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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인공지능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인공지능의 존재론 에 기 하여† ‡

1)

김 태 희*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혁신을 통해 사람ㆍ사물ㆍ정보의 이동성은 지역과 국

가를 초월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모빌

리티 인공지능은 이러한 모빌리티 고도화의 핵심 테크놀로지이다. 이러한 격

변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성찰을 전개할 필

요가 있으며, 이러한 성찰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은 바로 인공지능 존재론이다.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와 본성을 다루는 인공지능 존재론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인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 논문은 이와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는 최근 저서인 인공지능의 존재론 의 논의를 

실마리로 하여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현상학적 영역

존재론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전산과학에서 차용한 온톨로지를 구상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물질, 생명, 심혼, 정신이라는 네 개의 영역을 구분하고, 
지능의 속성 중 ‘생명’은 생명존재론에, ‘지향성’, ‘의식’, ‘감정’은 심혼존재론

에, ‘인격성’, ‘자율성’은 정신존재론에 배치한다. 이 논문은 모빌리티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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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이러한 속성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보류하면서, 다만 이러한 속성들의 체계적 온톨로지를 통해 향

후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모빌리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존재론, 인공지능 온톨로

지, 현상학적 영역존재론, 인격성 

1. 들어가며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왔다. 특히 20
세기 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혁신은 사람ㆍ사물ㆍ정

보 이동의 규모ㆍ속도ㆍ형식을 변화시킴을 통해, 도시와 공간의 구성

이나 권력과 자본의 배치를 변화시켜왔다.1)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 모

빌리티 테크놀로지에 인공지능이 결합한 모빌리티 인공지능(Mo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를 비

롯한 모빌리티 단위들이 도로 네트워크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반시설과 

연결되고 있다. 전 세계의 도시들과 기업들은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비롯하여 도시의 모든 기능적 시스템들이 지능화되고 상호 

 1) 모빌리티(mobility)는 “이동성”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화물이나 정보의 

이동은 “운송” 또는 “전송” 등으로 불리고) “이동”이 주로 사람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으로 쓰이므로, 최근에는 주로 “모빌리티”로 옮

기고 있는 추세이다. 모빌리티는 사람, 물건, 정보, 자본 등의 이동과 변화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와 인프라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모빌리티는 “로컬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사람, 물건, 자본 

그리고 정보 등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들을 의미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에 내재된 다층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러한 맥락에서 모빌리티는 “단순히 사람, 화물, 정보 등의 이동 차원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유발하는 구조적 장치로 간주되고 있다”(윤신희 2018,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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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이른바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중심에 모빌리티 인공지능이 위치한다. 이러

한 모빌리티 인공지능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인공

지능이라는 이 낯선 존재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

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결국 기존의 인간 혹은 인격 개념에 대한 새

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이중기 (2016)는 

자율주행차를 사례로 들어, 과거 권리주체성이 인간에서 법인으로 확

대되었듯이 이제 지능형 로봇과 같은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2)

이러한 논의에서 잘 드러나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고찰은 자

율주행차와 같은 지능형 로봇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

라 “정책적 필요성”에 의거하여 권리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고찰과는 달

리 존재론적 고찰은 “정책적 필요성”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

공지능의 존재론적 본질에 의거하여, 자율주행차를 어떤 새로운 유형

의 ‘인간’ 혹은 ‘인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인공지능 존재론의 주요 논의를 망라하고 있

는 최근 저서 인공지능의 존재론 3)을 토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

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진행해온 대표적 철학자 9인의 

글 10편(｢머리말｣ 포함)이 실린 이 저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논의

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의 ｢머리말｣에서 이중원 (2018a)은 “인격체로 

불릴 수 있는 조건”에 유관한 “생명, 의식, 자율성, 감정, 지향성, 그리

고 인격성” 등의 6가지 속성을 열거한다.

인공지능의 과학적ㆍ공학적 측면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 인공지

능의 존재론적 지위와 본성을 철학적 관점에서 정립하는 것이다. 

 2) 이중기 (2016), p. 2. 
 3) 이중원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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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논의의 토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의 존재론을 구성ㆍ제안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인격체로 불릴 수 있는 조건과 

관련, 생명, 의식, 자율성, 감정, 지향성, 그리고 인격성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에 어떠한 인격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지를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검토했다.4) (강조는 

인용자)

다시 말해, 인공지능 존재론은 인공지능에 인격적 지위, 즉 “비인간

적 인격체”5)라는 지위가 부여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속성들은 무엇

인가, 나아가 인공지능은 이러한 속성들을 갖출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처럼 인공지능 존재론의 핵심 논점은 결국 인공지능을 인격으로 인

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인공지능 존재론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ㆍ사회적 문

제들의 해결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생명, 
의식, 자율성, 감정, 지향성, 그리고 인격성”이라는 주요 개념들이 어

떠한 의미를 지니며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며, 이를 위해 전산과학으로부터 온톨로지6)를 차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온톨로지7)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프레임

으로서 현상학자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영역존재론

 4) 이중원 (2018a), p. 8.
 5) Ibid., p. 7.
 6) “온톨로지는 단어와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

며, 그 속에는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층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이 포함되어 있어, 웹 기반의 

지식 처리나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지식 공유, 재사용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7) “인공지능 온톨로지”는 개념적으로 “지능 온톨로지”를 전제로 한다. 지능

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및 비인간동물non-human animal 지능을 포괄하

는) 자연지능을 종개념들로 하는 유개념이므로, 우리는 지능 일반의 온톨

로지를 전제로 하여 그 특수한 유형으로서의 인공지능의 온톨로지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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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ontology) 논의를 참조하고 보완하여 물질존재론, 생명존재

론, 심혼존재론, 정신존재론을 분별하고, “생명, 의식, 자율성, 감정, 지
향성, 그리고 인격성”이라는 개념들을 각 존재론에 배치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는 이들 개념들이 어떠한 본질적 연관 안에서 각각의 적

절한 위치에 배치되지 않고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경우, 인공지능 존

재론의 체계적 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인공지능의 존재론 에서 다루는 6가지 주요 개념을 

각 영역존재론들에 배치하되, 인공지능이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속

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하여 자율주행차와 같은 모빌리티 인공지능

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확정하

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만 이러한 논의를 향후 심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토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2. 온톨로지와 영역존재론

먼저 우리는 이 논문의 목표인 온톨로지와 이 논문의 방법론인 영역존

재론에 대해, 우리 논의와 유관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나마 서술할 필

요가 있다. 먼저 정보공학에서 사용하는 온톨로지 개념에 대해 박승억 

(2017)은 “특정 존재 영역을 지시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나 기호, 혹은 상징들의 체계이자 틀”8)이라고 정의한다. 박우석 (2002)
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인공지능 연구에서 지식 공유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론이 부각되고 있다.9) 이때 인공지능 연구에서의 존재론은 

철학적 학문 분야로서의 존재론이라기보다는, 공유 개념의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formal, explicit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10)로서의 온톨로지를 주로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인석 (2012)은 철학적 연구로서의 로봇 ‘존재론’과 전산과학의 로봇 

 8) 박승억 (2017), p. 40.
 9) 박우석 (2002), p. 112. 
10) Ibid.,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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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를 구분하고, 전자가 “로봇이라는 특수한 인공물의 범주를 

도대체 무엇으로, 즉 어떤 존재특성을 지닌 범주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물음에서 출발하는 반면, 후자는 “그 물음 이후의 ‘분
류 체계’를 탐색”한다고 밝힌다.11) 

그런데 박승억 (2017)은 “최근 정보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온톨로

지는 후설의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 존재론의 프로젝트와 구조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12)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보편적인 개념들을 구조화(modeling) 해
놓은” “상위(upper-level) 온톨로지”는 형식존재론과 유사하며, “특정 

영역의 개념들을 구조화 해 놓은” 하위(lower-level) 온톨로지는 영역

존재론과 유사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후설의 존재론 기획을 살펴보도록 하자. 

후설에게 존재론은 어떤 사태의 본성을 탐구하는 “본질학”이라는 의미

를 지니는데, 이는 형식존재론(formal ontology)과 영역존재론(혹은 내

용존재론material ontology)으로 구별된다. 형식존재론은 대상 일반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각 존재영역에 고유한 내용들에 대한 고려를 

모두 사상(捨象)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참인 것, 즉 어떤 대상을 

대상이게끔 하는 형식적 본질을 다루며, 따라서 성질, 속성, 관계, 동일

성, 전체, 부분 등의 범주들을 해명한다. 이에 비해 영역존재론 혹은 

내용존재론은 개별 존재영역들에 고유한 내용들을 다루며 따라서 각각

의 존재영역들의 본질을 탐구한다. 
이처럼 영역존재론은 각 존재영역 혹은 대상영역을 규정하는 영역

적 본질 혹은 범주를 다루는 학문이다.13) 각 존재영역은 물리학, 생물

학, 심리학, 인지과학, 사회학 등의 경험적인 개별학문들의 대상이기도 

한데, 이런 학문들에서 사용하는 공간, 시간, 운동, 변화, 지각, 기억, 
인지, 구조, 체계 등 근본 개념들은 각각의 존재영역 및 이와 유관한 

의식영역의 본질을 규정한다.14) 그런데 이처럼 경험적 학문들에서 사

11) 고인석 (2012), p. 172.
12) 박승억 (2017), p. 33.
13) 박승억 (2001), p. 95.



모빌리티 인공지능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161

용하는 근본 개념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대개 철학, 특히 존재론에 

맡겨지는데, 후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별학문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영역존재론의 과제로 간주했다. 
이제 후설의 영역존재론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논

의를 보충하고자 한다. 다만 이 논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후

설의 논의나 우리의 보충에 대한 상세한 정당화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후설에게서 존재자는 크게 자연과 정신으로 구분되

며, 자연은 다시 물질적 자연과 심적 자연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후설

은 영역을 물질적 자연, 심적 자연, 정신적 세계로 구분하고 있다.15) 
이중에서 지능 온톨로지와 유관한 영역인 심적 자연과 정신적 세계

를 살펴보자. 후설은 심적 자연에 속하는 심혼(Seele, anima, psyche)을 

지닌 존재를 “심혼성ㆍ동물성(Animalität)”을 지닌 존재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에 속하는 존재들은 물질적 자연에 속하는 단순한 몸체

(Körper)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심혼이 깃든 신체(Leib)를 지닌다. 따
라서 신체와 심혼의 구체적 통일체인 이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이 곧 

심리학(Psychologie)이다. 김영진 (2011)에 따르면, 이러한 심적 자연의 

일반적 특색인 주관성, 사 성, 지향성, 질적 특성, 목적론 등은 결국 

지향성과 질적 특성으로 수렴한다.16) 
한편 이처럼 심리학적으로 파악되는 자아가 심혼적 자아인 반면, 정

신과학적으로 파악되는 자아는 인격적 자아 또는 정신적 개체이다.17) 
이러한 인격들이 속하며 부단히 교섭하며 삶을 영위하는 환경세계

(Umwelt)가 곧 상호주관적인 정신적 세계이다.18) 

14) 레비나스 (2014), p. 28.
15) 후설의 영역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가령 자하비는 심

리적 과정, 물리적 대상, 수학적 실체 등이 독자적 영역을 이룬다고 해석한

다(자하비 2017, p. 71). 이러한 여러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는 상론하지 않는다. 
16) 김영진 (2011), p. 30. 지향성과 질적 특성의 관계는 현대철학에서 지향성

과 의식의 관계로 재정립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간략히 논의할 

것이다. 
17) Husserl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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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설의 영역존재론 중 지능 온톨로지와 유관한 영역에는 심

적 자연과 정신적 세계가 있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8장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에서 목광수 (2018)에 따르면 데닛은 “어떤 

것이 인격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어떤 면에서 그것에 대한 태도에 의

존적”이라고 주장하는데,19) 후설 역시 동일한 존재가 주체의 태도

(Einstellung)에 따라 상이하게 파악됨을 지적한다. 즉, 자연주의적 태

도에서 바라보는가,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동일한 

인간이 때로는 “자연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으로, 때로는 “정신적 세

계의 구성원” 즉 인격으로 파악되는 것이다.20) 물론 자연과 정신은 우

리의 생활세계에서 분명하게 분리된 채 나타나지 않는데, 자연에 대한 

경험은 이미 “문화로서 정신화된 환경세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1)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후설의 영역존재론 논의에서 생명의 지위

가 모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생명으로서의 식물은 물

질적 자연에 속하는가, 아니면 심적 자연에 속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이러한 후설의 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물론 이길우 

(1990)와 같이, 물질적 자연을 다시 무기적 자연과 유기적 자연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22) 이런 구분이 타당하다면 생명존재론은 유기적 

자연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식물과 같은 생명은 (유기적인) 물질적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따라서 물질로부터 창발(emergence)하는 독자적 존재영역으로서

의 생명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 이후 생명존재론에 대한 논의에

서 밝혀지겠지만, 생명에 대한 현대적 논의들, 특히 세포 수준에서부터 

광의의 ‘지능’ 혹은 ‘인지’를 인정하는 논의들을 참조할 때, 우리는 독

자적 생명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지능에 대한 논의에 보다 생산적일 수 

18) 신호재 (2017), p. 132.
19) 목광수 (2018), p. 262.
20) Husserl (1952), p. 143.
21) 박인철 (2002), p. 198.
22) 가령 이길우는 “무기적ㆍ유기적 자연 및 심적(心的) 자연, 정신 등 개별적

인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이길우 1990,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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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여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정 하게 논증할 수는 없지만, 우
리는 일단 후설의 논의를 보충하여 영역 구분을 물질적 자연, 생명적 

자연, 심혼적 자연, 정신적 세계로 재조정하고, 따라서 영역존재론을 

물질존재론, 생명존재론, 심혼존재론, 정신존재론으로 확립할 것을 제

안한다. 이는 하르트만이 인간 존재의 ‘층위’를 “물체로서의 인간, 유
기적 생명체로서의 인간, 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정신적 존재로

서의 인간”23)으로 구분한 것에 접근한다.
이 점에 유념하면서, 이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근본 개

념들 중 ‘생명’은 생명존재론에, ‘지향성’, ‘의식’, ‘감정’은 심혼존재론

에, ‘인격’, ‘자율성’은 정신존재론에 각각 귀속시킬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자율주행차와 같은 모빌리티 인공지능의 온

톨로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3. 모빌리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이제 우리는 이 논문의 주제인 모빌리티 인공지능의 존재론 및 온톨로

지를 상론하기 위해 먼저 “모빌리티 인공지능”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빌리티 인공지능”을 “사람과 사물의 이동과 관련된 

지능형 기계(intelligent machines)”24)로 정의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빌리티 테크놀로지는 이제 인공지능과의 결

합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 도
시,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들 국가, 도시, 기업의 청사진이 암시하듯

23) 양우석 (2002), p. 6.
24)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존 매카시의 

정의, 즉 “지능형 기계, 특히 지능형 컴퓨터 프로그램의 과학 및 공학”을 

따른다. 물론 우리의 경우 인공지능은 이러한 과학 및 공학에 의거해 제작

된 지능형 기계 자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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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인가? 존 어리(2014)에 따르면, 자동차 모빌

리티(automobility)는 연속시스템(series system)에서 연결시스템(nexus 
system)으로 진화 중이다.25) 이러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지능형 자동차”
를 핵심으로 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이다. 

움직이는 사물에 정보통신 기술(ICT)이 내장되는 경향이 현재 나

타나고 있다. 동시에 정보는 디지털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특정 지

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차, 도로, 건물은 디지털

정보(ITS)의 송수신을 위해 전선에 연결된다. (중략) 특히 이것이 

자동차가 각자 분리된 ‘철창’이 아니라 네트워크 된 시스템으로, 
그리고 병렬적인 연속(series)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통합된 연결

(nexus)로서 재구성되는 획기적인 전환을 대표할 수 있을지 여부

에 대해 생각한다.26)

이러한 ITS가 완성되면, 자율주행차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통기반시설들, 교통통신 기업 및 정부부처들, 가정들과도 하나의 거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완전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로 진화

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모빌리티 주체들의 탄소 배출을 엄격

히 관리 감독함을 통해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을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가로 시민의 모든 움직임이 빠짐없이 감시받는 디지털 파놉티콘

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27) 
따라서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의 변혁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

25) 어리 (2014), p. 488, 611. 모빌리티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분리된 시스템

이 연속시스템이라면 상호 결합된 시스템이 연결시스템인데, 연결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철저한 분업 체계 속에서 서로 긴 하게 결합하여 동시 작

동하며, 어느 한 요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춘다. 연
속시스템에는 보행, 말, 자동차가 속한다면, 연결시스템에는 기차와 비행기

가 속한다. 
26) 어리 (2014), p. 249. 
27) 어리 (2014), 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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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혁의 핵심인 모빌리티 인공지능에 대한 성

찰이 필요하며, 모빌리티 인공지능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의 존

재론적 본성과 지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빌리티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인간의 지능과 같은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자율적 판단을 하게 되

는”28) 미래의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인간의 지능과 같은 방식”의 독자적인 자

율적 판단은 우선적으로는 주행이라는 특수한 전문분야에만 해당될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인공일반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혹은 이른바 강인공지능(Strong AI)이
라기보다는 여전히 특정 기능과 과제에 특화된 일종의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으로서의 약인공지능(Week AI)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나 윤리적 당위의 문제를 일단 도외시하고 인

공일반지능으로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상정하고, 이러한 존재가 하

나의 ‘인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한 전초작

업으로서 앞서 언급한 생명, 의식, 자율성, 감정, 지향성, 인격성 등의 

속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률 분야

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청(NHTSA)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

행 기술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0단계부터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

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29) 마지

막 4단계에 도달한 자율주행차가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같은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자율적 판단

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항상 

28) 이중기 (2016), p. 8.
29) 문영준 (2018), p. 36. 한편 국제 자동차기술자협회(ASE International)가 

규정한 자율성 수준은 0∼5단계로 구분된다(고인석 2018, p. 88).



김 태 희166

옳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결과적으로 볼 때” 오류가 있는 판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인

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을 만든 ‘제조자’가 지기도 어

렵고, 마찬가지로 ‘소유자 혹은 이용자’가 지기도 어렵다. (중략)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으로 인해 사

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자는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

을 져야한다.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30)

이중기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책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자동차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31)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자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권리능력 인정을 통해 

책임을 부여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EU에서 “자율형 로봇의 등록부를 

창설하고, 이 등록부를 당해 로봇의 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펀드와 연

계시킬 것을 제안”32)함을 들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권리능력과 책임능력을 지닌 

인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는 토대로서 인

공지능 존재론이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3)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 답변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존재

론의 주요 개념들의 의미와 배치를 지도화(mapping)하는 데 관심을 가

30) 이중기 (2016), p. 8.
31) Ibid., p. 18.
32) Ibid., p. 20. 다만 인공지능의 존재론 에서 목광수 (2018)는 자율주행차를 

법적 행위주체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때 책임은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설

명책임(accountability)”으로 보고 있다. 목광수 (2018), p. 273 참조.
33) 물론 이는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라, 이른바 비인간 인격(non-human person)

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도덕적 문제이기도 하다. 목광수 (2018), p. 252 
참조. 우리는 인공지능 존재론에서 확립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본성에 

기초해” 인공지능의 윤리학을 모색할 수 있으며(이중원 2018a, p. 7) 따라

서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를 다루는 인공지능 윤리학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인공지능 법학의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가 이러한 토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영

역이라는 입장도 가능한데(목광수 2018, p. 253),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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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온톨로지가 확립된 후에 이에 기반을 두어 인공지능 존

재론에 입각한 본격적 답변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신존재론: 인격성,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현상학적 영역존재론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존재론의 주요 개념들을 고찰하고자 하며, 먼저 인격의 문제와 유관한 

정신존재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존재론의 주요 개념들 중 인

격성과 자율성이 정신존재론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인데, 양자는 전통

적으로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칸트에게서 인격성은 “이성이 

부여하는 실천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인간 존재 고유의 격위”34)이

다. 이는 곧 자율적 존재를 뜻하며, 여기에만 책임, 의무 등의 개념이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틀 내에서 자율성은 인격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 지평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의 존재론  3장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

가?｣에서 고인석 (2018)은 공학 분야의 자율성 개념과 구분되는 철학

적-윤리적 의미의 자율성 개념을 논하면서35) 후자의 의미의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이 ‘가능한가’와 ‘정당한가’라는 문제를 구분하여야 한다

고 적절하게 지적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두 물음 이전에 자율성을 지

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물음에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의 하나의 단초를 인공지능의 존재론  4

장 ｢인공지능과 관계적 자율성｣에서 이중원 (2018b)이 제공하고 있

다.36) 여기에서는 자율성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관계적 자율성”을 제

34) 고인석 (2018), p. 101.
35) Ibid., p. 87. 특히 ‘자율적(autonomous)’이라는 개념이 공학의 맥락에서는 

흔히 ‘자동적(automatic)’이라는 개념과 혼동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가
령 자율주행차가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은 

‘자율적’인가, 아니면 ‘자동적’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Ibid.,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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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속성’과 ‘관계’라는 두 개념을 구분하고, 어떠

한 존재에게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존재가 지닌 ‘속성’
에서 찾기보다는 그 존재가 전체적 맥락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 

찾을 가능성을 모색한다. 즉 관계적 자율성은 “행위자의 정체성 형성

이 개인의 속성적 측면보다 사회적 관계와 더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ㆍ정치적ㆍ문화적 배경하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다시금 재

규정 혹은 재해석”37)하는 것이다. 특히 자율성을 자동성, 준자율성, 완
전한 자율성으로 구분38)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적 구분으로 보인다. 준
자율성은 유아나 영장류 동물에게 부여되는데, 특히 자율주행차에게도 

관계적 자율성의 견지에서 준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사회적 행위자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39)

이중원 (2018b)은 자율주행차에게 “도로 환경 및 교통시설 그리고 

도로교통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정보들(정보군 A)”, “실제 도로 상에서

의 주행 관련 정보들(정보군 B)”,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 도로

에서의 교통 상황 정보들(정보군 C)”이 모두 주어진 경우에 대해 논의

한다. 

이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지를 놓고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한 만큼, 자율주행 자동차의 독자

적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는 인간의 판단과 결정 

밖의 일이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성은 적어도 준자

율성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념적 분석과 의미 이해에 기초해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이 경우 

인간에서와 같은 완전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

다.40) 

이러한 자율적 행위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라투르가 주창한 행위

36) 이중원 (2018b), p. 117.
37) Ibid., p. 131. 
38) Ibid., p. 131.
39) Ibid., p. 135.
40) Ibid.,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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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참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9장 

｢인간, 낯선 인공지능과 마주하다｣에서 이상욱 (2018)은 ANT에 의거

하여 자율주행차가 어떠한 맥락에서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서술

한다. ANT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차

에 탄 탑승객, 보행자, 자율주행차 제조사, 관련 공학자, 교통통제관,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가, 도심에 있는 여러 지형지물 등을 모두 네트

워크상의 행위자로 설정”함을 통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복잡하게 얽

혀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ㆍ제도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41)

이처럼 ANT와 같은 이론에서는 “주체의 절대적 실체성을 부인”하
고 “‘주관적 경험’이 갖는 인식론적 의미”를 사라지게 한다.42) 그러나 

이상욱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이러한 이론은 “실용적 가치”를 지니더

라도, “인공지능의 ‘낯섦’을 온전히 담아낸 존재론”인지에는 의문이 남

는다.43) 이는 모빌리티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정책적 필요

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우리의 서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인공지능의 ‘낯섦’은 결국 인간의 속성과 인공지능의 속성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인격성을 귀속시키는 데 있어서, 
관계 뿐 아니라 속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존재론 의 목광수 (2018) 논의는 주목

할 만한 하다. 여기에서는 관계적 자율성 개념이나 감정 기능주의에 

입각한 상호작용 등을 “인정(recognition)” 논의에 의거해 이론화한다. 
이러한 논의는 인격성에 대한, “속성에 기반을 둔 설명 이외에 관계

(relation)에 기반을 둔 설명 방식”으로서, 인격성의 귀속을 “속성 보유

가 아닌 속성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44) 목광수는 확인

(identification), 수용(acknowledgement), 특별한 의미의 인정(recognition 

41) 이상욱 (2018), p. 308.
42) Ibid., p. 307.
43) Ibid., p. 309.
44) 목광수 (2018),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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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pecific sense)이라는 인정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

고 있다.45) 
그 중 첫 의미인 “확인”은 “어떤 것을 수적으로 구분되는 개체로, 

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집단에 속하는 것으

로 확인한다는 의미”이며 “이후 의미들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 의미”이
다. 이처럼 “사회적이며 규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를 인격적 존

재로 확인하는 일방적 과정”은 앞서 서술한 “인공지능이 인격체로 불

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확인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외양, 합리성ㆍ지적 능력, 쾌고 감수 능력, 자율적 능력, 미래감(삶의 

주체), 이해관심”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인정의 “기초적 의미”로서의 ‘확인’은 어떤 “일방적 과정”이

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주체의 어떠한 지향성이 ‘확인’
을 가능하게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조건 중 외양을 제외

한 다른 조건들은 확인의 대상이 지닌 어떠한 심적 상태나 심적 성향

과 관련된다.46) 그런데 확인 주체는 확인 대상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지각을 통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심적 상태나 심적 성향에 접근할 길

이 없을 것이다. “다른 마음”은 “원본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것”4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은 “다른 마음 문제”의 맥락에서 타자경

험(Fremderfahrung) 혹은 이입감(Einfühlung)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철학적 문제를 전제한다. 나아가 이 문제는 동류로서의 인간들 사이의 

타자경험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에 대해 지니는 타자경험과 

관련된다.48) 

45) Ibid., p. 264.
46) 외양은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

공지능 관련 창작물에서 인공지능들이 대부분 안드로이드라는 사실이 이

를 잘 보여준다. 목광수 (2018), p. 269 참조.
47) Husserl (1950), p. 144.
48) 동물이라는 비인간 인격에 대한 이입감(Einfühlung, empathy)으로서의 타

자경험에 대해서는 김태희 (2016a) 참조. 이러한 논의는 ‘필요한 변경을 

거친다면(mutatis mutandis)’, 마찬가지로 비인간 인격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입감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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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타자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동일성과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어떤 인간중심주의 혹은 종차별주의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낯섦에서 오는 충격을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
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주관적 느낌”, 즉 감각질을 지니지 못함

을 확인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주관적 느낌이 인공지능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볼 근거가 될 만큼 정말 중요한가를 물어야 한다.49)

후설의 정신존재론에 따르면, 정신적 세계는 인격적 존재들 간의 상

호주관적 세계이다. 이때 이러한 상호주관적 세계를 공동구성하는 비

인간 인격의 인정 여부는 개인이나 사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결
국 이 존재에 대한 타자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 개념이 이렇게 정신존재론에서만 토의될 

경우, 동물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인격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엄 한 의미의 인격 

개념 외에 넓은 의미의 인격 개념의 가능성을 심혼존재론에서 찾아보

고자 한다. 

5. 심혼존재론: 지향성, 의식, 감정 개념을 중심으로

앞에서 우리는 정신존재론은 상호주관적인 정신적 세계에 대한 존재론

이며, 어떠한 존재를 이러한 정신적 세계의 성원인 인격으로 ‘인정’하
기 위해서는 타자경험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그런

데 이러한 타자경험은 다양한 의식 체험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특히 

나 아닌 타자의 마음에 대한 지향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타자경험은 그 주체로서 의식을 가진 존재, 혹은 지향성을 가진 존

재를 전제한다. 이로부터 우리의 논의는 의식 혹은 지향성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며, 이는 후설의 심혼존재론에서 다루는 문제이다. 의식 혹

은 지향성을 지닌 존재는 바로 심혼성ㆍ동물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

49) 이상욱 (2018),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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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처럼 “지향성과 의식적 능력”은 인간 마음의 “중요한 두 가지 특

징”50)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들의 관계는 현대철학에서 새로운 쟁점

으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논의가 하나드 (1990)
가 기호주의(symbolism)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처음 제기한 기호정

초 문제(symbol grounding problem)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기호주

의는 인지를 규칙에 의거하여 기호들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계
산)으로 보는데, 기호정초 문제는 이 기호들이 어떻게 ‘의미’를 얻는지

를 묻는 것이고, 따라서 인지를 구성하는 심적 상태(mental state)들이 

어떻게 의미를 얻는지를 묻는 것이다.51)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연구자 

베일리 (2016)는 기호정초 문제의 하위문제 네 가지를 제기한다.52) 

1) 행위자가 세계에서 받는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정보 

구조화 문제)
2) 이 구조화된 정보를 어떻게 세계와 연결할 것인가.(의미 문제)
3) 이 의미를 다른 행위자와 어떻게 동기(synchronize)할 것인가.(의

사소통 문제)
4) 왜 행위자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하는가.(동기 내재화 

문제)

이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 “행위자가 세계에서 받는 정보를 어

떻게 구조화할 것인가”라는 문제, 즉 정보 구조화 문제가 통사론적 문

제라면, 두 번째 문제인 “구조화된 정보를 어떻게 세계와 연결할 것인

가”라는 문제는 의미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설의 중국어방 논변은 바로 이러한 

의미론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7장 ｢인공지능과 지향성｣에서 신상규 (2018)

50) 신상규 (2018), p. 221.
51) Harnad (1990).
52) Bailli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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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의 중국어방 논변과 데닛의 반론, 그리고 이에 대한 설의 재반론

을 상세히 서술한다.53) 중국어방 논변에서 중국어방 혹은 중국어방 안

의 영어사용자가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있어, 우리는 

‘이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선희 

(1997)는 이와 관련하여 무디의 논의를 차용하여 ‘이해’의 개념을 네 

가지로 구별하는데, 기능적ㆍ통사적 개념, 인과적 개념, 지향적 개념, 
주관적ㆍ의식적 개념이 그것이다.54)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컴퓨터는 

적어도 기능적ㆍ통사적 개념에 있어서 이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선희 (1997)에 따르면, 인과적 개념은 이해에는 “세
계와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향적 개념은 이해에는 “지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적 대

상과 비언어적 입력을 상호 연관지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관적ㆍ의

식적 개념은 이해에는 “자신의 관점에서(주관적ㆍ내부적으로) 이해의 

경험ㆍ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향적 이해와 의식

적 이해의 구별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의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후설은 전통적 의식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경험적 자아의 내실적이고 현상학적인 구성요소 전체로서의 의

식, 혹은 체험흐름의 통일성 안으로 심리적 체험들을 묶는 결합으

로서의 의식. 2. 고유한 심리적 체험들에 관한 내적 자각

(Gewahrwerden)으로서의 의식 3. 모든 종류의 심리적 작용(Akt)들, 
달리 말해 지향적 체험들에 대한 포괄적 표식으로서의 의식55) 

자하비 (2002)는 이 세 가지 의식 개념을 각각 의식흐름, 자각, 지향

성으로 정식화한다.56) 이 정의들 중 1번은 2번과 3번의 총괄개념이므

로, 결국 의식 개념은 ‘자각’과 ‘지향성’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다. 

53) 신상규 (2018), p. 223.
54) 김선희 (1997), p. 44. 
55) Husserl (1984), p. 356.
56) Zahavi (2002).



김 태 희174

그런데 후설에게서 의식의 두 번째 개념인 자각과 세 번째 개념인 지

향성의 관계는 다소 불명료한데57), 이는 현대철학에서는 의식과 지향

성의 관계로 논의되고 있다. 
신상규 (2018)는 “지능을 갖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지향성을 갖는

다는 의미”58)라고 밝힌다. 지향성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에 관

(being about)할 수 있는 능력, 즉 의미 능력”59)을 뜻한다. 현상학에서

도 지향성은 모든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임을, 즉 모든 의식은 그 

대상을 지님을 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래적 지향성, 파생적 지향

성, 자연적 징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본래적 지향성은 오표상이 가능

하다는 특질을 지니며,60) (적어도 본래적) 지향성을 심리적 현상에 독

점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로 “브렌타노 논제”이다.61) 다시 말해 브

렌타노 논제는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의식의 본질이 지향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향성과 의식의 개념적ㆍ실제적 분리가능

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 지향성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면, “의미에 대한 이해 혹은 지향성이란 것이 

그러한 자각적 의식과 독립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지향성을 의식으로부터 분리하여 “의식적 경험의 특질(감각질)과 같은 

현상적 속성”을 “기능화”하고, 이를 통해 “지향성의 자연화” 혹은 “자
연주의적 의미론”을 시도할 수 있다.62)

이처럼 의식과 지향성의 관계, 나아가 지향성과 의식의 분리 가능성

에 대한 복잡다단한 논의들은 결국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의식의 본

성 문제로 귀착된다. 특히 “지향성의 자연화” 혹은 “자연주의적 의미

론”에 대한 비판적 논변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상규 (2018)에 

57) 다만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후설은 의식의 핵심을 지향성으로 보고 있

다. 김희봉 (2007), p. 151 참조.
58) 신상규 (2018), p. 232.
59) Ibid., p. 222.
60) Ibid., p. 240.
61) Ibid., p. 222.
62) Ibid.,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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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이러한 논변 중 하나는 인간지능의 본래적 지향성과 인공지능

의 파생적 지향성의 구분인데, 이에 따르면 결국 문제는 인공지능이 

파생적 지향성이 아니라 본래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63) 그렇

다면 이런 물음은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물음과 접

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인 지향성에 

대한 또 다른 회의적 논변들은 이영의 (2018)가 서술하듯이, 차머스의 

철학적 좀비 문제와 잭슨의 지식논변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식의 어

려운 문제”(차머스) 혹은 “설명적 간극”(러바인)이다.64) 
우리가 이 논문에서 의식과 지향성의 관계라는 복잡한 이론적 쟁점

을 충분히 상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쟁점이 인공지능의 존재론에 있

어서 지니는 한 가지 흥미로운 함의는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래

적 지향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파생적 지향성만을 지닌 인공지능에게도 

자아 개념을 부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2
장 ｢의식적 인공지능｣에서 이영의 (2018)의 서술처럼 실체적 자아 개

념은 환상에 불과하고 자아는 본래 “내러티브의 산물”이라면65) 인공

지능 역시 내러티브적 자아를 소유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66) 
실체적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 감정에 대해서

도 제기될 수 있다. 의식의 중요한 하위종 중 하나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저서 인공지능의 존재론 의 5장 ｢인공지능

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에서 천현득 (2018)과 6장 ｢동아시아 철학

과 인공지능의 인격성: 감정기능주의, 상관론, 전체론｣에서 정재현 

(2018)은 인공지능의 감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정 기능주의를 소개한

다. 먼저 기능주의는 “사고, 욕구, 고통과 같은 심적 상태는 내적 구성

이 아니라, 그것이 부분이 되는 인지체계 안에서 그것이 기능하는 작

63) Ibid., p. 242.
64) 이영의 (2018), p. 54. 물론 심리철학적 문제 혹은 존재론적ㆍ형이상학적 

문제로서의 “의식의 어려운 문제”와 과학적 문제 혹은 인식론적 문제로서

의 “설명적 간극”이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

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희 (2013), p. 96 참조.
65) 이영의 (2018), p. 71.
66) Ibid.,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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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역할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뜻한다.67) 천현득 (2018)에 따르면 

감정의 기능은 지향성을 가지며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의 수행이 확인될 경우 감정 소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지, 감각질이나 느낌은 감정 소유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68) 감정 기능

주의는 정재현 (2018)에게서도 주요한 논거로 작동하는데, 여기에서는 

유가와 묵가의 감정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인공지능을 인격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69) 이는 감정을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 작

용에서 보여주는 기능이나 역할”70)로 정의하므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존재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다. 이는 감정과 이성을 두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라는 

일종의 상관주의적 사고이자 전체론으로서, 인격을 규정하는데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감정 기능주의는 인공지능

이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인격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결국 ‘비인간 인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심혼 영역에 속하는 지향성, 의식, 감정이라는 개

념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연구하는 심혼존재

론과 관련하여, 인격 개념을 다시 한 번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정신존

재론을 다루며 우리는 자율성과 관련하여 인격을 다루었으나, 이러한 

협의의 인격 개념보다 넓은 인격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후설의 심혼존재론, 혹은 이와 외연이 같은 이른바 “동물 존재론

(Ontologie des Tieres)”71)에서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적 자아”
를 인정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후설에게서 동물은 (유아, 광인 등과 더불어) 이른바 경계 문제

(Grenzproblem) 혹은 가장자리 문제(Randproblem)를 이룬다.72)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더불어 이러한 경계 문제의 한 사례로서 인

67) 정재현 (2018), p. 185.
68) 천현득 (2018), p. 152.
69) 정재현 (2018), p. 179.
70) Ibid., p. 183.
71) Husserl (2012), p. 483.
72) 김태희 (2016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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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동물과 인공지능은 비인간 인격의 인정 

가능성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73), 후설의 동물

존재론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발생에 의해, 
자아가 존속하는 자아 속성들의 동일한 기체로 구성되면, 자아는 더 

나아가 ‘머물고 존속하는’ 인격적 자아로, 그것도 (‘인간 하위’ 인격이

라고 말해도 좋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적 자아로 구성되는 것

이다”74)(강조는 인용자). 후설은 이러한 ‘인간 하위’의 광의의 인격으

로 인정되는 조건으로서 ‘자아 속성들의 동일한 기체로 구성’됨을 들

고 있으며, 이것이 곧 습관성(Habitualität)에 의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75)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서 어떠한 존재들에 비인간 인격을 “인정”한

다는 것은 곧 “특히 사회적ㆍ윤리적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무엇으

로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지만, 이에 대한 “현명한 결

정”이 “임의적”일 수는 없다는 고인석 (2018)의 지적76)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토대 위에서 가능한가? 여기에서 우리

는 앞서 서술한 “확인”의 문제가 다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목광수 

(2018)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합리성ㆍ지적 능력’, ‘자율적 능력’, 
‘이해관심’을 인정받을 경우 법적 행위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어

느 시점에 ‘쾌고 감수 능력’, ‘미래감(삶의 주체)’ 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도덕적 행위주체의 지위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77) 우리가 보기에 이 점에 있어 자율주행차와 같은 모

73) 물론 동물과 인공지능의 유비가 어디까지 가능한가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

로 할 것이다. 자연종으로서의 동물에게는 외적 표현을 통해 심적 쾌고 감

수 능력 등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공종으로서의 인공지능에게

는 이러한 유추가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조. 목광수 

(2018), p. 258.
74) Husserl (1950), p. 101.
75) 이에 대한 상세한 논구는 김태희 (2016b) 참조.
76) 고인석 (2018), p. 84.
77) 목광수 (2018),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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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티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간과 닮은 ‘외양’을 지니는 것은 중요하

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외양을 “확인”을 위한 주요 계기로 삼는

다면 이는 또 다른 인간중심주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78) 
그러나 우리는 비인간 인격의 범위를 아무리 넓히더라도 길 위에 뒹

구는 돌멩이에게 이러한 인격성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서술한 것처럼 심혼존재론에서 동물이나 인공지능을 

광의의 인격, 즉 비인간 인격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심혼과 생명이 깃들지 않은 순수한 물질을 다루는 물질존재론에서 인

격을 논할 가능성은 애초에 배제된다. 그렇다면 아직 심혼이 깃들지 

않은 생명 영역을 다루는 생명존재론에서는 인격을 논할 수 없을까?79) 
우리는 다음 절에서 인격 개념을 생명존재론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고려해보고자 한다.

6. 생명존재론: 생명 개념을 중심으로

생명의 정의는 다양하다.80) 그 중에서도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자기생

산(autopoiesis)을 생명의 정의로 삼는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1장 ｢생

명으로서의 인공지능: 정보철학적 관점에서｣에서 박충식 (2018)에 따

78) 이와 관련하여 이상욱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

간지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능이며, 따라서 양자의 위계관계를 설정해서

는 안 된다는 논의를 소개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보다는 ‘기계지

능(machine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존재의 “낯섦”을 표현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이상욱 2018, p. 305).
79) “아직 심혼이 깃들지 않은 생명”과 “심혼이 깃든 생명”의 경계는 구체적으

로 어떻게 그어져야 하는가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적 문제이기도 하고, 동
물행동학이나 신경과학 등의 경험과학에서 탐구되는 경험적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이를 상론하기 어려우므로, 대략적으로 하등동물과 고등

동물 사이에 임시적 경계선을 긋도록 할 것이다.
80) 생명의 정의로서의 자기생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와 다른 유력한 생

명의 정의, 즉 자기복제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 톰슨 (2016),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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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이러한 개념에서 인지 혹은 지능은 “자기생산체계와 환경의 피

드백 관계”81)이다. 넓은 의미의 구성주의에 속하는 “구성적 정보철학”
에서 본다면, “정보는 차이를 만드는 차이이고, 환경과 자신이 구별될 

수 있는 체계만이 이 차이를 구별하고 지칭할 수 있다.”82) 이러한 관

점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대표적 기술들인 유전자 알고리즘, 인공

신경망, 기호적 인공지능은 “각기 단편적인 추상화 수준에서 지능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것”83)이다. 즉, 기호적 인공지능은 개별 

상황별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인공신경망은 하나의 세대에서 이루어

지는 방법이며, 유전자 알고리즘은 개체의 세대를 넘어서는 적응방법

이다.84) 따라서 기호적 인공지능은 상황 차원, 인공신경망은 개체발생 

차원, 유전자 알고리즘은 계통발생 차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세포생물과 같은 가장 

낮은 단위의 유기체에서부터 광의의 ‘인지’ 혹은 ‘지능’이 이미 창발하

고 있다는 논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박충

식 (2018)은 이를 기호정초(심벌그라운딩) 문제와 결부시킨다. 앞서 기

호정초 문제는 심혼존재론에서 의미론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기되

었지만, 여기에서는 구성적 정보이론에 기초하여 생명존재론의 차원에

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박충식 (2018)은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강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기호정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기생산

체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생산체계는 생물적 체계, 심
리적 체계, 사회적 체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우리의 영역존재론 구분에 

따르면 각각 생명영역, 심혼영역, 정신영역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

다.85) 

81) 박충식 (2018), p. 27. 
82) Ibid., p. 28.
83) Ibid., p. 32.
84) Ibid., p. 27.
85) Ibid.,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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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체계, 즉 정신영역에서의 기호정초 문제는 루만의 사회

체계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체계의 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차원에서 기호정초 문제는 “단일한 정보 행위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보 행위자 집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86) 이는 베일리가 언급한 세 

번째 하위문제, 즉 “이 의미를 다른 행위자와 어떻게 동기

(synchronize)할 것인가”라는 의사소통 문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에 단순히 덧붙여지는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문제의 해결을 가

능하게 하는 근본적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심리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는 모두 ‘의미’를 매체로 하지만, 사

회적 체계의 구성요소가 ‘소통’인 반면 심리적 체계의 구성요소는 ‘의
식’이다.87) 따라서 심리적 체계에서의 기호정초는 우리가 앞서 심혼존

재론에서 지향성과 의식의 관계를 다루며 살펴본 것처럼, “의식의 어

려운 문제” 혹은 “설명적 간극”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생명적 체계에서

의 기호정초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러한 심벌 그라운딩은 최소한 우리가 ‘생명’이
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만 할 수 있는 행동이며, 이러한 존재가 

인공지능의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즉 인공생명은 최소의 인공

지능이며, 인공지능은 최소한 이러한 생명적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구성적 정보철학 관점에서 정보는 정보 행위자 없이는 존재

의 의미가 없고, 최소한 정보 행위자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88)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은 욕망 충족을 위해 심벌 그라운딩으로 

세계를 모델링”89)한다면, (고등)동물이 아닌 생명체도 어떤 의미에서

는 특유의 ‘의미론’을 지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유의 ‘지능’을 지닌다

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만일 이러한 넓은 의미의 ‘의미

86) Ibid., p. 35.
87) Ibid., p. 36.
88) Ibid., p. 39.
89)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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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나 ‘지능’ 개념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인공지능

의 인격성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 맥락에서는 하등동물이나 식물에

게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적 자아”를 인정하는 데에도 다소 회

의적이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물리적 자연에 속하는 단순한 기계 수준

을 넘어서고 생명적 자연에 속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자기생산체계 수

준을 넘어서서, 단기적으로는 각각의 상황에 숙련대처(skillful coping)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고등)동물의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의 ‘신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존재론 에서 신상규 (2018)는 본래적 지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택이나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 인공지능 스스로의 

진화적 역사”90)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빠르고 강건하게 행동하는 역량을 지님을 넘어서서, 자신이 

끊임없이 교섭하고 구성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개체발생적으로 발달

하고 계통발생적으로 진화할 역량을 지녀야 함을 뜻한다.91) 
우리는 이러한 통찰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에 의거하여 인지에 있어 ‘신체’의 결정적 역할

을 잠시 살펴보자. 이상욱 (2018)은 인간 지능의 핵심이 사회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우리 몸에 체화된, 그래서 언어적으로 표현

되기 어려운 암묵지(implicit knowledge)이며 따라서 인공지능이 이런 

일반지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을 소개한다.92) 또한 천현

득 (2018)은 인공지능이 감정을 지닐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이를 위해

서는 인공지능이 “유기체와 같은 신체”를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

급한다.93) 

90) 신상규 (2018), p. 243. 
91) 김태희 (2017b).
92) 이상욱 (2018), p. 288. 물론 이상욱 자신은 암묵지가 인공적으로 구현 불

가능할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93) 천현득 (2018), p. 173. 신체가 ‘동일성’, 나아가 ‘인격’의 토대라는 주장은 

김선희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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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에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신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 체화된 인지에서 강조하는 

신체는 단순히 컴퓨터 본체와 같은 기계 몸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ㆍ운동 상호작용(sensory-motor interaction)의 역량을 지니고 나아

가 이를 자각하는 신체이며94) 체화된 인지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신체

를 가지는 것을 유기체 체화(organismal embodiment)95)라고 부른다.
감각ㆍ운동 상호작용은 자기 신체의 운동에 따라서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암묵지에 기초하는데, 후설은 이를 키네스테제

(Kinästhese)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 키네스테제는 일차적으로 운동

(kinesis)에 대한 감각(aisthesis), 즉 운동감각(Bewegungsempfindung)
을 뜻하지만, 현상학적으로 보다 중요한 점은 이를 넘어서서 ‘운동과 

지각의 불가분의 연관’, 그리고 ‘지각에 있어서 운동이 지니는 근본적 

기능’을 뜻하는 것이다.96) 천현득 (2018)은 “감정이란 개체가 가진 지

적 역량과 이동성을 포함한 신체적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생성되는 

것”97)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체의 감각ㆍ운동 상호작용 역량과 일

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는 생명의 수준에 기반을 두되 이를 

넘어 심혼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감각

ㆍ운동 상호작용 역량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생명 단계의 인공지능이

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넓은 의미의 인격으로도 간주될 수 없는 것으

로 보인다. 

7. 나가면서

이제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의 존재론 의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인공지능 존재론의 핵심 문제를 인공지능의 인격성 인정 여부로 파악

94) 김태희 (2017a), p. 106. 
95) Chrisley (2003), p. 132.
96) Husserl (1991).
97) 천현득 (2018),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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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와 유관한 6가지 개념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후설의 영역존

재론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6가지 개념들을 각각 생명존재론(생명), 
심혼존재론(지향성, 의식, 감정), 정신존재론(인격성, 자율성)에 배치하

여, 인공지능 온톨로지의 시론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공지능이나 동물, 유아, 광인 등의 경계문제는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들에게 인격성을 (어느 한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이 결코 자의적 결정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존재들이 지닌 어떤 “성질”을 근거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과, 이때 타자경험 혹은 이입감이 결국 이러한 결정을 가

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임도 확인하였다. 
물론 우리의 논의는 몇 가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 논의는 

물질, 생명, 심혼, 정신이라는 네 가지 존재영역 구분을 전제하고 있으

나, 이러한 구분이 정당한가에 대한 보다 정치한 논증이 필요할 것이

다. 둘째, 인공지능의 존재론 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존재론과 유관한 

것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주요 개념들을 이 존재영역들에 각각 귀속시

키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각 개념마다 논증이 요청된다. 셋째, 이 

개념들 외에 인공지능 존재론과 유관한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남아있

는지, 남아있다면 어떠한 개념들이 남아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가령 

이성(합리성), 시간의식, 자기의식, (자유)의지, 쾌고 감수 능력 등이 또 

다른 연구를 요하는 주요 개념들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하나의 영역

에 함께 귀속된 여러 개념들이 이 영역 내에서 어떠한 상호연관을 맺

고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를 이루는지를 면 히 검토해야 한다. 가령 

(심혼존재론에서) 지향성과 의식의 관계, (정신존재론에서) 인격성과 

자율성의 관계 등이 그러하다. 다섯째, 우리는 각 영역존재론에 6가지 

주요 개념을 귀속시켰으나, 인공지능이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속성

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하여 인공지능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가 

이후 별도의 치 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공지능의 존재론 에 기초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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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 이후 보다 체계적인 인공지능 존재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공지능 

존재론은 인공지능의 윤리학과 인간학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

이다.98) 모든 존재가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이동하고 변화하는 고도 

모빌리티 시대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고 있으며, 이러한 변

혁의 중심에 모빌리티 인공지능이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고도 모빌

리티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모빌리티 인공지능으로서 향후 

수많은 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강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새

로운 존재를 인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대두될 것이며, 
이 물음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인간과 기계가 공진화하는 고도 모빌리

티 시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모빌리티 인공

지능에 대한 논의가 철학이라는 분과학문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존재론 의 선구적 

작업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98) 이중원 (2018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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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tological Reflection on Mo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Kim, Tae-Hee

Through the innovation of mobility technology, the mobility of 
people, things and information is taking place at an unprecedented 
scale and speed on a global scale, transcending regions and countries. 
This trend will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especial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o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core 
technology of this mobility advancement. In the midst of this 
upheaval, we need to reflect more careful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most fundamental dimension of such reflection is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e of the central problems of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aling with the ontological status an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recognized as a pers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se issues with a 
clue of discussion in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recently 
published book that covers related philosophical problems. Using the 
ontology borrowing from computer science, I try to envision an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using phenomenological regional 
ontology as a research method. In this way, we can distinguish four 
regions of being; matter, life, mind, and sprit. The ‘life’ in the 
attributes of intelligence refers to the ontology of life, ‘intentionality’, 
‘consciousness’, and ‘emotion’ is placed on the ontology of mind, 
and ‘personality’ and ‘autonomy’ is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ontology of sprit.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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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through the systematic ontology of these attributes, while 
retaining the final judgment of whether mo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recognized as a personality by satisfying these attributes.

Keywords: Mo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henomenological 
Regional Ontology, Person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