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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최신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으로 인공지능은 인류가 
알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현실화하여 다종다양한 해악을 산출하고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인간이 
종래 일으켜온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저 우연한 
오작동으로부터 비화한 차별과 같은 새로운 유형도 있는 상황이다. 전자와 
후자의 해악에 각기 상응하는 최적화된 처방을 제시하려면 현상적 진단을 
넘어선 근본적 원인의 규명이 요구된다.
  제2장은 새로운 유형의 해악을 유발하는 원인을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인지체계의 마찰에서 찾았다. 양자는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근원적 
제약조건을 공유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각기 다른 형태의 
제한적 합리성을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자연)지능은 시스템 1에 
주로 의존하고, 인공지능은 시스템 2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로 인지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처럼 작동방식이 다른 두 가지 인지체계가 같은 시공간에서 
각기 의사결정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날 인공지능은 종래의 인류와는 다른 경로로 해악을 낳게 되었다.
  제3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악의 유형을 
개념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을 하였다. 먼저 해악이라는 개념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되는 밀의 해악의 원리와 파인버그의 해악이론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이어서 필자의 문제의식을 전통적 해악이론에 대입하여 두 가지 
유형의 해악을 규정하였다. 하나는 인류가 진화와 학습을 토대로 공유하는 
정형적 경로로부터 선형적으로 유발된 인과적 해악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거시적 효과가 미시적 부분합을 넘어선 창발 
현상에 기초한 창발적 해악이다.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와 외형만 
보면 유사한 효과를 낳지만, 일부 특성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발현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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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발적 해악의 발생을 급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제4장은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의 구분에 기초하여, 창발적 해악에 
특유한 제도적 대안을 고찰하였다. 정보의 부족이 부각되는 창발적 해악에 
대해서는 이분법적 규율에 특유한 법제도라는 공식적 제도에 비해 유연한 
비공식적 제도를 통한 잠정적 규율이 요구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일련의 비공식적 제도군을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으로 포섭한 뒤 
법이라는 공식적 제도와 대비하였다. 나아가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의 
대비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대비를 조합하면서 원인과 처방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제도실패의 의미와 사례를 고찰하였다.

주요어 : 인공지능, 제한적 합리성, 인과적 해악, 창발적 해악, 자생적 질
서, 제도실패
학  번 : 2017-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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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논의의 출발점

제1절 연구의 주제

  이제는 진부한 일화이지만,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의 세기의 대결이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급격히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윽고 인류는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장밋빛의 
미래를 그렸다. 일각에서는 노동의 종말을 언급하고, 기본소득을 논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사법정의가 인간 대신 인공지능에 의해 달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타났다. 이처럼 거창한 진보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내 유의미한 
변화가 찾아왔다. 인공지능은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물던 자율주행자동차를 
현실로 옮겨놓았고, 개인의 선호를 자기 자신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가능케 하였다. 누구도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 대한 인공지능의 
막대한 편익(benefit)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익의 이면에는 
해악(harm)이 있게 마련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전후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두 가지 일화가 있었다. 하나는 채팅봇 테이(Tay)의 
사례였다. 테이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트위터(Tweeter)에서 인간 
이용자와 대화할 목적으로 제작한 인공지능이었다. 사실 훨씬 전부터 많은 
채팅봇이 있었지만, 테이는 개발자가 직접 입력한 코드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대화를 익혀가는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테이가 공개된 직후, 일부 악성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차별적 정보를 입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부적절한 데이터가 출력된다(garbage in, garbage out)’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처럼, 테이가 가진 약점을 파고든 일종의 공격인 셈이었다. 이내 온갖 
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던 테이는 만 하루도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비공개 
처리되고 말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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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구글 포토 이미지 태그 사건이다. 구글 포토라는 앱(app)은 
개별 사진에 그것이 속한 분류체계를 태그(tag)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이 자신의 친구들을 찍은 사진이 
구글 포토에 의해 고릴라로 분류된 사실을 안 뒤 격분하여 이러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건이 크게 비화하자 이후에 구글에서 
동분서주하였으나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였고, 수작업으로 고릴라나 여타의 
영장류에 관한 태그 자체를 삭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2)

  이러한 사건을 마주한 이후부터 법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였고, 지금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선행연구가 축적된 상태이다.3) 일반화에 따른 오류를 전제로 
재구성하면 필자는 선행연구의 경향성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본다. 
첫째는 기존 실정법을 확장해석하거나 이를 일부 변형한 법제를 입법하여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에 대처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법이 아닌 대안을 
동원하여 같은 문제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가 관점에서 보자면 
전자는 마치 상식과도 같으므로 새롭지 않은 접근법이지만 후자는 기존에 
없던 동시에 어쩌면 법률가의 정체성과 상충하는 접근법이 아닐까도 싶다. 
일견 법률가에게 있어서 법의 존재는 공리(axiom)이고, 다만 어떠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만이 문제시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1) Justin Worland, “Microsoft Takes Chatbot Offline after It Starts Tweeting 
Racist Messages”, Time, 2016. 최근 국내에서 커다란 화제를 낳은 이루다 사례 역시 
개인정보 문제를 제외하면 구조적으로 테이 사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2) Tom Simonite, “When It Comes to Gorillas, Google Photos Remains Blind”, 
Wired, 2018.

3) 단행본이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하더라도 국내에서 발표된 법학박사학위논문의 
제목에서 인공지능이나 관련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선행연구만을 추린 목록만 해도 
다음과 같다. 윤영석,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8; 남중권,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9; 
박문언, “자율무기체계의 국제법적 허용성과 규제방안”,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9; 임경숙,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 -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법
적규율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9; 맹준영, “자율주행자동차
와 민사책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9 등. 관련된 모든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불가피하게 일부만을 원용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에 대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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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자율규제 혹은 설명가능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후자의 접근법은 인공지능 맥락의 해악을 규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원용되는 추세이다.4)

  물론 법이든, 법이 아닌 대안이든 인공지능이 유발한 해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적 수단의 모색이 인류의 궁극적 목표인 것은 자명하기에, 
이러한 경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적 물음이 빠져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유발한 해악에 대한 대처법으로, 언제 법을, 언제 
법이 아닌 대안을 활용할 때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가가 법이 아닌 
대안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법률가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 
관점에서도 의아하다고 여겨질 법하다.
  일반적으로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주어진 문제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상술한 두 가지 해악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테이 사례는 프로그램이 가진 약점을 공략하여 차별적 발언을 퍼뜨리려는 
악의적 이용자의 악성댓글 작성 행위가 해악의 시발점을 이루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만연한 컴퓨터를 공격하는 해커의 행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반면 구글 포토 앱 사례는 악결과의 발생 자체는 분명하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인간과 인공지능이 범하는 ‘오류’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짐작된다. 인류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와 다른 종을 구분하는 일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공을 들여서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할 문제이지만,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은 주어진 문제에 
비추어 허용가능한 오차율을 불균등하게 재배분하는 형태로 진화하였으나 
인공지능은 그와 같은 기제를 갖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테이와 구글 포토 앱 사례는 ‘해악’이라는 악결과는 공통되지만, 원인에는 

4) 예를 들어, 이원우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못지않게, 
혹은 그것 이상으로 법이 아닌 대안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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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대안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해볼 수 있겠다. 첫째,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오늘날 인류에게 주어진 난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된다. 하나는 인간의 인지체계가 해악의 발생과정에 
관한 인과적 경로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원인이다. 아마 이러한 차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인지체계가 
때로는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나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공지능이 유발한 두 가지 해악의 
특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최적의 대안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맥락과 무관하게 법과 법이 아닌 대안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앞세우거나 양자를 혼용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태도는 최적의 문제해결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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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I. 인공지능

  이제부터는 논문의 제목에 담겨있는 두 가지 핵심어의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다. 본고의 핵심어인 ‘인공지능’과 ‘해악’은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열린 개념이기에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핵심어인 ‘인공지능’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다양한 
이유로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디지털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구동되는 형태를 상정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를 포괄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결부된다. ‘알고리즘(algorithm)’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 요소로 손꼽힌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작동과정을 형식화한 일종의 규칙표로 이해하면 무방하다.5)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는 하드웨어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한데,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로봇(robot)’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하드웨어를 통해 알고리즘의 활용성을 
확장하는 일이 많다. 끝으로 데이터는 디지털 컴퓨터에서 가동되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발전으로 오늘날에는 ‘빅데이터(big 
data)’라는 명칭으로 유명하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보기 어렵지만, 알고리즘의 학습과정에 널리 활용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비추어 인공지능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완비되거나 일부가 제외된 
형태를 혼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편 인공지능 담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의로 약인공지능(weak 
AI), 강인공지능(strong AI), 초인공지능(super AI)이라는 세 가지 분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약인공지능이란 특정한 영역의 문제를 

5)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5, 96-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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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이다. 바둑의 경우에는 인간을 넘어선 성능을 
발휘하나,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그럴 수 없는 알파고가 대표적 사례이다. 
일반 인공지능(general AI)이라고도 불리는 강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지능을 
범용적으로 확장할 수 있거나 인간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유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감정이나 자의식과 같은 모종의 내적 
심리상태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초인공지능은 여기서 더 나아가 
흔히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불리는, 모든 인류가 보유하는 인지능력의 
총합과 같아지는 변곡점을 넘어선 인공지능을 가리킨다.6)

  이하의 논의는 세 가지 유형의 인공지능 사이에서도 특히 약인공지능을 
전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을 논의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과 이른 미래에 인류가 마주하고 있거나 
마주할 대상이 바로 약인공지능이기 때문이다. 강인공지능이 도래하리라고 
예견되는 시점은 논자마다 제각기이지만, 짧게는 수십 년부터 길게는 백여 
년이 넘는 기간이 언급되는 상황이다.7)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인공지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역사적으로 인류의 발전이 기하급수적 양상을 보여왔고 
재귀적 향상을 거듭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이른 
시점부터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8)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아직 약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인공지능이나 초인공지능의 논의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먼저 약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하고 다음 논의를 진행할 때 보다 
유익한 결과물이 얻어질 것이라고 본다.
  둘째, 일각에서 제시되어온 주장과는 달리, 자의식(consciousness)이나 
자유의지(free will)와 같은 일련의 형이상학적 개념이 적어도 ‘인공지능과 

6) 인공지능의 분류와 관련된 이상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 Definition of AI: Main Capabilities and 
Scientific Disciplines”, 2019, p. 5 참조.

7) Nick Bostrom(조성진 역), 『슈퍼인텔리전스』, 까치, 2017, 47-52쪽 참조.
8) Nick Bostrom(조성진 역), 앞의 책, 17-21, 121-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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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이라는 대주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논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종래 인간만이 가진다고 여겨져 온 다양한 속성을 
구현하거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대주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9) 그런데 이는 기존의 법제나 지식체계가 중심에 두고 
있는 일련의 개념징표가 인공지능 기술 맥락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오해에 기인하는 듯하다. 핵심은 인공지능에 인간과 같은 
행위자(agent)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아닌 인공지능이 산출한 해악의 
양적・질적 양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도 사소한 
해악을 산출할 수 있고, 약인공지능도 중대한 해악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모종의 속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약인공지능이 가진 속성을 전제로 한 채 해악의 
속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의 논의를 이끌어가겠다.

9) Luciano Floridi・J. W. Sanders, “On the Morality of Artificial Agents”, Minds 
and Machines Vol. 14, No. 3, 2004, pp. 349-351 참조.



- 8 -

II. 해악

  이제 ‘해악’에 대해 살펴보자. 테이와 구글 포토 앱 사례의 대비를 통해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이 모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발상은 
대략적으로라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다. 다시 요약하면 테이 사건은 종래 
인류가 공유해온 해악의 발현경로와 같거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기존 실정법을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방식만으로 쉽사리 규율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구글 포토 앱 사례는 기존 실정법의 확장이나 유추를 
바탕으로 규율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인류에게 흑인과 고릴라의 구별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에, 양자를 헷갈려서 발생하는 ‘해악’이 대두된 사례가 
애당초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쉽게 해결하는 문제라고 해서 인공지능도 
그러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이 
연상되는 대목이다.10)

  누군가는 테이 사건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로 활용된 사례이고, 이와 
대비되는 구글 포토 앱 사건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규범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로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오늘날 인공지능에 그러한 규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도구가 아니면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분법적 도식을 
전제로, 오늘날 인공지능은 단순 도구로 보기 어렵기에 당연히 행위자라는 
형식논리에 집착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낳고 있는 
해악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행위자냐 
아니냐보다는 양자의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에 있다. 
오늘날 문제시되는 해악은 주로 후자의 상황에서 창발(emergence)이라는 
속성과 결부되면서 발생하는 편인데, 필자는 이러한 유형의 해악을 창발적 
해악(emergent harm)으로 명명하고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10) 모라벡의 역설이 언급된 부분은 Hans Moravec(박우석 역), 『마음의 아이들』, 김영사, 
2011, 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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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론

  다음으로 본고가 채택한 연구방법론을 살펴보자. 연구방법론의 유효성은 
연구대상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먼저 이하에서 논의할 대상의 
특성부터 규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학 분야의 
전통적 연구대상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법에 대한 개념적 분석, 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 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그것이다.11) 본고는 법학 논문이므로 이러한 전통적 연구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본고의 연구대상인 ‘인공지능과 해악’은 
어떤 범주의 논의와 결부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에 적어도 첫째 유형인 개념분석은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주제와 무관할 듯하다. 개념분석의 대상은 ‘있는 법’이어야만 하는데, 현재 
논의는 인공지능 법제가 확립되기 이전 시점(ex ante)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은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본고의 주제는 결국 규범적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문제는 규범적 
평가에 대한 고찰을 경험적 연구와 동반하여야 하는지,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전자의 관점을 ‘방법론적 경험주의’로 명명한 뒤, 경험적 
탐구와 규범적 평가가 필연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존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형태의 방법론적 경험주의를 취하고자 한다.12) 법학이라는 규범적 분야의 
논의라고 해서 경험과학적 분야의 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고 
경험적 논거와 선험적 논거를 적절히 혼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극단적 회의주의자가 아닌 한에는 인류가 경험적 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11)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필자가 김건우, “라이터(B. Leiter)의 자연화된 법리학의 의의와 
사상적 원천”, 법과사회 제44호, 2013, 150-152쪽을 참조하여 일부 변형한 것이다.

12) 법철학 분야에서는 경험주의 대신 자연주의라는 용어가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자연주의는 법철학의 자연법론과 개념상으로 구별되지만 ‘자연’이라는 단어를 공유하여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본고는 방법론적 경험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는 김건우, 앞의 논문, 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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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방법론적 
경험주의는 극히 자명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듯한데, 어째서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적 사실과 
달리, 옳고 그름을 논하는 규범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오랜 믿음에 기인한다.13) 사실과 규범의 본성을 고려할 때 양자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be)과 규범(ought to)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오랜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주된 사례가 무어(Moore)의 다음과 같은 논변이다. 무어는 
좋음(good)이나 나쁨(bad)과 같은 규범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속성은 더욱 
세부적 개념으로 분석될 수 없는 기본적 구성요소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규범적 차원의 근본개념을 경험적 차원의 속성을 통해 규명하려는 시도는 
환원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그릇된 행태에 불과해진다. 
무어는 이것을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고 명명하였다.14) 
자연주의적 오류는 규범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오직 경험적 근거와 절연된 
선험적 근거에 의존해야 마땅하다는 관념을 정설로 여기도록 해온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15)

  무어가 제시한 자연주의적 오류는 분명 일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인류가 규범적 명제의 진위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제약조건의 존부나 내용을 기준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희귀질환자의 수를 넘어선 치료제가 확보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사실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치료제의 분배’라는 규범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16) 그렇다면 때로는̇ ̇ ̇  사실이 규범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이, 언제나̇ ̇ ̇  사실은 규범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로 
탈바꿈한 상황일 수 있는 셈이다.

13) Immanuel Kant(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2, 68-69쪽 참조.
14) G. E.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3, pp. 9-10.
15) Mark Johnson(노양진 역), 『인간의 도덕』, 서광사, 2017, 53쪽.
16) 이처럼 주어진 문제의 맥락에 비추어 윤리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윤리적 상황주의’라고 한다. Louis P. Pojman・James Fieser(류지한・조현아・김상돈 
역), 『윤리학(개정판)』, 울력, 2019, 87-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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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극단화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를 우려도 
있다. 그것은 규범적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관하거나 사실과 반대되는 
답변만이 타당하고 타당해야 한다는 오해이다. 물론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반영하는 규범을 만든다면 노예제나 우생학과 같은 과거의 인류가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로 작동하기에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생각이 지나쳐 현존재를 거스르는 규범만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면, 이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역을 가리키는 ‘규범주의적 
오류(moralistic fallacy)’를 유발할 수 있다.17)

  자연주의적 오류와 규범주의적 오류를 대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실과 규범의 영역이 이분법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많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사실과 규범이 상호작용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명제에 대한 규범의 개입이나 규범명제에 대한 사실의 
개입은 회피해야 하는 악덕이 아닌, 바람직한 현상인 셈이다. 물론 때로는 
경험적 정보만을 통해 사실적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선험적 정보만을 통해 
규범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사실과 규범의 이분론을 고수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말이다.18)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하의 논의는 규범적 명제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경험적 
근거와 선험적 근거의 적절한 혼용을 전제하도록 하겠다.

17) 자연주의적 오류가 부당하게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를 추론하는 오류라면, 규범주의적 
오류는 부당하게 당위명제에서 사실명제를 추론하는 오류다. Bernard D. Davis, “The 
Moralistic Fallacy”, Nature Vol. 272, No. 5652, 1978, p. 390. 원문은 ‘도덕주의적 
오류’이지만 취지는 같기에 글의 맥락상 ‘규범주의적 오류’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18) Mark Johnson(노양진 역), 앞의 책, 348-3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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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개관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상술한 본고의 두 가지 가설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가 때로는 유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일이 논문의 전반을 통괄하는 대전제가 된다. 제2장은 
이러한 착상으로부터 인간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제3장은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 인지체계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전제로 발생한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양자를 
비교하도록 한다. 이어서 인공지능 맥락에서 창발적 해악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발현된 사례인 ‘인공지능과 
차별’이라는 현안에 기초하여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과 
별개로,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의 공통분모인 해악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전적 담론에 기초하여 본고의 논의가 위치한 좌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
  제4장은 앞선 논의를 통해 도출한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의 개념적 
차이가 오늘날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법과 법이 아닌 대안의 대비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설명가능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흐름이 단순히 파편화된 논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이론적 
토대 위에 정초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고는 총론적 이해는 
다소 미루고 각론적 쟁점의 해결에 초점을 두어온 ‘인공지능과 법’ 분야에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여 향후의 논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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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공지능의 이해

제1절 제한적 합리성으로서의 지능

I. 지능이란 무엇인가?

 1. 지능의 개념

  가. 지능의 탄생

  언젠가부터 인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존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해답을 갈구하게 되었다. 인간이 품는 근원적 물음인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19)에 대한 실마리는 오늘날에도 요원하나, 그러한 
물음의 원천에 ‘지능(intelligence)’이 놓여있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자신을 인간답고 존엄하게 인식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지능인 셈이다. 인류는 지능에 대한 확장된 이해로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산물을 구현하는 데 이르러, 인간을 넘어 지능적 존재 
전반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왔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를 
지능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기도 한다. 지능지수는 일상에서 흔히 활용되고 
수치의 비교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적절한 답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능지수는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기억력, 
추리력과 같은 일면적 능력만을 지능의 요체로 여기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능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본질이 시공간적 차이에 의해 임의로 좌우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져 온 암기력이 
근래에는 점차 창의력에 밀려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19) 이는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이 1897년 그린 그림의 제목에서 차용한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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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Gardner)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능을 독립적이지 않은 복수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규정하는 ‘다중지능 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을 창안하였다.20) 오늘날 상당수의 논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추상화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problem-solving)하는 
일반적 능력을 지능 개념의 핵심요소로 본다.21)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같은 
단순한 기제로부터 복잡한 행위규칙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식이 
지능의 양태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자칫 모든 문제해결 방식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력과 출력의 함수(function) 관계로 
일반화할 수 있다.22) 이에 대해, 모형이나 심성모형(mental model)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나. 지능의 분화

  한편 우주가 탄생한 이후,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적 체계(system)를 구축한 존재가 그렇지 않은 존재에 비하여 우위를 
점유하였다.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전적으로 무작위적이지 않다면, 내부적 
정보처리 체계를 바탕으로 행위에 규칙성을 확보한 개체의 적응도가 점차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먹이로 여기는 화학물질 농도가 
높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세포생물의 주화성이나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온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식물의 굴광성과 같은 단순한 자극-반응 규칙조차도 
무작위적 규칙을 따르는 경우보다 기대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 파리지옥과 
같은 식충식물은 자극-반응의 규칙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복잡한 정보처리 
체계를 구현하여 이를 심화하기도 하였다.23)

20) 본래 다중지능 이론은 언어지능, 음악지능, 논리-수리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자아성찰지능이라는 7가지 지능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자연친화지능이 추가되고 실존지능을 포함하기도 하여, ‘8과 1/2 지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Howard Gardner(김동일 역), 『지능이란 무엇인가』, 사회평론, 2019 참조.

21) 이대열, 『지능의 탄생』, 바다출판사, 2017, 23-26쪽 참조.
22) Max Tegmark(백우진 역),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 동아시아, 2017, 90-92쪽.
23) 이상의 내용은 이대열, 앞의 책, 27-30, 34-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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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일정한 정도의 진화단계를 넘어선 동물은 개체 내부의 정보처리 
체계로 신경계를 공유한다. 신경계는 과거 획득하거나 현재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육세포가 나서야만 하는 행동의 
양태를 정하는 인지과정 전반을 담당한 정보처리 체계로, 뉴런으로 불리는 
신경세포(neuron)를 기본단위로 삼는다. 정보처리는 여타의 신경세포에서 
전달된 화학적 신호나 환경에서 얻어진 물리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관인 
수상돌기(dendrite)로부터 시작된다. 하나의 신경세포에 연결된 하나 또는 
복수의 수상돌기가 받아들인 신호는 신경세포의 중심인 세포체(soma)에서 
합쳐진다. 신호의 총합이 해당 상황에서의 역치(threshold)를 초과할 경우 
활동전압(action potential)으로 불리는 전기신호가 방출된다. 활동전압은 
축삭(axon)이라는 통로의 말단부까지 흘러가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화학적 신호로 바뀐다. 신경전달 물질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활동전압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주는 흥분적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억제적 물질이다. 축삭의 말단부에서 분비된 화학적 
신호는 시냅스(synapse)라는 신경세포 사이의 틈을 건너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에 도달해 지금까지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24)

  이처럼 신경계의 도입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와 행동을 하는 
근육세포가 분화될 경우, 단순한 반사적 정보처리에 의존하는 존재에 비해 
한 가지 비교우위를 얻는다. 반사적 정보처리는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탓에 
환경의 미묘한 차이나 변화를 포착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25) 신경계의 
대표적 사례가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두뇌이다. 인간의 
두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한다. 
무수히 많은 수의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복잡하게 연결된 두뇌의 신경망은 
병렬적・동적 정보처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26)

24) 이상의 내용은 이대열, 앞의 책, 30-32쪽 참조.
25) 이대열, 앞의 책, 35-36쪽.
26) Shun-ichi Amari(박혜영 역), 『뇌, 마음, 인공지능』, 홍릉과학출판사, 2017, 34-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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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능의 향상

  지금까지 언급한 형태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보처리 체계가 있는데, 
이러한 체계의 성능이 향상되는 핵심적 경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복제와 돌연변이의 과정을 통한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착오와 
전승의 과정을 통한 학습이다. 적응도의 증대를 위해 전자는 개체의 양을, 
후자는 개체의 질을 택한 것으로 대비할 수 있겠다. 먼저 복제가 적응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률론적으로 명백하다. 동일한 정보처리 
체계를 가진 개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개체가 적응할 수 있는 환경과 
마주할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에서 지능적 존재의 정보처리 
체계는 완전히 똑같이 복제되는 대신, 돌연변이라고 불리는 약간의 변형을 
첨가하게 마련이다. 복제된 개체군이 우연히 유사한 환경에 몰리면 동시에 
적응에 실패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 체계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보다 약간의 변화를 주는 편이 기대적응도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27)

  복제와 진화의 과정은 상당히 느린 탓에, 이것만으로 지능을 구현하려는 
존재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능의 
구현방식이 진화를 보완할 필요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제가 학습이다. 급격히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학습의 
가치가 크게 강화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복수의 정보처리 체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학습에 의존하는 단기적・능동적 체계와 진화에 의존하는 장기적・수동적 
체계로 분화한 것도 상당 부분 여기에 기인한다.28) 학습의 능동성은 어떤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구를 제작하거나 자연적 특성을 
후천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러 특히 두드러진다.
  이로부터 모종의 정보처리 체계를 획득하게 된 존재를 지능적 존재라고 

27) 이상의 내용은 이대열, 앞의 책, 117-119쪽 참조.
28) 이대열, 앞의 책, 155-1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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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한다고 하면, 진화의 과정이 특히 부각되는 지능적 존재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테그마크(Tegmark)는 진화라는 수동적 적응과 설계라는 
능동적 적응의 조합방식을 기준으로 생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설계는 학습을 보다 추상화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테그마크에 
따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진화하되 설계하지는 않는 ‘생물적 
유형(생명 1.0)’, 하드웨어는 진화만을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설계까지 하는 
‘문화적 유형(생명 2.0)’,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진화를 넘어 설계에 
이른 ‘기술적 유형(생명 3.0)’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생명이 유형화된다.29) 
DNA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데 이른 현재의 인간은 버전 2.0에서 3.0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지능의 복잡도가 개념을 
정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의 양론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정보처리 체계의 복잡도가 클수록 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개연성도 높아져 그렇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도와 적응도가 항상 비례하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펼친다.30) 필자는 이들 관점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능은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조직화 과정을 이끄는 
전략의 총체라는 답변만을 잠정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31)

 2. 지능의 구성요소

  가. 정보처리 과정 개관

  본격적으로 지능적 존재의 정보처리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에 앞서 논의 
전반에 원용될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개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데이터, 정보, 지식은 완벽하게 분리되기 힘든, 

29) Max Tegmark(백우진 역), 앞의 책, 43-49쪽.
30)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입장이 우세하다. Max Tegmark(백우진 역), 앞의 책, 76-77쪽; 

이대열, 앞의 책, 142-143쪽 참조.
31) 유사한 견해로, 박충식, “구성적 인공지능”, 인지과학 제15권 제4호, 2004, 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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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처리과정에 터 잡아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동태적 개념이다. 먼저 
데이터란 물리적 대상 사이의 각기 구분되는 배열상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특정한 대상이 동일성에서 벗어나 차이점을 획득해낸 상황을 전제한다.32)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세상 모든 존재가 데이터의 원천인 셈이다. 다음으로 
정보란 지능적 존재가 가진 모종의 목적에 터 잡아 데이터를 가공해 얻은 
산물을 가리킨다.33) 어떤 물리적 대상이 취할 수 있는 일체의 양태로부터 
지능적 존재가 적응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일부만을 취사선택한 결과물을 
정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정보는 물리적 입자의 
특정한 배열이 만들어내는 산물이지만, 특정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만이 정보로 가공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34)

  이처럼 정보는 데이터와 달리 존재의 의도를 전제한 의미론적 개념이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의미가 공동체에 정착된다. 공동체 차원의 정보처리 
과정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시공간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 개별 개체의 
정보습득 경로가 확대되어 기대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 언어라는 메시지가 
생성된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한다.35) 다만, 일반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의 
대상은 의미론이 아닌 통사론적 차원의 정보에 머무르게 마련이다. 언어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의미를 표상한 신호(signal)라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고 나머지는 이해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편 언어에는 
소통의 대상인 신호뿐만 아니라 불순물인 잡음(noise)이 포함되기도 한다. 
정보이론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클로드 섀넌(Claude E. Shanon)은 잡음을 
제외한 신호의 영역에서, 무작위적 상황과 비교하여 해당 메시지가 선택될 

32) 김명석, “현대 정보 개념 이전의 개념들”, 철학논총 제94집, 2018, 73쪽; 백욱인, “정
보와 정보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제58집 제1호, 2019, 41쪽 참조.

33) 백욱인, 앞의 논문, 28-29쪽. 이렇게 볼 때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를 강조하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정보’ 개념은 ‘전자정보’에 가깝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 개념은 정보처리 매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34) 예컨대, Max Tegmark(백우진 역), 앞의 책, 86-87쪽은 정보와 입자의 물리적 특성은 
전혀 무관하다는 기질(substrate)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양자가 필연적 
특성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도 정보와 물리적 기질의 특성은 필연적이지는 않되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35) Shun-ichi Amari(박혜영 역), 앞의 책,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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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에 기초하여 정보량 개념을 형식화하기도 하였다.36) 이러한 정의에는 
정보란 무작위적 상황과 비교할 때 첨가된 잉여성이라는 관점이 담겨있다. 
잉여성이 높은 메시지일수록 무작위적 메시지와 달리 우연에 의해 형성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37)

  더욱이 어떤 메시지의 본래 의도는 누락되거나 수용자의 능동적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변형될 수 있기에, 정보 개념에는 해석과 이해라는 인식론적 
요소도 덧붙여지게 마련이다.38) 이러한 해석과 이해라는 과정이 공동체에 
안착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의미가 수렴되면 정보는 지식체계라는 공유된 
생활양식(form of life)으로 전환된다. 물론 오늘날의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정보와 지식으로 처리되는 과정뿐 아니라, 정반대로 지식이 
정보나 데이터로 변형되는 과정도 동시에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흔히 언급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인간과 여타 지능적 존재의 
의사소통 단위인 지식・정보와 데이터 간의 변환 작업이 모종의 임계점을 
돌파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39)

  나. 지각과 재인

  이제 지능적 존재의 정보처리 과정을 이루는 요소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이 모체 밖에서 마주한 빛을 기점으로 지능을 형성하듯, 대체로 
지능의 출발점은 감각기관을 통한 정보의 지각(perception)이라고 여긴다. 
지각은 오감으로 대표되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적 환경의 일면이 지능적 
존재의 정보처리 체계로 수용되는 감각 단계를 넘어,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덧붙여진 모습을 가리킨다.40) 지각의 능동성을 드러내는 

36) Claude E. Shannon,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Vol. 27, No. 3, 1948.

37) James Gleick(박래선・김태훈 역), 『인포메이션』, 동아시아, 2017, 294-313쪽; César 
Hidalgo(박병철 역), 『정보의 진화』, 문학동네, 2018, 40-50쪽 참조.

38) 김명석, 앞의 논문, 72쪽; 백욱인, 앞의 논문, 28-31쪽.
39) 백욱인, 앞의 논문, 38쪽 참조.
4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은 수동적 앎의 측면이, 인지는 능동적 앎의 측면이 부각되는 

개념이라고 대비된다. 이정모, 『인지과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38-39쪽; 이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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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징표가 표상(representation)과 주의(attention)이다. 먼저 표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지능적 존재는 외부 대상을 두뇌에 직접적으로 
입・출력하는 대신, 실물을 추상화한 대상을 정보처리에 활용하고는 한다. 
이때 두뇌에서 간접적으로 재현되는 입・출력의 산물이 바로 표상이다.41) 
복수의 대상을 유사성을 비롯한 모종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범주로 
개념화하는 작업도 표상에 터 잡은 인간의 인지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표상을 활용한다면 개별적 정보를 모두 정보처리에 원용하는 방식에 비해 
인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상을 ‘직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처리에 왜곡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42) 한편, 주의란 정태적・동태적 
제약조건에 처한 인지자원을 정보처리 과정의 요소 별로 적절히 분배하는 
일을 가리킨다. 어떤 존재도 생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대상을 선험적으로 
알 수 없어 처음에는 모든 요소에 큰 주의를 기울이다가 점차로 익숙해진 
대상에 대한 주의를 줄여나간다.43) 표상과 마찬가지로 주의도 인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지자원의 분배가 부적절하게 
행해진 상황에서는 정보처리 과정의 오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상과 주의는 지각뿐만이 아니라 인지과정 전반에 걸쳐 능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활용된다.
  나아가 과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지식체계도 가지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은 지능적 존재가 간직하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참조하는 과정과 결부되어 진행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참조 과정을 
재인(recognition)이라고 한다. 재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입력된 데이터의 기초적 요소에서 고차적 속성을 차례로 조합하는 
상향식(bottom-up) 재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달리 고차적 속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입력된 데이터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식(top-down) 
재인이다. 현실에서는 어느 한 가지 재인만이 아닌 두 가지 재인을 혼용한 

외, 『인지심리학(제3판)』, 학지사, 2009, 29쪽.
41) 이정모, 앞의 책, 42-43쪽; 이정모 외, 앞의 책, 26-27쪽 참조.
42) Shun-ichi Amari(박혜영 역), 앞의 책, 41-42쪽.
43) 이정모 외, 앞의 책, 15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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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주로 활용된다.44) 상향식 재인은 정확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하향식 
재인은 효율적이지만 부정확하기에, 어느 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처럼 지각과정에서 정보나 지식체계를 
참조하려면 그에 앞서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한 데이터를 정보나 지식으로 
가공하여 두뇌에 입력하는 기억의 과정이 요구된다.

  다. 기억과 학습

  지능적 존재가 문제해결 상황마다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각하고 
정보처리에 나서기보다는, 처리된 정보나 지식체계를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기억과 같은 요소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특정한 정보나 지식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면, 매번 데이터를 가공하기보다는 
약간의 자원을 투입하여 상위 정보나 지식을 보유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45) 지능적 존재가 정보처리 알고리즘인 소프트웨어 이외에 
정보처리 결과의 저장고인 하드웨어를 갖도록 진화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동전의 양면으로 늘 기억하기보다 가끔 망각하는 개체가 
적응에 유리한 면모도 있기에 하드웨어는 기억뿐 아니라 망각 여부까지도 
결정한다. 정보의 가치와 소모될 자원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기억 혹은 망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나아가 지능적 존재는 기억과 망각의 단계를 점차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앳킨슨(Atkinson)과 시프린(Shiffrin)에 의해 
제시된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라는 분류체계가 대표적 사례다.46) 
일반적으로 후자로 갈수록 소모될 자원보다는 정보의 가치가 커진다. 먼저 
감각기억은 지각 단계에서 짧은 시간에 작동한 기억을 말한다. 단기기억은 

44) 이정모 외, 앞의 책, 133쪽.
45) Max Tegmark(백우진 역), 앞의 책, 83-84쪽.
46) R. C. Atkinson・R. M. Shiffrin “Human Memory: A Proposed System and its 

Control Processes”, in K. W. Spence・J. T. Spence (eds.),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Vol. 2.), Academic Pres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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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억에 주의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정보처리 단계로 이행된 
것으로 작업기억으로도 일컫는다. 감각기억과 단기기억은 한계비용이 크고 
이에 따라 저장용량은 적은 편이다. 밀러(Miller)는 작업기억이 일반적으로 
7±2개 단위(chunk)라고 제시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47) 
장기기억은 감각기억, 단기기억에 비해 저장되는 용량이 큰 편이지만 어떤 
제약에서도 자유롭지는 않다. 이에 따라 단기기억은 서로의 간섭과 망각에 
의하여 일부만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된다. 장기기억은 표상이나 지식체계에 
기초한 서술적 기억과, 형식화되지 않은 암묵지에 기초한 절차적 기억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48) 이처럼 주어진 문제해결 상황에 걸맞은 기억체계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단일한 기억체계를 일률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인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겨난다.
  기억된 정보가 지식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억은 학습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지만, 최근 들어 점차 기억과 학습을 분리하여 고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49) 일견 지능적 존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능동적 
기억을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양자를 구분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거나 완전히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전략적 행동에 터 잡아 적응도를 높일 수 있어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가장 원시적 형태의 학습은 자극-반응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조건적인 반응에 중성적 자극을 결합하여 새로운 조건적 반응을 
생성한다거나, 강화나 처벌을 통해 어떤 행동을 조작적으로 이끄는 방식이 
대표적 사례이다.50) 물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학습하기도 하지만, 직접적 자극과 반응에 기초하지 않은 형태의 고차원적 
메타학습을 하기도 한다. 두뇌라는 하드웨어에 담긴 정보와 지식에 기초한 

47) George A. Miller,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63, No. 2, 1956.

48) 이정모, 앞의 책, 446-450쪽; 이정모 외, 앞의 책, 195-196쪽.
49) 이정모, 앞의 책, 436-437쪽.
50) 전자를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고 후자를 ‘기구적 조건화’라고 일컫는다. 물론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대열, 앞의 책, 168-1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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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단순한 자극-반응과 비교할 때 통찰과 예측에 터 잡은 메타인지나 
지식의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능적 존재가 인지자원의 
단기적 손실과 정보처리 과정의 오류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드웨어를 
동원하여 정보와 지식을 기억하려고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51) 헵(Hebb)은 
이러한 능력의 원천인 두뇌의 학습방법에 대한 가설로, 감각자극이 일정한 
역치를 넘어서면 시냅스 연결강도가 변경된다는 두뇌 가소성(plasticity)을 
제시하여 널리 통용되어왔다.52)

  라. 추론규칙의 도출

  지능적 존재는 그동안의 작업을 바탕으로 얻은 정보나 지식을 조합하여 
마침내 추론규칙이라는 문제해결 수단을 도출하게 된다. 추론은 크게 보면 
전제가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이끄는 연역추론(deductive reasoning)과 
확률적으로 이끄는 귀납추론(inductive reasoning)으로 세분화된다. 한편 
귀납추론의 파생형태로, 일반적 추론방식과는 반대로 결론으로부터 전제를 
도출하는 역-추론법인 가추(abduction)나 기존에 널리 알려진 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도출하는 유추라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53) 현실에서는 
연역과 귀납추론 모두가 혼용되고 여러 개의 추론규칙이 합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문제는 대부분 무척 복잡하고 정답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여 
단일한 추론규칙만으로 정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추론규칙의 연쇄를 토대로 
정답에 준하는 지점으로 다가가는 전략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54) 혹자는 

51) 성인이 될 때까지의 오랜 학습기간과 실망이나 후회와 같은 부정적 자아관념의 출현이 
기억과 학습의 대표적 대가이다. 이대열, 앞의 책, 277-283쪽 참조.

52) ‘신경세포가 함께 점화하여 연결망을 형성한다(fire together, wire together)’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헵의 원전은, D. O. Hebb,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John 
Wiley & Sons, Inc., 1949.

53)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기에 
법학 분야에서 유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가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공두현, “법적 추론에서의 가추(Abduction)와 개연성”,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2019 참조.

54) ‘수단-목표 분석(means-ends analysis)’이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이정모 외, 앞의 책, 
450쪽; Herbert A. Simon(한국체계과학회 역), 『인공 과학의 이해(제3판)』, 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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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 없는 정보가 결론에 포함된 귀납추론과는 달리 연역추론은 결론이 
항상 전제로부터 귀결되어, 일견 지능의 본질인 정보나 지식체계의 확장과 
무관한 추론기법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연역추론을 실행할 때 드는 
인지자원을 고려하면, 기초적 정보와 추론의 틀만을 보유하는 대신 추론의 
중간단계에서 도출되는 귀결을 일부분 기억하고 참조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에 연역추론과 지식체계의 확장이 꼭 배타적이지는 않다.55)

  추론규칙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떤 개체가 기존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exploit)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에만 의존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기억하는 정보의 활용에 더해 단기적 자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추가 정보를 탐색(explore)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적응의 핵심은 확실한 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정보의 탐색이라는 상충하는 
선택지를 조율하는 일인 셈이다.56) 이와 같은 상충관계(trade-off)는 비단 
정보의 활용과 탐색의 맥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능적 존재가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하부목표를 수립할 때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분화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의식주와 같은 
말초적 욕구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존재이지만, 여기에만 의존하면 장기적 
적응에 불리할 수 있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개체와 집단 차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모든 개체가 동일한 목표를 내면화한 집단은 단기적으로 
앞서나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대표적 사례이다.57) 개인이든 집단이든,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전문지식과 
시공간을 초월한 범용지식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단기적 손실은 명백하고 장기적 이득은 불확실하여, 단기적 목표에만 

신유, 1999, 148-152쪽.
55) 유사한 관점을 피력한 문헌으로, 이재현, 『지능의 본질과 구현』, 로드북, 2018 참조.
56) James G. March,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Vol. 2, No. 1, 1991, p. 72. 최근 들어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논의에서 탐색과 활용의 상충관계가 널리 원용되는 추세인데, 사실 해당 개념은 인간을 
포함한 여타 지능적 존재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인간의 (자연)지능 
맥락에서 다루게 되었다.

57) James G. March, 앞의 논문, pp. 74-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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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몰두하려는 성향을 억제하는 기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능의 미래

  가. 합리성과 지능

  지금까지 지능이라는 방대한 개념을 일면적이나마 분석해보았다.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지능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주로 ‘합리성(rationality)’으로 일컬어지는 이성적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이는 결과주의나 도구주의적 차원의 
합리성 개념과 상당한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진다.58) 적응도라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체로 유의미한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최종목표인 적응도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목표에 어떤 추가적 제약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주류적 경제학에서 
활용해온, 외생적으로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모든 지능적 존재가 단일한 
형태로 공유하는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이 가치(value)를 창출하는 인간의 능력을 협소하게 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59) 설령 진화적 관점에서 결과주의나 도구주의가 지능의 
출발점이 맞다고 해도, 지능적 존재가 진화와 학습을 거듭하면서 적응도와 
무관하거나 상충하는 하부목표를 수립하게 마련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적응과 무관하거나 적응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능적’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칫 
인간이 (도덕적이든, 도구적이든) 합리적 존재여야 한다는 당위명제로부터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사실명제를 이끌어내는 오류를 낳을 수 

58) 김기현, “이론적 합리성과 실천적 합리성”, 철학사상 제19호, 2004, 14-22쪽 참조.
59) 인간에게 유익한 산물(good)에 대해 1인칭적 의미부여에 기초한 고유한 가치(intrinsic 

value)와, 3인칭적 의미부여에 기초한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라는 두 가지의 
가치평가 방식이 한꺼번에 동원된다는,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 (I)”,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167-1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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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일견 역설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실마리는 지능적 존재의 합리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에 달려있다. 
필자는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오류가능성이 없거나 설령 있어도 미미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당한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오래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다면, 진화적 관점에 입각한 결과주의적 인간관은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관과 조화롭게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탐색과 
활용의 상충관계가 보여주듯 단기적 목표와 양립하지 않는 행위를 간간이 
뒤섞을 때 장기적 목표의 달성에 유리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능적 
존재는 단기적 이익(interest)을 최적화할 때 발생하는 역설을 회피하고자 
가치적 요소를 조화하여, 일정 정도의 단기적 오류가능성을 대가로 장기적 
적응도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할 수 있겠다.60)

  나. 감정과 지능

  한편 지능의 핵심을 형식화된 정보처리 과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가진 
추가적 약점으로 형식화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지적되고는 한다. 
대표적 사례가 감정(emotion)이다. 감정은 자체로 의사소통에 동원되거나 
이성적 인지과정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인지과정을 가리킨다.61) 전통적으로 많은 철학자가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이해한 탓에 감정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지능에 
대한 논의는 아직껏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철학자들이 감정을 경시해온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는데, 의사결정 상황에서 감정의 개입이 이성적 
인지과정을 압도하여 오류를 유발하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62) 

60) 이와 유사한 관점을 피력한 문헌으로, 김기현, 앞의 논문, 22-30쪽 참조.
61) 천현득,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 - 감정을 가진 기계는 실현가능한가? -”, 철학 

제131집, 2017, 224-229쪽 참조.
62) 서구의 사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고 한다. 김현석, 

“재판의 진행・판단에서 법관의 정서에 관하여”, 법조 제68권 제1호, 2019,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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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왔다면 점차 이성과 양립할 수 있는 정서작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감정이 지능의 필연적 
요소라는 것은 아니다. 감정 없는 지능적 존재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지 인간처럼 감정을 구현하는 물리적 기제를 보유한 지능적 
존재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도 지능의 내용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능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구현하는 물리적 정보처리 
기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 체화된 인지

  오늘날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반적으로 확장시킨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라는 개념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체화된 인지 이론은 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구현하는 몸이라는 산물과는 
괴리된 채 추상적으로 진행된 모습을 비판한다. 두뇌와 같은 중앙처리부가 
표상에 기초한 형식적 정보처리 과정을 이끈다는 종래의 관념은 무의식・
잠재의식의 존재나, 개체와 환경의 직접적・비형식적 상호작용을 간과하는 
한계를 갖는다.63) 표상이라는 매개체가 인지과정 자체로 인식되어, 지능적 
존재가 직접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한 인지과정인 직관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훼손한다는 말이다. 지능적 존재가 가진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각기 
다르다면 같은 상황에 대한 정보처리 결과도 달라지게 마련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견해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과도하게 극단화하게 되면 
인지과정이 해체주의로 흘러가는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처리 
과정은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과 연결되기 때문에 개별 개체의 고유성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몸이라는 하드웨어 역시 개별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특정 개체군의 공통된 특성을 간직하기도 한다. 
결국 체화된 인지의 관점에서도 지능은 지능적 존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63) 노양진, “인지과학과 철학적 탐구”, 범한철학 제20집, 1999, 3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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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64)

 4. 소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탐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첫째는 인지적 제약조건의 
문제이다. 표상과 주의 개념이 어느 정도 암시하듯이, 어떤 지능적 존재도 
정보처리 과정에서 인지자원을 무제한으로 활용하지는 못한다. 제약조건이 
새로이 덧붙여진 상황에서 지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지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환경이라는 외부적 제약조건을 넘어 
개체 내부의 제약조건이 대두되는 상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는 
새로운 종류의 지능적 존재가 도입될 경우의 문제이다. 생명체라는 지능적 
존재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인공물65)을 발견・발명하여 활용해오고 있다. 
여태껏 도입된 인공물은 기본적으로 지능적 존재의 외부적 환경을 가공한 
산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66) 인간이 기계와 통합되거나 기존의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포스트휴먼(post-human) 담론도 크게 보면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인지과정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적 존재의 출현은 
이와 같은 대전제를 완전히 뒤흔든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보처리 체계인 이유에서다. 이러한 
두 가지 논점을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64) 이정모・손지영, “법 인지과학: 법 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4호, 2010, 369-371쪽 참조.

65) 여기서 인공물이란 ‘인간에 의해 합성된 자연물의 기능을 모방한 대상’으로, 자연물의 
실제적 특징과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인공물 개념의 정의는, Herbert 
A. Simon(한국체계과학회 역), 앞의 책, 20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66) 클락(Clark)과 찰머스(Chalmers)는 인간의 인지과정이 인공물과 결합하면서 확장되는 
이러한 현상을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라고 일컫는다. Andy Clark・David 
Chalmers, “The Extended Mind”, Analysis Vol. 58, No. 1, 1998, p. 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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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확실성과 지능

 1. 제한적 합리성

  가. 인지적 불완전성

   1) 합리적 선택이론의 인간상: 합리적 경제인

  오늘날 경제학은 지능적 존재의 정보처리 능력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갈래의 학파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까지도 통설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학파를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이라고 
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행위주체가 의사결정 상황에서 최소한 두 가지의 
공리를 준수한다고 가정한다.67) 하나는 행위주체가 어떠한 선택지에 대한 
선호관계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완비성(completeness)으로 불린다. 
이때 선호란 개인의 호불호가 선택으로 표출된 산물을 말하고, 선호관계란 
선호를 이루는 선택지 사이의 우열관계나 등가관계를 말한다.68) 신고전파 
경제학은 기수적(cardinal) 선호 대신 서수적(ordinal) 선호를 전제하기에 
선호의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 순위만을 비교한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가지는 선호의 절대적 수치는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외부적으로 드러난 
선택의 결과인 현시선호를 바탕으로 일관된 선호관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69) 나아가 이러한 행위주체의 선호관계를 총망라한 대상을 
선호체계라고 일컫는다.
  또 다른 공리는 여러 선호관계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선호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이행성(transitivity) 공리이다. 예를 들어 바나나보다 

67) Hal R.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Ninth Edition), W. W. Norton & 
Company, 2014, pp. 35-36 참조.

68) 이하의 내용은 홍훈, 『홍훈 교수의 행동경제학 강의』, 서해문집, 2016, 21-22쪽 참조.
69) 이것을 ‘현시선호 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이라고 부른다. Hal R. Varian, 

앞의 책, pp. 57-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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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좋아하고 사과보다 배를 좋아할 경우, 바나나보다 배를 좋아해야만 
하지 그 역이 성립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다. 만일 이행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거래마다 시세차익을 얻는 차익거래(arbitrage)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 선호체계에 금기시되는 순환(cycle)이 형성되기 때문이다.70) 
이러한 이유로 신고전파 경제학은 오직 완비성과 이행성 공리를 만족하는 
선호체계를 가지는 존재만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을 
합리적 경제인(homo economicus)으로 명명하고, 상술한 이론을 ‘합리적 
선택이론’이라고 일컫는다.
  완비성과 이행성 공리에 따르면, 합리적 경제인은 구체적 문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일관되게 최적의 문제해결을 달성할 능력을 가진다. 
나아가 정보는 의사결정 시점에만 국한하지 않기에 미래의 일에 대하여도 
완전한 예측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표준적 행위주체 
관념은 지나치게 기준이 높아 신고전파 경제학 내에서도 현실성이 낮다는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71) 그러나 표준에서 이탈하는 행위주체가 있더라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 행위주체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상반된 효과가 
상쇄될 것이고, 일시적으로 상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행위주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합리성을 학습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학습에 실패한 
주체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리라는 등의 근거에 따라 합리적 경제인 가정에 
대한 믿음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72)

   2) 합리적 경제인 가설에 대한 비판: 제한적 합리성

  그러던 20세기 중반,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에 의해 합리적 

70) 이러한 순환적 선호체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상대가 바나나, 사과, 배, 바나나 
순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아주 작은 웃돈을 요구할 때 선택주체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요구에 무한히 응대하여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다. Amos Tversky, “Intransitivity of 
Preferences”, Psychological Review Vol. 76, No. 1, 1969, p. 45.

71) Richard A. Posner, “Rational Choice,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Law”, 
Stanford Law Review Vol. 50, No. 5, 1998, p. 1552.

72) 최정규, “행동경제학: 경제주체의 선호를 묻다”, 지식의 지평 제10호, 2011,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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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가설에 대한 중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지능적 
주체의 외부적 환경변수만이 의사결정의 제약조건인 것처럼 설명해왔지만, 
실은 환경과 주체 내부의 다양한 변수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의사결정의 
제약조건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73) 예를 들어, 마치 컴퓨터에 저장용량의 
제약이 존재하듯이 인간 두뇌의 기억용량에도 제약이 있다. 나아가 인간은 
주의집중 능력에 대한 제약까지 떠안고 살아간다. 학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거나 인간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매한가지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무작위적이지 않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상쇄되는 대신 체계적으로 발현될 개연성도 존재한다.74) 그렇지만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러한 일련의 제약조건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는다. 사이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능은 이와 같은 외부적・내부적 제약조건에 
비추어 최적화 대신 근사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적 적응을 해왔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의사결정의 구체적 목표 대신 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열망수준(aspiration level)을 설정한 뒤, 열망수준으로 다다르는 경로에서 
일부를 가공하여 어려운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전략이 대표적 
사례이다.75) 열망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매개변수를 환경변수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교정할 경우,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이 항상 담보되지는 
않지만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최적화(optimization)와 대비하여 
‘만족화(satisficing)’라고 일컫는다.76)

  사이먼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만족화라는 
극히 단순한 의사결정 방식으로부터, 현실의 무수히 많은 존재가 보여주는 

73) Herbert A. Simon,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9, No. 1, 1955, p. 101. 사이먼은 의사결정이 환경과 
행위주체라는 양날의 가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말로 묘사한 바 있다. 임의영, 
“H. A.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행정학”,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 2014, 10쪽 참조.

74) Herbert A. Simon,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8, No. 2, 1978, p. 9 이하 참조.

75) Herbert A. Simon,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pp. 103-110.
76) Herbert A. Simon, 앞의 논문, pp. 111-113. 논의의 편의상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하의 ‘최적화’라는 표현은 많은 경우 ‘만족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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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동양식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능적 
존재의 복잡한 행동양식은 만족화와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최적화처럼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야 한다는 직관이 담긴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사이먼은 의사결정에서는 행위주체의 내부적・외부적 
변수가 동시에 개입되기에, 내부적 전략은 단순해도 외부적 환경은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복잡한 행동양식이 발현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77)

우리는 개미가 바람과 파도에 의해 형성된 해변을 힘들게 가로지르는 광

경을 목격한다. 개미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가파른 모래 언덕을 쉽게 

오르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자갈을 우회하고, 동료와 정보를 교

환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도 한다. 그리하여 개미는 자신의 길을 누비며 나

아가서 집으로 돌아와 멈춘다. 개미의 의도를 의인화하지 않기 위해, 나는 

종이 위에 개미의 경로를 스케치했다. 그것은 일련의 비규칙적이고 각진 선

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에 대한 감각이 깔려 있으며 목표를 향하고 있

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다. … [중략] … 행동 체계로 보면 개미는 

꽤 단순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미 행태[가 보이는] 명백한 복합성은 주

로 개미가 존재하는 환경의 복합성의 반영이다. … [중략] … 나는 “개미”라

는 말 대신에 “인간”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이 가설을 검증하려 한다.78)

  사이먼과 이후 연구자들은 만족화의 함의는 유지하는 한편, 세부 내용을 
정교히 가다듬는 방향으로 이론을 보완하였다.79) 대표적 논자로 손꼽히는 
기거렌처(Gigerenzer)는 인간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화적으로 획득해낸 여러 가지의 기본적 능력을 조합하는 전략을 생존의 
원동력으로 지목하고 적응적 도구상자(adaptive toolbox)로 명명하였다.80) 
인간의 지능은 일견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실은 단순한 적응적 기제의 

77) Herbert A. Simon, “Rational Choice and the Structure of the Environment”, 
Psychological Review Vol. 63, No. 2, 1956, pp. 129-130.

78) Herbert A. Simon(한국체계과학회 역), 앞의 책, 71-73쪽.
79) 예를 들어 Herbert A. Simon, 앞의 논문, p. 133 이하에서는 목표가 복수인 때 이들 

사이의 선호관계를 조정해나가는 방식을 만족화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80) Gerd Gigerenzer(안의정 역), 『생각이 직관에 묻다』, 추수밭, 2008, 84-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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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조합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인지과정이 
모든 의사결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체계가 아닌, 구체적 문제에 
적용되는 무수한 모듈(module)의 연쇄라는 점이다.81)

  어떤 존재가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능의 발현방식을 가리켜 흔히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고 한다.82) 사이먼은 역설적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따를 때 
국소적 최적화(local optimum)보다는 총체적 최적화(global optimum)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지적 제약이 최적화를 향한 
직진을 방해하여 만족화의 연쇄에 기초한 단계적 도약보다 열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정량적 공식에 반영되지 
않은 정성적 정보는 그저 오차로만 취급되지만, 만족화는 이러한 비형식적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83) 달리 말하면, 
제한적 합리성에 터 잡은 인지과정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중시하는 정태적 
결과(result)보다는 적응적 의사결정이라는 동태적 과정(process)에 더 큰 
방점을 두어 총체적 최적화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84)

   3) 제한적 합리성의 원천: 세 가지 차원의 불확실성

  사이먼에 따르면, 제한적 합리성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불확실성(uncertainty) 때문이다.85) 

81) 이정모, “제한적 합리성 및 인지과학의 변화 흐름이 인지경제학 전개에 주는 시사”, 
제도와 경제 제2권 제1호, 2008, 80쪽.

82) Herbert A. Simon,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in C. B. McGuire・Roy 
Radner (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2, p. 162.

83) Herbert A. Simon,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pp. 
6-9; Herbert A. Simon, “Bounded Rationality in Social Science: Today and 
Tomorrow”, Mind & Society Vol. 1, No. 1, 2000, pp. 27-29.

84) 사이먼은 이러한 내용의 합리성을 실체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대비하여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가리킨다. Herbert A. Simon, 앞의 논문, 
p. 25; Herbert A. Simon,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pp. 2-4. 이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이원적 구조에서 착안한 구분법이라고 한다. 임의영, 
앞의 논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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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자기통제 문제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가 정보의 부족을 낳아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 파급효과를 전부 계산할 수 없고, 설령 
계산한다고 하여도 미래의 자신이 이를 그대로 준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둘째, 통시적 불확실성에 더해 공시적으로도 선택의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게 마련이다. 특히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맥락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 
앞선 상황이 자기통제 문제라면, 이러한 상황은 타인통제 문제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설령 현재나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완벽히 
파악하여 정보의 문제가 없더라도, 선택지의 우열관계를 따지는 데 필요한 
정보처리 비용이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 이때 드는 비용은 물적 비용을 
넘어 인지적 비용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제한적 합리성은 
정보량과 정보처리 능력의 동태적 변화에 터 잡아 열망수준을 변경하거나, 
만족화의 의사결정 방식을 최적화로 뒤바꾸거나, 그 역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간다. 이렇게 볼 때 합리적 선택이론의 합리성이 합리적 경제인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규범적 합리성(normative rationality)이라면, 제한적 
합리성은 현실의 실제 인간을 기술하는 합리성(descriptive rationality)인 
셈이다.86) 제한적 합리성을 합리성의 전형적 형태로 여기면서 만족화라는 
의사결정 방식에 주목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이와 같은 
발전과정을 거쳐 경제학 분야의 새로운 학파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87)

85) 이하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 분류체계는, Herbert A. Simon,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pp. 169-171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86) Christine Jolls・Cass R. Sunstein・Richard Thaler, “A Behavioral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 Stanford Law Review Vol. 50, No. 5, 1998, p. 1474.

87) 최근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널리 알려진 
『국부론』을 집필하기 전에 작성한 『도덕감정론』에 행동경제학적 통찰이 반영되었다면서 
스미스를 행동경제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Nava Ashraf・
Colin F. Camerer・George Loewenstein, “Adam Smith, Behavioral Economi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9, No. 3, 2005 참조. 다만 현대적 의미의 
행동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사이먼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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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스템 1과 시스템 2

   1) 이중 인지체계

  이제 제한적 합리성이 발휘되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인간의 인지과정이 일견 상충한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정보처리 방식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데 
주목하였다. 하나는 복수의 정보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종종 감정과 결부되고 무의식적 특성이 강하며 흔히 직관(intuition)이라고 
불린다. 언제나 주의집중을 기울이면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은 직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개별 정보를 천천히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법 높은 수준의 주의와 결부되고 의식적 
특성이 강하며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불린다. 오직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만 
이루어지고 알고리즘의 검증과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의사결정이 오류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카너먼은 이들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명명하고 
양자를 ‘이중 인지과정(dual cognitive process)’으로 통칭하였다.88)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조화롭게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따금 
갈등을 빚는다. 앞서 본 세 가지 종류의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인지체계가 최적화된 결과를 산출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인지체계가 적절할지 선험적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은 미래에 대한 무지 속에서 어느 한 가지 인지체계의 우위를 논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상시로 직면한다.89)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이중 
인지체계는 개인이나 주어진 문제의 특성과 필연적 관련성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별로, 문제별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부여하는 비중이 

88) Daniel Kahneman(이창신 역), 『생각에 관한 생각(제2판)』, 김영사, 2018, 38-46쪽.
89) 사이먼의 세 가지 불확실성에 적용해본다면, 개인 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충돌하는 

상황, 개인들 사이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충돌하는 상황, 개인의 시스템 1과 사회의 
시스템 2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입할 수 있다. 박도현,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2019, 507-5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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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는 하겠지만, 도덕성이 뛰어난 개체나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결부된 
상황에서는 오직 한 가지 시스템만을 활용하기에 다른 시스템이 유발하는 
오류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식의 통속적 관념은 현실에 반한다.

   2) 시스템 1과 휴리스틱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스템 1은 반복을 통해 체화한 
전문지식을 행동에 옮긴 상황에서 커다란 효용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다. 
클라인(Klein)은 화재진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리라는 위험을 예지하여 
동료의 목숨을 구한 소방대장의 일화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현장의 
몇 가지 파편화된 정보를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숙고하여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식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소방대장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획득한 암묵지(tacit knowledge)가 인지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보다는 편집과 생략을 가미하여도 무방하게 해준 셈이다.90)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시스템 2의 개입이 적응도를 낮출 수 있어 
시스템 1이 우세한 형태로 진화한 모습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만족화라는 
제한적 합리성의 발현은 시스템 1이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지배한 결과로 
이해된다. 최근에는 시스템 1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직관을 획득하고 
발현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영학과 같은 분야에 응용되는 
추세이기도 하다.91)

  시스템 1이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편집하거나 제거한 가공물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끔 진화한 이유는 이로부터 얻은 신속성의 이익이 정보의 
변형에 따른 정확성의 손실을 대체로 능가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인지과정을 확률론의 공리와 논리를 따르는 대신 만족화에 기초한 
가공물로 대체하여, 다소간의 오류를 감내하면서 인지자원을 효율화하려는 

90) Gary Klein(이유진 역), 『인튜이션』, 한국경제신문, 2012, 22-25쪽 참조. 흔히 이러한 
접근법을 ‘자연주의적 의사결정(naturalistic decision-making)’이라고 한다.

91) 이러한 생각을 ‘전략적 직관(strategic intuition)’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한 문헌으로, 
William Duggan(윤미나 역), 『제7의 감각』, 비즈니스맵,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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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의 인지작용 방식을 흔히 휴리스틱(heuristic)이라고 일컫는다.92)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의사결정이 신속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 학습을 거쳐 충분히 양질의 정보가 암묵지로 구현되었다고 
확신할 근거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스템 1이 만들어낸 인지과정의 
효율화에 따른 이익이 정확성의 손실을 능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간을 
시스템 1에만 의존하려는 습성을 유발하여 인지적 오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93) 카너먼과 그의 동료인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는 이러한 
휴리스틱이 발현된 사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표성(representativeness), 
가용성(availability), 기준점과 정박(adjustment and anchoring)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94)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A라는 개체가 집합 B에 속할 확률을 A가 보유한 
속성이 B의 전형적 개체의 주요한 속성과 닮은 정도를 토대로 어림짐작해 
파악하는 기법을 말한다. 누군가의 일면적 성격에 기초하여 상대의 직업을 
예측하는 일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대표성 휴리스틱을 남용하게 되면 
사전확률이나 표본의 크기 등 의사결정에 필수적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통계전문가조차 대표성 휴리스틱에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95) 이어서 가용성 휴리스틱은 자기 머리에 해당 사건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를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어림짐작하는 것이다. 가령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확률은 최근 당사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나아가 떠올리기 쉬운 사례 사이에는 
실재하지 않는 상관관계가 인지되기까지 한다.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복수 

92) Daniel Kahneman(이창신 역), 앞의 책, 154쪽.
93) Daniel Kahneman(이창신 역), 앞의 책, 69-73쪽은 자아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한다. 인지적 편안함을 정답인 듯이 오인하는 경향성 
때문이다. 같은 책, 96-98쪽. 이러한 현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특정한 과제에 
몰두하도록 지시받은 피실험자가 바로 눈앞에서 움직인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유명한 
실험을 소개한, Christopher F. Chabris・Daniel J. Simons(김명철 역), 『보이지 않는 
고릴라』, 김영사, 2011 참조.

94) Amos Tversky・Daniel Kahneman,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Vol. 185, No. 4157, 1974.

95) Amos Tversky・Daniel Kahneman, 앞의 논문, pp. 11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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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96) 끝으로 
기준점과 정박 휴리스틱은 처음에 설정(default setting)된 기준치가 최종 
의사결정 결과에 실제보다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결정 과정에 등장한 기준치는 논의와 직결되는 요소이든 전혀 무관한 
요소이든, 후속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이 
결부된 결합사건은 기준치에서 과소하게 조정되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분리사건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다.97) 협상에서 일차로 본인에게 
유리한 제안을 제시하여 상대의 심리적 위축을 기대하는 전략은 기준점과 
정박 휴리스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이후 많은 후속연구가 
이어지면서 휴리스틱의 종류는 상술한 세 가지 유형뿐만이 아니라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98)

   3) 시스템 2와 인지편향

    가) 인지편향의 개념

  현실의 의사결정에서는 체화된 전문지식이 발현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스템 1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오류를 
통제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인류가 진화를 통해 
상당량의 정보와 지식을 체화하는 데 성공한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이지만, 
역으로 환경이 변해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 1이 제시한 
휴리스틱에 의존할 위험과도 결부된다.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인지과정에서 
휴리스틱이 유발한 오차를 충분히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데 실패하여 
빚은 오류를 두고 ‘인지편향(cognitive bias)’으로 명명하였다.99) 신고전파 

96) Amos Tversky・Daniel Kahneman, 앞의 논문, pp. 1127-1128.
97) Amos Tversky・Daniel Kahneman, 앞의 논문, pp. 1128-1130.
98) 예를 들어, 이남석, 『인지편향 사전』, 옥당, 2016에서는 무려 101가지나 되는 종류의 

휴리스틱을 제시하기도 한다.
99) Amos Tversky・Daniel Kahneman, 앞의 논문, p.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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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도 인지과정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행동경제학이 제시한 
인지편향은 무작위적이기보다는 체계적 오류(systemic error)라는 차이가 
있다. 무작위적 오류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구성원 사이에서 상쇄되거나 
학습이나 퇴출을 통한 교정이 가능하지만, 체계적 편향은 그렇지 않다.100)

    나) 인지편향과 집단극화

  인지편향은 보통 단일한 개체가 빚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집단 
차원으로 논리가 확대되는 것도 가능하다. 집단을 하나의 인지체계로 보면 
같은 집단의 전체 혹은 대다수 구성원이 시스템 1과 휴리스틱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인지편향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문제다. 캐스 선스틴(Cass R. Sunstein)은 
대화이론이 부상하면서 숙의(deliberation)는 언제나 바람직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는데, 이러한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숙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비추어 때로는 유해한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101) 가령 동질적 집단의 숙의(enclave deliberation)는 
토의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인 정보의 고른 공유보다는, 구성원이 보유하는 
견해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 동시에 개별 구성원이 가지던 
견해의 중간값이나 평균값 대신 극단값을 향해서 분화된다. 이러한 현상을 
집단극화라고 일컫는다. 물론 극단적 견해가 진리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집단극화는 인지편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나아가 구성원이 집단의 평판에 민감하거나 자신과 대립하는 다수의 
견해가 옳을 확률이 높다고 보아 일단 견해를 수정하고 나면, 집단 차원의 
정보가 협소해지면서 다수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여지도 있다.102) 집단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 또는 개인의 도덕적・

100) Christine Jolls・Cass R. Sunstein・Richard Thaler, 앞의 논문, p. 1477.
101) Cass R. Sunstein, “The Law of Group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10, No. 2, 2002, pp. 187-189.
102)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p. 177-181; Cass R. Sunstein・Reid Hastie(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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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성이 집단에 소속되면서 희석된다는 데 기인한다.103) 집단극화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개인 인지편향을 총합한 것보다 집단 인지편향 
크기가 커질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단극화 현상을 고려한 
모종의 제도적 뒷받침이 숙의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인지적 비대칭성

  한편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인지편향에 관한 한 가지 통찰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관련 정보의 
서술방식만을 변경할 때 의사결정 결과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절차적 불변성(procedural invariance)’이라고 불린다.104) 그런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인지과정의 순서나 방식을 약간만 변경하여도 
의사결정의 결론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을 받은 
사람의 5년 내 사망비율이 10%라는 말과 생존비율이 90%라는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그럼에도 의사가 수술을 권유할 때 전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정반대 방식으로 제공한 경우보다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로 명명하였다.105) 프레이밍 효과는 시스템 2에 따를 때 모두 같은 
의사결정이, 인간이 처한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시스템 1에 의해 구체적 
맥락에서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받아 빚어진 현상이다. 다른 한편, 인간이 
활용하는 자연어의 애매성과 모호성이 현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유발한 
결과로도 이해된다.106) 그런데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궁극적 제약에 직면한 
인간은 일상적 의사결정 상황이나 현실에 반하는 의사결정 상황 모두에서 

은 역), 『와이저』, 위즈덤하우스, 2015, 50-55, 112-113쪽 참조. 같은 책, 88쪽에서는 
전자의 현상을 ‘평판의 폭포효과’, 후자의 현상을 ‘정보의 폭포효과’라고 표현한다.

103) Cass R. Sunstein・Reid Hastie(이시은 역), 앞의 책, 73-75쪽 참조.
104) Daniel Kahneman・Amos Tversky, “Choices, Values,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Vol. 39, No. 4, 1984, p. 343.
105)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 346.
106) 홍훈, 앞의 책,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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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에 따른 직관적 사고와 시스템 2에 따른 알고리즘적 사고 사이의 
우열관계를 선험적으로 판정하지 못한다. 유일한 대안은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꾸준히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조율하는 일일 따름이다. 
이러한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구성원 사이에서 인지적 오류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인지적 비대칭성(asymmetric cognition)’으로 칭할 만한 
현상이 초래되어 합리적 선택이론의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107)

  일각에서는 인지적 비대칭성은 시장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해 최적의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과 별 차이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보의 획득(acquisition) 차원에서 유발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는 다르게 인지적 비대칭성은 정보의 처리(processing)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에 양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108)

 2. 전망이론

  가. 기대효용이론과 전망이론

  이처럼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사이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듬해인 1979년에 도달해서야 일반화된 
수리모형이 확립되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전통적으로 논의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이론이 가지는 약점을 개선하여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였다.109) 전망이론은 행동경제학에서 

107) 박도현, 앞의 논문, 512쪽. 유사한 관점에 입각한 ‘합리성 격차’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 2016, 1649-1650쪽도 참조.

108) Minjung Kim・Do Hyun Park, “A Model and the Behavioral Implications of 
the Calculus of Consent: The Dilemma of Public Choice before Public 
Choice”, PLoS one Vol. 15, No. 12: e0243728, 2020, pp. 11-13.

109) Daniel Kahneman・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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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하에서 
별도의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의사결정 이론은 특정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으로 세분화된다. 
전자인 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이론은 앞서 살펴본 현시선호 이론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으로 불리는데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문제는 행위에 따른 결과가 불명확하여 여기에 해당한다. 
프랭크 나이트(Frank H. Knight)의 분류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은 재차 
어떤 사건이 유발될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른 확률분포를 아는 
위험(risk)과 아무 정보도 없는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세분화된다.110) 
불확실성은 체계적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널리 알려진 기대효용 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 
대표적 사례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두 축을 확실한 상황에서의 현시선호 
이론과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기대효용 이론이 이루는 셈이다.111)

  기대효용 이론은 기댓값(expected value)에 따른 종전 의사결정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기댓값은 어떤 선택이 유발한 사건의 이득(gain) 또는 
손실(loss)이라는 결과(outcome)에 해당 사건의 발생 확률(probability)을 
곱하여 도출해낸 값으로, 각기 인간의 행위를 좌우하는 욕구와 믿음이라는 
인지과정을 반영한 개념이다. 기댓값이 양수이면 그러한 행위를 선택하고, 
음수이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기대효용 이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후 인간이 기댓값의 대소와 무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설(St. Petersburg paradox)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문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동전을 한 개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계속 던지고 

n번째로 던진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경우 원을 수령하고 끝나는 게임을 

110) Frank H. Knight, Risk, Uncertainty and Profit, Houghton Mifflin, 1921. 한편, 
최근 들어 점차 위험과 불확실성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이준구, 
『미시경제학(제7판)』, 문우사, 2019, 182쪽. 그러나 이하에서는 논의의 층위를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양자를 엄밀히 구분하도록 하겠다.

111) 홍훈, 앞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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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자. 이러한 게임의 기댓값은 수학적으로 무한대이지만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간의 의사결정이 기댓값으로 해명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노이만(Neumann)과 모겐스턴(Morgenstern)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수리적 기댓값 대신 심리적 효용(utility)을 
앞세운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112) 이들에 따르면 기대효용은 보통 
기댓값의 증가분에 미치지 않는 만큼만 늘어나게 마련이다. 게임의 결과로 
수령하는 상금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거나 의사결정자가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다고 바라보기 때문이다.113) 한편 확률에 대한 이론은 객관적 확률론, 
주관적 확률론으로 양분되는데, 양자 모두 확률론의 공리를 따르는 것만은 
공통된다. 객관적 확률과 효용을 결합하는 (객관적) 기대효용 이론은 주로 
위험 상황에 적용되는데, 새비지(Savage)는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결합한 
형태의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으로 불리는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14)

  전망이론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사건의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효용과 확률의 함수에 터 잡아 이루어진다는 기대효용 
이론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대효용 이론이 상정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를 효용함수 자리에 대입하고, 확률 
역시 확률값 자체가 아닌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확률가중함수(probability 
weighting function)에 의해 변용된다고 바라보는 부분이 특징적이다.115) 
결국 기댓값 이론, 기대효용 이론, 전망이론이라는 세 가지 의사결정 이론 
모두 특정 사건의 결과와 발생확률의 함수를 의사결정의 준거로 삼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기댓값 이론은 결과와 확률 모두 선형함수를 취하고, 
기대효용 이론은 확률만 선형함수를 취하며, 전망이론은 결과와 확률 모두 

112) 이준구, 앞의 책, 190-196쪽. 원문은, John Von Neumann・Oskar Morgenster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113) 홍훈, 앞의 책, 94-95쪽. 기대효용 이론에서 이러한 가정은 결과가 이익이나 손실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114)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을 다룬 새비지의 원문은, L. J. Savage, The Foundations of 
Statistics, John Wiley & Sons, Inc., 1954.

115) Norio Tomono(이명희 역), 『행동 경제학』, 지형, 2007, 105-106쪽; 홍훈, 앞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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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함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다.116)

  나. 전망이론의 구성요소

   1) 가치함수

  전망이론이 기대효용이론과 달리 가치함수와 확률가중함수라는 두 가지 
새로운 함수를 도입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가치함수에 대해 살펴보자. 
가치함수는 효용 대신 가치(value)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가치란 인간이 
프레이밍 효과에 따라 의사결정에서의 선택지를 행위주체의 가치평가라는 
해석과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인식한다는 통찰을 담아낸 개념이다.117) 물론 
기대효용이론도 위험선호의 사례처럼 선택지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이라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치함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채로운 해석의 양상을 표현하였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이에 관한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을 던졌다. 첫째, 
기대효용 이론은 결과의 동태적 증감은 무시하고 정태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인간의 심리와는 조응하지 않는다.118) 가령 기존의 월급이 400만 원 
혹은 6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바뀐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심리적 만족도는 다르게 마련이다. 보통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큰 만족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달리 기대효용 이론은 양자의 효용이 
동일할 것이라고 간주한다.119) 소득이 0인 원점을 의사결정의 기준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최종적 결과를 중시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목표하는 열망수준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보다 못한 결과를 
달성한 상황에서는 설령 이전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얻었다고 해도 

116) 김청택, “경험과학에서의 합리성의 개념: 논리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 철학사상 
제20호, 2005, 11-12쪽 참조.

117) Christine Jolls・Cass R. Sunstein・Richard Thaler, 앞의 논문, p. 1480.
118)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 264.
119)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p. 277-2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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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느끼기도 한다.120) 달리 말해 인간의 심리적 만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원점을 기준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 기준점 대비 변화̇ ̇ ̇ ̇ ̇ ̇ ̇ 라는 말이다. 
이는 흔히 ‘준거점 의존성(reference point dependence)’으로 불린다.121) 
실제로 인간의 두뇌는 기대치를 뛰어넘거나 미달하는 결과를 거두었을 때,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량이 달라진다고도 한다.122)

  둘째, 기대효용 이론은 이득과 손실의 증감에 기초하여 인간이 인지하는 
민감성이 변동하는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를 인간의 위험회피 
성향과 결합하면, 기대효용 이론의 효용함수는 기하학적으로 원점으로부터 
오목한(concave) 형태를 띤다. 문제는 이득 국면과 달리 손실 국면에서는 
기대효용 이론이 어떤 민감성을 전제하는지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만일 이득 국면의 오목함수 형태를 손실 국면에까지 확장하면, 효용함수의 
민감성은 손실 국면에서 체증하면서 위험회피 성향을 그대로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도박에 
내거는 모습을 보이는 일반적 행태와 배치된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바로 
이러한 맹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이득 국면과는 다르게 손실 국면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123) 요컨대 가치함수는 이득 
국면에서는 오목함수를, 손실 국면에서는 볼록함수(convex function)라는 
상반된 형태를 가진다. 흔히 ‘민감도 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으로 
불리는 가치함수의 두 번째 특성이다.124)

  끝으로, 다만 준거점에서의 이득과 손실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는 않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준거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득과 손실이라는 변화가 
같은 정도로 주어질 때, 대체로 음의 변화가 양의 변화보다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손실 국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기대효용 

120)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p. 286-288.
121) Norio Tomono(이명희 역), 앞의 책, 107-109쪽; 홍훈, 앞의 책, 84쪽.
122) Shun-ichi Amari(박혜영 역), 앞의 책, 49-50쪽 참조.
123)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 268-269은 인간이 이익과 손실 

국면에서 보이는 대칭적 행태를 거울에 반사된 모습에 비유하면서 ‘반사효과(reflection 
effect)’라고 명명하였다.

124) Norio Tomono(이명희 역), 앞의 책, 109-110쪽; 홍훈, 앞의 책, 9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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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은 대목이다. 흔히 ‘손실회피(loss aversion)’ 
성향으로 일컫는 특성이다.125) 세일러(Thaler)는 이에 관한 특이한 현상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인간이 비용이라는 단일한 개념에 맥락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지불비용(out-of-pocket cost) 사이에서 간극이 생겨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직접적 지불은 없지만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 포기한 최대의 
미실현 이익을 기회비용으로 규정하고, 암묵적으로 기회비용과 지불비용의 
비교는 절대적 금액의 다과에 의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세일러에 따르면 
현실의 인간은 기회비용을 미래 이득이 미실현된 현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지불비용은 손실이라고 인식한다. 그렇기에 손실회피 
성향이 개입하면 기회비용과 지불비용이 수리적으로는 등가라고 하더라도 
후자를 민감하게 고평가할 수 있다.126)

   2) 확률가중함수

  이번에는 확률가중함수에 대해 살펴보자. 확률가중함수에는 결과를 넘어 
확률도 의사결정 맥락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널리 
알려진 알레의 역설(Allais Paradox)이라는 현상을 통해 살펴보자. 알레의 
역설은 어떤 사건의 결과와 확률의 쌍인 전망(prospect)의 집합에 대하여 
선형변환(linear transformation)을 하면 전망의 원소에 대한 선호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이다. 당첨금과 당첨확률 쌍이 (500만 원, 10% + 100만 원, 
89%)인 복권 A와 (100만 원, 100%)인 복권 B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권 B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 (500만 원, 10%)인 복권 C와 (100만 원, 11%)인 복권 D 
사이에서는 대체로 복권 C가 선택되었다고 한다.127)

125)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p. 277-280.
126) Richard Thaler, “Toward a Positive Theory of Consumer Choi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1, No. 1, 1980, pp. 43-50 참조.
127) 원전인 M. Allais, “Le Comportement de l’Homme Rationnel devant le Ri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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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현상을 ‘역설’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무엇일까? 확률적 위험이 
수반된 복수의 전망이 가진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대효용 이론의 
특성 때문이다. 독립성 공리로 불리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망 사이의 
선호관계를 나타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값을 가감승제 하더라도 기존의 
선호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기대효용 이론이 성립하게 된다.128) 그러나 복권 
A, B에 동시에 (-100만 원, 89%)를 더하면 복권 C, D와 완전히 같아져서 
기대효용 이론에 위배된다. 흔히 이러한 현상은 복권 A, B를 비교할 때는 
복권 B의 100% 확률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현상(certainty effect)에 의해 
기댓값의 대소가 역전되는 반면, 복권 C, D를 비교할 때는 이러한 효과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경향은 금전적 결과를 넘어선 
비금전적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129)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확률값의 증감을 
비선형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확률가중함수에 담아내면서 
알레의 역설을 극복하였다.130)

  확률가중함수는 대체로 0이 아닌 낮은 확률은 과대평가하고, 1이 아닌 
높은 확률은 과소평가하며, 중간 확률의 변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역-S자 형태를 띤다. 이처럼 확률가중함수로 변환해낸 확률(rank)이 아닌 
주관적 확률은 현실에서 확률론의 공리에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다.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에서는 주관적 확률이 베이즈정리(Bayes’ theorem)131)라는 
확률론의 공리를 준수하는 이론을 따른다고 본 부분과 달라지는 지점이다. 

Critique des Postulats et Axiomes de l'Ecole Americaine”, Econometrica Vol. 
21, No. 4, 1953, p. 527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28) 홍훈, 앞의 책, 101-103쪽.
129)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p. 265-267.
130) Daniel Kahneman・Amos Tversky, 앞의 논문, pp. 280-284.
131) 베이즈정리는 가설과 증거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나타낸 방법론으로 어떤 가설에 대한 

사전확률이 증거가 적용된 이후에 사후확률로 변모하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때 사전확률은 보통 주관적 확률론과 결부된다.

    수리적으로는  
×  의 형태를 취한다. 이때 우변의 는 어떤 

사건 에 대한 사전확률(anterior probability)을, 좌변의 는 새로운 정보 가 
추가된 뒤의 사건 에 대한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말한다. 베이즈정리의 
상세한 내용은, Sharon Bertsch McGrayne(이경식 역), 『불멸의 이론』, 휴먼사이언스,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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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들은 일찍이 인간의 확률판단이 베이즈정리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는데,132) 확률가중함수가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 원인을 인간이 확률을 재구성하는 양상이 
베이즈정리와 같은 내적 일관성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총체적 믿음체계와 
양립하는지 여부까지 따지기 때문이라고 본다.133) 특정한 사안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비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합리성만을 보유하는 인간은 매사에 최상인 결과를 선택하는 대신, 총체적 
만족화를 위해 때로는 최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이는 선택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편이 낫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 의사결정과 시행착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전망이론은 시스템 1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형식화한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상술하였듯이 
시스템 1과 2는 어느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스템 1과 2를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적절한 답변은 ‘시행착오(trial-and-error)’라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 사안별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때 총체적 이익이 더욱 높게 
산출되는지를 두고 두 가지 인지체계를 번갈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나은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경험적 탐구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방법론적 경험주의가 타당한 이유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3. 소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과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지능이 가진 

132) Yutaka Saeki(김남주・김경화 역), 『인지과학 혁명』, 에이콘출판, 2010, 105-112쪽.
133) Amos Tversky・Daniel Kahneman, 앞의 논문, p.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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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간지능이든 인공지능이든, 지능의 핵심 목표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에 있다. 인간지능의 주된 특징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시스템 1과 휴리스틱을 우선시하면서 시스템 2와 
알고리즘에 이를 보완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제도(institution)134)라는 인공물을 
만들어내고 개량하는 데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인공물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논의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그동안 인간이 만든 인공물은 
지능적 특성을 일부 보인다고 해도 자체로 하나의 인지체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135) 그런데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는 완결된 정보처리 체계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의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다만 인공지능은 시스템 2가 중심이고 시스템 1이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인간지능과 정반대의 면모를 지닌다. 당연히 서로 
다른 시스템에 특화된 두 가지 인지체계가 마찰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의 
제도가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규율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의 주제인 인공지능 해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등장하는 
문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저에 두고,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134)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지능적 존재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련의 규율을 뜻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좌승희・이상헌, “제도개혁과 
경제발전”, 『제도와 경제발전』, 한국경제연구원, 2000, 16-21쪽 참조.

135) 전통적으로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바라보는 접근법이 통설적 견해를 차지해왔다. 
이상용, 앞의 논문, 1652-1667쪽 참조.



- 50 -

제2절 인공지능

I. 인공지능의 개념136)

 1. 문제의 제기

  지능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을 하기 쉽지 않듯,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역시 오랫동안 제각기의 답변이 수렴되지 못한 상태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고 알려진 
논자인 맥카시(McCarthy)는 인공지능을 지능적 기계, 특히 지능적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학으로 정의하였다.137) 또한 저명한 인공지능 학자 
민스키(Minsky)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수행할 때 지능을 요구할 법한 일을 
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과학적 분야로 규정하였다.138) 그밖에도 엄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제시되어왔다.139) 이들의 개념정의는 
논의의 출발점으로는 몰라도, 구체적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공학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고성능 기계가 필요할 따름이기에 아주 엄밀한 
개념정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명확한 행위규범을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법률가에게는 지금과 같이 명확성이 
뒤떨어지는 인공지능 개념정의는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140) 이하에서는 우선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실정법적 차원의 

136)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고학수・박도현, “인공지능, 왜 설명가능성
인가?”(미간행원고)에서 필자가 주로 기여한 내용을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137) John McCarthy,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online, 2007, p. 2. 웹페이지 
주소는, http://www-formal.stanford.edu/jmc/whatisai.html 참조.

138) Marvin Minsky, Semantic Information Processing, MIT press, 1968, p. v.
139) 관련된 상세한 논의로는, European Parlia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ivil 

Liability”, 2020, pp. 15-30 참조.
140) 일견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이고 단일한 정의가 가능할 듯하나 현실에서 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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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과 입법론으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2. 국내의 논의

  많은 논자들은 국내 현행 실정법에서 인공지능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지능형 로봇’을 꼽고는 한다. 지능형 
로봇의 개념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로 정의되었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일견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법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다. 법조문에서 ‘스스로 인식’, ‘판단’, ‘자율’과 
같은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버튼이 입력된 상황을 판단하여 목적지로 향하는 
동작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141) 이러한 개념정의는 
과다하거나 과소한 대상을 규율범위에 포괄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한편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 담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거나 계류된 이후에 폐기된 상황이다. 여기서도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이 발견된다. 먼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은 ‘인공지능’과 표현은 달라도 내용상으로 유사한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과 여기에 연계된 기술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제2조 제1호). 이러한 정의는 
‘지능형 로봇’과 유사한데, ‘자율’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적용되는 범위가 
과다하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전부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구 ‘국가정보화 

대한 관념이 너무도 다양하여 정책당국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으로,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p. 15-16 참조.

141)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는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인공지능과 차별”,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2019, 204-2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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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형이상학적 속성을 최대한 배제한 개념정의를 도입하였다.142)

  현재 계류되어 있거나 폐기된 법률안에는 인공지능 개념이 직접 활용된 
경우도 발견된다. 먼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두 개의 법률안에서는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과 같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으로 원용되는 
하위요소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된 것이라고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호,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자율과 같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에서 배제되지만, 지적 능력을 구성하는 
일부의 요소만을 가지는 기계가 광범위하게 포함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념정의가 반드시 인간지능과 결부되어야만 하는지나 인간의 
지적 능력이 무엇을 구성요소로 가지는지와 같은 새로운 물음도 예상된다.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전자적 방법과는 상이한, 예컨대 생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 인공지능 개념에서 배제되는지와 같은 물음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복수의 법률안은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판단, 행동능력으로 
예시된 인간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해낸 
산물이라고 인공지능을 정의하여, 이전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었다.143)

14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
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14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호; 인공
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제1호;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제2조 제1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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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의 논의

  가. 유럽연합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부터가 다르다. 유럽연합의 법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나 
자동화된 처리(automated processing)라는 관련 개념을 사용하고 이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듯하다. 다만 유럽연합 법제는 이에 대한 정의를 직접 
제시하지 않아 인공지능의 개념정의에 관련된 어떤 시사점은 얻기 힘들다. 
유럽연합 의회가 2017년 2월 제출한 결의안에서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제반 개념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공통된 정의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명문화되기도 하였는데,144) 이와 같은 사정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공지능 고위그룹은 
2019년 4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제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구체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환경을 분석하고 행위에 도달하는 지능적 양태를 보이는 
시스템으로 정의하되,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거나 하드웨어와 결합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능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정의하는 접근법 대신 ‘합리성’이라는 상대적으로 명확성이 
높으면서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개념에 기초한 결과다.145) 인간의 지적 
능력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의 개념정의는 외부로 드러난 

144)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2017, 제1항 참조.

145)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앞
의 글, p. 1. 이때 합리성 개념은 후술할 러셀(Russell)과 노빅(Norvig)의 관점과 같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2020년 2월 발표된 인공지능 백서도 그대로 차용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202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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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만으로 지능을 판단하는 중대한 차이를 갖는다. 다만, ‘자율성’ 개념을 
명시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미국

  미국은 유럽연합에 비해 인공지능의 개념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다. 오바마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정의나 분류체계가 
공존할 따름이다.146) ‘인공지능’이라는 표제 하에 다종다양한 연구 분야와 
방식이 공존하고 새로운 내용이 생기거나 사라지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이후에도 인공지능이라는 포괄적 
개념정의보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안면인식과 같은 실생활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접근방식이 주로 채택되었다.147) 트럼프 정부도 
인공지능 개념정의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지만 이유는 달랐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성장과 규제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추구한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대체로 경제성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경제성장과 연구개발의 맥락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거나 최대한 광범위하게 하는 방식이 유리하기에, 
명확한 개념정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리라고 여겨진다.148)

146)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6, pp. 6-7.

147) 신용우,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NARS 현안분석 제87호, 2019, 10쪽.
148)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제9절(a)에서는 인공지능을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물론 프로토타입이나 제반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Donald 
J. Trump,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Federal Register: White House, 2019, p. 3971. 일각에서는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인공지능의 개념정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기술개발을 촉진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Peter Stone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f 
the 2015-2016 Study Panel, 201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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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의의 난맥상

  이처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두 가지 
요인이 제시된다. 첫째, 인공지능은 광의의 발전적 개념이다. 잠깐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오늘날, 특정 시점의 기술을 원형으로 개념정의를 
시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개념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149) 이러한 
동태적 차원은 물론이고, 정태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인공지능의 의미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규제 또는 발전의 맥락에서 활용되는 의미가 
다르고, 영역별로 기술이 달리 활용되며, 하나의 체계(system)를 이루면서 
생애주기 별로 다른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150) 이와 같은 이유로 극도로 
협소하거나 정교한 법적 정의는 규율공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로봇과 같은 현실의 구체적 대상을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광의의 
변화무쌍한 개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다.151) 둘째, 연구자별로 인공지능을 통해 추구할 목표와 방향에 대한 
생각이 제각기 천차만별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상위개념으로 지능의 
본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고, 지능 일반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152) 심리철학자 설(Searle)의 
분류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분석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지능 그 자체를 구현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153)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인공지능 교과서의 저자인 러셀(Russell)과 노빅(Norvig)은 이러한 

149) 김형주,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시도 - 맥카시와 칸트의 
지능개념을 중심으로 -”, 철학탐구 제43집, 2016, 164-165쪽.

150)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2019, p. 20.

151) Martin Ebers, “Regulating AI and Robotics: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in Martin Ebers・Susana Navas (eds.), Algorithms and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p. 40-42.

152) 김형주, 앞의 논문, 164-173쪽 참조.
153) 설은 전자를 약한 인공지능(weak AI), 후자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접근법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분류는 인공지능 연구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술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는 층위가 다르다. John R.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3, No 3, 1980,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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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접근방식으로 인간적 행위, 
인간적 사고, 합리적 사고, 합리적 행위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154) 인간과 
합리성을 인공지능이 추구할 목표로, 내적 사고와 외적 행위를 인공지능이 
구현할 대상으로 보는 두 가지 분류기준을 조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먼저 인간적 행위(acting humanly) 방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모사가 
매우 정교하여 외형상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외적 양태에 주목하는 유럽연합의 개념정의와 일맥상통한 입장인 
셈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새를 닮지 않았듯,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적 사고(thinking humanly) 방식은 인간의 외적 행위 대신 
내적 심리작용 전반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지향한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의식과 감정을 비롯한 심리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신경과학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결과를 발전적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인간의 사고를 구현하려는 인공지능은 인지적 제약까지 습득할 수 있기에 
산업적 활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가령 앞서 본 국내 법률안의 
인공지능 개념정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친다. 인간이 아닌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에 
주목하는 접근방식이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먼저 합리적 사고(thinking rationally) 방식의 경우, 엄밀한 논리법칙과 
논리체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오류가 없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유리한 반면, 자연어와 같은 비형식적 체계나 계산복잡도(computational 
complexity)155)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다루는 데 약점을 갖는다. 끝으로 
합리적 행위(acting rationally) 방식 역시 지능을 논리적으로 구현하려는 

154) Stuart Russell・Peter Norvig(류광 역), 『인공지능 1(제3판)』, 제이펍, 2016, 2-6
쪽.

155) 계산복잡도란 계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시간이나 기억용량을 단위로 한다. 입력크기 
대비 계산비용을 으로 표기하고 ‘big-O’ 표기법으로 일컫는다. 만일 계산비용이 
입력크기 대비 상수승일 경우, 다항으로 증가하는 비용(polynomial complexity)이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계산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어떤 상수에 대해 입력크기 만큼 지수승을 
취한 계산비용을 가질 경우,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비용(exponential complexity)이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계산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광근, 앞의 책, 96-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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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다. 완벽한 논리체계를 추구하는 대신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근거한 잣대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인간의 휴리스틱에서 착안한 
제한적 합리성을 여기에 응용하려는 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다. 행위 개념을 
인간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바라보아 ‘합리적 에이전트(agent)’ 접근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행법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개념정의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접근방식과 일맥상통한다.156)

 5. 소결론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가 공존하고 제각기 나름의 
의의가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일의적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성급한 일로 생각된다. 오히려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맥락과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율하되, 인공지능 일반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최대한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관점 모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내의 상당수 현행법도 이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3호)와 ‘로보 어드바이저’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157)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데이터로부터 정보・지식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반 능력을 구현한 체계인 인공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규정하고 여기에 
구체적 영역별 접근방식을 혼용하도록 한다.

156) OECD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OECD, “Scoping the OECD AI 
Principles: Deliberations of the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OECD (AIGO)”, 2019, pp. 6-7.

157) 그밖에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은 신용우, 앞의 글, 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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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공지능의 철학적 쟁점

 1. 인공지능과 심신문제

  가. 논의의 출발점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견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의 구현물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 대한 인식의 공유만큼은 
존재하는 듯하다. 실제로 최근 유명해진 알파고는 물론이고 다수의 로봇도 
컴퓨터와 연결하여 운용되게 마련이다. 인공지능 연구가 대체로 컴퓨터와 
결부된 현실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복제인간이나 인간과 외형상 유사한 
인공물이 낳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인간과 다른 형체의 컴퓨터로 지능처럼 인간의 정신작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물을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심리철학 분야에서 ‘심신문제(mind-body problem)’로 일컫는 
논쟁의 핵심에 위치해왔다.

  나. 심신이원론

  인류는 오랫동안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대상을 육체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정신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쟁이 제기되어왔다. 
핵심은 정신이 실체냐 혹은 속성이냐라는 물음이었다. 여기서 실체란 여타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공간을 독자적으로 점유하는 대상을 말하고, 속성은 
실체가 가지는 일련의 성질을 말한다. 육체가 실체라는 사실은 자명하기에 
정신이 실체인지 혹은 속성에 불과한지가 주된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Descartes)는 이에 
대해 실체의 유형을 물질과 정신(영혼)으로 이원화한 뒤 지능과 같은 심적 
속성은 정신이라는 실체만 가진다고 바라보았다.158) 나아가 인간은 육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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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모두를 겸비한 유일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핵심은 지성적 사유능력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관점은 인간은 동물과 같은 여타의 
존재와 다른 존엄하고 고귀한 지위를 가진다는 근대적 인간관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물질적 실체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결정론의 영역에 속하고 
정신적 실체는 자유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과 결부되기 때문이다.159) 
이러한 데카르트의 주장은 경험과학이 발전해나가는 와중에도 인간중심적 
사상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짐작되고 실체이원론이라고 불린다. 
실체이원론에 따르면 물질적 실체인 컴퓨터는 정신적 속성인 지능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이원론은 많은 논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핵심 난제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별개의 실체가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육체와 마음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시키는 
매개체로 송과선(pineal gland)을 지목하지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송과선을 물질이나 정신이라고 보면 한 가지 실체가 상대방을 포함한다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독립적 실체로 보면 이와 같은 제3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재차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160) 이후 많은 심리철학자들은 
실체이원론을 벗어나, 일단 물리적 실체만 인정하되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실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집중하는 물리주의에 기반을 둔 실체일원론의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다. 물리주의와 실체일원론

  물리주의는 다시 세 가지의 세부적 입장으로 분류된다.161) 첫째, 정신적 
속성은 사실 허구일 따름이라는 제거적 물리주의이다. 물리적 속성에 의해 
유발된 일부 현상에 믿음, 욕구, 감정과 같은 정신적으로 여겨지는 개념을 

158) René Descartes(양진호 역), 『성찰』, 책세상, 2011, 47-51, 127쪽.
159) 이상의 내용은 신상규, 『푸른요정을 찾아서』, 프로네시스, 2008, 40-54쪽 참조.
160) 박정식,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코기토 제86호, 2018, 199-200쪽.
161) 이하의 분류체계는, 강진호, “철학과 인공지능”, K-MOOC 강의자료,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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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관계로 세상에 없는 속성이 실재한다는 오해를 유발한다고 보는 
극단적 주장이다.162) 둘째, 모든 정신적 속성을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하는 
환원적 물리주의이다. 물리적 속성에 대비한 정신적 속성의 독자적 가치를 
부정하는 부분은 제거적 물리주의와 유사해도,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환원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행동과 두뇌가 
널리 원용되어왔다. 먼저 행동을 환원의 대상이라고 보는 논자들은 정신적 
속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만이 주관적으로 느낄 뿐이고 공유될 수 없다는 
문제에 주목한다. 인간의 내적 심성에 초점을 둔 초기 심리학이 객관적・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bahaviorism)에 의해 퇴보한 
흐름과 맞닿은 입장이다.163) 행동주의는 심리학의 지배적 견해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내적 정보처리 과정을 중시하는 인지주의(cognitivism)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행동주의가 인간의 외적 행위와 내적 심성이 언제나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현상과 인지의 능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행동주의의 약점을 알 수 있다.164)

  다음으로, 두뇌를 환원의 대상으로 보는 논자들은 정신적 속성이 두뇌의 
물리적 속성으로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뉴런과 시냅스의 전기적・화학적 
상태라는 물리적 속성이 정신적 속성과 1:1로 대응을 이룬다는 것이다.165) 
심신동일론으로도 불리는 이와 같은 이론은 두뇌와 정신적 작용의 경험적 
연관성을 잘 설명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난점을 갖는다. 인간의 
두뇌와 정확히 동일한 구조를 갖지 않는다면, 어떤 존재도 정신적 속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퍼트넘(Putnam)의 

162) 정신적 속성이 허구여서 버려야 한다는 입장이 제거(적 물리)주의라면, 정신적 속성은 
허구이지만 유용하여 존재하는 듯 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허구(적 물리)주의라고 
한다. Ian Ravenscroft(박준호 역), 『심리철학』, 서광사, 2012, 115-116쪽 참조.

163) Jaegwon Kim(하종호・김선희 역), 『심리철학』, 철학과현실사, 1997, 51-56쪽 참조.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정모, 앞의 책, 70-74쪽 참조.

164) Jaegwon Kim(하종호・김선희 역), 앞의 책, 61-74쪽 참조. 인지주의 심리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정모, 앞의 책, 74-79쪽 참조.

165) 심신동일론에서 동일성의 대상은 엄밀히 말해 개별적 두뇌 상태가 아닌, 두뇌 상태의 
‘유형’을 가리킨다. 이를 ‘유형동일론’이라고 한다. 신상규, 앞의 책, 80-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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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각은 다수실현 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으로 불린다.166) 
인간의 두뇌와는 상이한 종류의 정보처리 기제를 보유한 외계인이 지능을 
갖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말과 같다. 나아가 뇌 과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 개체군 사이에서도 두뇌의 영역과 정신적 속성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동일한 사람 사이에서도 양자의 관계는 시시각각 
다르게 마련이다. 사고로 뇌의 일부를 다친 사람이 다른 두뇌 영역을 통해 
같은 정신적 속성을 발현하는 현상은 널리 알려진 사례다. 두뇌와 정신적 
속성이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167) 신체의 
행동이나 두뇌에 정신적 속성을 전적으로 환원하는 이러한 입장은 개체의 
외부적 구성요소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현실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힘입어, 외부적 요소로의 환원을 넘어 개체 
내부의 정보처리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이 점차로 대두되었다.
  세 번째 물리주의 입장인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그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입장은 기능주의(functionalism)라는 형태로 대표된다. 기능주의는 정신적 
속성의 핵심은 기능으로, 두뇌의 전기적・화학적 상태 등을 막론한 특정한 
물리적 속성과 필연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는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의해 실현된다는 물리주의를 견지하되, 
양자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부정하여 환원주의를 넘어선다. 기능을 구현할 
만한 충분한 표현력과 체계를 갖춘 물리적 소재라면 원리적으로 무엇이든 
지능을 비롯한 정신적 속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뇌라는 
물리적 소재가 인간의 정신적 속성을 구현하는 매개체가 된 사실은 단지 
우연적일 따름이라는 말이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처럼 
한 가지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단일한 하드웨어에서 작동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로도 비유된다.168) 그러면 기능주의적으로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은 환원이 아닌 어떤 관계를 맺을까? 심리철학자 김재권은 이에 대해 

166) Hilary Putnam, “Psychological Predicates”, in W. H. Capitan・D. D. Merrill 
(eds.), Art, Mind, and Relig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7 참조.

167) 이상의 내용은 Jaegwon Kim(하종호・김선희 역), 앞의 책, 132-139쪽 참조.
168) 이상의 내용은 신상규, 앞의 책, 93-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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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superveni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수반이란 물리적 속성의 
동일성은 정신적 속성의 동일성을 반드시 함축하나, 그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169) 다시 말해 두뇌도, 컴퓨터도 정신적 
속성을 수반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물리적 매체인 셈이다. 수반은 다수실현 
가능성을 적절히 반영한 기능주의의 매개개념으로 널리 원용되고 있다.

  라. 계산주의

  그렇다면 정신적 속성을 수반하는 컴퓨터의 기능은 무엇에서 비롯될까? 
대체로 계산(computation)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다. 
계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 형식화는 앨런 튜링(Alan Turing)에 의해 
이루어졌다. 튜링은 무한한 칸을 가진 테이프, 테이프 위에 기록될 기호, 
기호를 읽고 쓰는 장치, 전체 시스템의 내적 상태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와 
내적 상태와 읽고 쓰는 기호의 관계를 일련의 규칙으로 정한 표로 구성된 
계산기계를 정의하였다. 튜링머신(Turing machine)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개별 계산기계의 모든 규칙표를 하나로 합친 규칙표를 따르는 계산기계를 
보편만능기계(universal machine)라고 부른다.170) 보편만능기계가 유한한 
기호와 규칙의 연쇄작용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계산이라고 
정의된다. 일부 논리학자들은 여기에서 한 발짝 나아가 인간이 직관적으로 
하는 모든 계산은 보편만능기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고, 
‘처치-튜링 논제(Church-Turing Thesis)’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산학의 
근본적 가설로 남아있다.171) 이렇게 보면, 지능은 튜링머신에 의해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계산과정인 셈이다. 계산주의(computationalism) 
논제에 의하면, 지능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구현하는 일체의 정신적 

169) Jaegwon Kim(하종호・김선희 역), 앞의 책, 24-27쪽.
170) 튜링머신의 작동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문헌으로는, 이광근, 앞의 책, 25-50쪽 

참조. 원문은, A. M. Turing, “On Computable Numbers, with an Application to 
the Entscheidungsproblem”, Proceedings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Vol. s2-42, No. 1, 1937.

171) 이영의, “형식적 마음 모형”, 인문과학연구 제16집, 2010, 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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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계산과정을 토대로 발현될 수 있다.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컴퓨터와 
인간은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아, 컴퓨터가 정신적 속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인간과 컴퓨터가 
실제로 구현하는 계산의 방식과 수준은 다르겠지만 원리는 같기 때문이다.

 2. 튜링 테스트와 계산주의 인공지능 비판

  가. 튜링 테스트

  그런데 주판의 사례에서 떠올려볼 수 있듯, 계산가능한 모든 튜링머신이 
지능을 갖는다는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튜링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떤 피실험자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여성과 자신이 여성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남성을 가려내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물론 형체를 관찰할 수 있다면 양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과 같은 외적 행위만이 공개되고 여타 불필요한 정보는 
감춰진 상태를 상정한다. 튜링은 남성의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한다고 하면 
컴퓨터의 지능을 판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튜링이 제시한 이러한 착상은 튜링 테스트(Turing test) 또는 모방 
게임(imitation game)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172) 튜링 테스트는 
인간지능을 비교기준으로 삼고 지능의 판단기준으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포함하여 러셀과 노빅의 인간적 행위 접근방식과 결부된다.

172) A. M.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Vol. 59, No. 
236, 1950, pp. 433-442. 한편 튜링은 21세기가 시작할 무렵에는 30% 이상의 심판을 
속이는 컴퓨터가 나타나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튜링 테스트의 원형은 물론, 단순히 
대화를 통해 30% 이상의 심판이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판명하는 약화된 
형태의 튜링 테스트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알려진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라는 챗봇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13세 
우크라이나 소년’이라는 단서가 삽입되었으므로 엄밀히 보자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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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산주의 인공지능 비판

   1) 중국어 방 논변

  지능의 본성과 인식론적 차원의 조작적 정의를 분리한 튜링의 접근법은 
이후 많은 논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설이 제기한 중국어 방 논변(Chinese 
room argument)이라는 사고실험이 가장 유명한 사례다. 설은 어떤 방에 
중국어는 모르면서 영어는 잘 아는 사람이 갇혀있고, 방 안에는 중국어와 
영어를 완벽히 연결한 규칙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누군가가 
방 밖에서 중국어를 기재한 쪽지를 넣으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규칙표의 형태만을 보고 정확히 일치하는 의미를 가진 영어를 
찾아낼 수 있다. 방 속의 존재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마치 중국어를 
잘 이해한 듯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설은 이러한 상황을 튜링 
테스트에 비유하는 한편 실제로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지능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73) 
설에 따르면, 컴퓨터의 계산과정은 통사론(syntax) 차원의 작업일 뿐이고, 
의미론(semantics)174) 차원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은 이에 대하여 
의미론적 내용의 기원인 지향성(intentionality)175)을 인과적으로 발현하는 
능력을 가진 하드웨어는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체 뿐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신경계를 완전히 모사한 컴퓨터라면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이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컴퓨터는 지능을 비롯한 정신적 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말이다.176) 이러한 입장은 생물학적 자연주의(biological naturalism)라는 

173) John R. Searle, 앞의 논문, pp. 417-419.
174)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은, 단순히 내부 인지체계와 외부 대상이 맺은 객관적 관계만을 

뜻하는 외재적 의미론 대신, 후술할 주관적 지향성이 담긴 내재적 의미론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손병홍・송하석・심철호, “인공지능과 의식: 강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문제”, 철학적 분석 제5호, 2002, 24-25쪽 참조.

175) 지향성이란 브렌타노(Brentano)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어떤 대상을 향한 
심적 상태를 말한다. 프로이트(Freud)가 말하듯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종종 믿음, 욕구, 의도와 같은 지향성을 보이고는 한다. 보통 지향성은 통사론을 넘어선 
개념이라고 보지만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이정모, 앞의 책, 241-2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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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으로 불린다.

   2) 현상학과 체화된 인지

  인간의 지식을 수학과 같은 명제의 형태로 형식화된 지식(know-that)과 
운동과 같은 형식화가 힘든 절차적 지식(know-how)으로 구분하고 전자와 
달리 후자는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기 어렵다고 본 드레이퍼스(Dreyfus)의 
비판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드러낸다. 행위주체의 1인칭 의식을 강조하는 
현상학(phenomenology)적 관점을 수용하는 드레이퍼스에 의하면, 상식과 
같은 절차적 지식은 상황과 맥락에 의존적이고 신체에 체화된(embodied) 
정보처리의 산물이다. 하드웨어의 정보처리가 동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정보처리만으로는 절차적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77) 드레이퍼스가 설과 같이 생물학적 자연주의를 명시적으로 
취하지는 않았지만 하드웨어에 주목하는 면모는 다르지 않다. 결국 생체와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의 차이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계산해낸 결과물의 
질적 차이를 낳은 원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공학자들은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발과정에서 하드웨어의 특성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178)

176) John R. Searle, 앞의 논문, pp. 422-424. 최근 신경과학 전문가들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피질하부 영역이 의식과 지향성을 비롯한 정신적 속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들의 주장은 신경망으로 정신적 속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데 그치고, 
신경망이 아닌 형태의 하드웨어로는 정신적 속성을 구현할 수 없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Philip Low et al., “The Cambridge Declaration on Consciousness”, 
Francis Crick Memorial Conference, Cambridge, England, 2012 참조.

177) 이상의 내용은 신상규, 앞의 책, 159-164쪽 참조. 드레이퍼스의 비판을 담은 원문은, 
Hubert L. Dreyfus, What Computers Can’t Do, Harper & Row, 1972 참조. 이와 
같은 비판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드레이퍼스는 컴퓨터가 여전히 최초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담은 서적을 재출간하였다. Hubert L. Dreyfus,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MIT Press, 1992 참조.

178) 지능적 로봇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처리를 중시하는, Rodney A. 
Brooks, “Intelligence without Repres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47, 
No. 1-3, 1991, p. 13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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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산주의 인공지능 비판에 대한 평가

  그밖에 인공지능의 한계를 비판하는 일련의 철학적 입장이 존재하지만, 
현상학적 관점이나 체화된 인지를 강조한 부분만큼은 대체로 유사하다.179)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첫째, 
체화된 인지와 같은 문제가 과연 인공지능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근원적 
한계인지는 알 수 없다.180) 일단의 철학자들이 내놓은 비판은 단지 현재의 
인공지능이 구현할 수 없는 기능에 불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해 
인공지능의 성능을 더욱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설의 
주장처럼 세상에는 정신적 속성을 구현할 수 없는 물리적 소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속성은 결국 기능적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하드웨어의 
상호작용으로 발현되지 어느 하나로만 발현되지 않기에 중요한 문제다.181)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인간과 유사한 탄소 기반 생명체만이 정신적 속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하드웨어에 지나치게 경도된 주장이다.
  둘째, 지능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속성을 포괄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진화와 학습에 기인한 적응의 과정에서는 
다종다양한 지능이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험인 감각질(qualia)이나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인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 없는 지능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선택지이다.182) 비인간 지능적 존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역으로 인간의 
지능이 불완전한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발 하라리(Yuval 

179) 계산만으로 의식적 현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Ian Ravenscroft(박준호 역), 앞의 책, 
160쪽 참조. 현상학적 요소 외의 모든 인지적 기능을 구비한 좀비를 가정한 사고실험에 
기초하여 계산주의와 같은 물리주의를 반대하는, David J. Chalmers, The Conscious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93 이하도 참조.

180) 이상욱, “인공지능의 한계와 일반화된 지능의 가능성: 포스트 휴머니즘적 맥락”, 과학
철학 제12권 제1호, 2009, 63쪽.

181) 신상규, “‘기능’과 기능주의”, 철학논집 제21집, 2010, 96쪽 이하 참조. 
182) 임영익, 『프레디쿠스』, 클라우드나인, 2019, 45-46쪽에 언급된 정착한 멍게가 자신의 

두뇌와 신경계를 먹어치우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욱, 앞의 논문, 64쪽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을 지능의 이념형으로 삼기보다는 기계의 지능을 기준점으로 삼고 
인간이 여기에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의 ‘역 튜링 테스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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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ri)는 인공지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식적 속성은 단지 선택사항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183)

  셋째, 인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지능이 실제로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적 행동의 관찰뿐이다.184) 생김새의 유사성이나 두뇌의 
존재와 같은 휴리스틱이 판단의 과정을 대체하지만 사실은 인간도 타인이 
지능을 가지는지, 어느 정도 가지는지에 대하여 튜링 테스트를 암묵적으로 
하고는 한다. 때문에 인공지능에만 외부적 행위로 드러난 인식론적 차원을 
넘어선, 인간이 보유한다고 간주되는 모든 형이상학적 차원의 속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어쩌면 오늘날의 분위기는 데카르트의 유산이 
인류의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간중심적 태도라는 인지편향으로 
발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185) 오늘날 인공지능이 보이고 있는 
다양한 기능도 과거에는 지능의 본질로 여겨졌는데, 막상 구현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과소평가하려고 든다는 지적도 이와 일맥상통한다.186)

  더욱이 법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의 본성에 대한 규명이 구체적 
문제해결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은 신기술과 같이 
현실에 새로이 등장한 대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있지, 그러한 존재가 지능의 이념형에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물음은 
핵심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교통수단의 본성을 논하지 않듯,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논의 또한 지능의 
본성에 대한 이론에서 출발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법적 추론이 많은 부분 
외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요소에 터 잡아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현상학적 
비판의 중요성을 크게 절감하는 다른 이유로 작용한다. 필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자연지능이 ‘지능’이라는 명칭을 우연히 공유한 상황이 자연언어의 
애매・모호성과 결부되면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유발되는 것으로 

183) Yuval Noah Harari(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7, 425-426쪽.
184) 이하의 내용은 신상규, 앞의 책, 145-148쪽 참조.
185)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제117집, 2017, 118-120쪽; 이상욱, 앞의 논문, 56쪽 참조.
186) Yutaka Matsuo(박기원 역), 『인공지능과 딥러닝』, 동아엠앤비, 2015, 51쪽은 현실에 

구현된 기능을 인공지능 영역에서 배제하는 현상을 ‘인공지능 효과’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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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인공지능의 1인칭적 의식과 체화된 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다. 이하에서는 본고가 주로 주목하는 대상인 
기능주의・계산주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양대 방법론인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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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공지능의 방법론

 1. 기호주의

  가. 기호주의의 탄생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주판처럼 계산을 물리적으로 보조하는 
도구는 물론, 계산규칙을 형식화한 숫자나 논리규칙과 같은 관념적 산물도 
인공지능의 일종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는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표상한 기호(symbol)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보편적 규칙을 통해 
참과 거짓이라는 객관적 진리치와 의미를 보존하려는 생각이 담겨있다.187) 
튜링이 정식화한 계산은 이러한 생각을 디지털 컴퓨터라는 구체적 매체를 
통해 구현해내는 매개개념인 셈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핵심에 기호와 
논리규칙을 두는 관점은 러셀과 노빅의 합리적 사고 접근방식에 해당하고, 
기호주의(symbolism)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기호주의는 
논리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삼단논법과 같이 
논리학이 발명하거나 발견한 많은 개념을 차용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 이후 논리학은 상당 기간 침체기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전신에 해당하는 자동기계(automata)에 대한 관심사는 
그리스 신화 이래 인류의 역사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자동기계의 고전적 사례로는 단순 기호를 조합하여 복합적 개념과 문장을 
도출하는 룰(Lull)의 논리기계가 대표적이다.188) 논리기계는 기호와 규칙의 
연쇄라는 기호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지만 기계가 인간의 계산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지는 않았다. 계산과정의 본격적 자동화는 이후 기계식 
계산기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파스칼(Pascal)이 17세기 중엽 처음으로 

187) 인공지능과 표상주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한 선행연구로, 김기현,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과학사상 제29호, 1999, 98-99쪽 참조.

188) 이정모, 앞의 책, 106-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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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이후, 라이프니츠(Leibniz)는 
사칙연산이 가능하게 개량하는 데까지 성공하였다.189) 배비지(Babbage)는 
19세기 초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기존 기계식 계산기의 부족한 계산능력을 
보완하고 근사적 계산법인 차분법을 도입한 뒤, 사칙연산을 넘어선 일반적 
연산을 해내는 차분기관(difference engine)을 제작하였다. 배비지는 더욱 
나아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해석기관(analytical engine)을 고안하였으나 
현실적 문제로 구현에는 실패하였다.190)

  여기에 더해 그동안 침체되어온 논리학이 19세기부터 다시 부흥하면서, 
인공지능의 출현을 뒷받침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자연언어로 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라이프니츠가 발명한 이진법에 대응해 
체계화한 불 대수(Boolean Algebra)이다. 불(Boole)은 인간의 사고과정의 
구성요소를 그리고(and), 또는(or), 아닌(not)이라는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조합을 토대로 전체 생각을 형식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191)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삼단논법만으로는 표현이 가능한 지식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사고과정을 삼단논법을 넘어서도록 확장해낸 
현대 논리학은 프레게(Frege)의 등장에 의해 비로소 정립되었다. 프레게는 
공리에서 출발하는 일관되고 완전한 일차술어 논리체계를 확립한 뒤, 다항 
술어나 중첩 양화표현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도하였다. 비록 괴델(Gödel)이 
증명한 고차술어 논리학의 불완전성 정리192)로 대표되는 사례가 논리학의 

189) Dermot Turing(김의석 역), 『계산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을까?』, 한빛미디어, 
2019, 27-29쪽 참조.

190) 이상의 내용은 Dermot Turing(김의석 역), 앞의 책, 34-44쪽 참조. 한편 영국 시인 
바이런(Byron)의 딸로 널리 알려진 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e)는 당시 배비지의 
조력자로 해석기관에 활용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불린다.

191) 참과 거짓을 숫자 1, 0에 대응하되 ‘그리고’ 연산은 구성요소 모두가 참일 때, ‘또는’ 
연산은 한 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참일 때, ‘아닌’ 연산은 모든 구성요소가 참이 아닐 때 
참이 된다는 연산법칙을 따른다. 이광근, 앞의 책, 54-59쪽. 원문은 George Boole,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 Dover Publications, 1854.

192)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는 어떠한 형식체계에도 직관적으로 
참이지만 공리로부터 출발하여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제1정리와, 어떠한 형식체계도 자신의 무모순성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제2정리로 
구성된다. 안성조,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4호, 2008, 
685-688쪽 참조. 다만 일차술어 논리학의 경우는 완전성이 증명되었는데, 현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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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순성과 완전성이라는 이상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는 했지만, 
프레게의 논리학은 인류의 지식표현 능력을 몇 단계나 성숙시켰다.193)

  프레게가 확립한 논리학 이론은 불 대수라는 수학과 만나 수리논리학이 
되고, 이후 정보과학자 섀넌(Shannon)은 불 대수가 전자회로와 동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학, 논리학, 공학이라는 일견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분야가, 마치 거울처럼 동일한 모습을 다른 매체에 비친 
관계에 놓인 것이었다.194)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이산적(binary)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불 대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섀넌이 당대 
가장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는 전자회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튜링이 이를 
형식화한 일로부터 ‘인공지능 연구의 매개체는 디지털 컴퓨터’라는 모종의 
공식이 암묵적으로 형성되었다. 튜링뿐 아니라, 다수의 초창기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연원에 터 잡아 기호주의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어떤 구심점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1956년 
다트머스와 MIT에 모여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맥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창안하면서 이후에 유명해진 다트머스 
컨퍼런스는 물론 MIT 컨퍼런스도 기호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 인공지능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컨대 당시 사이먼과 
뉴웰(Newell)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논리 이론가(logic 
theorist)는 러셀의 『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에 실린 정리를 
정확하면서 인간보다도 더 간결하게 증명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다.195) 

문제는 고차술어 논리학과 결부되므로 실제로는 불완전성의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193) 논리학의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한 선행연구로는, Benson Mates(김영정・선우환 역), 

『기호논리학』, 문예출판사, 1999, 331-367쪽 참조.
194) 이광근, 앞의 책, 62-65쪽. 원문은, Claude E. Shannon, “A Symbolic Analysis 

of Relay and Switching Circuits”, Electrical Engineering Vol. 57, No. 12, 1938. 
이는 섀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역사상 최고의 석사학위 논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95) 이정모, 앞의 책, 138-141쪽 참조. 논리 이론가 프로그램의 원문은, Allen Newell・
Herbert A. Simon, “The Logic Theory Machine: A Complex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R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Vol. 2, No. 3, 
1956. 이들은 논리 이론가 프로그램을 더욱 개량하여 1972년 범용문제 해결자(General 
Problem Solver, GPS)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원문은, Allen Newell・Herbe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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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창기 기호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계산과정은 탐색(search)과 
추론(reason)이었다. 지능이란 어떤 주어진 문제를 기호와 규칙의 형태로 
표상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여 입력부터 출력에 이르는 과정을 
추론하는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196) 이론상 완전 
탐색(brute-force search) 기법으로 바둑과 같은 무수히 많은 검색공간을 
가진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계산복잡도라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휴리스틱 탐색197)을 활용해도 양질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양대 기호주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일컬어지는 리스프(Lisp)와 프롤로그(Prolog)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기호주의의 진화: 전문가 시스템

  범용의 문제해결을 지향한 초창기 기호주의는 일부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된 이유는 현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toy problem) 하였다는 점이었다. 탐색과 추론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애당초부터 정형화된 영역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대부분의 현실 속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198) 기호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접근법을 택하였다. 범용의 문제해결 대신 좁은 영역의 전문적 문제해결을 
중시하여 기호와 규칙이라는 추상화된 도구보다는 지식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도구를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한 방안으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라고 일컫는다. 전문가 시스템은 다음의 구성요소로 이원화된다. 
하나는 지식 공학자로 불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의료나 법률과 같은 

Simon, Human Problem Solving, Prentice-Hall, 1972.
196) 김기현, 앞의 논문, 97-98쪽; Yutaka Matsuo(박기원 역), 앞의 책, 67쪽.
197) 일부 표본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전체 탐색에 유추하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monte 

carlo tree search)이 널리 알려진 휴리스틱 탐색법이다. Yutaka Matsuo(박기원 역), 
앞의 책, 81-83쪽 참조. 마치 인간의 자연지능이 시스템 2를 통해 보완되듯 인공지능은 
시스템 1를 통해 보완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98) Yutaka Matsuo(박기원 역), 앞의 책, 8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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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영역의 전문가에게 해당 분야에서 주로 제기될 만한 문제와 답변을 
사전에 수집하여 입력한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 문제를 지식 베이스에 입력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인 
추론엔진(inference engine)이다.199) 지식 베이스의 구성은 ‘만일 A라면, 
B하라(if A, then B)’는 형태의 연역추론에 기초한 규칙기반(rule-based) 
시스템과 귀납추론에 기초한 사례기반(case-based) 시스템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200) 이후에 양자의 방식을 혼합한(hybrid) 형태의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다. 기호주의의 한계

  화학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인 덴드럴(Dendral)이 
1960년대 완성된 이후 여러 영역에서 수많은 전문가 시스템이 제작되었고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제퍼디!(Jeopardy!)라는 퀴즈쇼에서 
2011년 인간 우승자를 이겨 큰 화제가 된 IBM의 왓슨(Watson)도 전문가 
시스템의 일종일 정도로 오늘날에도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시스템으로 진화된 기호주의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을 보였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는 기호, 규칙, 지식으로 
정형화된 정보 외에 무수히 많은 비정형적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기호주의가 정형화된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반대로 
비정형적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간은 보통 사진 속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의식적으로는 눈, 코, 입, 
귀를 비롯한 정형화된 지식체계에 의존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활용한다. 예컨대 상식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암묵지로 활용되고는 한다. 무수히 

199) 전문가 시스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Michael Negnevitsky(김용혁 역), 『인공지능 
개론(제2판)』, 한빛아카데미, 2013, 50-59쪽 참조.

200) 임영익, 앞의 책, 9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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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식을 전부 형식화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기호주의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201) 기호주의가 한동안 시각인식 분야에서 뚜렷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기인하였다.
  요컨대 기호주의의 한계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지식체계에서 널리 수용되는 ‘기호’라는 같은 인지체계를 공유해야 한다고 
바라본 부분에서 연유한 셈이다. 기호주의가 이러한 관점을 택한 이유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인간이 활용하는 기호에 기초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여야만 생산성과 체계성을 구비하면서 작동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인지체계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202) 그러나 생산성과 체계성을 갖춘 동시에 작동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인지체계가 인간이 현재 활용하는 기호체계에 국한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지체계를 통해 인공지능의 기능적 
비교우위가 발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무의식이나 반사적 행동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인간의 인지과정이라고 해도 명시적 기호조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둘째, 기호주의에 기초한 연역추론과 대비되는 귀납추론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때문이다. 논리학자들은 참인 전제에서부터 결론의 참이 
확실히 보장되는 타당한 논증에 주목하는 연역추론과, 결론의 참이 오로지 
확률적으로만 보장되는 귀납추론의 우열관계를 두고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기호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역사적으로 연역추론이 많은 지지를 받아온 
사실과 결부된다. 보통 철학자의 주된 관심사는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표현력과 유연성이 낮으면서 오류를 
낳지 않는 방식과, 표현력과 유연성이 높으면서 오류를 낳는 방식 중에서 
전자가 우월하다고 볼 필연적 이유는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과정을 
보완 또는 대체한다는 목적을 상기한다면 인간보다 높은 정확도를 요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한적 합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무오류의 

201) 이상의 내용은 Yutaka Matsuo(박기원 역), 앞의 책, 94-97쪽 참조.
202) 최훈, “연결주의와 구성적 요소”, 철학논구 제22집, 1994, 23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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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만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합당할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인공지능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오류를 전혀 산출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장점과 단점을 
두루 따졌을 때의 순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데 연유할 따름이다.

 2. 연결주의

  가. 연결주의의 개념

  상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계산의 단위를 인간의 지식체계를 이루는 
형식화된 기호 대신 형식화되지 않은 하위 구성요소가 결합한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결합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나타났다. 인간의 두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연결망의 대표적 사례다. 뉴런과 시냅스가 무수히 
연결된 연결망이 전기・화학 신호를 방출할 때 발현된 상호작용의 패턴을 
일종의 계산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뉴런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파편화된 정보의 일부를 담고 있을 뿐, 인간의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기호에 대응하지는 않는다. 두뇌 속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을 제작하려는 이와 같은 방법론을 
연결주의(connectionism)라고 일컫는다.203)

  연결주의의 시초는 맥컬럭(McClloch)과 피츠(Pitts)가 쓴 1943년 논문이 
꼽힌다. 이들은 뉴런 활동을 이산적(all-or-nothing)으로 상정하고 뉴런의 
수상돌기에 연결된 복수의 시냅스가 독립적으로 발산하는 활동적・억제적 
자극의 입력으로부터 축삭종말에서 출력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을 모사한 
모형을 제시했다.204) 사실상 불 대수의 두뇌 버전인 셈이다. 다만, 이들의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 국한된다는 점을 들어 퍼셉트론(perceptron)이라는 
인공뉴런을 현실에 구현한 로젠블라트(Rosenblatt)의 1958년 논문을 보다 

203) 이상의 내용은 손병홍・송하석・심철호, 앞의 논문, 4-6쪽 참조.
204) 모형의 구체적 내용은, Warren S. McCulloch・Walter Pitts,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The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 Vol. 5, No. 4, 1943, p. 11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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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기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205) 노드(node)로도 불리는 인공뉴런은 
벡터(vector) 형태로 수치화된 입력값과 가중치 매개변수의 가중합을 특정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에 넣은 뒤 사전에 정해진 모종의 역치값을 
기준으로 상응하는 출력값을 산출한다. 이때 가중합을 직접 활용하는 대신 
활성함수를 덧붙인 데는 두 가지 실용적 이유가 개입된다. 첫째, 변화폭이 
작은 함수를 활용하여 입력값의 변화를 덜 민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계산의 편의상 미분이 가능한 연속함수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활성함수로 선형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복수의 활성함수가 사용될 때 
이들 간의 선형결합은 결국 단일 활성함수의 효과와 같아져 비선형함수가 
주로 활용되어왔다.206) 실무에서는 퍼셉트론의 계단함수(step function)를 
포함한 다양한 활성함수가 활용되고 있다. 초기에 널리 활용된 활성함수는 
S자 모양의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로, 미분값의 형태가 원래의 함수와 
밀접하게 연관된 단순한 형태라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설령 활성함수가 
없더라도 인공신경망의 구현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활성함수의 존재를 
연결주의의 필수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연결주의는 최소단위 구성요소를 퍼셉트론과 같은 인공뉴런으로 보면서, 
복수의 인공뉴런이 형성한 여러 개의 층(layer)이 아래층에는 작은 단위의 
정보가 저장된 뒤 이들이 위층에서 더 큰 단위의 정보로 통합되는 연결망 
구조를 상정한다. 연결주의는 복수의 뉴런에 나뉘어 저장된 정보가 동시에 
처리되는 병렬분산처리(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PDP) 방법론을 
택하기 때문이다. 기호주의가 직렬의 단선적 정보처리 방법론을 택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인공신경망은 개별 감각기관이 취합한 정보가 최초로 
신경망에 들어가는 입력층(input layer), 결과가 산출되는 출력층(output 
layer),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은닉층(hidden 

205) 퍼셉트론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F. Rosenblatt, “The Perceptron: 
A Probabilistic Model for Information Storage and Organization in the Brain”, 
Psychological Review Vol. 65, No. 6, 1958, p. 389 이하 참조.

206) 장병탁, 『장교수의 딥러닝』, 홍릉과학출판사, 2017, 30쪽; Koki Saitoh(이복연 역),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한빛미디어, 2017,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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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으로 구성된다.207) 입력층에서부터 출력층까지의 일련의 연산과정은 
알고리즘으로 불리는 일종의 복잡한 함수 형태를 띤다. 출력층 활성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분류(classification)와 회귀(regression)이다. 통상적으로 문제해결 대상인 
종속변수가 이산적 특성을 가지면 분류를 활용하고, 연속적 특성을 가지면 
회귀를 활용하게 된다.208) 적절한 연결구조와 가중치가 부여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전혀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출력을 산출하여 
문제해결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1개 이상의 은닉층을 보유한 인공신경망은 
분류를 수행하는 임의의 연속인 다변수함수를 근사해낼 수 있다는 정리인 
‘보편근사정리(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209)

  나. 연결주의의 강점과 한계

  기호와 규칙을 중심에 둔 기호주의와 달리 연결주의는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체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물론 인공지능 나름의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기술적 제약이 있고 이용자인 인간과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공통의 지식체계를 수립하는 대신 개별적 문제마다 최적화된 

207) 김기현, 앞의 논문, 108-110쪽 참조.
208) Koki Saitoh(이복연 역), 앞의 책, 90쪽. 보통 분류에는 출력층의 정규화를 바탕으로 

출력값의 총합을 1로 유지하는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가, 회귀에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항등(identity) 함수가 활성함수로 활용된다. 일각에서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을 
예측기계(prediction machine)라고 명명하면서 예측을 핵심적 문제로 규정하는 시도도 
보인다. 예컨대 Ajay Agrawal・Joshua Gans・Avi Goldfarb(이경남 역), 『예측 기계』, 
생각의힘, 2019, 60-64쪽 참조. 그러나 예측을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의 분류나 회귀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분류나 회귀가 예측보다 근원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성기계(generative machine)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분류나 회귀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회귀를 분류가 극단화된 경우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모든 인공지능은 사실상 분류기계인 셈이다. 임영익, 앞의 책, 151쪽 참조.

209) Ian Goodfellow・Yoshua Bengio・Aaron Courville(류광 역), 『심층학습』, 제이펍, 
2018, 219-220쪽. 다만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학습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전제로 한 보편근사정리를 처음 증명한 원문은, 
George Cybenko, “Approximation by Superpositions of a Sigmoidal Function”, 
Mathematics of Control, Signals and Systems Vol. 2, No. 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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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구축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체계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를 하부 구성요소의 연결망 패턴을 통해 
담아낼 수 있어, 기호주의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더 높은 
유연성을 가진다.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내용의 일부분을 소실한 상황에서 
복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인간의 두뇌와 공유한다.210) 그러나 연결주의가 
기호주의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연결주의의 유연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이다. 기호주의가 연결주의에 비해 
계산의 최소단위가 큰 점은 유연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단순성과 범용성을 
늘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211) 기호라는 표상이 인지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일부 누락하는 데는 정보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인간은 물론)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저장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연산능력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현실의 문제가 가진 계산복잡도에는 미치지 않는다.212) 
나아가 이렇게 얻은 기호체계 내에서는 상당한 규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러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수적으로 획득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문제가 오늘날 연결주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공신경망의 가중치와 방향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무의미한 단순 데이터의 모음이 정보의 
패턴으로 인지되는 상황이 점증한다.213) 이와 달리 기호주의에서 활용하는 
기호와 추론규칙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해의 측면뿐 아니라 제작의 
측면에서도 연결주의의 과도한 유연성은 많은 비효용을 유발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을 다른 영역에서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번 학습할 때마다 

210) 김기현, 앞의 논문, 112-113쪽.
211) 공용현, “계산주의, 연결주의, 단순성”, 철학연구 제34집, 1994, 158-162쪽; 이영의, 

“체화된 마음과 마음의 병”, 철학탐구 제23집, 2008, 17쪽 참조.
212) 계산복잡도가 다항으로 증가하는 비용이면 컴퓨터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라고 일컫고,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비용이면 컴퓨터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일컫는다. 이때 두 가지 
문제에는 넘어서기 힘든 간극이 있을까? 밀레니엄 7대 난제의 하나인 ‘P대 NP 문제’가 
이와 같은 물음과 관련된다. 컴퓨터공학자들은 대체로 튜링머신을 전제할 때 P와 NP의 
경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한다. 이광근, 앞의 책, 106-114쪽 참조.

213) Gary Marcus, “Deep Learning: A Critical Appraisal”, arXiv:1801.00631, 2018, 
pp.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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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영역에 특화된 다량의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214) 다만, 이러한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 연결주의의 제약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궁극적 
한계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직 많은 진전이 있지는 
않지만,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의 장점을 혼합하기 위한 여러 대안적 노력이 
진행되는 중이다.215)

  다른 한편으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를 둘러싼 논쟁과는 별개로, 양자를 
포괄한 계산주의 자체가 중요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계산과정의 토대를 
이루는 알고리즘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의 계산주의는 인간의 프로그래밍을 전제하여 기호주의의 기본단위인 
기호나 지식은 물론 연결주의의 기본단위인 하부 구성요소 모두가 사전에 
완비되어야 알고리즘의 구현이 가능하였다. 예컨대 고양이를 이루는 코털, 
발톱과 같은 일련의 구성요소는 물론, 요소별로 색깔, 모양 등 상상가능한 
모든 변수의 조합이 사전에 탑재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불완전해진다.216) 
나아가 설령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해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는 업데이트 
과정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지능의 
구현을 위한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3. 머신러닝과 딥러닝

  가. 머신러닝 개관

  인류가 유한한 지능을 토대로 세상의 무한한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은 
시행착오라는 학습의 과정이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간지능보다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인간보다 많은 학습을 신속하게 

214) Gary Marcus, 앞의 논문, pp. 6-9, 14.
215) 공용현, 앞의 논문, 162-163쪽. 인공신경망 내부에서 기호에 기초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기호 통합문제가 주된 난제로 꼽힌다. 최희열,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질까?”, 
철학과 현실 통권 제124호, 2020, 138-139쪽.

216) Yutaka Matsuo(박기원 역), 앞의 책, 105-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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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데 있다. 새뮤얼(Samuel)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는 
명칭을 처음 고안한 것은 1959년이지만,217) 학습하는 기계에 대한 관념은 
일찍이 튜링도 품었을 정도로 오랜 기원을 가진다. 튜링은 성인의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는 대신, 먼저 어린이의 마음을 구현하고 적절한 
교육과정을 덧붙인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생명체의 진화과정은 
오직 무작위(random)로 구성될 뿐이지만, 무작위와 규칙을 뒤섞은 진화적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돌연변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218) 이처럼 프로그래밍 기반 인공지능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코드 
내에 구현한 내용만 수행하는 반면,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은 학습과정을 
통해 최초의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핵심은 추론과 학습의 과정을 분리한 데 있는 셈이다.219)

  최근에는 머신러닝과 연결주의를 동일시하려는 견해도 보이지만 엄밀히 
볼 때 그렇지는 않다. 학습의 과정만 담아내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밍고스(Domingos)에 따르면 머신러닝 연구자는 연결주의자는 
물론이고 기호주의자, 진화주의자(evolutionary), 베이즈주의자(bayesian), 
유추주의자(analogizer)까지 총 다섯 가지의 분파로 구분된다고 한다.220) 
다만, 최근 들어 인공신경망에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연결주의가 머신러닝 그 자체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을 따름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이를 지적하였고,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연결주의 머신러닝을 기준으로 서술을 이어가겠다.
  신경과학자 헵(Hebb)이 1949년 처음 시냅스 연결강도의 변화를 학습과 
망각으로 설명하는 가설을 제시한 뒤, 로젠블라트의 퍼셉트론은 이와 같은 
과정을 구현해냈다. 로젠블라트에 따르면 최초에는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는 
퍼셉트론의 연결강도가 새로운 입력과 반응하여, 강화와 억제의 정보처리 

217) Arthur L. Samuel,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 IBM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3, No. 3, 1959, p.  
211.

218) A. M. Turing, 앞의 논문, pp. 454-460 참조.
219) 장병탁, 앞의 책, 6-8쪽.
220) Pedro Domingos(강형진 역), 『마스터 알고리즘』, 비즈니스북스, 2016 참조.



- 81 -

과정을 통해 장기기억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구체적으로 입력된 정보의 
가중합을 활성함수에 넣어 산출된 출력값과 사전에 정한 역치를 비교하여 
공식에 따른 강화나 억제의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221) 그러나 퍼셉트론은 
계단함수 형태의 활성함수를 취한 구조상 미세한 오차를 조정하기 어려워 
학습에 한계가 있었다.222)

  위드로(Widrow)와 호프(Hoff)는 활성함수를 계단함수로부터 항등함수로 
대체하는 동시에, 손실함수(loss funct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동원하였다. 
손실함수는 오차함수(error function) 또는 비용함수(cost function)로도 
불리고,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위드로와 호프는 퍼셉트론 
활성함수 출력값과 역치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 총합한 값으로 손실함수를 
정의하였다.223) 손실함수로 출력값과 역치의 차이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양과 음의 오차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고, 절대값이 아닌 제곱을 활용한 
이유는 미분이 쉽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최종적 목표인 손실함수의 
최소화를 위해 미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해나가면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구하는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을 개발하였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미분을 통해 경사도를 구한 뒤, 매우 작은 크기의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거듭하여 손실함수의 최소값에 도달한다는 방법론이다. 정확도가 
아닌 손실함수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오차와 달리 정확도의 경우 
독립변수의 작은 변화에 반응하지 않거나,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반응하여 
미분이 어렵기 때문이다.224) 경사하강법은 인공지능이 인간에 비해 해석적 
해를 도출하는 직관은 부족한 반면 반복적 연산능력은 우월하기에 미량의 
학습률(learning rate)을 점차로 누적하여 근사적 해에 도달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러한 모형을 흔히 ‘아달라인(Adaline)’이라고 부른다.225) 이와 

221) F. Rosenblatt, 앞의 논문, pp. 388-389.
222) 장병탁, 앞의 책, 27쪽.
223) 예측값과 관측값의 차이에 기초하여 정의된 이와 같은 손실함수를 산술 손실함수라고 

일컫는다. 출력값이 수치가 아닌 분류 문제에는 산술 손실함수가 적합하지 않아서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로 대표되는 확률 손실함수가 널리 활용된다. 김승연・정용주, 
『처음 배우는 머신러닝』, 한빛미디어, 2017, 60-62쪽 참조.

224) Koki Saitoh(이복연 역), 앞의 책, 119-120쪽.
225) 장병탁, 앞의 책, 27-30쪽. 아달라인 원문은, Bernard Widrow・Marcian E. Hoff, 



- 82 -

같은 학습법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자동화할 수 있어 ‘머신러닝’이라는 명칭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처럼 일찍부터 방법론이 개발된 머신러닝이 최근에야 대두된 까닭은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로젠블라트의 퍼셉트론은 은닉층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은닉층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형태는 오직 선형(linear)뿐이다. 
세상에 있는 정보를 다차원 공간에 위치한 무수히 많은 점에 대응시킨 뒤 
얻어진 패턴을 오로지 선형으로만 구현하면, 당연히 많은 정보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설혹 표현하더라도 다량의 정보가 소실될 수밖에 없다. 민스키와 
파퍼트(Papert)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직관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단순 
퍼셉트론이 배타적 논리합과 같은 기초적 논리연산조차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그것이었다. 배타적 논리합(eXclusive OR, X-OR)은 주어진 2개의 
명제 중에서 오직 1개만 참일 때 참을 출력하는 연산자로, 최소한 1개가 
참일 때 참을 출력하는 연산자인 (포괄적) 논리합(inclusive OR)과 대비된 
개념이다.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2차원 공간상에 표현하면 입력이 (0, 1), 
(1, 0)일 때 참이 되고 (0, 0), (1, 1)일 때 거짓이 된다. 이때 인공지능의 
역할은 전자와 후자의 영역을 적절히 구분해주는 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 퍼셉트론이 나타낸 단일한 직선으로는 전자와 후자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었다.226) 민스키와 파퍼트의 지적은 
‘인공지능 겨울’로 불리는 암흑기를 도래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나. 딥러닝

   1) 딥러닝의 등장

  단순 퍼셉트론의 표현력이 세상을 표현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표현력을 

“Adaptive Switching Circuits”, IRE WESCON Convention Record Pt. 4, 1960.
226) Stuart Russell・Peter Norvig(류광 역), 『인공지능 2(제3판)』, 제이펍, 2016, 

305-306쪽 참조. 민스키와 파퍼트의 원문은, M. Minsky・S. Papert, Perceptrons, 
MIT Press, 1969.



- 83 -

높인 인공신경망을 동원한다면 어떨까? 민스키와 파퍼트도 이러한 물음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선형 패턴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력을 
가진, 예컨대 은닉층을 보유한 다층의 인공신경망이 배타적 논리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출력층에 이르기 전, 은닉층의 
비선형 활성함수를 거치면 표현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227) 문제는 
당시 다층 인공신경망의 학습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출력층에서 
도출된 오차를 은닉층의 개선에 활용하는 일까지는 단순 퍼셉트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은닉층의 개선치를 입력층에 재분배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난관은 미분의 연쇄법칙(chain rule)을 응용하여, 출력층의 오차를 
앞층으로 재분배하는 방법론인 오차역전파법(error back-propagation)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하였다. 오차역전파법의 기원은 놀랍게도 
민스키와 파퍼트가 배타적 논리합 문제를 지적한 연도와 같은 1969년으로 
거슬러간다.228)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였다가 맥클리랜드(McClelland)와 
룸멜하트(Rumelhart)가 1986년 발표한 연구가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내게 
되었다.229) 오늘날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불리는 기술은 머신러닝을 
복수의 은닉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에 확장한 것이므로 사실상 1986년 무렵 
딥러닝이 확립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한 셈이다.
  딥러닝 인공신경망은 단순 퍼셉트론 인공신경망과 비교할 때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진다. 하나는 은닉층의 증가와 비례해 표현력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은닉층의 활성함수가 비선형의 형태를 표현하게 해주었고, 여러 
은닉층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개념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 부분을 구성하는 

227) 장병탁, 앞의 책, 34-35쪽.
228) 오차역전파법은 브라이슨(Bryson)과 호(Ho)가 1969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uart Russell・Peter Norvig(류광 역), 『인공지능 1(제3판)』, 27쪽. 브라이슨과 
호의 원문은, Arthur E. Bryson・Yu-Chi Ho, Applied Optimal Control,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1969. 오차역전파법의 기원이 1967년까지 거슬러간다는 견해도 
있다. Shun-ichi Amari(박혜영 역), 앞의 책, 151-156쪽 참조.

229) 오차역전파법 알고리즘은 맥클리랜드와 룸멜하트를 포함한 최소 네 개의 연구그룹이 
동시대에 재발견하였다. Stuart Russell・Peter Norvig(류광 역), 앞의 책, 30쪽 참조. 
맥클리랜드와 룸멜하트의 원문은, James L. McClelland・David E. Rumelhart・The 
PDP Research Group,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MIT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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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개념의 결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보다 미세한 표현이 
가능해지고 복수의 입력값이 중첩된 정보를 표현하게 된 결과 정보처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머신러닝이 모든 
독립변수를 인간이 사전에 일일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딥러닝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는 점이다.230) 데이터에서 
특징(feature)이라고 불리는 독립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이 기계로 이전됨에 
따라 인간의 지식체계와 맺는 연관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딥러닝의 
특성은 인간의 인지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급감하게 하는 문제를 파생하였다.

   2) 딥러닝의 배경

  이처럼 딥러닝 이론이 일찍이 확립된 뒤 오늘날에야 현실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딥러닝은 층과 뉴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계산복잡도가 증가한다. 이른바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한 계산복잡도의 증가는 두 가지 문제를 파생시킨다. 하나는 학습과정에 
드는 시간이 급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과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총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이러한 난관을 뚫고 학습을 
완료하여도 몇 가지 근원적 한계에 마주하였다. 미분에 기초한 학습방식을 
통해 최적점의 후보군인 임계점(critical point)을 찾아낸다고 해도 이것이 
국지적 최적점인지 총체적 최적점인지는 알기 어렵다. 또한 은닉층 개수가 
늘어나면서 오차역전파가 앞단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vanishing 
gradient)도 나타났다.231)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많은 연구자가 딥러닝 
이외의 방식에 의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구하면서, 인공신경망 분야는 재차 
겨울을 맞이하였다.

230) 장병탁, 앞의 책, 48-49쪽. Yutaka Matsuo(박기원 역), 앞의 책, 150-151쪽은 이와 
같은 특성을 ‘특징표현 학습(feature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일컫는다.

231) 장병탁, 앞의 책,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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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코테스(Cortes)와 배프닉(Vapnik)이 1995년 발표한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은 당시 인공신경망의 인기를 능가하였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다차원 좌표평면상에 놓인 데이터 집합의 분류기준을 
도출하는 일종의 분류기계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도출한 경계의 형태는 
좌표평면보다 1차원이 적은 초평면(hyperplane)의 형태를 가진다. 복수의 
초평면 후보 중에서 경계 주변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와 거리(margin)를 최대화한 경계가 최적의 초평면으로 선택된다. 
이때 기존의 데이터를 고차원 평면에 대응시키는 커널 트릭(kernal trick) 
기법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초평면이라는 선형적 도구를 통해 비선형으로 
배열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232) 서포트 벡터 머신은 딥러닝보다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매개변수의 연산량이 훨씬 적다는 장점을 
앞세워 오랫동안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기술로 자리매김해왔다.
  오늘날 딥러닝이 마침내 인공지능 방법론의 정점에 올라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꼽힌다. 첫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점차 
계산복잡도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향상될 것이라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233)이 1965년 발표되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속도로 성능이 늘어왔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가까운 시점이 왔는데, 인공지능 
맥락에서는 머신러닝 병렬 정보처리에 특화된 그래픽 처리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 GPU)나 구글에 의하여 개발된 텐서 처리장치(Tensor 
Processing Unit, TPU)가 등장하면서 한계를 메워주고 있다. 양자컴퓨터, 
뉴로모핑 칩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통해 향후 더욱 빠른 계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34)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232) Stuart Russell・Peter Norvig(류광 역), 『인공지능 2(제3판)』, 321-326쪽. 초평면의 
차원은 커널 트릭이 활용될 때 1차원이 높아진다. 원문은, Corinna Cortes・Vladimir 
Vapnik, “Support-Vector Networks”, Machine Learning Vol. 20, No. 3, 1995.

233) Gordon E. Moore, “Cramming More Components onto Integrated Circuits”, 
Electronics Vol. 38, No. 8, 1965, pp. 114–117.

234) 이승훈, “최근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와 미래의 진화 방향”, LG경제연구원, 2017, 
3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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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배치(batch), 무작위로 추출해낸 배치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미니배치(mini-batch)와 같은 방식을 바탕으로 계산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235)

  둘째, 빅데이터와 딥러닝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에 관한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의 ‘3V’라는 특성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소수의 표본을 통해 도출한 
인과관계에 주목하는 기존 통계학과 달리, 모집단에 준하는 다량의 표본을 
통해 도출한 상관관계에 주목한다.236) 이러한 방식의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인 셈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다양성과 정형성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동원되기도 한다. 가령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변형한 뒤 
새로운 인공지능의 학습에 활용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237) 위변조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모형(generator)과 이를 
식별하는 모형(discriminator)을 경쟁적으로 학습시켜서 양쪽 모형 모두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생성적 적대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 주요 사례다. 생성적 적대신경망은 딥러닝에 터 잡은 가장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는다.238) 한편,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가 머신러닝에 용이한 정형화된(structured) 데이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거나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235) Koki Saitoh(이복연 역), 앞의 책, 103, 116쪽 참조. 미니배치 기법은 무작위로 일부 
훈련 데이터를 선택하고 경사하강법을 수행하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일종에 해당한다. 
김승연・정용주, 앞의 책, 69-71쪽 참조.

236) Kenneth Cukier・Viktor Mayer-Schoenberger, “The Rise of Big Data: How 
It’s Changing the Way We Think about the World”, Foreign Affairs Vol. 92, 
No. 3, 2013, pp. 28-34 참조.

237) 이승훈, 앞의 글, 22-27쪽 참조.
238) 이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딥드림(deep dream)이나 포르노를 

제작하는 딥페이크(deep fake)와 같은 응용사례가 등장하였다. 한편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생성적 적대신경망에 관한 원문은, Ian Goodfellow et al., “Generative Adversarial 
Net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4.



- 87 -

  셋째, 경사하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다양한 요인이 알고리즘 
기법이 발달하면서 해소되었다. 오차역전파법의 미세조정에 돌입하기 전에 
층별로 개략적 학습을 마쳐 두는 사전학습(pre-training), 오차역전파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중치를 활용하지 않고 일부를 무작위로 없애는 
드롭아웃(dropout), 오차역전파법을 활용할 때 배치마다 가중치가 적절히 
분배되게 하는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 적당한 시점에 학습을 
마무리하는 학습의 조기 종료(early stopping)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구체적 방식은 다르지만 학습 과정에 임의성을 추가하여 
국지적 해로 수렴할 경우의 수를 줄인다는 통찰은 공유한다.239) 다른 한편 
기존에 활용되어온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정류선형유닛(Rectified Linear 
Unit, ReLU)이라는 활성함수가 대체하였다.240) 시그모이드 함수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연산을 거듭할수록 미분값이 0에 급격히 근접하여 학습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정류선형유닛 함수는 0보다 작은 값은 
0을 출력하고 0 이상의 값은 자신을 출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연산을 
거듭해도 미분값이 반드시 0으로 수렴하지 않고, 동시에 불필요한 가중치 
매개변수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딥러닝은 
수백 개가 넘는 은닉층과 수억 개가 넘는 매개변수를 보유할 만큼의, 문자 
그대로 ‘깊이 있는(deep)’ 인공신경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3) 이미지넷

  이미지넷(ImageNet)의 ‘대용량 시각인식 경연대회(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LSVRC)’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딥러닝의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페이페이 리(Fei-Fei Li)와 카이 리(Kai 

239) 김승연・정용주, 앞의 책, 190-197쪽. 학습을 마친 개별적 모형의 출력값을 평균하는 
앙상블(ensemble)이라는 기법도 널리 활용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앙상블은 드롭아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Koki Saitoh(이복연 역), 앞의 책, 210-214, 219-221쪽 참조.

240) 최희열,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2019, 78-80쪽.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설명은 은닉층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출력층에서는 확률값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여전히 시그모이드 함수가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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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주도로 2007년부터 2년여에 걸쳐 시각인식 머신러닝의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수천여 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정형화한 산물이 이미지넷이다.241) 훈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이미지넷은 2010년부터 매년 가장 정확히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선발하는 시각인식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초기인 2010년도 초반에는 
정확도가 70% 남짓에 머물러왔는데, 힌튼(Hinton) 팀이 2012년 대회에서 
딥러닝에 기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확도를 15% 포인트 가량 향상한 
사건을 기점으로 딥러닝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242) 딥러닝 기술에 
기반을 두는 인공지능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능을 향상하여, 2015년에는 
마침내 인간의 시각인식 정확도로 알려진 약 95%를 돌파하고 2017년에는 
경연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243)

  다. 인공지능과 학습

   1) 인공지능 학습법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적 요소는 결국 학습인 셈인데, 다양한 종류의 
학습방법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244) 
첫째, 인간이 입력 데이터가 산출해야 할 출력으로 붙여놓은 표지(label)에 
기초한 학습을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일컫는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표지를 붙이는 데 드는 비용의 문제가 

241) 이미지넷의 탄생과정을 다룬 원문은, Jia Deng et al., “ImageNet: A Large-Scale 
Hierarchical Image Database”, 2009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09.

242)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의 역사를 뒤바꾼 문헌으로 평가받는 원문은, 
Alex Krizhevsky・Ilya Sutskever・Geoffrey E. Hinton,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2.

243) 이미지넷 경연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Raymond Perrault et al., “The AI 
Index 2019 Annual Report”, AI Index Steering Committee, Human-Centered AI 
Institute,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2019, pp. 48-50 참조.

244) 이하의 내용은 Yutaka Matsuo(박기원 역), 앞의 책, 122-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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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기도 한다. 둘째, 사전에 붙인 출력 표지 없이도 오로지 인공지능이 
데이터만 보고 패턴을 찾아내게 하는 방식으로,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린다. 데이터를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복수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군집화(clustering)가 유명한 사례이다. 셋째, 인공지능과 환경을 
상호작용하게 한 뒤, 환경에 따른 작동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수(payoff)를 
부여하는 방식인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다.245) 강화학습은 
가능한 답의 후보군은 존재하되 정답은 부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상황과 같은 비정형적 문제에 적절한 학습법이다. 외부의 영향력뿐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의 의사결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가 다음 의사결정 결과를 뒤바꾸게 된다. 따라서 여타 학습법과는 
달리 데이터의 관측순서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46) 최근에는 모든 
순간 완전한 정보가 습득된다고 전제한 2차원 환경을 넘어 부분정보 하의 
3차원 환경의 강화학습도 진행되어왔다. 나아가 3차원 환경에서 취득되는 
정보를 다각화하기 위해 학습과정에 로봇이 연동되기도 한다.247)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학습법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단일하게 활용하는 
대신, 여러 방법론을 혼용하면서 주어진 문제에 최적화된 학습을 시도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알파고의 초창기 버전에서는 인간의 기보에 기초하는 
지도학습에 주로 의존하다가, 점차 인간 기보를 배제하고 알파고 자신과의 
대국만을 통한 강화학습 위주의 접근으로 옮기면서 성능을 배가하였다.248) 

245) 강화학습은 아타리(Atari)라는 벽돌깨기 게임을 인간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수행하는 
딥큐러닝(Deep-Q Learning)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원문은, Volodymyr Mnih et 
al.,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rXiv:1312.5602, 2013.

246) 장병탁, 앞의 책, 168쪽; 최희열, 앞의 논문, 71쪽.
247) 이승훈, 앞의 글, 13-17쪽 참조.
248) 알파고의 버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2016년 3월 이세돌을 4:1로 이긴 알파고 

리(Lee) 이후, 온라인에서 프로 바둑기사에게 60:0으로 승리를 거두고 2017년 3월 당시 
세계랭킹 1위 커제(Ke Jie)를 3:0으로 이긴 알파고 마스터(master)가 등장하고, 2017년 
10월 자가학습만으로 알파고 마스터와 겨루어 89%의 승률을 거둔 알파고 제로(zero)가 
발표되었다. 한편 2017년 말에는 단일 알고리즘을 통해 바둑을 넘어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을 동시에 익히는 자가학습 알고리즘 알파 제로(alpha zero)가 등장하였다. 원문은 
David Silver et al.,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Nature Vol. 529, No. 7587, 2016; David Silver et al.,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Nature Vol. 55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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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가지 학습법 이외에도, 한 가지 영역의 학습된 결과물을 여타의 
영역에도 적용하는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데이터가 없거나 소량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학습(few-shot learning)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법 자체에 대한 학습법인 메타학습(meta learning)과 같은 여러 가지 
기법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249)

   2) 학습의 한계와 대처방안

  다만, 어떠한 학습법을 따르더라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최적의 가중치 
매개변수가 무엇인지 단번에 찾아낼 수 없고, 점진적 개선만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기호주의와 달리 무오류의 논리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채로 단지 
귀납적으로 데이터에서 모종의 패턴을 찾아나가기 때문이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중치 매개변수의 초기값은 0이 아니어야 한다. 
초기값이 0인 경우에는 오차의 조정치가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50) 이러한 시행착오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학습을 여러 차례(epoch) 
반복하면서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확률표본(random sample)으로서의 특성을 적절히 갖추지 못한 데이터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편향되게 반영하여 옳지 못한 패턴을 
파악할 위험을 가지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본 데이터의 
종류를 목적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첫째, 가중치 매개변수를 직접 
학습하는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로, 대체로 전체 데이터의 70~80%를 
배정한다. 둘째, 층별 뉴런의 개수, 은닉층의 개수, 학습률과 같이 하이퍼 
매개변수(hyperparameter)라고 불리는 학습과정에 동원되는 다양한 추가 

7676, 2017; David Silver et al., “Mastering Chess and Shogi by Self-Play with 
a General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arXiv:1712.01815, 2017 참조.

249) 메타학습은 분류의 개수(way)와 데이터의 개수(shot)를 조합하여 전자는 높고 후자가 
낮을수록 높은 성능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추형석,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SPRi 
이슈리포트 제2018-006호, 2018, 12-23쪽 참조.

250) Koki Saitoh(이복연 역), 앞의 책, 202-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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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의 값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되는 검증 데이터(validation data)가 
존재한다. 딥러닝은 매개변수의 최적화를 자동화하지만 하이퍼 매개변수의 
최적화는 완전히 자동화하지 못하고 있기에, 양자의 과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훈련 데이터의 10~20%를 별도의 검증 데이터로 마련해둔다. 
셋째, 훈련이 끝난 모형의 총체적 성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test data)라고 한다. 시험 데이터와 여타 데이터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의 패턴은 올바로 찾아내더라도 현실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난항을 겪는다. 이를 위해서 시험 데이터는 훈련과 검증 
과정에서 혼용되지 않고 마지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251) 검증 및 시험을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를 여러 개의 묶음으로 구분한 뒤 데이터 
묶음을 훈련과 검증 및 시험에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cross 
validation)도 실무에서 널리 통용된다.252)

 4. 소결론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과 커제를 연파한 알파고의 사례에서 보듯, 
인공지능은 제한적 합리성을 넘어선 지능이거나, 그렇게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세간의 이해는 사실과 다르다. 물론 
인간의 자연지능이 일생의 1/3이나 수면 상태에 있고, 일상적으로 정보의 
망각과 변형에 노출되는 취약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도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고는 보기 어렵다. 먼저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세상의 다종다양한 정보를 협소한 형식논리 체계에 억지로 집어넣고 마치 
무오류의 지능인 것처럼 가장하는 존재일 따름이다. 체스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형식적이고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한 지능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으나,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둑만 하더라도 
여전히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경우의 수가 훨씬 더 

251) Koki Saitoh(이복연 역), 앞의 책, 110-111, 221-222쪽.
252) 김승연・정용주, 앞의 책, 7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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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서 완전무결한 지능으로 기능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면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완벽한 인공지능일 수 있을까? 이세돌과의 
제4국에서 알파고가 보여준 모습처럼, 연결주의 인공지능 역시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첫째로 현실의 데이터는 정보를 담은 
신호와 잡음이 뒤섞인 경우가 많다. 제아무리 최신의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잡음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어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일정 정도의 잡음은 상수로 
취급되고는 한다. 물론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부족한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둘째로 대체로 모집단보다는 표본 데이터에 의존하는 학습의 
특수성이 지적된다. 물론 모집단 데이터를 통한 문제해결도 가능은 하지만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요구되는 비용의 문제로 표본 데이터만이 확보된 
상황이 대부분인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은 오류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워 정확도(accuracy)와 일반화(generalization)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를 동반하게 마련이다.253)

  먼저 정확도에 관한 오류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정확도란 인공지능이 
처리한 데이터 전체에서 올바로 처리한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고자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 이진분류 문제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떠올려보자. 정의에 따를 경우 정확도란 참을 참으로 
예측하는 상황과 거짓을 거짓으로 예측하는 상황 양자를 포괄한다. 역으로 
오류란 거짓을 참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나 참을 거짓으로 예측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때 전자를 위양성 혹은 1종 오류(type 1 error)라고 표현하고 
후자를 위음성 혹은 2종 오류(type 2 error)라고 표현한다. 어떤 경우에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굳이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을 수 있지만,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야만 바람직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는 
무고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오류는 돌이키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실제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오류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53) 이하의 내용은 김승연・정용주, 앞의 책, 73쪽 참조. 전자의 오류는 국지적 최적화와, 
후자의 오류는 총체적 최적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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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이와 같은 가중치 부여가 적절히 행해지지 않으면 
산술적 오류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적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이어서 일반화에 관한 오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개념이 
통용된다. 하나는 모형이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시험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에 실패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편향(bias)이라고 한다. 편향이 
높은 모형은 주로 부분적 특징에 주목하기에,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고려하는 이상적 모형과의 격차가 빚어진다. 지나치게 편향이 높은 모형을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overfitting) 되었다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역으로 
모형이 훈련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여 특징을 온전하게 짚어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분산(variance)으로 불린다. 분산이 높은 모형은 
주로 전반적 경향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미시적 특징에서 이상적 
모형과의 격차가 빚어진다. 지나치게 분산이 높은 모형을 (훈련 데이터에) 
과소적합(underfitting) 되었다고도 말한다.254)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경우 
편향과 분산은 상충관계를 나타내게 마련이다. 적은 편향을 통한 일반화와 
적은 분산을 통한 전문화에 두루 뛰어난 완전무결한 알고리즘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말이다.255) 그리하여 오늘날 인공지능 제작자들은 편향과 분산에 
설정한 모종의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학습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확도와 일반화라는 두 가지 개념은 동시에 달성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일반적으로 양자가 상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보통은 데이터의 사전분포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개념을 배제하거나 별개의 가중치를 부여하게끔 
규범적 요소를 첨가한 개념을 활용한다. 요컨대 인공지능의 최종적 목표는 
무오류가 아닌, 오류의 수준을 최적화한 이상적 모형에 근사적으로 다가간 
모형을 도출하는 일이다. 기존의 정보에 대한 활용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254) Pedro Domingos, “A Few Useful Things to Know about Machine Learn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5, No. 10, 2012, pp. 81-82.

255) 울퍼트(Wolpert)와 맥크레디(Macready)는 이를 ‘공짜점심은 없다(no free-lunch)’는 
명칭을 가진 정리로 제시한 바 있다. David H. Wolpert・William G. Macready, “No 
Free Lunch Theorems for Optimization”, IEEE Transactions on Evolutionary 
Computation Vol. 1, No. 1, 1997, p. 6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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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조화하여 총체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연지능과 마찬가지로) 단지 제한적 합리성만을 구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사이먼의 세 가지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미래는 귀납적 추론의 결과에 불과하고, 인간의 두뇌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전략적 행동을 모두 예측할 수 없을 
것이며,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저장능력과 연산능력이 무제한적이지도 않은 
이유에서다. 인간의 자연지능이 시스템 1을 위주로 하는 제한적 합리성을 
구현한 산물이라면, 인공지능은 시스템 2를 위주로 하는 제한적 합리성의 
구현물이라는 차이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대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



- 95 -

제3장 인공지능과 해악

제1절 문제의 제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적 존재의 출현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류라는 지능적 존재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시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체의 등장은 환경변수의 변화를 뜻하고, 지능을 발휘하여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각성을 촉구하게 된다. 특히 
법률가에게는 인간의 다른 지능적 산물인 법제도를 토대로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규율해야 한다는 당위가 도출되기도 한다. 인간의 손실회피 성향을 
고려한다면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데 각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각론에서는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유발한 부정적 현상이 과연 전에 
없는 새로운 것인가 하는 물음이 대표적 예시다. 지금껏 인류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해왔다. 인공지능이 오늘날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은 맞지만, 
전기, 철도, 컴퓨터처럼 인류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온 신기술이 
출현하는 일은 일상적이었다.256) 인공지능도 그러한 신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과거의 인류가 신기술의 출현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맞서 도출해낸 
지능적 산물인 지금의 실정법으로 상당수 문제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단순 도구인 여타 신기술과는 크게 달라서 
기존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방식은 많은 사각지대를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인공지능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은 본래 인간만이 담당해온 인지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인간과 다른 의사결정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256) 보다 나아가, 김지희, “인공지능과 경제성장: 인공지능은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2019-1: 인공지능과 미래사
회』, 2019, 12-15쪽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학자는 모든 관련 절차를 자동화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전기, 철도, 컴퓨터와 같은 혁신적 신기술 수준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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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인지체계가 하나의 시공간에 공존하는 결과 다양한 종류의 마찰이 
발생한다. 이때 마찰이 일정한 역치를 넘어서면 인류가 해악으로 간주해온 
문제와 유사한 악결과를 초래한다. 필자는 인간 인지체계의 한계를 이러한 
유형의 해악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낳은 근본적 원인으로 본다. 
인간은 개별적으로는 해악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위험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창발한 해악을 파악하고 규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인공지능 
맥락의 해악도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의 해악 논의를 간략히 
조망하도록 하겠다. 우선 해악 개념의 좌표를 파악하고자 오늘날 자유주의 
법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자유 개념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해악은 자유의 부당한 침해를 의미하기에, 해악 개념의 고찰에 앞서 
자유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다. 이어서 
밀의 해악의 원리와 파인버그의 해악이론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다음으로 필자가 새로이 도입한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해악에 대해 고찰한 뒤, 
특히 창발적 해악이라는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겠다. 끝으로 이와 같은 
논의에서 얻은 일련의 분석도구, 특히 창발적 해악이라는 개념을 인공지능 
맥락의 차별 논의에 적용하여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겠다.



- 97 -

제2절 자유와 해악

I. 자유란 무엇인가?

 1. 자유 개념의 구성요소

  앞선 논의에서처럼 지능의 핵심은 진화나 학습과 같은 존재 내・외부의 
분화에 기초한 다양성의 확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개체의 양적・질적 
다양성의 증대는 환경의 변화로부터 평균 적응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화는 자연스레 개체 내・외부의 선호체계가 
상충하는 경우의 수도 늘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가용자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복수의 주체가 한 가지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과 같은 궁극적 제약에 대하여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257) 
물론 선호체계의 충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긴 다음, 각자의 의지를 
마음대로 관철할 수 있는 규칙을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그러한 자연상태(state of nature)가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태로 귀결되는 탓에, 그렇지 않은 균형점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에 이르렀다.258)

  많은 논자들은 인류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궁극의 균형상태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매개해주는 변수로 ‘자유’를 손꼽는다. 여기서 자유 개념을 둘러싼 
한 가지 중요한 난제가 등장한다. 자유라는 가치만을 극대화한다면 인류가 
원하는 각종 산물이 자연스레 얻어진다는 믿음과, 자유는 평등이나 정의를 
비롯한 여타 중요한 가치와의 비교와 교량을 통해서만이 인류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사이의 충돌이 그것이다.259) 전자는 

257) Joel Feinberg, Harm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 218-219
에서는 이러한 대상을 ‘경쟁적 이익(competitive interest)’이라고 한다. 전자를 ‘부진정 
경쟁적 이익’, 후자를 ‘진정 경쟁적 이익’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겠다.

258)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68-175쪽.
259) Gerald C. MacCallum,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The Philoso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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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자유방임(Laissez-faire)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자유를 어떤 
한계와 결부하여 이해하는 입장인 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양자의 생각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한다. 선호체계의 충돌이 없으면서 
모든 주체가 합리적 경제인에 가까운 상황은 전자를, 그렇지 않은 상황은 
후자를 지지하는 사례가 된다. 결국 어느 한 가지만 진정한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하나의 개념(concept)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념(conception)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260)

  이러한 관점에 터 잡은 맥컬럼(MacCallum)은 자유를 행위자, 제약조건, 
목표라는 3항의 변수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식화하였다.261) 지능적 존재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자원과 외부적 환경을 
전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를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영한 생각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세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함숫값이 
바로 자유의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부재한 경우는 자유도 없게 
되는 셈이고, 부작위를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목표 자체가 없는 상황을 
자유의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행위자 내부의 목표수립 과정이 의지의 
자유, 즉, 자유의지(free will)라면,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과정은 행위의 
자유(free act)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제약조건이 자유의 구성요소라는 
말은 일견 직관적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도 무제약적 상황에 놓일 수 없는 
준엄한 현실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방임이란 자유의 
특수한 일면에만 국한되는 셈이다.262) 결론적으로 지능적 행위자가 자유를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은 외생적 제약조건 및 행위자가 내생적으로 창출한 
목표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한적 합리성만을 가질 뿐인 현실의 
행위자는 합리적 경제인과 달리 주어진 맥락과 무관한 목표를 일의적으로 

Review Vol. 76, No. 3, 1967, p. 313.
260) Gerald C. MacCallum, 앞의 논문, pp. 318-319; 김도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 상태로서의 자유’ - 한국사회의 자유담론과 관련해서 -”, 법과사회 제39호, 
2010, 242쪽 참조.

261) “x is free from y to do z.”이 맥컬럼의 공식이다. 이때 x는 행위자, y는 제약조건, 
z는 목표를 뜻한다. Gerald C. MacCallum, 앞의 논문, p. 314.

262) 조주은, “‘자유’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법학논집 제23권 제3호, 2019, 146-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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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조건도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263)

  일각에서는 자유의 제약조건을 이원화된 두 가지 기준의 교차를 토대로 
형성된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첫째는 제약조건의 원천이 행위자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이다. 여기서 전자는 내부적 제약조건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외부적 제약조건이라고 부른다. 둘째는 제약조건의 양태가 
적극적 방해요인 때문인지, 필수적 요인의 부재에 기인하는지이다. 여기서 
전자를 적극적 제약조건이라고 하고, 후자를 소극적 제약조건이라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자유의 제약조건은 지식이나 의지의 부족과 같은 내부적・
소극적 제약, 중독이나 탐욕과 같은 내부적・적극적 제약, 물적 혹은 인적 
자원의 부족과 같은 외부적・소극적 제약, 누군가의 간섭이나 방해와 같은 
외부적・적극적 제약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264)

 2. 자유와 자유의 제약조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네 가지 자유의 제약조건을 전반적으로 최소화하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어떤 규칙성이 없고, 예견가능성도 
최소화된 무작위와 같은 상태를 자유라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265) 일반적으로 규칙성과 예견가능성은 제약을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결국 무제약적 상황이 자유의 상태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인류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에서 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을 

263) Barry Schwartz, “Self-Determination: The Tyranny of Freedom”,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2000, pp. 81-84 참조. 이때 합리적 선택이론이 극단에 
이르면 결정론적 사고방식과 같아진다. 합리적 경제인은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최적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멸적(self-defeating)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제한적 합리성에 의해 제약조건이 목표를 일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자유의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264) Joel Feinberg,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 5-6.

265) 김영두・양천수・정채연,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인간, 인격, 권리에 대한 기
초법적 접근”,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29-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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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해왔다. 선호체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선호체계가 동일한 극도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따금 개인의 
단기적 선호체계와 사회의 장기적 선호체계가 상충하고는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모든 구성원에게 더 큰 
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 단일한 개체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독처럼 개인의 
장기적 선호체계가 단기적 선호체계에 종속되는 상황이 종종 목격된다.266) 
그렇기에 공간적・시간적으로 선호체계가 분화된 상황에서 지능적 존재가 
장기적・단기적 선호를 최적으로 조율할 정보와 능력을 가지지 않을 경우, 
총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약조건의 부재 대신 최적화가 요구된다. 
물론 제한적 합리성만을 가진 인간은 만족화에 기초하여 최적화에 준하는 
결과만을 추구하고 달성하게 되겠지만 말이다.
  일각에서는 네 가지 제약조건 사이에서도 특히나 외부적, 적극적 제약을 
배제할 때 총체적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자유를 크게 
위협해온 세력인 국가권력이 부당한 법제도를 통해 외부적, 적극적 제약을 
행사할 가능성 때문이다. 일례로 벌린(Berlin)은 외부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삶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을 할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 자유 개념을 
양분하면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267) 소극적 자유론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liberty as non-interference)’라고 불리는 외부적, 적극적 제약만을 
제거한 상태가 진정한 자유이고 총체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과 맥을 
함께한다. 어떤 외부적, 적극적 제약은 그것을 직접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별개의 외부적, 적극적 제약을 통해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후자의 
방식은 자유의 적을 퇴치하기 위해 또 다른 자유의 적을 도입하는 위험을 
초래하므로 전자가 근본적 대안이라는 생각이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론에는 
암묵적으로 담겨있다.268) 나아가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제약을 없애는 데도 

266) Isaiah Berlin(박동천 역),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2014, 346-348쪽.
267) Isaiah Berlin(박동천 역), 앞의 책, 343-368쪽 참조.
268) 김도균, 앞의 논문, 252-2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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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외부적, 적극적 제약이 수반되는데 이들이 상충하는 효과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총체적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외부적, 적극적 
제약을 가능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다. 불간섭으로의 
자유론은 대체로 국가나 공동체가 행사하는 외부적, 적극적 제약이 여타의 
제약보다 부정적 파급효과의 크기가 월등히 크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많은 
공동체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험적 자아가 보이는 
현시선호를 억압하는 행위를 정당화한 역사가 이러한 믿음을 지지한다.269)

  그러나 달리 생각해본다면, 외부적, 적극적 제약의 존재가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제약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항상 능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법치주의・권력분립과 같은 권력의 견제장치가 확립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점차로 통제나 예방에서 재분배나 유도와 같은 새로운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270)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외부적, 적극적 
제약을 제거한다면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제약은 증대될 테고, 결국 총체적 
관점에서 손실이 이득을 능가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나 오늘날 
국가는 물론이고 사인의 권력이 남용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고 후자의 위험이 전자에 비해 못지않을 수 있다.271)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모든 외부적, 적극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파괴적 경향이 있다고도 한다.272) 제한적 합리성만을 
발휘할 수 있는 인류가 무제약 상황에서 항상 총체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핵심은 외부적・적극적 제약이라는 제약조건의 형식이 아닌, 제약조건의 
실질에 달려있다. 과거의 외부적・적극적 제약조건은 공동체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개인적 가치의 우위에 놓인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일원론적 관점을 반영하였다. 달리 말해 자유는 선험적으로 정해진 정답을 

269) Isaiah Berlin(박동천 역), 앞의 책, 363-368쪽.
270)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 법과사회 제20

호, 2001, 15쪽 이하.
271) Joel Feinberg, Harm to Others, p. 213.
272) Erich Fromm(원창화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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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 획일화된 과정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합리성에 반하는 비이성적 
사고의 소산으로 파악되었다. ‘정답’에 대한 반대는 개인의 개성과 가치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273) 한 편에서는 특정 도덕관념이, 다른 한 편에서는 경제성장이 
여타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정답이라고 간주한 채, 이에 대한 모든 반론을 
배척하는 모습이 유사 이래로 꾸준하게 되풀이되었다. 양자는 일견 상이한 
견해인 듯하나 자유를 모종의 관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기는 
매한가지다. 이와 같은 일원론적 신화에서 벗어날 때만 행위자, 제약조건, 
목표라는 3항 모두를 고루 포착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다가설 수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논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통합적 자유개념을 지지한다.274) 이들은 인류가 
총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무조건적 소극적 자유나 자유방임 대신 어떤 
형태든 자유제한의 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담길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273) Isaiah Berlin(박동천 역), 앞의 책, 378-409쪽 참조.
274) 김도균, 앞의 논문, 249-252쪽; 안준홍,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과 한국헌법 

제10조”,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0, 96-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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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악이란 무엇인가?

 1. 해악의 원리

  이어지는 문제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되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자유제한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후보가 논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다.275) 그중에서도 권력의 남용과 자유의 
제약이라는 상충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자유제한의 원리로 
널리 받아들여진 대상이 바로 해악의 원리(The Harm Principle)이다.276) 
이와 같은 원리를 처음으로 정식화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따르면, 해악의 원리란 누군가의 행위가 제지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낳거나 낳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만 강제력을 동반하는 외부적 
통제가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 문구는 없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은 해악의 원리에 기초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277) 해악의 원리에 대한 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하나의 아주 단순한 원칙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원칙

은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법―그 수단이 법적 처벌의 형태로 가해지는 물

리적 힘이건, 아니면 공론의 도덕적 강제이건―으로 개인을 다루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억제할 자격이 있다. 이 원칙이란,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

으로 어느 한 사람의 자유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문명화된 공동체의 어느 한 구성

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275) 구체적 목록은 Joel Feinberg, 앞의 책, pp. 26-27 참조.
276) 해, 위해, 해악과 같은 다양한 번역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법철학계에서는 해악이라는 

표현이 선호된다. 최봉철, “밀의 자유제한의 원칙들”,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9, 
130-131쪽. 실정법적으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해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체로 위해가 우세한 편이고, 판례는 해악과 위해 양자를 혼용하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해악’이라는 표현을 주로 활용하고 규범적 의미가 배제된 사실의 
기술에 있어서는 나머지 표현을 혼용하도록 한다.

277) 이명웅,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헌법논총 제9집, 1998, 692-6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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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호를 위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문명화된 공동체의 어느 한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경

우는 타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278)

  밀은 해악의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든다. 첫째, 
타인의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개인과 집단의 
기대이익이 줄어든다.279) 개인에게 부여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차원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경로를 확장한 결과 집단극화가 빚어질 
확률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억압적 분위기는 구성원의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되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는 해당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짊어지게 된다. 설령 다수의 견해가 참이라고 해도, 소수의 견해가 그것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소수의견이 일정한 진리를 함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거짓인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토론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견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80)

  둘째, 타인의 자유로운 견해 표명에 대한 억압은 물론, 타인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을 억압하는 일을 묵인할 경우에도 개인과 집단의 기대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281)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무한히 많고, 어떤 
행동양식이 꾸준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력이 높을지는 선험적으로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는 높은 통제력을 통해 합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적응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양성을 획득하지 못한 공동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력이 낮은 편이다.282) 지능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는 
행동양식과 새로운 행동양식 사이를 오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동양식을 개발한 뒤 당차게 실행으로 

278)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자유론』, 펭귄클래식 코리아, 2009, 81쪽. 인용부에서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279)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앞의 책, 93-94쪽.
280)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앞의 책, 134-136쪽.
281)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앞의 책, 149-152, 171-174쪽.
282)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148-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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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길 수 있는 천재성을 강조한 밀의 입장도 이러한 견지에서 파악된다.283) 
이에 밀은 타인에 대한 해악은 배제하되 오직 자신과 관계된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 경우에 개인과 사회의 기대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284) 나아가 인간이 남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에 대한 특별히 중대하고 부당한 영향만을 
억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도 포착된다. 이처럼 밀은 해악의 원리의 내용과 
정당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해악 개념 
자체에 대한 분석을 상세하게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논자별로 
해악의 원리에 대한 제각기 다른 이해를 이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해악 개념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도록 한다.

 2. 해악 개념 분석

  가. 논의의 출발점

  정치철학자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는 밀 이후 해악 개념을 가장 
정교하게 분석한 학자로 널리 인정받는다. 그는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라는 책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자유제한 원리가 
무엇인지 논구하면서, 밀의 해악의 원리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원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자유를 중시하면서 단지 예외적 상황에서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밀의 입장을 따른 셈이다.285) 대체로 형사법 영역을 기준으로 

283)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앞의 책, 162-167쪽.
284)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앞의 책, 83-86쪽. 일각에서는 밀의 『자유론』이 권리, 

개성과 같은 비결과주의적 개념을 중시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결과주의적 입장과 상반된 
문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같은 책, 37-38쪽 참조. 그러나 밀이 권리나 개성의 존중이 
개인과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넘어, 설령 열등한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해악의 원리를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285) Joel Feinberg, 앞의 책, p. 9는 이것을 ‘자유의 우선성 추정(presumption in favor 
of liberty)’이라고 일컫는다. 다만 해악의 원리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제한의 원리로 바라본 밀과는 달리 파인버그는 여타 자유제한의 원리를 배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 A. Duff, “Harms and Wrongs”, 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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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진행되기는 했지만,286) 해악 개념에 대한 분석과 규율방식은 여타 
영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밀과는 달리 파인버그는 해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제시하였다.287) 
그에 따르면, 해악은 크게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하나는 
어떤 행위가 이익(interest)에 부정적 효과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wrong)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해악이 성립하게 된다.288) 이하에서 두 가지 해악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나. 해악 개념의 구성요소

   1)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유발

    가) 일반적 이익 개념

  이익이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립하는 개념이다. 
누군가 어떤 대상에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말은 인간 주체를 전제로 해당 
주체가 특정 대상의 성패와 자신의 복리(well-being)를 결부하여 얼마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복수의 대상에 이해관계를 
갖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익’이란 이해관계를 맺은 일체의 대상을 포괄한 
집합적 개념이 된다.289) 그리고 복리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듯, 이익이란 

Criminal Law Review Vol. 5, No. 1, 2001, p. 13.
286) 그렇기에 Gerald J. Postema, “Collective Evils, Harms, and the Law”, Ethics 

Vol. 97, No. 2, 1987, pp. 416-417은 형사법 영역에 집중한 파인버그의 논의가 특정 
적용영역을 제한하지 않은 밀의 논의에 비해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밖에 파인버그의 
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파인버그 논의 자체에 대한 상세한 논평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다루지 않도록 한다. 파인버그의 연구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김은희, “파인버그의 자유주의적 형법이론”,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5 참조.

287) 밀이 창안한 해악의 원리는 텅 빈 개념이었는데, 여기에 파인버그가 구체적 내용물을 
부여하였다고 평가한 논의로는, Robert Amdur, “Harm, Offense, and the Limits of 
Liberty”, Harvard Law Review Vol. 98, No. 8, 1985, p. 1947.

288) Joel Feinberg, 앞의 책, pp.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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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필요(needs), 심리적 욕구(want), 사회적 욕망(desire) 같은 유사한 
개념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장기적이고 객관적 성격을 갖는다. 필요, 욕구, 
욕망은 일시적이고 주관적 성격이 강력한 개념이기에, 복수의 필요, 욕구, 
욕망이 충돌하거나 당사자조차 자신의 선호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할 때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290) 대체로 필요, 욕구, 욕망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사소하여 조만간 회복되기에, 공동체는 다양한 필요, 욕구, 욕망 중에서도 
지속성과 보편성을 갖춘 것만을 규범적 차원의 이익으로 인정하게 된다.
  의식주와 같이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장기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상으로 요구되는 복지이익(welfare interest)이 대표적 사례다. 
복지이익은 그것의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누군가 반대되는 믿음을 가지는 
상황이라도 널리 이익으로 인정된다.291) 한편 직업에서의 성취처럼 인간이 
장기적 목표로 삼는 대상은 궁극이익(ulterior interest)으로 불린다. 필요, 
욕구, 욕망은 궁극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익으로 수용될 여지가 
높아진다. 복지이익이 보편성을 인정받는 이유도 모든 인간이 가진 구체적 
궁극이익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복지이익이 궁극이익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되기 때문이다.292)

  이때 염두에 둘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일상에서 이익으로 불린다고 하여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위계서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복지이익과 궁극이익의 관계를 보면, 법은 복지이익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궁극이익은 복지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보호한다. 
만일 궁극이익을 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유에서다.293) 이것은 궁극이익이 복지이익보다 위계가 높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289) Joel Feinberg, 앞의 책, p. 33.
290) Joel Feinberg, 앞의 책, p. 38. 
291) Joel Feinberg, 앞의 책, pp. 37-38, 42.
292) Joel Feinberg, 앞의 책, pp. 37, 55-56.
293) Joel Feinberg, 앞의 책, pp. 35, 6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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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수한 이익 개념: 공익

  상술한 논의가 주로 사적 이익인 사익(private interest)을 전제한 채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이와 대비되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공익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정치철학의 주된 난제이다. 
많은 논자들이 제각기의 공익관을 설파해왔지만 널리 합의된 견해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파인버그의 견해에 따르면 공익은 개인이 가지는 선호를 
합산(aggregation)하는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부터,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이익(common interest) 차원과 사회계약을 통해 창설된 
공동체 자체의 이익(community interest) 차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294) 
어떤 필요, 욕구, 욕망이 사익으로 인정되기 위해 규범적 차원의 정당화가 
요구되었던 것처럼, 공익 역시 상술한 세 가지 범주 사이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적 차원의 요건과는 별개로 규범적 차원의 정당화 과정이 
요구된다.295) 이에 따라 어떤 공동체 구성원이 내세운 필요, 욕구, 욕망이 
해당 공동체의 궁극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수록 공익에 포섭될 여지가 
높아지게 된다.
  먼저, 개인의 이익을 합산하는 관점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이 가지는 동종의 이익의 합집합이다. 가령, 상수도를 오염시킨 
사람은 인근 주민의 안전에 대한 모든 개별・구체적 이익을 원소로 가진 
합집합인 공익을 침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사익이 침해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 개념을 원용하게 된다.296) 둘째, 단지 구성원 
다수가 지지하거나 이익의 총합이 증가한 경우이다. 특정한 개인의 이익은 
감소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익의 총량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흔히 원용되는 파레토 기준 대신 칼도-힉스 기준에 

294) 이러한 세 가지 분류체계는 필자가 Joel Feinberg, 앞의 책, pp. 63-64, 221-225와, 
김도균, “법원리로서의 공익: 자유공화주의 공익 - 자유공화주의 공익관의 시각에서 -”,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172-179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95) 양천수, “공익과 사익의 혼융현상을 통해 본 공익 개념 - 공익 개념에 대한 법사회학
적 분석 -”, 공익과 인권 제5권 제1호, 2008, 18쪽 이하 참조.

296) Joel Feinberg, 앞의 책, pp.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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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부합한다.297)

  공통의 이익이라는 관점 역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첫째,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만장일치적 지지가 있는 상황으로, 어떤 구성원도 손해를 
떠안지 않고 이익의 총합이 증가하는 파레토 기준과 관련된다. 만장일치의 
찬성이 실제적 이익을 담보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공익은 추정적 
이익에 가깝다.298) 둘째, 공동체 구성원이 공통으로 보유하는 순 이익(net 
interest)을 가리킨다. 도덕철학자 배리(Barry)는 공동체 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보편적 이익이 실재한다고 말한다. 물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개별・구체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개인이 사회에서 
맡은 다양한 역할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한 ‘보편적 순 이익’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299) 예를 들어, 시장경쟁의 강화는 경쟁의 참여자를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도 있지만, 경쟁에 따른 각종 편익을 종합하면 이러한 
불이익이 상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구성원은 보편적 순 이익이라는 
형태로 공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상술한 만장일치적 합의는 파레토 기준의 
달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주지만, 보편적 순 이익은 파레토 기준의 달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반면 국가가 보편적 복지이익을 
일종의 사회권으로 보장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일정 정도 희생하여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행위까지 공익에 포함될지는 논란의 대상이다.300) 공익에 
대한 이해를 한없이 확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공익이 갖는 이익적 성격은 
희석되고 공공성만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끝으로, 공동체 자체의 이익을 이해하는 관점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내용상으로는 사적 이익과 동일하지만 이익의 귀속만 공적 주체에게 

297) 칼도-힉스 기준은 총이익의 증가만을 전제한 기준이라면, 파레토 기준은 여기에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거나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준구・조명환, 『재정학(제5판)』, 문우사, 2016, 71-76쪽 참조.

298) 공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만장일치적 합의와 파레토 기준의 달성을 강조하는 대표적 
선행연구로, James M. Buchanan・Gordon Tullock(황수연 역), 『국민 합의의 분석』,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162-171쪽 참조.

299) Brian Barry, Political Argument, Routledge & Kegan Paul, 1965, pp. 196-202 
참조.

300)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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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경우다. 예를 들어 국고의 낭비가 공익을 저해한다는 식이다.301) 
둘째, 사적 이익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세상에 실재하는 이익을 공익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타인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의 표현을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누구의 사적 이익도 침해되지 않았지만 어떤 이익도 
침해된 것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302) 이처럼 세상의 모든 상호작용을 
개인적 이익의 문법으로 담아내지 못하여 사적 이익 체계에서 누락되지만 
중요한 이익은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잔여이익을 담아낸 매개변수가 또한 
공익인 셈이다.
  전통적 논의는 공익이 사익으로 완전히 환원되거나 그렇지 않은 독자적 
이익인지의 이분법적 논쟁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전자에 따르면 
공익에 대한 해악(public harm)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로도 완전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후자에 따르면 사익을 전제하는 해악의 원리는 공익의 차원에 
적용되기 어려웠다. 일상에서 어떤 공동체 구성원에게 귀속하기 쉽지 않은 
이익의 존재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기에, 많은 논자가 후자의 입장에 서서 
해악의 원리가 공익의 측면에서 적절한 자유제한의 원리가 되기 어렵다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공공복리를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결합하여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303) 그러나 상술한 내용을 보면, 공익이 사익과 
전적으로 무관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많은 상황에서 공익은 사익의 
총체이거나 사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이 결부된 상황에서는 해악의 원리를 대체할 만한 자유제한의 원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에 섣불리 이르러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보다 심화된 
과학적 탐구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을 교량할 매개변수를 
정교화하는 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301) Joel Feinberg, 앞의 책, pp. 63-64.
302) 손제연, “법적 표현주의와 표현적 해악의 본성”,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9, 

100쪽 이하는 이러한 종류의 이익을 ‘표현적 이익(expressive interest)’으로 규정한다.
303) Joel Feinberg, 앞의 책, p. 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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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

  지금까지 이익 개념을 사익과 공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파인버그는 이에 대하여 8가지 종류의 양태를 언급하였다. 이익의 완전한 
소멸이나 후퇴, 중단은 물론, 절대적으로는 이익이 증대하더라도 가속도가 
감소하는 경우까지 부정적 효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304) 전망이론의 
준거점 의존성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되 단지 가속도만 
감소한 경우가 부정적 효과에 포함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 
시점에 직접적 효과가 발현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현될 위험만 증대된 경우도 같은 이유로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305) 요컨대,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낳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익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낳은 
경우, 둘째, 공익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낳은 경우, 셋째, 사익이나 
공익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위험(risk)을 증가시킨 경우가 그것이다.306)

  여기서 위험 개념은 경제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외부성은 어떤 행위의 사적 
효용・비용과 사회적 효용・비용이 격차를 빚어내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과소하거나 과다한 양의 산물을 산출하여 발생한 부산물을 말한다. 
개인이 사회적 효용・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적 효용・비용만 고려하여 
산출량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307) 외부성으로 인한 효과를 
사적 효용함수와 비용함수로 내부화(internalization)시키는 별도의 기제가 

304) 파인버그가 말한 양상은 위반(violate), 침해(invade), 손상(impair), 후퇴(set back), 
소멸(defeat), 중단(thwart), 정체(impede), 파멸(doom)이다. Joel Feinberg, 앞의 책, 
pp. 51-55.

305) 오늘날 이러한 위험 개념은 법학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깊숙이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위험책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법행위 이론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06) Joel Feinberg, 앞의 책, p. 11. 달리 표현하면 첫째와 둘째 유형은 행위가 해악으로 
발현될 확률이 1인 상황을, 셋째 유형은 0과 1 사이인 상황을 가리킨다.

307) 이준구・조명환, 앞의 책, 158-1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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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사익의 추구와 공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어진다. 이때 사회적으로 긍정적이되 사적 효용함수에 
포섭되지 않는 산물은 사회적 최적점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게 마련인 반면, 
이와 달리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되 사적 비용함수에 포섭되지 않는 산물은 
사회적 최적점보다 과다하게 생산되고는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일컫고 후자를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일컫는다. 개념정의상 
위험은 긍정적 외부성 대신 부정적 외부성과 결부된다.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자. 위험은 부정적 
효과의 크기(magnitude)와 개연성(probability)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의 
함수이고, 당연히도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개연성이라는 두 가지 독립변수 
모두 위험과 정비례하는 관계이다.308) 위험은 불확실한 상황의 일종이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이론에 포함된 결과와 확률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다.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강도(intensity), 
범위(extent), 지속성(duration)이라는 하위요소로 다시 한 번 세분화된다. 
단위 시공간에 미치는 위험의 세기가 크거나, 같은 세기이더라도 시공간의 
면적이 크다면 위험의 총량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세 가지 변수 모두 
이와 같은 이유로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다.309) 한편 
개연성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확률을 뜻한다. 확률값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위험이 아닌 불확실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개연성을 
판정하는 과정은 행위자나 행위의 상대방이 느끼는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표준인(standard person)과 표준이익(standard interest)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별로 선호체계가 각기 다르게 마련이므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모종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10) 결론적으로 표준인 관점에서 표준적으로 산정된 이익과 

308) Joel Feinberg, 앞의 책, p. 191.
309) Joel Feinberg, Offense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25-35 

참조.
310) Joel Feinberg, Harm to Others, p. 188. 이러한 사고방식은 법실무에도 나타난다. 

가령 대법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은 추상적 
과실로, 구체적 사안의 보통인인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주의의무에 기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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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악영향이 가해지면 해악의 사실적 구성요소인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유발’이 인정된다.

   2) 행위의 부당성

    가) 일반적 판정방식: 동의원칙과 우선규칙

  해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사실적 차원에서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한편 규범적 차원에서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파인버그는 
부당성 요건의 판별기준으로 도덕적 옹호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옹호할 수 없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도덕적 옹호가능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면책사유 주장(excuse)과 정당화(justification)로 구분된다. 전자는 여타의 
원인을 제시하면서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책임 자체는 
시인하면서 별도의 정당화 요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311) 실정법상 개념과 
연결한다면 전자는 책임 조각사유에, 후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응한다. 
이때 법적 옹호가능성이 아닌 도덕적 옹호가능성이 논의되는 이유는 법적 
규제의 판단기준인 해악의 원리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부당성 개념을 법적 
옹호가능성과 결부하면 동어반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312)

  도덕적 옹호가능성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시절부터 원용되어온 ‘피해자가 동의하면 어떤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격언(Volenti non fit injuria)이다.313) 다만 인간은 중독이나 폭력과 같이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동의는 현행 민법 규정처럼 동의주체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해당 쟁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 권영준,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 2015, 
93쪽 이하 참조.

311) Joel Feinberg, 앞의 책, p. 108.
312) Joel Feinberg, 앞의 책, pp. 110-111.
313) Joel Feinberg, 앞의 책,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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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사기, 강박을 비롯한 동의를 왜곡할만한 외부적 영향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다. 달리 말하면, 동의주체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한 경우라는 말이다. 그동안 동의원칙의 정당성은 자기지배의 
이상을 실현하고 덕성을 함양한다는 도덕적 논거에 대체로 기초해왔다.314) 
그러나 도덕적 논거와 무관한 설명도 가능하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동의원칙을 바탕으로 사익과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크다는 현실적 논거가 그것이다.315)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를 한 행위주체에게 법률효과와 책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속되는 이유도 상당 부분 이로부터 비롯된다.
  동의원칙은 부당성 요건과 해악 개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비교적 명료한 편이다. 그렇다면 행위주체의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파인버그는 법체계 
전반의 총체적 해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우선규칙(priority 
rule)’을 도입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16) 여기에는 
이익들 사이에 나름대로의 위계서열이 존재하므로 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침해자와 
피침해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이익 내지는 필요, 욕구, 욕망의 
충족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특수한 판정방식: 이익형량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필요, 욕구, 욕망 같은 저차원의 개념보다 
복지이익이나 궁극이익처럼 고차원의 개념을 우월하게 판정해야만 한다는 
생각만큼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지만,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이익의 상충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익의 종류는 다종다양하고, 단일 주체나 복수의 

314) 동의원칙의 도덕적 논거에 대하여는 김휘원, “동의의 본질과 구조 - 자기결정의 자유 
-”, 법철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7, 66-73쪽 참조.

315)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앞의 책, 82-83쪽 참조.
316) Joel Feinberg, 앞의 책, p. 35.



- 115 -

주체 입장에서 다양한 이익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모종의 구조인 
이익망(interest network)이 구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317)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행위가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이익망의 복수 이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고 불리는, 복수 
주체의 이익을 연결한 사회적 차원의 이익망에 이와 같은 문제를 확장한 
사례가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낳는다. 이익의 충돌 상황의 부당성 요건을 
판정하는 일은 동의원칙과 우선규칙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18)

  엄밀히 말해 이익의 충돌은 두 가지 조건이 달성될 때 발생한다. 첫째로 
복수의 주체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야만 한다. 누군가의 행위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이익의 충돌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행위가 스스로의 이익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후견주의의 
소관이지, 타인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과 결부된 해악의 원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319) 둘째로 누군가의 이익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상충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모두의 
이익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지배관계(dominance)나 누구의 이익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서 한 명 이상의 이익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낳은 파레토 효율적 상황은 이익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규범적 평가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320)

  다만 이익의 충돌 상황에서도 상충하는 이익의 우열관계가 명확할 경우 
우선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가 존재하면 이익의 우열관계를 올바로 판정할 
개연성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의가 없으면서 비등한 

317) Joel Feinberg, 앞의 책, pp. 55-61.
318) Joel Feinberg, 앞의 책, pp. 113-114.
319) 후견주의(paternalism)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외부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제한의 원리를 말한다. 오세혁, “해악원리, 법적 도덕주의, 그리고 후견주의 - 
후견주의의 이중적 양면성 -”,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2009, 343-344쪽. 엄밀히 말해 
타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대한 해악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후견주의로까지 확장하지는 않도록 한다.

320) Joel Feinberg, 앞의 책, pp. 39-40. 지배관계나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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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체로 저울의 무게 
비교와 비유되는 형량(balancing)이 행해지고는 하였다.321) 파인버그 역시 
해악의 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대안으로 형량에 기초한 
조정격률(mediating maxim)을 제시하였다.
  조정격률이란 누군가가 부당한 행위를 통해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너무 당연하고 포괄적이라서 현실 적용능력이 부족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해악의 원리를 보완하는 보충적 원칙을 말한다. 가령, 
경범죄로도 처벌되지 않는 사소한 해악 또는 천문학적으로 작은 개연성을 
가진 위험을 창출한 경우 해악의 원리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주관적으로 해악을 
입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소한 문제까지 모조리 ‘해악’이라고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금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322) 이처럼 비교도 필요 없는 
절대적으로 사소한 사안뿐만 아니라, 상충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에 터 잡아 
상대적으로 어느 한 편의 이익이 상대편의 이익을 크게 앞설 때도 해악의 
원리가 잠시 물러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해당사자 쌍방은 관련 이익을 저울에 올리고 비교형량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의 크기나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사익뿐 
아니라 관련된 공익을 저울에 함께 올릴 수도 있다. 한편 행위자가 부정적 
효과를 절감하는 규범조화적 대안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에 나선 경우에는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323)

    다) 소결론

  상술한 논의를 통해 파인버그가 이익의 충돌 상황에서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익의 충돌 상황을 포착하고 

321)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2007, 31쪽.

322) Joel Feinberg, 앞의 책, pp. 187-193.
323) 이상의 내용은 Joel Feinberg, Offense to Others, pp. 37-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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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획정한다. 이때 해악의 존재를 주장하는 주체가 
사전에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설령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옹호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가 이익으로 주장한 사항 중에서 규범적으로 
이익이라고 볼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단순 필요, 욕구, 욕망을 구분한다. 
이때 피침해자에 비해 침해자의 이익이 우월한, 상충한 이익의 우열관계가 
명확한 상황에는 동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설령 이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우선규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옹호된다. 끝으로, 쌍방 
이해당사자가 내세우는 이익의 위계가 비등한 경우, 선별된 일련의 이익을 
양편 저울에 올려두고 합산된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게 된다. 이때, 해악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의 크기 또는 개연성이 
과소하다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악한 의도나 부정적 이익을 절감할 수 
있는 규범조화적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324)

324) 형량의 세부적 방식과 구체적 예시는, 김도균, 앞의 논문, 6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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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

 1. 인과적 해악

  가. 자유와 해악의 역학관계

  지능적 존재가 자유와 해악의 역학관계를 조율하는 방법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행위의 자유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오로지 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기관련적(self-regarding) 행위와 행위자 이외에게도 
귀속되는 타인관련적(other-regarding) 행위로 양분한 다음,325) 전자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나 세상에는 순수한 자기관련적 
행위가 오히려 드물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외부적 개체와 완전하게 단절된 
시공간에 있지 않다면 인간은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을 해나가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공동체의 이익망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326) 결국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한다.
  다른 하나는 사실상 모든 행위가 타인관련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채로,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위자와 공동체의 이익이 타인에게 낳은 부정적 
효과의 크기보다 과도한 상황만을 거르는 방식이다. 해악이 문제인 이유는 
어떤 행위가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자유가 초래한 이익이 그것이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분을 상쇄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기관련적 행위만을 허용하기보다 일부 
극단적 행위군을 제외한 타인관련적 행위를 허용하는 공동체가 보다 높은 
적응도를 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밀이 제시하고 파인버그가 구체화한 
해악의 원리는 인류가 허용하거나 하지 않는 타인관련적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25) 이러한 구분은 John Stuart Mill(권기돈 역), 앞의 책, 84-86쪽 참조.
326) Isaiah Berlin(박동천 역), 앞의 책, 347-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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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관련적 행위의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영향력의 정도가 분명하게 
식별되는 상황에서는 동의원칙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동의원칙을 요구한다면 행위의 자유는 
형해화되기 쉽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찾아내고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악의 원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만장일치적 동의가 없더라도 해악으로 보기 힘든 행위가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뷰캐넌(Buchanan)과 털럭(Tullock)은 인류가 합리적이라면 
모든 타인관련적 행위에 대한 만장일치적 동의에만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대안에 이르게 되리라고 보았다.327) 파인버그의 우선규칙이나 형량과 같은 
조정격률이 구성원의 만장일치적 동의와 무관하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 인과적 해악의 정립

  상술한 해악이론에는 두 가지 전제가 담겨있다. 첫째로 해악을 유발하는 
매개변수는 오로지 인간의 ‘행위(act)’로 국한된다는 것이다. 실체이원론이 
인정되기 힘든 오늘날, 해악이라는 물리적 속성을 유발하는 원인은 모종의 
물리적 실체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물리적 실체의 기원으로 지목된 
개념이 인간의 행위였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계의 존재가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작동(action)’하는 것과 다르게 인간만은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28) 자연이나 우주를 비롯한 인간이 

327) 사회계약이라는 헌법적 차원의 추상적 의사결정에서는 만장일치적 동의가 요구되지만 
입법적 차원의 구체적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에 미달하는 동의만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해악을 절감하는 비용보다 과다한 상황이라면 
동의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서이다. James M. Buchanan・Gordon 
Tullock(황수연 역), 앞의 책, 150-172쪽 참조.

328)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환경변수의 결정론적 특성을 결합한 벨첼(Welzel)의 ‘목적적 
행위론’에 의거한 견해이다. 신동운, 『형법총론(제11판)』, 법문사, 2019, 96-98쪽 참조. 
이하의 논의는 행위론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한 형사법 분야를 기준으로 삼지만 
여기서 분석한 사항이 민사법이나 행정법 분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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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존재의 작동이 악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낳은 악결과는 불운한 사고로만 취급되었다.
  둘째로 동일한 종에 속하는 인류는 행위로부터 해악이 유발되는 일련의 
인과적 경로에 대한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사법상의 
조건설 인과관계론에 따르면, 어떤 해악에는 그것과 결부된 인간의 행위를 
무수하게 많이 짚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어떤 범죄자를 낳은 부모의 
임신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범죄행위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329) 인류는 어떤 자연적 원인을 
규범적으로도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유사한 직관을 
공유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 가지 
실마리는 인류가 생체라는 하드웨어는 물론, 진화와 학습의 과정을 토대로 
생활양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지나치게 추상적 
표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여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330)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해악의 원리는 인류가 높은 확률로 해악으로 이어지리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행위군의 목록을 법제화하는 작업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면 해악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는데, 해악의 원리를 통과하지 못한 ‘위법행위’와 해악의 
원리를 통과한 ‘적법행위’가 그것이다. 동의원칙만으로는 완벽히 선별하지 
못한 해악의 목록을 우선규칙과 조정격률을 통해 보완한 결과이다. 덕분에 
전자는 해악의 영역에, 나머지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분법적 도식이 
성립한다. 구성요건이라는 위법행위의 목록이 해악을 추정해주는 수단으로 
기능할수록 해악의 원리는 인간의 행위가 자유와 해악의 경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처럼 작동한다.331) 자유의 영역을 일탈한 

329) 신동운, 앞의 책, 170-172쪽 참조.
330) 신동운, 앞의 책, 177-181쪽 참조. 대법원에 따르면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 행위의 모습과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참조.

331) 구성요건이 전형적 위법행위군 범주를 선별하는 기능과 여기에 속한 행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 신동운, 앞의 책, 106-107쪽 참조.



- 121 -

행위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악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기에,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호체계에 
내부화되는 셈이다. 이것은 또한 법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는 동시에 
동전의 양면에 위치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하나의 묶음처럼 취급332)하려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상술한 논의로부터 해악의 원리가 개별 행위보다는 특정 행위군을 
규율하기 위한 추상적 자유제한의 원리로 발돋움한 사실을 알 수 있다.333) 
자기관련적 행위만을 허용하거나 타인관련적 행위를 허용하되 만장일치적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그저 우선규칙과 조정격률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군에 해당하는지만을 선별하는 이유에서다. 필자는 인류가 행위로부터 
해악에 다다르는 경로를 대체로 공유하는 전형적 행위군에 포함된 행위를 
하여 발생한 악결과를 ‘인과적 해악(causal harm)’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악의 원리를 토대로 설계된 법제도가 통상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규율대상이 바로 인과적 해악이기에, 인과적 해악은 대체로 현행법에 의해 
모종의 의무가 부과된 구성요건의 외연과 일치하게 마련이다.
  다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과적 해악의 구체적 내용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리라고 여겨지는 
초기 인류에게는 인과적 해악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도 오랜 
기간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전형적 위해의 수준에 국한되었을 것 같다. 
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된 이후부터 이러한 추세는 변곡점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해킹이나 자동차 사고와 같은 최첨단의 사건조차 맥락에 따라서는 
인과적 해악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반대로 일부의 해악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과적 해악의 범주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지만 말이다.334)

33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333)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을 개별적 행위로부터 규칙으로 

옮겨 행위공리주의가 규칙공리주의로 발돋움한 사실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Louis P. 
Pojman・James Fieser(류지한・조현아・김상돈 역), 앞의 책, 196-201쪽 참조.

334)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일반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을 주요 법익으로 삼고 
있고, 제정 이후 내용상 변동된 부분도 극도로 드문 편이다. 반면 형사특별법에 마련된 
죄책의 범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폭이 훨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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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적 해악은 역사적으로 규범적 논의에서 의무론(deontology)이 주류 
입장으로 통용된 이유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오랜 
기간 경험적으로 공유되는 과정에서 일정 목록의 행위군이 마치 ‘자연법적 
의무’처럼 인류의 인지체계에 장기적 기억으로 아로새겨진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법상의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로 확립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무, 계약의 결과인 소유권을 준수할 의무, 사회계약에 
따른 생명・신체・재산과 같은 각종 ‘자연권’을 준수할 의무를 절대적으로 
중시해온 현상은 모두 인과적 해악의 관점에서 오롯이 파악된다.

 2. 창발적 해악

  가. 논의의 출발점

  상술한 논의는 일견 해악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란거리가 인과적 
해악으로 규정된 행위군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교정하는 문제로 회귀한다는 
환상을 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335) 먼저 
인과적 해악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법제도가 
규율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중요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악결과를 유발한 사례가 점차 축적되어 새로운 
유형의 인과적 해악을 개념화하면 해결될 문제이기에 법의 근본적 한계와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법제도가 잠시나마 해악의 내부화에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내 교정될 수 있는 일시적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인과적 해악이 세상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방식에 기인하는 
문제다. 이는 인과적 해악으로 법에 규정된 위법행위가 악결과를 유발하는 

335) 김용담 외, 『주석 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81-183쪽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위법성’은 실정법상에 마련된 일체의 조항을 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까지 포함한다는 ‘실질적 위법성론’이 지배적 견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특정한 시점의 법제도가 세상의 모든 해악을 담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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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행위를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이원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자는 전적으로 허용하고 후자는 
전적으로 금지해야만 마땅하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개념징표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행위가 모종의 경로를 거쳐 악결과를 낳는 일이 
가능하면 자유와 해악에 대한 이분법적 규율방식은 적용 상황마다 일정한 
오차를 축적하게 되는 꼴이다. 그러한 행위는 규범적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적법행위’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술한 법적 인과관계 개념은 전적으로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이분법적(all-or-nothing) 방식으로 적용될 뿐 정도(degree)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336) 인간의 행위는 일정한 정도만큼만 악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일정 정도 과실상계를 가하거나 아예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안 사이의 양자택일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세상 모든 문제에 전자의 방안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일정 정도의 오차율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개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양태의 행위라도 할 자유를 갖지만 이로 인한 악결과의 청산은 
불연속적인 탓이다. 부정적 외부성 혹은 위험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탄생한 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법이 규정하는 위법행위와 인간의 부분적 위법행위 사이의 간극이 
반드시 규범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행위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라도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규범적 판단이 인과적 해악의 
정립에 활용된 우선규칙 혹은 조정격률, 특히 이익의 비교형량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격률에 반영되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명의 발전이 
더딘 시절에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행위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보통 명백한 개념징표로 치환되게 마련이었다. 설령 
인과적 해악의 개념징표에서 일부 혹은 전부가 누락된 부분적 위법행위가 
행해지더라도 보통 일회성의 오류에 그칠 뿐이어서 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336)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비율적 인과관계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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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된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점차 복수의 부분적 위법행위가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해악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되었다. 단순히 법제도의 
오차항으로 여기면서 무의미한 요소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현상과 연관된 해악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동종의 복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결과로 발생한 위해인 ‘중첩적 
해악(aggregative harm)’이다. 여러 명이 과도하게 음주나 마약을 하면서 
파괴적 행위로 발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별 행위는 무해하거나 유익한 
경우도 있지만 행위를 중첩한 악결과가 모종의 역치를 넘어선다면 해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337) 둘째, 동종의 복수 행위가 차례로 이루어진 결과 
발생하는 위해인 ‘누적적 해악(accumulative harm)’이다. 대표적 사례로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개별 행위의 유해성은 미미한 편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누적되어 모종의 역치를 넘어선다면 해악으로 포섭된다.338) 누적적 
해악은 중첩적 해악처럼 여러 행위를 전제하기는 하지만, 행위자가 반드시 
여러 명이라고 전제하지는 않는다. 단일한 행위자가 여러 행위를 누적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누적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정태적 특징을 가지는 
중첩적 해악과 달리 동태적이라는 차이도 있다.
  중첩적 해악과 누적적 해악은 단일한 행위가 해악으로 비화하는 인과적 
해악의 전통적 모습과는 다르지만, 인과적 해악으로 규율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나의 행위가 해악에 기여하는 비율이 1이 아니라는 
차이만이 있을 뿐 행위의 집합을 하나의 단위로 놓고 보면 사실상 인과적 
해악과 외형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해악을 규율하는 
과정에서는 위험이 중첩되거나 누적된 악결과가 넘지 말아야 하는 역치를 
산정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이때 모든 개별적 행위는 역치를 
넘지 않기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모든 악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책임을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핵심은 특정한 위험이 중첩되거나 누적되는 
양상을 정확히 포착한 이후 행위주체가 해당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337) Joel Feinberg, Harm to Others, pp. 193-194.
338) Joel Feinberg, 앞의 책, pp. 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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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작업인 이유에서다.339) 어떤 행위가 유발하는 
위험이 상한선을 초과하는지를 개념징표로 삼고 이를 통해 인과적 해악의 
존부를 판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한 
형량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완전할 수 있다.

  나. 창발적 해악의 정립

   1) 비용-편익 분석의 두 가지 오류

  오늘날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가 위험사회로의 이행과정을 촉진하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위험원이 등장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원은 자체로 문제는 아니지만 해악을 야기할 잠재적 존재이기 때문에 
면밀한 고찰을 요하는 대상이다. 이처럼 위험이 해악으로 발현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법제도가 동원해온 개념으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위험평가는 문제된 
위험의 중대성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관련 과학지식을 토대로 산출하는 
과정이라면, 위험관리는 이렇게 도출해낸 위험원의 기대비용과 기대효용을 
형량하여 허용과 불허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후자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이라고도 불린다.340) 비용-편익 분석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핵심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과정의 전반을 비용-편익 분석과 동일시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만일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일종의 형량이 완벽하다고 하면, 세상 모든 
중대한 위험원을 인과적 해악으로 내부화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위법행위와 적법행위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유지하면서도 오차율이 사라진 
법제도가 실현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서는 

339) 이상의 내용은 Joel Feinberg, 앞의 책, pp. 227-232 참조.
340)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조홍식, “리스크 법 - 리스크관리체계로

서의 환경법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 2002, 88-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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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나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편익 분석이 반영하지 못한 
정보가 초래하는 외재적 오류이다. 전자는 양적 이익형량에서의 오류이고, 
후자는 질적 이익형량에서의 오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341)

  양적 오류가 비롯되는 이유는 대체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데서 
기인한다. 인류가 세상의 모든 위험원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확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일부의 잡음을 
포함하는데, 아무리 제거한들 어느 정도의 잡음은 인류에게 상수항일 수도 
있다. 설령 잡음이 전혀 없는 모집단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여도,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소모된다면 잡음이 개입된 표본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편이 바람직하여 어느 정도의 오류를 감수하게 된다. 
물론 시간이 흘러 모든 정보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는 해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보의 축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원을 추가하는 양면적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류가 세상의 정보를 완벽히 파악하는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질적 오류가 비롯되는 이유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활용되는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개념화되기 힘든 질적 정보가 분석 과정에서 누락되는 현상에 
기인한다. 물론 통계학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많은 질적 변수가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정량화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양적 정보와 달리, 질적 정보에 대해서는 양적 
변수와 대비하여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지가 일의적이지 않은 일이 
다반사이다. 나아가 아무리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고 해도 변수의 개수는 
유한할 뿐이고 현상학에서 지적하듯 표상과 실재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으므로 질적 오류가 0이 되는 순간 역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비용-편익 분석은 
한계가 있지만 두 가지 오류를 모종의 기준 이내로 절감하는 일은 충분히 

341) 양적 이익형량과 질적 이익형량을 대비한 논의로, 김도균, “존 롤스 정의론의 법학적 
함의: 기본권 형량의 측면에서”,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 법문사, 2011, 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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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일정한 정도 이내의 ‘오차항(error term)’이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나머지 변수가 유발한 오차를 담아내고 분석의 정밀도를 
강화하여 최소화한 오차항에 기한 보정을 가한다면, 이렇게 도출된 인과적 
해악은 세상의 위험을 거의 완벽하게 내부화한 산물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일견 생각해볼 만한 대안이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2) 환원과 창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법제도가 전제하는 인과관계론은 다분히 
선형적(linear)이다. 자유의지를 가지는 인간의 단일 행위나 행위의 집합이 
해악을 초래하지,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일방향적 
사고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구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른 전부 혹은 전무의 
방식을 통해 원인으로 작용한 행위를 추린 뒤 개별 행위가 악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일종의 가중치처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이나 형량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선형적 세계관의 핵심과 맞닿는 대목이다. 선형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대표적 개념이 바로 복잡한 개념을 단순한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파악하는 환원(reduction)이다. 환원론에 따르면, 세상은 기계가 
부품의 조합이듯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는 명제에 의해 지배된다.342)

  반면 인류가 살아가는 현실의 다양한 단면은 비선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가 재차 원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갖가지 종류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선형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개념이 바로 창발(emergence)이다. 창발이란 
여러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시적 구성요소 차원에는 보이지 않던 
속성이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창발은 환원과 
마찬가지로 거시적 차원에서 나타난 속성은 미시적 실체에 물리적 기원을 
둔다고 바라보는 물리주의적 입장을 따른다. 그러나 창발은 환원과는 달리 

342) 이상의 내용은 김종욱, “복잡계로서 생태계와 법계”, 철학사상 제41호, 2011, 12-15
쪽 참조.



- 128 -

부분의 총합이 전체와 항상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343) 언뜻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창발의 비밀은 거시계가 
미시적 구성요소의 병렬적이고 동역학적인 연결망(network)의 일종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독립적 개체가 일회성의 작용을 주고받는 데서 그치는 
대신 고차적 상호작용을 연쇄적으로 동반하여 선형적 세계관이 보지 못한 
추가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이다.344)

  상술한 것처럼, 인과적 해악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는 복수의 구성요소가 
중첩되거나 누적되는 과정을 단조적(monotonic)으로 보는 선형적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인류가 오랫동안 직렬적이고 정역학적 중첩과 
누적만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이는 많은 현상은 비선형적 세계관에 의해 설명되고는 
한다.345) 따라서 개별 위험원으로 유발되는 효과는 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복수 위험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는 부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이를 
통해 도출된 인과적 해악은 부분적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흠결에 
처하게 된다.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양적・질적 오류를 넘어선 
오류가 오차항에 반영되지 못해 일종의 인지편향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위험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위험을 억제하는 방향의 비선형적 
도약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위험을 가중하는 방향의 비선형적 
도약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파인버그가 위험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개연성의 ‘곱’이 아니라 ‘함수’라고 제시한 
데는 선형결합을 넘어선 비선형적 효과를 담고자 하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담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비선형적 상호작용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343) Philip Clayton, “Conceptual Foundations of Emergence Theory”, in Philip 
Clayton・Paul Davies (eds.), The Re-Emergence of Emerg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2-4. 일각에서는 창발을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신비주의적 현상처럼 여기지만, 본고가 상정하는 창발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형이상학적 
관점과는 무관한 물리주의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344) 윤영수・채승병, 앞의 책, 55-61쪽; 김종욱, 앞의 논문, 15-17, 22-23쪽 참조.
345) 자연계뿐 아니라 인간사회에서도 비선형적 효과가 포착된다고 한다. 윤영수・채승병, 

앞의 책, 45-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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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드백(feedback)이다. 피드백이란 어떤 효과를 낳은 원인으로 해당 
효과로부터 파생된 고차적 효과가 되돌아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때 최초 
효과와 고차적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영향력을 증폭하는 현상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 양자의 효과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여 영향력을 
축소하는 현상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전자는 변화와, 후자는 안정과 연관된다.346) 이를 해악 맥락에 
옮겨보면, 복수 행위의 상호작용이 위험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음성 피드백 대신 위험을 가속화하는 양성 피드백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창발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창발은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는 개념과도 커다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적 교란(perturbation)이 발생할 때,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 수렴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특정 균형점의 
안정성을 평가하고는 한다. 안정된 균형점에 위치한 대상은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불안정한 균형점에 위치한 대상은 일정한 정도의 교란만 주어진다면 
곧바로 여타의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점을 흔히 
임계점(criticality)이라고 일컫는다.347) 임계점 하에서 우연히 어떤 선택이 
이루어져 모종의 교란이 발생하고 이것이 재차 새로운 의사결정의 전거가 
되어 지속적으로 같은 선택이 고착화되면 경로의존성이 있다고 말한다.348) 
임계점에서 이루어진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처음 의도한 수천, 수만 배 
이상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데이빗(David)에 따르면, 쿼티(QWERTY)라는 배열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자판기 형태는 경로의존성이 발현된 대표적 사례다. 타자기가 처음 제작된 
19세기 중・후반 무렵에는 자판을 너무 빨리 누르면 타자기가 상하좌우로 

346) 이상의 내용은 Joanna Macy(이중표 역),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불광출판사, 
2020, 157-160쪽 참조.

347) 윤영수・채승병, 앞의 책, 156-157쪽.
348) W. Brian Arthur,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The Economic Journal Vol. 99, No. 394, 1989, 
pp. 124-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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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면서 엉키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대해 자판의 배열을 일부 
변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우연히 등장한 쿼티 형태의 자판이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표준으로 인식되고 규모의 경제를 낳게 되었다. 나중에는 
처음 쿼티를 등장케 한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어 드보락(Dvorak)이라는 더 
뛰어난 형태의 자판이 등장하지만, 이미 형성된 경로의존성에 따라 아직도 
쿼티가 표준적 자판으로 쓰이는 형국이다.349) ‘자판기의 구매’라는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지만,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원이 부정적 
외부성을 경로의존적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개체로 이루어진 복잡계(complex system)는 
임계점으로 다가가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350) 위험의 상호작용이 거듭된 
양성 피드백을 낳아 창발하는 문제를 기우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과적 해악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고차적 효과를 낳는 다수의 
현상을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선형함수에 근사하여 파악하는 관계로 각종 
오차율을 유발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형량 과정에서 이익의 중첩・누적과 
같은 일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함수의 형태로는 대체로 단순 가중합이 
활용되어왔다.351) 그러나 이익 사이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함수가 반드시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이라는, 개별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확률을 
곱한 값을 총합한 형태를 취해야만 할지는 의문이다. 복수의 이익이 중첩, 
누적뿐 아니라 여타 형태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하면 해악으로 비화하는 
경로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의 상호작용 역시 
선형함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352) 따라서 인과적 해악이 

349) Paul A. David, “Clio and Economics of QWER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5, No. 2, 1985, pp. 332-336. 

350) 윤영수・채승병, 앞의 책, 159쪽.
351) 기대효용 이론에서처럼 개별 이익마다 가중치를 곱한 값을 총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97쪽 이하의 ‘이익형량 공식’ 참조.
352) 전통적으로 (해악의) 위험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risk, danger)로 활용되어왔다. 

전자와 후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건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조합이라는 형태를 
공유하는데, 다만 후자는 특정한 역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전통적 논의에서는 
이익형량과 마찬가지로 위험의 중대성과 개연성을 대표하는 함수를 선형함수로 여겼다. 
조홍식, 앞의 논문, 36-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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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미치지 못한 복수의 부분적 위법행위가 모종의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면 선형함수에 기한 예측분을 훨씬 넘어선 악결과를 
유발하여 사실상 인과적 해악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353)

  그래서인지 파인버그는 해악을 위법행위로부터 직접 유발된 경우(act of 
harming)와, 여타 행위로부터 파생된 경우(harmful act)로 세분화하였다. 
전자든 후자든 입법에 기초하여 규율하여야 마땅한 궁극적 대상인 해악을 
입은 상태(state of harm)를 유발하기에, 후자에 대한 규율이 배제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354) 파인버그의 취지를 고려하면 전자는 해악의 원리를 
위배한 단일한 행위뿐 아니라, 선형결합의 형태로 발현하는 중첩적 해악과 
누적적 해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행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인류가 공유하는 인과적 경로를 따르지 않는 비정형적 행위로부터 
파생된 악결과를 뜻하고, 그중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대표적 경로가 
바로 창발인 셈이다.

   3) 추가적 고려사항

  그러면 일견 인과적 해악이라는 일종의 거름망이 환원과 창발의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 탓에 불거진 오차율이 축적되면서 나타난 악결과의 총체를 
창발적 해악으로 규정하면 될 듯하나 이러한 생각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인간의 행위가 오로지 악결과만을 산출하는 대신, 편익이라는 긍정적 
결과까지도 산출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저울추에 대한 
비유에서 알 수 있듯, 형량이라는 과정은 어떤 저울의 무게를 잰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반대편의 무게와도 비교해야 하는 상대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악결과와 편익을 동시에 산출하였다면 양자를 상쇄한 

353) 고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와 같은 인과적 해악의 전형적 개념징표를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부터 인과적 해악과 유사한 결과가 창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창발이 고의와 
예견가능성 개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Ryan Calo, “Robotics and the Lessons of 
Cyberlaw”, California Law Review Vol. 103, No. 3, 2015, pp. 554-555 참조.

354) Joel Feinberg, 앞의 책,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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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만이 최종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른 문제로 인과적 해악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적 위법행위의 영향력이 
실제로 미미하기에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지적된다. 아무리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오차율이라면 
법적 규율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당사자가 떠안도록 하는 편이 여러모로 
바람직한 이유에서다. 흔히 이를 ‘허용된 위험’이라고 한다.355) 파인버그의 
조정격률에서 극히 사소한 크기나 개연성을 가진 위험을 형량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달만(Dahlman)은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대응방식 차원에서 감수와 절감, 기대방식 차원에서 
기대가 바르거나 바르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고, 당사자가 올바른 기대에서 
결과를 감수하기로 하였다면 부정적 외부성이 창출되지 않았다고 본다.356) 
결국 인과적 해악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적 위법행위의 상호작용에 따른 
오차율에서 편익을 제외한 나머지가 허용된 위험을 넘어 빚어낸 악결과가 
‘창발적 해악(emergent harm)’의 최종적 형태가 되는 셈이다.357)

   4) 소결론

  창발적 해악이 문제시되는 근본적 이유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인 ‘해악을 
입은 상태’를 유발하는 매개체로 종래 논의되어온 위법행위에 더해 부분적 

355) 신동운, 앞의 책, 250쪽 참조. 일견 생명체의 항상성처럼, 사회라는 시스템 역시 일정 
정도의 위험은 자체적으로 소화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듯하다.

356) Carl J. Dahlman, “The Problem of Externality”,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2, No. 1, 1979, p. 149.

357) 유기훈・김도균・김옥주,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2020, 122-125쪽은 행위가 초래한 위험과 
이로부터 발현된 해악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를 통칭한 개념으로 ‘원거리 해악(remote 
harm)’을 제시하였다. 반면 필자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창발적 해악은 단순히 위험에서 
해악으로의 발현에 시공간적 간격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 위험의 미시적 부분합에 비해 
거시적 해악의 크기를 구조적으로 크게 하는 ‘창발’이라는 속성을 동반하는 개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창발이라는 속성을 제외하고 나면 원거리 해악은 결국 인과적 해악으로 
포섭될 수 있기에 논의의 핵심은 위험과 해악 사이의 거리가 아닌, 창발 현상의 존부에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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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가 추가된다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부분적 위법행위로 유발된 
복수의 위험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오직 선형적이기만 하면 그저 인과적 
해악을 세분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함수를 반드시 선형함수가 대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선형적 현실을 선형함수로 근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오차율이 축적되게 마련이다. 다만 행위에서 유발된 위험은 일차로 
인과적 해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부화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이 해악으로 
발현되지는 않는다. 또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행위는 양면적 결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를 상쇄한 결과를 기준으로 규범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일정한 수준의 위험은 자체로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허용된 위험에 해당하므로 이를 내부화하지 않았을 때의 악결과가 모종의 
역치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만이 창발적 해악에 해당한다.

  다. 사전배려의 원칙

   1) 비용-편익 분석과 자연권

  여전히 남아있는 물음은 환원과 창발의 구별이 양적 차이로 국한되는지 
질적 차이도 동반하는지이다. 단순히 어떤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그리는 
양상이 선형인지 비선형인지가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가져온 원천이라면, 
창발이란 존재론적 차원의 환원을 인류의 무지로 파악하지 못한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에 불과해지는 이유에서다. 반면 환원과 창발이 동일한 척도를 
공유하지 않는 개념이라면, 창발적 해악은 인과적 해악과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가 된다. 만일 후자의 관점에서 경험적 지표로 환원할 수 없는 독립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창발적 해악이라고 보면, 아무리 비용-편익 분석과 
인과적 해악의 목록을 개선하더라도 인류는 해당 이익과 관련하여 영원히 
창발적 해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358) 이러한 견해는 주로 

358) 예컨대 손제연, 앞의 논문, 109-111쪽은 규범적 의미체계가 확립된 지점에는 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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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연권이라는 선험적 논거와 결부되어 제기되게 마련이다.
  해악 맥락에서 환원과 창발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가 부각된 사례로는 
비용-편익 분석의 주체인 전문가와 해당 위험을 직접 마주한 대중이 가진 
위험선호의 차이가 언급된다. 전문가는 시스템 2를 중시하는 반면, 대중은 
시스템 1을 중시하여 양자가 상충한다는 것이다.359) 시스템 1에 기초하여 
위험회피의 성향이 강한 대중의 직관적 사고는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험을 너무 높게 평가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일 뿐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파악한 극단적 사건이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작용하여 위험원에 대한 
과장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위험을 인식하는 
대중의 직관이 사회적 의미가 담긴 지혜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중에게 위험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함의를 가진다면 단일한 
차원의 지표에 압축한 위험이라는 개념은 온갖 정보를 누락한 산물이라는 
논리에 기인한다.360)

  나아가 같은 논리가 위험을 넘어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은 인간은 언제나 나름의 주관적 확률을 도출한다고 
보지만, 위험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집합에 관한 대략적 확률분포를 넘어선 
특정 수치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엘스버그(Ellsberg)는 이처럼 
확률분포함수 값의 대략적 범위만을 아는 상황을 ‘모호성(ambiguity)’으로 
일컬어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위험이나 무정보의 불확실성과 구분하면서, 
인간이 위험뿐 아니라 모호성과 불확실성 역시 기피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였다.361) 이처럼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기피하려는 대중의 행태는 
위험선호 사례와 마찬가지로 환원과 창발에 대한 이해방식에 비추어볼 때 

불가능한 독립적 이익이 실재한다고 본다.
359) Paul Slovic, “Perception of Risk”, Science Vol. 236, No. 4799, 1987, p. 280.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면에 부각된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공사 가처분 사건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 1149 결정 참조.

360) Paul Slovic, 앞의 논문, pp. 283-285.
361) Daniel Ellsberg, “Risk, Ambiguity, and the Savage Axio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5, No. 4, 1961, p. 643 이하 참조. 확률분포함수 값에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위험은 1개인 상황, 모호성은 복수인 상황, 
불확실성은 무한대인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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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때 후자의 입장을 극단화한 산물이 바로 유럽연합에서 주로 원용하는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해당 원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인간이 가진 자연권은 비용과 편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위협하는 비가역적 위험은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전면적 금지를 하거나 역으로 행위자에게 안전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배려의 원칙은 미국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과 함께 위험에 대한 접근법으로 널리 
원용되고 있다.362)

   2) 창발적 해악과 사전배려의 원칙

  일각에서는 창발적 해악의 존재 자체가 환원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법제도가 
형량중심적 사고로부터 권리중심적 사고로 이행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사전배려의 원칙이 과연 창발적 해악을 근절할 최적의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창발적 해악을 낳는다고 알려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복잡계의 대표적 확률분포함수인 멱함수 분포(power law distribution)를 
정규분포로 대체하는 모습처럼, 비선형적 현실을 그릇되게 근사한 데 있기 
때문이다.363) 어떤 창발적 해악이 그저 확률분포함수를 잘못 정한 데 따른 
귀결에 불과하다면 올바른 비선형함수를 찾는 일이 중요할 뿐이지 선험적 
자연권이 결부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론 위험을 허용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같은 평면에서 형량하기 어려운 
이익이 실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어떤 오염물질이 상호작용을 통해 
1%의 인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통계자료를 입수한다고 해도, 사망이라는 

362) 사전배려의 원칙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조홍식, 앞의 논문, 73-87쪽 참조.
363) 선형적 모형으로 복잡계인 비선형적 세계를 무리하게 끼워 맞추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오차율이 누적되었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점차 가속화되리라고 예견한, 
Nassim Nicholas Taleb(차익종 역), 『블랙 스완』, 동녘사이언스,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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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발적 해악을 비용-편익 분석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나아가 향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류가 비선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경로를 파악한 위험원을 상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세상 
모든 위험은 엄밀히는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에 불과하다.364) 그러나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제조물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유발하기에 세상의 모든 제조물을 법이 금지해야 한다는 비직관적 결론에 
도달한다. 짐작건대 누구도 인류가 영원히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의 일정한 부분은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성향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 인간이 안전을 절대적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위험원의 등장이 안전의 ‘손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보다 일정한 정도의 가중치가 리스크 프리미엄처럼 
부가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창발적 해악의 많은 부분은 더욱 
정밀한 과학적 탐구를 거쳐 도출된 인과적 해악을 통해 내부화될 수 있다. 
창발과 환원이 양적 차이든, 질적 차이든 어떤 차이를 갖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오차율 이내로 관리하는 일은 가능한데다가 실제로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발전해온 사실을 상기해보라.36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제도와 
인과적 해악은 창발적 해악에 대한 일종의 음성 피드백 역할을 하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안정시키는 수단인 셈이다.366)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분명히 인간의 어떤 이익은 아무리 가중치를 달리 

364) 유기훈・김도균・김옥주, 앞의 논문, 118-122쪽 참조.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잡계의 창발적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예측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하지는 않다. 윤영수・채승병, 앞의 책, 465-472쪽 참조.

365) 여기서 오차율을 일정한 수준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을 텐데, 최종적 
결정은 공동체가 권위(authority)를 부여한 개인이나 기관의 판단으로 대체하여 모종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논쟁이 무한하게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홍식,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 배제적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49쪽 참조.

366) 자연계와 달리 지능적 존재가 포함된 복잡적응계는 음성 피드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능동적으로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 윤영수・채승병, 앞의 책, 164-172쪽 참조.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창발적 해악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는 모든 위험은 자연권을 
위협하기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단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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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에서 원천적으로 누락되는 질적 정보인 탓에 
이를 위협하는 위험을 인과적 해악으로 재구성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이 결부된 모든 상황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동원하는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 비용-편익 분석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곧장 위험의 전면적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용-편익 분석을 더욱 정교히 
한 뒤 이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시행착오를 
거칠 때 비로소 사전배려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367) 창발적 해악의 
맥락에서도 방법론적 경험주의가 주는 교훈은 다르지 않은 셈이다.
  나아가 여기에 더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오늘날의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보다 유연한 제도를 법제도의 대체재나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누락하는 질적 정보를 담아내면서 
법이 가진 장점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하에서는 인과적 해악이 가진 한계가 극대화되어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사례인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이 창발적 해악을 극대화하여 대안적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지부터 알아보자.

367) 가령 유기훈・김도균・김옥주, 앞의 논문, 125-128쪽에서는 위험이 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후삭(Husak)의 4대 원칙을 근거로 
사전배려의 원칙에 근거한 자유의 사전적 제한을 적절히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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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공지능과 창발적 해악

I. 논의의 출발점

  상술한 논의를 통해 지능은 인류를 자유롭게 해주는 동시에 해악이라는 
부정적 부산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때 자유와 해악은 
행위(act)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능적 존재의 외부 세계에 유형적 모습으로 
구현된다. 인간은 여기에서 한 발짝 나아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행위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각종 인공물을 고안해왔다. 이때 일반적 
인공물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인공지능은 인지체계(cognitive system)의 일종으로 도구에 
불과한 여타의 인공물과 다르다는 답변이 유력하다.368)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만이 인지체계로 있던 세상이 인간과 인간 외의 인지체계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셈이다. 물론 오늘날 약인공지능 
수준에서는 어떤 외생변수의 개입 없이 자유의지로 목적함수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이 행위를 한다는 관념은 인정되기 어렵다. 현실의 많은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결정의 일부나 전부를 대체하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행위가 아닌 ‘작동(action)’으로만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69)

  지능적 존재의 자유를 확장하는 인공물은 대개 그것의 부산물로 부정적 
외부성을 산출한다. 자동차나 무기와 같은 과거에 고안된 인공물이 유발한 
위해를 떠올려보라. 이러한 사례에서 유발된 해악의 크기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인공지능 맥락에서 해악의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단순히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의 규모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해악의 특성이 이전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368) 오늘날 출현하고 있거나 미래에 출현할 인공지능의 핵심적 특성을 인공적으로 생성된 
선하거나 악한 결과물을 인간과 독립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악한, Luciano 
Floridi・J. W. Sanders, 앞의 논문, p. 351 참조.

369) 원칙적으로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는, 신동운, 앞의 책 1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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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날에도 해킹을 당하거나 무기로 활용되는 사례처럼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문제가 인공지능 맥락에서 재조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래 논란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해악의 특징은 대체로 인공지능이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와 같은 인간 이해당사자의 최초 행위로부터 벗어난 작동이 
해악을 창발한다는 특성을 공유한다. 어떠한 인간 이해당사자도 차별을 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인공지능이 인간이 볼 때 차별적으로 인식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대표적 사례다. 인공지능의 개별 의사결정은 단지 
작동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작동이 복잡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행위가 유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악결과로 비화하게 되어 창발적 
해악의 일종이 된다. 적어도 창발적 해악의 맥락에서만 보자면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주체에 해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창발적 해악이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새로이 부각된 
일이 아닌, 이전부터 있던 문제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현상이라고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은 오직 인간만을 인지체계로 본 법제도의 
대전제370)를 전면적으로 거스른다는 데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에는 두 가지 중대한 차이가 발견된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와 인공지능의 작동은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지만 같은 시간에 
후자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1을 주로 
활용하는 인간과는 달리 인공지능은 시스템 2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오직 인간의 인지체계만을 상정하고 해악의 창발을 방지해온 기존의 
법체계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 채, 인공지능이 창발적 해악을 
야기하는 구체적 경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격적 논의에 돌입하기 전에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추가로 밝혀둔다. 하나는 아래 
논의가 창발적 해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맥락에서 인과적 해악이 

370) 오로지 인간만을 자율적 행위주체라고 상정하는 기존 법제도의 대전제를 ‘인간중심적 
모형’으로 제시한, 양천수, “현대 지능정보사회와 인격성의 확장”,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8, 13-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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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격이 상이한 
두 가지 해악을 동일 평면에 놓고 분석하여 발생하게 되는 오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인과적 해악은 기존의 법제도만으로 대부분 규율할 수 
있기에, 이와 다른 특성을 가진 창발적 해악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고유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가령 인간이 
인공지능을 해킹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이 
사고를 유발한 사례는 기존 법제도를 확장해석하기만 해도 대부분 규율이 
가능한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작동이 인간의 행위를 대신한다고 해도 모든 
작동이 누군가의 행위와 동일시되어, 인과적 해악의 목록에는 어떤 흠결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창발적 해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과 인공지능이 반드시 창발적 해악을 낳는다는 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일부 문헌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 사례를 망라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371) 그러나 기존에 인간만이 담당한 의사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굳이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일은 많은 상황에서 그것이 산출하는 
편익이 해악을 초과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면,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 오차율의 총합이 편익의 크기를 
상회하고 양자를 상쇄한 악결과의 크기가 허용된 위험까지 넘어야 비로소 
창발적 해악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71)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에 대한 대중적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준 대표적 선행연구로, Frank Pasquale(이시은 역), 『블랙박스 사회』, 안티고네, 2016; 
Cathy O’neil(김정혜 역), 『대량살상 수학무기』, 흐름출판, 2017 등이 유명하다. 그러나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을 구별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편익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서 
해악만을 나열하여 문제제기를 넘어선 원인의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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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창발적 해악의 원인과 사례

 1. 인간과 인공지능 인지체계의 마찰

  가. 많은 작동의 문제

  오늘날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고용과 같이 인간이 가진 중대한 이익과 
결부된 영역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일이 잦기에, 인간의 행위와 
유사한 위험을 낳는다. 물론 인공지능의 작동마다 관련 인간 이해당사자를 
획정하여 설계, 제작, 활용과 같은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행위를 
결부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인과적 해악의 
목록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위험을 내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과적 해악의 
목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목록을 완벽히 
작성하더라도 행위를 중심에 두어온 법이 작동을 규율하면 흠결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만이 인지체계로 있던 인공지능의 도입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이 대두된 논점은 후자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부터 발현된 창발적 해악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기에, 단순히 
기우에 그치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담합의 합의’라는 행위가 없는데도 인공지능의 작동이 우연히 담합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낳는 알고리즘 담합(algorithm collusion)이라는 현상이 
널리 원용되는 사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담합은 인간 이해당사자 사이에 
‘담합의 합의’라는 행위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그러나 최근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에 ‘기대이익 극대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부여하면 모두의 작동이 단일한 방식으로 수렴(convergence)하여 
‘담합의 합의’가 없는데도 담합과 유사한 결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372)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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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반복하면서 기대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담합은 인간이 가격을 변경할 때 처한 물리적 한계를 전제로 수립된 기존 
법제도가 인공지능의 작동에 의해 무력화된 사례인 셈이다.
  인간이 하면 부분적 위법행위조차 아닌 적법행위로 평가할 만한 작동이 
인공지능이 개입될 때는 창발적 해악으로 발현되는 일이 목격되기도 한다. 
2010. 5. 6. 미국 금융시장에 발생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가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당시 대략 30분 정도에 주가지수의 5% 이상이 급락하고 
즉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플래시 크래시의 주된 
원인은 알고리즘 고빈도매매(High Frequent Trading, HFT)로 밝혀졌다. 
인간이 수작업으로 할 수 없는 양의 거래를 알고리즘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하자 시스템 위험(system risk)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tipping) 시장 
전체가 급속히 붕괴하게 된 것이다.373) 모든 개별 거래는 금융시장에 극히 
미미한 부정적 효과만을 가할 뿐이었지만, 알고리즘의 급속한 작동에 의해 
시스템 위험이 역치를 넘어 가시적 형태의 해악이 창발하였다. 금융시장의 
거시적 건전성의 붕괴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명백한 해악이지만, 고빈도
매매를 한 어떤 거래자도 그러한 의도나 예견가능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인과적 해악만으로는 어떤 해악도 인정되지 않는 반직관적 결론에 이른다. 
인간만을 인지체계로 전제한 현행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거래를 
반복하더라도 시스템 위험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축적될 일이 없었으나 
인공지능의 반복적 작동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맥락을 
떠나 인간이 매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으리라고 본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었지만 인간은 

372) Ariel Ezrachi・Maurice E. Stucke, “Artificial Intelligence & Collusion: When 
Computers Inhibit Competition”,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Vol. 2017, 
No. 5, 2017, pp. 1795-1796;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2017, pp. 31-32. 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가 학술적 
차원을 넘어 현실에 발현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추세이다.

373) 플래시 크래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ndrei Kirilenko et al., “The Flash Crash: 
High-frequency Trading in an Electronic Market”, The Journal of Finance 
Vol. 72, No. 3,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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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없었던, 제1급 가격차별이라고 불리는 완전 가격차별이 대표적 
현상이다. 동일한 재화라고 해도 모든 소비자가 지불하기를 원하는 가격은 
선호체계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마련이나, 실제로 판매자가 소비자의 
선호체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리 없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일정 정도 차등을 
두는 정도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가격을 쉴새 
없이 변동할 수 있게 된 결과 소비자별로 완전한 맞춤형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가격차별이 정교해지게 되면 종래 소비자가 누린 
이익이 판매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제1급 가격차별은 
재화의 거래로 인한 모든 이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된다.374) 물론 거래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낮은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거래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분배되는 상황은 분명히 해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줄기차게 
바꾼 끝에 도달한 결과가 가격차별과 유사해질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화된 가격책정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375)

  인공지능의 작동이 정보의 생성과 연관을 맺는 관계로 발생하는 창발적 
해악의 사례도 지적된다. 현행법상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체의 활용을 
망라한 개념인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로 
대표되는 요건이 충족될 때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하 참조). 개인정보가 동의 시점의 정보주체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내부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개인정보는 이후의 자신이나 타인에게 아주 조금이라고 해도 

374) 시장가격을 소비자 집단이 느끼는 편익의 평균치로 일원화하는 대신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의 최대치를 개별적으로 책정하면 그러한 결과에 이른다. Hal R. Varian, 앞의 책, 
pp. 480-483 참조.

3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2. 가.에서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작동을 거듭한 끝에 가격차별과 유사한 
결과에 도달한 상황이 해당 규정에 ‘인과적 해악’으로 포섭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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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이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결합한다면 부정적 외부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각지 못한 해악의 창발이 
야기된다. 데이터의 지속성이 확대되면서 목적 외 이용에 따른 파급효과가 
급증하기 때문이다.376)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ory)으로 불리는 사례가 
전자의 대표적 사례다. 종래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개별 
개인정보라는 관념이 우세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집합이 모자이크처럼 한데 
합쳐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발현되고 있다. 
설령 개별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377)

  한편 보험은 개인정보의 축적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후자의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험이란 인류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체계의 다양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유지되는 제도이다. 물론 인류가 시행착오를 거쳐 상당량의 정보와 지식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가 축적하는 정보는 현실의 불확실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세상이 복잡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일은 없었다. 인공지능의 출현은 이러한 전제를 거슬러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분담해온 분배적 위험(distributive risk)을 정보화하여 대수의 
법칙에 따른 공동화(pooling)의 이익을 제거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378)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일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창발적 해악을 유발한 사례로 여겨진다.

376) Catherine Tucker, “Privacy,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jay 
Agrawal・Joshua Gans・Avi Goldfarb (eds.),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p. 423 이하 참조.

377)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을 판단할 때 부분적 접근 대신 
모자이크 이론에 따른 전체적 접근을 활용할지를 두고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양종모, “전체적 감시체제의 법률적 규율방안 고찰 - 인공지능과 모자이크 이론의 적용 
-”,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291-297쪽 참조.

378) 누가 위험에 민감하거나 취약한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미래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Solon Barocas, “Data Mining 
and the Discourse on Discrimination”, Data Ethics Workshop,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2014, pp. 2-3. ‘분배적 위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영환, 『위험과 정보』, 율곡출판사, 2008, 156-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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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사례는 공통으로 무작위적 배열만을 통해서는 해악을 야기할 만한 
상태에 다다를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배열의 대상이 인간의 
행위에서 인공지능의 작동으로 이전된 데 원인을 둔다. 인간이라면 아무리 
동일한 행위를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에 비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작동을 반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치를 넘어서는 위험의 창발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많은 작동의 문제(many 
actions problem)’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인간 행위자를 전제하는 인과적 
해악이 인공지능의 많은 작동의 문제와 결부되면, 창발적 해악이 일상화될 
여지가 있다.

  나. 질적 정보의 문제

   1) 인공지능과 질적 정보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많은 작동의 문제가 곧바로 창발적 해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작동이 인간의 행위를 대신한 
결과 상당한 편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작동이 행위를 대신하여 
생겨난 한계효용이 한계비용에 비해 크다면,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인과적 
해악이 작동을 온전히 규율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악의 관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 종래 인간이 담당한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대신하여 창출되는 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다. 인공지능은 시스템 2를 주로 
활용하고 육체적 한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이 주로 활용하는 시스템 
1이라는 소프트웨어나 생체라는 하드웨어의 약점만큼 이점이 있다.379)

  곧바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은 인간의 시스템 1과 생체가 인공지능의 

379) 이스라엘 법원에서 점심식사를 전후로 가석방 허용률이 급격하게 달라진 사례는 인간 
인지체계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이다. Shai Danziger・Jonathan Levav・Liora 
Avnaim-Pesso,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8, No. 17, 2011, pp. 6889-6892 참조.



- 146 -

시스템 2와 반도체와 비교하여 약점만을 가지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면, 행위가 작동으로 대체된 
상황은 그만큼의 악결과를 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는 달리 인공지능은 처리할 수 없거나 부정확하게 처리하는 정보가 
실재하면, 인공지능은 창발적 해악을 발현할 여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비용-편익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량화하기 용이한 정보가 아닌 
질적 정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짐작된다. 양적 정보가 결부된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우월한 성능을 발휘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하나는 질적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질적 정보가 인지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더라도 해당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나 다른 질적 정보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지의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는 상술한 현상학과 
체화된 인지라는 논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오늘날 작동 중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체와는 상당히 다른 하드웨어를 보유하여,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 
감각질이나 지향성과 같은 내적 인지과정을 가지지 않는다. 나아가 인간은 
표상과 무관한 무의식과 같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의 정보를 얻기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질적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가치의 통약가능성(commensurability)과 가치의 담지자 
사이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으로 불리는 논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비용-편익 분석은 결국 현실에서 마주한 온갖 현상에 기수적 혹은 서수적 
우열관계를 책정하는 일이다.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은 물론이고 형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진다. 
전통경제학은 기수적까지는 아니라도 서수적 우열관계는 행위자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완비성을 공리로 삼으므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회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먼저 통약가능성이란 세상에 실재하는 복수 대상이 가진 가치를 하나의 
척도로 꿰어낼 수 있는지와 결부된 개념이다. 인류는 길이나 무게를 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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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척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얻어낸 
산물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무색하게, 무리수를 알지 못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무리수인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발견한 구성원을 죽여 없애기까지 
하면서 유리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리수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였다.380) 
그만큼 통약불가능성 문제를 난제로 여겼기 때문이다. 문명이 훨씬 발전한 
지금도 인류가 복수 대상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를 모르는 
일은 빈번하다. 실제로 그러한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누군가 폭행과 오렌지의 가치를 공통의 척도로 측정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참으로 우습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추상적 가치는 아니더라도,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구체적 대상의 
우열관계를 단순히 비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가령 한 차례 폭행이 
오렌지 열 개를 상실하는 것보다 나쁘다거나 등가로 여겨진다는 식으로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381)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지능적 존재의 근원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먼의 세 가지 불확실성은 완비성 공리가 타당하려면 인류에게 필요한 
정보의 양이 무한대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지능적 존재는 무한대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통약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비교가능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나아가 누군가는 생명이나 우정과 같은 가치를 
금전과 같은 물질적 가치와 언제나 교환할 수 있고 다만 정도의 차이만이 
있다고 여기지만, 누군가는 양자를 절대로 교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82) 
만일 후자의 견해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통해 통약(불)가능성과 
비교(불)가능성의 속성이 부여되는 재화가 실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과 질적 정보의 문제로 인한 해악의 대표적 사례가 민주주의의 

380) 이상의 내용은 필자가 Nien-hê Hsieh, “Incommensurable Value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6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381) Cass R. Sunstein, “Incommensurability and Kinds of Valuation: Some 
Applications in Law”, in Ruth Chang (eds.), Incommensurability, 
Incomparability, and Practical Reas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p. 
238-241 참조.

382) Cass R. Sunstein, 앞의 논문, pp.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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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이다. 선스틴(Sunstein)은 일찍부터 정보기술이 질적 정보의 파편화나 
재구성을 심화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집단극화를 극대화할 위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383) 핵심적 이유는 인간이 정보를 취득할 때 
기존 선호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려는 행위는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손실회피 성향과 결부되어 기존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생긴다. 나아가 
이것이 가상의 방에 같은 견해의 정보가 메아리처럼 퍼지듯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에코챔버(echo chamber)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있던 것이지만, 인공지능에 의해 더욱 극적으로 
증폭되었다. 인공지능이 파악한 개인의 특정 정치적 선호와 유사한 입장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존의 견해를 바꿀 여지를 줄이고 각자의 
입장을 양극화시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거품에 갇힌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여 필터버블(filter bubble)로 불리기도 한다.384) 인간이라면 
확증편향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정성과 같은 가치를 떠올려 기존의 견해와 
대립하는 질적 정보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마련인 반면, 인공지능은 
이러한 기제를 가지지 않기에 인간에 비해 에코챔버와 필터버블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현행법상 에코챔버나 필터버블 현상 자체를 규율할 방도는 
없지만, 이러한 ‘오류’가 축적되면 분명 해악으로 창발할 여지가 있다.

   2) 인간과 인공지능의 질적 정보처리 능력

  앞선 논의로부터, 인공지능의 질적 정보 누락과 가중치 부여가 문제라는 
사실은 수긍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어진 물음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능력의 측면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우열관계가 어떠한가이다. 현상학이나 
체화된 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상세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383) Cass R. Sunstein, “The Law of Group Polarization”, pp. 185-186.
384) 해당 쟁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황용석, “알고리듬 매개성과 정치적 양분사회: 

기술과 사회심리의 상호작용효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2019-2: 미디어 알고리듬과 민주주의』, 2019, 40-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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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약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일각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견해를 펼친다. 상술한 
처치-튜링 논제를 수용한 논자들은 인간의 인지과정이 계산과정의 파생적 
형태일 따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고유한 
인지작용으로 여겨지는 ‘직관’이란 단순히 다각적 경로에서 수용한 정보의 
병렬분산처리 결과 혹은 진화와 학습을 바탕으로 여러 단계의 계산과정을 
단순화한 결과가 체화된 현상에 불과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체계는 극히 복잡한 계산과정을 구현한 산물에 불과해진다.385) 
완전히 동일한 방식을 따르는 인지체계가 통약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어느 하나만 대처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양자는 그저 양적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의 직관은 계산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바라본다. 인공지능은 우열관계를 판정할 수 없지만 인간의 직관은 
가능한 명제가 실재하기 때문이다.386) 인공지능은 종래 유리수를 통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 마주하여 무리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지 못하나, 
인간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넘어설 수 
없는 인공지능과는 달리 인간은 통약(불)가능성과 비교(불)가능성을 필요에 
따라 선언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오로지 
동일한 결론만을 도출하여 3심제도를 형해화하는 인공지능 판사와는 달리 
인간 판사는 환경변수가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는 일이 가능하다.387) 어떻게 볼 때 국지적 최적화와 총체적 최적화의 
차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이다.

385) 라메트리(La Mettrie)가 제기한 인간도 기계의 일종이라는 인간 기계론은 계산주의적 
인간관을 극단적으로 표명한 입장이다. 이정모, 앞의 책, 113-114쪽 참조.

386) 루카스(Lucas)의 이러한 주장을 ‘괴델적 논변’이라고 한다. John R. Lucas, “Minds, 
Machines and Gödel”, Philosophy Vol. 36, No. 137, 1961. 다만 이와 같은 논변이 
성립하려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지체계의 일관성을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요구되는데, 
필연적으로 그렇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우환, “튜링 
기계로서의 마음과 괴델의 정리”, 인지과학 제6권 제3호, 1995, 11-17쪽 참조.

387) 박상철,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 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정보법학 제
22권 제2호, 2018, 149-1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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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돌이 제4국에서 ‘신의 한 수’를 통해 승리하였지만 결국 알파고와의 
승부에서는 패한 사실을 떠올릴 때, 진실은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의 사이에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인공지능이 통약가능성이나 비교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절대로 대처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은 과도하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두 가지 문제에 취약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인공지능 스스로 가치평가에 
이르는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기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담긴 가치평가는 배후에 있는 인간의 것이지, 인공지능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니다.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관여하는 인간이 가치평가 
과정에 무관심하다면 질적 정보는 모조리 소실되는 셈이고, 특정한 가치를 
높거나 낮게 평가하면 해당 인간의 가치평가가 인공지능에 곧장 이전되는 
셈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이 계산기계가 다다를 수 있는 
궁극의 형태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일단 현재의 인공지능만 해도 최적화 
이후에 보강학습을 꾸준히 반복하고, 훈련 데이터를 통해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며, 모델 종류와 같은 하이퍼 매개변수를 알아서 정하기도 한다.388)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자유의지에 따른 가치평가를 구현할지 모를 일이다. 
양적 정보를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질적 정보의 소실과 변형을 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다. 핵심은 해악의 근절에 있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인공지능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는 절대적 우열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여기서 곧장 오늘날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체적 상황에서 질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어찌 되었든 적어도 지금은 
인간이 질적 정보를 다루고 가치평가를 하는 데 더 능숙한 것은 사실이다. 
인류가 진화와 학습을 통해 상당량의 가치평가 결과를 체화하여 공유하고 

388) 대표적 사례로 구글의 ‘AutoML(Automated Machine Learning)’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메타학습이 거듭되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지체계 사이의 마찰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여지도 있을지 모른다. 다만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확보하였다고 할 때 
인류의 인지체계와의 마찰이 심화될지, 완화될지는 미지수이기에 창발적 해악 맥락에서 
어떤 확언에 이르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Nick Bostrom(조성진 역), 앞의 책, 21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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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통약이나 비교가 가능하지 
않지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무한대가 아닌 손해배상이나 사형이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가치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것이 진화와 
학습을 통해 공통의 지식으로 체화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개별 개체의 
가치평가가 조율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친 인류와 달리, 인공지능은 아직 
인류와의 조율은 물론 자체로도 가치평가를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 가지 이유로는 인간의 인지체계가 장기간의 진화와 학습이라는 
경험을 축적하게 된 이후 애매모호한 통약과 비교에 능숙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목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형량의 상황에는 무한개의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평가는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누락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대략적 등가관계(on a par)로 보는 등의 온갖 기법을 통해 다소의 오차를 
감수하고 제법 정확한 가치평가에 이르는 일은 가능하다.389) 대략적이기는 
하더라도 통약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라는 난제에 대처하면서 질적 정보가 
완전히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모든 질적 
정보를 상실하거나 일부 인간 이해당사자의 판단에 맡겨 상당한 누락이나 
왜곡을 야기하게 된다는 말이다. 역설적으로 시스템 1의 부정확한 면모가 
양적 이익형량은 몰라도 질적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시스템 2와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하도록 해준 셈이다.

  다. 소결론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사결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체하여 많은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반대로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제도가 심각한 흠결을 마주할지 

389) 이상의 내용은 필자가 Ruth Chang, “Introduction”, in Ruth Chang (eds.), 
Incommensurability, Incomparability, and Practical Reas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 5 이하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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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먼저 인간의 시스템 1과 
생체라는 인지체계가 질적 정보의 처리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던 상대적 
비교우위가 상실되는 부분을 인공지능의 시스템 2와 반도체의 비교우위가 
모조리 상쇄한다고 확신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보다 동일한 시간에 훨씬 많이 발현될 수 있어, 이러한 추가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우려까지 동반된다. 따라서 인간을 전제로 한 기존 
법제도가 추가적 위험을 완벽히 내부화하는 데 실패하면 창발적 해악으로 
발현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인 인공지능과 차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인공지능의 맥락을 넘어서는 차별 개념에 대한 
일반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2. 인공지능과 차별390)

  가. 차별이란 무엇인가?

   1) 두 가지 법적 차별 개념: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자유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어떤 영향도 유발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하기 
어렵듯, 평등의 관점에서 복수의 존재에게 완전히 동일한 영향을 유발하는 
행위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일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어떤 방식으로든 
차등적 대우가 불가피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근대 
입헌주의 법질서에서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대신, 
‘동등한 인간존엄성’이라는 최상위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차등적 
대우만을 규범적으로 배제한다.391) 규범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고, 

390)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인공지능과 차
별”,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2019; 고학수・박도현・정해빈, “인공지능과 고용차별의 
법경제학: 블라인드 채용과 베일의 역설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9에서 필자가 주로 기여한 부분을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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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동등한 대우에 비해 차등적 대우가 동등한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법적 
차별 개념은 특정한 영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에게 차등적 대우가 행해지고, 해악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등적 대우가 부당할 때 비로소 인정된다.392) 이때 사실적 요건인 차등적 
대우의 존부는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차별금지 법제의 경우 대체로 
차등적 대우의 부당성이라는 규범적 요건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현행법상 차등적 대우의 부당성은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이나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에 해당할 때 인정된다고 바라본다.393) 
전자는 관련법이 명시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이유로 차등적 대우가 행해진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이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한 성별과 인종으로 대표되는 변수를 ‘차별(금지) 사유’라고 
일컫는다. 반면 고용이나 교육과 같이 차별이 실제로 행해지는 장(field)은 
‘차별(금지) 영역’으로 불린다. 결국 직접차별은 부당성이 추정되는 대표적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관한 차등적 대우를 뜻하는 개념이다. 간접차별은 
법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이는 요소를 
차등적 대우의 기준으로 삼아서 직접차별과 유사한 결과가 유발된 경우를 
가리킨다.394)

  차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관련법의 차별금지 사유・영역이나 
직접차별과 유사한 결과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전자는 관련법 문언을 
통해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직접차별과 유사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391) 이상영・김도균, 『법철학(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40-347쪽 
참조.

392) 이준일, 『차별 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2012, 26-27쪽 참조.
393) 이러한 표현을 활용한 이유는 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념이 법과 법이 아닌 

영역에 걸쳐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석윤,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3쪽; 설정은, “차별 판단의 기준에 관한 연구: 평등, 
자유, 존엄”,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9, 48-49쪽.

394) 이준일, 앞의 책, 30쪽 참조. 한편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라는 개념은 주로 유럽에서 
활용되는 표현이지만 국내의 논의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구분 
없이 원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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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치 않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제시한 ‘5분의 4 규칙(four-fifth rule)’에 따르면 
구체적 사안에서 비교집단 사이에 어떤 동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일방의 비율이 상대방의 5분의 4 미만일 경우 ‘직접차별과 유사한 결과’가 
인정된다.395) 이와는 별개로 차별의도(discriminatory intent)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차별은 논란이 있는 반면, 간접차별은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396) 상술한 요건이 주장・
증명되면 차별의 존재가 추정되고 상대방은 부당성을 제거할 만한 ‘객관적 
정당화 사유’를 주장・증명하여 항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별법이 명시한 
구체적 사유에 더해 비례의 원칙과 형량에 따른 일반적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397) 일견 해악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조정격률의 이익형량과도 상당히 
닮아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자유와 평등의 침해는 모두 해악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398)

   2) 차별의 발생원인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척 다양하나,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이론이 유명하다. 첫째, ‘편견에 기초한 차별(taste-based 

395)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2011, 104-105쪽. 일례로 대학입시에서 특정한 
성별을 가진 지원자의 합격률이 50%일 때 상대편 성별을 가진 지원자의 합격률이 4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럽연합에서는 보다 유연한 기준이 활용된다고 한다.

396) 직접차별은 미국은 차별의도를 요구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요구하지 않고, 간접차별은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차별의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강승식,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
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광법학 제28권 제2호, 2012, 185-187쪽. 우리나라에서는 
문언해석상 차별의 성립과는 달리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에는 차별의도를 요구한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차별의 고의를 전제하고 동법 제49조는 형사처벌에 대해 고의성을 포함한 
‘악의’를 요건으로 삼는다.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앞의 논문, 224-225쪽 참조.

397)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앞의 논문, 220-221쪽.
398) 최근 국내 법질서에서 차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평등뿐만 아니라 자유나 존엄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설정은, 앞의 논문, 55-114쪽 참조. 그러나 어떤 
근본개념을 통하더라도 차별이 해악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155 -

discrimination)’ 이론이다. 베커(Becker)는 어떤 의사결정에 관련된 제반 
이해당사자의 선호체계에 담긴 모종의 편견이 표출된 결과가 ‘차별’이라고 
설명한다.399) 여기서 편견은 이해득실에서 파생되는 전략적 행위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선호체계에 반영된 순수한 종류만을 가리킨다. 요컨대 편견이 
없는 의사결정 대비 약간의 손실을 차별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비용으로 
감수하면서까지 편견에 기인한 선택을 고집한 결과 발생한 차별인 셈이다.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 주체는 퇴출당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서 생산물시장은 불완전경쟁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차별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해된다.400) 다만 
차별금지 법제가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시장의 수요자나 노동시장의 
공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론이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01)

  둘째,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이론이다. 통계적 차별 
이론은 통상적 의사결정 과정이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게 
마련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402) 불확실성 하에 놓인 주체가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평균적 속성만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평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평균에 기초하여 
열등한 처우를 할 때 통계적 차별이 발생한다.403) 물론 의사결정의 대상이 

399) 박영범, “차별의 경제학적 의미”, 임금연구 제15권 제1호, 2007, 41-43쪽. 원문은, 
Gary Becker,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400) Joni Hersch・Blair Druhan Bullock, “The Law and Economic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Economics and Finance, 2019, pp. 3-4 참조.

401) 고학수・박도현・정해빈, 앞의 논문, 44쪽. 일례로 차별금지 법제의 활성화로 유발된 
플랫폼 사업자의 소송비용 증가를 언급한, Karen Levy・Solon Barocas, “Designing 
against Discrimination in Online Markets”,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32 No. 3, 2017, p. 1187 이하 참조.

402) 고용을 불확실성 하의 투자로 바라보는, Michael Spence,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7, No. 3, 1973, p. 356 참조.

403) Edmund S. Phelps,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 4, 1972, p. 659 이하; Dennis J. 
Aigner・Glen G. Cain, “Statistical Theories of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0, No. 2, 1977,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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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신호를 발송(signalling)하고 의사결정자가 이를 
선별(screening)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정보가 보완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략적 행위와 같이 신호의 발송・선별에 잡음을 
부가하는 요인이 상존하여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거래비용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404) 따라서 의사결정 주체는 모든 정보를 취득하기보다는 
부분적 정보를 일반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이 생겨날 수 있다. 
휴리스틱에 의존하면 오류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손실에 비해 
정확한 정보처리에 요구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얻는 이득이 크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실제와 비교할 때 고평가 또는 저평가를 받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개념상 차별은 불리한 처우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주로 
후자가 통계적 차별이 문제시되는 상황이다.

   3) 차별과 편향

  한편 현실에서는 차별과 유사한 개념으로 편향(bias)이 활용되고 있기에 
두 가지 개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성질을 뜻한다.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쏠린 상태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편에 쏠리기보다 골고루 퍼진 분포가 
일반적이라서 편향된 시각은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지도록 할 
여지가 있다. 통계학에서는 표본 데이터로 현실을 추론하는 모형의 추정량 
평균과 모수의 차이로 편향을 규정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반영하는 정의로 
이해된다.405) 나아가 앞서 본 편향과 분산의 상충관계에 의해 높은 편향은 
낮은 분산과 결부된다. 일방에만 치우친 데이터는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406)

이하 참조.
404) Michael Spence, 앞의 논문, pp. 358-359.
405) 널리 활용되고 있는 회귀분석 모형에 대입해본다면 잔차항 절대값이 0보다 큰 경우를 

가리킨다.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법조 제66권 제3호, 2017, 74쪽.

406) 따라서 데이터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편향은 일종의 체계적 오류이므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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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편향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함축한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편향은 해악이나 차별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평가가 반영된 
개념이다.407) 달리 말해 단순히 표본이 대칭에서 벗어난 상황이 전자라면, 
어떤 규범적 잣대에서 벗어나서 치우친 상황이 후자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편향이 높으면 후자의 편향도 높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때로는 사회정의를 이유로 기계적 평등을 벗어나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이 정당화되는데, 이것이 전자와 달리 후자의 편향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전자는 ‘사실적 편향성’, 후자는 ‘규범적 편향성’이라고 양자를 구분하도록 
한다.408) 이때 전자는 법적 차별 개념의 ‘차등적 대우’와 밀접히 연관되고 
후자는 ‘부당성’을 포함한 차별 개념 자체와 유사하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편견에 기초한 차별은 규범적 편향성만이 있는 상황이라면, 통계적 차별은 
사실적 편향성과 규범적 편향성 모두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편향성이 두 가지 성격의 범주로 양분되기에, 대응방안도 여기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사실적 편향성과 결부되는 통계적 차별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급선무다. 예를 들어 취약집단 구성원이지만 특별히 
뛰어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통계적 차별은 
유지되기 어렵다.409) 그러면 널리 알려져 있는 핸드(Hand) 판사의 공식을 
원용하여, 거짓인 사실적 편향성을 줄일 때 발생할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의 
크기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양질의 정보를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인과적 해악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대안을 

많은 빅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하여도 해소되지 않는다. Jonas Lerman, “Big Data and 
Its Exclusions”, Stanford Law Review Online Vol. 66, 2013, p. 57.

407) David Danks・Alex John London, “Algorithmic Bias in Autonomous 
Systems”, Proceedings of the 26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7, p. 4692.

408) 일맥상통한 관점에서, 변순용, “데이터 윤리에서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제128호, 2020, 145쪽에서는 전자를 통계학의 편향(성) 개념과 동일시하면서, 
후자를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409) Lior Jacob Strahilevitz, “Privacy versus Antidiscriminati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5, No. 1, 2008, pp. 367-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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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려볼 수 있다.410)

  반면 규범적 편향성에 대한 접근방식은 이것과는 다르다. 누군가 타인을 
배척해야 하겠다고 작심한 상황에는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해도 편향이 교정될 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표적 
해결방안은 편향성이 반영된 행위를 인과적 해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411) 
이렇게 보면 직접차별은 역사적으로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 자주 일어나는 
대상과 영역을 개념징표로 추출하고 해당 개념을 충족하는 차등적 대우를 
인과적 해악으로 규정한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인간의 편향성은 인과적 해악으로 모조리 규율된다는 생각이 
가능해진다. 현실과 부합하고 규범적 논란도 없는 단순한 사실적 편향성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적 편향성과 규범적 편향성의 교집합은 양질의 정보를 
취득할 의무를 부과하면 되며, 사실과 무관한 규범적 편향성은 직접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과적 해악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구성원 사이에 누적된 각종 비대칭성 탓에 
취약집단 구성원이 불리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차별에는 해당하지 않고, 핸드 공식을 충족하는 수준의 정보를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도 규범적 편향성이 교정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일각에서는 진실을 
교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과적 
해악이 시시때때로 오차율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재구성된 현실을 ‘진리’로 

410) 본래 핸드 공식(Hand rule)은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부담(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과 사고에 따른 피해의 정도(L)를 살펴   ×이 성립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엄밀히는 총비용과 총효용이 아닌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타당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박세일 외, 『법경제학(재개정판)』, 박영사, 2019, 
314-318쪽. 핸드 공식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수용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참조. 핸드 공식이 처음 제시된 원문으로는,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159 F.2d 169 (2d Cir. 1947) 참조.

411) Christine Jolls・Cass R. Sunstein, “The Law of Implicit Bias”, California Law 
Review Vol. 94, No. 4, 2006, pp. 977-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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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게 되면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라’는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령 현실을 고착화하는 상황이 만연해지면, 저평가된 구성원은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유인 자체를 상실하여 차별이 차이를 유발하고 
차이는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vicious circle)’가 
형성될 수 있다.412) 이처럼 인과적 해악의 오차율이 축적된 결과 불평등이 
극심하게 확대된 현상은 창발적 해악의 일종으로 보아야 마땅하다.413)

  나. 인공지능과 차별

   1) 인공지능의 차별 유발 기제

  인공지능과 차별이라는 쟁점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인간을 과도하게 
포함(inclusion)하거나 배제(exclusion)하는 일이 문제로 떠오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414)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인간 못지않게 혹은 인간보다 훨씬 
포함과 배제를 유발한다는 관념은 일견 의아하게 여겨진다. 편견에 기초한 
차별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말이 성립될 만한 여지가 없다. 인공지능은 입・출력의 관계가 
일관되어 무의식적 편견이 개입될 여지도 적다. 설령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은폐에 능숙한 인간과는 달리 입・출력의 경로에 접근하는 일이 용이하여 
규율이 쉽기도 하다.415)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얻는 

412) Michael Spence, 앞의 논문, p. 368 이하;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4, No. 3, 1970, pp. 494-495.

413) 다만 결론적으로 사실적 편향성과 규범적 편향성은 0이 아닌 최적의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사실적 편향성은 근절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뿐더러 
설령 가능하더라도 소수집단의 보정까지도 어려워지고,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은 규범적 
편향성이 완벽하게 근절된 이상적 보정의 결과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David 
Danks・Alex John London, 앞의 논문, pp. 4694-4696 참조. 달리 말해 평등에 다른 
모든 가치에 앞서는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든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위험의 방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414) Jonas Lerman, 앞의 논문, p. 56 참조.
415) Jon Kleinberg et al., “Discrimination in the Age of Algorithms”,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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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이점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차별 프리미엄과 운용비용이라는 
손실이 동반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416)

  통계적 차별도 마찬가지다. 생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일정 
수준까지만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사실상 여기서부터 통계적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이 있으므로, 특정한 개인의 능력치를 집단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대신 
정확하게 짚어낼 여지가 많다. 취약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모두 동등한 
대우를 하는 대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말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공지능의 작동이 인간의 행위를 대체하는 일은 적어도 
차별 맥락에서는 인류에게 편익을 주면 주었지 해악을 낳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인간이 볼 때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결과를 산출하게 마련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프리드먼(Friedman)과 니센바움(Nissenbaum)은 일찍이 컴퓨터 기술이 
낳는 사실적・규범적 편향성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컴퓨터 
기술에 의존하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의이다. 첫째, 
컴퓨터 기술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인간사회에 ‘선재한 편향성(preexisting 
bias)’이다. 컴퓨터는 단지 인간이 만들고 공동체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인류의 편향성을 마치 거울처럼 고스란히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417) 둘째, 컴퓨터의 기술적 제약이 현실의 정보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 편향성(technical bias)’이다. 단순하게는 
모니터에 비친 배열의 순서부터 프로그램 속에 반영된 무작위적 요소까지, 
완전한 동등대우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요인이 기술로부터 
유발된다.418) 셋째, 컴퓨터가 특정 맥락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때 기존 

Legal Analysis Vol. 10, 2018, pp. 154-163 참조.
416) 물론 이러한 손실을 넘어서는 이득이 실재하는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 의도적으로 행해질 여지도 있다. 예컨대 한애라, “인공지능과 젠더차별”,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 2019, 6-9쪽에 따르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체로 여성의 
목소리를 내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이유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할 때 보다 높은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과 결부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한다.

417) Batya Friedman・Helen Nissenbaum, “Bias in Computer Systems”, ACM 
Transactions on Information Systems Vol. 14, No. 3, 1996, pp. 3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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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는 없었던 문제가 나타나는 ‘창발적 편향성(emergent bias)’이다. 
표준적 사용자나 상황을 상정하는 프로그램의 각종 제반 요소가 표준에서 
이탈하는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빚어낸 마찰로부터 유발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419)

  인공지능 맥락에서 이러한 편향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현된다. 먼저 
인간 인지체계와의 마찰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은 중요하게 여길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처리한다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에 
게시해놓은 컬리 프라이(curly fries) 사진에 ‘좋아요(like)’ 버튼을 클릭한 
사람과 지능지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는 연구가 있는데,420)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이 이러한 논거를 들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오랫동안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무수하게 많은 
상관관계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거르는 데 두뇌가 특화된 반면 인공지능은 
상관관계를 찾는 데 특화되어 발생한 일이다. 일반지능인 인간지능과 달리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상식과 지식체계를 무시하고 최적화만을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컬리 프라이 사진에 싫어요 버튼을 클릭하였다는 이유로 합격해야 마땅할 
지원자가 떨어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가 
빚은 마찰이 차별을 발생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원천인 셈이다.421) 이것은 
상술한 창발적 편향성과 대응되는 문제이다.
  이와 긴밀하게 관련된 한 가지 쟁점으로, 어떤 개인을 평가할 때 집단에 
기초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논란의 대상이 

418) Batya Friedman・Helen Nissenbaum, 앞의 논문, pp. 335-336. 엄밀히 말하자면, 
컴퓨터가 진정한 무작위를 만들어내는 일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무작위는 유사난수(pseudo-random number)를 의미한다.

419) Batya Friedman・Helen Nissenbaum, 앞의 논문, p. 336.
420) Michal Kosinski・David Stillwell・Thore Graepel, “Private Traits and 

Attributes are Predictable from Digital Records of Human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10, No. 15, 2013,  pp. 
5802-5805.

421) Solon Barocas・Andrew D. Selbst, “Big Data’s Disparate Impact”, California 
Law Review Vol. 104, 2016, pp. 677-684, 688-6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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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집단의 정보를 반영한 다종다양한 데이터에 
터 잡아 매우 높은 정확도로 특정 개인의 특성을 짚어낸다. 어떻게 보자면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는 빅데이터를 무수히 누적할 경우, 결국 완전한 
진실에 다다르게 된다는 베이즈정리의 핵심과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생각이 데이터의 정보적 가치가 극히 낮아, 인간이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재판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법원이 불필요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형사소송법 제295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별하도록 진화해온 인간의 
직관에 기초하여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복수의 증거가 증명력을 축적하여 
역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 셈이다.422)

  다음으로 설령 그러한 정보처리 기제가 오롯이 마련된다고 해도 차별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핵심적 이유는 오늘날 주로 이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이 데이터 학습으로부터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데이터는 인간이 생성한 것이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인공지능의 모든 의사결정은 데이터를 넘어설 수 없다. 인공지능의 작동은 
기껏해야 인류라는 상한선 하에서 정확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훈련 데이터를 역사적 데이터(historical data)라고 
일컫는 것이다.423) 따라서 훈련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편견을 반영한다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마치 거울처럼 인류의 과거 행태를 오롯이 담아낼 
따름이다. 이것은 상술한 선재한 편향성과 대응되는 문제이다.
  차별을 유발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실적 편향성을 
가지는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적 편향성은 없고 규범적 편향성만을 
가지는 데이터이다. 어느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 
활용된다면 차별이 빚어지게 된다. 먼저 사실적 차원의 편향성은 데이터의 

422) 권영법,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세창출판사, 2012, 42-43쪽은 이를 사이비증거에 
대한 법원의 수문장(gatekeeper) 역할이라고 일컫는다.

423)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앞의 논문,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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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representativeness) 문제와 커다란 연관을 가진다.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신호를 기준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뒤 
스마트폰을 살 여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의 거주지에는 인프라가 과소하게 
공급된 신호 문제(signal problem)가 대표적 사례다.424) 이처럼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산출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오직 손실함수만을 
최소화하게끔 설계된 알고리즘은 소수집단의 오류를 확대하고 다수집단의 
오류를 축소하여 전체적 오류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다수집단에 
비해 소수집단 구성원 수가 훨씬 적은 탓에, 후자의 오류를 대가로 전자의 
오류를 낮추면 총체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425) 
실제로 미국 법원이 활용하는 콤파스(COMPAS)라는 재범예측 프로그램이 
흑인의 재범률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백인의 재범률은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이 있기도 하다.426) 다른 한편 
기존의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면 국지적 최적화에 빠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데이터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실험적 데이터를 일부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실험적 데이터의 활용률이 개인이나 집단별로 완전히 같기 어려워 
사실적 편향성이 유발된다.427)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부정확성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핸드 공식을 제대로 반영하기만 하면 인간 이해당사자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독자적으로 빚어지는 차별은 근절되리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인공지능 배후에 있는 인간 이해당사자에게 양질의 

424) Kate Crawford, “The Hidden Biases in Big Data”, Harvard Business Review, 
2013.

425) Moritz Hardt, “How Big Data is Unfair”, Medium, 2014.
426) Julia Angwin et al., “Machine Bias”, ProPublica, 2016.
427) 취약집단은 표본의 개수가 적으므로 실험적 데이터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인간대상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생명윤리 법제를 유추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로, 
Sarah Bird et al., “Exploring or Exploiting?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Autonomous Experimentation in AI”, Workshop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Machine Learning. 2016 참조.



- 164 -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알고리즘상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못하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면 일체의 위험이 내부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428) 
일견 타당한 듯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핸드 공식이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먼저 정확한 정보가 확보될수록 사실적 편향성은 줄어들지만 이와 달리 
규범적 편향성은 늘어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발생하는 통계적 차별과는 달리, 편견에 기초한 차별은 선호체계가 
차별의 원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온다고 개선될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자신이 싫어하는 속성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추가되면 
차별이 극대화되게 마련이다. 요컨대 편견에 기초한 차별과 통계적 차별은 
상충관계를 보이는 개념이라는 것이다.429) 나아가 차별 맥락에서의 정보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의 속성을 가지는 일이 많아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많다.430) 더구나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없는 종류의 
데이터도 상당하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가 취합된다고 해도 이를 처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무용지물이다.
  더욱 근원적 문제는 사실적 편향성과 무관하게 규범적 편향성만 결부된 
데이터로 인한 차별이 실재한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속성을 가진 
타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 행위를 가하였다면, 차별행위를 한 사실을 
반영한 데이터의 진리값은 ‘참’을 가리킨다. 혹은 이러한 차별적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빚어진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대칭적 결과물 역시 진리값은 
다름 아닌 참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최적화된 결과값을 도출할 뿐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차별적 결과가 빚어지는 셈이다. 인간은 이처럼 
의사결정의 결과값이 지나치게 비대칭적일 때 보정에 대한 모종의 압력을 

428)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앞의 논문, 231-233쪽 참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Brent 
Mittelstadt, “Automation, Algorithms, and Politics: Auditing for Transparency 
in Content Personalization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0, 2016, pp. 4994-4996은 인공지능의 기능의 유효성과 효과의 적절성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가 사실적 편향성에 대한 평가라면 후자는 
규범적 편향성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429) Lior Jacob Strahilevitz, 앞의 논문, p. 364 참조.
430) Lior Jacob Strahilevitz, 앞의 논문, pp. 3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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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반면,431) 그저 최적화를 추구하는 인공지능은 그러한 
기제를 가지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것은 
상술한 기술적 편향성과 대응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만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담긴 편향성이 상호작용하여 차별로 창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인공지능은 마치 개인의 견해나 사상처럼 제각기 다르고, 본질적으로 
비중립적이라고 말한다.432) 다음으로 제기될 만한 물음은 인공지능이 많은 
상황에서 편향성을 가진다고 하면, 인간의 편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차별금지 법제가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지이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인공지능과 차별금지 법제

  오늘날 차별금지 법제가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사실적・규범적 편향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까? 먼저 직접차별의 관점에서 보면 관련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영역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변수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오늘날의 딥러닝은 인간의 지식체계와 무관한 특징(feature)을 
변수로 삼아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직접차별 법제가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하는 요인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인간이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변수만 활용하여 차별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차별금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속성이 취약집단의 구성원을 판별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 기능하는 상황이 

431) 프랑스에서 2006년 취업 시 이력서에 민감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이후 
취약집단의 취업률이 도리어 낮아진 현상의 원인을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기초한 자체적 
보정이 불가능하게 된 데서 찾은, 고학수・박도현・정해빈, 앞의 논문, 41쪽 참조.

432) Robyn Caplan et al., “Algorithmic Accountability: A Primer”, Data & 
Society, 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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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는 한다. 이러한 속성을 ‘대리변수(proxy)’라고 한다.433)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인간의 지식체계를 기초로 행해지더라도, 대리변수가 차별금지 
사유나 영역을 대신하면 똑같이 차별적 결과에 다다른다. 아마존이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프라임(prime) 등급의 회원에게 무료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때 대체로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록스버리(Roxbury)가 제외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편번호(zip code)가 흑인의 대리변수로 작용한 결과라는 
논란이 발생한 일이 대표적 사례이다.434) 특히 많은 작동의 문제에 직면한 
인공지능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영역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대리변수를 
생성할 여지가 많다.435)

  가능한 대리변수를 모조리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대리변수는 차별을 유발하는 원천인 
동시에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정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체의 
대리변수 후보군을 삭제한다면 의사결정의 정확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성 자체를 위협한다.436) 실제로 오늘날 국내외의 차별금지 
법제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대리변수를 
제거하게 된다면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될 것이다. 나아가 알고리즘에 
포함되는 독립변수의 숫자를 훨씬 확대하여 분석의 미세도(granularity)와 
정확도를 높여서 문제될 대리변수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437) 근본적으로 직접차별의 규율대상은 인간의 ‘차별행위’이기에 
인공지능의 ‘작동’은 규제 자체가 배제될 여지도 있다. 일례로 인공지능은 
차별의도를 은폐(masking)하는 인간과는 달리 차별의도 자체를 상정할 수 

433) Solon Barocas・Andrew D. Selbst, 앞의 논문, pp. 691-692.
434) David Ingold・Spencer Soper, “Amazon Doesn’t Consider the Race of Its 

Customers, Should It?”, Bloomberg, 2016.
435) Indrė Žliobaitė・Bart Custers, “Using Sensitive Personal Data may be 

Necessary for Avoiding Discrimination in Data-Driven Decision Model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ol. 24, No. 2, 2016, p. 185 참조.

436) Solon Barocas et al., “Big Data, Data Science, and Civil Rights”, 
arXiv:1706.03102, 2017, pp. 4-5.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개인과 집단의 ‘구별’이 
포함된 모든 인공지능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 자체를 사회악으로 여기는 극단적 견해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437)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앞의 논문, 266-2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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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438)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인공지능과 차별’ 논의의 중심부에는 간접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간접차별은 대리변수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하게 할 때 발생하는 난점에서도 자유로우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하면서 발생하는 규범적 편향성을 교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독립변수에서 차별금지 사유・영역을 
제거하고 종속변수의 값을 보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모두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펼치기도 한다.439)

  그러나 무엇을 간접차별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간단치 않다. 
첫째로, 간접차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인 ‘공정성(fairness)’ 
개념을 어떻게 정식화할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한편에서는 비교기준440) 
별로 예측 정확도를 동등하게 산출하는 경우를, 다른 한편에서는 오류율을 
동등하게 산출하는 경우를 공정성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일견 모두를 같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한다. 하나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기준 별로 기저율(base rate)이 동일한 경우도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메이슨(Mayson)은 이에 따라 비교기준마다 예측 정확도와 오류율을 모두 
같게 유지하여 평등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저율을 같게 유지하여 정확성도 
함께 달성하는 공정성 개념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인류는 그저 
불완전한 공정성 관념 사이에서 선택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441) 

438) Solon Barocas・Andrew D. Selbst, 앞의 논문, pp. 692-693.
439) Indrė Žliobaitė・Bart Custers, 앞의 논문, pp. 189-193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학습과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학습을 마치면 
이를 상수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토대로 학습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직접차별과 관련된 차별금지 사유를 제거하고, 간접차별과 관련된 보정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40) 비교기준으로는 집단과 개인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Solon Barocas et al., 앞의 논문, pp. 3-4 참조.

44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시각화된 사례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로, Sandra 
G. Mayson, “Bias in, Bias out”, The Yale Law Journal Vol. 128, No. 8, 2019, 
pp. 2227-2251 참조. 논문은 이것을 사회후생함수와 관련된 애로우(arrow)의 불가능성 
정리를 연상시키는 ‘중립성의 불가능성(impossibility of neutrality)’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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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재범예측 프로그램 콤파스가 대표적 사례다. 콤파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인종에 따른 예측 정확도를, 콤파스를 
옹호한 연구진은 오류율을 비교기준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때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이 진정한 ‘공정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442)

  한편, 통계학에서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적한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제반 비교기준에 따라 매겨진 
선호관계가 해당 기준으로부터 분리된 하위기준의 선호관계와 불일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공지능 차별 맥락에 적용해보면, 비교기준을 하위범주로 
세분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차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 가령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대학을 떠올려보자. 
입시의 맥락에서 법과대학에 여성과 남성이 100명씩 지원하고 의과대학에 
여성 100명, 남성 3명이 지원하여, 법과대학은 이중 여성을 55명, 남성을 
53명 선발하고 의과대학은 여성을 45명, 남성을 1명 선발하였다면 차별의 
관점에서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모두 인원 및 비율 
측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을 많이 선발하였다. 전체 대학교 입장에서 인원만 
보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체 대학교 입장에서 비율을 따져볼 때, 여성은 
50%(=55+45/100+100)가 선발되었지만 남성은 대략 52.4%(=53+1/100+3) 
선발되어 선호관계가 정반대로 역전된다. 나아가 전체 대학교 및 법과대학 
입장에서는 4/5 규칙에 따른 간접차별이 문제되지 않는 반면, 의과대학의 
입장에서는 남성 합격률 33.3%가 여성 합격률 45%의 4/5인 36%에 비해 
과소하므로 남성에 대한 간접차별이 성립하는 특이한 결과가 발생한다.443) 
단과대학과 전체 대학교 입장에서 차별여부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달라질 
이유가 없는 사례이므로, 이러한 결론은 역설이라고 평가될만하다. 사실상 

442) 콤파스를 제작한 업체인 노스포인트(Northpointe)가 프로퍼블리카를 반박한 연구로, 
William Dieterich・Christina Mendoza・Tim Brennan, “COMPAS Risk Scales: 
Demonstrating Accuracy Equity and Predictive Parity”, Northpointe, 2016.

443) Haim Shapira(이재경 역). 『n분의 1의 함정』, 반니, 2017, 174-179쪽에서 제시하는 
표를 본문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원문은, Edward H. Simpson, “The Interpretation 
of Interaction in Contingency 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Vol. 13, No. 2, 1951, pp. 2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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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상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적당하게 조정한다면 상당수의 
상황에서 간접차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변수 
범주의 세분화 여부가 심슨의 역설 발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떻게든 공정성 개념을 규정한다고 하여도,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먼저 간접차별의 기준으로 
사전에 어떤 수치를 제시하면, 수범자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기계적으로 해당 규칙만을 준수하면 충분하다는 왜곡된 유인이 형성될 수 
있다. 간접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종 원용되는 5분의 4 규칙은 
실제로 이론과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여타 규칙과 비교하여 1종 오류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444) 나아가 여타 수치를 기준으로 정한 뒤 보정작업에 
돌입한다고 해도, 해당 수치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거나 
이러한 작업이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등의 정치적 논란이 초래될 개연성도 
상존한다.445) 특히나 인간에 비해 인지능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보정하는 데 따른 논란은 인간보다 훨씬 거셀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사적자치의 원칙을 크게 침해할 위험성이 생긴다. 간접차별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수단인 
간접차별 개념이 새로운 해악을 창출하는 역설적 결과를 맞이할지 모른다.
  설령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인공지능 맥락의 차별을 4/5 규칙에 따른 
간접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하면 상당한 현실적 난점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간접차별로 포섭될 수 있다는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조항으로 정하여(법률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일체의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사실상 차별금지 법제의 규율대상으로 포섭된다. 둘째, 차별의 
존부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여부를 판정할 때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444) Fred S. Switzer III・Philip L. Roth・Patrick J. Rosopa, “Power and Errors in 
Adverse Impact Indices”, Human Performance Vol. 29, No. 3, 2016, pp. 
163-164.

445) Solon Barocas・Andrew D. Selbst, 앞의 논문, pp. 7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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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51조 제1항, 제52조). 결국 4/5 규칙과 같은 비교집단별 수치적 
비대칭성이 법률요건의 전부인 셈인데, 심슨의 역설이 보이고 있듯 수치적 
비대칭성은 거의 모든 의사결정 상황에 생길 수 있는 문제다. 많은 작동의 
문제를 떠올려보면 간접차별이 가진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상술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차별행위’를 기준으로 만든 차별금지 
법제를 무리하게 인공지능 기술 맥락에 곧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차별금지법안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적 맥락의 차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용되거나, 
아예 법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토대로 이와 같은 문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5분의 4 규칙이라는 이분법적 규율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만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술한 논의가 인공지능 맥락에서 발생하는 
해악의 속성을 규명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해악을 해소하는 방안을 탐구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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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창발적 해악의 해소방안

제1절 논의의 출발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어느 순간 지능을 획득한 인류는 두뇌를 
통해 직접 정보를 처리하거나 간접적 정보처리 수단인 인공물을 제작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진화적으로 적응해왔다. 인간이 지능을 동원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량보다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크기에 인류의 
지능은 제한적 합리성만을 가진다. 한편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는 타인에게 
해악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인류는 이것을 규율하기 위한 인공물인 
법제도를 고안하였다. 법제도는 인류가 오랜 진화와 학습을 통해 발현되는 
경로를 대체로 파악한 ‘인과적 해악’의 규율에는 탁월한 면모를 보인 반면 
여기에 부분적으로 미치지 못한 위험의 규율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비용-편익 분석으로 대표되는 위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율이 
허용된 위험이라는 역치를 초과할 만큼이나 축적되면 ‘창발적 해악’이라는 
새로운 해악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특히 인간과는 다른 방식의 인지체계인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지체계 사이의 마찰을 빚었고, 이는 오차율의 빈도와 
양상을 크게 변화시켜 창발적 해악의 관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창발적 해악을 규율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엉뚱한 상상이지만, 인간의 인지체계를 인공지능화하면 인지체계의 마찰이 
사라지면서 창발적 해악의 내부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인간을 포스트휴먼화 한다는 발상은 현재 
기술력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여겨진다. 
핵심은 두 가지 인지체계의 마찰을 없애는 데 있을 뿐,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 작동방식 자체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기술의 맥락을 벗어난 창발적 해악의 사례에는 적절한 대안일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남은 방안은 인공지능 인지체계를 인간화하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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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인지체계 자체의 속성은 그대로 둔 채 마찰만을 절감하는 제도적 
대안을 꾀하는 일이다. 전자는 인공지능 맥락의 창발적 해악에만 적용되는 
특유한 해법이기에 먼저 주목해볼 접근법은 후자이다.
  그러면 인과적 해악의 근절에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 법제도가 창발적 
해악의 해소에 난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 법제도의 
특성을 잠시 상기해보자. 법제도를 구성하는 개별 법규범의 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원화된다. 하나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라는 하위 
구성요소의 조합을 통해 요건의 충족여부가 효과의 발생을 결정짓게 되는 
‘확정적 법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 조항의 예처럼 
사안마다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효과가 발현되는 ‘법원리규범’이다.446) 
핵심은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규범 모두 구체적 사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에 놓이면 승소와 패소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해결과 무관한 목적조항, 정의조항, 절차조항과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이분법적 속성은 법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단속적(discrete) 형태보다는 연속적 형태를 띠는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기에, 법의 이분법적 특성은 온갖 부조리를 유발하게 된다. 두 명의 
공범이 하루 차이로 공소시효를 도과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처벌의 가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떠올려보라.447)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분법적 특성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분법의 단점에 따른 이익의 감소에 비해 장점에 따른 이익의 
증대가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개별 구성원의 특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제도의 이분법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총기대이익의 증대를 낳기만 해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입법의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법의 제정에 따른 명확성의 
이득이 모호성의 손실을 벌충하여 칼도-힉스 효율성을 충족하면 이분법적 

446) 이상영・김도균, 앞의 책, 39-44쪽.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에 연결해보면 전자는 
규칙(rule)과, 후자는 기준(standard)과 결부된다.

447) Leo Katz(이주만 역), 『법은 왜 부조리한가』, 와이즈베리, 2012, 223-258쪽 참조.



- 173 -

법의 제정은 정당화된다.448)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제를 충족할 수 있으려면 
(법률)요건을 조합하여 법이 도출해낸 이분법적 구획이 인류가 경험적으로 
공유하는 인과적 해악과 자유의 구분선과 대체로 일치해야만 한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인과적 해악을 규율하려는 법제도는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좁게 구획된 법률요건의 선형적 조합을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로 
인과적 해악의 발현을 규율하려는 법제도의 특성은 비교적 느리고 정확한 
알고리즘적 인지체계인 시스템 2를 연상시킨다. 반면 인류의 인지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경로로 발현되는 창발적 해악은 그것의 특성상 
시스템 2와는 접점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때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로 시스템 1에 의존하다가 시스템 2를 
통해 이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듯, 창발적 해악과 인과적 해악은 
인류 인지체계 진화과정에 상응한 연속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새로이 발명하거나 발견한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빚어진 
창발적 해악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가다듬은 정확한 대안 대신 대략적으로 
정확한 대안을 신속하게 변용하면서 대처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1을 통한 만족화가 유망한 대안이 된다. 반면 점차로 많은 정보가 
확보될수록 시스템 2를 통한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사실상 창발적 해악이 
인과적 해악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필자가 제시한 가설은 인공지능이 낳은 
창발적 해악을 인과적 해악에 특유한 기존의 법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종종 역효과를 초래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상술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본격적 논의에 돌입하도록 한다.

448) 이상의 내용은 필자가 James M. Buchanan・Gordon Tullock(황수연 역), 앞의 책, 
137-141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174 -

제2절 창발적 해악과 자생적 질서

I. 자생적 질서의 출현

 1. 자생적 질서의 개념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지능적 존재가 위험을 낳는 행위가 여럿이듯 
이를 내부화하는 수단인 ‘제도’ 역시 당연히 단일하지 않다. 부지불식간에 
법률가들은 법제도의 존재를 마치 공리와 같이 받아들이지만 사실 해악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는 너무도 다양하다. 비유적으로 표현해보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좌표평면을 만들고 평면에 
찍히는 점과 이들을 조합한 무한개의 점만큼 많은 제도를 상정할 수 있다. 
법이란 단지 무한대의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인류가 경험적으로 유용성을 
검증해온 한 가지 제도일 따름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법률가들의 통념과는 
달리 법이 최적의 문제해결 수단일 확률은 100%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법의 본성을 탐구하는 일 못지않게, 법이 최적의 제도가 아닐 경우에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전통적 논의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구분이다. 공식적 제도는 법제도와 같은 강제력을 동반한 
공적 규율의 수단이고, 비공식적 제도는 중앙집권적 규율이 아닌 일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는 매개체를 말한다.449) 상술한 
필자의 가설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구성해보면, 창발적 해악의 규율에는 
비공식적 제도를 통한 자생적 질서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생적 질서가 해악과 같은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449) 강두석, 『신제도경제학원론』, 다산출판사, 2014, 64-65쪽 참조. 이것은 신제도학파의 
용법이고,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전자를 인위적 제도(질서)라고 일컫고, 후자를 자생적 
제도(질서)라고 일컫는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용법을 혼용하도록 
하겠다. 좌승희・이상헌, 앞의 논문,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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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한다는 하이에크(Hayek)의 이론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이에크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인류의 믿음이 커지게 
되면서 진화적 과정보다는 의도적 설계에 따른 제도의 구현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확장하더라도 불확실성이라는 우주가 변모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복잡성이 작은 사회는 이성을 통한 제도의 
완비가 가능할지 몰라도, 복잡성이 커질수록 이러한 접근은 점차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에크는 이성과 진화라는 이분법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점진적 시행착오를 통한 진화의 가치는 이성을 넘어설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았다.450)

  이때 진화를 통해 적응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정도의 복잡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적응의 원천은 정보인데, 정보의 양적・질적 
팽창에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복잡하기만 하고 불안정하면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복잡성은 항상성과 결부될 필요성이 있다. 지능적 존재가 모종의 
추상적 추론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대입하여 나름의 질서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항상성의 일환으로 포착되는 셈이다. 결국 진화란 
지능적 존재가 복잡성과 항상성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고, 복수의 지능적 존재가 어떤 조직을 형성하게 되면 재차 해당 조직을 
단위로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된다. 지능적 존재라는 개체나 복수의 지능적 
존재로 구성된 조직이 복잡성과 항상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련의 
진화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바로 자생적 질서이다.451)

  이때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칫 자생적 질서와 
그것의 매개체인 비공식적 제도가 언제나 최적의 문제해결 수단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도 인정하였듯 

450) 이상의 내용은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Vol. 1), Routledge, 
1982, pp. 8-26 참조. 이는 필자가 제시한 방법론적 경험주의와도 맞닿은 생각이다.

451) 이상의 내용은 F. A. Hayek, 앞의 책, pp. 35-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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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질서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맥락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복수 
주체가 나름의 원천과 방식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꾸준히 수정하면서 얻어지는 장점이 단점을 능가하기 때문이다.452) 이러한 
통찰은 정반대로 인류가 점차 많은 정보를 취득하여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법제도의 비교우위가 부각된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는 상술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대비와 합치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견해를 본고의 논의에 
변용해보자면, 창발적 해악에 대해서는 일단 시스템 1의 성격이 부각되는 
비공식적 제도에 기초한 잠정적 규율과 정보의 획득에 주력하다가, 충분한 
정보를 획득한 이후에는 시스템 2의 성격이 부각되는 공식적 제도를 통해 
인과적 해악과 같은 방식으로 규율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453) 인공지능에 대한 인류의 이해가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의 논의에서 비공식적 제도가 부각되는 이유는 진화의 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관습, 문화, 이념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본고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비공식적 제도는 시장과 윤리가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발적 해악의 두 가지 원인을 떠올려보면 
양적 정보에서 인공지능의 우위와 질적 정보에서 인간의 우위를 조율해줄 
기제가 요구되는데 전자는 기술 전문가가 부각되는 시장이, 후자는 대중이 
부각되는 윤리가 공식적 제도의 주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시장과 윤리가 어떤 기제를 통해 

452) 좌승희・이상헌, 앞의 논문, 27쪽.
453)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의 형성과 효율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도(nomos)와 인위적으로 

형성시킨 질서의 일환인 법제도(thesis)를 구분하는 한편 전자의 가치에 방점을 두었다.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개입은 진화의 과정을 통한 자생력의 획득을 위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F. A. Hayek, 앞의 책, p. 94 이하 참조. 인류 홀로 혹은 인공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아무리 습득하더라도 우주의 불확실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에 하이에크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이 아닌 미시적 영역에 
국한할 때는 법제도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만큼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하이에크의 
논지를 변용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보가 많아질수록 자생적 질서의 우위로부터 법제도의 
우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형태의 동적 규율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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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코스 정리

  부정적 외부성 맥락에서 자생적 질서의 단초를 제공한 이는 법경제학자 
코스(Coase)였다. 코스는 부정적 외부성을 규율할 때 오직 공식적 제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과는 색다른 입장을 피력하였다.454) 당시에는 
사회적 최적점을 넘어선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량통제 또는 
피구세(pigouvian tax)로 불리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액 상당의 
세금처럼 모종의 직접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코스는 
이러한 통념을 거부하면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없어도 재산권만 명확히 
규정하고 나면 이후의 시장거래를 통해 부정적 외부성이 사회적 최적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코스는 먼저 어떤 행위가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한다고 반드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어떤 행위의 부산물로 공해가 초래된다고 해도, 그것의 반대급부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할 때 과다한 
부정적 외부성만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긍정적 외부성이 과소해지는 일도 문제이기는 매한가지였다. 
코스는 이에 대해 ‘외부성 문제의 상호적 특성(reciprocal nature)’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455) 부정적 외부성을 생성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외부성의 최적화를 가로막는 존재일 수 있다는 말이다. 
코스는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는 주체만을 문제라고 여긴, 공식적 제도를 
강조하는 기존의 논의가 외부성 문제의 상호적 성격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454) 일각에서는 코스 정리를 자유방임주의를 정당화한 이론으로 오해하기도 하나, 코스의 
관심은 그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 일에 있을 뿐이었다. 허성욱,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법의 일반원리로서의 가능성에 관하여 -”, 환경법연구 제27권 제4호, 2005, 54쪽.

455) R.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196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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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면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456) 
외부성을 유발하는 행위의 상호적 특성을 고려하면, 특정 행위군을 모조리 
금지하거나 허용하기보다 두 가지 외부성의 양상에 따라 행위군의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코스에 따르면 외부성 문제의 핵심은 내부화를 수행하는 개별적 제도의 
비용구조에 달려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거래와 비교할 때 공식적 제도의 
내부화 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그 역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완전한 
양의 내부화를 달성할 만큼의 세액이나 세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피구세를 집행하는 과정에 인적・물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피구의 생각처럼 공식적 제도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일련의 비용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457)보다 적어야만 한다.458) 문제는 
현실에서 시장제도와 공식적 제도가 작동하는 맥락에 따라 초래된 비용의 
양상이 달라 양자의 우열관계를 일의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스는 시장거래에 비용이 들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정적 
외부성의 원천인 행위를 할 권리인 재산권을 어느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경우에도 시장거래를 통해 자원배분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논증을 펼쳤다.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당사자가 권리주체가 갖는 효용보다 큰 비효용을 
느끼면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재산권을 구매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을 ‘코스 정리(Coase Theorem)’라고 한다.459) 물론 현실에서 
시장거래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가정은 대체로는 성립하지 않겠지만,460) 

456) R. H. Coase, 앞의 논문, p. 1.
457) 여기서 말하는 거래비용은 특정한 거래에 드는 비용은 물론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통칭한 개념으로 규정한다. 전성훈・신도철・길인성, 『199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코즈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9쪽 참조.

458) R. H. Coase, 앞의 논문, pp. 39-42.
459) R. H. Coase, 앞의 논문, pp. 2-8. 초기의 재산권 부여와 최종적 자원배분이 무관한 

특성을 불변성(invariance)이나 중립성(neutrality)으로 지칭한다. 이재우, “코즈 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 연구”, 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3, 37쪽.

460) R. H. Coase, 앞의 논문, pp. 15-19. 코스는 거래비용이 있는 상황을 강조하였는데 
거래비용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실은 
코스 정리도 코즈 대신 스티글러(Stigler)가 정식화하고 명명한 것이다. 김두얼, “로널드 
코즈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 다시 읽기”, 법경제학연구 제10권 제1호, 2013,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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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는 부정적 외부성과 연관된 거래비용이 피구세와 같은 공식적 제도의 
운용에 따른 일련의 비용보다는 낮으리라고 바라보았다.461)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시장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라도 시장제도가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는 최적의 제도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라는 공식적 
제도는 시장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적 의미만을 가질 따름이다.462)

  부정적 외부성을 입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를 획득한 
행위는 부당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파인버그의 동의원칙은 코스 
정리의 결론과 맥을 함께한다. 동의원칙과 코스 정리를 연결해보면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는 행위는 시장거래라는 쌍방의 동의를 토대로 상당 부분 
내부화되는 셈이다. 또한 시장제도는 법제도에 비해 훨씬 유연한 편이기에 
부정적 외부성을 낳을 일체의 행위군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이분법 대신 
탄력적 접근법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일례로 행위군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와 허용을 달리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다양한 제한적 허용의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진화와 학습을 기초로 한 시장거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균형점은 일종의 자생적 질서이자, 법제도로 편입될 후보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치 관습법이 형성되는 과정처럼 말이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논란거리는 코스 정리가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재산권의 명확한 획정을 상정하는 부분이다. 제한적 합리성의 한계에 
마주하는 인간에게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타당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463) 
사전적으로 부정적 외부성의 양상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산권을 
확립하거나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소모되며, 수립된 재산권이 다시 파생적 
외부성을 유발하기도 한다.464) 따라서 인류는 의도적으로라도 모든 부정적 
외부성에 재산권을 획정하는 대신 일정한 만큼은 공익의 몫으로 남겨두게 
마련이다. 문제는 개인의 관점에서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초래되는 부정적 
외부성을 시장거래 과정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공익에 

461) R. H. Coase, 앞의 논문, p. 1.
462) R. H. Coase, 앞의 논문, p. 19.
463)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거래비용의 원천으로 본, 강두석, 앞의 책, 39쪽 이하 참조.
464) 원동철, “재산권분배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 제1권, 1998, 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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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얻는 이득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지만 
내부화에 드는 비용은 단독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아무리 
시장거래를 활성화하더라도, 적어도 공익에 대하여는 내부화의 무임승차를 
추구하는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가 초래되기 십상이다.465) 결국 
자생적 질서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은 개인에게 사익을 넘어서는 공익에 
대한 해악을 내부화할 유인이 있는가라는 물음인 셈이다. 비공식적 제도나 
자생적 질서라는 범주에 공통으로 해당되기는 해도 시장과 윤리는 배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인데, 이와 같은 통념과 전혀 다른 시각을 
전제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최근의 행동경제학 연구는 이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사회적 선호

  가. 두 가지 제약조건

   1) 죄수의 딜레마와 외부적 제약조건

  지능적 존재라면 현재의 상황에 비해 서로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동에 대하여 쉽사리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대체로 합리적 
존재로 구성되고 재산권과 시장제도와 같은 거래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공동체라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지점으로 수렴하게 되리라는 결론이 인과적으로 예상된다.466) 다만 문제는 
이러한 인과적 경로에는 창발과 같은 비정형적 현상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수의 개체로 구성된 공동체에는 개별 개체의 단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협력과 배신이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465) 해악의 내부화에 무지한 상태가 개인에게 이롭다는 뜻이다. 합리적 무지에 대하여는,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5, No. 2, 1957, p. 139 참조.

466) Adam Smith(유인호 역), 『국부론(제2판)』, 동서문화사, 2008, 4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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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인류의 지능이 인과와 창발의 간극을 모두 메울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지 않는 이상에야 사이먼이 언급한 세 가지 불확실성은 거래비용과 
시장실패의 단초를 제공한다. 인과와 창발의 문제는 해악만 아니라 편익의 
측면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러한 인과와 창발의 간극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널리 알려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다. 보통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은 협력의 균형을 불가능케 하고 배신의 균형이라는 비극을 
선사할 따름이다.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모든 개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 
최적인 반면, 개인의 관점에서는 다른 개체가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은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전략이 유리한 이유에서다. 시장이라는 
거래기반 비공식적 제도에만 의존한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성의 
완전한 내부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467)

  이러한 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많은 개체가 
자발적으로 협력적 행위를 이행하고는 한다. 현실과 이론의 간극을 메우는 
전통적 방식은 모든 인간이 공익을 지향하는 태도인 도덕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학습한다는 설명이다. 도덕성에 기초한 설명방식은 
최근 들어 두뇌의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VPFC)’이라는 부위가 도덕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468) 그러나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모든 
인간이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될 뿐, 모든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발휘한다는 명제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볼 때 도덕적 
인간관을 상정하고서 도덕교육에 의존하는 제도만으로는 죄수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극복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도덕성이 뛰어난 개체가 가져온 협력은 추가적 

467) 예를 들어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No. 3859, 1968, pp. 1243-1245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식화하였다. 나아가 Elinor Ostrom(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2010, 90-98쪽은 제도의 공급, 제도의 이행, 제도 이행 여부 감시라는 
세 가지 단계에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부각된다고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468) 김학진, “이타성은 본능일까?: 이타주의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뇌”, 『이타주의자』, 사
회평론, 2018, 20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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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으로 바라보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469)

  올슨(Olson)은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도를 비롯한 물질적 유인과 제재를 
통한 방식으로만 개인의 단기적 이익추구 성향을 억제하고 협력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시장에서 소득이 자연적 제약조건으로 
기능하듯, 법제도적 유인과 제재가 제약조건의 크기 및 종국적 의사결정의 
지점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470) 만일 협력적 개체에게 무임승차를 할 
때보다 큰 기대효용 상당의 유인을 부과하거나 비협력적 개체에게 협력할 
때보다 큰 기대비용 상당의 제재를 부과하게 되면, 협력할 때 더욱 높아진 
기대이익이 도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인위적으로 도입된 외부적 제약조건인 
공식적 제도를 선호체계에 편입하려는 태도는 제도경제학을 전통경제학과 
차별화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471) 이러한 관점에 의한다면, 비공식적 
제도는 공식적 제도와 비교하여 무익한 비용만을 초래하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2) 선호의 내생성과 내부적 제약조건

  이처럼 비공식적 제도에 따른 접근방식은 일견 공식적 접근방식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시도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결론도 과하게 여겨진다. 무엇이 문제일까? 레식(Lessig)은 
이를 전통경제학이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담긴 의미론적 정보를 소실한 

469) 이와 같은 관점은 법을 악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홈즈(Holmes) 판사의 
견해에서도 읽을 수 있다. Oliver Wendell Holmes Jr.(신동룡・권경휘 역), “법의 길”, 
연세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5, 239쪽 참조.

470) Mancur Olson(최광・이성규 역), 『집단행동의 논리』, 한국출판사, 2013, 2-3쪽.
471) 일각에서는 법이 외부적 제약조건에 영향을 끼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변화를 

이끄는 일련의 과정을 ‘행동경제학’적 입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제도경제학에 적합하다. 이하에서 살펴볼 것처럼 선호의 내생성은 행동경제학이 
강조하는 대표적 내용이다. 이러한 오해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행동주의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라고 오인한 결과로 짐작된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전통경제학에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접목한 대안경제학의 일종이고 행동주의와는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정모, 앞의 논문, 69쪽은 행동경제학 대신 ‘인지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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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에 빚어진 결과로 해석한다.472)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합법적으로 
소비가 허용되는 물품이지만 누군가가 금연을 결심한 전후의 담배에 대한 
선호는 분명히 같지 않다. 이때 두 가지 상황에서의 ‘담배’를 전혀 색다른 
재화로 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금연의 의지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선호에 가해진 제약조건의 차이가 아닌 재화의 차이와 연계하려는 
태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473) 오히려 프레이밍 효과처럼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동일한 의사결정의 주관적 
가치가 바뀌는 현상이 개인과 공동체의 규범과 엮이면서 의미론적 제약이 
생성된다는 이해가 더 적절하다. 전통경제학은 선호체계에 몇 가지 공리를 
제외한 별도의 내부적 제약은 없다고 보지만, 이처럼 의사결정에 내부적・
외부적 제약조건이 병존한다고 보아야 현실에 근접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선스틴(Sunstein)은 개인의 정체성인 자아관념(self-conception)을 이와는 
상반되는 행위를 억제하는 내부적 제약조건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한다.474) 
금연을 결심한 행위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유는 시장가격이나 재화의 
변화 때문이 아닌, 자신이 수립해온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행위자의 
의미부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비공식적 제도는 공식적 제도와 달리 
외부적 제약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는 대신, 자아관념과 같은 내부적 
제약조건에 간접적 영향을 행사하여 의사결정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반면 전통경제학은 선호체계가 자율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보는 선호의 
내생성(endogeneity)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해왔다.475)

472) Lawrence Lessig, “Social Meaning and Social Nor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44, No. 5, 1996, pp. 2181-2183.

473) 경제학에서는 상이한 환경적 맥락변수가 대입되었을 때 별개의 재화로 여기는 관례가 
있다. Hal R. Varian, 앞의 책, p. 219. 그러나 여기에서 달라진 변수는 외부적 맥락이 
아닌 내부적 가치평가이므로, 선호체계가 일정한 상황에서 재화가 변화했다는 것보다는 
동일한 재화에 대한 개인의 선호체계가 변화하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474) Cass R. Sunstein, “On the Expressive Function of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44, No. 5, 1996, p. 2021.

475) 최정규, “공공정책에서의 내생적 선호와 제도적 구축효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제
발전연구 제12권 제2호, 2006,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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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동경제학과 사회적 선호

  얼핏 생각하면, 어길 때 이익의 하락을 낳는 외부적 제약조건과는 달리, 
내부적 제약조건을 수용하는 일은 개인의 기대이익을 하락하도록 할 법한 
비합리적 행위라고 여겨진다. 내부적 제약조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시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체계가 공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되는 내부적 제약조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논의에 
의하면 소득이나 법과 같은 외부적 제약조건을 배제한 선택의 상황에서는 
단기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리적인데도, 다른 
행태가 빚어진다는 의미이다.476) 만일 개인에게 모종의 내부적 제약조건이 
실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적응도를 극대화하는 균형점도 
달라진다. 기업을 예로 들면, 소비자 또는 기업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제약조건을 무시하는 균형점은 국지적(local) 최적화만이 가능하여 
장기적 이윤극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이유에서다.477) 설령 기업 자체는 어떤 
내부적 제약조건을 갖지 않더라도,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이와 같은 내부적 
제약조건을 가진다는 구성원의 공통의 지식(common knowledge)이 이를 
위반할 때 초래될 법한 기대비용을 외부적 제약조건에 편입하도록 한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그러면 통념과 달리 시장과 윤리는 인간의 인지체계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양자를 구분하여 사고하는 행위는 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단초를 제공한 계기가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으로 불리는 연구이다. 귀스(Güth), 슈미트베르거(Schmittberger), 
슈바르체(Schwarze)는 무작위로 추첨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한 쌍의 피실험자에게 10달러에서 서로의 몫을 나누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476) Daniel Kahneman・Jack L. Knetsch・Richard H. Thaler, “Fairness and the 
Assumptions of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Vol. 59, No. 4, Pt. 2, 1986, 
pp. S285-S286.

477) Daniel Kahneman・Jack L. Knetsch・Richard H. Thaler, 앞의 논문, p.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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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을 거부하면 양쪽 모두 한 푼도 갖지 못한다고 고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경제학은 제안자가 단 1센트만 제공해도 상대방은 거부하는 
경우보다 이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락할 것이라고 바라본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 많은 제안자가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제안하였고 2~30% 미만의 
금액을 제시받은 상대방의 절반 가까이는 배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사한 
실험이 피실험자의 환경적 변수를 다르게 하여 진행되었지만, 일부 수치상 
차이만이 발견되었고 제안자가 대부분의 이득을 가져간다는 전통경제학의 
예측이 통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478) 최후통첩 게임과 이를 변형한 일련의 
게임을 놓고 볼 때, 많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공정대우와 이를 어긴 타인에 
대한 보복이 단기적 이익의 극대화에 맞서는 내부적 제약조건으로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결국 자신̇ ̇ 의 이익에 관한 공정성 관념이 문제된 사안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다음의 사례는 그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페어(Fehr)와 
게히터(Gächter)는 사적 보복이 가능한 공공재 게임을 바탕으로 타인이나 
공동체와 같은 자기 외̇ ̇ ̇ 의 존재에 대한 공정대우와 이를 어긴 타인에 대한 
보복을 내부적 제약조건에 편입하는 현상을 보였다. 공공재 게임에서 모든 
피실험자는 약간의 금원을 지급받고 공동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기부한 금원은 일정한 배율만큼 증액되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데 기부액보다 수령액이 적게 설계되어 모두가 한 푼도 
기부하지 않는 무임승차가 우월전략이 된다. 최초의 공공재 게임에는 이와 
같은 전통경제학의 예측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기부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나아가 페어와 게히터의 실험은 여기에 덧붙여서 사적 보복을 
원하는 개인은 일정한 금원을 자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사적 보복의 가능성을 추가하자 지속적으로 협력이 늘어났고, 이와 

478)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증 환자의 사례를 제외할 경우, 각종 변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Norio Tomono(이명희 역), 앞의 책, 263-272쪽. 
최초로 시행된 최후통첩 게임의 상세한 내용은, Werner Güth・Rolf Schmittberger・
Bernd Schwarz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Ultimatum Bargain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3, No. 4, 1982, pp. 370-3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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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는 보복이 외부적 제약조건에 반영된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문제는 후속 게임의 상대가 기존과는 달라 자신이 이익을 직접 회수할 수 
없는데도 사적 보복이 어느 정도 행해진 사실이다. 이는 전통경제학으로는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다.479) 이것은 사익과는 무관한, 공익에 대한 
일반적 의식이 개인의 선호체계에 어느 정도는 내부적 제약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넘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에도 영향을 받는 형태로 규정된 선호체계를 두고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라고 일컫는다.480) 사회적 선호의 존재를 고려하고 나면, 코스 
정리의 한계는 상당히 억제될 수 있는 셈이다. 인류가 공익에 대한 해악을 
내부화하려는 기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카너먼(Kahneman), 크네치(Knetsch), 세일러(Thaler)는 이처럼 다수의 
개인이 가진 공정성에 대한 내부적 제약조건이 암묵적 계약이라는 형태로 
시장거래에 스며들어 있다고 한다.481) 이들에 의하면 공정성이라는 내부적 
제약조건이 형성되는 출발점은 전망이론의 ‘준거점 의존성’이다. 그동안의 
시장거래 선례가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에서 일종의 준거점으로 자리 잡아, 
가격 변화가 준거점과 마찰을 일으키는지 여부와 공정성 관념이 연계되어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황에 의해 시장 평균임금이 하락한다고 하여 
기존 직원의 임금을 절감하는 일은 노동공급자인 직원의 준거점과 마찰을 
유발한다. 반면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줄어든 시장 
평균임금을 부여하는 행위는 준거점이 형성되기 이전이라서 불공정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전통경제학은 양쪽 모두가 시장 평균임금만을 책정할 때 
합리적으로 규정하지만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482)

479) Norio Tomono(이명희 역), 앞의 책, 236-245쪽 참조. 원문은, Ernst Fehr・Simon 
Gächter, “Fairness and Retaliation: The Economics of Reciproc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3, 2000, pp. 163-170 참조.

480) 최정규, “행동경제학: 경제주체의 선호를 묻다”, 219-221쪽.
481) Daniel Kahneman・Jack L. Knetsch・Richard Thaler, “Fairness as a 

Constraint on Profit Seeking: Entitlements in the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4, 1986, pp. 728-729.

482) Daniel Kahneman・Jack L. Knetsch・Richard Thaler, 앞의 논문, pp. 72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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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간 행위의 네 가지 유형

  개인적 선호와 사회적 선호의 양립을 고려하면, 인간의 행위는 이원화된 
두 가지 기준의 교차를 통해 형성된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하나는 
자신과 다른 개체에게 동일한 종류의 영향을 가져다주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영향이 적응도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여부이다. 먼저 자기와 
상대방의 적응도를 모두 높이는 행위는 호혜적(mutual beneficial)이라고 
일컫는다.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와 상대방의 적응도를 모두 낮추는 행위는 
악의적(spiteful)이라고 일컫는다. 반면, 자신의 적응도는 높이고 상대방의 
적응도는 낮추는 행위는 이기적(selfish)이라고 일컫는다. 자신의 적응도를 
낮추고 상대방의 적응도를 높이는 정반대 행위는 이타적(altruistic)이라고 
일컫는다.483)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이러한 네 가지의 행위유형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양태의 집합이지, 인간의 고유한 본성에 대한 기술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인간이 주어진 맥락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다는 말과 어느 한 가지 유형의 행위만을 반복하도록 타고난 서로 다른 
네 가지 종류의 인간이 현실에 공존한다는 말은 구별되어야 한다.484)

  합리적 행위자라면 순기대이익이 0보다 높은 행위만을 한다고 바라보는 
전통경제학은 악의적 행위는 물론이고 시장거래처럼 어떤 행위를 한 즉시 
파레토 효율성의 달성여부가 분명한 호혜적 행위를 넘어선 이타적 행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 제자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스승, 타인을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조건 없이 내놓는 기부천사와 같은 ‘이타적’ 행위가 실재한다. 그동안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선천적 본성 및 후천적 교육에 따른 순수한 이타성으로 

483) 해밀턴(Hamilton)의 1964년 논문에 최초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후속연구를 통해 
개량되었다. William D. Hamilton,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I and II”,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Vol. 7, No. 1, 1964, p. 15 참조.

484) 따라서 김도균, “집합행동, 신뢰, 법 -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550-551쪽이 인간을 ‘이기적 인간형’과 ‘호혜적 인간형’으로 
구분한 부분은 인간 행위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 이해하여야 하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특성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는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오해는 서론에서 살펴본 규범주의적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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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다가, 진화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순수한 이타성의 발로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호혜성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기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이익인 행위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 
결국은 스스로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485)

  다만 이러한 설명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만을 직접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는 개체는 실제로 
드물다는 것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처럼 순수한 도덕적 이유가 
이타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 동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나타난다. 때로는 
현재의 행위로 인해 유발된 결과가 미래에 현출되어 기대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하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순기대이익이 양수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도를 드높이는 이와 
같은 행태는 전통경제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486)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행위를 유발하는 근접(proximate) 원인과 궁극(ultimate) 원인을 구분하면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종국적으로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자가 채택하는 직접적 이유는 이익뿐 아니라 감정, 문화, 도덕과 같이 
이익과는 무관한 요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근접 원인은 ‘어떻게’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하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말하기가 어렵다.487) 순수한 이타적 행위를 도덕성의 
발로로 여기는 관점은 근접 원인으로는 적절할지 몰라도 궁극 원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모종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타성의 궁극 
원인을 무엇으로 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인 이유에서다. 오히려 비용-편익 
분석을 매번 수행한다면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맹목적 이타성을 
내재화한 개체에 비해 못한 이익을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 궁극 원인으로 

485) 사회적 선호가 발생하는 과정을 호혜성에 기초하여 상세히 규명한 연구로는,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개정증보판)』, 뿌리와이파리, 2009, 72-254쪽 참조.

486) 전통경제학의 관점에 따르면 비재화(bads)인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이를 상쇄할 만한 
기대이익의 증대가 동반되어야 효용이 무차별해진다. 김도균, 앞의 논문, 561쪽 참조.

487) 전중환, 『진화한 마음』, 휴머니스트, 2019, 58-60쪽. 어떤 현상의 원인을 이원화하여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원문은, Ernst Mayr, “Cause and 
Effect in Biology”, Science Vol. 134, No. 3489, 1961, p. 15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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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절하다. 양질의 정보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능력을 갖춘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 호혜성의 성립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순수한’ 이타성은 호혜성과 제한적 
합리성의 조합으로부터 탄생한 일종의 전략인 셈이다.488)

 4. 소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흔히 ‘이타적’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추정할 개연성이 큰 행위와 
공통된다. 현실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전략은 불확실성 하에서 개체가 가진 
정보나 주어진 환경의 맥락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터 잡아 도출된 ‘신뢰의 
정도’와 연계된다.489) 따라서 타인을 신뢰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개체는 호혜성을 발휘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경우에도 호혜성을 발휘하는 개체는 도태되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종종 
언급되어온 성선설과 성악설, 유전자 결정론과 환경 결정론 같은 이분법적 
대립은 호혜성과 불확실성의 조합이 빚어내는 현실 속 인간의 다종다양한 
양태를 일면적으로만 포착한 오해의 산물이다.490) 많은 위험요인을 보유한 
개체는 보수적 전략을 채택하는 편이 합리적이고, 모든 위험요인을 극복할 
자신이 있는 뛰어난 개체는 맹목적 이타성을 채택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따름이다. 같은 맥락에서 협력의 비용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호혜성을 

488)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인간의 행태를 이타적 전략을 취하는 경우(Giver), 호혜적 
전략을 취하는 경우(Matcher), 이기적 전략을 취하는 경우(Taker)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기대효용이 작거나 기대비용이 큰 평범한 다수 개체는 호혜적 전략이 최선인 
반면, 기대효용이 크거나 기대비용이 작은 뛰어난 소수 개체는 맹목적 이타성이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통찰을 제시하는, Adam M. Grant(윤태준 역), 『기브앤테이크』, 
생각연구소, 2013 참조.

489) George A. Akerlof, 앞의 논문, pp. 495-496.
490) 단일한 본성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결정한다는 생각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전중환, 앞의 책, 53-55쪽 참조. 이와 같은 대립구도는 허수아비의 오류에 의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시한 일종의 사이비문제(pseudo-problem)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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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는 개체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491) 결론적으로 제도의 역할은 
인간의 선호체계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보다는 선호체계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총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둘째로, 현실적 맥락에서 사회적 선호에 관한 내부적 제약조건과 물질적 
유인・제재에 관한 외부적 제약조건은 상호작용하면서 한꺼번에 작동하지 
두 가지 기제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전자는 도덕성과 관련되는 반면 후자는 이해타산과 관련되어 양자가 접점 
없이 구분된다고 보았다.492) 그리하여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외부적 제약조건만을 따르는 반면, 공적 영역에서는 이타적 인간이 
윤리라는 내부적 제약조건만을 따른다는 오해에 직면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분법은 비공식적 제도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시장과 윤리를 배타적 
관계로 보아 양자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나아가 공식적 
제도는 시장과는 상보적일지 몰라도 윤리와는 거리가 있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믿음까지도 유발한다.493) 그러나 때로는 공식적 제도로부터 도입된 
유인・제재의 제약조건이 선호체계에 안착하면서 내생적 선호를 형성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거나 사회적 선호가 공식적 제도를 뒤바꾸기도 하여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개체만이 협력하거나 단일한 개체가 사안별로 
행태를 달리하는 상황은 이타성의 발현인가 이기심의 발현인가? 짐작건대 
양자를 전적으로 분리하여 보는 사고방식을 가진 논자라면 답변이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관념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장애물로 작용한다.494)

  이러한 시사점에 기초하여 다시 본고의 주제인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 
문제를 상기해보자. 일단 재차 강조하면 가장 양극단적 견해인 사전배려의 

491) Christine Jolls・Cass R. Sunstein・Richard Thaler, 앞의 논문, p. 1494.
492) 홍훈, 앞의 책, 298-300쪽 참조.
493) 정반대로, 최인철, “제도, 제도개혁과 경제성장”, 『제도와 경제발전』, 한국경제연구원, 

2000, 50-51쪽은 시장이라는 특정한 제도가 아닌 비공식적 제도 전반이 공식적 제도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바라본다.

494) Richard H. Thaler, “Anomalies: The Ultimatum Gam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 No. 4, 1988,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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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나 인과적 해악으로의 완벽한 환원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위험의 
중대성과 개연성이 상당하다거나 해악으로 발현하는 경로가 불확실하다면 
사전배려의 원칙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일체의 해악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495) 모든 창발적 
해악을 인과적 해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적절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아직 
인공지능과 인간 인지체계의 마찰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상 사전배려의 원칙과 인과적 해악론 
모두 이분법적이고 경직적 특성이 부각되기에 과소규제나 과다규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정보가 요구되나, 인류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딜레마를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은 일단 자유롭게 허용하되, 그것으로 인한 위험이 
창발적 해악으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비공식적 제도에 의한 자생적 질서를 
혼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 문제는 비공식적 제도를 
통한 자생적 질서로 잠정적으로 해결되고 이를 인과적 해악으로 전환하는 
순간 영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듯하다. 그러나 시장이든 
윤리든 비공식적 제도는 공식적 제도와는 달리 모든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공식적 제도가 경직적 
방식에 의존하는 이유는 유연성을 강화하여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는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연성의 강화로 인한 손해는 대체로 
강제력의 문제와 결부된다. 장기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힘의 우위를 유지할 
자신이 있는 극소수의 개체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능적 존재는 언제든지 

495)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인 ‘치명적 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LAWS)’는 국제사회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통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가령 생명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라는 비영리 연구소는 2015년 7월 치명적 자율무기의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개서한(Open Letter on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하고 
호킹(Hawking) 박사를 비롯한 명망가와 인공지능 연구자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Future of Life Institute, “Autonomous Weapons: An Open Letter from AI & 
Robotics Researchers”, 2015.

   (https://futureoflife.org/open-letter-autonomous-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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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균형에서 벗어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자명하다.496) 외부적 제약조건 없이 내부적 제약조건만으로 완전한 해악의 
내부화에 이르는 공동체는 모든 개체가 신의 경지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인류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의 변수는 일률적 규율방식이 제공하는 효율성이다.497) 극도로 
유연성이 높은 제도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처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달리 
말해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창발적 해악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탓에 
증대된 오차율에 비해 그로 인한 비용의 감쇄분이 훨씬 크면 이를 허용된 
위험으로 여기는 공동체의 기대적응도가 상승하게 된다. 정의를 다른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공동체가 역설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비용이라는 인류가 직면해 있는 존재론적 제약을 무시하는 
‘도덕지상주의’는 이상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류가 정보나 인지와 같은 다양한 비대칭성의 문제에서 기인한 
죄수의 딜레마를 규율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공식적 제도를 어느 정도는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어떤 인위적 개입도 가해지지 않은 ‘순수한’ 자생적 질서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기제가 요구된다. 많은 손의 문제와 인지체계의 마찰을 해결해줄 
기술 전문가와 대중이 주체로 참여하고, 자생적 질서에는 부족한 강제력과 
효율성을 강화한 조직화된 방식의 기제 말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만한 제도적 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496) 나아가 이러한 개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여타 개체의 협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여 기존의 자생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김도균, 
앞의 논문, 567-574쪽 참조.

497) 개별적 거래비용의 총합보다 조직을 운용하는 비용이 적다면 사적 계약은 조직이라는 
형태로 진화해나가게 마련이다. 박세일 외, 앞의 책, 467-4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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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생적 질서의 조직화

 1. 거버넌스의 개념

  가. 통치와 협치

  상술한 논의를 통해 창발적 해악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법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제도와는 별개로, 시장과 윤리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제도의 의의를 
확인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 담론의 
특징은 후자의 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두 가지 암묵적 전제를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오늘날 인공지능 맥락에서 
주로 문제시되는 해악이 창발적 해악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창발적 
해악에는 법제도를 중시하는 하향식 접근 대신 비공식적 제도를 중시하는 
상향식 접근법 취할 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갑자기 나타난 관점이 아니라 근래 유행처럼 번져온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함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498) 그러면 전통적으로 정부(government)가 
담당해오던 역할을 대신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는 중앙집중적이고 상의하달형 정책실현을 앞세운 
정부가 보유한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부가 부각된 
계기는 일련의 시장실패 요인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익을 실현하는 
기제라는 믿음이 줄어든 데 있었다. 실제로 대공황의 타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
후반부터 시장실패와 정반대 현상인 정부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먼저 

498) 한편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줄기차게 활용되고 있으나 실상 거버넌스는 이미지뿐이고,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이 만연하다는 
지적으로,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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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제로의 회귀를 통해 정부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베버(Weber) 이래로 강조되어온 관료적 계층제의 경직성이나 공적 
주체의 사익추구 문제를 시장기제를 토대로 보완하려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이론화되었다.499) 국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간주하고 공급자인 공적 주체가 인간인 이상 공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유인・제재라는 외부적 제약조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관점이 신공공관리론의 요체이다. 최근까지도 맹위를 떨쳐온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정부관과 일맥상통하는 사조이다.500)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많은 부작용을 보여왔다. 무엇보다도 공공재와 
사적 재화는 성격이 크게 다른데, 양자를 동종의 재화로 취급한 데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사적 재화의 목적함수는 이윤극대화인 반면 공공재의 경우 
뚜렷한 목적함수를 설정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인간이 사회적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여 다양한 폐해가 유발되기도 하였다. 지나친 
경쟁심리를 조장한 탓에 조직의 융화가 깨진다거나, 유인의 왜곡으로 인해 
저품질 공공재가 다량으로 공급된다거나, 필수재의 생산조직을 민영화하여 
저소득층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한 현상이 대표적이었다.501)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 원인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 주체와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 주체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관념이 숨어있다. 시장과는 달리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전문적이며, 객관적 주체인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오래된 통념이 이를 뒷받침한다.502) 이와 같은 공과 사의 
선험적 구분을 벗어난다면, 공적 주체가 사적 영역에서, 혹은 사적 주체가 
공적 영역에서 상대방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499) 정정길 외, 『새로운 패러다임 행정학』, 대명출판사, 2017, 434-436쪽 참조.
500)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정부의 변화를 상세히 논의한 선행연구로, 조홍식,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 2004, 336-340쪽 참조.
501) R. A. W. Rhodes,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Vol. 44, No. 4, 1996, p. 655 참조.
502) 이와 같은 구분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론이라는 전통적 관념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김용욱, “공법과 사법 구분의 기원・변천 및 당위체계에 관한 연구 
- 금전급부 8 유형론의 구체적 실례 및 그 정리와 해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2015, 168-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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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다. 나아가 구성원의 선호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전통적 산업화 
사회는 단일한 주체의 추진력과 권위가 중요할지 몰라도, 다원화된 오늘날 
민주화 사회는 절차적 측면도 중요한 요소이다.503)

  공적 의사결정은 오직 정부의 소관이되 그저 무작정 시장기제만 수용한 
신공공관리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새로운 견해가 바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다. 신공공관리론의 문제는 정부실패의 원인을 전적으로 시장기제의 
부재에서 찾은 데 있다. 거래비용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시장기제는 결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기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공적 
의사결정의 한계가 완치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이론은 여기에서 
누락된 변수가 시장기제가 아닌, ‘참여’라고 여기는 데서 기존의 논의와는 
결을 달리한다.504) 공적 문제와 연관된 사적 주체가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헌법상의 민주주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확보된다. 다수결이 아닌 구성원의 숙고와 대화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선호체계를 도출할 때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공적 자치(public 
autonomy)의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505)

  나아가 사적 주체의 참여는 공적 주체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보완하여 실체적 정당성을 향상하기도 한다. 물론 정답이 명확한 문제라면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추가적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결과적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축적된 사안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문제는 절차적 정의를 넘어서는 내용상 정의를 분명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506) 이처럼 결과적 이익은 불분명해도 
자율성의 이익은 명확한 경우에는 후자의 이익을 존중할 필요성이 커진다. 

503) Bob Jessop, “Governance and Meta-Governance: On Reflexivity, Requisite 
Variety and Requisite Irony”, in Henrik P. Bang (eds.), Governance as Social 
and Political Communic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pp. 102-104.

504) 김도균,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국정관리연
구 제4권 제2호, 2009, 2-5쪽 참조.

505) 김도균, 앞의 논문, 14-18쪽.
506) 김도균, 앞의 논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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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변화의 단계에 위치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부각되는 편이다. 위험이 발현되는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단일한 주체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다원주의적 분화를 거듭하는 현실에서, 공적 문제해결에 있어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를 엄밀히 구분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 개념은 
사적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가조직을 통해 효율성과 권위의 
측면을 보완하는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통치가 아닌 
협치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정자 혹은 촉진자와 
같은 간접적 역할에 머무른다.507) 이를 인공지능 맥락에 적용하면, 과거와 
같이 권위적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투자・규제 정책이 아닌 사기업, 
전문가 조직, 학계, 시민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터 잡은 
규범적 논의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요체가 된다. 특히 인공지능은 세계적 
차원의 긍정적・부정적 외부성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단위가 
단일국가를 넘어선 국가연합이나 국제기구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다.508)

  나. 거버넌스와 메타거버넌스

  일견 모순되는 듯한 개념인 자율성・민주성과 효율성・강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적 의사결정 구조인 거버넌스 개념은 무수한 논자들의 지지를 
받고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적 주체의 참여로부터 공적 문제해결에 이르는 구체적 
방식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적 주체가 내부화를 전담하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형태를 양극단에 놓고 보면 사적 주체의 참여는 다양한 
양상을 띨 수 있다. 심지어 특정한 맥락에서는 사적 주체의 참여가 배제된 

507) R. A. W. Rhodes, 앞의 논문, pp. 655-660 참조.
508) Allan Dafoe, “AI Governance: A Research Agenda”,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2018, pp.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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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전통적 통치방식이 합당한 거버넌스일 여지조차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적 주체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축적된 이후에는 절차적 정의보다 결과적 
정의를 강화하여 얻는 이득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거버넌스를 사적 주체의 참여에 기초한 협치로만 
국한한 전통적 이해를 고수하는 대신,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제시되었다.509) 거버넌스를 공동체 좁은 의미의 협치를 넘어, 넓은 의미의 
문제해결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시장, 
정부,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해악과 위험을 내부화하는 일련의 
제도적 기제를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아우르자는 것이다.510) 
공식적 제도의 한계가 비공식적 제도로 보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비공식적 제도가 어떤 해악의 내부화 상황에서도 최적의 문제해결 기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최적화된 
해악의 내부화를 달성하는 제도적 기제의 조합을 탐색하는 개념을 가리켜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라고 일컫는다.511)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시장, 정부,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는 주어진 문제의 맥락에 따라 대체재가 
될 수도, 보완재가 될 수도 있기에 단일해는 물론이고 혼합해 역시 최적의 
메타거버넌스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념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적 영역의 이해당사자를 논의의 
핵심적 주체로 상정하려는 논의는 전자의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가 공식적 
제도를 매개로 강제적 규제를 동원하여야 하는가, 사적 주체가 자생적으로 
형성한 비공식적 제도를 대체재나 보완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후자의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같은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관념이 
혼재하고 있어, 거버넌스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전제한다면 화자의 진의를 

509)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긴 사례라고 본 Claus Offe, “Governance: 
An “Empty Signifier”?”, Constellations Vol. 16, No. 4, 2009, p. 552 참조.

510)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322-323쪽. 이와는 대조적으로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를 ‘신거버넌스’라는 
명칭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같은 논문, 325-326쪽.

511) 이명석, 앞의 논문, 329-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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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할 위험이 있다.

 2. 자율규제 거버넌스

  가. 자율규제 거버넌스 개관

   1)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개념

  해악의 내부화를 말할 때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을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논한 일련의 개념을 규제라는 맥락에 
옮겨 재해석해보자. 인류가 해악의 내부화를 위해 고안한 제도를 양분하면 
공적 주체의 강제력을 동반한 외부적 제약조건에 주목하는 공식적 제도와 
사적 주체의 참여를 동반한 내부적 제약조건에 주목하는 비공식적 제도로 
나뉜다. 규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전자는 강제규제 개념과 결부되고 후자는 
자율규제 개념과 결부된다. 알게 모르게 법률가는 강제규제를 공리와 같이 
여기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자율규제의 특성이 전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강제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512) 앞서 본 파인버그의 동의원칙과 형사법의 
허용된 위험 개념은 자율규제의 존재를 방증하는 사례이다.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선호를 고려할 때 모든 자율규제를 인위적으로 배제한 강제규제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이다.
  이미 앞선 논의를 통해 자율규제의 단초를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상술한 
것처럼 날것의 비공식적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량이 요구된다. 첫째, 
비공식적 제도는 공식적 제도에 비해 강제력이 부족한 탓에 자연상태에서 
발생한 온갖 비대칭성을 자체적으로 교정할 힘이 부족하다. 물론 집행력의 
수단으로 (도덕)교육이 법을 대신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512) 심지어 David Vogel, “The Private Regulation of Global Corporate Conduc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Business & Society Vol. 49, No. 1, 2010, p. 
70은 강제규제와 비교하여 자율규제가 역사적으로 선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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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비교할 때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효력이 뒤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둘째, 비공식적 제도는 자생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이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물론 비공식적 
제도가 자율성과 절차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추가적 이점을 갖기는 하지만 
효율성과 결과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는 것도 분명하다. 해악을 
근절하는 훨씬 효과적 수단을 제쳐두고 ‘보이지 않는 손’만 신뢰하는 것도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 제도는 ‘거버넌스’라는 
조직적 규율체계의 일환으로 포섭되었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라는 
명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자생적 질서의 원형과 달리, 자율규제 거버넌스는 공적 주체의 
참여나 공식적 제도의 존재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단지 종래 팽배해온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해악의 내부화라는 공적 
문제의 해결에 사적 주체의 참여나 비공식적 제도와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관점을 취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와 대상은 분리되지만 
자율규제는 해악을 유발한 주체인 개인과 이들이 설립한 연합체가 규율의 
주체에 포함되면서 규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513)

  한편 ‘규제’란 외부적 강제력을 동반하는 개념이고, ‘자율’은 제약조건이 
없는 사적자치를 뜻한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개념을 혼합한 
‘자율규제’라는 개념은 일견 형용모순인 듯 보인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간의 내부적 제약조건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단기적・물질적 
사익을 넘어선 장기적・총체적 공익의 극대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에 따라 
공식적 제도와 외부적 제약조건 대신, 비공식적 제도와 내부적 제약조건에 
기초하는 규제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율규제는 
무규제(un-regulation)와 유사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자율규제는 어찌 
되었든 규제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개념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자율규제 거버넌스란 코스 정리와 사회적 선호의 조직화를 통해 현실에서 

513) 현실에서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주체보다는 연합체가 권한을 가진 후자의 
형태가 더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통권 
제116호, 2010,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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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제약조건을 구현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실마리인 셈이다.514)

  실무에서 자율규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극단의 스펙트럼 선상에서 
하나의 형태를 채택하고는 한다.515) 첫째, 관련법에 규제의 범위와 방식을 
제시하고 집행만 위임하는 방식이다. 엄밀히 말해 이는 강제규제 일원론을 
전제로, 사적 주체를 규제의 전반적 과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에 가깝다. 둘째, 관련법에는 어떤 내용도 규정하지 않은 채 
실체적・절차적 규율 모두를 오롯이 사적 주체에 내맡기는 방식이다. 일견 
개념상 불가능하지 않은 형태일 듯하나 후술할 자율규제의 문제점 때문에 
현실에서 강제규제가 완전하게 배제되는 일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실에서 원용되는 자율규제 거버넌스는 대체로 무규제 내지 
자유방임이 아닌 강제규제 일원론을 당연하게 여긴 과거의 풍조를 넘어선 
일체의 메타거버넌스를 가리키는 편이다.516) 다만 학술적 개념을 분석하는 
상황에서는 자율규제의 이념형을 상정한 뒤 논의에 나서는 편이 여러모로 
유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강제규제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형태의 자율규제를 기준으로 논의를 심화하도록 하겠다.

   2)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의의

  구체적으로 강제규제 이외에 자율규제가 필요한 논거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힌다.517) 첫 번째 이유는 규제의 양면성이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내부적・외부적 제약조건의 영향을 고루 받는다면 어느 한 가지 영향만을 

514) 이와 유사한 견해를 취한, Anthony Ogus, “Rethinking Self-Regulatio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15, No. 1, 1995, p. 100-102; Anthony Ogus・Emanuela 
Carbonara, “Self-Regularion”, in Francesco Parisi (eds.), Production of Legal 
Rules,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pp. 230-232 참조.

515) 이하의 내용은 Anthony Ogus, 앞의 논문, pp. 99-100 참조.
516) 황승흠 외,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4-8쪽 참조. 대표적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청소년 보호법 제11조는 자율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자유방임을 
자율규제의 원형으로 상정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517)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양천수, “인공지능과 윤리 - 법철학의 관점에서 -”,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2020, 76-77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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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한 규제는 부작용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특히나 법을 동원한 규제는 
해악을 억제하는 개인의 내적 자율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두 번째는 강제규제가 초래하는 사각지대이다. 
법은 인과적 해악의 규율에 특화된 제도이므로, 창발적 해악을 규제하려면 
인과적 해악이 발생할 경로에 대한 정보를 완비한 뒤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규제의 수범자인 사적 주체가 규제당국보다 입수하기 쉬운 정보가 있다면 
이들의 참여는 창발적 해악의 방지에 커다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사적 
주체의 역할을 배제하고 공적 주체만으로 모든 창발적 해악을 막아낸다는 
발상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518)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맥락에서는 자율규제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자율규제는 해악의 방지와 편익의 추구를 동시에 지향하게끔 해주는 
균형 잡힌 규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과거 규제론은 기본권과 같은 
우월한 이익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위험을 유발할 요인을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따른 
해악과 위험이 중대하기는 해도 모든 맥락에서 편익을 능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519) 자율규제를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신기술에 대한 
과한 적대감이나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규제의 역할은 기술을 절대적 악으로 규정하기보다 해악과 위험을 역치의 
안쪽으로 억제하면서 혁신을 장려하는 데 있기에, 구체적 맥락에 따라서는 
강화되거나 약화된 형태의 규제가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상황에서 

518) 일각에서는 강제규제 일원론을 규제독점주의라고 명명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민영, 앞의 논문, 140-141쪽. 최근 들어 유행처럼 번지는 개념인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 주된 이유는 물론 민주주의 원리이지만, 공적 주체가 세상의 모든 
해악에 대한 최적의 규율주체라는 전통적 관념에 대한 의구심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채택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에 명백히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의 취지를 상기해보라.

519) 이원우, “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에 관한 법적 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
신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 2-4쪽 참조. 예컨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는 이와 같은 
관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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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을 방지하는 동시에 편익을 촉진하는 적임자 역할을 바로 자율규제가 
담당하게 된다. 법이 행위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행위를 제약하는 한편 
향도하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억제 이외에 촉진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520)

  둘째, 신기술은 한편으로 해악과 위험을 초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를 억제하는 규제도구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찍이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제기하였다.521) 법은 위반하면 재산이나 신체에 
가해지는 제재를 바탕으로 강제성을 확보하나, 이를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개인에게 남아있다. 반면 기술은 이와 같은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522) ‘코드가 곧 법(code as law)’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레식의 주장은 원래는 기술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성을 
대변하였으나, 기술이 규제의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기술을 활용한 (기술에 대한) 규제를 
아키텍처 규제(architecture regulation)라고 일컫는다.523) 물론 아키텍처 
규제를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겠지만 기술 전문가인 공급자가 
설계 단계부터 해악과 위험을 고려하게 한 형태(by design)가 기술규제의 
원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제의 실현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 사례가 
레그테크(Regtech)이다. 레그테크는 법률 전문가조차도 알기 힘든 복잡한 
전문적 규율체계를 효과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단이 되리라고 기대된다.524)

520) 이상의 내용은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진화”,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2019, 156-157쪽 참조.

521) Lawrence Lessig(김정오 역), 『코드 2.0』, 나남, 2009 참조.
522) Ryan Calo, “Code, Nudge, or Notice?”, Iowa Law Review Vol. 99, No. 2, 

2014, pp. 778-780.
523) 다만 정적 성격이 강한 기존의 아키텍처 규제와는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규제는 동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심우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법과사회 
제53호, 2016, 54-56쪽.

524)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유제민,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 2019, 17-18쪽. 레그테크와는 
정반대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규제당국의 감독을 도와주는 기술은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섭테크(Subtech)’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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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어야 할 논증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규제에 대한 비교우위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거가 제시되어왔다.525) 첫째, 정부라는 단일한 주체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사적 주체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은 특히 정부가 사기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꼽히는 영역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기제의 부재를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목하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적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둘째, 자율규제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정부의 
중앙집중형 강제규제 체계와 비교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526) 
강제규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므로 
각종 전략적 행위의 감시・견제에 소모되는 비용이 막대하다. 만일 내부적 
제약조건이 안착하여 상호의 신뢰가 제고된다면 이와 같은 비용은 생산적 
부문으로 이전하게 된다. 만일 인간의 호혜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과연 
공적 주체는 항상 공익을 추구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기는 매한가지다.527) 
셋째, 강제규제에 비해 실체적・절차적으로 유연하다. 법은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만 하기에 구체성이 높고 동전의 양면으로 법으로 규율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속성을 갖는다.528) 재량(discretion)이라는 도구를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 해결방안은 결국 새로운 입법이고, 여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는 이러한 빈틈을 유연하게 
메우는 도구로 작동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분산형 네트워크와 결합할 경우 
관할(forum)이 어디인지가 불명확해지는데 자율규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529) 넷째, 법은 국가마다 어느 정도 다른 세부사항을 

525) 이하의 내용은 Anthony Ogus, 앞의 논문, pp. 97-98; Gary Marchant, ““Soft 
Law”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ulse, 2019, pp. 2-3 참조.

526) Gerry Stoker,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0, No. 155, 1998, p. 23.

527) Anthony Ogus・Emanuela Carbonara, 앞의 논문, pp. 237-239.
528) H. L. A. Hart,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Harvard 

Law Review Vol. 71, No. 4, 1958, pp. 606-608은 법문언의 의미가 분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심부와 주변부(penumbra)를 구분하는데, 이때 중심부를 분명히 규정할수록 
주변부나 주변부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도 덩달아 명백해지는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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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마련인데,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취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범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530)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규제의 고수는 
이해당사자가 제각기 다른 규범을 제정하거나 기껏해야 가장 약한 형태의 
규제로 수렴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반면 유연한 자율규제는 개별 국가의 
법제를 넘어선 통합적 국제규범과도 양립하여 유해한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이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작업이 용이해진다. 끝으로, 사적 
주체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참여를 통해 민주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대중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의제에 따른 대리인 문제를 해소해주며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물에 대한 구성원의 순응성도 높여준다.531)

   3) 자율규제 거버넌스와 연성규범

  자율규제든, 강제규제든 규제가 정당성과 실효성을 구비한 행위규범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수범자가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 요구된다.532) 규제의 매개체를 규범(norm)이라고 할 때 
강제규제는 법이, 자율규제는 윤리가 규범 역할을 담당해왔다. 역사적으로 
법은 활자를, 윤리는 구술의 형태로 구성원에게 공지되고 전승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는 윤리도 가이드라인(guideline), 
행동강령(code of ethics), 모범사례(best practices)과 같이 차츰 명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학술적으로는 법과 윤리 대신에, 경성규범(hard 
law)과 연성규범(soft law)이라는 용어의 활용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통 양자의 핵심적 차이는 공식적 차원의 제재・유인을 동반한 구속력의 

529) 원래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의 등장과 함께 대두되었는데, 인공지능 
역시 동일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오태원, “사이버공간의 규제문제와 사회규범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10-11쪽.

530) David Vogel, 앞의 논문, pp. 69-70.
531) Claus Offe, 앞의 논문, pp. 557-559 참조.
532) 오태원, 앞의 논문, 2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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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연성규범은 법규성을 인정받지 못한 
법규명령, 행정규칙, 국제규약, 관습법에 이르지 않은 사회적 관행과 같은 
사실적 차원의 구속력만을 가지는 일체의 규범을 가리킨다.533)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은 일견 규칙과 기준의 구분과 유사한 듯해도, 경성규범이 기준을 
포함하거나 연성규범이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성규범은 일반적으로 경성규범보다는 
추상적이면서 유연한 형태를 띤다.
  연성규범은 자율규제의 도구로 활용되게 마련이므로, 자율규제가 가지는 
장점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의 관계는 어떨까? 먼저 
유연성이 큰 연성규범은 일상적으로 흠결을 빚는 경성규범에 대한 보충적 
규범으로 기능한다. 물론 입법・사법적 재량으로 이러한 흠결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지만, 연성규범이 존재할 경우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연성규범의 시범적 
운용을 바탕으로 확보한 정보는 경성규범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534) 인공지능과 같이 새로이 부각되는 영역에서는 역으로 
연성규범을 마련할 때 기존의 경성규범을 출발점으로 삼기도 한다. 나아가 
법적 확신을 얻은 사회적 관행이나 일부 규범력을 인정받은 행정규칙처럼 
연성규범이 경성규범으로 도약하는 사례나, 의도적으로 모호한 경성규범을 
통해 연성규범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결국 경성규범과 연성규범, 
강제규제와 자율규제는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단계적 개념인 셈이다.535) 
경성규범을 활용하는 자율규제나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강제규제라는 말이 

533) 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
로 -”,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3, 92-95쪽. 영문의 표현(law)과는 다르게 경성법과 
연성법 대신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으로 번역한 이유는 ‘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연성법은 
법과 무관한 개념이라서, 양자를 포괄하는 ‘규범’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술한 연성규범의 사례에서 여타의 종류와 달리 사회적・법적 ‘관행’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는데 최근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현경, “관행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6 참조.

534) 최난설헌, 앞의 논문, 97-98쪽.
535) Gary Marchant, 앞의 논문, pp. 13-14; Anthony Ogus・Emanuela Carbonara, 

앞의 논문, p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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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형용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할수록 일반적으로 연성규범과 친화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나.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한계

  자율규제 거버넌스에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어렵지만, 동전의 양면으로 상당한 문제도 발견된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문제점은 오늘날 입헌국가의 대전제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이념과의 
부조화이다.536) 규제의 정당성은 실체적・절차적 차원에 걸쳐 논의되는데, 
실체적으로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형태가 자율규제인지 
강제규제인지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그래도 강제규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가 수립하여, 적어도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물론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거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537) 협치에 터 잡아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자율규제가 강제규제 이상의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주도권은 전문가 또는 전문가 단체가 보유하고 대중의 참여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문제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등장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가 잦아지면서 실정법에 이를 견제할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었는데, 사적 주체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내세워 이를 회피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538) 독립적 기구에 의한 견제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장치는 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적 주체에게 
기대하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공적 주체가 

536) Anthony Ogus・Emanuela Carbonara, 앞의 논문, p. 228.
537) Matthew U. Scherer,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Risks, 

Challenge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29, No. 2, 2016, pp. 378-379.

538) Nicholas Diakopoulos, “Accountability in Algorithmic Decision Mak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9, No. 2, 2016,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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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자이기 때문에 사적 주체 사이의 분쟁에는 불법행위와 같은 실정법상 
일반조항에 의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될 뿐이다.539) 설령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전적 예방이 아닌 사후적 전보만이 가능하여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
  다음 문제는 부족한 강제력이다. 강제규제의 주체가 오직 공익을 따르지 
않듯, 자율규제의 주체 역시 공익만 준수할 리 만무하다. 대중의 협상력과 
기술에 대한 문해력(literacy)이 높지 않을 경우 내부적 제약조건이 온전히 
기능할 것이라고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540) 구체적 맥락에 따라서는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때 단기적・장기적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 
협력의 균형점은 불안정하다는 데 대해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자율규제는 
강제규제에 비해 강제성이 낮은 편이기에 과연 자율규제가 일련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요구가 거세진 추세이고 현실의 일반적 관행을 
준수할 때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율규제도 많은 비용이 요구되기에 별도의 제재수단이 동반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자율규제가 균형점이 될 여지가 많다.541) 한편 이처럼 많은 이가 
자율규제가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우려하나, 일각에서는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상반된 형태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542)

  이와 별개로, 자율규제의 일환인 기술규제에 대하여도 문제가 지적된다. 
인간이 가진 의미론적 정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machine readable) 

539)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540) Anthony Ogus・Emanuela Carbonara, 앞의 논문, pp. 232-235 참조.
541) Anthony Ogus・Emanuela Carbonara, 앞의 논문, pp. 235-237 참조. 다른 한편, 

David Vogel, 앞의 논문, pp. 76-83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고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비용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최근 들어 모두가 자율규제를 표방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의 경쟁우위 
자체가 상실되는 추세라고도 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거버넌스에 터 잡아 형성된 균형인 
사회적 관행이 공동체의 총체적 최적점과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이유도 없다.

542) Anthony Ogus, 앞의 논문,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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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론적 차원의 정보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중요한 의미가 소실될 
위험성이 요지이다. 규칙・기준으로 이원화된 법이 규칙으로 일원화되면서 
법해석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는데, 이처럼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균형이 붕괴된 규제체계가 기존의 법체계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 일례로 
인간은 실질적 준수로 생각하지 않지만 기계가 볼 때 규칙을 지킨 형식적 
행위가 성행하게 되어 기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543) 다른 한 편에서는 
기술규제가 너무 잘 작동하면 과잉규제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인간이 볼 때는 허용된 위험 안쪽의 행위도 통사론에 기초한 기계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예외 없이 규제할 것이기 때문이다.544) 앞서 본 인간과 
인공지능 인지체계의 마찰을 연상시키는 상황인 셈이다. 물론 인간이 가진 
인지편향을 억제하기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부작용일지 몰라도, 인류를 
지금껏 존재할 수 있게 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만큼 
자율규제의 장점이 단점을 압도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다면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줄 대안적 제도는 무엇일까?

  다.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대안

   1) 공동규제 거버넌스

  연성규범을 매개체로 삼는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한계로 인해, 최근 들어 
다수의 논자들은 자율규제와 강제규제의 성격이 어느 정도 혼합된 형태의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규율체계로 선호하는 추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기술에 관한 법적 문제는 불명확한 관할과 기술적 우회가능성 때문에 
강제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한동안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달랐다. 사이버공간과 정보기술에 대해서도 강제규제가 안착하였고 

543) 유제민, 앞의 논문, 18-20쪽 참조.
544) Ryan Calo, 앞의 논문, p. 783은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법집행의 최적점은 

100%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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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영역과 유사한 해악과 위험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반대로 
정보기술에 대해서도 기존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이버공간과 정보기술도 
극단적 자유방임과 자율규제에 의존하기보다, 강제규제와의 조율에 기초한 
규제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점차 일반화되었다.545) 인터넷 혹은 정보기술의 
성격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인공지능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의 개정 
내지 자율규제와의 협업이 요구되더라도 오로지 자율규제나 강제규제에만 
의존한 입장은 모두 지나치다는 말이다.546)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현실에 구현하는 양태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체로는 해악과 위험을 초래하는 주체나 조직체 차원에서 수립한 
윤리원칙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정부는 윤리원칙을 수립・감독・집행할 때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조하고 관련법과 규제당국을 동원하여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때로는 강제규제에 비견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만, 때로는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547) 이용자와 시민단체는 윤리원칙의 
수범자인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서 여타 주체에게 보완점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참여자는 공동규제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충분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548) 여기에 기술규제가 덧붙여지면 
일련의 규제체계가 실시간적 자동화와 업데이트도 가능해지게 된다.

545) 이상의 내용은 오태원, 앞의 논문, 11-20쪽 참조.
546) 자율규제와 강제규제 사이는 물론이고, 강제규제 내부에서도 3권분립이라는 관점에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관한 공동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느 한 주체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면서 다른 
주체를 배제하고자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에 필요한 논의는 모든 주체가 가진 장・단점을 구체적 사안에 대입하여 
최적화된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Matthew U. Scherer, 앞의 
논문, p. 373 이하 참조.

547) Anthony Ogus, 앞의 논문, pp. 102-107.
548) 황승흠 외, 앞의 책, 22-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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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규제 거버넌스의 핵심은 모든 주체의 실질적 역할이 얼마나 대등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정부에 지나치게 큰 비중이 실릴 때 
공동규제는 강제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추가규제 수단이 될 뿐이다. 기업과 
연합체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공동규제는 껍데기만 거버넌스일 뿐 
실질은 면피 내지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549) 같은 맥락에서, 개별 주체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한 매개변수가 된다. 두 가지 속성을 
둘러싼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 사이의 신뢰도가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라면 
신뢰도가 높은 주체 입장에서는 굳이 공동규제 거버넌스에 참여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신뢰도가 낮은 주체는 직접 참여하기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진 주체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규율방식이 낫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요컨대 공동규제 거버넌스의 성공은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해주는 
신뢰의 형성에 달린 셈이다.550)

  한편,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힘들어지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지적되기도 
한다. 먼저 연성규범의 권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연성규범의 내용을 인용한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다만 경성규범에 반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연성규범에 기속되어야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551) 국내에서도 상위법의 수권을 받은 행정규칙이 
아니라면 연성규범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 일견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륙법계 국가인 
국내의 실정을 고려하면 연성규범에 따른 자율규제나 공동규제를 굳이 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심각한 요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기술적 수단인 비식별 조치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6년 발표되었는데,552) 이후 가이드라인을 

549)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개별 주체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Anthony Ogus・Emanuela Carbonara, 앞의 논문, p. 243 참조.

550) 영국의 사례로부터 이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낸, Karen Yeung(이범수・윤혜선 역),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2016, 91쪽 이하 참조.

551) 최난설헌, 앞의 논문, 103-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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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 업체와 관계자가 형사고발을 당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때문에 
어렵게 만든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화 되었고, 3년여 시간이 흘러 통과된 
개정법에 의해 비로소 비식별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맹목적으로 
연성규범을 중시하면 소수집단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법의 권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풍토에서 호혜성에 
기댄 협치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553) 비공식적 제도 대신 
법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 때문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책임성의 저하도 골칫거리이다. 공동규제의 본래 취지는 협치에 터 잡아 
공동체 구성원이 가지는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고양하는 일에 있다. 극도로 
복잡다기한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주체가 해악과 위험의 잠재적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일이 바람직한 협치의 원형인 셈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주체가 참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편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임승차의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554) 
이에 따라 정부나 시장으로 대표되는 단일한 주체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와 
비교하여 보다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세계적 차원의 
권위적 조직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555)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독립적 존재를 흔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 
TTP)’라고 일컫는다. 물론 규율의 차원이 복잡해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입여부・
범위는 충분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사항이다.

552)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 -”, 2016.

553)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오인만 해당되는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연성규범은 엄밀히 볼 경우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554) Gerry Stoker, 앞의 논문, pp. 21-22. 
555) Gary Marchant, 앞의 논문,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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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제규제 거버넌스의 개선

  지금까지의 접근과 달리, 강제규제 거버넌스의 기조를 유지한 채 일정한 
보완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로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내의 
규율체계에 대한 비판이 꼽힌다. 상당한 비가역적 해악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사후적 대처보다 사전적 예방을 중시하는 기조를 반드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진입금지 규제가 작동하면 수정이 
용이하지 않은 탓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낳는 규제지체(regulatory 
time lag)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한다.556)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구조를 토대로, 명시적으로 허용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하는 방식의 규율인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가 대표적 
사례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해악이나 위험을 산출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해악의 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 관점에서 보면 극히 이례적 
규율방식이다. 굳이 선해하면 일부 영역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역치를 넘는 
해악의 존재를 의제한, 사전배려의 원칙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557)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익을 저해한다는 식의 단선적 결론의 오류는 이와 
연관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떠올려보면 명백해진다. 
흔히 기술의 공급자인 기업이 수요자인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양상만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기업이라도 기존 기업과 신생 기업의 입장이 다르고 
대중이라도 주로 누리는 영향이 이익 또는 위험인 경우의 입장이 같을 리 
없다.558) 규제의 주된 역할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특정한 사익을 보호하는 결과가 부수적으로 유발되고는 한다. 기존 기업이 

556) 김태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
론을 겸하여 -”,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350-351쪽.

557) Thomas Fetzer(김태오 역),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2016, 60쪽 참조.

558) 김태오,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143-144쪽에서는 우버(Uber)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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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혁신적 기술의 시장진입을 막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정반대로 신규 기업이 기술의 혁신이라는 구호를 기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삼는 일도 나타난다.559)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해악의 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이 표방하는 
자유주의 법체계의 대원칙으로 회귀하여 규제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중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조가 포함된다. 하나는 
해악과 위험이 명백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다. 다른 하나는 초창기에는 얼개만을 
다룬 원칙중심 입법에서 출발하여, 관련 정보가 축적될수록 구체성을 높인 
규칙중심 입법 단계로 가는 단계적 규제(step-by-step regulation)다.560) 
이러한 방식은 2019년 1월 발효된 ‘규제샌드박스 3법’561)으로 구현되었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규제와 
혁신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이다. 마치 놀이터의 어린이처럼 국가가 마련한 
장소와 규칙하에 사적 주체에게 신기술을 활용하게 하고, 이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규율을 미세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전자는 신기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후자는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라는 규정으로 도입되었다.
  일견 네거티브 규제나 단계적 규제는 기술의 활용과 기본권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못지않다. 먼저 세상에는 인류가 기술 발전이나 경제성장을 넘어선 
가치를 부여하는 사익과 공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작정 강제규제 
완화를 부르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전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후적 규제의 강화와 후속절차가 동반될 때에만 비로소 해악과 

559) Thomas Fetzer(김태오 역), 앞의 논문, 56-58쪽은 이것을 규제무임승차(regulatory 
free-riding)라고 표현한다.

560) 박균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
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 2018, 233쪽 이하 참조.

561) 규제 샌드박스 3법이란,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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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다는 지적은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562) 나아가 
규제당국과 수범자 모두 어찌 되었든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를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563) 유연한 규제는 달리 말해 불명확한 규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내용의 다양한 규제가 제정되고 이를 담당한 규제당국의 관할권이 
복잡하게 얽힌 국내의 법제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564)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규제를 총괄할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체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한다. 전문기관의 도입은 관할권 혹은 
법제의 중복에 의해 발생하는 혼란을 절감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특화한 규율을 가능케 하나, 인공지능이 독자적 규제가 요구되는 파급력을 
가진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565)

562) 김태호, 앞의 논문, 362-363쪽; 박균성, 앞의 논문, 238-239쪽.
563)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

12권 제2호, 2019, 147-149쪽.
564)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규제완화가 역설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372-376쪽 참조.

565) 김광수,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 토지공법연구 제81집, 2018, 293-2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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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결론

  자유와 해악의 조율은 지능적 존재가 자신의 적응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과적 해악에 주목하는 공식적 제도는 다수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만 복수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따른 ‘창발’이라는 
현상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지닌다. 인공지능이라는 인류와 다른 새로운 
인지체계는 인간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우수하거나 열등한 까닭에 창발적 
해악을 야기한다. 인공지능의 작동이 인간의 행위와 비교하여 지나칠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여 발생하는 많은 작동의 문제가 전자의 대표적 현상이고, 
질적 정보의 측면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가 빚는 마찰은 후자의 
대표적 현상이다. 혹자는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영역 전반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해악이 
편익을 크게 상회한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수용하기 힘든 견해이다.
  핵심은 법제도를 주도하는 주체가 수범자보다 많은 작동의 문제나 질적 
정보의 문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전자는 인공지능 설계자, 
제작자로 대표되는 기술 전문가가, 후자는 이용자로 대표되는 일반 대중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과적 해악의 규범공백을 더욱 세분화하는 일보다, 전문가와 대중이 가진 
정보를 사회와 공유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단초는 공식적 제도와 
대비되는 비공식적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다. 시장, 윤리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제도는 해악과 위험을 야기하는 주체가 가진 내부적 제약조건에 
주로 의존하고, 점차 모종의 자생적 질서에 이른다는 특성을 가진다. 만일 
유연한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친다면 창발적 해악의 
특성을 해명하고 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인과적 해악과 달리 창발적 해악이 비공식적 제도와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창발적 해악을 비공식적 제도로만 규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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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비공식적 제도는 공식적 제도와 비교할 때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력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비공식적 
제도에 따른 자생적 질서에 어떤 인위적 개입도 가하지 않을 경우 죄수의 
딜레마가 빚어지거나 규칙성이 없는 제각기 다른 균형점이 도출될 여지가 
있다. 역설적으로 공식적 제도에 따른 인위적 질서가 어느 정도 혼합될 때 
비공식적 제도에 따른 자생적 질서 역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나아가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었다면 창발적 해악은 인과적 
해악의 일종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양자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인공지능과 해악 이슈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매개체가 바로 거버넌스이다.
  규제론의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재해석해보면,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을 
해소하는 데 수범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법제도처럼 활자의 형태를 띠면서 법과 달리 강제성이 
낮고 유연성이 높은 연성규범이나, 기술이 해악을 유발하는 매개체를 넘어 
해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기술규제와 같은 사례는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독자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실제로 현재 인공지능 
맥락에서 국제사회의 논의 역시 연성규범과 기술규제의 두 가지 차원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 맥락에서 형성된 자생적 질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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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공지능과 자생적 질서

I.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

 1. 논의의 출발점

  가. 인공지능 윤리 개관

  오늘날 인공지능 맥락의 자생적 질서론은 ‘인공지능 윤리’라는 이름으로 
주로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 담론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주요 해악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제시되는 윤리원칙의 목록이 
놓여있다.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각국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집단, 심지어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기 인공지능 윤리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여 대표적 
문제사례와 핵심적 윤리원칙을 제시하는 형국이다.566) 이와 같은 모습에는 
신기술의 도입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여도, 지능적 존재인 인류는 근본적 
비판과 성찰을 통해 기술의 수용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대전제가 담겨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맹목적이지 않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해준다.567)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가 가지는 별개의 가치를 

566)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Peter Stone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f 
the 2015-2016 Study Panel, 2016을 발간한 이후 온갖 보고서가 쏟아져 현재는 이를 
망라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표적 예로, Future of Life Institute, “Asilomar 
AI Principles”, 2017; Google, “Perspectives on Issues in AI Governance”, 2019;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Ethically Aligned Design 
First Edition: A Vision for Prioritizing Human Well-being with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2019;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2019;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관계
부처 합동,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2020 등 참조.

567)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앞
의 글,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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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어(Moor)는 정보기술, 유전기술, 나노기술, 
신경기술로 대표되는 혁명적 신기술이 등장할 때 인류가 마주하게 마련인 
규범공백을 지적하면서, 윤리가 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정적 행위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568) 인공지능은 
정보기술의 일환이면서 신경기술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양자의 논거는 윤리(ethics)569)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 전자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정당성을 고찰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입장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달리 후자의 
입장은 윤리를 해악의 최소화와 편익의 극대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단인 
제도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실제 사안에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메타거버넌스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오늘날 
인공지능 윤리 담론은 일반적으로 후자가 우세한 편이지만, 소모적 논쟁을 
회피하고자 개별적 논의에서 전제한 윤리 개념의 정의나 윤리관을 밝히는 
일 자체를 삼가는 경향을 보인다.570) 규범윤리학과 메타거버넌스를 중심에 

568) 무어는 이와 같은 기술이 가소성(malleability)과 융합(convergence)이라는 차원에서 
뛰어나기에 혁명적 기술이라고 한다. James H. Moor, “Why We Need Better Ethics 
for Emerging Technologie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3, 2005, pp. 111-119. 참고로 네 가지의 기술은 2002년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가 21세기를 
선도할 융합기술로 지목한 내용(Nano, Bio, Info, Cogno, NBIC)과도 동일하다. M. C. 
Roco・W. S. Bainbridge (eds.),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SF/DOC-sponsored Report, 2002, p. 2 참조.

569) 한편 윤리와 도덕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도 제기되는데, 도덕이 개인 차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성찰이라면, 도덕을 공동체 차원의 규범으로 확장한 형태를 윤리라고 
한다. Gianmarco Veruggio, “EURON Roboethics Roadmap(Release 1.1)”, EURON 
Roboethics Atelier, Genua, 2006, p. 9. 이와 같은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대체로 혼용되는 경향이다. Louis P. Pojman・James Fieser(류지한・조현아・김상돈 
역), 앞의 책, 15쪽. 본고도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도록 하겠다.

570) 허유선・이연희・심지원, “왜 윤리인가: 현대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조망, 그 특징과 
한계”, 인간・환경・미래 제24호, 2020, 186쪽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논의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개념정의 자체가 논의를 산으로 
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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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두 가지 윤리관은 모두 일리가 있어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관점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의 
논자가 동상이몽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대체로 지금껏 윤리 담론은 전자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오로지 성장과 발전에만 몰두하는 일반적 시각에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여 
인류가 단기적・국지적 최적화를 넘어선 장기적・총체적 최적화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졌다. 반면 논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소수의 추상적 
원칙만으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 이상만을 제시하는 일이 잦았으며, 처벌이 동반되는 법조차 어기는 
마당에 교육이라는 강제력 낮은 수단을 통한 윤리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핵심적 논거였다. 이에 규범윤리학에 대한 회의주의(skepticism)가 
대두되기도 하였다.571) 특히 정책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윤리는 마치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강제규제처럼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존재라는 견해가 공유되었다.572)

  놀랍게도 현대 인공지능 윤리 담론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기술 전문가가 
주체로 참여하거나 논의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윤리에 대한 모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개입된 결과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한 수준의 해악과 편익을 동시에 창출한다는 특성을 
가진 까닭에, 이해당사자인 기업, 정부, 대중 모두가 산업발전과 규제라는 
일견 상충하는 목표를 둘 다 놓치지 않도록 요청받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에 비해서는 유연성이 
높으면서 어느 정도의 규범력까지 보유한 윤리가 대두된 것이다. 비공식적 
제도로서의 윤리가 인간의 내부적 제약조건에 영향을 미쳐 해악과 위험을 

571) 규범윤리학적 개념의 토대를 논의하는 분야를 메타윤리학(meta-ethics)이라고 할 때, 
윤리적 회의주의는 윤리적 사실은 그저 개인의 주관적 선호나 정서에 기인할 따름이고,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메타윤리학적 입장이다. Louis P. 
Pojman・James Fieser(류지한・조현아・김상돈 역), 앞의 책, 460-471쪽 참조.

572)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원태 외,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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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만한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기제는 인공지능 기술에만 특화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져오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과 기술 전문가조차 무제약적 행위에서 벗어나 법은 아닐지라도 윤리 
정도는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생적으로 형성케 하였다.573)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현재 진행되는 인공지능 윤리 담론은 사실상 말만 
윤리이고, 실제로는 윤리를 기술・법・정책의 보조도구로 이용할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574) 그러나 윤리를 문제해결 도구로 여기는 메타거버넌스 
자체가 그릇된 발상인지는 의문이다. 법과 윤리를 불문하고 규범의 본질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해낸 인공물인 제도라는 
데 있지, 어떤 고차원적 산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은 
인공지능 윤리를 메타거버넌스라는 단기적・정책적 차원을 넘어 인문학적 
성찰에 터 잡은 장기적・철학적 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이해할 수 있겠다.575)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인공지능 윤리 담론을 개별 문헌에서 
제시하는 문제사례나 윤리원칙이 무엇인지를 목록화하는 일과 동일시하는 
풍조가 그것이다. 오늘날 많은 인공지능 윤리 논의는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적 사례를 나열하는 형태를 취한다.576) 초창기 논의에서는 문제제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의미하겠지만, 자칫 인공지능 윤리 논의가 정치적 
구호로 취급될까 우려된다. 제아무리 다수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더라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초래한 인과적 해악의 사례를 아무리 열거한들, 현행법상 모두 
규율되는 사안이라면 도리어 문제제기의 진정성만 의심될 따름이다.
  한편 오늘날 인공지능 윤리 논의는 대부분 윤리원칙을 열거하고 다소의 
설명을 덧붙인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을 취한다. 모든 윤리원칙은 

573) 이상의 내용은 김효은, 『인공지능과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2-5쪽 참조.
574) 허유선・이연희・심지원, 앞의 논문, 197-201쪽.
575) 허유선・이연희・심지원, 앞의 논문, 201-204쪽 참조.
576) Brent Daniel Mittelstadt et al., “The Ethics of Algorithms: Mapping the 

Debate”, Big Data & Society Vol. 3, No. 2, 2016, p. 4 이하; Peter Stone et al., 
앞의 논문, pp. 18-4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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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로 이루어져 있어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체는 중요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풍토는 윤리를 그저 듣기 좋은 추상적 말을 나열한 목록으로 
오인하게 한다. 윤리원칙이 점차 수렴하는 추세라서 개별 보고서에 반영된 
윤리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고, 거버넌스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연성규범 형태의 윤리원칙은 실효성도 적은 이유에서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술 전문가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읽고 나서 프로그래밍 단계의 
윤리적 고려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한다.577) 결국 인공지능 윤리 
논의는 윤리원칙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중요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주체의 인적 구성이나 후속절차의 구비 여부처럼 행간에 
숨어있는 요인이 핵심적이다.578) 그래야만 좋은 말로만 점철된 윤리원칙의 
이면에 담긴 해당 주체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고, 면피성 논의에 대하여는 
적절한 견제를 가할 수 있으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성격을 크게 보아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법적 
강제규제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논의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윤리의
역할은 주로 자율규제의 도구인 연성규범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은 보통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강제규제를 유보하자는 태도와도 맞닿는다.579) 둘째, 정반대로 강제규제의 
보완재로서의 논의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무쌍하고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에 비해 유연한 윤리를 잠정적 규율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아무리 

577) Andrew McNamara・Justin Smith・Emerson Murphy-Hill, “Does ACM’s Code 
of Ethics Change Ethical Decision Making in Software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2018 26th ACM Joint Meeting on European Software 
Engineering Conference and Symposium on the Foundations of Software 
Engineering, 2018, pp. 729-733.

578) 고학수・박도현・이나래,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경제
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 2020, 29쪽.

579) Russell T. Vought, “Guidance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Draft)”,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2020, p.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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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제를 마련해도 나타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법과 윤리가 보완적으로 규율하자는 견해이다.580)

  인공지능 윤리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전자와 유럽연합으로 대표되는 후자의 입장이 논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녹아있다는 사실을 포착하는 일이다.581) 인공지능 기술을 제작하는 
기업과 공적 주체가 동일한 윤리원칙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저에 같은 
생각이 반영되어 있을 리가 만무하다. 기업은 전자를, 공적 주체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서 윤리를 주창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같은 유형의 주체라도 
각자가 처한 환경이 완전히 같지 않다면 다른 입장을 묵시적・명시적으로 
지지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일련의 윤리원칙에 반영된 공통점과 차이점의 
함의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결국은 표피적 문구를 넘어선 
심층적 윤리관을 포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달리, 윤리관에 대한 순진한 입장을 취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로, 기술낙관론의 입장을 가진 논자가 윤리를 
장식적 미사여구로 악용할 위험이다.582) 규제의 철폐를 부르짖고는 싶지만 
눈치가 보여서 법 대신 앞세우는 윤리는 기술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전면적 규제철폐를 부르짖는 것만도 못하다. 둘째로, 기술비관론의 입장을 
지닌 논자가 실정법에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영역을 윤리를 
동원하여 앗아갈 위험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윤리가 요구된다는 말은 일견 그럴듯해도, 법이 윤리를 대신하거나 
법도 윤리도 불필요한 경우에조차 수용된다면 곤란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580) Victor Demiaux・Yacine Si Abdallah, “How can Humans keep the Upper 
Hand: The Ethical Matters Raised by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2017, p. 24 참조.

581)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브릴(Brill)은 인공지능 담론 전반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박도현,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2018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2018, 12쪽 참조.

582) 구글이 2019년 3월 외부인사들로 이루어진 위원회(Advanced Technology External 
Advisory Council)를 설립한 뒤, 일부 자문위원의 극단적 정치성향이 문제되고 새로이 
선임된 위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어떤 윤리적 쟁점이 논의되는지 밝히지 않아 윤리를 면피용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유선・이연희・심지원, 앞의 논문, 193-194쪽 참조.



- 223 -

인공지능 윤리 담론은 일견 아름다운 논의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치열한 이익다툼이 기저에 놓여있다.

  나. 창발적 해악과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 담론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하나는 오늘날의 실정법 체계는 인공지능 기술이 유발하는 해악을 완전히 
예방하고 교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낳은 해악에 
대한 규범적 사각지대에는 공식적 제도의 변용을 넘어선 자생적 질서와의 
조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자생적 질서가 법제도의 대체재든, 보완재든 
메타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인공지능이 해악을 발현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본고는 창발적 해악이라는 개념을 이와 
같은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 경로라고 지목하는 동시에, 창발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많은 작동의 문제와 인지체계의 마찰로 대비하였다. 그렇다면 
역으로 양자의 요인이 유발되는 경로만 적절히 규율한다면 창발적 해악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인공지능 윤리 담론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전면에 등장한 
원칙이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583) 투명성과 
책임성은 여타 영역에서의 논의를 인공지능 맥락에 응용한 것으로 새로이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특히 책임(성)이라는 개념은 법제도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온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개념의 핵심적 목표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고 창발한 악결과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인공지능이 
과거 인간이 담당해온 의사결정 과정을 대체하여 유발되는 창발적 해악을 
제외한다면, 여타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584) 오직 인간만이 정보처리를 담당한 이전 시대에는 의사결정의 

583) 투명성과 책임성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윤리 담론에서 언급되는 개념이다.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앞의 글, p. 14; 
OECD, 앞의 글, Section 1; 관계부처 합동, 앞의 글, 10대 핵심요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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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나 양태를 숨기는 일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핵심적 목표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유발된 
인과적 해악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데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새로운 
지능적 존재가 정보처리 과정에 개입한 뒤에는 창발한 악결과를 규명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새로운 양상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창발적 해악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교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전예방에는 위험의 
비선형적 창발이 일어나는 군집화(clustering)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주된 
요인이 된다. 투명성은 위험의 군집화 현상이 나타날 경로를 이해당사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책임성은 군집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585) 사후교정을 위해서는 창발한 해악의 기여요인을 파악하고 
악결과를 적절히 재분배하는 일이 요구된다. 투명성은 어떤 해악의 속성이 
창발적인지 인과적인지 여부 및 비중을 판별하는 작업에 도움을 제공하고, 
책임성은 창발한 악결과의 책임을 귀속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 
정의론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전자는 역량(capacity) 기반 접근법과, 후자는 
분배(distribution) 기반 접근법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때로는 투명성의 
강화가 악결과의 분배에 도움을 주거나 책임소재의 규명이 투명성 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하기에, 양자를 별개로 바라보는 대신 통합적 접근을 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현재 진행되는 인공지능 윤리 담론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윤리원칙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이라는 개념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성은 인공지능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뗄 수 없고, 책임성은 해악과 위험을 발생시킨 주체의 규명은 
물론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584) Nick Bostrom・Eliezer Yudkowsky,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eith Frankish・William M. Ramse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316-318 참조.

585)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불평등의 씨앗이 되는 불리한 조건(disadvantages)의 군집화를 
방지하는 일이 정의론의 요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Jonathan Wolff・Avner De-Shalit, 
Dis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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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모르는 해악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사후교정 모두 가능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창발적 해악의 해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두 가지 윤리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투명성에 관하여는 인공지능 맥락에서 투명성 개념의 의미를 
규명하는 한편 설명가능성 개념과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도록 한다. 이어서 
책임성에 관하여는 인공지능 맥락에서 책임성 개념의 의미가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이나 법적 책임(liability)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인공지능과 투명성 원칙586)

  가. 인공지능과 투명성

   1) 투명성의 개념

  먼저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투명성 원칙을 다루기에 앞서 투명성 개념의 
전통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법제도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해악과 위험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담당하는 
역할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어떤 공동체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상정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이들의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가 
허용된 위험의 이내로 부정적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는 결론이 코스 정리와 
동의원칙에 담겨있는 함의이다.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관념이 성립하기 어렵다.587) 첫째, 정보라는 재화가 가진 공공재적 성격이 
타인의 생산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최적의 전략으로 여기게 하여 과소한 

586)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박도현,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미간행원고)을 보완한 것이다.

587) 이하의 내용은 Tim Wu, “Law and Economics of Information” in Francesco 
Parisi (eds.), The Oxford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Vol. 2),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23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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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라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 예가 한편에서는 통계적 차원의 정보만을 
가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 차원의 정보까지 보유하는 현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다.588)

  정보의 비대칭성은 다시금 사적 주체들 사이의 비대칭성과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 간의 비대칭성으로 나뉜다. 먼저 현실의 서로 다른 사적 주체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는 일은 드물어, 전자의 비대칭성은 일상적으로 
빚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적 주체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거래가 
정보가 많은 일방의 이익에만 기여한다는 불신을 초래해 거래비용을 높여 
허용된 위험보다 낮은 수준의 내부화라는 시장실패를 유발한다.589) 상술한 
문제의 대안으로 공적 주체에게 정보의 생산과 균등한 배분을 담당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초래될 비용의 문제로 인해 시장실패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후자의 비대칭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공적 주체는 권한을 위임한 사적 주체와는 별개의 선호체계를 
가지고 감시를 하는 데도 비용이 소모되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빚어지고는 한다.590) 이와 같은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한다면 공적 주체의 도입이 실제로 정보의 생산성과 대칭성을 
강화하는지는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정보의 비대칭성만 높이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투명성이란 
정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대하여 해악의 내부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매개개념인 셈이다.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존재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나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도록 하는 기제가 요청된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588) George A. Akerlof, 앞의 논문, pp. 489-492.
589) George A. Akerlof, 앞의 논문, pp. 488-489.
590) Michael C. Jensen・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No. 4, 1976, p. 3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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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에게 의사결정의 목적, 변수, 가중치와 같은 중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편이 바람직하기도 하다.591) 그래야만 공적 자율성인 민주주의와 
사적 자율성인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의사결정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효과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행위의 정당성이 줄어들기도 한다.592) 이처럼 행위주체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때 자율성에 기초한 해악의 자기통제와 사회통제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은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공유되어온 믿음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법제는 물론 실정법에 마련된 각종 정보공개의무 조항은 
투명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평가된다.593)

  최근에는 투명성 원칙을 헌법상 가치, 특히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리와 
연결한 해석이 제시되기도 한다.594)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하게 변할수록 
대의제의 형태는 기속위임 대신 자유위임 쪽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을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국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이는 개인의 공적 자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들어 
절차적 참여권에 대한 강조가 특히 중시되는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한편으로 정보화, 민영화, 세계화가 점차 가속화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약화된 형태로 공적 의사결정이 수행될 때가 많다. 물론 공적 
주체가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담당한다는 관념은 높은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은 맞지만 이러한 풍조는 공적 의사결정의 

591) 인공지능 맥락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목표, 결과, 컴플라이언스, 영향력, 용법이라는 
7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제시한, European Parliament, “A Governance Framework 
for Algorithmic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2019, pp. 5-6 참조.

592) Mike Ananny・Kate Crawford, “Seeing without Knowing: Limitations of the 
Transparency Ideal and its Application to Algorithmic Accountability”, New 
Media & Society, 2016, pp. 2-5 참조.

593) 김일환, “투명성 보고서 공개의 의미 - 헌법상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2015, 172-173쪽 참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일부 
영역에서는 사적 주체가 정보공개 법리의 수범자로 지목되기도 한다(가령 소비자기본법 
제13조). 나아가 대법원은 경험칙상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다면 명백히 거래하지 않았을 
사항은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보아 일반법상 대등당사자 사이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594) 이하의 내용은 김일환, 앞의 논문, 160-1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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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분명히 저해한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맥락에서는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나 국제기구, 심지어 기술 자체가 개인 또는 개인의 대표인 
국가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문제가 주목받아왔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가진 본연의 취지가 되살아날 것이다.

   2) 인공지능 투명성

    가) 인공지능의 세 가지 불투명성595)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투명성 개념 일반에 대한 사항이므로, 인공지능 
맥락으로 논의를 옮겨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윤리 담론에서 투명성 원칙이 
핵심적 개념으로 대두된 이유를 파악하려면 먼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투명성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맥락에서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재구성하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설령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었다고 해도 분포가 
비대칭적인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맥락에서 후자는 
기업과 대중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의미하게 마련이다. 물론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중과 기술 전문가 간에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 
일이 인공지능 기술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을 담당하기에 종전의 신기술과 비교할 때 
인공지능이 낳는 불투명성의 파급력은 차원을 달리한다.596)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인공지능의 불투명성(opacity)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른 의사결정 

595) 이하의 분류체계는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앞의 논문, 234-236쪽을 참조하였다.
596) Jenna Burrell, “How the Machine ‘Thinks’: Understanding Opacity in 

Machine Learning Algorithms”, Big Data & Society Vol. 3, No. 1, 2016,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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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채택한 이유로 비롯된다. 정보처리 기제가 일치하는 인간 사이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빚어지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존재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지는 현상은 극히 당연하다. 물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보처리 방식에 따라 불투명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전문가 시스템과 같은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애초에 인간과 유사한 방식의 
정보처리를 내재화한 까닭에 비교적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기호나 규칙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인지능력은 점차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인간은 시스템 1을 통해 어느 정도의 오류가능성을 감내하고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으나, 시스템 2에 보다 의존한 기계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 작동하는 탓이다. 나아가 최근 유행하는 인공신경망 
기반 기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극대화된다.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원천은 인공신경망 내에서 반복적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가중치 매개변수 
값인 벡터나 행렬인데 이를 인간이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공지능을 두고 흔히 블랙박스(black-box)로 비유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597) 게다가 개별 변수가 인간의 지식체계와 
대응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입력과 출력의 관계는 인간이 보통 활용하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일 뿐이다. 대체로 기술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 
특히 취약집단은 아무리 단순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택한 경우도 신기술에 
대한 불투명성에 직면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이러한 특성은 대중을 
넘어 전문가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전문가는 직접 알고리즘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분량이 엄청난데다가 
인간의 개입이 없이 알아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598)

  이러한 ‘기술적 불투명성’과는 별개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을 유발하는 

597) Frank Pasquale(이시은 역), 앞의 책, 7-11쪽 참조.
598) 인공지능 기술에 무지한 대중이 직면하는 기술적 문맹(illiteracy)과는 별개의 문제로, 

불가해성(inscrutability)과 반직관성(non-intuition)으로 불린다. Andrew D. Selbst・
Solon Barocas, “The Intuitive Appeal of Explainable Machines”, Fordham Law 
Review Vol. 87, No. 3, 2018, pp. 1093-1098 참조. 복잡도가 커지면서 투명성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저해된다고 지적하는 Jenna Burrell, 앞의 논문, pp. 4-5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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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제시된다. 하나는 ‘현실적 불투명성’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은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데 따른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을 형량하여 전자가 후자의 이상인 
때만 투명성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데도 투명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모집단 전수조사가 이상적이나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은 정보가 필요한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비용의 문제가 두드러진다.599)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자 물적・인적 구성요소를 다각화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구성요소와 결과물의 기여를 
산출하는 데 따른 불투명성이 생겨나기도 한다. 한편 수요자의 선호체계도 
중요한 변수이다. 인간의 정보처리에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영역별로 
다르게 마련이고 개인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면 의사결정의 정확성이나 신속성이 저해되는 상충관계가 나타나고는 
하는데, 경쟁적 가치들 사이에서 투명성에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그렇기에 개인과 사회의 한계효용이 낮은 영역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한다면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기는 어렵다.600)

  다른 하나는 ‘제도적 불투명성’이다. 정보의 공개에 따른 직접적 효과와 
파급효과에 따른 순이익이 음수인 상황을 추려내 제도적으로 금지할 경우 
약간의 투명성을 대가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일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라는 
공익 또는 지식재산권・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사익이 인공지능 
투명성이 주는 이익보다 크다면 이러한 제도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관련 법제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를 제한할 

599) 알고리즘의 정적 분석은 정확성이 뒤떨어지는 반면 동적 분석은 인적・물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양자의 한계를 대비한, Deven R. Desai・Joshua A. Kroll, “Trust 
but Verify: A Guide to Algorithms and the Law”,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31, No. 1, 2018, pp. 35-42 참조.

600) Google, 앞의 글, pp.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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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규정한 이유와도 관련성을 맺는다.601) 제도적 불투명성이란 현실적 
불투명성이 특별히 부각된 사례를 제도화한 산물이라고 보면, 양자는 결국 
하나로 연결된 개념인 셈이기도 하다.
  제도적 불투명성이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대표적 
사례가 루미스(Loomis) 사건이다. 루미스는 2013년 총기 사건사고에 엮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여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법원이 
양형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재범예측 프로그램 콤파스(COMPAS)를 
이용한 부분이었다. 콤파스는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루미스의 재범 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는데, 콤파스의 구체적 작동방식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밀에 부쳐졌다. 루미스는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 
원리 위반을 근거로 하여 콤파스를 활용한 재판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콤파스와 
여타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기에 콤파스는 유일한 근거도, 종국적 
근거도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602)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입장이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일반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도적 불투명성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나) 인공지능 투명성의 의의

  현실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이란 대개 인류가 의도적으로 생성한 제도적 
불투명성을 제약조건으로 고정한 채로, 다양한 기술적・현실적 불투명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가리킨다. 관련 실정법에서는 보통 전자를 
‘기술적 조치’라고 부르고, 후자를 ‘관리적 조치’라고 부른다.603) 비공식적 

601) Brent Daniel Mittelstadt et al., 앞의 논문, pp. 6-7; Robyn Caplan et al., 앞의 
논문, p. 7; Jenna Burrell, 앞의 논문, pp. 3-4 참조.

602) 위스콘신주 대법원 판결 뒤 연방대법원 상고허가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Loomis v. 
Wisconsin, 881 N.W.2d 749 (Wis. 2016), cert. denied, 137 S.Ct. 2290, 2017.

603)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구분한 대표적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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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인공지능 윤리 역시 이러한 투명성 원칙과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염두에 두는 편이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볼 설명가능 인공지능은 
기술적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관리적 조치의 사례는 다종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자율규제를 통한 관리적 조치도 가능하나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처럼 행위주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별도의 
중립적 주체를 도입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회계감사와 같은 감사(audit)나 
환경영향평가로 대표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이러한 외부적 
주체에 따른 관리적 조치의 대표적 사례이다.604)

  인공지능 투명성의 첫 번째 의의는 바로 이러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에서 
투명성 원칙을 명시한다고 해도, 기술적 불투명성이 너무 커서 개발자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도를 준수하거나 이에 위반하는 인공지능을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도의 이행을 검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605) 물론 인공지능 제작자는 투명성의 향상을 통해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부수적 효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투명성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 이용자일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보았듯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차별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해악을 끼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기술적 불투명성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해악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여 혁신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606)

604) 김건우, “차별에서 공정성으로: 인공지능의 차별 완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2019, 129-131쪽 참조.

605) Wojciech Samek・Thomas Wiegand・Klaus-Robert Müller,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Visualizing and Interpreting Deep 
Learning Models”, arXiv:1708.08296, 2017.

606) 유럽연합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Russell T. Vought, 앞의 글,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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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공지능과 설명가능성

   1)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한편 오늘날 인공지능 맥락에서는 투명성 대신 설명가능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두 가지 개념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 개념의 외연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투명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했으므로, 설명(explanation)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설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시절부터 
논의된 오래된 철학적 난제이다. 모든 존재에 고유한 본성이 내재해있다고 
여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 모든 행위를 목적론적으로 설명(teleological 
explanation)하여야 한다고 보았다.607) 그러나 과학혁명을 거쳐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었고, 행위의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이 설명의 원형으로 안착하였다. 특정한 기능을 
발현해내는 정보처리 체계를 분석의 기초적 단위로 삼아 반복되는 규칙을 
도출하되, 결과에 관한 모든 정보 대신 주요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인과적 설명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결국 설명은 변수(variable)와 결과가 
관련성을 가지는지,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주요한지(main factor), 양자의 
연관성이 상관관계(correlation)인지 인과관계(causation)인지라는 일련의 
물음에 대한 해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608)

  나아가 인공지능 맥락의 설명은 인과적 설명을 넘어 일상적 이해방식과 
결부될 필요가 있다. 발생한 결과와 관련된 인과적 연결망을 밝혀내더라도 
여전히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대상인 인간이 추구하는 설명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2가 주도하는 인과적 설명은 시스템 1 위주로 이루어진 
인간 인지체계와 조화하지 않고 비형식적 차원의 정보를 누락하는 한계를 

607) 조인래, “인지과학의 방법 - 기능적 분석 -”, 철학사상 제12호, 2001, 180-182쪽.
608) Finale Doshi-Velez et al., “Accountability of AI under the Law: The Role of 

Explanation”, arXiv:1711.01134v2, 2017,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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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609)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입・출력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거나, 제반 정보의 취득을 바탕으로 설명을 
대체할 만한 상황도 존재한다. 반면, 인공지능이 활용한 특징(feature)이나 
대리변수(proxy)가 인간의 지식체계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인과적 설명은 
자체로는 별다른 효용이 없게 된다.610) 이렇게 보면 투명성 원칙이 강조한 
고지의무나 정보제공의무가 인과적 해악을 규율하는 도구라면, 설명가능성 
개념은 창발적 해악에 조응하는 일종의 심화된 투명성 개념으로 이해하면 
무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은 투명성 원칙이 인공지능의 구체적 
작동맥락에 비추어 여타 가치와의 조화를 토대로 최적화를 달성한 결과를 
의미하게 된다.611) 상술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투명성은 의사결정의 존재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게 하는 소극적 방식부터,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명토록 하는 적극적 방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나 투명성을 
달성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형량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형량의 결과로 투명성의 
실질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물이 설명(가능성)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수십・수백만 줄에 육박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해악의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달리 말하자면, 투명성은 정보의 획득 차원에서 나타난 정보의 비대칭성의 
교정에 주력하는 반면, 설명가능성은 정보의 처리 차원에서 나타난 인지적 
비대칭성의 교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다.612) 한 가지 

609) Tim Miller, “Explan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Social 
Sciences”, Artificial Intelligence Vol. 267, 2019, pp. 8-9 참조. 감정으로 대표되는 
주관적 정보나 문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정보의 사례를 떠올려볼 수 있다.

610)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p. 7-8; 이중원,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책무성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모색”, 과학철학 제22권 제2호, 2019, 94-98쪽.

611) Brent Mittelstadt・Chris Russell・Sandra Wachter, “Explaining Explanations 
in AI”,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2019, p. 280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서 구체적 작동맥락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설명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추상적이기보다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12) 가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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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사항은 설명의 대상마다 교정되어야 할 인지적 비대칭성의 수준과 
내용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다르게 인지적 
비대칭성의 교정은 다분히 맥락중심적인 셈이다.613)

  한편, 공학자들은 설명가능성 대신에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이라는 
개념을 동일한 맥락에 활용하기에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614) 
설명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해석가능성 역시 기본적으로는 투명성의 실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되 다양한 하부개념을 포괄하는 논쟁적 개념이다. 오늘날 
공학자 집단 내에서는 해석가능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어떤 하부 구성요소로 구성되고 어디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는 상황이다.615) 해석가능성과 
설명가능성을 문자 그대로 비교하면, 전자는 결과의 제공과는 달리 이해의 
과정은 해석자의 몫으로 유보한 소극적 개념이고, 후자는 정보처리 과정의 
논리를 제공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적극적 개념으로 이해된다.616)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변수와 가중치의 쌍과 같은 작동과정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해석가능성을 충족할지는 몰라도 설명가능성까지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아가 설명가능성은 해석가능성을 전제하는 
개념일지 모르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617)

  설명가능성과 해석가능성 개념의 차이는 인공지능의 인간 이해당사자가 
일반인과 전문가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부각된다. 기술전문가가 
인공지능의 이해당사자인 상황에서는 기술적 선지식이 불투명성을 극복할 

제시할 의무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고지의무나 정보제공의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13)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 6.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구체적 맥락마다 설명의 
방식을 달리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한, Nicholas 
Diakopoulos, 앞의 논문, pp. 58-61도 참조.

614) 해당 단락 내용은, 고학수・박도현, “인공지능, 왜 설명가능성인가?”(미간행원고)에서 
일부 내용을 본고의 취지에 맞게 가공하여 제시한 것이다.

615) 대표적 논의로, Zachary C. Lipton, “The Mythos of Model Interpretability”, 
arXiv:1606.03490v3, 2017 참조.

616) 유사한 설명으로, Jenna Burrell, 앞의 논문, p. 9.
617) 이와 같은 입장으로는, 최재식,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동향”, 정보과학회지 제37권 

제7호, 2019, 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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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618) 
기술전문가의 경우 해석가능성으로 충분하나 일반인의 경우 해석가능성을 
넘어선 설명가능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공학에서는 전자를, 사회과학에서는 
후자를 보다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념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되게 마련이다.619) 그렇기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가능성 개념에 포섭하도록 하겠다.

   2) 인공지능 설명가능성의 고려사항

  인공지능 설명가능성의 핵심은 전혀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 인간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질 창발적 해악을 방지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통사론(syntax)을 넘어서는 의미론(semantics)과 
화용론(pragmatics) 차원의 정보를 누락하는 데 따른 한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통사론적 정답과 의미론・화용론적 정보는 시시때때로 상충관계를 
그린다. 여기서 인간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가 과연 인공지능 설명가능성에 
반영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견 인간의 인지편향을 
반영한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기는 해도, 인공지능이 굳이 인간의 
오류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은 
연역적 정답을 발견해내는 작업과는 상이하므로, 구체적 맥락에 따라 이를 
조율하여야 한다.620) 이유(reason)나 정당화(justification)와 같은 개념이 
인공지능 설명가능성 맥락에서 널리 활용된 데는 다소의 통사론적 오류를 
감수하고 인간 인지과정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몫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을 대조적(contrastive)으로 파악하고, 
변수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지편향에 따른 오류가 개입될 수 있으며, 
확률적 사고를 즐기지 않고, 대화・상호작용 같은 사회적 측면을 중시하는 

618) Brent Mittelstadt・Chris Russell・Sandra Wachter, 앞의 논문, pp. 283-284.
619) Leilani H. Gilpin et al., “Explaining Explanations: An Overview of 

Interpretability of Machine Learning”, arXiv:1806.00069v3, 2019.
620) Tim Miller, 앞의 논문,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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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621)

  특히 반사실적 설명(counterfactual explanation)이라는 개념이 대조적 
설명의 대표적 사례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인간은 현재의 상태와 미세하게 
다른 가능세계(possible world)를 무수히 떠올릴 수 있는데, 가능세계에는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한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는 복수인데, 특히 최소의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the closest possible world)를 추린 것이 반사실적 설명이 
주목하는 대상이다. 반사실적 설명은 연역추론처럼 어떤 원인, 즉, 변수와 
가중치의 쌍이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지가 아닌, 최소의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종의 역추론인 셈이다. 일례로 
인공지능이 특정한 입사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어떠한 변수와 가중치가 적용되었는지를 넘어 해당 변수의 입력을 어떻게 
바꾸어야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622) 반사실적 설명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내놓는 연역추론 
대신 결과로부터 원인을 내놓는 가추(abduction)를 즐겨 활용하는 인간의 
특성과 적절히 조응하는 설명방식으로 평가된다.623)

  그밖에 최근 들어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과학 지식이 축적되면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어왔다. 첫째, 인간은 의도성을 가지는 행위인지 여부를 구분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외부 환경이 유발하거나 인간이 
의도 없이 한 사건은 원인이 된 사건을 언급하면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까지 밝혀야만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624) 둘째, 인지편향의 
개입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일이므로, 확률과 통계에 기인한 객관적 평가와 

621) Tim Miller, 앞의 논문, pp. 1-3.
622) Tim Miller, 앞의 논문, pp. 9-10. 인공지능 맥락에서 반사실적 설명을 다룬 대표적 

선행연구로, Sandra Wachter・Brent Mittelstadt・Chris Russell, “Counterfactual 
Explanations without Opening the Black Box: Automated Decisions and the 
GDPR”,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31, No. 2, 2018, pp. 
844-861 참조.

623) Tim Miller, 앞의 논문, pp. 7-8.
624) Tim Miller, 앞의 논문, pp. 1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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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는 한다. 전형적이지 않고 규범, 상식, 관행과 
배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 이유를 동반하는 설명을 요구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정보처리 방식은 다소간의 정확성을 대가로 
인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625) 셋째, 인간이 행하는 
설명은 의사소통적 행위의 일종이다. 설명은 구체적 맥락에서 쌍방이 가진 
공통의 지식에 기초하고, 때로는 설명을 통해 상대방의 믿음을 교정하거나 
정반대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설명은 일방적 정보처리가 
아닌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의 일환이기에,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정보처리 
능력에 관한 심성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626)

  다. 인공지능 투명성의 역설

  이처럼 인공지능 투명성의 의의는 분명하나, 제도의 도입이 늘 그러하듯 
투명성의 한계나 투명성의 증대로 초래될 만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설명가능성도 크게 볼 때 투명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한데 묶어 양자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개념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현실적・제도적 불투명성은 줄어들수록 반드시 이로운지는 의문이고 
기술적 불투명성도 제반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의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가 요구된다. 앞서 본 다양한 공익적・사익적 사유가 투명성에 
언제나 뒤지는 가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투명성을 향상해도 
자율성과 결과적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투명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부정적 외부성의 내부화가 원활해지게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일 따름이고, 직접적으로 달성하게 하지는 않는다.627) 셋째, 

625) Tim Miller, 앞의 논문, pp. 18-29; Finale Doshi-Velez et al., 앞의 논문, pp. 
3-5 참조.

626) Tim Miller, 앞의 논문, pp. 23-34; European Parliament, “Understanding 
Algorithmic Decision-Mak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19, pp. 53-54.

627) Jonathan Fox, “The Uncertain Relationship betwee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7, No. 4-5, 2007, pp. 66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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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은 투명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너무 많은 정보는 
투명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상황과 무관한 정보의 
추가가 기존 정보를 희석하는 효과(dilution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628) 
투명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 맥락에 비추어 적절한 
정도와 내용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재와 보상의 유인이 요청된다. 
넷째, 투명성의 향상에 의해 초래될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마땅하다. 예컨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투명성의 강화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심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투명성은 기존 강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권력관계를 공고화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약자가 조작적 행위(gaming)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기회주의적 행태(opportunistic behavior)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투명성을 
악용하는 일도 있다.629) 가령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비공개하면 사기업체의 권력남용이 문제되지만 공개하면 이용자의 조작이 
문제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입장을 무작정 지지하기보다 구체적 맥락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나아가 정보의 과도한 공개가 보험제도의 
토대를 붕괴시킨다는 분배적 위험의 사례와 같이 투명성의 제고가 창발적 
해악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것이다.630) 이처럼 
투명성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현상을 ‘투명성의 역설’이라고 하고, 인공지능도 이와 같은 현상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631)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술한 투명성 원칙만을 통해 일체의 해악을 허용된 
위험의 안쪽으로 내부화하기는 어렵다. 인류의 세 가지 불확실성이 예기치 

628) Tim Miller, 앞의 논문, p. 34.
629) Mike Ananny・Kate Crawford, 앞의 논문, p. 3.
630) 고학수・박도현・정해빈, 앞의 논문, 64쪽.
631)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임의성과 같은 불확실성의 요소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다. Joshua A. Kroll et al., “Accountable 
Algorith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65, No. 3, 2017, pp. 
6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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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해악을 창발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하게 복잡해진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불거지게 마련이다. 투명성 원칙을 
강화하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해악과 위험의 원인・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일련의 과정이 추가로 동반되어야만 한다.632) 
창발적 해악을 유발한 사적 주체나 이에 대한 규율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공적 주체에게 명시적 제재(sanction)나 보상(reward)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투명성의 역설처럼 절차적 투명화가 반드시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담겨있다.633) 이하에서는 투명성 원칙이 완벽히 근절하지 
못한 해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인 책임성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인공지능과 책임성 원칙634)

  가. 도덕적 책임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지능의 핵심적 역할은 지능적 존재가 
행위의 자유와 해악 사이에서 총체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최적의 지점을 
형량하는 일에 있다. 안타깝게도 인류, 나아가 어쩌면 모든 지능적 존재가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않아, 모든 부정적 외부성을 허용된 위험 안쪽으로 
내부화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제도의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내부화에 

632) 김일환, 앞의 논문, 169-170, 173-175쪽.
633)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법적 분쟁에서 무엇이 결과적 정의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단지 절차적 정의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시각이 오랫동안 중심적 견해로 
통용되고 있다. 올바른 절차가 올바른 결과를 담보한다는 롤스의 ‘순수절차적 정의론’이 
이러한 입장에 선 대표적 사례이다. John Rawls(황경식 역), 『정의론(개정판)』, 이학사, 
2003, 133-140쪽 참조. 그렇지만 현실에서 올바른 결과의 도출이 절대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많은 문제에서 대략적으로라도 결과적 정의를 논의할 수 
있기에 절차적 정의는 결과적 정의를 추정적으로만 담보한다고 여기는 입장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상영・김도균, 앞의 책, 20-24쪽 참조.

634) 이하의 세 가지 분류는 고학수・박도현・이나래, 앞의 논문, 12-15쪽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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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해악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대상을 지정하는 일이다. 전통적 
논의에서는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이 이러한 역할을 매개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도덕적 책임이 부여되는 대상은 행위주체(agent)로, 
스스로의 행위(act)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명확히 예측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자유의지에 터 잡아 어떤 행위에 
나설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를 가리킨다.635)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였기에 내부화에 실패한 결과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게 되면, 행위주체의 
행위와 이로 인한 악결과의 분배 사이에는 항상 1:1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허용된 위험 이내의 악결과는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허용된 위험을 넘어선 
해악은 관련 행위주체가 자신의 기여분에 따른 책임을 나눠가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636) 예외적으로 민법 제3장에 규정된 법인은 인간이 아니기에 
행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동시에 행위에 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법인에 소속된 특정한 자연인에게 책임을 배분하는 방안을 통해 
이를 우회하였다.637) 결론적으로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인과적 해악의 
규율에 최적화된 책임인 셈이다.

  나. 법적 책임

   1) 법적 책임의 내용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가장 먼저 지적된 사항은 행위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635) 이중원, 앞의 논문, 80-86쪽; Merel Noorman, “Computing and Moral 
Responsibili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8.

636) 이러한 맥락에서는 인공지능이 절차적 규칙성(procedural regularity)이라고 불리는, 
입력과 출력의 일관성을 준수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관련된 내용은, Joshua 
A. Kroll et al., 앞의 논문, p. 656 이하 참조.

637) Luciano Floridi・J. W. Sanders, 앞의 논문, p. 350. 양벌규정이 대표적 사례이다. 
법인은 사법상 의무부담의 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명시한,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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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대상이 실재한다는 것이었다. 
가장자리(marginal) 사례로 불리는 유아나 정신장애인과 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환경처럼 모종의 이익을 인정할 법한 대상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다.638) 오랫동안 합리성을 가진 성인 인간만이 행위주체나 
책임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실제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노예나 여성에 대한 참정권의 확대처럼 권리주체 내지 행위주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무관하게 피동자(patient)에 
대한 의무나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법적으로는 특히 후자와 
관련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639) 상술한 일련의 사례를 고려하면 
권리와 의무 그리고 행위와 책임은 반드시 1:1의 관계를 맺거나 맺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인과적 해악과는 무관한 창발적 해악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행위와 
책임이 완전한 1:1 대응관계를 이룬다는 관념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는 
허구일 따름이다.640)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는 한다. 
첫째, 종래에 비해 위험원이 연결되는 인적 접점이 급증하는 문제이다.641) 
예컨대 인공지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래머가 
개입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해악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책임을 귀속할 만한 행위자가 너무 많아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결과를 유발하는 주체의 증대로 
결과를 유발한 행위자와 기여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은 

638) 목광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기존 논의 고찰”, 윤리학 제5권 제2호, 2016, 33-34쪽; 
Luciano Floridi・J. W. Sanders, 앞의 논문, p. 350 참조.

639)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조항을 두었다. 윤철홍, “애완견의 사망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와 배상범위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 법조 제63권 제1호, 2014, 251-260쪽.

640) 이와 유사한 견해로,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7, 180-183쪽. 다만 형사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고려해야 
하여(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법이나 행정법상의 
규제와 보다 직결되는 명제이기는 하다.

641) Matthew U. Scherer, 앞의 논문, p. 369-3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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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 문제(problem of many hands)’라고 부른다.642) 행위나 인과관계로 
대표되는 객관적 구성요건뿐만이 아니라, 의도나 예견가능성으로 대표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귀속도 규명하기가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다. 둘째, 인적 
접점의 증가뿐만 아니라 물적 접점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다. 일견 ‘많은 
구성요소의 문제(problem of many components)’라는 표현으로 부를 수 
있을 듯하다. 하나의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훈련 데이터가 
활용되는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겠다.643) 물론 상당수의 많은 손의 문제나 
많은 구성요소의 문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불투명성의 해소에 따라 점차 
인과적 해악으로 변환될 수도 있겠지만, 창발적 해악의 난점을 심화시키는 
요인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에 맞서 새로이 부각되어온 개념이 법적 책임(liability)이다. 
도덕적 책임과는 달리 법적 책임은 의무론보다는 결과주의 윤리관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특징을 지닌다. 양자를 비교하면 도덕적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이 강하고 법적 책임은 책무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644) 도덕적 책임은 
행위자의 행위가 가진 비난가능성에 의해 성립하지만, 법적 책임은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없는 복수의 행위가 우연히 합쳐져 해악이 창발할 개연성만 
있어도 성립하는 이유에서다. 그렇기에 같은 행위가 다른 위치에 자리하는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해악으로 창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악결과가 
발현되었다는 사실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인공지능 맥락에 
적용하면 창발적 해악을 유발할 만한 위험에 개입하면서도 해악의 창발을 
방지하지 못한 이해당사자에 대해 적용되는 일종의 지위책임인 셈이다.645) 

642) 많은 손의 문제라는 개념이 최초로 정식화된 문헌은 Dennis F. Thompson, “Moral 
Responsibility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Many Hand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No. 4, 1980, p. 905 이하. 같은 문제를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해 얻은 시사점으로는, Helen Nissenbaum, “Accountability in 
a Computerized Society”,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2, No. 1, 1996, 
pp. 28-32; 고학수・박도현・이나래, 앞의 논문, 12쪽 참조. 필자가 앞서 제시한 ‘많은 
작동의 문제’라는 표현은 많은 손의 문제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임을 밝혀둔다.

643)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2016, 
546-547쪽.

644) 일반적으로 의무는 행위와, 책무는 직책과 연관된 개념이다. John Rawls(황경식 역), 
앞의 책, 161-1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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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한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조하는 행위책임과 달리 책무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능력과 비례하여 해악의 창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는 차이점을 가진다.646) 예컨대,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을 야기한 자가 이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이른바 ‘보증인지위’라고 불리는 지위책임을 명문화한 대표적 사례다.647)

  이외에도 오늘날 민법과 민사특별법에는 도덕적 책임을 넘는 법적 책임 
개념의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민법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는 많은 
손의 문제에 대처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해악을 유발한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면, 위험을 늘리는 데 개입한 모든 주체의 책임을 일단 추정케 하고 
당사자가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게 구조적 전환을 하였기 때문이다. 현대형 
소송으로 불리는 환경, 공해, 의료와 같이 신기술이 개입된 해악의 책임을 
가릴 때 인정되는 증명책임의 전환・완화 법리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힘든 
현실에 대한 대안이다.648) 민법 특수불법행위(민법 제753조 내지 제759조) 
조항과 민사특별법의 일부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를 배제하는
결과책임을 도입하여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대표적으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참조). 신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익을 거둔 당사자가 
귀책사유와 관련 없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짊어져야만 한다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이라는 새로운 책임원칙의 등장도 이와 관련을 맺는다.649)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645) Luciano Floridi・J. W. Sanders, 앞의 논문, pp. 366-369; 이중원, 앞의 논문, 
89-94쪽 참조.

646) 신상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학”, 지식의 지평 제21호, 2016, 11-16쪽은 행위자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강조하는 행위책임과는 달리 책무성의 핵심은 행위능력과 비례하는 
정도로 해악의 발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고 바라본다.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의 차이와도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생각이다.

647) 권경휘, “법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 인간연구 제33호, 2017, 
286-287쪽.

648) 피해자가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과 이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추정하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와 동조 각호 참조.

649) 오병철, 앞의 논문, 201쪽 이하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 이후 
‘혁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편익책임’이라는 새로운 책임원칙을 제안하는데, 
행위와 책임의 필연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위험책임이나 보상책임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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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공식적 제도와 공식적 제도는 연속체적 관계에 있는 보완재이기에 
양자를 배타적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어떤 경우는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창발적 해악이 인과적 해악으로 전환되어 공식적 제도의 활용성이 커지고, 
역으로 공식적 제도가 비공식적 제도를 뒷받침하여 정보의 획득과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 제도는 창발적 해악, 
공식적 제도는 인과적 해악이라는 형태의 이분법적 도식화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둘째, 인과적 해악과 달리 창발적 해악의 맥락에서는 행위와 책임 
개념이 어긋나면서 의무론보다는 결과주의적 접근법이 타당해지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종래의 법제도가 행위나 행위자 개념에 집착한 이유는 
행위로부터 해악에 이르는 인과적 경로가 뚜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지, 
선험적으로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인류가 가진 
인지체계가 공유하는 내용과 다른 경로를 통해 빚은 악결과를 해소하려면 
창발적 경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악결과 자체의 해소에만 주목하는 
방법론을 취해야지, 인과적 해악에 대한 논의를 창발적 해악에 덧씌워서는 
곤란하다. 법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유독 결과주의적 접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2) 법적 책임의 고려사항

  다만 법적 책임을 확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650) 
첫째, 사후적・집단적 특성이 부각되는 결과주의적 접근을 사전적・개인적 
차원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보완적 기제의 존재다.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이 
과다하여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결과주의적 접근이 부득이 요구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고려가 불충분하면 사회계약에 담긴 
만장일치의 민주적 합의가 공리적 판단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651)

650) 이하의 내용은 Luciano Floridi, “Faultless Responsibility: On the Nature and 
Allocation of Moral Responsibility for Distributed Moral Ac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A: Mathematical,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s Vol. 374, No. 2083, 2016, pp. 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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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법적 책임의 확장은 자칫 위험추구 혹은 위험중립적 구성원보다는 
위험기피적 구성원의 선호체계에 대해 가중치 내지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위험이 있다. 공동체의 위험선호는 시스템 1과 2 사이의 조율에 기초하는 
시행착오의 대상이지, 선험적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지편향은 파괴적 혁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양산하여 공유지의 비극과 
정반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652) 
어떤 기술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비용만이 아닌, 비용과 편익 모두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야만 한다.
  따라서 해악으로 인한 악결과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제약이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분명한 인과적 해악마저 창발적 해악으로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아마도 일부의 논자는 창발적 해악론을 원용하여 
세상 모든 해악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사회가 낳은 것이라면서 현실을 
재구성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존재가 세상 모든 책임을 정확히 같은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일정한 역치를 넘어서지 않는 기여만을 제공한 
존재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은 기여분만큼 분담한다면 그것조차 
부정의의 실현이다. 법률가의 역할은 기본권의 보장에만 있지 않고 책임의 
명확한 분배에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적어도 인과적 해악만큼은 
행위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도록 책임을 분배한 이후에 창발적 해악에 대한 
악결과의 재분배를 논하는 것이 정의로운 처사이다.
  한편 신기술의 도입이 가져온 편익의 총체와 해악의 총체를 비교형량한 
결과 명백하게 전자가 후자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자체가 부당하게 된다. 칼도-힉스 효율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재분배를 거쳐도 손해를 피하지 못할 구성원이 있다면, 사회계약을 

651) 만장일치의 헌법적 합의와 만장일치가 아닌 입법적 다수결 규칙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헌법적 차원의 합의에서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본, James M. 
Buchanan・Gordon Tullock(황수연 역), 앞의 책, 162-172쪽 참조.

652) Michael A.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Harvard Law Review Vol. 111, No. 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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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개별 개체의 
입장에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편익의 총체가 해악의 총체를 넘어서야만 
한다. 공동체 관점에서는 이익이 해악을 넘어서도 개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사회계약 시점에서 맺은 사전적 합의를 사후적으로 잠탈한 꼴이다. 
때문에 파레토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개체도 신기술의 도입 이후 
최소한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거두어서는 곤란하다. 이때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자연히 법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최소비용 회피자(the cheapest 
cost avoider)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이 중요해진다.653)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악을 회피하기 힘든 존재에게 사전예방 또는 사후교정의 책임을 맡기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국지적 최적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충분한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인지적 비대칭성은 새로운 
창발적 해악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술에 대한 문해력이 
부족한 구성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형식화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 그러한 
정보가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누락될 여지가 크다.654)

  일각에서는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 맥락에서 이상의 내용을 훨씬 넘어선 
정의론을 표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열쇠가 아니다. 인공지능 맥락에서 상상가능한 모든 가치를 들이댄 뒤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술도입 자체를 중단하라는 식의 태도는 
일견 기술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기술만능론을 당연시하는 모습과 
다름없다. 정의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류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653) 원문은, Guido Calabresi, The Cost of Accidents, Yale University Press, 1970. 
이러한 사고방식이 담긴 최근 판례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54) 손화철, “기술격차에 대한 철학적 반성 - ‘접근성’ 개념의 제안 -”, 철학논집 제38집, 
2014, 187쪽 이하 참조. 이때 역량은 개인이 수립한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일체의 능력을 가리킨다. 원문은, Amartya Sen(이규원 역),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날개, 2019, 제3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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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공지능 책임성

  오늘날 인공지능 맥락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이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국내외의 인공지능 윤리 문헌은 책임성을 가장 중요한 윤리원칙의 하나로 
규정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번역어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을 만큼 
하나의 개념을 둘러싸고 제각기 상이한 관념이 논쟁하는 와중이기도 하다. 
책임성 개념은 여타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전통적 논의를 인공지능 맥락에 
응용한 것이기에, 관련된 논의를 총망라하여 소개하는 작업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애당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적용을 상정하고 진행된 
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655)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책임성 개념과 관련하여 
오늘날 인공지능 윤리 맥락에서 주로 언급되는 논의만을 간추려보겠다.
  첫째, 책임성 개념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책임에 있기에 인공지능 
책임성 역시 해악과 위험의 내부화에 실패한 결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도덕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 책임성을 포괄하는 
책임 개념 전반의 토대를 이루는 셈이다.656) 인공지능 책임성을 규정할 때 
행위책임의 의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논의도 찾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맥락이라고 해도 여전히 도덕적 행위책임이 모든 책임의 기저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이해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도덕적 책임 개념이 강조하는 행위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 개념이 
강조하는 책무성 개념도 책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를 적절히 구비하여 책임공백의 출현을 방지하는 작업은 책임 
개념의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657) 책무성의 부여는 책임과 비례하기는 

655) 과거의 논의사례로, Robert E. Goodin・Mark Bovens,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Account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참조.

656) Robyn Caplan et al., 앞의 논문, p. 2; Richard Mulgan, “‘Accountability’: An 
Ever-Expanding Concept?”, Public Administration Vol. 78, No. 3, 2000, pp. 
557-558.

657) Andreas Schedler, “Conceptualizing Accountability”, in Andreas Schedler・
Larry Diamond・Marc F. Plattner (eds.), The-Self-Restraining State, Lynne 
Rienner Publishers, 1999, pp. 15-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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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1:1로 대응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악의 창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는 주체에 대해, 해당 주체의 실질적 능력과 비례한 
만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자율규제와 강제규제라는 
양극단의 선상에서 어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구체적 모습은 
주어진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658)

  셋째, 일견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터 잡아 모든 해악을 내부화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방식은 
해악이 초래한 결과물을 분배하는 차원을 넘어선 해악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정보 혹은 인지적 차원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에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정적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통해 해악만 내부화한다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659) 니센바움(Nissenbaum)은 이와 관련하여 포드(Ford)사가 
비용-편익 분석에 터 잡아 핀토(Pinto) 차량의 결함을 묵인한 사안은 과연 
손해배상만 한다고 해서 해악이 완전히 내부화된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 
결국 해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차원의 접근과 별개로 
절차적 차원의 투명성이 요청된다는 말이다.660) 이러한 이유에서 책임성의 
궁극적 실현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늘리는 데 있다고 바라보는 개념이 
바로 설명책임이다. 정보의 실질적 제공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의 강화는 
물론이고, 참여라는 절차적 권리의 부여를 통한 협치의 달성도 설명책임을 
이룩하기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661)

  인공지능 책임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불투명성에 있기에, 일견 설명책임이 세 가지 이해방식의 핵심으로 
보인다.662) 그러나 설명책임은 투명성과 같이 자율성과 결과적 이익이라는 

658) Richard Mulgan, 앞의 논문, pp. 558-569 참조.
659) Andreas Schedler, 앞의 논문, pp. 18-20.
660) Helen Nissenbaum, 앞의 논문, pp. 36-40 참조.
661) Andreas Schedler, 앞의 논문, pp. 14-15; Richard Mulgan, 앞의 논문, pp. 

569-570.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문해력이라는 기초적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을 책임성의 일환으로 바라본, 고학수・박도현・이나래, 앞의 논문, 15쪽도 참조.

662) 인공지능 맥락에서,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은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에 대하여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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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개념이라는 데 유념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설명책임을 전혀 동반하지 않고 도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만을 통해 책임성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663) 같은 개념에 대해 
책무성이라는 번역어를 부여하는 입장은 행위책임의 약점을 보완할뿐더러, 
도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과 표현상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직접적으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주체에게도 모종의 책임을 
부여하려고 하는 근래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책무라는 전통적 개념이 이를 
적절히 포착할 수 있다는 견해는 분명 일리가 있다.664) 다만 책무성이라는 
표현은 자칫하면 인공지능 맥락에서는 행위책임과 설명책임으로 대표되는 
책임의 성격이 희석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인공지능 맥락의 논의에서 설명책임이라는 측면을 배제한다면 인공지능의 
기술적 불투명성이라는 논의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누락하게 되는 
꼴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체의 
노력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인공지능 책임성이라는 명칭이 상술한 세 가지 
이해방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665)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명책임’을 적절한 번역어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는, 목광수, “인공 지능 시대의 정보 윤리학: 플로리디의 ‘새로운’ 
윤리학”, 과학철학 제20권 제3호, 2017, 104쪽 참조.

663) Andreas Schedler, 앞의 논문, pp. 17-18.
664) 김건우, 앞의 논문, 111쪽; 신상규, 앞의 논문, 11-16쪽; 이중원, 앞의 논문, 89쪽 이

하 참조. 참고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맥락에서 
책무성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665) 박도현,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529쪽. 기존부터 논의된 책임, 책무 개념이 
해명책임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본, 목광수, 앞의 논문, 104-105쪽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에서도 책임성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앞의 글, 10대 핵심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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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공지능과 기술규제

 1. 설명가능 인공지능

  가. 논의의 출발점

  사실 관리적 조치와 결부된 규범적 접근은 인공지능이 대두되기 전부터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과거와 비교하여 근래의 논의가 급격히 성격을 달리하는 지점은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666)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기술을 토대로 
규범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일련의 흐름이다.667)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체적 맥락에서 인간의 인지적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반대로 규범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오늘날의 기술수준을 비롯한 현실적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제도와 기술이 공진화하는 모습이 
인공지능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양상이다. 인지과학 분야가 밝힌 
인간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이 제도에 반영되어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현실 속에 구현된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이 규범공백을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명가능 인공지능 

666) 인공지능 기술 맥락에서 설명가능성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고 설명가능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은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격적 차원의 연구는 2016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Amina Adadi・Mohammed Berrada, “Peeking inside 
the Black-box: A Survey on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IEEE 
Access Vol. 6, 2018, pp. 52139-52140. ‘설명가능 인공지능’이라는 오늘날의 용어를 
최초로 도입한 원문은, Michael van Lent・William Fisher・Michael Mancuso, “An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for Small-unit Tactical Behavior”, In 
Proceedings of the 16th Conference on 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04, pp. 900-907 참조.

667) 201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윤태승,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IP-R&D 전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6-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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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보완점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나.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주요 연구사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명가능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립하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주관하여 운영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XAIC)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는 2017년 9월 개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668)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는 미국 국방성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이하 ‘DARPA’)’에서 진행 중인 ‘설명가능 인공지능 프로그램(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XAI Program)’이다.669) 수장인 데이빗 
거닝(David Gunning)에 따르면, 설명가능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지향점은 
일견 상충하는 듯한 인공지능의 성능과 설명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일에 
있다고 한다.670) 성능과 설명가능성 어느 하나만을 극대화하는 인공지능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이 
오늘날의 기술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DARPA의 설명가능 인공지능 프로젝트 일정은 2017년 5월부터 총 4년 
동안에 걸쳐 진행되고(2017-2021년), 크게 두 기간(phase)으로 구분된다. 
DARPA는 두 기간 동안 2개 팀을 운용하여 기술과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별개의 연구를 각기 진행한 뒤, 양자를 통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설명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 설명이란 무엇인가라는 

668) 상세한 내용은 XAIC, http://xai.unist.ac.kr/ 참조.
669) 상세한 내용은 Matt Turek,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DARPA, 

https://www.darpa.mil/program/explainable-artificial-intelligence 참조.
670) David Gunning,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nd Web 2, 2017, 7번 슬라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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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1팀은 모형의 
설명력 향상과 설명가능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2팀은 인간의 
설명에 관한 인지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2팀이 만들어낸 모형, 개념, 지표 
등의 분석도구에 기초하여 1팀이 개발한 내용물을 평가하고 개선해나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간(18개월)에 1팀은 설명가능 인공지능 시스템 
초기 버전을 구현하고 2팀은 분석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기간(30개월)에는 
첫째 기간 동안 2팀이 제작한 분석도구로 1팀이 제작한 초기 버전 기술의 
성능을 평가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1팀의 기술과 2팀의 
분석도구가 경쟁과 견제의 상호보완적 영향을 주고받는 구도가 DARPA의 
지향점이다.671)

  DARPA는 인공지능 모형의 성능과 설명력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672) 첫째, 인공신경망 내부 특징의 
설명력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방법론을 통칭하는 것으로 ‘심층 설명(deep 
explanation)’으로 불린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딥러닝에만 적용되고 모형 
이외의 방법론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모형 사이에서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설명가능 모형(interpretable models)’으로 일컫는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형은 단일하지 않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담보하는 모형 중에서 설명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택하자는 
것이다. 활용이 가능한 수단이 모형에만 국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학습을 마친 모형을 사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모형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모형 유도(model induction)’라고 한다. 설명력의 향상이 모형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부분은 설명가능 모형과 마찬가지지만, 학습과정에서 설명력이 
향상되는 설명가능 모형과 달리, 학습과정이 끝난 뒤에 설명력이 향상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나아가 심층 설명과 다르게 모형 유도는 적용할 수 있는 

671) David Gunning・David W. Aha, “DARPA’s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AI Magazine Vol. 40, No. 2, 2019, pp. 45-48.

672) 이하의 내용은 David Gunning・David W. Aha, 앞의 논문, p.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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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종류가 딥러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론이 꼭 배타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하지는 않으므로, 복수의 수단이 한꺼번에 동원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673) 현재 1팀에는 11개 연구팀이 이러한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674)

  다.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방법론

   1) 논의의 출발점

  설명가능 인공지능 방법론은 소스코드 자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주체가 직접 코드를 가진 
상황을 전제하는 방식은 ‘화이트박스(white box) 접근법’이라고 하고 반대 
방식은 ‘블랙박스(black box) 접근법’이라고 한다.675) 이때 분석자가 직접 
코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상술한 제도적 불투명성이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블랙박스 접근법은 코드를 입수하지 못할 때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용성이 크다. 이에 현재 활용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은 보통 블랙박스 접근법이 많은 편이다. 블랙박스 접근법과 비교하여 
화이트박스 접근법은 범용성은 낮더라도 코드를 직접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분석의 정밀성이 더 높다. 그러나 코드를 입수한 경우라도 기술적・현실적 
불투명성이 작용하는 상황이 잦은 현실을 고려하면,676) 블랙박스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요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설명가능 인공지능은 설명력이 강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차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설계 시점부터 사전적으로 설명력이 높다고 알려진 

673) 안재현,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해부하다』, 위키북스, 2020, 10쪽.
674) 상세한 사항은, David Gunning・David W. Aha, 앞의 논문, p. 46 이하 참조.
675) 화이트박스 접근법은 심층 설명처럼 특정한 모형에 특화(model specific)된 방법론과 

연관된다.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p. 47-53 참조.
676) 실제로 코드를 입수하였더라도 직접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상황은 한정적이라고 한다.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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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활용하거나 여타 설명력을 높이는 기술을 첨가하는 방안을 통틀어, 
설명력을 고려한 설계(explainability by design)나 구성적(constructive) 
접근법이라고 일컫는다.677) 인간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럿이듯 
인공지능도 한 가지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고, 이는 모형을 
선택하는 일과 직결된다. 정확성과 설명력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모형은 정확성은 높되 설명력은 낮고, 다른 모형은 정반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일례로 회귀계수가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선형 모형(linear model)은 
비선형함수보다 선형함수를 직관적이라고 여기는 인간 인지구조의 특성상 
설명력 측면에서 여타 모형보다 뛰어난 편이다. 그러나 비선형성이 가미된 
딥러닝 같은 모형이 선형 모형에 비해 정확성이 높다는 데도 이견이 있기 
어렵다. 때문에 상이한 모형 사이의 비교는 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주어진 문제의 특성상 설명력과 정확성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시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678) 오늘날 현실의 많은 문제는 정확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연구는 정확성이 높은 모형을 의사결정에 
활용한 뒤 사후적으로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게 마련이다.679) 그러나 선형 모형과 같이 설명력이 높다고 널리 
알려진 모형조차도 변수가 늘어날수록 설명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680) 
설명가능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에서는 사후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하에서는 블랙박스 접근법과 
사후적 접근법을 전제로 한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DARPA의 구분방식에 따라 모형 분석과 인터페이스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677)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 48. DARPA의 설명가능 모형과 같은 개념이다.
678)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 51.
679) 정승준・변준영・김창익,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소개”, 전자공학회지 제46권 

제2호, 2019, 56쪽. 비선형 모형의 복잡성과 선형 모형의 설명가능성을 조화한 모형인 
가법모형(additive model)을 대표적 예시로 제시하는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p. 51-52 참조.

680) Andrew D. Selbst・Solon Barocas, 앞의 논문, p. 1111.



- 256 -

   2) 모형 분석 방법론

    가) 개관

  요컨대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미 특정 모형이 선택된 
사실을 전제로, 해당 모형 내부의 구체적 특성은 파악하지 못한 채 모형의 
설명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서 가능한 생각은 기존의 모형과 기능성이 
유사한 별개의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흔히 대리분석(surrogate analysis)이라고 한다.681) 특히 
기존 모형을 설명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다른 유형의 모형으로 변환하거나 
기존 모형에서 설명력과 관련된 핵심적 요인을 포착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기존 모형을 그대로 이용할 때에 비해 설명력을 증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리분석 기법은 원래의 모형이 무엇이든 적용이 가능한(model agnostic) 
유연성을 장점으로 갖는다.682) 이때 모형의 전반적 설명이 아니라, 차별을 
비롯한 구체적 사안에만 집중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목표로 삼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683)

    나) 모형 유도684)

  먼저 모형 유도 기법은 기존의 모형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설명력이 높다고 알려진 여타 유형의 모형에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일례로 

선형회귀 모형의 경우,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685)로 

681) 안재현, 앞의 책, 91쪽.
682) 안재현, 앞의 책, 92쪽. 본래의 모형이 무엇이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성질은 엄밀히 

말하자면 대리분석 기법을 넘어 모든 블랙박스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한다. 
European Parliament, 앞의 글, p. 50.

683) 한국정보화진흥원, “EU의 인공지능 新 규제메카니즘: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Special Report 2018-3, 2018, 14쪽.

684) 이에 관한 설명은, 금융보안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소개”, 
2018, 6-7쪽 참조.

685) 결정계수란, 어떤 종속변수의 실측값과 평균값의 격차인 총변동에서 선형회귀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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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고,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 )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소나마 설명해낼 수 있다. 어떤 
모형이 (는 소비, 는 소득,  )의 선형회귀 모형으로 
변환되고 양자의 결정계수가 유사하면, 원래 모형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절반을 소비로 지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복잡한 모형일지라도 요점은 다르지 않다.

    다) 핵심적 요인 포착686)

     (1) 특징 취사선택

  한편 모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의 핵심적 요인을 포착하여 설명력을 
향상하는 방안이 활용되기도 한다. 독립변수인 특징의 개수가 과다한 경우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만을 취사선택한 뒤 나머지는 제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드롭아웃처럼 독립변수를 무작위로 삭제하는 방법론도 
있지만, 보통은 손실함수에 모종의 제약조건을 가하여 영향력이 낮은 일부 
독립변수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정규화(regularization)라는 방법론이 널리 
사용된다.687) 정규화는 정보량을 줄여 최적의 결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불필요한 특징을 제거한 데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본래 정규화의 가장 큰 효과는 과적합을 
절감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불필요한 특징을 제거한 결과 
남은 특징은 설명력이 확대되는 부수적 효과가 얻어진다. 아무래도 특징이 
적을 때 이를 인간의 지식체계에 대응하는 일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예측값이 설명하는 부분의 비율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다. 결정계수의 값이 클수록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재현, 앞의 책, 94쪽 참조.

686) DARPA의 심층 설명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일련의 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관한 설명은, 금융보안원, 앞의 글, 3-4쪽 참조.

687) 정규화는 가중치를 감쇄하거나 소거하는 방식으로 양분되는데, 후자를 가리킨다. Ian 
Goodfellow・Yoshua Bengio・Aaron Courville(류광 역), 앞의 책, 253-263쪽 참조.



- 258 -

     (2) 지수 생성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현실을 가공해 정량화한 측정치인 지수(index)를 
인간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변환하려는 기존의 접근과는 정반대로, 지수 
자체를 인간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창하기도 한다.688) 사실 오늘날 
인류가 생활에서 널리 활용하는 넓이, 길이, 무게와 같은 상당수 지수조차 
인간이 선험적으로 공유하는 인식틀에 기초한다기보다는 단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로부터 도출된 인위적 도구일 따름이다.689) 이렇게 보면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제작하는 데 소중한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인간의 지식체계에 
대응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특징 자체나 이를 변환한 
지수를 인류의 지식체계에 새로이 도입하면 양자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류가 몰랐던 정보나 지식에 대하여는 괜찮은 접근법일지 
몰라도, 인간의 지식체계가 확고한 영역에서는 양자의 마찰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복잡한 인공신경망에서 도출되는 
지수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초과할 수 있기에, 제아무리 지수를 가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학습과정 세분화

  최근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론은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을 잘게 나누어 
정확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을 
인간의 지식체계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법론 중에서 오늘날 가장 
유명한 모형이 라임(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 
LIME)이다. 라임은 분석대상의 입력값에 아주 작은 교란을 유발한 이후에 
그로부터 나타난 국지적 변화를 확인하여, 종속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688) 김용대, “인공지능의 작동원리와 설명가능성에 대하여”(미간행원고) 참조.
689) 김상배・김유정, “지수(index)의 세계정치: 메타지식의 생산과 지배권력의 재생산”, 

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1호, 2016, 9쪽. 참고로 미국의 스탠퍼드(stanford) 대학에서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분야의 각종 지수를 망라한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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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론을 말한다.690) 라임은 총체적 
모형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달리 국지적 변화에 집중하여 중요한 특징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해낸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사진 속의 늑대를 분간하는 
경우에 늑대의 속성인 눈(eye) 대신 사진 배경의 눈(snow)이 주된 기여를 
하였다면, 그러한 인공지능은 설령 정답을 맞혔더라도 올바른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691) 나아가 이러한 생각을 확장하면 
학습과정에서 데이터 혹은 데이터의 국지적 부분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몫을 일련의 배열로 수치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인터페이스 방법론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학습과정을 세분화하는 방법론을 통해 발견해낸 
중요한 특징과 해당 특징이 모형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몫을 수치를 
넘어선 인간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실제로 개별 특징이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력을 수치화한 
지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부분 의존도 플롯(Partial Dependence Plot, 
PDP)이 널리 활용되는 중이다.692) 일부의 데이터는 이러한 작업만으로도 
인간의 직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인터페이스가 활용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분석과정에 활용된 시각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인간의 주의를 
유도하는 히트맵(heat map)이나, 인공신경망의 특징을 인간의 지식체계에 
대응시키는 캡션(caption)과 같은 자연어처리 도구가 인터페이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구체적 예시를 제공하거나 반사실적 설명과 같은 대조적 설명을 

690) 안재현, 앞의 책, 101-106쪽 참조.
691) 라임을 소개하는 원문은, Marco Tulio Ribeiro・Sameer Singh・Carlos Guestrin, 

““Why Should I Trust You?”: Explaining the Predictions of Any Classifier”, 
arXiv:1602.04938v3, 2016 참조.

692) 안재현, 앞의 책, 34-36쪽. 부분 의존도 플롯은 2001년 프리드먼(Friedman)에 의해 
개발된 이후 꾸준히 개량되어왔다. 원문은, Jerome H. Friedman, “Greedy Function 
Approximation: A Gradient Boosting Machine”, Annals of Statistics Vol. 29, 
No. 5, 2001, pp. 118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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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설명력을 제고하려는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693)

  라. 설명가능 인공지능의 한계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보완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인과적 
설명방식은 창발적 해악을 유발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취약하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격인 알고리즘에 더해 데이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조합된 산물이다. 물적 구성요소를 넘어 
무수하게 많은 인적 자원도 결부되게 마련이다. 이처럼 다수의 인적, 물적 
구성요소가 복잡한 조합을 거쳐 최종적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결과물의 산출에 어느 정도만큼 기여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요소의 구체적 출처를 병렬적으로 보여준다거나 동적 
변동과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에 기초하여 다각적 차원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세 가지 차원의 불투명성을 고려하면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부족한 표현력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가 누락되어 오류를 범하거나 
인류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는 일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잡음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확실성을 모면키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 비해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은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신뢰할 수 있기에, 오차항을 모형에 반영하거나 
인간의 사후적 피드백을 더해 사회적 차원의 정보를 담아내야 한다.694)

693) 정승준・변준영・김창익, 앞의 논문, 2019, 138-140쪽; 최재식, 앞의 논문, 11-13쪽 
참조.

694) 이상의 내용은 허자욱 외, “불확실성 인지 주의집중 메카니즘 기반 설명가능 인공지
능”, 정보과학회지 제37권 제7호, 2019, 2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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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공적 도덕행위자

  가. 인공적 도덕행위자의 개념

  기술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창발적 해악의 방지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를 높이거나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을 법한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전자의 사례라면, 이제부터는 후자의 사례인 인공적 도덕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AMA)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인공적 도덕행위자 연구는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을 방지하는 한편, 인류 자신의 도덕성을 엄밀히 
탐구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695) 지금까지 기술 맥락에서 ‘윤리’란 
대체로 후자만을 가리켜왔다. 일례로 자동차의 개발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사상자를 유발하더라도 기술에 도덕성을 탑재한다는 
발상을 가지지는 않았다. 인공적 도덕행위자는 같은 윤리적 문제를 기술에 
윤리를 내재화하는 기술적 방법론을 통해 접근한다. 이것이 대두된 이유는 
오늘날 인공지능에 의한 상당수의 윤리적 문제가 마치 기계가 행위주체와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데 원인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목적함수를 근접하게 하면, 상당수의 해악이 근절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술한 것처럼 인간의 인지체계를 인공지능처럼 개량하려는 포스트휴먼적 
사고방식에는 한계가 있기에, 인공지능의 인지체계를 인간처럼 개량하자는 
정반대되는 견해가 부각되었다. 다만 설명가능 인공지능은 주로 많은 손의 
문제나 투명성 원칙과 결부되지만, 인공적 도덕행위자는 주로 질적 정보의 
문제나 책임성 원칙과 결부된 기술규제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다른 한편으로, 무어(Moor)는 인공적 도덕행위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696) 첫째, 외부적 환경에 어떤 윤리적 영향을 끼치는 

695) Wendell Wallach・Colin Allen(노태복 역), 『왜 로봇의 도덕인가』, 메디치, 2014, 
17-22쪽. 인공적 도덕행위자의 도덕적 자기평가 기능에 주목한, Amitai Etzioni・Oren 
Etzioni, “AI Assisted Ethic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18, No. 
2, 2016, p. 154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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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ethical impact agent)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일정한 외부성을 
유발하게 마련이고 작동이 행위와 유사하다면 더욱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공지능 역시 적어도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 복싱 선수가 
로봇으로 대체되면 로봇은 복싱 선수의 사상을 방지한다는 윤리적 영향을 
낳는다. 둘째, 설계자・제작자가 비윤리적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게 모종의 
제약을 설정한 묵시적 윤리적 행위자(implicit ethical agent)이다. 오늘날 
설계 단계부터 해악과 위험을 고려하게 하는(by design) 기술규제 방식이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다. 셋째, 모종의 도덕규칙을 탑재한 명시적 윤리적 
행위자(explicit ethical agent)이다. 오늘날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전제로 
해당 단계에 근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추세이다. 넷째, 
외부의 개입 없이 자체로 도덕적 의사결정을 수립하고 정당화하는 완전한 
윤리적 행위자(full ethical agent)이다. 자유의지로 대표되는 심적 속성을 
보유한다고 평가되는 성인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킨다. 어떤 기계가 완전한 윤리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튜링 테스트를 윤리적 차원으로 응용한 도덕적 튜링 테스트(moral turing 
test)를 통해 판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697)

  나. 인공적 도덕행위자의 방법론

  인공적 도덕행위자를 제작하는 기술적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보편타당한 윤리법칙으로 파악된 규칙을 기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향식 접근이라고 불린다. 로봇 3원칙은 물론, 전통적 규범윤리학의 양대 
이론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윤리법칙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론에 기초해 간명하지만, 이론으로 해결하기 

696) 이하의 내용은 James H. Moor, “The Nature,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Machine Ethics”, IEEE Intelligent Systems Vol. 21, No. 4, 2006, pp. 19-21.

697) Colin Allen・Gary Varner・Jason Zinser, “Prolegomena to Any Future 
Artificial Moral Agent”, Journal of Experimental & Theore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Vol. 12, No. 3, 2000, pp.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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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특수한 사례를 마주칠 때마다 더욱 추상적・구체적 규칙을 끊임없이 
도출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공리주의를 따르게 되면 무한대의 정보와 
정보처리 능력이 요구되고, 의무론을 따르게 되면 상충하는 의무를 조율할 
무한대의 의무가 요구되는 진퇴양난에 처한다.698)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는 
하향식 인공적 도덕행위자에도 큰 장벽인 셈이다. 둘째,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구체적 사례에 직면하여 도덕성을 익히는 방식으로, 상향식 접근으로 
불린다. 현실 속의 인간은 진화적으로 호혜성을 습득하듯이 구체적 상황을 
통해 배울 뿐 도덕법칙을 맹목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일견 결의론(casuistry)으로 불리는 사례윤리와 유사한 면모를 담고 있다. 
상향식 접근은 유연성이 높기는 해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양식 
별로 도덕적 평가를 사전적 학습해야 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699) 
올바른 학습이 가능하려면 무한대에 가까운 훈련 데이터가 필요해 사실상 
머신러닝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다. 셋째, 하향식・상향식 접근을 결합한 
혼합식 접근이다. 나아가 복수의 사례를 규칙으로 추상화하는 일과 규칙을 
특수한 사례에 비추어 미세조정하는 일은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기 때문에, 
규칙이나 사례라는 행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들을 조율하는 행위자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혼합식 접근이 전통적으로 행위자에 주목한 이론인 
덕 윤리와 접점을 갖는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700)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제각기 다른 설정을 허용하는 경우를 자유주의 
접근, 불허하는 경우를 공동체주의 접근으로 구분하기도 한다.701)

698) Wendell Wallach・Colin Allen(노태복 역), 앞의 책, 145-169쪽.
699) Wendell Wallach・Colin Allen(노태복 역), 앞의 책, 173-200쪽.
700) Wendell Wallach・Colin Allen(노태복 역), 앞의 책, 203-213쪽 참조.
701) Amitai Etzioni・Oren Etzioni, 앞의 논문,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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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생적 질서의 공식적 제도화

 1. 문제의 제기

  상술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시되는 자생적 질서의 사례로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대표되는 윤리원칙이나 설명가능 인공지능과 인공적 
도덕행위자로 대표되는 기술규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윤리원칙과 
기술규제를 자체로 완결된 규율의 매개체로 보는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을 
필두로 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자생적 질서는 공식적 제도로의 변환과정에 
요구되는 정보의 취합이나 잠정적 규율의 수단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702)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국내 법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인공지능 맥락에서 자생적 질서가 공식적 제도로 변환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인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2.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

  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 개관

  현재 인공지능이 유발한 해악을 내부화하기 위한 법적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으니,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그것이다. 개인정보라는 대상에 
국한되기는 해도 인공지능의 한 축인 데이터를 직접적 규율대상으로 삼고 

702) 다만 근래에는 미국에서도 기존의 기조를 벗어나 유럽연합과 유사한 형태의 법제도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중이다. 2020. 1. 1.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과 같은 개별적 입법의 
사례뿐 아니라, 최근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규엽・엄준현,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3, 2020,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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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나아가 GDPR의 자동화된 처리(automated processing)라는 개념은 
알고리즘 자체나 알고리즘이 탑재된 로봇까지 규율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GDPR 제2조 제1항). 이러한 이유로 GDPR은 인공지능을 직접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세계 최초의 법제로 평가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GDPR의 전신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이하 ‘DPD’)’도 GDPR과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양자의 주요한 차이는 개별국가의 입법을 통해 
법규성이 인정된 DPD과는 달리, GDPR은 각국의 입법과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GDPR 제99조).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의문은, 유럽연합의 법제가 국내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먼저 GDPR이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높은 위상으로 인해 국내의 차원을 넘어 세계 각국의 법제를 
제・개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20. 8. 5.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데이터 3법’은 
GDPR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GDPR은 이러한 
간접적 영향력만이 아닌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GDPR은 유럽 
내의 다수 국가를 차지하는 회원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회원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주체라도 처리의 대상인 개인정보 주체가 회원국 국민이라면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GDPR 제3조). 나아가 GDPR을 위반한다면 
최대 2,000만 유로나 연간 전 세계 매출액 4% 사이에서 높은 금액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GDPR 제83조 
제5항). 이하의 논의는 상술한 내용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한다.

  나. GDPR과 인공지능 투명성

   1) GDPR과 투명성 원칙

  이제는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에 관한 자생적 질서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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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일각에서는 기존 법리를 통해 상당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일례로 헌법상 투명성 원칙이나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정법상 
정보제공의무나 설명의무의 적용범위를 확장해석하는 방안이 그것이다.703)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인간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인지적 비대칭성을 
전제하고 있어, 논의 맥락이 인간과 인공지능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많은 논자들은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별개의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면에 받아들인 대표적 법제가 GDPR이다. GDPR은 
개인정보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동적 수단(automated means)에 
의해 처리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인공지능 의사결정 맥락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는 법제로 기능한다(GDPR 제2조 제1항). 다만 ‘수단’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정보처리 과정의 도구이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달성해야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는 별반 관련이 없다. 
실제로 투명성 또는 책임성 원칙이 문제되는 대표적 조문인 GDPR 제12조 
내지 제15조, 제22조에서의 의무자는 개인정보 컨트롤러(processor)704)인 
인간으로 명시되어 있다.705) 유럽연합 역내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703) 헌법상 논의의 사례로는, 박상돈, “헌법상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7, 205-212쪽. 소비자 보고기관은 소비자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본 미국 공정신용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과 같은 법제도를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적용하거나 일부분 
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에델만(Edelman)의 견해도 유사한 입장이다. 박도현, 
“미래를 향한 인공지능 정책: 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2019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2019, 7쪽 참조.

704)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컨트롤러(controller)와 프로세서(processor)를 
구분한다. 컨트롤러는 단독으로 혹은 제3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를 말하고,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말한다(GDPR 제4조 (7), (8) 참조). 일견 보면 컨트롤러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또는 위탁자(동법 제26조)와, 프로세서는 
수탁자(동법 제26조)와 같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 양자를 구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기서는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705) 설명의무의 수범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국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도 이와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법인격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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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일부의 기업을 제외하면 GDPR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GDPR 제3조), GDPR의 높은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세계 
각국의 법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706)

  이제부터는 GDPR이 정한 투명성 또는 책임성 원칙 관련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GDPR 전문 (58)과 (60)은 투명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투명성 원칙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의 존재, 목적, 결과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나아가 대중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간결한 동시에 접근하기 용이해야 
하고, 분명한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시각화 기법이 동반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정보를 넘어 인지적 비대칭성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을 넘어 본문에도 공통된 사항이다(GDPR 제5조 제1항 (a), 제12조).

   2) GDPR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GDPR 본문에도 명시된 ‘투명성’과는 달리, ‘설명’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GDPR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탓에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707) 가장 
많은 논쟁은 전문 (71)의 다음 문구에서 연유한다. 여기서는 정보주체에게 
법적 혹은 이와 유사한 중대한 효력이 미칠 상황에서 앞서 본 컨트롤러의 
정보제공의무와 별개로 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획득할 권리(right to obtain 
explanation)가 인정된다고 한다. ‘설명’이라는 표현은 GDPR 전문과 본문 
전체를 통틀어 오직 전문(71)에만 규정되어 있어, GDPR이 정보제공의무만 
규정한 것인지, 이를 넘어서는 설명의무나 설명을 획득할 권리까지 규정한 

706) 황지은, “인공지능 관점에서 GDPR 제22조의 인간 개입에 대한 분석”,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 2020, 41-42쪽은 GDPR 제22조와 유사한 내용이 법제화된 브라질 예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였다. 2020년 초 개정된 국내 ‘데이터 3법’의 내용도 상당 
부분 GDPR에 기초한 것이다.

707) GDPR에는 흔히 논자들이 언급하는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련의 조항을 참조하여 해석상 
도출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로, 박상돈, 앞의 논문, 1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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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제기되어왔다.708)

  일각에서는 전문 (71)의 문언해석과 본문 제13조 내지 제15조의 내용을 
통해 추단할 때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대상인 정보주체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709) 전문에서 ‘설명을 
획득할 권리’라는 명시적 표현을 활용하고, 본문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의 
존재에 더해, 관련 논리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 그러한 처리가 당사자에게 
미칠 중대성과 예상되는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기타 제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구체적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전문과 본문 문언의 체계적 해석상 최소한의 
설명조차도 없는 정보제공의무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GDPR 
제22조 제3항에서는 일부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맥락에서 컨트롤러에게 
인적 개입을 확보하고 본인의 관점을 피력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GDPR 제13조 내지 제15조 내용을 ‘설명’으로 
해석해야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다.710)

  본문의 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전문 (71) 자체의 효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도 제기되었다. 먼저 GDPR 전문에는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판례에 의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하여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711) 이러한 견해는 이후 

708) Andrew D. Selbst・Julia Powles, “Meaningfu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Explanation”,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Vol. 7, No. 4, 2017, pp. 234-235.

709) 이하의 내용은 Maja Brkan, “Do Algorithms Rule the World? Algorithmic 
Decision-Making and data protection in the Framework of the GDPR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27, 
No. 2, 2019, p. 111 이하 참조. 한편 유사한 내용이 많기는 해도 엄밀히 말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와 GDPR 제22조는 구분되어야만 한다. Bryce Goodman・Seth Flaxman, 
“European Union Regulations on Algorithmic Decision-Making and a “Right to 
Explanation””, AI Magazine Vol. 38, No. 3, 2017, pp. 55-56.

710) Andrew D. Selbst・Julia Powles, 앞의 논문, pp. 235-237 참조.
711) 이선구, “알고리듬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GDPR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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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자문기구인 제29조 
작업반(The Article 29 Working Party, WP29)712)에서 발표한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가이드라인’713)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전문 (71)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공개, 
알고리즘의 복잡한 작동, 알고리즘의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일정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714)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사용된 데이터 유형, 해당 데이터 유형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이유, 프로파일링이 활용된 방식, 해당 프로파일링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이유,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의 5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았다.715) GDPR 전문과 같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제29조 작업반이 유럽연합 내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일각에서는 GDPR 전문 (71)의 효력을 부정하고 본문 제13조 내지 
제15조의 해석에 의하여는 설명이 아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만이 인정될 
뿐이라고 주장한다.716) 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되는 설명의 층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의 교차로 구성된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하나는 설명의 대상이 일반・추상적인지 개별・구체적인지에 대한 것이다. 

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2019-2: 미디어 알고리듬과 민주주의』, 2019, 9쪽 참조.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원문은, Casa Fleischhandels-GmbH v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liche Marktordnung. -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Bundesverwaltungsgericht - Germany. - Agriculture - Common organization 
of the market in beef and veal - Private storage aid. - Case 215/88 참조.

712) 제29조 작업반은 GDPR이 시행된 2018. 5. 25. 이후부터는 GDPR 전문 (139)에 의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라는 기구로 
재편되었다. 제29조 작업반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가 공표한 사항에는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GDPR 제94조 제2항).

713)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Rev. 01)”, 2018.

714)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앞의 글, pp. 25, 27.
715)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앞의 글, p. 31.
716) Sandra Wachter・Brent Mittelstadt・Luciano Floridi, “Why a Right to 

Explanation of Automated Decision-Making Does Not Exist i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Vol. 7, No. 2, 
2017, p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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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체계의 전반적 논리, 중요성, 예상되는 결과 등 
일반적 기능성(system functionality)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개별 결정의 
근거, 이유, 제반 상황 등 구체적 특성(specific decisions)에 초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설명의 시점이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사전적인지 
사후적인지에 대한 것이다. 사후적 설명은 일반적 기능성과 구체적 특성을 
포괄할 수 있지만, 사전적 설명은 아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 기능성에 대해서만 행해지게 된다.717) 이들은 GDPR에서 요구하는 
‘설명’은 사전적이고 일반・추상적 차원의 기능성에만 국한되므로, 사실상 
단순한 정보제공의무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71)의 내용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취지는 결국 전문은 본문에 대한 
보충적 설명력만 갖는다는 것이고, 전문에 있는 ‘설명’이라는 표현은 본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제22조 제3항이 규정하는 보호조치와 설명의무를 
결합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가능한 해석론에 불과하다. 둘째, 전문과 
본문의 내용에 내재하는 간극은 입법자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결과라는 
것이다. GDPR 이전의 DPD에도 ‘설명’이라는 표현이 없기는 매한가지였고 
GDPR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설명’이라는 표현을 본문에 삽입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 설명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방증한다고 한다. 셋째, 본문 제13조와 제14조에서 제공하도록 한 일련의 
정보는 특성상 사전적 설명의 일환으로 해석되므로, 일반적 기능성을 넘는 
설명의무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넷째, 제15조가 규정하는 열람권은 사후적 
설명과 결부되어 보이지만, DPD의 선례와 GDPR의 독일 입법을 고려하면 
제13조, 제14조와 동일하게 사전적 설명으로 해석될 따름이다.718) 나아가 
이들은 설령 GDPR의 후속 입법이나 법해석에 의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2조가 ‘전적으로’ 자동화된 처리를 요구할뿐더러 

717) Sandra Wachter・Brent Mittelstadt・Luciano Floridi, 앞의 논문, pp. 78-79.
718) Sandra Wachter・Brent Mittelstadt・Luciano Floridi, 앞의 논문, pp. 79-9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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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으로 규정된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러한 권리에 대응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력은 가지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719)

  GDPR 문언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구체적・사후적 설명’과 ‘추상적・사전적 설명’의 이분법적 대비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 기능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과연 쉬울지 의문이고, 알고리즘의 
인과적 작동방식이 정보주체에게 ‘유의미한’ 정보이기도 어려우며, 사전적 
설명과 사후적 설명이 문언상 구분되는지,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실제로 
구분이 가능한지도 의문시된다. 제15조에 의해 인정되는 열람권의 특성과 
제13조 내지 제15조 문언해석상 제15조와 제13조・제14조가 정한 정보의 
외연이 완전히 같은지도 의문이다. 문언상 제13조나 제14조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점보다 앞설 수밖에 없지만, 
‘열람’이라는 행위는 특성상 의사결정 사전・사후 시점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20) 그리고 제22조의 ‘전적으로’라는 표현을 인간이 단지 명목상 
개입한 상황까지도 포괄한다거나, 문언상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없을 때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GDPR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제1조 제2항)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721) 따라서 GDPR 전문과 본문의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에 기초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선 설명을 요구할 
권리와 설명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일반적 차원의 
결론과 별개로, 설명에 포함되는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여러 단계에 걸친 의사결정을 한꺼번에 하는 

719) Sandra Wachter・Brent Mittelstadt・Luciano Floridi, 앞의 논문, pp. 90-96.
720) Andrew D. Selbst・Julia Powles, 앞의 논문, pp. 237-242 참조.
721) Andrew D. Selbst・Julia Powles, 앞의 논문, p. 235 이하. 제29조 작업반은 GDPR 

제22조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여부와 무관한 의무의 맥락에도 적용된다고 바라보았다. 
나아가 제22조를 충족하는 인간의 개입은 형식적인 것을 넘어 유의미해야(meaningful) 
한다고 명시하여 인간의 획일적(routine) 개입 또는 실질적 영향력 없는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였다.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앞의 글,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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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회적 설명으로 충분한지와 같은 실무적 차원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722)

  다. GDPR과 인공지능 책임성

  GDPR에는 투명성만 아니라 책임성 원칙과 관련된 조항도 여럿 찾을 수 
있다. 먼저 GDPR 제5조 제2항은 컨트롤러에게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련의 원칙이 준수되고 입증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책임성(accountability) 원칙이라고 명시한다. 문언상 준수할 책임이 아닌 
‘준수되도록 하고 입증되게 할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책임을 넘어 
책무성과 설명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정의로 파악된다. 문언해석상 책임성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는 제22조 제3항의 ‘보호조치’이다.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감사까지도 결합한다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조직적 차원의 책임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723) 감사뿐만이 아니라, 
GDPR 제4장에 규정된 일련의 제도는 강제규제, 자율규제, 혹은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통해 책임성 원칙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3. 소결론

  상술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GDPR은 인과적 해악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적 법제도와는 달리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잠정적 규율수단의 역할에 
치중하는 면모를 보인다. 대다수의 조항이 확정적 법규범 내지 규칙이라는 
형태보다는 법원리규범 내지 기준이라는 형태를 보이는 부분이 이와 같은 

722) 일례로 황지은, 앞의 논문, 49쪽은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단계별로 인간이 개입하면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공지능이 유발할 해악과 위험이 매우 중대하므로 
단계별 개입에 따른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구체적 사안별로 
순기대이익의 크기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으므로 모든 단계에 인간이 개입하는 
일률적 접근법 대신 세분화된 접근법이 더욱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723) 제29조 작업반도 제22조 제3항의 보호조치에 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앞의 글,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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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비공식적 제도가 공공재인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대한 무임승차나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의 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완해주는 반면, 인과적 해악의 존부를 지목하고 규제의 여부를 판정하는 
법제도의 본령에는 이르지 못한 징검다리 단계에 위치하는 셈이다. 혹자는 
창발적 해악의 궁극적 대안은 비공식적 제도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인공지능이 창발적 해악을 유발하는 경로에 대한 정보가 축적될수록 점차 
이분법적 규율을 중시하는 전통적 형태의 법제도가 부각되리라고 본다.724) 
정보가 충분한 영역에서는 비공식적 제도가 주는 이점보다 공식적 제도가 
가진 장점이 상실되는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공식적 제도와 
공식적 제도는 정보라는 맥락변수의 함수인 한편, 이들 사이의 배합비율이 
총체적 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어 
최적의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724) 예를 들어, 유럽연합 의회가 2020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인공지능 맥락에서 
민사책임 법제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일을 상기해볼 수 있다. 
European Parliament,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Liability Regim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0/2014(IN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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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도적 외부성과 제도실패

 1. 제도적 외부성

  상술한 논의에 따르면 공식적 제도든 비공식적 제도든, 제도는 내부화의 
도구이므로 제도가 내부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형용모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도입 자체가 해악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725) 이에 관하여, 그니지(Gneezy)와 
러스티치니(Rustichini)가 제시한 다음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다.726)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시간은 대체로 퇴근시간에 비해 이른 
편이어서, 상당수의 부모가 늦기 일쑤였다. 그니지와 러스티치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이상 늦으면 베이비시터 평균시급 절반을 
벌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전통경제학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재의 부과로 인해 지각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타당하였다. 늦어서 얻는 
이익이 벌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큰 부모라면 예나 지금이나 지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라면 과거보다 덜 늦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예측과 달리 
지각하는 부모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고, 제재의 부과가 끝나고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벌금이라는 제재의 부과가 한편으로는 
외부적 제약조건으로 작동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기존 내부적 제약조건을 
왜곡한 결과로 설명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벌금을 납부하기 이전의 지각은 
선생님께 폐를 끼치는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졌으나, 벌금을 납부한 이후의 
지각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재의 부과는 외부적 제약조건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내부적 
제약조건에 음의 영향을 미칠 텐데, 후자의 크기가 더 크면 이러한 결과가 

725)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복수의 규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목표와 상반된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한, 임용・정해빈・고학수,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3호, 2019, 56쪽 참조.

726) 이하의 내용은 Uri Gneezy・Aldo Rustichini, “A Fine is a Pri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9, No. 1, 2000, pp. 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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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 제도가 도입되면서 선호체계에 내재하는 
비공식적 제도가 해체되는 이러한 현상을 제도적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일컫는다.727)

  이러한 지적은 물론 타당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네 가지의 현상에서 
한 가지 양태만을 지적한 한계가 있다.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넘어선 파급효과를 ‘제도적 외부성’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한다면, 공식적・
비공식적이라는 제도의 유형과, 구축과 흡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효과라는 교차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의 제도적 외부성이 
도출된다. 그동안의 많은 논의가 공식적 제도가 비공식적 제도를 몰아내는 
제도적 구축효과에 집중되어 왔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정반대로 
공식적 제도가 비공식적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를 배가하는 제도적 
흡인효과나, 비공식적 제도가 공식적 제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구축효과나 흡인효과 역시 실재하기 때문이다.728) 예컨대 
흉악범죄에 대한 윤리적 온정주의 또는 엄벌주의가 형사법 제도와 마찰을 
빚는 현상은 후자의 구축효과로 설명된다.
  그동안 상당수의 논자가 제도적 구축효과에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이유는 시장과 윤리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제도가 법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제도보다 우월하거나 우월해야만 한다는 전통적 관념 때문이 아닐까 싶다. 
똑같은 해악의 내부화라도 강제력에 이끌려 마지못해 달성되는 것에 비해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달성될 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729) 그러나 제도적 외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는 지점 대신, 비공식적 제도라는 선험적 ‘정답’에서 멀어지게 하는 
제도적 구축효과만을 방지하는 지점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일례로 비공식적 제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727) 공식적 제도가 비공식적 제도의 효력을 퇴색시키는 셈이다. 최정규, “공공정책에서의 
내생적 선호와 제도적 구축효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73쪽.

728) 홍훈, 앞의 책, 293-294쪽. 여기서 제도적 흡인효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로는, 최정규, 
앞의 논문, 77-78쪽 참조.

729) 같은 이유로 법제도의 핵심을 강제력으로만 보면 권총강도의 명령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하는, H. L. A. Hart(오병선 역),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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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도적 구축효과를 낳는 
문제사례로 여길 수도 있겠다. 반면 김영란법에 따른 제도적 구축효과보다 
전통윤리의 폐해가 훨씬 크다는 당시 대중의 공감대를 고려하면 강제력에 
기초한 법제도를 경시하려는 태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아하다.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적 외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나, 
이를 통해 특정한 제도가 절대선이거나 절대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요컨대 인간의 이타성을 장려하는 비공식적 제도는 선이고 
이에 반하는 공식적 제도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념은 현실과는 조화하지 
않는다.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 대체재가 
될 수도, 보완재가 될 수도 있다.730)

 2. 제도실패

  가. 제도실패의 의의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부정적 외부성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내부화의 
기여분이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이라면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제도는 해악을 
내부화하는 데 실패한 셈이다. 이를 대변하는 두 가지 대표적 개념이 바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이다. 다만 이들 개념은 서로를 배타적으로 여기므로, 
정확히 무엇이 ‘실패’인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난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오로지 시장거래만을 내부화 기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극단적 
시장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자에게 충분한 형사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부과한 뒤에도 외부성이 남아있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된다.731) 

730) 홍훈, 앞의 책, 294-295쪽. 법과 도덕이 때로는 따로, 때로는 같이 나아가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견해도 유사한 생각을 담고 있다. 김건우, “로봇윤리 vs. 로봇법학: 따로 또 
같이”,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8-12쪽.

731) 박세일 외, 앞의 책, 90-92쪽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통일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상 외부성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제도나 시장제도는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를 동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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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거버넌스 관점에서 세상의 제도는 시장과 정부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이분법적 관점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732)

  이렇게 볼 때 어떤 제도가 도입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을 상쇄한 이후에 
해악의 크기를 허용된 위험의 이내로 내부화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제도의 
성패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해당 제도보다 효율적으로 
해악을 내부화할 수 있는 경쟁적 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그것 
자체를 일종의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악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은 제도실패(institutional failure)733)라는 표현으로 불릴 만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복수의 경쟁적 제도를 운영하여 초래되는 비용이라는 
매개변수의 값을 비교하는 일로 귀착된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험적으로 최적화된 제도를 일의적으로 도출하는 일이 아니라 말이다.734) 
그렇다면 제도에 기초한 해악의 내부화 과정은 경쟁적 비용함수의 특성을 
비교하는 일과, 비용함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두 가지 인지과정의 
함수로 귀결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뷰캐넌(Buchanan)과 털럭(Tullock)은 
제도의 운용에 드는 비용을 의사결정 비용(decision costs)으로 규정하고, 
해악을 내부화하지 않을 때 초래될 비용을 외부 비용(external costs)으로 
규정하는 한편, 둘을 더한 사회적 상호의존 비용(social interdependence 
costs)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735) 이렇게 

이후에도 외부성이 약간이나마 잔존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사소한 외부성을 공동체 
구성원이 허용된 위험으로 떠안는 덕분에 모든 부정적 외부성은 내부화될 수 있다.

732) 종래의 논의가 제도실패 일반론이 아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주로 치우쳐 있었다는 
지적으로, 최인철, 앞의 논문, 62쪽 참조. 실제로 시장과 법 모두 최적의 내부화 기제가 
아닐 수 있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오스트롬(Ostrom)이 제시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가 이와 같은 관점을 담은 대표적 사례다. Elinor Ostrom(윤홍근・안도경 역), 
앞의 책, 41-44쪽.

733) 제도실패를 문제해결의 실패로 본, 사공영호, “불신사회에서의 제도실패와 문화왜곡”,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01, 85쪽과 이를 메타거버넌스의 실패라고 규정한, Bob 
Jessop, 앞의 논문, pp. 109-114 참조. 엄밀히 보면 해악의 최소화와 편익의 극대화에 
실패한 현상 모두를 제도실패로 통칭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본고의 취지에 맞게 해악의 
내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734) 조홍식, 앞의 논문, 383-384쪽; 박세일 외, 앞의 책, 88-89쪽. 한편 Elinor Ostrom
(윤홍근・안도경 역), 앞의 책, 256-259쪽은 기존의 제도를 변경할 때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도 점진적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735) James M. Buchanan・Gordon Tullock(황수연 역), 앞의 책, 7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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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해악을 내부화하는 최적화된 대안은 반드시 비공식적 제도나 공식적 
제도 어느 하나가 아니고, 심지어 비제도적 접근일 수도 있다.736)

  인과적 해악과 창발적 해악을 지능적 존재가 자유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발된 ‘적극적 해악’이라고 한다면, 지능적 존재가 이와 같은 
적극적 해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나머지 부산물은 
‘소극적 해악’으로 규정할 수 있다.737) 물론 잔존한 부정적 외부성의 값이 
양수인 모든 상황이 소극적 해악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부정적 외부성이 
전혀 없어야만 한다는 말은 제한적 합리성만을 보유한 인간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극적 해악은 어떤 부정적 
외부성에 관한 제도적 기회비용이 최소화되지 않아 유발된 ‘초과비용’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시장거래를 항상 최적의 내부화 기제로 바라보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코스 정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발생한 초과비용이 
소극적 해악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인류의 지능은 불확실성이라는 
근원적 한계로부터 출발한 뒤 소극적 해악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찾아내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진화해나가게 된다.738)

  나. 제도실패의 사례

   1) 공식적 제도실패: 인공지능과 법인격 부여론

  그간 많은 선행연구는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739) 이들은 인공지능의 개별 의사결정을 인공지능 설계자, 

736) James M. Buchanan・Gordon Tullock(황수연 역), 앞의 책, 86-119쪽 참조.
737) Joel Feinberg, 앞의 책, p. 230 참조.
738) Elinor Ostrom, “Rational Choice Theory and Institutional Analysis: Toward 

Complement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1, 1991, p. 
242.

739) 국내외를 통틀어 이러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모든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만을 제시하면,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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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이용자와 같은 배후 인간 이해당사자와 결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규범공백을 문제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세상 
모든 실체의 원인은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인 인간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작동에 따른 악결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재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작동은 여타 우주의 작동과는 달리 
인간과 흡사한 모종의 인지과정에 의한 것이기에, 인간의 행위에 상응하는 
규범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발상이 가능하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모든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과적 해악의 규율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법제도로 
내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보철학(philosophy of information)의 창시자인 루치아노 
플로리디(Luciano Floridi)는 오직 인간 행위주체와 인간의 행위만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오래된 관념740)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와 결부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따른 해악은 생성과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모든 악결과를 짊어지는 부조리에 직면한다. 
인공적으로 생성된 해악이 마치 자연재해와 유사한 우연적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플로리디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을 행위나 
행위주체가 아니라 해악의 대상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새로운 이론(mindless morality)을 제시하였다.741) 인간 행위자냐 아니냐, 
인간의 행위냐 아니냐 대신, 규범적으로 해악이라고 볼 악결과가 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설령 
그러한 악결과를 유발한 물리적 원인이 인간 행위자가 아닐지라도, 모종의 
도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현실에 창출된 악결과의 인과적 기여분을 분배하는 방식의 ‘분산된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2019 등 참조.

740) 일례로 허스트하우스(hursthouse)는 이를 행위 중심(act-centered) 접근법과 행위자 
중심(agent-centered) 접근법으로 세분화하였다. Rosalind Hursthouse, “Normative 
Virtue Ethics”, in Russ Shafer-Landau (eds.), Ethical Theory(Second Edition), 
Wiley-Blackwell, 2013, p. 645.

741) 이하의 내용은 Luciano Floridi, 앞의 논문, pp.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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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distributed responsibility)’이 가능해진다.742) 분산된 책임의 관점에 
입각하면 인공지능의 모든 작동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존의 인과적 
해악 법리에 포섭되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곧바로 제기될 의문은 우주의 작동과 달리 인공지능의 작동에만 
유독 인간의 행위와 규범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플로리디(Floridi)와 샌더스(Sanders)는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인간의 행위와 공통의 규범적 평가를 해도 될 법한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행위주체나 행위 개념과 같이 분석적 
이해가 힘든 개념에는 다양한 수준의 추상도(level of abstraction)로부터 
동일한 개념에 대한 상이한 관념이 도출되는데, 적절한 추상도로 들여다본 
인공지능의 작동과 인간의 행위는 사실상 규범적으로 거의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743)

  그러면 행위주체나 행위라는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화 방식은 무엇일까? 플로리디와 샌더스는 이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입력부터 출력에 
이르는 체계라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직접 
반응하지 않고 내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느 정도의 복잡성과 독립성을 
의미하는 자율성(autonomy), 상호작용에 의해 내부의 행위규칙이 바뀌는 
일종의 학습과정을 뜻하는 적응성(adaptability)이다.744)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을 갖춘 존재는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행위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추상도라는 것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종래 문제시된 유아나 정신장애인 등의 가장자리 존재나 동물은 물론이고, 

742) 인간에게는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단순 행위자 내지 분산된 도덕적 행위자라는 별개 지위를 부여한다. Luciano Floridi・
J. W. Sanders, 앞의 논문, p. 349 이하; Luciano Floridi, 앞의 논문, pp. 6-9 참조. 
참고로 이때의 ‘분산된 책임’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전제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류 공동체에는 이미 분산된 책임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743) Luciano Floridi・J. W. Sanders, 앞의 논문, pp. 352-357. 다만 이들은 서로 다른 
추상도를 통해 도출한 다수의 관념을 비교・평가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이것이 
상대주의적 접근방식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744) Luciano Floridi・J. W. Sanders, 앞의 논문, pp. 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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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세 가지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인지체계를 갖춘 세상의 
모든 존재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이다.745)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피동자(patient)의 선호체계에 대해 초래한 악영향에 
상응하는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귀속될 수 있고, 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들이 내린 결론이다.746) 오늘날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속성을 대체로 공유하기 때문에, 자연계의 작동과는 달리 규범적 차원에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들의 이론은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의 철학적 논거로 널리 원용되고 있다.747)

  플로리디와 샌더스가 제시한 논변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존에 
인간의 행위에 적용되어온 인과적 해악 법리를 인공지능의 작동에 그대로 
덧씌우려는 대안을 제시한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인공지능의 작동이 인간의 행위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전제가 충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속성이 다른 개념에 동일한 처방을 
제시한다면 유효한 결과를 낳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작동은 
행위와 유사한 악결과를 낳기는 하지만, 악결과에 다다르는 주요한 경로는 
행위와 크게 다르다. 상술한 많은 작동의 문제와 질적 정보의 문제를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에 비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많은 양의 
작동을 하고 질적 정보의 처리에 난점을 보이는 사실만큼은 그대로인데도 
인공지능에 법인격만 부여한다고 창발적 해악이 규율될 리가 없다. 인과적 
해악 개념은 인간이라는 행위주체나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자연적 제약을 

745) 관련된 선행연구로, 목광수, 앞의 논문, 100-105쪽; 신상규, “자율기술과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 철학논집 제45집, 2016, 285-293쪽 참조. 정보권(infosphere)으로 명명된 
세상에서 도덕적 고려대상을 중심에 두고 재구성된 이러한 이론을 일컬어 ‘존재 중심의 
거시윤리학’이라고 한다.

746) Luciano Floridi・J. W. Sanders, 앞의 논문, pp. 363-369. 이때 ‘악영향’은 모종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엔트로피 함수의 역치에 기초하여 판정된다.

747) 필자가 주로 참조한 문헌은 플로리디와 샌더스가 함께 작성한 논문이지만 플로리디의 
정보철학 역시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박욱주, “인공 에이전트의 정보적 존재자성과 
도덕적 책임주체성 – 플로리디 정보철학과 칸트 법철학으로 본 인공지능의 인격성 -”,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2020, 21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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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748) 이를 무시하고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을 무리하게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인과적 해악이라는 
개념에 덧씌우면, 인공지능의 모든 작동은 해악과 무관하거나 해악을 낳을 
위험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과소규제나 과다규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과적 해악을 유발하는 일도 없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기에 앞서 정말로 인공지능의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라는 인간 행위자에게 무슨 수를 써도 책임의 귀속이 불가능한지를 
되묻고 싶다.749) 인공지능의 작동과정이 악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가 
자명하다면, 그러한 작동의 원천인 인간 행위주체에게 인과적 해악에 대한 
책임을 귀속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까지 인공지능에 
귀속되는 뜻밖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흐름도 이러한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 의회가 2017년 2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독립적 전자인 지위를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한 뒤(결의안 
제59항 f호),750) 유럽연합이 최종적으로 법인격을 인정한 것처럼 와전되어 
상당한 논란이 빚어졌다. 결의안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오해였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일견 ‘자율적’으로 
보이는 일이 점차 늘어나면서 플로리디와 샌더스의 이론과 유사한 발상이 
여기저기서 대두되었다. 반면 한편에서는 오늘날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인간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인공지능을 대신 내세워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가령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가 종래 기술・윤리・법 영역의 전제와 인류의 책임의식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공개서한이 관련 분야 전문가 285명의 서명을 받아 

748) 그리하여 H. L. A. Hart(오병선 역), 앞의 책, 252-260쪽은 법제도가 인류의 자연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자연법적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보았다.

749) 고학수・정해빈・박도현, 앞의 논문, 231-233쪽 참조.
750)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제59항 f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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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기도 하였다.751) 이후 유럽연합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넘어선 실정법적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책임 
분배의 목적에서 볼 때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다.752)

  문제의 핵심은 법인격이라는 규율의 수단을 넘어, 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창발적 해악의 규율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법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안에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이분법적 특성을 가지기에, 
규율에 요구되는 정보량이 상당한 제도이다. 반면 창발적 해악이 발현되는 
핵심적 경로는 기존의 인과적 해악의 목록이 현실을 그릇되게 반영하면서 
유발된 오차율로부터 기인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 자체가 
인공지능에 대한 인류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아직 인과적 
해악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규율이 시기상조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셈이다.

   2) 비공식적 제도실패: 자율주행자동차753)와 인공적 도덕행위자

  상술한 인공지능 맥락의 법인격 부여론이 공식적 제도의 실패와 관련된 
사례라면, 후술할 자율주행자동차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적 도덕행위자 

751) Nathalie Nevejans et al., “Open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2018. (http://www.robotics-openletter.eu/)

752) European Commission,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2019, pp. 37-39.

75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인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international) 6단계 기준에 따르면 3단계 이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쪽으로 자동차 운행에서의 주도권이 이전된다. 참고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가 제시하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3단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가리킨다. 이하에서의 논의는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전제한다. SAE International, “Automated Driving Levels 
of Driving Automation are Defined in New SAE International Standard J3016”, 
2014 참조. 한편 ‘자율’이라는 표현이 현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들어 
‘자동주행(automated driving)’이라는 표현이 우세한 추세이나 일반적 용례를 고려하여 
실정법에 명문화된 ‘자율주행자동차’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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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비공식적 제도의 실패와 결부되는 핵심적 사례이다. 그런데 인공적 
도덕행위자의 개념은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맥락의 논의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날 인공적 도덕행위자 논의는 보통 윤리학의 유명한 난제인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접목하는 형태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트롤리 딜레마는 1967년 풋(Foot)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뒤,754)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딜레마 상황에서 인간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한 대표적 사고실험이라고 꼽힌다. 아마도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의 트롤리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 사이의 선택일 
것이다. 첫 번째 물음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가 그대로 달리면 5명이 
죽는 상황에서 선로를 바꾸면 1명만이 사망한다고 할 때 선로변경 버튼을 
누를지이다. 두 번째 물음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선로 위에 위치한 덩치 
큰 구경꾼 1명을 밀어 기차가 멈춘다고 할 때 구경꾼을 밀지이다. 다수의 
인간은 전자에서는 선로를 변경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구경꾼을 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755) 이는 규범윤리학의 양대 이론인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대한 직관이 구체적 맥락에 비추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윤리원칙을 지향하는 규범윤리학과는 달리, 인간의 
도덕감정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결과와 의무가 조합된 형태로 도출된다는 
시사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756)

  트롤리 딜레마의 핵심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므로, 
사고와 사고 사이에서 비극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체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해 사고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일견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자동차는 어울리지 

754) Philippa Foot,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Oxford Review Vol. 5, No. 5, 1967, pp. 5-15.

755) 개량된 트롤리 딜레마 사례를 다룬 원문은, Judith Jarvis Thomson, “The Trolley 
Problem”, The Yale Law Journal Vol. 94, No. 6, 1985, pp. 1395-1415 참조.

756) 김성룡,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알고리즘에 관한 윤리학적 접근 현황과 그 법적 
시사”, IT와 법연구 제15집, 2017, 207-208쪽. 어찌 보면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의 선택을 강요하는 논의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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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쌍인 듯하다. 구달(Goodall)은 이러한 통념이 기술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다면서 귀납추론에 기초한 머신러닝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와 무관하다는 믿음은 환상이라고 지적한다.757) 여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거나 임의성에 내맡기는 방식이다. 
딜레마는 벗어나지만, 사고의 빈도와 정도의 최소화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목적과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딜레마 상황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떤 형태든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인간 
운전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사고 상황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처리하여 사고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다만 이때 말하는 ‘최적화’란 손실함수의 정량화 차원을 넘어선 
가치평가가 결부되는 문제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758)

  언뜻 생각하면 앞서 언급한 하향식・상향식・혼합식 접근방식을 토대로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까지 
녹록지 못하다. 먼저 하향식 접근부터 살펴보자.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인간은 공리주의를 하향식 접근에 적합한 윤리법칙으로 여기는 반면, 
실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희생될까 염려하여 이와 같은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759) 나아가 린(Lin)은 헬멧을 
쓰거나 쓰지 않은 운전자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한 전자와 충돌해야만 
공리가 극대화되는 반직관적 결론을 지적했다.760) 이것은 현실에서는 어떤 
인간도 오직 특정한 윤리법칙에만 의존하지 않으므로, 인간과 기계의 다른 

757) Noah J. Goodall, “Ethical Decision Making during Automated Vehicle 
Crash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 2424, No. 1, 2014, pp. 58-60. 
그동안 테슬라(Tesla) 사의 자율주행자동차의 2016년 사망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해왔다. 나아가 불완전성 정리로 인해 컴퓨터의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사전검증하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Joshua A. Kroll et al., 앞의 논문, pp. 652-653.

758) Patrick Lin, “Why Ethics Matters for Autonomous Cars”, in Markus Maurer 
et al., (eds.), Autonomous Driving, Springer, 2016, pp. 70-72, 74-75.

759) Jean-François Bonnefon・Azim Shariff・Iyad Rahwan, “The Soci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Science Vol. 354, No. 6293, 2016, pp. 1573-1576.

760) Patrick Lin, 앞의 논문,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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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방식이 인식론적 차원에서 빚은 마찰의 산물인 셈이다.
  상향식 접근은 실제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대로 담아내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는 회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되는 딜레마 
상황과 현실의 인간이 가진 변수가 너무나도 다양하여 상향식 접근만으로 
인공적 도덕행위자를 제작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훈련 데이터가 요구되는 
문제가 개입된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세계 각지의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선호를 
설문조사한 연구가 시행되기도 했다.761)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하는 작업과 실무에 활용하는 작업 사이에는 천문학적 간극이 있기에 
아직은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필요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이 사례기반 학습과 규칙기반 추상화의 혼합식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 인공적 도덕행위자 연구가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762) 이에 덧붙여 자율주행자동차 맥락에서는 시스템 위험의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이 제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하기 힘들어 
선호의 합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등장한다. 모든 
구성원의 행동양식이 완전히 같은 상황은 극히 드물기에 어떤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조율할지가 논란이 된다.763)

  상술한 것처럼 인공적 도덕행위자와 자율주행자동차 이슈는 심층적으로 
볼수록 수렁에 빠지기 십상이다. 나아가 어떤 의사결정에 이르더라도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실현하지는 못하고 부득이 의사결정 대상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기도 한다.764) 예컨대 

761) Edmond Awad et al., “The Moral Machine Experiment”, Nature Vol. 563, 
No. 7729, 2018, pp. 59-64. 지금도 한국어를 포함한 10가지 언어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ttp://moralmachine.mit.edu/)

762) Noah J. Goodall, 앞의 논문, pp. 63-64에서는 대략적 형태의 윤리법칙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에 터 잡아 미세조정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자연어로 표현하여 
인간의 사후교정을 더하는 3단계의 혼합식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한편 이중기・오병두,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2016, 8-9쪽은 
특정한 하향식 윤리법칙을 상향식 사례로 보완하는 2단계 혼합식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그러나 두 가지 혼합식 접근의 사례 모두 추상적 차원의 논의일 뿐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763) Amitai Etzioni・Oren Etzioni, 앞의 논문,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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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누군가를 우선시하든지, 모든 
구성원이 운전자와 보행자로서 완전히 동등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한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불이익을 입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일견 인공적 도덕행위자를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적어도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어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이러한 모든 지적은 일견 타당하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공적 
도덕행위자에 대해 인간 이상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실상 강인공지능이 아니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체화된 인지의 관점에서 볼 때 강인공지능에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정보처리 기제가 요구된다. 특히 도덕적 의사결정의 경우는 
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765)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에 감정을 
탑재한다는 발상은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자율주행자동차 본연의 
목적에서 한참이나 벗어난다. 인간도 운전할 때 타인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항상 존중하지는 않는데, 유독 인공지능에만 이처럼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의 주된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 맥락에서 
발생하는 창발적 해악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류가 
운전이라는 맥락에서 중시하는 주된 가치는 정의가 아닌 안전이다. 따라서 
많은 작동의 문제가 아닌 질적 정보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오늘날 인공적 
도덕행위자 개념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율수단으로 제시하는 일각의 
견해가 적절한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만 대략 
연 4만 명, 세계적으로 대략 연 100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상황에서,766) 모든 윤리적 문제를 극복해낸 자율주행자동차만을 수용할 수 

764) 이중기・오병두, 앞의 논문, 18-19쪽; 이상돈・정채연,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의 
과제와 전망”, IT와 법연구 제15집, 2017, 314-316쪽.

765) Wendell Wallach・Colin Allen(노태복 역), 앞의 책, 242-250쪽 참조.
766) 적어도 동거리 운전 기준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의 주행보다 사고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듯하다. Myra Blanco et al., 
“Automated Vehicle Crash Rate Comparison Using Naturalistic Data”,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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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태도는 특정한 윤리관을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시한 일방통행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율주행자동차 맥락에서 논의되어온 트롤리 딜레마는 
진정한 의미의 ‘딜레마’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 대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양분된다. 먼저 인과적 해악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를 확장하거나 변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해킹이나 결함에 따른 사고는 인간 
운전자가 탑승한 오늘날과 거의 같은 인과적 경로로부터 해악이 발생하여 
공식적 제도 이외의 고려가 그다지 불필요하다.767) 반면 많은 손의 문제로 
인한 창발적 해악은 인과적 해악을 주로 겨냥하는 공식적 제도 혹은 질적 
정보의 문제를 주로 겨냥하는 비공식적 제도가 최적의 대안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윤리원칙 
혹은 이를 뒷받침하는 GDPR의 투명성과 책임성 관련 조항과 같은 공식적 
제도가 대안으로 기능할 여지가 크다.768)

Tech Transportation Institute, 2016 참조.
767) 예컨대 권영준・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호, 2016, 

456쪽 이하 참조.
768) 전자에 대한 사례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안)”, 2019 참조. 

후자에 대한 사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하에서 
제시된 규제특례 조항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의무를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 제1항 등을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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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의의 마무리

제1절 연구의 요약

  본고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본문의 시작점인 제2장은 두 가지 
지능적 존재인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불확실성이라는 
근원적 제약조건을 공유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각기 다른 
형태의 ‘제한적 합리성’을 구현하였다. 진화에 의존한 인간의 (자연)지능은 
시스템 1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생체라는 하드웨어와 결부된 반면, 인간과는 
달리 학습에 의존하는 인공지능은 시스템 2라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와 결부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간은 다양한 질적 정보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데 능숙하고, 인공지능은 소수의 양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데 능숙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물론 이와 같은 양자의 
비교우위적 관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절대우위적 관계로 전환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에 다다르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는 작동방식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지체계가 동일한 시공간에서 
상충하는 의사결정을 내놓아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제3장은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본고의 대주제에 대한 논의로 돌입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지능적 존재의 
출현과 자유의 탄생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 같은 시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자유가 상충하게 되면 해악이라는 부산물이 출현하게 된다. 인류는 
자유와 해악의 역학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자유제한의 원리로 불리는 각종 
규율수단을 강구하였다. 그중에서도 밀의 해악의 원리는 오늘날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유제한의 원리에 해당한다. 밀이 제시한 해악의 원리의 원형은 
오늘날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에 여러 논자가 이를 보완하려는 후속논의를 
제시하였고, 필자는 가장 널리 원용되어온 해악이론 중 하나인 파인버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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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차용하여 해악 개념을 분석하였다.
  파인버그는 해악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하위개념을 제시하였지만, 
필자의 관심은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서로 다른 인지체계의 마찰에 따른 
해악의 유형을 짚어낼 수 있는 하위개념의 존재에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필자는 인류의 인지체계가 대체로 해악이 발현되는 공통의 인과적 경로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악의 범주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발상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장대한 역사에서 진화와 학습을 토대로 공통의 
생활양식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특정 개념징표를 가진 행위는 높은 확률로 
해악의 인과적 발현을 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해악을 일견 
인과적 해악(causal harm)이라고 명명한다면, 이와 달리 인류가 최근에야 
발견하거나 발명한 많은 신기술이 주는 영향력은 인간의 인지체계가 쉽게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창발이다. 
창발이란 아주 많은 하위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연결망이 형성된 결과, 
개별적 요소가 발현하는 효과의 미시적 부분합보다 연결망 자체의 거시적 
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창발의 발현은 극히 최근에야 부각된 일이기에, 인간의 인지체계는 창발에 
따른 비선형적 현실을 인간이 쉽게 인지하는 선형함수로 근사하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는 한다. 이러한 일종의 인지편향이 해악의 맥락에 적용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의 해악을 산술급수적 이론으로 해소하려는 
그릇된 관념으로부터 해악의 내부화에 실패하는 결과에 처한다.769)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발현된 해악을 가리켜 ‘창발적 해악(emergent harm)’으로 
명명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출현은 창발적 해악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와 외형만 보면 유사한 

769) 식량의 증대는 산술급수적으로 일어나지만 인구의 증대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던 맬서스(Malthus)의 문제의식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론적 도덕법칙이 아닌 초래될 결과에 대한 제도적 규명이 실효적 대안이 된다고 본 
하딘(Hardin)의 견해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Garrett Hardin, 앞의 
논문, pp. 1244-12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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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낳지만, 일부 특성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인지체계만 존재하던 세상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적 
존재가 등장한 사건은 다음의 이유로 인류에게 창발적 해악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특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에 비해 너무 뛰어난 
탓에 인간을 전제한 기존의 법제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인간은 일평생을 걸어도 불가능할 만큼이나 많은 경우의 수를 인공지능이 
직접 짚어내는 일이다.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많은 작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가령 창의성과 같은 가치는 인공지능이 하는 반복적 작업과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하더라도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발생시킬 만큼의 성과를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기존의 법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악으로 포섭하는 일 자체가 어려웠다. 
둘째, 인공지능이 양적 정보와는 다르게 질적 정보를 처리하는 문제에서는 
인간에 비해 열등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질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인류가 공유하는 것과는 상이한 가중치가 
부여되게 마련이다. 반면 종래의 법제는 인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규율이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작동의 문제 
홀로, 혹은 질적 정보의 문제와의 결합을 통해 유발된 인지적 마찰이 점차 
축적되면 규범적 차원에서 인과적 해악과 다를 바 없는 해악이 창발할 수 
있다. 현재 ‘인공지능과 차별’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인공지능 맥락에서 창발적 해악이 빚어지는 대표적 사례이다.
  제4장은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창발적 해악을 규율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맥락에서 발생한 창발적 해악의 주된 원인은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인지체계의 마찰에 있기에, 양자의 간극을 좁히는 
접근법이 근원적 해결책이 된다. 오늘날 다수의 논자가 제시하는 인공지능 
윤리나 거버넌스라는 대안은 실상 인공지능의 작동과정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기술 전문가와, 인간 공동체의 질적 정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대중의 참여를 통해 인지체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배경을 이루는 셈이다. 필자는 하이에크의 개념을 빌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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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을 ‘자생적 질서’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오늘날 널리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윤리원칙은 
자생적 질서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투명성이 
강한 기술이기 때문에 비선형적 창발이 일어나는 경로를 파악하고 실질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어 다양한 난점을 발생시킨다. 투명성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불투명성을 절감하고 기술 전문가와 대중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그저 
정보만 제공한다고 하여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에 이르지 
못할 여지가 있어, 인지적 비대칭성의 교정에 초점을 둔 설명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최근에는 투명성보다도 더욱 대두되는 추세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이라는 방법론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규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투명성의 확대로 얻어지는 한계효용에 비해 그것의 부작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오히려 부각되는 일부 맥락에서는 제도적 혹은 현실적 차원의 
불투명성이 용인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명성이 주목하는 역량의 
증진 대신 제재와 보상을 바탕으로 해악의 군집화를 억제하거나 악결과를 
적절히 재분배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맥락에서는 종전부터 문제시된 많은 손의 문제나 많은 구성요소의 문제와 
같은 책임의 분배를 위협하는 요인이 부각되어 도덕적 책임이라는 전통적 
의미를 넘어서는 책임 개념의 재구성이 요청된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법적 책임이나 설명책임의 관점을 포함하는 책임성 개념의 확장된 의미를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인공적 도덕행위자라는 최근 들어 대두된 방법론은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규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매개변수로 대표되는 자생적 질서는 그것만으로 
창발적 해악에 대한 잠정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정보를 확보하여 공식적 
제도와 결부될 수도 있다. 인간이란 어디까지나 선형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존재이기에 아무래도 인과적 해악에 대한 규율이 친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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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가 알지 못한 미지의 경로로 해악을 낳는 
일련의 과정을 인과적 해악으로 변환하거나 인과적 해악을 토대로 위험의 
총량을 허용된 위험의 이내로 내부화하여 공동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해도 무방한 셈이다. GDPR은 이처럼 인류가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창발적 해악에 대처하는 과도기적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의 유형과 제도적 대안이 두 가지로 
양분되기에 원인과 처방이 제각기 엇갈리게 된다면 ‘제도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공식적 제도의 실패사례로, 인공지능에 대해 인간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규범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인격 부여론을 살펴보았다. 
창발의 근원은 남겨둔 상태에서 인과적 해악에 대한 규율방식만 고스란히 
인공지능에 대해 전이한다고 창발적 해악이 해결될 이유가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비공식적 제도의 실패사례로, 인공적 
도덕행위자 논의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자는 견해에 대해 검토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맥락에서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가치는 안전이기 때문에, 
많은 작동의 문제보다는 질적 정보의 문제에 치중하는 인공적 도덕행위자 
논의는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인공지능 맥락의 
해악을 어느 한 접근법만을 통해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해악의 유형과 제도적 처방이 낳는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필자가 제시하려는 ‘인공지능과 해악’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해악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과적 해악에 해당하는지, 창발적 해악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라. 가령 인공지능에 대한 해킹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는 
인류가 과거에도 일상적으로 접하던 해악과 발현경로에 큰 차이가 없기에, 
실정법의 확장・유추해석이나 약간의 변용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발적 해악에 속하는 해악인데도 인과적 해악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든다면 곤란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두 가지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이 어떤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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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을 일으키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셋째, 창발적 
해악과 인과적 해악을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분법적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인지체계의 마찰이 충분히 규명된 이후에는 창발적 
해악을 인과적 해악으로 전환하거나 인과적 해악을 활용하여 허용된 위험 
이내로 내부화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해악을 내부화하기 위한 제도가 새로운 부정적 외부성을 출현하도록 하는 
역설을 불러올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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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후속연구의 과제

  끝으로 본고에서 규명하지 못한, 후속연구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강인공지능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이나 인과적 해악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주제가 중요하지 않아 논의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이나 약인공지능의 
인과적 해악과 같은 문제도 본고에 못지않게 중요하여 후속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본고는 창발적 해악론 자체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용한 사례는 인공지능에 국한된다. 
자연스럽게 창발적 해악론이 인공지능과 같은 인간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인지체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인간이 작동방식을 명확히 알기 힘든 
일련의 신기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라는 물음이 생겨날 것 같다. 
본고에서 잠정적으로 제시하는 답변은 인간의 인지편향이 부각될 수 있는 
창발 현상이 발현하는 일체의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할지는 
추가적 검증이 요구될 듯하다.
  셋째,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가 창발적 해악을 내부화하는 과정과 
제도실패를 유발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의 창발적 해악이라는 맥락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에 본고가 완전한 일반이론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특정한 유형의 해악과 제도의 집합이 빚어내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구체화될수록, 점차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물론 본고가 제시한 논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지만, 
지능적 존재의 여정이 여기서 그쳐서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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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arm

Park, Do Hyun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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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presented by deep learning today, 

artificial intelligence brings many benefits to human beings. However, on 

both sides of the co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producing a variety of 

harm by realizing new risks that humans have not known. There are types 

of harm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hacking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at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e problems that 

humans have caused befor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ew types of 

harm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discrimination from mere 

accidental malfunctions. In order to propose an optimized prescription 

corresponding to the former and the latter types of harm, the investigation 

of the root cause beyond phenomenal diagnosis is required.

  Chapter 2 finds the cause of new types of harm from the friction 

between two cognitive systems: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oth share 

the fundamental constraint of uncertainty, and implement different forms of 

bounded rationality to solve problems. Specifically, while natural intelligence 

of humans mainly depends on system 1,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inly 

based on system 2. As the two cognitive systems with different operating 



- 334 -

methods make their own decisions in the same time and space, various 

kinds of friction have arisen, and this acts as a main cause of today’s 

artificial intelligence-induced harm.

  Chapter 3 conceptually defines two different types of harm. First, the 

harm principle, which is considered to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ncept of harm, is dealt with in detail. Subsequently, two types of harm 

are derived, which is inspired by Feinberg’s traditional theory. One is the 

causal harm induced linearly from the formal path that humans share on the 

basis of evolution and learning. The other is the emergent harm based on 

emergent phenomena where the macroscopic effect exceeds the microscopic 

subtotal by the interaction of multiple components. At first glance, the effect 

of the a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ct of human behavior is 

almost the same. However, since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iffer in 

many respects, some characteristics tend to be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resulting in emergent harm.

  Chapter 4 examines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approach to both types of 

harm. For emergent harm, in which the lack of information is highlighted, 

provisional regulation is required through a flexible institution compared to 

the formal one. I take up a series of informal institutions with the concept 

of the spontaneous order, and then compare them with the formal institution 

of law. Furthermore, by combining the contrast between causal and emergent 

harm, and between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 the meaning and cases 

of institutional failure are examined.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Bounded Rationality, Causal Harm, 

Emergent Harm, Spontaneous Order, Institutional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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