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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

구성  정보 철학 에서†

1)

박 충 식‡

구성적 정보 철학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정보 행위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보처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행위자이므로 상황을 감지하고 자신

의 욕구나 목적에 따라 가능한 여러 행위들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 정보 

행위자가 자신의 세계 모델로부터 세계의 구조와 인과를 인지하게 되면 단순

히 생존과 종족번식과는 다른 새로운 욕구나 목적을 스스로 가지게 될 수 있

다. 성찰하는 정보 행위자는 성찰을 통하여 공동체의 규범적 가치로 내면화하

여 윤리적 정보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찰의 구조는 상태(목적을 포함하여)로 기술되고 성찰의 기능은 평가, 가설, 
시뮬레이션, 최적화,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찰의 계산적 모델은 윤리

적 인공지능 로봇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된다.

【주요어】정보 철학, 구성주의, 자기생산체계,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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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가깝지 않은 미래에 로봇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한

가하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일터로부터 쫓겨나서 빈한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전쟁터로 내보내진 전쟁 로봇들

이나 가정으로 들어온 가사도우미 로봇들은 수많이 부딪히게 되는 윤

리적인 상황에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인공지능 로봇을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실제로 윤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겉으로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실재적인 의미

에서 사람처럼 윤리적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 글은 ‘윤리적’
이라는 부르는 현상을 좀 더 기계론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1)

엄 히 말하면 인공지능은 로봇의 지능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르는 말이고 로봇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하여 자율적

인 기계를 이르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으로부터 발전한 로봇과 주로 컴퓨터과학으로부터 발전한 인공지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구분이 아주 명료하지만은 않지만 인공지능을 

로봇의 머리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며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은 

지능적인 능력을 갖춘 로봇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개체들이 모인 사회에는 윤리가 존재하지만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

봇은 인공지능 로봇들만의 사회를 위한 윤리가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

들과 인간들의 사회를 위한 윤리라는 면에서 인간들만의 윤리와는 다

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윤리는 서로 다른 문화

를 가진 인간들이 모이게 되어 사회를 이루게 됨으로써 다소 다른 윤

리가 필요하게 된다거나 가축이나 반려 동물들과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윤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면으로 이해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

 1) 심사자들은 공히 ‘윤리적’이라는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는 ‘윤리적 인공지능 로봇’의 주장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

기하였다. 나는 ‘윤리적’ 현상은 물리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계산 모델로 

설명가능하고 또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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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로봇들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충분

히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존재가 되어 인간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

는 사회가 된다면 비록 다른 문화를 가졌더라도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

회나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서적 능력을 가진 

동물들과 이루어진 사회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 만들기는 하였

으나 인간의 지능적 능력을 가지고 자율적인, 나아가 독자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초유의 존재들과의 사회를 위한 윤리를 고민하

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전산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

지만 인간의 지능적인 능력들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분

야이기도 하다. 본 글은 구성적 정보 철학이라는 입장에서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드

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는 기계론적인 계산 모델(computational model)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의 구현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은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

봇을 만드는 공학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지침이나 비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 제작과 로봇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

제를 통제하는 법률과 같은 문제는 논외로 한다.
본 글은 윤리적인 행위가 정신이나 영혼과 같은 목적론적이고 형이

상학적 개념 없이 기계론적 물리주의로 설명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물질

과 에너지 내에 정보 패턴을 유지하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자기 생

산적 체계가 생존을 위하여 체계 외부와 내부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구성된 정보로부터 성찰적 능력이 생기고 이러한 성찰적 능력을 통하

여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인 윤리성을 가지는 윤리적 정

보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아직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정보 행위자의 계산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절에서 구성적 정보 철학이 정보이론과 사회학적 그

리고 분석철학적 관점에서도 물리주의이며 구성주의적 실재론임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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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3절에서 윤리적인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성
찰’과 ‘의식’을 구성적 정보 철학 관점에서 설명하고, 4절에서 윤리ㆍ

도덕 개념이 성찰(반성)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설명

한다. 5절에서 구성적 정보 철학 입장에서 성찰하는 정보 행위자가 자

신의 정보처리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윤리적 정보 행위자가 될 수 있

는지와 성찰의 인공지능적 계산 모델을 모색한다. 그리고 6절에서 최

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 도덕 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AMA) 
연구에 대하여 일부 언급하려고 한다.

2. 구성적 정보 철학

플로리디는 그의 책, 정보 철학 에서 정보 철학을 ‘사물의 제일의 모

든 원인과 제일의 모든 원리를 취급하는 철학’인 제일철학(第一哲學, 
Philosophia Prima)으로 간주한다.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

로 언급되는 물질과 에너지와 더불어 이제 정보가 언급되고 있다. 플
로리디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 철학은 정보의 다양한 원리와 개념을 분

석하고, 평가하고, 설명하는 통합된 관련 이론들을, 개발하고 서로 응

용의 맥락으로부터 발생한 체계적 이슈에 특별한 관심으로 정보의 동

학과 활용을, 그리고 존재, 지식, 진리, 생명, 또는 의미와 같이 철학에 

있는 다른 중요한 개념과 연관성을 개발하는 것이다.2) 
플로리디는 생물로 이루어진 생물계(biosphere)처럼 정보유기체

(inforgs)라고 부르는 정보 개체(informational entities)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지칭하기 위하여 정보계(infospheres)를 사용한다. 흔히 정보 공

간(the sphere of information)을 의미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와는 달리 정보계는 온라인 환경에 제한되지 않는다.3) 플로리디가 처

음 사용한 용어는 아니지만 정보계는 모든 정보적 개체, 그들의 속성, 
상호작용, 과정, 상호관계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전체 정보적 환경을 의

 2) Floridi (2011), p. 24.
 3) 다음 웹페이지를 볼 것. https://en.wikipedia.org/wiki/Inf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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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정보계는 존재의 총체와 동등하다. 이러한 동등성이 정보적 존

재론이 되도록 한다. 정보유기체는 정보계에 존재하는 정보로 이루어

진 정보적으로 체화된 유기체로 정의되는 플로리디의 용어이다4). 정보

유기체는 인공적인 행위자(artificial agents)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행

위자(natural agents)를 포함하고,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태블릿, 랩
탑(laptop)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를 가진 가족과 같이 복합적인 

행위자(hybrid agent)일 수도 있다.
노베르트 위너(Norbert Wiener)는 샤논 정보(Shannon information)

를 유지하는 패턴으로 정의되는 개체(entity)로서 유기체를 기술한다.5) 
샤논 정보는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하여 정보가 조작되도록 하는 물리

적 영역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보유기체는 물질(matter), 에너지

(energy), 그리고 샤논 정보로 이루어진다. 이진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유기체의 부분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DNA 부호화는 살아있는 유

기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에너지 다발(flux of matter-energy)내
에 부호화된 샤논 정보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강화

한다.6) 샤논 정보는 정보 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로서 자료의 

확률적 원천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보 평균 비율로 정의되는데 정보유

기체에서 발견되는 샤논 정보는 유기체라고 말해지는 정체성

(indentity)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정체성은 물질이나 에너지라기

보다는 몸 안에 있는 샤논 정보의 패턴에 의하여 부호화된다. 사람의 

몸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사람의 정체성은 시간을 통해서도 유지된

다. 정보 유기체의 샤논 정보의 조작은 형이상학적 영역에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정보가 근본적이라는 입장을 공유 하지만 다양한 입장의 정보 철학

이 있을 수 있다. 구성적 정보 철학은 구성주의적 관점의 정보 철학을 

의미한다. 구성주의는 통상적으로 지식이 어떻게 정의되든 사람의 머

릿속에 있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구성’될 수밖에 없는 

 4) 다음 웹페이지를 볼 것. https://en.wikipedia.org/wiki/Infosphere.
 5) Wiener (1948).
 6) Bynum (2010),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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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한다.7)

플로리디는 정보를 (1) 참도 거짓도 아닌 물리적 신호의 패턴과 같

은 실재로서의 정보(information as reality)(환경적 정보(environmental 
information)라고도 한다). (2) 진리적으로 확인된(alethically qualifi
able) 의미적 정보(semantic information)와 같이 실재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reality), (3) 유전 정보(genetic information), 알고리

즘, 지시(orders), 요리법(recipes)처럼 명령어(instructions)와 같은 실재

를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reality)로 분류하지만,8) 이러한 관점은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정보의 능동적인 측면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구성적 정보 철학의 정보는 ‘관찰자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는 차이

들로 의미 있는 구별이 되어 지칭할 수 있는 사건(대상) 대한 표현(감
각, 진술)’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관찰자는 정보 행위자(informational 
agent)라고 이름 지을 수 있으며 자기생산체계(autopoietic system)를 

상정한다. 체계(system)는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여러 곳에서 이용되지

만 자기생산체계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는 

통상적인 체계 개념과는 달리 ‘환경과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여 정체성

을 가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당연히 급진적 구성주의자(Radical 
Constructivist)인 마투라나, 바렐라의 자기생산체계를 염두에 둔 개념

이다.
베이트슨은 정보를 ‘차이를 만드는 차이’라고 하지만 이 차이는 기

본적으로 관찰자에게 허용된 감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

라 지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칭은 관찰자가 생래적이든 습득

한 것이든 구성해 온 세상에 대한 모델에 의존한다. 여기서 ‘모델은 관

찰자가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을 지향하는 정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자의 차이 관찰은 감각과 모델,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가능하

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생산체계는 물질적으

로 ‘개방 체계’이지만 정보적으로는 ‘폐쇄 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7) 박충식 (2014), pp. 61-6.
 8) Floridi (201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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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채널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식의 정보

소통 모델은 거부된다. 마투라나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명 현상에 

사용되었던 자기생산체계를 사회 체계(societal system)에도 적용한 학

자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이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s theory)에서 인간들은 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니고 환경일 뿐이

며 사회의 구성요소는 인간들의 ‘소통(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이
어지는 ‘소통’이 사회적 체계(social system)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통’
도 인간의 심리적 체계(psychic system)에 의한 것이고 심리적 체계는 

생물학적 체계(biological system)에 의하여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체계’, ‘심리적 체계’, ‘생물학적인 체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체계이고 

‘구조적 접속(구조적 연결, structural coupling)’으로 상호작용한다. 사
회적 체계의 구성요소가 ‘소통’이듯이 심리적 체계의 구성요소는 ‘의
식’이며 두 체계 공히 ‘매체(media)’는 ‘의미’이다. 근대의 관찰자로 불

리는 루만은 자신의 사회체계이론으로 근대에는 다양한 소통들에서 경

제적 소통들이 경제적 체계를, 예술적 소통들이 예술적 체계를, 학문적 

소통들이 학문적 체계를 이루는 등으로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되었다고 한다. 

사건이라는 용어는 체계 외부(환경)와 내부의 시공간상에 배경과 대

상을 같이 포함한다. 대상에 대한 모든 관찰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

는 대상의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관찰은 정보 행위자의 외부로만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식할 수 있는 모든 내

적 상태의 사건들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내부 사건의 관찰 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사건의 관찰에 의하여 비롯되는 

일련의 과정을 ‘반성적’, 또는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는 정보 행위자의 가치에 기반하고 정보 행위자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샤논 정보 개념은 정보의 측도(measure)
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보의 양, 즉, 질서의 정도만을 다룰 뿐, 어떤 질

서인지를 다루지 않는다. 정보의 ‘어떤 질서’는 정보 행위자에게 있어

서 정보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

는 정보 행위자에게 있어서 관찰, 표현, 가치, 행위의 효과가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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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하고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천착해온 인문사회학(존재

론, 인식론, 언어학과 기호학)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지칭은 차이의 구별에 대한 물리적 표현으로서의 이름이다. 이를 심

볼 그라운딩(symbol grounding)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정보 행

위자들이 이러한 지칭을 공유하게 된다면 그 정보 행위자들은 서로 소

통 가능한 언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자체는 당연히 자

기생산체계가 아니다.
이러한 정보 행위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으며 자신의 감각기관, 운동기관, 정보처리기관에 의하여 그 

정보 처리 수준이 정해진다. 하지만 정보 행위자의 이러한 기능은 주

어진 물리학적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결국 정보는 정보 행위자

의 목적에 기여하는, 그리고 행위자가 감지할 수 있는 환경의 물리적 

차이들에 붙여진 지칭이며, 이러한 지칭들은 해당 정보 행위자가 자신

의 목적에 따라 구성한 세상에 대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행위자에게 세상은 관찰할 수 있는 차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세상

에 대한, 이러한 구성적 해석조차도 구성과 구성하는 과정을 구별함으

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성은 스스로의 구성을 구별하는 자기 모

순적 역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보 행위자의 관찰은 정보 행위자의 

물리학적 환경뿐 만아니라 정보행위자의 정보 내적 상태를 포함한 모

든 차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행위자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행위자들은 다른 

정보 행위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행동한다. 정보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블랙박스(black box)이기 

때문에 우발성(contingency)이 발생한다. 각 행위자(자아, ego)는 다른 

행위자(타자, alter)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다. 사회적 상황(두 

행위자)이 상호적이므로 이중의 우발성(자아의 우발성과 타자의 우발

성)이 초래된다. 블랙박스 문제는, 행위자가 자아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하여 타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기대(expectation)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사회체계에서 기대는 구조가 발전하는 시간적 형태이다. 사회 시

스템의 구조로서 기대는 예상될 때만 사회적 관련성과 그 적절성을 획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 47

득한다. 우발성의 이중성은 기대의 이중성을 야기한다. 타자는 마주한 

자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자아는 타자가 자아로부터 무엇인가를 기

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기대가 정확히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

다. 그러므로 자아는, 자아에 대한 타자의 기대에 대한 기대(기대-기대)
를 만들어 낸다. 소통은 정보 내용의 선택, 통보 방법의 선택, 이해 의

미의 선택, 세 가지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보가 생산

될 때 자아와 타자가 각각 자신을 일반적인 의미 세계의 부분으로 간

주하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공유 가능한 의미구조의 이러한 가정은 

타자의 선택이 자아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

다. 정보 행위자들의 협력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이러한 소통들이 

정치, 경제, 법, 과학, 종교,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체계를 구성한

다. 
구성적 정보 철학의 이러한 정보 동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는 

정보 행위자 자신의 목적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의 

획득과 배포는 정보 행위자나 정보 행위자 집단의 정치적 고려 하에 

이루어지고 경쟁은 불가피한 현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보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구성적 정보 철학의 정보동학은 개체적인 

현상이면서도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은 정보 철학

이 자연과학뿐 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9)

정보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물리적인 기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구성적 정보 철학은 물리주의적이다.10) 플로리디도 정

보 구조적 실재론(ISR: Information Structural Realism)을 표방하고 

ISR은 구성주의자가 되는 것을 인식론적 목표로 가진다고 하였다(심
리학적이나 사회적인 구성주의자는 아니다). 또한 지식은 발견하고 기

 9) 박충식 (2018), pp. 19-40.
10) 통상적인 물리주의는 모든 것은 인과론적 환원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본 글

에서 물리주의는 물리적 실재의 일원론을 믿지만 인과론적이더라도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급진적 구성주의 관점의 물리주의이다. 그러므로 비환원

론적 물리주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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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거나 발명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재(reality)를 설계하고 모델

링하는 것으로써 실재의 속성과 행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세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의미화(semanticization)).11) 
구성적 정보 철학은 물리주의이며 급진적 구성주의 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는 세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이론과 경험

의 정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정합은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계속 구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더라도 물리주의

적이다. 급진적 구성주의가 실재의 확인을 위하여 우리의 구성된 인식

을 통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참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

더라도 세상은 모두 물리적이고 우리 설명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실재

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자로 간주

되는 칸트도 역시 물자체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성적 실

재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주의자인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은 심신의 본질 및 심신

간의 관계에 대한 심신이론으로서, 모든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지

만 심신사이에 엄격한 법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유와 의도적 행위를 포함하는 심적 사건들은 법칙의 지배를 받

지 않으며 또한 심물 사이에 연결법칙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일종의 동일성이다12). 

3. 성찰과 의식: 물리주의적 설명

철학에서 ‘성찰’은 ‘반성’과 같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백종현 교

수는 칸트적 의미에서 ‘반성’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일반적으로 이성이 “반성한다(성찰한다)는 것은, 주어진 표상들을 

다른 표상들과 또는 자기의 인식능력과, 그에 의해 가능한 개념과 

11) Floridi (2011), p. 30.
12) 김선희 (199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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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Reflexion) 또
는 성찰(Überlegung)은 우리가 대상들에 대한 “개념들에 이를 수 

있는 주관적 조건들을 발견하기 위해 우선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
로서, 어떤 반성은 개념을 산출하는 논리적 지성-작용의 제2국면에

서처럼 “어떻게 서로 다른 여러 표상들이 한 의식에서 파악될 수 

있는가를 성찰함”이지만, 어떤 반성은 주어진 표상들이 우리의 인

식 원천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시 말해 그것들이 우리의 어

떤 마음 능력에 귀속하는가를 숙고함을 일컫는다. 전자의 반성을 

‘(형식)논리적 반성’, 후자를 ’초월적 반성‘이라고 구별하여 이름 

붙일 수도 있다.13)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Giulio Tononi)는 의식의 핵심적인 속성

과 의식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의 속성을 밝히려는 그의 정

보통합 이론(IIT: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에서 “의식을 만들어

내는 기반은 엄청나게 많은 다른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통합된 존재

다. 즉, 어느 신체 시스템이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에는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한다.14) 시스템의 수많은 상태(정보)를 구별하

고 다른 가능성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단일하게 통합하는 것이 의

식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이론은 주어진 시스템에 대하여 의식이 있

는지, 그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시스템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

는지 예측하려고 한다. 심지어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

(의식의 단위, Φ)를 정의하고 이를 비트로 측정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어서 공개하고 있다.15) 정보통합이론은 심신 문제(mind-body problem)
에 대해서도 경험의 현상학적인 속성과 물리적 시스템의 인과속성은 

동일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인지과학 분야에서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에 의하여, 희귀

한 감정 연구의 철학자로 다시금 조망된 스피노자의 철학은 인간에 대

한 유물론적 이해를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들뢰즈가 설명하는 스피노

자는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사이버네틱스적이다. 스피노자는 새로운 모

13) 백종현 (2017), p. 525.
14) 마시미니, 토노니 (2016).
15) 다음 웹페이지를 볼 것. http://integratedinformationtheory.or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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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서 신체를 제안한다. 

욕구는 각 사물이, 즉 연장에 속하는 각각의 신체와 사유에 속하

는 각각의 영혼, 각각의 관념이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 머무르려

는 노력(코나투스, Conatus)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우

리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만들기 때문

에, 매순간 대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변용들(affection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결정인자로서의 이 변용

들이 필연적으로 코나투스에 대한 의식의 원인이다.16)

스피노자는 미완성인 상태로 남겨 두었다가 사후에 출간된 초기 저작 

지성개선론 에서 정신을 "정신적 자동장치(automat spirituale)로 규정

한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달리 정신과 신체를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개의 실체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인간을 통일체로 파악하면서 정신

과 신체를 이러한 통일체의 두 개의 표현으로 본다. 스피노자는 갈릴

레이, 데카르트와 더불어 자연을 기하학적인 관점에 따라 설명하려는 

근대 과학의 기획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신체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 
따라서 정신도 자연물과 동일한 인과관계에 따라 규정되며, 동일한 관

성 원리에 따라 작용하게 된다.17) 
데이비슨이 스피노자를 현대 물리주의의 아버지로 상정하고 스피노

자의 심신이론을 자신의 사건존재론으로 재해석한 논문 “Spinoza's 
Causal Theory of the Affects”18)는 이러한 저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4. 윤리/도덕, 그리고 성찰(반성)

윤리는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 풀

이된다.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

16) 들뢰즈 (2001), p. 32.
17) 진태원 (2012), p. 126.
18) Davidson (2005), pp. 2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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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

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영어 위키

피디아는 윤리학(Ethics) 또는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은 옳고 그

른 행동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옹호하고 권고하는 것에 관련된 철

학의 한 분야로, 도덕(moral, morality)은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는 것 사이의 의도, 결정, 행동의 차별화하는 것으로 풀

이한다. 어원적으로 윤리학(ethics)의 어원은 고대 희랍어 습관(habit)이
나 관습(custom)을 의미하는 “ἦθος(ethos)”에서 나온 “ἠθικός(ethikos)”
이다. 도덕(moral)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매너(manner), 성격(character), 
적절한 행위(proper behavior)를 의미하는 “모랄리스(moralis)”이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는 상호 호환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에 대한 구별도 학자마다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도

덕은 주로 원리를, 윤리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용법으

로 사용된다. 도덕 수칙(moral precept)은 선하려는 욕구에 의하여 인

도되는 생각이나 견해이고, 윤리 수칙(ethical code)은 허용되거나 옳은 

행위를 정의하는 규칙들이다. 하지만 윤리적인 것이 항상 도덕적인 것

이 아닐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19) 예를 들어 오메르타

(Omerta)는 마피아 조직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침묵의 수칙(a code 
of silence)이다. 경찰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이용된다. 이것이 윤

리적으로는 조직의 행동 규칙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지만 도덕적 관점

에서는 그릇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적 행위도 비윤리적일 수 있다. 
의뢰인이 유죄라는 것을 법정에서 말하는 변호사는 정의 실현을 하려

는 도덕적 욕구에서 행동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변호인-의뢰인 

사이의 비 유지특권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비윤리적이

다.
또 다른 구별되는 용법으로서 윤리 또는 윤리학은 도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도덕이 각자 내면적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옳

19) Moral vs. Ethical 에 대한 다음 웹페이지를 볼 것. http://www.dictionary.com/e/
moral-vs-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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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름에 대한 태도라면 도덕이 사회조직의 현실적인 환경에서 발현

되는 것으로써의 윤리와 긴 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도덕이라는 각자의 절대적인 내면적 원리가 사회조직의 현실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 도덕의 논의는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듯하다.
물리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절대적인 윤리(도덕)를 고려하

기는 어렵다. 윤리는 근본적으로 가치 체계(system of values)이다.20) 
윤리가 구성원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하는 옳은 규

범이라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목적이나 가치를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윤리는 사회 안에서 공평하게 개개인 자신의 목적

이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범이라는 점 때문이

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동체내의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삶은 매우 중요하다. 뇌과학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

만으로도 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울 신경세포(mirror 
neuron)이론이나 사회적 인지와 윤리, 그리고 감정을 이룬다는 기본 

신경망(Default Mode Network)이론도 인간이 얼마나 사회 공동체 생

활을 위하여 진화되어 온 것인지 알려준다. 이러한 신경과학 수준의 

물리적인 구조들도 공동생활을 위하여 진화적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물리적 구조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구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문

화들도 구성된다. 
인류가 공통적인 기반의 물리적 구조와 정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고 시공간적인 물리적인 환경과 정신적인 환경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 경로를 가진 서로 다른 문화를 구성하게 된다.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므로 서로 다른 윤리

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윤리는 인류 공통적인 사항부터, 
민족, 국가, 지방, 가족, 개개인별로도 공통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차이

가 생긴다. 모든 윤리 경험은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구성되기 때

문이다. 사람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당연히 느끼는 윤리적 직관이

나 윤리적 감정은 실험철학이 보여주듯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20) 다음 웹페이지를 볼 것. http://pcp.vub.ac.be/ETH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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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직관과 감정은 당면하는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와 즉각적

인 가치평가이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고도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정

당화하기도 하고 감정을 바꾸기도 한다. 또한 감정이 이성의 방향과 

구조를 정하기도 한다. 이성과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진 가치와 판단의 

계층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윤리가 단순히 이기적인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공평하게 개개인 

자신의 목적이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인은 자신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밤하늘

에 빛나는 별에 비견되는 ‘정언명령’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그 공동체에서는 옳은 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

나 자신 스스로 옳다(정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득실과 무관하게 윤리의 정의로움을 믿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윤리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이성의 기능은 성

찰 또는 반성적 능력에 기인한다. 성찰은 기존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가치의 재배치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보다 정의로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믿음이 변경되고 변경된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

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 전도가 종이 속한 이기적 유전자의 직접적인 

원초적 성향 때문인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유전자의 긴 팔로 이루

어진 문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일어난다. 정의 추구, 
지식 추구, 예술 추구는 종의 이기적 유전자적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건 생물학적인 생존의 욕구 충족의 가치를 넘어

서는 정신적인 생존의 욕구 충족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이성은 사회의 윤리를 지켜내기도 하지만 사회의 윤리를 발

전시키기도 한다. 

유물론자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선악은 없으며 좋음과 나쁨이 있

다고 한다. 바로 이렇게 윤리학은, 즉 내재적 존재 양태들의 위상

학은 언제나 존재를 초월적 가치들에 관계시키는 독을 대체한다. 
도덕은 신의 심판이고 심판의 체계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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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전도시킨다. 가치(선-악)들에 대립하여 존재 양태들의 질적 

차이(좋음과 나쁨)가 들어선다.21) 

법칙은 언제나 선악이라는 가치와 대립을 결정하는 초월적 심급이

지만, 인식은 언제나 좋음-나쁨이라는 존재 양태들의 질적 차이를 

결정하는 내재적인 능력이다.22) 

이렇게 새로운 인식에 의하여 이성은 기존의 정의롭지 못한 윤리를 넘

어서 새로운 윤리를 구성해낸다. 새로운 윤리는 다시 새로운 윤리적 

감정과 새로운 윤리적 직관을 구성해낸다. 윤리는 각자의 내면적 원리

로서 작용하여 규범성의 원천이 된다. “반성은 우리에게 우리의 충동

으로부터의 일종의 거리를 제공한다. 반성은 우리 자신을 위한 법칙을 

수립하도록 강요하며, 또 그런 수립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

칙을 규범적인 것으로 만든다”.23)

5. 윤리적 정보 행위자

구성적 정보 철학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정보 행위자’는 의식에 의하

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보처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행위

자이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을 감지하고 자신의 욕구나 목적과 가

능한 다양한 행위들을 가치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감지, 평
가, 선택은 정보 행위자가 구성한 세계 모델, 즉 정보들의 집합들로 이

루어진다. 세계에 대한 모델은 단지 자신의 모델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보는 ‘진리로서의 정보’라기보다는 ‘믿음으로서의 정보’이며 

이 모델링은 믿어지는 정보의 집합이다. 이 같은 개별 정보 행위자의 

정보가 정보 행위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상호 교류되면서 해당 공동

체의 문화가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통용되는 정보가 지식이라고 할 

21) 들뢰즈 (2001), p. 40.
22) Ibid., p. 42.
23) 코스가드 (2011), p. 213.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 55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세계에 대한 모델을 이루는 정보들은 환경이 

변하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의 집합이 완전하지도

(complete) 무모순적(consistent)이지도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의 추

가나 정보들의 단순한 재정렬(re-arrangement)을 통해서도 관찰에 대한 

감지, 평가, 선택은 크게 변경될 수 있다.
정보 행위자의 세계 모델의 일부를 이루는 욕구나 목적 또한 고정적

이지 않다. 낮은 단계의 정보 행위자는 생존과 종족번식이 최고의 욕

구나 목적이 되겠지만 이러한 욕구나 목적도 정보 행위자의 공동체 속

에서 협동과 갈등 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정보 행위자 공동체는 공동의 번영을 명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이를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가 개별 행위자에게 

항상 성공적으로 해당 행위자의 세계 모델로 내면화되는 것은 아니지

만 자의든 타의든 해당 행위자의 세계 모델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가치가 항상 공동체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주입되는 것은 아

니다. 정보 행위자가 자신의 세계 모델로부터 세계의 구조와 인과를 

인지하게 되면 단순히 생존과 종족번식과는 다른 새로운 욕구나 목적

을 스스로 가지게 될 수 있다. 좀 더 확장된 세계 모델, 좀 더 새로운 

감각, 좀 더 확장된 생명, 등에 대한 추구를 새로운 욕구나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사실 이러한 욕구나 목적이 - 순전히 인간 종적 관점에

서 - 좀 더 확장된 정보 행위자와 정보 행위자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정보 행위자는 성찰을 통하여 윤리

를 공동체의 규범적 가치로 내면화하여 윤리적 정보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의 컴퓨터 분야에서도 성찰이나 반성이라는 용어들이 유사하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인트로스펙션(introspection)”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고 “성찰(reflection)”은 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에서 성찰에 대한 연구는 “인트로스펙션

(introspection)”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며 사실 인공지능의 초기

부터 연구되어왔다. 마빈 민스키는 인간의 이해는 필수적으로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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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실행하는 과정이며, 세계에 대한 모델링뿐만 아니라 자신(행위

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W=world M=Modeler

W*=World knowledge M*=Self(Reflective) 
Knowledge

W**=Meta-Knowledege M**=Introspective 
Knowledge

[그림 1] 지식의 분류(A Taxonomy of knowledge)

W는 세계, M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델러, 세계의 모델은 W*로 지

칭된다. W*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세계의 행위자의 지식을 W*로 생각하고 M*는 세계 안에 

있는 행위자 자신에 대한 성찰적 지식이다. 게다가 자신의 세계 지식

에 관하여 생각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모

델의 모델(W**)을 가져야 한다. M**는 자신의 자기-지식, 자신의 생

각을 포함한 자신의 행동의 행위자 지식을 표시한다. 이러한 아이디어

를 그는 자신의 유명한 책 마음의 사회  말미에 기술했다.24)

성찰은 기능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에 관계되고 계획, 학습과 

관련된다. 성찰의 구조는 상태(목적을 포함하여)로 기술되고 성찰의 기

능은 평가, 가설, 시뮬레이션, 최적화,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

찰의 기능은 인식 논리를 기반으로 한 계산적 모델로 구현 가능할 수 

있다. 성찰의 계산적 모델이 가능하다면,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생물계

의 행위자이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행위자이든 정보 행위자의 윤리

24) 박충식 (2018), pp.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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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

다.

6. 인공지능 도덕행위자 관련 연구에 대하여

현재 스스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로봇, 즉 인공지능 도덕 

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AMA)를 구현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실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정보 행위자의 윤리적 행위 현상을 설

명하려는 본 글과는 다소 다른 논점을 가진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현재의 자동화기계들이 도덕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라도 도덕적 결정에 대한 논란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도덕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고

려하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그 상황 또한 제한적이고 단

순하기 때문이다. 기계 스스로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황

이 제한적이지 않고 복잡하여 모든 경우를 미리 프로그램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은 추론 능력으로 도덕적 결정을 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이고 단순한 도덕적 상황에서 도덕적 결정을 

하는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이고 도덕적 상황이 

어떻게 고려되어 결정되는지 연구하거나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구현되고 있는 인공지능 도덕 행위자는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도덕적 상황에 놓이게 되어 복잡한 

도덕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도덕적 추론이 지각, 기억, 추론, 감정, 의식, 학습, 등 인간 인지 기

능의 복잡한 기능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도덕 행위자의 구현

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온 인간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론인 인지 아키

텍처(Cognitive Architecture)25)을 활용한다. 인지 아키텍처의 목적은 

25) 다음 웹페이지를 볼 것. https://en.wikipedia.org/wiki/Cognitive_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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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심리학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인지기능의 컴퓨터 모델

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들에는 ACT-R, SOAR, CLARION, LIDA, 등이 있다. 왈락과 

동료들은 LIDA를 기반으로 감정과 도덕 규칙을 구현한다.26) 김종욱과 

동료들은 규칙 기반의 SOAR를 사용하여 감정과 함께 10세 수준의 윤

리의식을 갖춘 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 기반 로봇용 인공윤리 에이전

트(AMA)를 개발하고 이를 소셜/케어로봇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

이다.27) 데가니는 공리주의와 의무논리(deontological)적 방법으로 도

덕적 의사결정(Moral Decision Making, MoralMD)이라는 모델을 만들

었다.28) 세르반테스와 동료들은 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 
making, EDM)에 관련된 인간 두뇌의 신경 메카니즘을 충실히 모방

(emulate)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29) 그리고 호나바와 동료들은 사례

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을 사용한다.30)

인공지능 도덕 행위자에 관련하여 거론되는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은 도덕적 판단을 구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하향식 방식은 의 

공리주의이나 칸트의 정언명령, 십계명,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과 같

은 원칙들을 실제적인 도덕적 상황에 적용하는 반면, 상향식 방식은 

도덕적 상황에 대한 자료로부터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

에는 규칙이나 원칙들을 구현하기 용이한 기호적 인공지능의 하향식 

방식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상향식 방식은 기호적 인공지능, 인공신

경망, 진화 이론적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나 도덕적 상황에 대한 다양

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은, 원

26) Wallach, Franklin and Allen (2010), pp. 454-85.
27) 당반 치엔 외 (2016); 당반 치엔 외 (2017); 김은수 외 (2017); Chien Van 

Dang, Tin Trung Tran, Ki-Jong Gil, Yong-Bin Shin, Jae-Won Choi, 
Geon-Soo Park, and Jong-Wook Kim (2017); Chien Van Dang, Tin 
Trung Tran, Trung Xuan Pham, Ki-Jong Gil, Yong-Bin Shin, Jong-Wook 
Kim (2017).

28) Dehghani (2009).
29) Cervantes, Luis-Felipe, Lopez, Ramos and Robles (2016), pp. 278-96.
30) Honarvar, A. R. and Ghasem-Aghaee, N. (2009), pp. 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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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상황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을 학습하고 개선해나가는,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방식일 것

이다. 이러한 방식의 필요성은 단지 도덕적 판단에 국한된 것도 아니

고 모든 인간의 지능에 관련된 것이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오랜 문제인 

심볼 그라운딩 문제(symbol grounding)와 더불어 상식 추론

(commonsense reasoning)과 비단조 추론(non-monotonic reasoning) 구
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31)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현재 연구되고 있는 

AMA는 실제적 도덕적 상황들을 좁은 범위로 제한하고 가능한 추론의 

형태를 개발자가 직접 규칙의 형태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AMA의 이러한 결과적인 작동들은 개발자에 의하여 간단한 프로그램

으로 쉽게 구현가능하다. 구성적 정보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행위자

가 주어진 상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이 보기에 윤리적인 과정으로 보이

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윤리적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다. 더구나 인공지능 도덕 행위자의 윤리가 인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인간과 같은 개념을 가지게 되는 심볼 그라운딩의 문제가 선

취되어야만 할 것이다.

7. 마치면서

정보 철학(PI: Philosophy of Information)은 사물의 제일 원리로서 정

보에 주목한다. 구성적 정보 철학(Cx PI: Constructive PI)은 이러한 정

보가 구성적이라는 것이다. 구성적 정보 철학의 정보는 ‘관찰자에 의

하여 발견될 수 있는 차이들로 의미 있는 구별이 되어 지칭할 수 있는 

사건(대상)에 대한 표현(감각, 진술)’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관찰자는 

자기생산체계로서 정보 행위자이다. 구성적 정보 철학은 정보 행위자

로 인간을 포함한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자연 생명들의 자연지능

31) Powers (2006), pp.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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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Natural Intelligence)은 구성적 자연지능(Cx NI)이며, 생명은 정보

의 패턴이므로 탄소로 이루어진 자연 생명뿐 아니라 실리콘으로 만들

어진 인공 생명(ALife: Artificial Life)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성적 정보 철학적 관점의 인공지능이 구성적 인공지능(Cx AI: 
Construc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구성적 인공지능은 구현 가능

한 계산적 모델로 자연지능을 탐구하고 지능적 기계의 모델로 삼고자 

한다.
본 글은 구성적 정보 철학 관점에서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은 성찰

적 능력을 지닌 윤리적 정보 행위자의 인공지능 기술적 가능성을 모색

하였다. 이렇게 윤리를 내면적 원리로서 적용하여 규범성의 원천으로 

삼는 윤리적 인공지능 로봇 만들기가 아직은 개발되어야 할 많은 기술

적인 구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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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e Philosophy 

of Information

Choong-Shik Park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e Philosophy of Information, 
because "reflective information agents" are capable of observing their 
information processing, they can perceive a situation, evaluate 
possible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and purposes, and 
select one of them. Once information agents recognize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from their model of the world, they may have 
another new needs and purposes beyond survival and breeding 
species. Information agents can be ethical by internalizing the 
normative value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ir reflection. The 
structures of the reflection is described as the states (including goals) 
and the functions of it are composed of evaluation, hypothesis, 
simulation, optimization and planning. The computational model of 
this reflection is the core idea of an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Keywords: Philosophy of Information, Constructivism, Autopoiesi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Moral Ag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