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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을 조건

1)

이 논문은 인공물을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조건을 

따진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 혹은 다수의 기계로 구성된 

시스템이 산출하는 결정과 작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작용을 행위로, 그런 작용을 생산하는 인공물을 행위주체로 볼 수 

있을까? 이 물음의 최종 판관은 사회적 결단이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서는 이 논문이 시도하는 것처럼 인공물을 행위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조건

에 대한 예비적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의도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제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물리적 과정을 

시작하고 조절하는 존재자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윅스퀼의 통찰을 활용하고 

보완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지닌 존재자가 1인칭적 중심, 감수자 체계, 행위자 

체계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분석하고, 이것들 간의 관계와 각 요소의 속성

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서 각 부분체계의 통일성과 더불어 전체 체계의 통일

성이 행위주체 성립의 핵심조건임이 드러난다. 의도 조건의 충족 여부는 까다

로운 문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하여 그렇게 하듯 3인칭의 과학

 이 논문에 개진된 아이디어의 핵심 부분은 2016년 2월 한국과학철학회 학

술대회에서 로보틱스의 활용이 가져올 어떤 당혹감의 연원에 관하여 로 

발표되었고, 이후 같은 해 9월 일본 교토대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태평

양 과학철학회(APCPS 2016)에서 발표된 논문 “Patiency as an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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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논문에 관한 생각의 발전에 기여한 동료들께, 그리고 유익한 심사의

견으로 논문을 좀 더 명료하게 다듬을 수 있게 한 과학철학 의 심사위원

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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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런 주체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주요어】인공 행위주체, 의도와 조절, 1인칭적 중심, 감수자 체계, 행위자 
체계

1. 문제의 설정: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성립 조건

2019년 10월 태풍 하기비스가 몰고 온 기록적인 폭우는 일본 나가노

현의 지쿠마강을 범람시켰고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

다. 이것이 2019년 가을에 발생한 사건의 일면에 대한 참된 서술임을 

전제하고 따져보자. 지쿠마강을 범람시킨 것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그것은 태풍이 몰고 온 폭우였다. 그렇다면 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

의 책임이 태풍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잘라 답하기 어렵다.1) 여기서 “ 에게 의 책임이 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다. “태풍이 동반한 폭

우 때문에 지쿠마강이 범람했다.”라는 진술은 참되다. 이를 “태풍이 동

반한 폭우가 지쿠마강의 범람을 유발했다.”라고 바꾸어 표현해도 마찬

가지로 참일 것이다. 그리고 앞의 진술들이 참되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쿠마강 범람의 인과적 책임을 태풍에 귀속시킬 수 있다. 또한 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강의 범람이 유발하는 일반적인 결과에 해당하

는 것이었다고 가정한다면2), 범람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태풍에 귀

 1) 태풍은 범주적으로 책임이라는 개념의 주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저 물음 

자체가 문법적 오류를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Google 검색은 적어도 ‘태풍이 ...에 책임이 있다’(typhoon/hurricane is 
responsible for)라는 표현이 사용된 수많은 공적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

려준다.
 2) 강물이 넘쳐 저지대 지역을 침수시키고 그렇게 해서 빗물에 잠긴 농작물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폭우로 인한 강의 범람이 가져온 일반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범람 지역에 강이 범람할 경우 그렇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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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이다. 
그러나 설령 현실의 피해에 대하여 그러한 판단을 내린다 해도 우리

는 책임에 대한 보상을 태풍에 요구하거나 그런 책임을 물어 태풍을 

벌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태풍에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아 내거나 태풍을 벌할 방도가 막막하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지만, 
더 그럴 듯한 이유는 보상이나 징벌과 결부되는 책임이 사회적 관계를 

전제한다는 데 있다. 책임의 개념은 이런 고유한 특성에서 인과의 개

념과 다르다. 사무실에 놓인 화분의 꽃식물이 여러 날 수분의 공급이 

없었던 이유로 말라 죽은 경우, 그 책임은 모종의 규약에 의하여 화분

에 물을 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 화분에 물을 주지 

않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만일 그중 누구라도 물을 부어

주었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배제한 물리적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화분에 물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

과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이 화분에 동일한 일 무(nothing), 혹은 물을 

주지 않음 을 행했을 뿐이고 이러한 인과의 관점에서 양자는 꽃이 시

든 사건 앞에 동등하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책임은 ‘그 일을 맡은 사

람’에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책임의 영역 밖에 있다.3)

이 논문이 살펴보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의료용 로봇이

나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어떤 수준의 지능이 장착된 인공물의 작동으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공물의 그러한 작동은 책임을 수

반하는 행위가 되는가? 도대체 인공물의 작동을 그런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평가될 것인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인공물의 작동은 행위가 되고 인공물은 행위의 

온 강물에 녹아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극

물이 포함된 폐기물 자루들이 적재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유발된 독극물 

피해는 강의 범람이 유발한 일반적인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다.
 3) 공학윤리에서 해리스 등(Harris et al. 2005)이 제안한 개념쌍 역할 책임

(role responsibility)과 비난 책임(blame responsibility) 을 활용하여 이러

한 관계를 표현하자면, “비난 책임은 역할 책임을 전제한다.” Harris et al. 
2005,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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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는가?
이 논문이 따지는 것은 책임 귀속과 결부된 행위이고4), 그러한 의미

의 행위주체성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그런 범위 제한이 이미 

인공물 또는 인공시스템5)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원칙적인 부정을 함축

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함축

하지 않는다.”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논문은 인공물에 책임을 부

과할 수 있을 최소한의 조건을 규명하려 하며, 이러한 탐구는 그런 책

임 부과의 가능성을 이미 차단한 채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자의 견해 역시 그런 방식의 부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 문제를 어떤 임의의 견해라도 채택 가능한 문제, 혹은 순수한 관

행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이

웃의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을 때 어린이 신체 손상의 책임을 애완견

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애완견의 주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

는지 같은 문제는 사회적으로 결정 가능한 관행이나 규약의 문제라고 

 4) 이 논문이 한정어구로 수식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전자가 후자보다 

한층 더 그 외연을 확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인식이고, 둘째는 이 논문

이 사회적으로 행위의 책임에 관한 논의를 명료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실천적 의도다.
 5) 인공물은 그 자체로 인공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상의 어법

에서 대개 단일하게 규정되는 공간적 범위를 지닌 대상과 결부되는 ‘인공

물’과 구별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분산(spatially separated and 
distributed) 상태에 있고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행사하면서도 서로 연결되

어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봉사할 수 있는 다수의 인공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시스템을 ‘인공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

르면, 책상 위에 놓인 한 대의 컴퓨터는 인공물인 반면 태풍의 정확한 진

로를 예측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측정기기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는 인공시스

템이다. 이것은 논의의 명료화를 진작하기 위한 논자의 약정적 정의일 뿐

이므로, “인공시스템도 결국 인공물이 아니냐.”라든가 “모든 인공물은 따

지고 보면 인공시스템이므로 그런 구분은 불가능하다.”라는 토론은 현재 

논의의 맥락에서 무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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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 해도 채택될 규범과 기준은 설득력 

있는 모종의 정당화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살상무기 등 특정한 범위에서나마 인

간의 판단과 행위를 대행하는 인공물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런 것들을 어떤 범위에서 현실에 도입해 활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결정

되어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그런 인공물의 등장이 현실적 가능성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와 같은 인공물의 작동이 

초래하는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가 처리할 것인가 하는 현실

적인 물음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물음의 대표적인 예는 그런 결과에 

따르는 책임의 귀속 혹은 분배 에 관한 원칙의 문제다.6) 논자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현실의 물음을 다루기 위한 철학적 선결문제로서 행

위주체의 지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따져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책임과 결부된 행위가 성립할 조건을 살펴보자.

2. 행위의 성립 요건

1) 의도

대한민국 형법은 범의(犯意), 즉 범죄를 행할 의사가 있(었)음을 범죄

의 성립 요건으로 명시한다.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범죄를 행했

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의 논의에 요긴한 출

 6) 고인석 2012; 2014; 2017 등에서 고인석은 지능을 가진 인공물의 존재론

적 지위에 관한 판단의 중심에 그런 인공물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물음이 걸려 있음을 일관성 있게 지적

하였다. 최근 이중원 2019도 플로리디(L. Floridi)를 참고하여 유사한 논의

를 전개하였다. 목광수 2019는 웬델 월락과 콜린 앨런이 공저한 Wallach 
& Allen 2009을 참고하면서 AMA 설계에 걸린 문제들을 토론하지만, “어
떤 AMA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고 인공물이 행위주체

로 성립할 조건 자체를 따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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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점을 제공한다. 어떤 행위를 할 의사, 즉 의도가 행위의 성립과 귀속

(歸屬)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7) 행위의 성립은 어떤 (물리

적) 과정이 행위가 되는 것, 혹은 행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뜻하

고, 행위의 귀속은 어떤 행위가 누구의 행위가 되는 것, 그럼으로써 행

위와 행위주체가 대응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둘의 의미는 다르지만, 
행위의 성립 없이는 행위의 귀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과 어디에

도 귀속시킬 수 없는 행위는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8)을 함께 

고려할 때 행위의 성립과 귀속이 반드시 서로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능한 마법사가 나에게 꼭두각시 마법을 걸어 내 손발을 자기 뜻대

로 움직이게 한 뒤에 나로 하여금 맞은편 사람의 뺨을 때리도록 만든

다고 해 보자. 맞은 사람은 당장 나에게 화를 내고 어쩌면 나를 고소

하려 들겠지만, 이 사태의 전모가 규명된다면 마법사의 못된 마법에 

걸리는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불운한 사실 이외에 나에게 귀속될 비난

이나 법적 책임은 없을 것이다.9)

 7) 의도가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데이빗슨에 

이르기까지 행위에 관한 고찰에서 여러 논자들이 공유해 온 견해다. 스탠

포드 철학사전 ‘Action’ 항목(Wilson & Shpall 2012) 참조.
 8) 행위라는 개념은 행위자, 혹은 행위주체의 존재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

른바 ‘여러 손의 문제’(problem of many hands)에 해당하는 상황은 귀속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 귀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일 뿐이다. 여기 언급된 두 

‘사실’ 가운데 후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더 상세한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적
어도 책임과 결부된 행위에 한정하여 고찰하는 한에서 귀속 불가한 행위는 

성립의 기반을 잃을 것이다. 귀속이 책임 관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9) 대한민국 형법 제13조. 이 조문은 ‘범의’라는 개념을 적시한 뒤에 “죄의 성

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서술한다. 
마법에 걸린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허용 불가능

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가 

이 조항에 의거하여 형벌에서 제외될 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일본 

형법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38조 1항의 조문은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

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서술함으로써 마법에 걸린 나의 의사에 반하

는 동작으로 인하여 내가 처벌 받지 않으리라는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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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러한 폭력의 책임은 나에게 그런 못된 마법을 건 마법사에

게 귀속될 것이다. 내 손의 폭력적인 동작을 야기한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라 마법사의 의도였고, 나아가 그런 동작을 조절한 것도 그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때린 나의 손은 내 몸에 달려 있기는 했지만 마법

사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고 그런 한에서 이 사건은 사실상 마법사가 

내 손목을 꽉 잡고 휘둘러 그런 동작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경우라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마법사에게 내 손을 움직여 내 맞은편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리도록 할 의도가 없었다면 어떨까? 이러한 경우를 

다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먼저, 그가 꼭두각시 마법에 

걸린 사람이 자기 맞은편 사람의 뺨을 세게 때리게 될 것10)이라는 사

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지조차 전혀 모

르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마법사가 내 손에 얼굴을 맞

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내가 누구를 만날 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마법사가 자신의 마법과 관련

하여 나를 만나 피해를 입은 그 특정인을 향한 의도를 가질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마법사는 내 팔과 손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조종하고 있지도 않다. 
이 경우에도 이렇게 벌어진 폭력적 행위의 책임은 마법사에게 귀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그의 마법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

고 순전히 그 결과로 손을 휘두른 것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책

임은 바로 앞의 경우와 달리 평가될 이유가 없다. 반면에 마법사는 자

신의 마법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런 속성을 지닌 

마법을 나에게 걸었다는 점에서 이 폭력적 사건의 분명한 인과적 연원 

다. 대한민국 법무부(2007), <일본형법>, 33쪽 참조.
10) 이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마법이 마법 걸린 사람의 손동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과 시각 정보를 활용하는 동작 조절의 기능까지 지배하고 있어

야 한다. 4절에서 고찰할 지각과 행동의 조율이 행위의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율에 관하여 이 논문은 고인석 2018의 논의를 

보완하고 상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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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를 가정

해 보면 행위의 귀속에 대한 이런 판단은 더 명료해진다. 내가 만나게 

될 개연성이 높은 사람에게 폭력이 자행될 높은 개연성을 인식하면서 

그런 폭력의 실현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를 만날지 그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 동작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

도 행위의 주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행위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마법사의 의도가 내가 만날 사람에게 폭력이 행사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팔과 손의 

운동을 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어떨까? 예컨대 평소 운동 부족인 나에게 

무시로 손과 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촉발함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유발

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였더라도 폭력적인 동작의 책임을 마법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대한 도덕적-법적 평가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는 여러 갈래의 복잡다단한 논의를 끌어들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앞의 경우와는 상이한 평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법사가 내가 평소에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틀

어박혀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의 운동 부족을 염려하는 경우를 가정

해보면 그런 판단은 한층 더 분명해진다. 서로 다른 두 경우에서 공통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행위이고 또 어떠한 행위인

지를 평가하는 일에 문제의 사태가 어떠한 의도에 의하여 촉발되고 나

아가 조절되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사실이다.

2) 조절

앞에서 본 것처럼 의도가 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해도 의

도만으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도는 그것을 가

진 주체의 심적 속성에 해당하는데, 이런 심적 속성의 내용을 실현하

는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의도는 외부 세계에서 아무 일

도 하지 않는다. 저만치 가는 친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그의 걸

음을 멈추게 하려는 나의 의도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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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면, 또는 그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 순간 누군가 내 입을 틀

어막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실현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11)

누군가 내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은 외부의 개입이 없다고 해서 의

도된 행위가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는 안타

를 치겠다는 의도를 가진 반면 투수는 평범한 땅볼을 유도해 아웃 수

를 늘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의도가 동시에 모두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한 사람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

을 뿐이다. 안타를 치겠다는 의도에서 힘껏 휘두른 배트가 공을 때리

지 못하고 허공을 갈랐을 때, 타자의 의도는 의도한 행위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 헛손질 역시 야구경기의 진행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모종의 행위이지만, ‘공을 때린 행위’는 아니다. 공을 맞혀 때리겠다는 

의도는 일반적으로 안타를 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

니다. 공을 맞혀 때리는 행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트를 쥔 손을 비

롯하여 신체의 유관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야 하고, 그런 

조절이 의도를 실현하는 데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로 때려 날려 보내는 행위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와 그

러한 사건이 실현되도록 인도하는 조절에 의해 구성된다. 이 행위의 

주체는 그 의도를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의도가 실현되도록 조절하

는 존재이다.12)

또 이와 달리,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 실현을 향한 조절이 이루어졌

는데 원래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은 반면 다른 엉뚱한 일이 일어난 경

우, 행위의 성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정치가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장소에서 국회의원 A를 암살하려던 스나이퍼의 총탄

11) 이 경우 내 의도가 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

다.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내 얼굴이 상기되었거나, 옆 사람이 

내 입을 틀어막는 행위를 야기한 일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친구의 이름을 불러 그를 멈추게 하려던 의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부작용(副作用)일 뿐이다.
12) Korsgaard 2009, 1.4 Agency and Practical Identity; 5.4 A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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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와 3 4미터 근처에 있던 대통령이 맞아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보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러한 ‘오류’의 원인도 위와 비슷하게 

분류될 것이다. 즉 스나이퍼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었을 수도 있고, 그
날 사용한 그의 총에 그가 인지하지 못한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또는 마침 그 시간에 문제의 장소에 불어댄 강력한 돌풍이 영향을 미

쳤을 수도 있다. 도무지 분석되지 않는 불운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경우

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실패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흔히 발생한다. 이런 사례들에 

어떠한 행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맥락의존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맥락의존적 문제의 판단에는 사회의 관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로 범죄의 미수(未遂)13)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는 그 범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행위가 어떤 원인 

혹은 이유에 의하여 완성되지 못했는지 등 다양한 고려사항의 관점에

서 평가, 결정된다. 이러한 평가와 결정이 사회적-문화적 여건에 의존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런 의존성의 양상과 무관하게 이

미 분명해진 것은, 의도와 조절이 행위를 성립시키는 핵심 요건이라는 

사실이다.

3) 메타적 인지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조건은 메타적 인지다. Y가 X의 행위이

기 위해서 X가 Y에 관한 메타적 인지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까? 여기서 말하는 메타적 인지란 자신의 의도를 스스로 검토하는 작

용, 자신이 가진 다양한 의도들 간의 상호 관계를 평가하는 작용, 의도

의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작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메타 인지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의도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13) 대한민국 형법 25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

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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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차근차근 실행해 온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스스로 검토할 반성

의 능력이 없다면, 그는 경우에 따라 자기 의도가 그 자체로 불합리하

다는 것을 깨닫거나 자기가 하려는 행동으로는 자기 의도를 실현할 개

연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행동 방식을 강구

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메타적 인

지의 결여는 메타적 조절의 결여 또는 제한을 함축하게 된다. 그렇다

면, 그런 이유를 들어 메타적 인지가 행위 능력을 구성하는 필요조건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메타적 인지의 역량을 발휘

하는 주체의 행위와 그렇지 못한 주체의 행위 간에 질적 차이가 발생

하리라는 예견은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타적 인지 없이 행위

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논문이 다루는 주제

인 바 ‘행위주체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이 가능한 행위’로 

범위를 제한해도 마찬가지다. 보통 인간의 지능에 메타적 인지의 능력

이 있다는 사실과 메타적 인지의 능력이 행위에 관한 책임의 필요조건

인지의 여부는 독립적인 문제이며, 특정한 의도에서 계획하고 실행한 

범행의 주체가 메타적 반성의 기제를 결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이 행위책임을 무화하지는 않는다. 메타 인지의 능력 여부가 기껏

해야 불분명한 동물에게도 행위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낯선 침입자로 인한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게 달려들고 물어뜯으려 하는 개의 행동(behaviour)은 주인을 보호하

려는 의도에서 산출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예
컨대 메타 인지가 결여된 존재의 행위에 관하여 부정적 책임의 무게를 

경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행위의 평가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메타

적 인지의 존재를 행위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할 이유는 없어 보인

다.

4) 행위 귀속의 정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책임 귀속이 가능한 

행위와 행위주체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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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행위A-X] X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한하여, A
의 행위이다. X를 구성하는 물리적 과정이 A의 의도에 의

하여 시작되고 A에 의하여 조절됨으로써 실현된다.

예를 들어 을의 말에 화가 치민 갑이 을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

를 입힌 경우, 을의 신체(코)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갑의 의도에 의하

여 시작되고 을의 얼굴 한가운데를 향한 갑의 주먹 가격, 즉 조절된 

동작을 통해 실현되었으므로 갑의 행위이다. 여기서 을을 향한 갑의 

폭력적 의도는 을의 말에 영향을 받아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렇다고 해서 갑의 주먹질이 갑의 의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 관

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을의 말이 있었더라도 갑의 행위 의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주먹질은 없었을 것이다.
행위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모종의 물리적 과정으로 구성된다.14) 

전신을 통해 모스부호로 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압식 밸브를 조절하

여 특정한 화학물질의 유출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모두 이런 물리

적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A는 X(를 구성하는 물리적 과정)를 직접 

실현하지 않고도 X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기 말을 따르는 신입 팀원 B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연쇄작용을 촉발하도록 되어 있는 간단한 일을 시

킬 수 있다. “B씨, 거기 내 책상 위에 은색 폰처럼 생긴 것이 있죠? 그 

옆구리의 빨간 버튼을 2초 정도 꾹 눌러서 전원을 좀 켜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B가 아닌 

A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B가 한 일이 컴퓨터

가 운전하는 도시전철의 감속장치를 끄는 일이었고 그 결과로 전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다면, 그것은 A가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한 피

해로 판정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전철의 감속장치를 끄는 물리적 과

14) 이 논문은 물리적 실현(physical realization)의 경로를 취하지 않는 순수한 

비물리적 인과 작용의 가능성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주의의 기

본 입장을 수용한다. 여기서 ‘과정’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 즉 물리학을 비롯

한 자연과학이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의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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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위는 그 표현의 문자적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 B의 동작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철의 사고를 유발한 행위를 B가 아닌 A
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

다.

[D*행위A-X] X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한하여 A
의 행위이다. A의 의도에 의하여 X를 구성하는 물리적 

과정, 혹은 그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물리적 

과정이 시작되고 A에 의하여 조절됨으로써 실현된다.

A는 직접 도시전철의 감속장치를 끄는 동작을 실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끄는 버튼을 누르는 B의 동작을 효과적으로 유발함으로써 도

시전철의 감속장치를 끄는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이 정의에서 “A의 

의도”가 ‘X를 행하려는’이나 ‘X를 구성하는 물리적 과정을 유발하려

는’ 의도에 한정되지 않았음에 유의하라. 방금 살펴본 도시전철 사고

의 사례에서 A는 전철 이용자들의 신체를 손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려

는 의도로 그런 행위를 했을 개연성은 더더욱 작다. 그러나 그 사고에

서 다친 사람은 A의 행위가 자신의 몸을 다치게 했고 따라서 A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3. 인간 이외의 행위주체에 관한 토론의 (특수한) 여건

이제는 논의의 시선을 행위의 주체로 돌려보자.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행위의 능력을 지닌 주체는 어떤 존재자일까? 이런 존재자의 속

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논문이 다루는 문제의 특이한 상황을 확

인하도록 하자. 그 문제란, 논문의 제목에도 표현된 것처럼, 인간 이외

의 존재자, 특히 인간이 만든 ‘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인공물에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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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을 조건을 따져 밝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특이한 상황이란, 그것이 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 특유의 애

매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그것은 근대 이후, 즉 서양의 과

학이 문명의 토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체계적으로 토론되

어 정리된 바 없는 문제다.15) 책임과 권리의 주체에 관한 토론은 인간

이라는 범주를 암묵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그런 동안 이 

전제 자체는 적극적인 토론의 주제로 부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걸린 애매한 여건의 다른 측면을 보자면, 인간 이

외의 행위주체는 인간의 사유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였을 뿐만 아니라 

별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개념이었다. 여러 문명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의 신이 그랬고, 자연 현상의 배후에 있는 

온갖 종류의 영적 존재들이 그랬고, 최근에는 <스타트렉>이나 <스타

워즈>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외계의 존재들이 그랬고, 아시모프(Isaac 
Asimov) 같은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영리한 로봇들이 그랬다. 뿐만 

아니라 논문의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어법에서 한 해 

농사를 망친 태풍에 관해, 운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작동하

여 사고를 일으킨 기계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공지능

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계의 활용이 사회에 확산되면서 이 논문의 주제

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된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철학과 법

학을 포함하여 체계적-이론적 논의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오직 인간’
의 관점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유의할 점은, 이러한 ‘오직 

15) 대한민국 형법을 비롯하여 오늘의 법률 체계에서 행위의 주체는 (토론 없

이!) 인간으로 제한되고 있다. 예외처럼 보이는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으로 

구성된 결사의 방식으로만 존립한다. 최근 거론되는 ‘전자인’(electronic 
person)이 진정한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개념은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후 찬반 논쟁 속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16) 어떤 사람은 라투어(Bruno Latour)가 제시한 ‘작용자[혹은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이 이미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은 관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다. 분명 라투어의 통찰은 신선하고,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한 잠재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ANT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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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관점은 그 자체로 무조건 정당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당연히 

극복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인간’의 전제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고, ‘오직 인간’이라는 

전제의 굴레를 깨는 방식으로 그 일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논자가 제안하며 시도하는 방식은, 인간 이외의 행위주체를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하면서 그러한 인정의 필요조건을 규명해보는 것

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컨대,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이나 자율주행자동차를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가?” 같은 물음에 모종의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절 앞머리의 물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앞 절에서 규정한 것

과 같은 행위의 능력을 지닌 주체는 어떤 존재자일까? 논자는 이 물음

에 대한 해명의 실마리를 동물 신체에 관한 윅스퀼(J. von Uexküll)의 

통찰에서 찾는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내적 구

조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4. 행위 능력을 지닌 주체의 구조

20세기 초, 야콥 폰 윅스퀼은 동물 신체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냈다.17) 

주체와 기계 장치뿐만 아니라 특정한 물질이나 제도적 장치 등 ‘모든 것’
을 단일한 존재론적 평면에 위치시킴으로써 오히려 이 논문이 기여하려는 

책임 해명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 유관성을 잃는다. (논자가 다른 곳(고인석 

2018, 각주 20)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ANT의 ‘actor’는 그 자체로 사회적 

맥락을 함축하는 개념어 ‘행위자’가 아니라 물리적 작용과 사회적 영향의 

관계를 차별 없이 포괄하는 물리과학의 개념어 ‘작용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7) Uexküll 1920. 굵은 선으로 그려진 오른쪽의 사각형은 논의를 위해 논자가 

추가한 것으로, 사각형 안쪽이 동물 신체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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윅스퀼이 ‘기능 원환’(Funktionskreis)이라고 이름한 위의 도식은 행

위와 지각의 상보적 관계에 관하여 간과해서는 아니 될 유용한 통찰을 

제시한다. 반면에 그것은 구체적인 환경에 처한 동물 신체에서 지각을 

관장하는 기관들의 작동과 행위에 활용되는 기관들의 작동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유사한 물리적 환경에 처한 같은 종의 동물들

예컨대 인간 이 개체들의 신체가 지닌 생리학적 유사성에도 불구

하고 종종 서로 전혀 다른 방식의 행위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물리적 환경이 유사할 경우에도 나타나는 행동

의 이런 다양성은 예컨대 바퀴벌레에 비해 고양이에서, 그리고 고양이

에 비해 인간에서 한층 더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고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는 이런 다양성을 지닌 신체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다양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른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
에 의하여 동물 신체가 구현할 ‘출력’이 완전히 결정되는 관계를 함축

하는 증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행동 출력이 외부로부터 입

력되는 자극의 속성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된다면, 그렇게 입력과 출력

을 연결하는 고정된 함수 상자의 역할을 할 뿐인 동물 신체에 출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불합리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주제를 고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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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윅스퀼의 도식을 보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보정은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력에서 상이한 

행동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에 대한 고려를 담은 보완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논자는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능력을 

지닌 존재자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18)

이 도식을 윅스퀼의 도식과 비교하면, 윅스퀼 도식의 ‘Merkorgan’
(지각기관)과 ‘Handlungsorgan’(행위기관)이 각각 감수자 체계와 행위

자 체계로 바꾸어 표시되어 있고, 그렇게 표시된 두 부분 사이에 ‘1인
칭적 중심’이 추가되었다.19) ‘-기관’(Organ; organ) 대신 ‘-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전자가 유기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 반

18) 그림 왼쪽의 사과는 지각과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임의의 사물을 상징한다.
19) 이 도식은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여러 경쟁하는 견해들에 대하여 중

립적이다. 즉 그것은 심물 이원론이나 환원적 물리주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다만 세계 속에서 주체성의 면모를 실현하는 어떤 통일된 체계가 지니는 

양면성을 반영한다. (여기서 양면이란 이 존재자가 지닌 감수자(感受者)로
서의 차원 patiency 과 행위자로서의 차원 agency 을 뜻한다.)



고 인 석18

면 이 논문이 탐색하는 바 주체 범위 확장의 가능성에 인공물이 포함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표현을 채택한 까닭이다. 감수자 체계는 

위와 같은 세 영역을 그것의 부분으로 갖는 존재자를 포함하는 세계의 

여건을 파악하는 부분인 동시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작용을 수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반면에 행위자 체계는 그런 존재자가 자기 

신체에 해당하는 물리적 대상을 포함하여 외부 세계에 작용을 미치는 

일에 필요한 체계다. 
1인칭적 중심은 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를 연결하고, 그럼으로써 

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를 포함하는 전체를 통합하면서, 그 전체가 

주어진 환경의 조건 속에서 그것이 품은 의도를 실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20) 그와 같은 의도는 통합된 전체에 의하여 

생성되고 결정되며,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그것에 귀속된다. 외부 세계

의 여건은 감수자 체계를 통해 이 존재자의 다양한 속성에 인과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의도를 형성하고 그것에 따라 행위를 조절하는 1
인칭 중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지만, 하지만 종국적으로 의도의 양

상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통합된 주체다. 앞에서도 언

급한 바 있지만, 충분히 유사한 환경에 처한 두 주체가 때로는 극단적

일 정도로 뚜렷이 상이한 의도의 관점에서 세계를 지각하고 행위를 계

획, 실행할 수 있음을 상기할 때 이는 분명하다. 
감수자 체계는 통합된 전체 체계가 처한 환경의 조건을 파악하는 역

할을 하며, 이는 윅스퀼의 도식이 제시하는 바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

기 제시된 통합 주체의 구조에서 감수자 체계는 반드시 그것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주체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 속에서 주체가 어떻게 반

응할 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으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지심

리학 실험들21)이 입증하는 것처럼, 지각은 지각의 주체가 어떤 행동을 

20) 일부 유기체가 가진 뇌나 중앙신경체계(central nervous system)가 이러한 

중심의 역할을 실천하는 물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뇌의 외연이 1인칭적 

중심의 물리적 외연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1) 대표적으로, 주의(attention)가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들을 떠올리

면 적절할 것이다. YouTube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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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는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사한 환경에서도 상

이한 결과를 산출한다.22) 통합된 체계 전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지각의 내용인지 아니면 행위에 관한 의도와 계획인지 선택하려 한다

면 그것은 잘못 설정된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때때로 무심히 

읽어 들인 정보에 의해 좌우되지만, 때로는 행위의 의도나 구상에 의

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선별되고 나아가 편집되는 것도 사실이

다.23) 분명한 사실은 인간 같은 주체의 경우에 위 도식의 감수자 체계

와 행위자 체계가 아주 긴밀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조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조율된 상호작용이 행위를 성립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두어야 할 사항은 행지주의(enactivism)24)의 

몇 번의 (농구공) 패스가 이루어지는지 세도록 지시된 상황에서 화면 한 

가운데 등장했다 사라지는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실험이 있다.
22) 뇌과학자 부자키(György Buzsáki)는 최근 발간된 저서 The Brain from 

Inside Out(2019)에서 인간의 지각을 근본적으로 외부 세계의 여건을 안으

로 읽어 들이는 작용으로 보는 프레임에 맞서 그 반대 방향의 작용이 뚜렷

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Buzsáki 2019, 특히 

Chapter 3 Perception from Action을 보라.
23) 윅스퀼의 도식에서 (이런저런 속성을 지닌) 대상(Merkmalträger)과 유기체

를 잇는 화살표가 일방적인데 반해 논자의 도식에서 대상(사과)과 감수자 

체계를 잇는 화살표는 쌍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이는 이러한 인식을 반

영한다.
24) 이영의와 이기흥은 enacitivism을 ‘행화주의’로 번역하였다. ‘체화된 인

지’(embodied cognition)와의 관련성이 그러한 번역의 배경이 되었다고 추

정된다. 그러나 체화(體化)된 인지에서 몸과 인지의 관계가 enactivism에서 

행위와 인지의 관계와 문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화(行化)주
의라는 번역의 적절성은 의심스럽다. 몸이 인지를 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행위에 의하여 인지가 제약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enactivism에

서 행위는 체화된 인지에서 몸과 달리 실현되지 않고 잠재적 차원에 

머무르면서도 인지에 작용한다. 이 개념의 적절한 번역에 관한 토론에 참

여하는 의미에서, ‘행위와 (지각을 포함하는) 인지가 상호 침투하는 관계에 

있음’이라는 의미를 담아 ‘행지(行知)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행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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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함의에 관한 것이다. 행위지각주의는 감수자 체계가 산출하는 

지각 내용이 실제적-혹은-잠재적 공간 이동을 포함하는 행위의 역사를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타당하고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행

위와 지각이 그렇게 상호 침투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서 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가 구분 불가능한 것이 되거나 그런 구분이 무용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두 체계를 신체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응시켜보자면, 예를 들어 

감수자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시지각 체계는 각막과 수정체로부

터 시작되어 대뇌의 시각피질에까지 이르는 시신경 세포들로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시지각은 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사람의 눈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주변의 빛 

조건에 따라서 지각의 내용이 달라진다. 창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온 사람의 경우 감수자 체계는 이런 

동작들을 실행하는 신체 부분들에 그 논의를 생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편 행위자 체계의 전형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손이 배타적으로 

행위자 체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낯선 주방에서 조리용 칼을 손

에 집어 들었다가 손잡이 부분의 촉감이나 손에 느껴지는 칼의 무게를 

토대로 자신이 쓰려던 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칼을 찾는 

경우, 손은 감수자 체계로 기능하였다. 마찬가지로, 혀는 감수자 체계

의 일부로 기능하기도 하고, 행위자 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기도 한다. 
음식물을 먹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혀는 음식의 맛을 감지하지만, 그것

을 적절히 씹고 또 그 맛을 잘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 안

에서 운동하며 음식을 이동시킨다. 논자가 윅스퀼의 도식을 보완하면

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요점은, 인공물의 행위주체 지위에 대한 

판단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참고하게 될 행위주

체인 인간의 경우를 볼 때, 지각과 행위가 이미 그 각각을 구성하는 

에 관해서는 Noë 2004를 보라. 특히 1장은 지각에 관한 행지주의적 접근

이 어떤 것인지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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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과정의 수준에서부터 뒤섞이며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한편 위 그림에서 한 행위주체에 상응하는 오른쪽 사각형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1인칭적 중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속성을 가진다. 그런 속성의 핵심은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두 부분, 즉 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를 연결하면서 그렇

게 통합된 체계 전체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단일한 주체의 

속성을 구현하도록 제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25) 이러

한 단일성, 혹은 통일성(unity)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해당 체계의 

정체를 규정하는 속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이 논문이 따지는 책임 귀속 가능한 행위주체의 지위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인격 동일성에 관한 토론의 역

사가 말해 주듯 철학사에 등장한 난문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행위주체의 성립이라는 문제와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문제라는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하면서,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5. 행위주체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통일성

앞에서 우리는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조율과 그러한 조율

을 통해 실현되는 모종의 통일성이 행위주체 성립의 조건임을 확인하

였다. 이 논문이 논하는 주제가 인간이나 동물이 아니라 인공물의 행

위주체성이 성립하는 조건임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 대

상들에 대해 일단 지향성이나 감각질 같은 심리철학의 문제들을 적용

하는 토론의 수고를 생략하고 과학의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체계 내

적 통일성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주체의 성립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25) ‘제어’와 ‘조정’은 거의 중복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전자는 각 부분의 세

부 속성에 대한 제어 예를 들어 손목의 각도나 쥐는 힘의 정도 를 뜻하

는 말로, 그리고 후자는 지각을 제어하는 영역과 행동을 제어하는 영역 간

의 조정을 뜻하는 말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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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체계의 내적 통일성이 행위주체 성립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은 어

떤 관점에서는 당연한 말이어서 시시한 명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러나 논자는 이것이 실천적 물음들에 관하여 제시되는 답들을 평가하

는 토대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지킬 박사의 

마음과 에드워드 하이드26)의 마음이 겨루듯 번갈아가며 지배하는 몸

이 저지른 사악한 폭력을 이유로 만일 지킬 박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

다면, 그 정당성에 일말의 의구심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 
또 이 논문의 2절에 등장한 마법사가 내 오른쪽 어깨 관절부터 손까지 

마법을 걸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임의의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내 오른손과 내 몸의 다른 부분들은 단일한 의도에 따라 조절되지 않

고, 따라서 오른손을 포함하는 몸 전체는 방금 언급한 통일성의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외견상 단일한 ‘나의 몸’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행위주체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통일성 조건은 (i) 위 도식에 나타난 

세 부분 각각의 내적 통일성과 (ii) 1인칭적 중심의 주도로 실현되는 

행위자 체계와 감수자 체계 간의 통일성이라는 양면을 포괄한다.27) 단
일한 의도, 혹은 일관적인 의도들의 연언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의미에

서 통일성을 띤 복합적 의도28)가 1인칭적 중심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과 그렇게 수집, 처리된 통일된 지각 내용을 토대로 하는 행

위 조절에 의하여 물리적 세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

는 이 논문이 제시한 관점에서 행위주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6)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경우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의 등장인물.

27) 논자는 피치우토와 캐루써스가 논하는 “inner sense”가 (ii)와 관련하여 유

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Picciuto & Carruthers 2014 참조.
28)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가 모든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도로의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충돌 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가능한 한 적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제어하려 할 때, 
를 이런 복합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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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 각각에서 실현되는 통일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통일성은, 한편으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통일성의 양상들이 제어되어 극복된 상태를 의미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문제의 통일성에 연루되지 않은 요소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의

미한다. 전자부터 이야기해보자. 감수자 체계를 예로 들어 전자의 의미

에서의 통일성이 어떤 것인지 더 이야기해보자.
감수자 체계의 핵심 기능은 지각이다. 우리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손과 피부의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뇌가 그 자료를 처리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파악한

다. 이 논문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면, 인공물의 경우에도 지각의 통일성

이라는 관점에서 감수자 체계의 통일성을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눈
으로 보아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시지각의 임무라면, 
서로 반 뼘 쯤 떨어져 있는 두 눈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결국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일된, 혹은 일관성 있는 한 묶음의 정보를 

산출해야 한다. 양쪽 눈의 시야에 각각 상이한 정경을 자극으로 제시

하는 실험을 활용하는 양안 경쟁(binocular rivalry) 연구는 이런 생각

을 입증하는 동시에 지각 통일성의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안 경쟁이 단일한 지각 양태 내의 통일성(intra-modal unity)을 조

명하는 문제라면, 상이한 지각 양태 간의 통일성(intermodal unity in 
multimodal perception)은 감수자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풀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맥거크 효과(McGurk effect)는 청각을 통해 수집된 정보

와 시각 정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있으며 그 경우 우리의 뇌

가 두 경로를 통해 수합된 서로 어긋난 정보를 종합하여 모종의 단일

한 결론을 산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29) 뇌과학자 드한(Stanislas 
Dehaene)은 이 문제를 신경세포들의 작용 간의 조율과 억제라는 기제

를 통해 설명한다. 

“주변부에서는 지각이 나란히 작동했다. 소리를 부호화한 뉴런과 

빛을 부호로 처리하는 뉴런은 동시에 활성화되었고, 서로 간섭하

29) 맥거크 효과에 대해서는 이정모 2009, 1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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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러나 피질 계층체계의 높은 수준에서는 그러한 작용

이 서로를 억제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신호들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들은 뉴런들의 단일한 통합적 상태 단일한 “생각” 만을 향

유할 수 있었다.”30)

그런데 이런 조율은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는 거리가 있다. 시지각에 관한 버지의 다음 분석을 보자.

직접적 자극(proximal stimulation)의 최초 등록, 혹은 부호화 주

로 빛 자극의 등록으로 이루어지는 는 시각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변환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변환을 통해 3차원 공간에 자

리 잡은 사물들을 표상하는 지각 표상이 생성된다. 3차원 조건의 

빛에 관한 자료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2차원의 부호화를 결정하는 

문제에는 확정된 광학적-기하학적 해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2차원

의 부호를 3차원적 정경의 표상으로, 혹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수학적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막에 맺힌 상의 부호화는, 더불어 주어진 모든 다른 직

접적 자극과 합쳐지더라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환경적 원인들을 

결정하는 데까지도 이르지 못한다.31)

자극의 최초 기록으로부터 단일하게 해석된 지각 내용에까지 이르

30) Dehaene 2014, 3072-3074. 드한은 이와 같은 상위 체계의 통일성을 다음

과 같이 해석한다. “뉴런들의 동조(同調, synchrony)가 핵심 요소일 법하

다. 서로 멀리 떨어진 뉴런들이 배경의 지속적인 전기적 진동에 그것들의 

스파이크를 동조화함으로써 거대한 연합체를 형성한다는 증거들이 누적되

고 있다. 이런 그림이 맞는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빠짐없이 부호화하는 

뇌의 [신경]망은 그것이 속한 무리의 패턴에 담긴 전체적인 리듬에 따라 

꽁무니 빛의 방전을 조화시키는 반딧불이들 한 무리와 닮았다. 의식이 없

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좌뇌 측두엽의 언어 신경망에서 한 낱

말의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부호화할 때 적절한 규모의 세포연합체는 여

전히 국소적인 동조를 이룬다. 그러나 전전두엽 피질은 해당 메시지에 접

근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 내용은 뇌 전체에 공유되지 않고 무의식의 영역

에 머문다.”(같은 책, 3004-3009)
31) Burge 2014, 397-8. 논자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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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 변환의 경로에는 버지의 평가에도 언급된 미결정성

(underdetermination)의 요소들을 해소하는 추가적인 결정 요인들이 개

입한다. 버지는 그것을 뭉뚱그려 ‘심리학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32) 
아마도 그런 변환을 좌우하는 요인들에는 생물종 고유의 생리학적 요

소와 생태환경적 요소와 진화사적 요소, 뿐만 아니라 관찰에 이론적재

성의 흔적을 남기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하나의 

주체로서 행위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존재는 이런 모든 결정 요인들을 수렴하면서도 그중 어느 요인에 

의해서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고유한 결단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

리가 살피고 있는 통일성 혹은 단일성33)의 두 번째 측면, 곧 그런 통

일성을 지닌 주체에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독립성의 측면이다. 
행위자 체계의 통일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그

것은, 한 체계 안에서 동시에 두 가지 상충하는 실행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부분적 실행이 서로 충돌하는지 여부의 평가는 

그런 실행들이 체계 내에 공유된 정보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 의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합력하는지 아니면 서로를 훼방하는지

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무거운 여닫이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의도로 한 손으로는 문에 부착된 손잡이를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는 같은 문을 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런 신체 동작은 통일성 

있는 행위를 구성하지 못한다.34) 인공물에서 이러한 통일성은 그것을 

32) “그러므로 지각 심리학은 직접적 자극의 등록이 어떻게 일련의 변환을 거

쳐 시지각을 유발하는지, 이런 과정을 다스리는 법칙들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지각] 형성의 법칙들은 심리학 특유의 법칙들이다.”(Burge 2014, 
398)

33) 한국어에서 여럿의 하나됨이라는 의미의 통일성과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단위체의 속성을 뜻하는 단일성은 상이한 개념이지만, 영어 낱말 unity는 

이런 통일성과 단일성의 의미를 포괄한다. 이 논문에서 ‘통일성 혹은 단일

성’이나 ‘단일성 혹은 통일성’이라고 쓴 경우 ‘unity’를 염두에 둔 것이다.
34) 무거운 문을 밀어 열려는 의도로 오른손으로는 문에 달린 둥근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손으로는 문 위쪽을 밀었는데 실은 이 손잡이가 

행위주체의 예상과 달리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야만 열리고 시계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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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부분 요소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속성에 의하

여 확보되거나 훼손될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경우에는 그것의 신체를 둘러싼 피부가 이와 

같은 ‘주체에 속하는 것’과 ‘주체에 속하지 않는 것들’의 경계를 이루

고 그 내부는 공간적 연속체의 모양을 가지지만, 이런 공간적 특성은 

여기서 논하고 있는 통일성-단일성의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다.35) 다시 말하자면, 인공물은 단일한 행위주체이기 위해서 공간

적으로 단일한 연속체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한 공간적 연속체

의 구조를 가진 인공물이 여러 상이한 행위주체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6. 논의의 정리와 적용

논의를 정리해 보자. 행위주체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물리적 과정을 시작하고 조절하는 존재자다. 이러한 기능을 하

는 존재자는 동물의 지각 작용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감수자 체계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조절 가능한 요소들을 작동

시키는 행위자 체계, 그리고 행위의 의도를 형성하고, 변경하고,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제어를 주도하는 1인칭적 중심의 세 부분으로 이루

어진 존재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존재는 한 사람의 몸처럼 생겼을 

로 돌리면 오히려 잠금 기능이 작동하는 문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두 손은 결과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동작을 하고 있었던 셈이지만, 이 경우

에는 행위자 체계의 통일성이 깨졌다고 볼 필요가 없다. 행위자 체계의 통

일성에서는 행위 의도의 관점에서 본 행위자 체계 내의 정보적 통일성이 

핵심 요소다. 만일 위의 예에서 오른손이 손잡이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야

만 열린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라면 오른손은 왼손을 비롯한 신체 다른 부분과 다른 행위를 추진하고 

있던 것이고, 이는 행위자 통일성이 훼손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35)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고인석(200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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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등장하여 공중에 오륜기를 만들

었던 한 떼의 드론처럼 공간적으로 분산된 체계일 수도 있다. 한편, 어
떤 물리적인 체계가 그 구조에서 1인칭적 중심, 감수자 체계, 행위자 

체계에 해당하는 세 부분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행위주체로 성립할 핵심 조건은 앞에서 

논한 의미의 통일성, 즉 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 각각의 정보적 통

일성을 발판으로 이 두 체계가 1인칭적 중심에서 비롯된 의도의 취지

에 따라 일관성 있게 조절되는 통일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국 1인칭적 중심의 고유한 기능적 속성이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거
기에 ‘1인칭적’이라는 한정어를 붙인 이유는, 주변 환경에서 밀려드는 

온갖 유혹과 영향의 물결 속에서도 결국 그 체계의 고유한 결정을 내

리고 그에 따라 지각과 행위를 조절하는 면모가 우리 마음의 1인칭적 

측면을 닮았기 때문이다.36) 행위 성립의 핵심 요소인 의도가 발현하고 

작동하는 장소도 이곳이고, 감수자 체계가 산출한 정보를 취사선택하

고 그로부터 행위자 체계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적절

한 형태로 변환하는 일도 1인칭적 중심의 기능이다.
인간도 아니고 인간과 진화적으로 가까운 동물도 아닌 기계에서 도

대체 이런 1인칭 관점의 특성을 가진 중심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
떤 이는 바로 이런 1인칭적 특성이 인공물에서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

게 만드는, 근본적인 불연속의 이유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느낌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의

도나 느낌에 대하여 갖는 종류의 확실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도는 1인칭 관점에는 일반적으로 명료

한 반면, 3인칭의 관점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7) 그렇기 때문에 의도 

36) 한 심사자는 이 논문의 취지가 달성되려면 다음 문단에 언급된 ‘1인칭적 

특성’이 한층 더 실질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평가했고, 그것은 넓은 의

미에서 옳은 평가다. 단, 이 문장이 말하는 닮음 관계가 인간의 마음이 지

닌 모든 1인칭적 특성을 인공 행위주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필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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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충족을 객관적으로, 즉 3인칭 관점에서 확인하는 일에는 근원

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기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흔히 누군가의 의도를 확인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38) 자기 마음에 대한 접근성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접근

성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을 읽고 그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3인칭 관점의 관찰과 최선의 설명

을 향한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을 활용한 결과다. 그리

고 타인의 의도, 결정, 느낌에 대하여 논하는 일을 우리가 평소에 심각

한 의구심 없이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추론의 관점을 이미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행이다. 이런 관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

보자면, ‘인공물의 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공물에 대해

서도 유사한 자비를 베푸는 일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비는 특별하다기보다 자연스럽고, 철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런 자비가, 예컨대, 기자의 물음에 그럴 듯한 몸짓을 곁

들여 인간의 목소리로 답하는 로봇에 선뜻 행위주체의 지위를 인정하

는 처사를 뜻하지 않음에 유의하라. 베풀어지는 자비의 내용은 “만일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중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그것이 의도를 지녔다고, 혹은 앞서 서술된 1인
칭적 중심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조건적 평가일 뿐이다.39) 

37) 이 논문의 토론 범위를 벗어나지만, 행위의 의도에 관한 1인칭의 판단과 3
인칭적 판단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 평가는 흥미로운 논의의 여지를 남긴

다. 예컨대, 보고되어 알려진 심리학 실험의 결과 가운데 “(선택 가능한 여

럿 가운데) 왜 그것을 골랐지요?”라는 물음에 대한 피험자의 대답이 뇌과

학의 관점에서 낮은 신빙성을 갖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피험

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피험자의 선택 근거가 피험자가 말하는 이유

와 다르다고 추정하게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피험자 자신이 행위의 이

유였다고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내용과 그의 뇌에서 읽어낸 데이터를 포괄

하는 최선의 결론 가운데 어느 편을 ‘행위의 의도’였다고 불러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38) 때로 3인칭 관점의 이런 확인은 법정에서 공적 판단을 도출하는 근거로 작

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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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관계는 인공물에 행위주체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이런 조건적 평가의 양면을 함께 보

아야 한다. 한 면은 행위주체 성립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책

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 면은, 그
런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인공물을 행위의 주체로 평가하는 일이 가능

해진다는 것이다. 단, 이렇게 확인된 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그렇게 가능해졌다고 해서 행위주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다.
퍼트남의 사고실험에 등장하는 것 같은 통 속의 뇌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경우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또 만

일 거기 상응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스스로 선거운동

이나 투표권 행사 같은 행위를 한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한다. 세계 속에서 행위를 실현할 몸이 없기 때문

이다. 통 속의 뇌가 행위를 하려면 앞에서 말한 행위자 체계에 해당하

는 물리적 부분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람의 손이나 발 같은 것이

다.40)

컴퓨터가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을까? 제아무리 높은 수준의 인공지

39) 타니(J. Tani)는 로봇시스템에서 아날로그식 패턴 매칭으로 전진하는 상향

식(bottom-up) 기제와 기호들을 조작하는 논리로 구성된 하향식 기제가 공

통의 측도 공간에서 만났을 때 생기는 부정합이 외부의 작위적 개입 없이 

자연히 조정되면서 생성되는 체계의 내적 상태를 인공적인 최소 자아

(minimal self)의 원형으로 보았다. (Tani 1998. Gallagher 2000도 참조하

라.) 이런 논의는 미결정성의 측면들을 넘어 내적 통일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가 발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함축하는 흥미로운 접근이

다. 그러나 그렇게 생성되는 자아의 세부적인 속성이 설계자의 의도나 제

작자의 통제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공학기술

의 사회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로보틱스가 지향할 방향과 유념해야 할 거리

가 있다. (고인석 2014 참조.)
40) 단, 그것이 반드시 우리 몸과 유사한 구성이나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이

유는 없다. 그것은 금속이나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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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작동하는 컴퓨터라 해도 이 점에서는 통 속의 뇌와 같아서, 행위

자 체계에 해당하는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행위주체가 될 수 없

다. 그러나 컴퓨터에 행위자 체계에 해당하는 요소를 연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에 행위의 길

을 열어 줄 행위자 체계가 반드시 팔을 뻗어 물건을 움켜잡거나 다리

를 움직여 상대 팀의 골문에 공을 차 넣는 동역학적 작용의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움직임 없이 몇 

시간을 서 있는 것도 행위이고, 메시지나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전송하

는 것도 행위이다.41)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비

롯되고 그 의도를 가진 존재에 의해 조절됨으로써 의도의 실현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물리적 과정인 한 그러할 것이다.42)

자율주행자동차를 책임 있는 행위의 주체로 보는 것은 가능할까?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를 넉넉히 대신할 만한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자

동차를 가정할 때, 그런 자동차는 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의 성공

적인 협응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주체의 성립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

인다. 문제는 행위의 의도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또는 그것

이 1인칭적 중심에 상응하는 요소를 실현하는지 여부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이 일은 3인칭의 관점에서 과학의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그런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 막막해 보인다.

41) 이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동료에게 설명하는 일, 지난 달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내는 일, 수신자의 특정

한 구매행동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은 영상자료를 메시지에 첨부해 보내는 

일 등은 모두 행위의 성립 조건을 충족한다.
42) 때로는 예컨대 마땅히 답신을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아무 답신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부작위(不作爲)가 행위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

나 그렇게 부작위가 행위가 되는 것은 이전의 역사를 통하여 구성된 특정

한 맥락 속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행위로서의 부작위를 평가하는 일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의 주제로, 여기서 상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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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for Granting that an Artifact 
Performs Responsible Act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n artifact to be 
recognized as an agent performing responsible actions. The number 
and variety of those cases are rapidly growing in which our lives get 
influences of the decisions and physical processes made by intelligent 
machines. Can such a process be identified as an action, and the 
artifact that makes such decision and process as a responsible agent? 
The final judge of these questions shall be a social decision, but 
rational judgment requires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artifacts can be recognized as agents performing actions, 
as this paper attemp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aper, 
performing an action include two essential ingredients: specific 
intention and physical control to realize it. The agent of the action, 
then, is such entity that has the intention, initiates and controls the 
physical processes that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at intention. 
In order to do this, such an entity consists of three sub-systems: the 
1st-person center, patient system, and agent system. It is revealed that 
the unity is crucial condition for establishment of such an agent that 
this paper discusses. This condition includes the unity among the 
three subsystems, concerted by the 1st-person center, and unity within 
each subsystem. The fulfillment of the intention condition is a tricky 
matter, but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agent is far from impossible, 
if we take the 3rd person's scientific viewpoint, as we already do 
about the intention of other conspecific beings.

Keywords: artificial agent, intention and control, 1st-person center, 
patient system, agent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