적인 지능과 사회성을 지니고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AI로봇은

바로 이러한 인간을 모방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과 닮았으면서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AI로봇을 경계하게 된다.569)

568) 이대열, 앞의 책, 28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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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기계의 공격, 더 나아가 기계에 의한 인류의 멸망은

여러 사이언스 픽션이나 영화에서 빈번하게 묘사되어 왔다. 인간과

기계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570)에서 묘사된 것처럼 1대1로 대립

할 수도, 터미네이터571)에서 묘사된 것처럼 집단 대 집단으로 대립

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직업을 위협할 것572)이라는 우려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다. 만약 그렇다면 위와 같이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

해 AI로봇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할까? 인간은 AI로봇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연구를 중단함으로

써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첫째,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간단히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호

기심이 매우 강한 존재이다. 아무리 엄중한 법률과 규제로 기술 발

전을 억누르더라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둘째, 아

무리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과 감시를 피하여 AI로봇

발전에 매진하는 인간이나 단체는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 개인이

나 단체는 AI로봇에 대한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 기술을 악용하게 된다면 피해는 AI로봇 발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최소한 방어적 대응이 가능

한 수준에서 AI로봇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될 것이다. 셋째, 기술 진보를 중단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닥치게

569) Toby Walsh, ibid., pp. 196-197. 
570) 2001 : A Space Odyssey, Stanley Kubrick, Metro-Goldwyn-Mayer, 1968. 
571) The Terminator, James Cameron, Orion Pictures, 1984. 
572) 井上智洋, “汎用人工知能と第二の大分岐”, 赤門マGネジメント・レビュー 15 

巻12 号, Global Business Research Center, 2016, 66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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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류가 확

실히 멸망하도록 만들게 된다.573) 인류는 충분히 빠르게 성장함으로

써 생존할 수 있다.574)

AI로봇 자체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물론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이익에 대한 형량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가 무조

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경계될

필요가 있다.575) 그러나 AI로봇이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인간이 편

리성을 얻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순기능에 따르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정체와

퇴보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잠재적 위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규제책부터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576)

그러므로 AI로봇의 발달은 큰 흐름 속에서 역사의 필연에 가깝다

고 할 것이다. AI가 극적으로 발달하고 인간에 필적하거나 인간을

뛰어 넘는 순간을 전후하여 인간은 AI로봇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아마도 결단의 순간은 예기

치 못한 시점에 도래할 것이다. 사회는 인간이 적응하기에 좋은 속

도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가 하나씩

쌓이며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인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일거에 송두리째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인간의 결단은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

결단의 내용에 따라 인간과 비인간은 공동세계를 구축하는 동반적

행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577)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인간은 AI로

573) Hans Moravec, ibid., p. 178. 
574) Hans Moravec, ibid., p. 178. 
575) 総務省, 「人工知能の倫理：何が問題なのか」, 2017, 27頁.
576) 류지웅, 앞의 글, 309면. 
577) 김환석, “인공지능 시대를 보는 이론적 관점들”, 사회와 이론 제31권, 한국이



- 283 -

봇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택하지 아니하고 주인-노예 혹은 사용자-물

건의 관계를 유지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다. 후자의 길이야말로 인간

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로지 현재의 인간 집단만이 항구적으로 인간의 지위에

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필연성

은 없다. 인간의 개념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인

간의 개념 자체도 계속 변화하여 왔다. 고대에는 자신의 국가와 민

족 이외 다른 국가와 민족의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고 악마나 마귀,

가축으로 취급되었다. 오랫동안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남성의 소유

물, 즉 물건으로 간주되었다.578) 중세에 이어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 불과했다.

먼 과거에 인간은 남성ㆍ백인ㆍ중산층만을 의미했다. 여성ㆍ유색인

종ㆍ재산 유무와 무관한 모든 시민이 인간에 포함되는 것은 인간

범위의 확장인 동시에 인간 존엄성의 고양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인간의 범위를 좁히거나 인간의 조건을 강화시킨다 하여 인간이 더

욱 존엄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의 지위 혹은 인간성은 독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점되어서도 안 된다.

인간 범위의 확장과 AI로봇 지위의 재정립은 현재의 인간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로봇의 지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간 집단은 반드시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인간과 동일하고 심지어 인

간을 뛰어넘는 AI로봇과 비교할 때 기존의 인간 집단은 어떤 우위

를 갖는 것인지, 혹은 이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

론사회학회, 2017, 58-59면. 
578) Yuval Noah Harari, ibid., pp.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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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무엇인지 하는 의문들이 해명되어야 한다. 인간만의 특성으

로 여겨졌던 감정, 영혼, 마음, 자유의지 등과 같은 개념들은 더 이

상 실천적인 답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윤리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AI로봇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

으로 현재의 인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AI로봇과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579) 이

는 SF에 묘사되는 기계와의 전면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등 다른 사람속(屬)과

경쟁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하여 왔듯이 AI로봇과 인간은 선의의 경

쟁을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AI로봇이 인간의 동반자, 혹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인간과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AI로봇은 인간의 도구임을 내세워 스스로에

대한 형사책임과 형사제재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AI로봇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AI로봇의 범죄는

그것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이 인간에 가깝

다는 것, 그리고 인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I로봇은

분명 새로운 법적 개체이지만 완전무결하지도 않고, 선의지의 화신

도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악의 근원이거나 인간의 말살자도 아니며

인간에 대한 심판자는 더욱 아니다. 지적 능력과 자율성을 지니고

행동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범죄를 저

지를 수도 있는 것이 AI로봇이다. 그런 AI로봇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우고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주의의 실현이

라 하겠다.

579) Yuval Noah Harari, ibid.,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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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공지능인(人工知能人) 형법

AI로봇이라는 새로운 개체는 지금 시점에서도 공학적·전자적으로

한창 발전 중에 있다. 하지만 그것의 개념이나 범주,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전사회적·전지구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입법이 시도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는

없다.

물론 이것을 개념적·규범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은 현재도

다소나마 존재한다.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의 로봇윤리헌장에서 이러

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외국으로 눈을 돌려 보면 유럽의회가 제시한

전자적 인격 개념에서 AI로봇이 과도기적 단계의 지표로 삼을 만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의 인공지능 연구 규범으로 미국 미래의 삶 연구소(F

uture of Life Institute)에서 제안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

ar AI Principles)580)이 있다. 동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용하

고 이로운 혜택을 주도록 개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 우호적 AI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안전, 장애 투명성, 사법적 투명성, 공

동이익과 공동번영 등을 인공지능의 가치로 삼고 있다.581)

일본에도 일본인공지능학회의 윤리지침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공

지능이 아닌 인공지능 연구자인 인간의 지침이지만 인공지능의 개

발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582) 그밖에 아마존과 구글 등 다수의 인

580) 이 원칙은 2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은 [부록2]에 수록하였다. 
581) Future of Life Institute,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korean (최종

방문일 2018. 7. 25.)
582)..人工知能学会, http://ai-elsi.org/wp-content/uploads/2017/02/%E4%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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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기업들은 유니세프, 앰네스티 등과 함께 인공지능 파트너십

(partnership on AI)을 체결하고 행동원칙 8개조를 발표하였다. 동

원칙은 제1조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583)

위와 같이 공식적인 입법의 중간 단계로써 윤리가이드라인이나

로봇헌장, 행동강령 등을 실효성 있도록 정비․발표하는 것은 실천

적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지만584)585), 이것들은 연성법(soft law)으로

서 일반적인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한정되는 바 일반법(hard law)으

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법이나 국제조약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586)

AI로봇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가시적 성과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2014년 있었던 빈 협약 개정을 들 수 있다. 원래 유엔

주도 하에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

raffic)이 국제적으로 체결되었던 바 있다. 동 협약은 본래 제8조 제1

항과 제5항에서 모든 자동차 등에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

며,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어 왔었다.587)

A%E5%B7%A5%E7%9F%A5%E8%83%BD%E5%AD%A6%E4%BC%9A%E5%
80%AB%E7%90%86%E6%8C%87%E9%87%9D.pdf (최종방문일 2018. 7. 25.)

583) Partnership on AI, https://www.partnershiponai.org/tenets (최종방문일 2018. 
7. 25.)

584) 이원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17, 30면. 

585) 김진우(2017), 47-55면은 지능형 로봇 개발 윤리에 관한 로봇공학 헌장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동 지침은 로봇공학자 행동강령, 연구윤리
위원회 행령강령, 설계자를 위한 라이센스 및 운용자를 위한 라이센스로 나누어
져 있다. 이 지침은 설계와 개발단계에서 윤리원칙의 준수를 통해 인간과 지능
형 로봇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86) 김광수, 앞의 글, 304면.
587) 신동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 과학기술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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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된 빈 협약은 제8조 제5항의2를 신설하고 제39조 제1

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항상 자동차를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으로 변경하였다.588)

이는 종전의 빈 협약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율

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빈 협약 개정의 예에서 보듯이 AI로봇의 발전은 현존하는 법령의

변경이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요구하게 된다. AI로봇과 인간은 많

은 부분에서 본질적인 동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법적

지위의 측면에서 인간과 동등하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AI로봇과 인간은 구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차이점을

여러 해석론을 동원하여 메우려고 시도한 바 있다. 더불어 AI로봇을

법적으로 완전히 규율하기 이전의 중간 단계 개념으로 충분히 발달

한 인공지능 로봇(SAAR)이라는 잠재적이고 보충이 필요한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의 AI로봇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입법

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은 큰 의문이 없다. SAAR은 어디까지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의 성격이 강하였고 확정적 개념이

라기보다는 가변적이고 잠정적인 개념이었던 바 이를 대체하는 새

로운 개념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SAAR은 미래의 AI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므로 그 개념은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인간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동시에 인간과는 구별되는 미래의

22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202면. 
588) 윤진아/김상태,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법학논총 제

34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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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적 개체가 명확히 등장한다면 그것을 더 이상 SAAR로 불

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AI로봇은 이미 로봇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로봇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발달하였다는 막연한 용

어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도 없다. 이 새로운 개체가 가져야 할 구

체적인 속성들은 명시적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선택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유럽의회의 보고서가 제안한 electronic person을 전자인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꽤 적절해 보이지만, 위 용어가

이미 민사적인 함의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형사

법 영역에 그대로 전용시킬 수는 없다. 위 영어를 전자적 인격 혹은

전자적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전자적”이라는 용어는 물리

학적인 전자(電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여 총체적인 인간의

지능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인공지능인”이라

고 보인다. 인공지능인은 법인, 자연인처럼 용어 자체로 사람(人)임

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법에 의하여 형성된 사

람이고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이라는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미래의 AI로봇에 대한 형법은 인공지능인 형

법으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인 형법의 제1조 또는 제2

조는 인공지능인의 정의를 규율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인이 갖추

어야 할 능력과 기능을 모두 명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행 형법 제1조 및 제2조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기준시

점 및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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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굳이 주관적인 수범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이는 입법자가 형법이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어떤 의문도 갖

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주관적 수범자의 범위 규정을 생략함

으로써 현행 형법은 자연인과 다른 법적 개체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복잡한 논쟁을 야기했고, 또한 새로 나타나는 법적 개체에 대

하여 명료한 금지규범으로의 성격을 일정 부분 잃어 버렸다. 인공지

능인 형법은 이 부분을 확고히 해결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SAAR의 개념이 필요조건만을 제시한 것에 비하여 인공지능인 개

념은 필요충분조건 내지 충분조건을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몹시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인공지능인의 충분조건을 정하는 것은 형사

법의 본질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주의

에 기초한다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의지,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책임주의에 기초한 형법은 인간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불법의 길로 나아간 데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형법, 혹은 적어도 인공지능인을 수범자로 하는 형

법은 최후수단성․겸억성에서 벗어나 위험방지적인 역할을 좀 더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589) 인공지능인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매우 광범위하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인공지능인에게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도덕적․지적․의지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거

나 덜 엄격하게 요구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어느 쪽을 택하든

여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선행되

589)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로는 박종근, “위험사회와 형법기능의 변화”, 비교형사
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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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탐구

되며 정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공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측면이

다. SAAR의 조건 중 하나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는지의 여부였듯

이, 이와 유사한(혹은 훨씬 발전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보이트-캄프 테스트라는 가상의 테스트가 있

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미래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AI로봇

을 구분하는 방법론이 제시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장면이라 할 것이

다. 미래의 테스트 또한 인간과 AI로봇이 자연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밖에 어떤 방법

론이 등장할지 현재로서 명확히 예측하기란 어렵다. 이 테스트를 구

성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이다. 신체능력과 지적능력․

자율성이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 오른 AI로봇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

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무수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

다. 인공지능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는

가? 테스트의 통과는 인공지능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

고 여기에 별도의 추가적인(규범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인공지능인이 되고자 하는 개개의 개체마다 별도로 독립된 기관 혹

은 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혹은 특정 기관이

어떠한 생산과정 내에서 생산한 AI로봇은 모두 인공지능인으로서

의제될 수 있는가?

상기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면 사회의 전방위적 측면에

서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합의가 요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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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종 타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

다면 논의의 시작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아직 인간에 근접하는 AI

로봇이 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AI로봇, SAAR 혹은 인공지능

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Ⅳ. 나가며

본 논문은 위와 같이 미래에 도래하게 될 의문과 문제점을 해결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하려는 시도의 산물이

다. 물론 본 연구는 필연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

의 한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추후의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민사 분야를 제외한 형사법적 영역의 규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당연히 민사 분야에 관해서도 AI로봇을 새롭게 규율한 필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앞에서 간략히 검토하였지만 민사 분야에서는 유럽

의 로봇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가 제시되는 등 어느 정도 논의

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높은 규

범력과 집행력을 가진 실질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

다고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민사 영역에서 AI로봇의 위치와 역할,

책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

진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형사법 중에서도 절차법적 부분에 관하여 AI

로봇이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아니하였

다. AI로봇이 실체법적 의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의 수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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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면 AI로봇에게 형벌을 과할 때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 논

해져야 할 것이다. SAAR이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의 문제가 시작점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SAAR이 형사실체법적으로 인간에 준하여 취급된다면, 절차법 영

역에서도 그에 준하여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옳다. 이렇게 보면

일단 SAAR을 처벌하는 과정에도 형사절차법의 엄격한 절차가 준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구체적 쟁점들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형사절차

법의 정형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의 적용 과정에

서 AI로봇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될 수 있

는 모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몇 가지 부분에서 쟁점을 제기하면서 명확한 결

론을 내리지 아니한 바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자의 역량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들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져 있다. 가급

적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쟁점들에 대한 나름의 검토와 결론을

내어 놓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 언급하였다시피 본 논문의 가장 큰 난점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현상과 사물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

다는 점이다. 저자는 나름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논의

의 상당 부분에 있어 타인의 상상력의 산물인 사이언스 픽션(소설,

영화)을 참조하게 되었다. 다소 무모하게 보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시도를 한 이유는 만에 하나 규범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범

의 공백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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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현실규범․현상이 충실히 일치하게 된다면 본 논문은 쓰임새

를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내용은 미래의 현상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제안이 될 수도, 변경될 수도, 전부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

적인 연구와 관찰, 그리고 후속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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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로봇윤리헌장

21세기 중반에 인간이 만든, 인간과 생물체를 닮고, 최소한의 감

성과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사회는 윤리,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사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간과 로봇이 협력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윤리헌장을 제정할 필요성과 책임감을 갖는다.

인간은 로봇의 도움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미래사회를 꿈꾸고, 인간은

인간 본연의 가치인 사랑과 예술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미래사

회를 그리며, 그러한 미래사회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인간과 로봇

의 미래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인간과 로봇의 미래사회는 우리의

준비와 결정에 달려 있다. 이에 우리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풍요

롭고 수준 높은 미래사회를 실현하고자,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천명하고

자 한다

하나, 인간은 로봇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생명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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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생명윤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 인간은 로봇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공공의 선

(善)을 위해 지혜롭게 판단하고 의사 결정해야 한다

하나, 단, 앞의 <하나>와 상충되는 경우, 인간은 로봇을 설계하고 제

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공공의 선(善)을 위해 지혜롭게 판단하고 의

사 결정해야 한다.

하나, 로봇 설계자는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할 제1 책임자로서 로

봇 설계시 정해진 권리, 정보윤리, 공학윤리, 생태 윤리 및 환경 윤

리 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 로봇 제조자는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할 제2 책임자로서 인

류와 공존하기에 적합하고, 사회적 공익성과 책임감에 기반 한 로봇

을 제조하여야 한다.

하나,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규에 따라 사용하

되, 로봇 남용을 통한 중독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변화의 시대적 요청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수용하

여, 인간과 로봇이 공존 번영하는 꿈과 희망의 미래사회를 열고자,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들을 확인하고 천명하며, 로봇윤리헌장을 공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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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로봇윤리규범>

1. (로봇 설계자의 윤리) 로봇 설계자는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할

제1 책임자로서 로봇 설계 시 정해진 권리, 정보윤리, 공학윤리, 생태 윤

리 및 환경 윤리 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가) 로봇 설계자는 평등, 정의, 자유, 책임, 이익, 비밀유지, 정보보호

등 정해진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로봇 설계자는 정확성, 안전성, 보호성, 지적소유권, 접근성, 편

재성과 같은 컴퓨터 및 정보윤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 로봇 설계자는 보안성, 신뢰성, 공공성과 같은 공학윤리를 보호

하여야 한다.

로봇 설계자는 생태유지/보존 및 환경유지/보존 같은 생태윤리 및 환경

윤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라) 로봇 설계자는 로봇의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

고, 이에 따른 로봇의 삶의 기간 및 로봇의 소멸과 폐기 등의 정확한

수명주기를 정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마) 로봇 설계자는 (가)-(마) 항의 보호하고 지켜야 할 로봇 설계자

의 윤리가보호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고가

일어난 시점의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스스로

활동을 중지하는 로봇을 설계해야 한다.



- 340 -

2. (로봇 제조자의 윤리) 로봇 제조자는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할

제2 책임자로서 인류와 공존하기에 적합하고, 사회적 공익성과 책임

감에 기반 한 로봇을 제조하여야 한다.

(가) 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에 순종하며, 인류와

공존하기에 적합한 로봇을 만든다.

(나) 로봇 제조자는 사회적 공익성을 높이고 책임감에 기반 한 로봇

을 만든다.

(다) 로봇 제조자는 가능한 한 친생태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로봇을 만들

고, 로봇의 삶과 소멸/폐기를 정한 로봇의 수명주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로봇 제조자는 로봇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로봇과 관련된 인증

이나 법규에 따라 로봇을 제조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마) 로봇 제조자는 불법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

와 로봇의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바) 로봇 제조자는 로봇 재활용 시 로봇이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서

는 안 된다.

3. (로봇 사용자의 윤리) 로봇 사용자는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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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책임자로서 로봇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규에 따라 사용하되, 로

봇 남용을 통한 중독 등에 주의 해야 한다.

(가)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 도우미, 협력자, 심리적 및

신체적 보조자로 소중하게 대한다.

(나)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삶의 질의 제고와 복지의 향상을 위

해 활용한다.

(다)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노동대체 등으로 인해 획득한 시간을 창의

적인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라) 로봇 사용자는 로봇 관련 법률이나 규범에 따라 로봇을 사용한

다.

(마)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불법 개조나 임의 변경을 통해 로봇 설

계자가 정해놓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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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 연구 이슈 -

1) 연구목표 :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지능을 개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로운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비 지원 :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는 컴퓨터 과학, 경제, 법,

윤리 및 사회 연구 등의 어려운 질문을 포함해 유익한 이용을 보장

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떻게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어 오작동이나

해킹 피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나?

사람들의 자원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동화를 통해 우리 번영을 어

떻게 성장시킬 수 있나?

•인공지능과 보조를 맞추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법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어떤 가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떤 법적 또는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3) 과학정책 연결 : 인공지능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간에 건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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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전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4) 연구문화 : 인공지능 연구자와 개발자 간에 협력, 신뢰, 투명성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5) 경쟁 피하기 :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팀들은 안전기준에 대비해

부실한 개발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윤리 및 가치 -

6) 안전 :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동 수명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또

안전해야 하며, 적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할 경우 그 안전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7) 장애 투명성 : 인공지능 시스템이 손상을 일으킬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사법적 투명성 : 사법제도 결정에 있어 자율시스템이 사용된다면,

권위 있는 인권기구가 감사 할 경우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 책임 : 고급 인공지능 시스템의 디자이너와 설계자는 인공지능의

사용, 오용 및 행동의 도덕적 영향에 관한 이해관계자이며, 이에 따

라 그 영향을 형성하는 책임과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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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치관 정렬 : 고도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동하는 동

안 그의 목표와 행동이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 인간의 가치 :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 권리, 자유 및

문화적 다양성의 이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12) 개인정보 보호 : 인공지능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능력

의 전제하에,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액세스,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3) 자유와 개인정보 : 개인정보에 관한 인공지능의 쓰임이 사람들

의 실제 또는 인지된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

14) 공동이익 : 인공지능 기술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15) 공동번영 : AI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적 번영은 인류의 모든 혜

택을 위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16) 인간의 통제력 : 인간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은

의사결정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위임하는 방법 및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17) 비파괴 :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통제로 주어진 능력은 건

강한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및 시정 과정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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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존중하고 개선해야 한다.

18) 인공지능 무기 경쟁 : 치명적인 인공지능 무기의 군비 경쟁은

피해야 한다.

- 장기 이슈 -

19) 인공지능 능력에 관한 주의 : 합의가 없으므로 향후 인공지능

능력의 상한치에 관한 굳은 전제는 피해야 한다.

20) 중요성 : 고급 AI는 지구 생명의 역사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 한 관심과 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21) 위험 :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 특히 치명적인 또는

실존적 위험에는, 예상된 영향에 맞는 계획 및 완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2) 재귀적 자기 개선 : 인공지능 시스템이 재귀적 자기 복제나 자

기 개선을 통하여 빠른 수적 또는 품질 증가를 초래한다면, 설계된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 및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3) 공동의 선 : 초지능은 널리 공유되는 윤리적 이상을 위해, 그리

고 몇몇 국가나 조직이 아닌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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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akes hold, Artificial Intelligence

(AI)-robots have developed at a rapid rate. In the near future, it

is likely that AI-robots equipped with human intelligence and abil

ity will come into existence.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relevan

t issues regarding criminal law, on the premise of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here is most likely of a software element, and robots

are of hardware;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AI-robot combined

them both.

AI is generally explained by dividing it into weak AI and s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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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I. Weak AI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solves problems

in a confined area according to the algorithms entered, whereas s

trong AI is a higher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simulated the h

uman brain.

If the era of strong AI emerges, there could be attempts to put

AI-robots and humans on the same legal position. That is becaus

e advanced AI-robots and humans have fundamentally common f

actors in intellectual capacity, free will, and cognitive ability. To

be in a similar status to humans, however, AI-robots at least nee

d to pass the Turing test and have a particular physical shape. A

I-robots meeting such requirements can be tentatively called "Suffi

ciently Advanced AI-Robots".

From a general standpoint, Sufficiently Advanced AI-Robots can

have the objective elements of crimes. Of course, this should be

determined differently for each element. Furthermore, AI-robots co

uld have criminal intention or negligence. I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es, an attempt to stop it from commit

ting crimes ever would not likely succeed.

Next, self-defense and the action of the necessity of AI-robots s

hould be discussed. May an AI-robot take self-defense or action o

f the necessity against humans to defend itself? Although it is co

nsidered that the rights of self-defense of AI-robots need to b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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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ranteed in a certain range in the future, it will need to overco

me the sentimental opposition of humans.

The responsibility area in the theory of crime places the last ste

p of recognizing crimes of AI-robots. The most difficult problem i

s related to the awareness of the illegality. It could be deemed di

rectly connected to the nature of AI-robots and an essential eleme

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If this problem is resolved, AI-robots

can be clearly assessed as close to humans.

Criminal offenses can be committed by multiple numbers of pe

ople not only by a single person. In this case, the problem of acc

omplices arises. Mostly when AI-robots and humans are collabora

tors, the regulation of it can become an issue. The form can be c

o-principals, solicitation, or indirect principals. If the AI-robot is n

othing but a simple object, only the person who used it will take

responsibility as a direct principal; and no co-principal, solicitatio

n, and indirect principal can be established. In contrast, if an AI-r

obot can be a subject as a criminal principal, other accomplices s

uch as co-principals can be constituted according to the form of t

he mutual engagement.

If an AI-robot’s crime can be established, criminal sanctions for

it can be discussed. The Korean Criminal Law lists the types of

punishment restrictively and plans forward secure-measures as cri



- 349 -

minal sanctions. The punishment for AI-robots needs to be appro

priately modified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punishment can be

accomplished. For example, AI-robots do not have a life as huma

ns do; therefore, the death penalty against AI-robots can have a

different form from those against people such as reprogramming.

In the meantime, particular issues such as search, seizure, and ve

rification of the body of an AI-robot can be discussed, it would b

e proper to set the standard for juridical judgment for them in ar

ound the middle ground between compulsory measures for huma

ns and that for objects.

AI-robots can also be crime victims. If AI-robots are considered

as a human being, attacking them could be committing murder o

r injury crime. Moreover, for property crimes with the victim of

AI-robots to be established, their independent ownership need to

be valid. Whether AI-robots hold a position equivalent to human

s, it does not mean their ability of independent property right is a

pproved; an additional prudent social agreement must be required.

In concern of the developmental properties of technology, it is

hard to prevent that it moves to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AI-robots and them becoming closer to humans as a consequence.

It is not applicable to regulate AI-robots just as simple objects. O

n a tentative level at least, it is desirable to accept AI-robots in t

he range of human beings. By doing so, the range of humans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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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e expanded,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can be fully implem

ented by allocating criminal responsibility to AI-robots.

Ultimately, it would be preferable to implement the 3rd legislati

on particularly regulating AI-robots. The researcher insists that a

new concept of "AI pers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lawmaking. Furthermore, All the perspectives of engineering, p

hysical, social, and normative would be needed to regulate the de

tails.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riminal principal, respon

sibility, autonomous vehicles, Trolley dilemma, AI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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