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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간과 기계(AI)의 협업이 증가
❍ 인간-기계(AI)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인간사회가 직면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능.
❍ AI 무기 개발이 진전되면서 전쟁이나 분쟁해결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음

□ AI 정치시대와 정치과정의 변화
❍ 2018년 일본 타마시(多摩市) 시장선거에는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로 출마하였
는데 AI후보가 출마한 이유는 인간정치인과는 달리 사리사욕이 없고 특정한 조
직이나 단체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하기 때
문임.
❍ 그리고 정책결정을 인공지능(AI)-인간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정책제언AI 활용
이 진행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정책연구는 중앙정부뿐 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일본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2050년 AI가 도출한 일본 사회의 지속가
능 방안’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재정적자, 저출산, 환경 파괴 등
약 150개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인과모델을 작성하였고 AI는 일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약 2만개 시나리오를 계산함. 도출된 시나리오는 다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었음.
❍ 지방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공지능(AI)으로 도출하는 프로젝
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나가노현의 경우, 2040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
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역의 관광분야에 자원을 투자하면서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AI가 제시한 정책을 충실하게 진행해간다면, 2040년 소득은 지금보다 높아지고
주민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며 인구감소도 최소한으로 줄어들면서 나가노
현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AI무기의 등장과 전쟁3.0 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AI무기의 등장은 화약, 핵무기에 이어 제3의 혁명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
으며 인공지능(AI)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AI무기는 킬러 로봇(Killer Robot)
또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으로 구체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들러 싼 논의와 거버넌스 문제가 이슈
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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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
며 이번 합의에서는 「유의미한 인간의 관리(meaningful human control)」,「유
의미한 인간의 판단(meaningful human judgement)」 하에 둔다는 원칙에 합의
함.
❍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를 인간의 관리 하에 둔다는 점에 합의하였으나
인간 존중과 윤리에 대한 문제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그 자체와 관
련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현실적으로 주요 무기나 병사들이 휴대용 안드로이드 키트를 소유하고 이것이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더구나 무인비행기(드
론)등을 통해서 전투지역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파악, 공유되면서 전술적 효과가
증가함.
❍ 전투지역에서 공격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자신의 판단에 사용하는 정보를 인공
지능(AI)기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Kill Chain 프로세스에서 공격판단 명령을 최
종적으로 인간이 행사하는 것이 담보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상황은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사용에서 우려하는 ‘인간 배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음.

□ 향후 AI정치의 새로운 과제와 쟁점들 그리고 해결 가능성
❍ 인간-기계(AI)의 공존과 활용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
을 이용한다면,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안보적 쟁점이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AI를 활용한 정책제언이 가능할 수도 있음.
❍ 정책제언AI를 활용한 현안분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막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변수들을 추출하고 이들 상호간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음. 또한 AI는 예
산관련분석에도 매우 높은 정확성 및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분야
별 예산 효율화나 통일비용 도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AI무기 개발 국가
로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수준의 규제라인 설정이 매우 중요함. 더구나 향후 인구
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나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무기가 가지는
효율성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설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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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2016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리더스 포럼(Global Leaders Forum)에서 세
계적인 AI기술자이며 연구자인 벤 괴르첼(Ben Goerzel)박사가 중심이 된 ‘AI 정치가
(ROBAMA: Robotic Analysis of Multiple Agents)’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 프
로젝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와 정체해 있는 민주주의를 혁신시키기 위
한 목적에서 시도되고 있다. AI 정치가의 개발 목적은 AI기술로 최적의 예산배분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실현과 정치의 효율성 증대에 있다. 정치인이나 관료의 부정부패,
편파적인 정책결정을 극복하여 자원감소 시대의 정치적 효율성 추구, 공정한 정치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이고 팽창하는 정보에 대한 정치인이나 관료의 구태의연
한 정책결정이 초래하는 문제점, 즉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정보의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해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AI 정치가 구상은 결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정보에 의거한 정책정보를 마련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요
구를 파악하여 최적의 정책안, 예산배분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AI 정치가(ROBAMA)프로젝트는 현행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AI기술로 극
복한다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AI 정치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초기단계에는 대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정확도가 높아지고 활
동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간과 기계(AI)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기계
(AI)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인간사회가 직면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해준다. 그리고 AI 무기의 개발로 전쟁이나 분쟁해결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국가 간 분쟁이나 경제마찰도 기술 발달로 안보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5G, AI기술문
제는 기존의 기술표준 경쟁에서 안보문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렇듯 정치 · 안보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과
정, 정책결정, 예산 편성, 그리고 국가안보, 통일문제, 전쟁, 국제 레짐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 · 로봇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AI)
· 로봇의 등장으로 국내정치, 국제관계영역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
를 통해서 새로운 AI정치의 가능성과 과제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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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공지능(AI)은 무엇이고 무엇이 가능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인
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인
공지능’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56년이다.

미국

다트머스대학

(Dartmouth College)에서 열린 ‘사고하는 기계’에 대한 연구회에서 존 맥카시(John
McCarthy)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60년 이상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확하
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대체로 세 차례에 걸친 연구시기를 거쳐 확산, 발전하였다. 현재
인공지능 붐은 ‘제3차 인공지능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제1차 인공지능 시대(1950∼
60)는 ‘추론, 탐색의 시대’로 규정한다. 제2차 인공지능 시대(1980∼95)는 ‘지식의 기
술, 관리의 시대’이다. 현재의 제3차 인공지능 시대(2000∼ )는 딥 러닝(deep
learning)을 필두로 알고리즘 개선, 빅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
으로 발전하고 있다(ETRI Insight, 2019).
제3차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음성인식, 화상인식기술, 문자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
속으로까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계학습, 특징표현학습, 알파고
(Alphago), IBM 왓슨(Watson),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 등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기술이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념
실제로 인공지능은 학자들이나 개발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
구원(ETRI, 2018-07)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적활동, 즉 시각 · 언어 · 감
각 이해능력과 학습능력 및 추론 능력 등을 구현하고 재현하기 위한 모든 장치 및 시
스템’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

보고서인

“Innovation

Nippon”(2017)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사고 프로세스를 모델화하여 처리하는 소
프트웨어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학자들 중에서 마츠오 유타카(松尾

豊)

는 인공지능은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과 같은 지능 내지는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본다. 일본 인공지능학회(2016)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대
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한다. ① 인간이 지능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일이나 프로세스를 기계에게 대신 시키려는 시스템이나 기술, ②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 또는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나는 기
술에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기계나 인공물
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지능, 지적활
동을 실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로봇과 같이 인간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지적활동이 가능한 시스템, 기계 인공물 등을 지칭한다. 인공지능연구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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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능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지능은 ‘생각하는
행위’로 표출된다고 한다면, 생각하는 행위를 실현하는 기술이며, ‘생각하는 기계’라고
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활동인 지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지능’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지능을 가진 존재는 인간뿐이며, 지능
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
졌다면, 인간과 같은 또 ‘하나의 지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NHK,
2017). 물론 이러한 견해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가진 지능의 정도
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AI 가 등장했다고 보기도 한다. 생각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에 의한 ‘신종 생
물’의 탄생이라고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기계가 인간보다 지적으로 우수한 분야나
능력이 현실화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NHK,
2017).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서 기계
스스로가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James
Barrat, 2015).
2. 인공지능의 기능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의 하나가 딥 러닝이 있다. 딥 러닝은 인간의 뇌를 모
방한 뉴로 네트워크기술(Neuro Networking Computer Technology)을 다층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다. 최근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뇌의 구조나
활동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뇌 연구는 지능을 구현하는 기
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간지능의 원리나 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과 동시에 컴퓨터성능의 향상은 인
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즉, 지능의 원리를 컴퓨터 기술로 구현시키
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松尾豊, 2017).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저렴해지고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하드웨어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그래픽

처리장치(GPU),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같은 기술 및 장치가 발달하면서 인공지
능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이 실현하는 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탐색, ②
추론, ③ 분류, ④ 회귀, ⑤ 크러스터링 등이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기능은 단순한 기
능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사고과정을 실현하는 기능들이다. 현실 사
회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탐색은 지정된 키워드나 조건에 합치되는 정보를 검색, 매칭시키는 기술이다. 웹 검

- 5 -

색이 대표적이다.
추론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해 둔 지식 데이터에서 정확한 해답이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1980년대 제2차 인공지능 붐 시기에
Expert System으로 급성장한 기술이다. 추론기술은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채팅보
드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분류는 제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과거 데이터로부터 판별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주어진 그림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판별하는 화상인식, 인간의 음성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음성인식, 얼굴 사진으로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얼굴인식 등이 여기에 속한
다. 현재 인공지능 붐을 이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회귀는 지금까지 일어난 데이터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데이터로 시계열적인 매핑을 시도하는 기술, 데이터의 특성으로부
터 유사한 함수를 도출한 피팅(fitting) 기술 등이다. 함수에 따라 시간 축을 미래로
확장하면, 예측이 가능한 기술이다.
크러스터링(Clustering)은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해 주는 기술이다. 분류는 과거에 축
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별로 구별해 주는데, 크러스터링은 데이터의 유사도에
따라 구분해 주는 점이 차이점이다. 분류는 교사가 있는 학습이지만, 크러스터링은 교
사가 존재하지 않는 학습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Ⅲ. 인공지능(AI) 등장과 정치과정의 변화
1. AI 후보자의 선거출마
2018년 4월 15일 실시된 일본의 타마시(多摩市) 시장선거에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
로 출마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는 사람만이 출마할 수 있다.
로봇은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후보자로 출마하
고 시장선거에서 당선되면, 인공지능 기술로 예산배분과 정책결정을 추진한다고 공약
하였다. AI 후보자는 마츠다 미치히토(松田 道人, 44세) 씨로 무소속 후보이다. 이 후
보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신의 인물자신이 아니라 로봇의 모습을 선거포스터
에 인쇄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하였다.
마츠다씨가 AI후보를 표방한 이유는 AI 정치인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한다. 즉, AI후
보는 인간정치인과는 달리 사리사욕이 없고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정책결정과정에서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방법으로 최적의 결과를 예측하여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AI후보가 자신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노선을 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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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이동행태에 따라 최적의 노선으로 재확정 한다는 공약도 제시하였다
(Business Insider Japan, 2018).
시내버스의 운전도 자율 주행버스로 교체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AI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공약도 제시하였다. AI후보는 기존의
행정문서를 전부 검토하여 부적절한 부분은 수정하고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보고서를 체크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AI후보는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의 행정문서를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전략
이다. 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이나 정책결정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지역의 ‘최적 방
안’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그림 1> AI 시장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2018년 시장선거에서 AI 후보자는 4,013표를 획득하였으나, 낙선하고 말았다. 역시
AI 후보자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시민들의 반응은
AI 후보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직은 기계적인 효율성이나 합리
성보다는 인간적인 성실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東京新聞, 2019.5.9.).
2019년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일본을 바꾸는 정당(AI정당)’을 창당되었다. AI정당
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였다. 실제로 2019년 4월에 실시된 타마시 시의원선거에서 후
보자를 출마시키게 되었다. AI정당은 타마시 의원선거에서 로봇과 함께 선거유세를
진행하였다. AI정당의 공약은 인공지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
록 감시하는 역할을 제시하였다(Business Insider Japan, 2018.4.13). AI정당은 효율
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과거의 시의회 회의록, 시 예산, 문서 등을 DB화하는 작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이 발신하는 SNS 투고를 반영하여 편파적이지 않고 효율
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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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AI정당은 2019년 4월에 실시된 타마시시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
였다. AI정당은 생활정치실현을 목표로 ① 동물학대 핫라인 개설, ② 고양이 사육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과 같은 동물복지를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AI정당의 후보자는 타마시에 AI 변호사를 채용하고 인공지능으로 시 예산을
적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였다. 실제로 4년 전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 과거
의 시 예산 내역, 시의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을 수치화하여 시 예산의 삭감
금액을 산출하였다. 인공지능이 재산출한 예산은 복지 분야에서 46억 엔 삭감, 재난
에 대비하여 책정한 예비비예산에서 4억 엔 정도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AI
정당대표 마츠다씨 인터뷰, 2020.1.23). 전체 삭감 금액은 다마시의 전체 예산 500억
엔 중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50억 엔이다.
2. AI가 도출한 「2050년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 방안」 연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정책연구는 중앙정부뿐 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
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사회 전체차원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진행
되었으며 2018년에는 중앙부처차원에서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
도출방안’ 프로젝트를 AI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 2050년 AI가 도출한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 방안

출처: 広井 良典、‘AIが示す日本社会の未来’ 2019.
교토대학은 2017년 ‘2050년 AI가 도출한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 방안’ 연구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다. 교토대학 히로이 요시노리(広井良典) 교수팀 진행한 연구 결과가
2018년 9월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적자, 저출산, 환경 파괴 등 약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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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인과모델을 작성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AI가 일본 사회가 선택
할 수 있는 약 2만개 시나리오를 계산하였다. 도출된 시나리오는 다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었다.
향후 일본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집중형’ 또는 ‘지방분산형’
이라는 선택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広井良典, 2019). 이러한 선택을 할 시기가 6-8년 후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인구, 지역, 격차, 건강, 행복이라는 키워드에서 주목해보면, ‘지방분산형’ 이 가장 바
람직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선의 방안인 ‘지방분산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환경세 부과,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지역의 대중교통망 충실 등 정책이 유효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지방분산형’ 정책 방안을 선택해도 약 15-18년 이후에 이
러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실행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방분산형’ 정책 방향 속에서도 지역의 경제적 순환
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의 경제적 순환은 지방세수, 에너지 자급자족, 지방
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京都大學, 2019).
3. AI를 활용한 자치단체 정책결정 사례
2019년 5월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36%, 정령지정도시 자치
단체의 60%, 그리고 구시군 자치단체의 4% 정도가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한 것으
로 알려졌다(総務省自治行政局行政経営支援室, 2019). 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음성인식 기술로 의회의 속기록 작성, 지자체 내부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 회의록 작성, 민원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문의에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자동
응답 업무 등에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입학생 배정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자치단체
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동경 근처에 있는 사이다마(埼玉)시의 경우, 유치원 입학생
배정이 대체로 매년 1월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 직원 30명이 약 1,500시간 정도
를 투자하여 유치원 입학생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2017년에 실시된 AI 배정에서는
단 몇 초 만에 완료되었다. 사이다마시는 후지츠(富士通)기업과 공동으로 유치원 입학
생 배정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는 다카마츠(高松)시, 시가현 쿠사츠(草津)시, 히로시마현 오노미치(尾道)시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현재 30여개 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総務省自治行政
局行政経営支援室, 2019).
최근 일본의 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를 안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40년까지 지역사회가 직면할 문제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공지능(AI)으로 도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치단체가 일본에서도 최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나가노(長野)현이다. 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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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교토대학, 히타치(日立)제작소 등과 공동으로 ‘나가노현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연
구’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나가노현이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AI로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2018년 3월에 책
정한 종합5개년 계획에서 인구, 지역총생산, 관광객 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화, 수
익성과 창조성 높은 농업, 건강 만들기, 매력 있는 육아지원, 평생학습, 자연환경, 지
역사랑 등 키워드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 간 상호인과관계를 설정한다. 인
과관계의 방향과 상관관계의 강도를 계량화 한 후, AI모델로 계산을 진행하였다(長野
県, 2019).
AI모델 계산 결과, 약 2만개 정도의 미래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다시 전문가, 직원
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 시나리오로 집약되었다. 나가노현
의 2040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역의 관광분야에 자
원을 투자하면서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長野県, 2019). AI가
제시한 정책을 충실하게 진행해간다면, 2040년의 소득은 지금보다 높아지고 주민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인구감소도 최소한으로 줄어들면서 나가노현은 지속가
능한 사회가 실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 AI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연구는 나가노현 이외에도 오카야마현
마니와(真庭)시, 기후현 오가키(大垣)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한해에만 총무
성 지원으로 약 30개 자치단체가 AI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업무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Ⅳ. AI무기 실용화와 전쟁3.0이 제기하는 쟁점들
1. AI무기의 수준별 형태와 특징
현재 무인병기는 인간이 원격조정하는 형태를 하고 있지만 AI 로봇기술을 장착하게
된다면, 인간의 판단이나 조작에 의존하지 않는 AI무기로 전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AI무기는 화약, 핵무기에 이어 제3의 혁명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AI무기 등장은
전쟁지역이 육지, 하늘, 바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만
들고 있기도 하다. 무기체계도 물리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AI로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1세기의 전쟁은 사이버 공격으로 적의 레이더
망을 무력화시키고 반격능력을 저하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무인비행기로 아군
의 인적 손실을 전혀 입지 않는 형태로 적을 공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리미아를 합병할 때 전개
한 전투이다.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도 무인전차, 무인 장갑차 등 AI무기를
투입하여 아사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佐藤丙午. 2018) 무엇보다도 AI무기
의 전형적인 사용사례는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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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제거작전일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AI무기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AI무기는
킬러 로봇(Killer Robot) 또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으로 구체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들러 싼 논의와 거버넌스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AI무기를 기술 수준별로 구분하여 그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자.
<표 1> AI무기의 수준별 형태와 특성
알고
AI
수준

리즘

무기타입

설정

메타목표

서브목표

공격명령

상황인지/

사례

대응

주체
반자동형무
기

인간

인간

인간

인간

(타입 A)
특화형AI무
자
동
형

기

인간

인간

인간

해양발사순항
미사일

토마

호크
이스라엘의무
AI

인 폭 격 기
Harpy

인간

인간

인간

AI

인간

인간

인간

AI

B2)
편대형자동
무기

입력

AI

(타입 B1)
다기능자동
화무기(타입

인간이 설정

(타입 C)

상황별 대응

러시아

사라

방법지시

토닉

상황별 대응

드론편대형

방법지시

무기

자율적 결정
자율형 무기
자

(타입 D)

인간

인간

AI

AI

편대형자율
무기

문제해결가

기초연구단계

능
자율적 결정

율
형

임기응변적

인간

인간

AI

(타입 E)

AI

임기응변적
문제해결가
능

반자동형무기(타입 A)는 공격 대상을 인간이 설정하고 공격 대상에 대한 명령도 인
간이 실행하는 단계의 무기이다. 목표물을 찾아내고 공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자동
화된 무기이다. 반자동형무기는 인간의 조작 없이는 동작이 어려운 형태이므로 자율
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ATLAS(Advanced Targeting and Lethality Automated System)로 운영되는 자동
전차도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공격 대상에 대한 발사명령을 실행하므로 반자동형무기
에 해당한다(栗原

聡, 2019). 이 반자동형 무기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되어 적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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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상황, 병력을 파악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동형무기(타입 B)는 인간이 설정한 목표물에 대해서 공격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인공지능(AI)이다. 이 자동형 무기부터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의 논의
대상이 된다. 공격 대상을 발견하는 방법도, 발견한 대상에 대하여 공격 명령을 내리
는 시간도 AI가 결정한다. 예를 들면, 무기에 탑재된 카메라로 영상 데이터를 AI가
딥 러닝기술로 분석, 판단하여 자동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자동형 무기는
사전에 설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석, 판단 등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적
이지는 않다. 그리고 딥 러닝 학습도 인간이 진행한다. 그러나 학습과정에서 프레임문
제1)가 제기되거나 학습 데이터의 편파성, 부정확성 문제로 인해 제기되는 오류가능성
이 존재한다.
특화형 인공지능(AI) 무기(타입 B1)는 미사일과 단일 기능을 가진 무기가 자동화된
무기 형태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IAI가 개발한 무인공격기 ‘Harpy’가 여기에 해
당한다. 공격대상이나 주변 정보는 인간이 입력할 필요가 있지만, 발사이후에는 원격
조작 없이 대상 영공을 선회하면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자폭하는 형태로 공
격이 이루어진다.
낮은 레벨의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다기능자동화무기(타입 B2)는 러시아의 사라토닉
과 같이 탑재한 카메라로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 공격 대상을 자동 식별하여 사
람의 관여 없이 자동으로 공격하는 형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계에 의해 병사가 사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쟁의 형태로 병사와 병사 간 기존의 전쟁
형태와는 달리 인간 대 기계, 기계 대 기계의 관계로 전개될 수 있다. 자율형 살상무
기시스템(LAWS) 논의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다기능자동화무기(타입 B2)의 허용여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논쟁적이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다기능자동화무기(타입 B2)에서 공격명령은 인간이 아니라 기
계가 결정한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공지능(AI)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이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실제적으로 공격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인공지능(AI) 알고리
즘을 만든 엔지니어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엔지니어들이 상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오작동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편대형자동무기(타입 C)는 타입 B의 무기가 집단적으로, 또는 인간과 편대를 구성하
여 작전 상황에 활용되는 무기를 의미한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선보이고 있는 드론편
대형 비행실행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드론편대무기를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 실
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栗原

聡, 2019). 편대형자동무기(타입 C)는 주식시

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의 폭락(Flash Crash)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도 하다. 그 이
유는 타입 B의 무기들이 상호 연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 무기(타입 D)는 자동형무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타입 C까지는 발생할 수
1)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유한한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로봇이 현실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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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을 사전에 입력해 두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지만, 자율형 무기(타
입 D)부터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자율형 무기(타입 D)에서는 우선
인간이 AI무기에 메타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수단(서브목표)
는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 수행한다.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는 T-800
형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자율형 무기(타입 D)는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상황별로
스스로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황변화에 대
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형태의 무기이다. 이 무기는 높은 수
준의 범용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자율형 무기(타입 D)는 자율성을 기
반으로 작전 명령을 수행하므로 도입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국제사회에서도 논의 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나 적국과의 대치
상황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편대형자율무기(타입 E)는 자율형무기로 집단적인 편대를 형성하여 전쟁 수행이 가
능한 형태이다. 이것은 자율형 무기의 최종 종착점이 될 것이다.
2.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관련 국제적 합의와 쟁점점
2019년 8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에서는
(meaningful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와

human

control)」,

「유의미한

관련하여
인간의

「유의미한

인간의

판단(meaningful

관리

human

judgement)」 하에 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즉,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를
인간의 관리 하에 둔다는 점에 합의한 것이다.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AI로봇이 인간을 살해하는 무기개발에 대하여 반감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제NGO단체나 중남미,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
다. 그러나 무기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러한 반대움직임과는 달리 기존 틀 속
에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에 대한 새로운 규
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하여 왔다. 2019년 8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이
렇게 추상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규제가 정당한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GGE회의에서는 무기의 제조단계부터 사용에 이르는
단계까지 프로세스에 1949년 제네바조약, 1977년 추가의정서 제 36조(새로운 무기)
개발과정에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제
36조는 국내 무기제조 기업을 가진 국가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감독체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자율형 살상무기시
스템(LAWS)의 사찰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AI무기의 수준을 반자동형무기(타입 A)에서부터 편대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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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기(타입 C)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의 자동형무기로 높은 수준의 자동형무기에 대
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AI무기의 개발 경쟁은 국제적인 의정서 체결이
나 조약으로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전시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AI무기를
기존의 무기와 같이 객체로 인식하는 근대적 사고체계는 매우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
로 우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무기 기술에 맞게 인간-AI무기 간 관계재설정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향후 사이버전쟁 등 새로운 형태의 전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무기나 자율형 무기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결국 AI무기에 대한 전략적 성격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재설정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과 관련된 합의에서 기계에 의한 인간 살
상을 규제한다는 명목에는 합의하였지만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장치
를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AI무기기술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
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결국 인간이 의도하지 않는 적대적 상황이 가속화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이버전쟁이나 초음속무기들과 같이 고속으로 운영, 대응하는
AI무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유의미한 인간의 관리(meaningful human control)」,
「유의미한 인간의 판단(meaningful human judgement)」 하에 있는 전통적인 무기
에 대한 평가도 변화하게 된다.
인간 존중과 윤리에 대한 문제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그 자체와 관련해서
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福井
康人, 2019). 실제로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로 확장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전투지역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 설정이나 기계와 기계간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이
컨트롤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간
편대비행형태의 전투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2019년 8월 합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 되었다. 설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더라도 규제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교섭과정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교섭은 실패하거나 분완전한 조약,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주요 무기나 병사들이 휴대용 안드로이드 키트를 소유하고 이것이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무인비행기(드론)등을 통해
서 전투지역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파악, 공유되면서 전술적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전
투지역에서 공격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자신의 판단에 사용하는 정보가 인공지능(AI)
기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Kill Chain 프로세스에서 공격판단 명령을 최종적으로 인간
이 행사하는 것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
(LAWS) 사용에서 우려하는 ‘인간 배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행태로 자위권적 공격인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원칙(구별원칙, 비무차별원칙, 비례원칙, 예방원칙)에 따라 공격명령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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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AI무기는 Kill Chain 프로세스에서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
(LAWS)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AI 무기의 사용에서 인간의
관여(human in the loop)가 필연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인간
의 판단(human on the loop)이 보장되는 것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게 된다.

Ⅴ. 향후 AI정치의 새로운 과제와 쟁점들 그리고 해결 가능성
1. 정책제언AI를 활용한 남북한, 국가안보 쟁점 분석
현재 일본에서는 정책제언AI를 활용한 정책방안 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정부차원에서도 2050년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2030년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제도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2040년까지 지역사회가 직면할
문제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공지능(AI)으로 도출하는 프로
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나가노현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나가노현이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
떻게 할 것인가” 라는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AI로 도출하였다. 오카야마현 마
니와(真庭)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도출을 시도하
고 있다.
<그림 3> 정책제언AI 전체적인 분석 과정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다면,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안보적 쟁점이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AI를 활용한 정책제언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제
언AI를 활용한 현안분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막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변수
들을 추출하고 이들 상호간 관계성을 분석한 다음, 2만 가지 시나리오를 인공지능(AI)
이 분석해 준다. 그리고 AI는 예산관련분석에도 매우 높은 정확성 및 효율성을 발휘

- 15 -

하고 있다. 정부의 분야별 예산 효율화나 통일비용 도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 정책제언AI 분석결과 예시

2. AI무기와 관련된 국익 극대화와 무기체계 재정립
현재 AI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등이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국방 이노베이션청」을 설립하였다. 이곳을 중심
으로 화상 자동인식, 군사로봇자율주행,

예측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

공지능(AI)이 공격명령을 결정하는 자동형무기(타입 B)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은 2018년 KAIST와 한화시스템이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AI 기반 지휘결심지원체계 대형급 무인잠수정 복합항법 알고리즘,
AI 기반 지능형 항공기 훈련시스템, AI 기반 지능형 물체추적 및 인식기술 개발 등을
개발한다. 그리고 2019년 12월,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 국방 인공지능 특화연구센터'를 KAIST에 개소하였다.
일본은 대인지뢰제거용 로봇개발, 다각로봇, 무한궤도식로봇, 지뢰탐지용무인소형헬
기, 지뢰처리용 자율주행차량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대인
지뢰제거용 로봇개발과는 달리 자위 · 전수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이 공격수단으
로서 AI무기를 보유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매우 논쟁적인 상황이기도 하
다. 일본의 AI무기 보유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와 관계 속에서도 갈등요인
으로 등장할 수 있다.
현재 AI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 즉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LAWS)에 관련된 규제가 자신들의 기술보다 불리한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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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실적인 가능성은 AI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
의 기술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형태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더더욱 규제
수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AI무기 개발 국가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라인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나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무기가 가지는 효율성을 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설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와 설득은 기존의 근대적 인식체계를 근간으로 한 현존 국제질서를 소극
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서양철학, 근대적
합리주의와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선규, 2019). 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제기되는 현
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간 vs 자연, 인위적 문화 vs 자연
구성물, 인간 vs 비인간(기계), 주체 vs 대상, 근대 vs 전근대, 이성 vs 비이성 같은 이
원론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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