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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Summary
인공지능의 개념적 기초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관점의 철학적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Objective

-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용어의 재정의
- 인식적 ∙ 경험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으로의 접근
-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에 기초한 새로운 개념 정립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벌어지기 전 많은 사람
들이 이세돌의 승리를 예측했다. 체스는 1997년에 컴퓨터에 정복당
했지만(IBM이 개발한 딥블루(Deep Blue)가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
스파로프에 승리), 바둑은 룰이 오히려 간단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체스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승부 예측의 이유 중 하

Description

나였다. 결과는 알파고의 승리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능력을 과
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알파고의 진정한 능력은 예측하기 힘들
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결을 통해 인간은 인공지능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1956년 다트머스 학회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
를 처음 사용한 John McCarthy는 인공지능에 대해 “It is related to
the

similar

task

of

using

computers

to

understand

human

intelligence” 라고 언급했다[1]. Merriam-Webster 사전에 따르면 인공
지능은 1. a branch of computer science dealing with the simulation
of intelligent behavior in computers, 2. the capability of a machine to
imitate intelligent human behavior 와 같이 정의된다. 인공지능의 정
의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 또는 합
리성을 모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알파고의 사례에
서 볼 수 있듯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인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그 능력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물
론 지능을 개체의 통합적인 능력으로 파악하고는 있으나 체스, 바둑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인간보다 좋은 성과를 보일 인공지능
의 점진적 개발을 예상한다면[2]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의 정의는 부
족한 면이 있으며 기초적 단위에서 용어의 재숙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들
이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잠재
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3]. 인공지능이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
에 접근한다는 점으로부터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인식’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의문으로 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 46회 다보스 포럼에서 핵심 의제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꼽
았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분야 중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
한 철학적 배경이 선행되어야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적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파고
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점에서 출발해,
경험적(‘경험’이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규정짓는지 등과 관련)∙인식
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 관련 선행 연구
1950년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Turing Test)는 지능적 개체
인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텔레
프린터를 통한 대화에서 기계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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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4]. 하지만 이 테스트는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특정 영역에서 컴퓨터의 수행
능력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AI의 정의에는 크게 4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5].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인간 및
지능의 이상적 개념인 합리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한

경험적 측면, 그리고 인식 개념의 변화 측면에 기반을 둔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AI 에 대한 4가지 접근 방식

2. 연구의 독창성
알파고 뿐만 아니라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은 현재 세계적 암 전문
병원인 MD앤더슨센터에서 암 진단을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그 학습 기반을 두고 있다. 데이
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인
프라도 발전하며 인공지능의 학습은 인간의 학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식의 수준 자체도 인공지능과
인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인공지능을 정의 내리는
많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받아들이는
데이터의 양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인식적 배경을 어떻게 반영하고
인지할 것인가 등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특히 인공지능과 인간이 나타내는 차이에 초점을 두고, 인공
지능에 있어서의 지능과 인식 등의 재정의로부터 접근하여 철학적
개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하석 교수는 저서 ‘온도계의 철학’에서 “철학과 역사는 현재의 전문
가적 과학에서 배제된 세계에 관한 물음을 찾아내거나 거기에 기여
하는 데 함께 일을 한다. 철학은 조직된 회의와 비판이라는 유용한
습관의 제공자로서, 역사학은 잊힌 물음과 답의 제공자로서 기여한
다. 과학사와 과학철학은 과학 지식을 확장하고 풍부화하는 과정에서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나는 둘이 함께 이루는 학제를 일러 상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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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라고 부르고자 제안한다. 그것은 전문가적 과학에 중요한 보완
으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6].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인식의 기본문제에 관하여 고찰하는 철학적 질문은 과학이 나아감에
있어 항상 제기되어야 하며 답을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과학이론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칸트의 비판철학’, ‘논리실증주
의’, ‘비판적 합리주의’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
공지능과 관련하여 그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인공지능의 정립에 있어 보

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응용적 측면이다.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로 활용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인공지능의 명확한 법
적 개념이나 권리∙의무 관계 등은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워싱턴대
라이언 칼로 교수는 로봇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
며[7] 스티븐 호킹 박사를 비롯한 많은 명사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
을 경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초래할 일자리의 엄청난
변동에 있어서도 우려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접
근 방법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경험적∙인식적 측면의 답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윤리적∙사회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1목표는 과학철학을 통해 과학적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에 대한
종래의 정의 및 접근이 어떠한지를 연구하는 것은 두 번째 목표로
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바를 인간적 측면에서
파악하게 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제3의 목표
는 알파고에 적용된 학습 방법이 경험적∙인식적 측면에서 기존의 인
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철학적
분석이 주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의 전체 단계에서 경험적 측면
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경험주의와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일련의 단계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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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 연구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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