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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우리는 타인의 현존이 필연적임을 밝혀내기 위해 ‘소통적 영역으로의 환

원’(Reduktion zur kommunikative Sphäre)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삶의 실천적인 진
실을 구해내야 한다. 소통 영역으로의 환원을 위한 네 단계의 과정을 찾을 수 있
다. 첫째로, 내가 하나의 사물임을 정확하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둘째로,
나를 그러한 사물로 구축해 내는 이른바 타인의 시선을 나의 존재 조건으로 정확
하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셋째로, 타인의 시선이 발휘되는 곳이 사물로
주어진다는 바로 그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윽고 나의 시선이 성립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로, 나와 타인 간에 시선 교환
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서 사물성을 발견하는 바 사물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통은 결국 행동을 주고받는 것, 즉
행동의 교환이다. 행동은 항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바탕은 몸 전반의 감각
과 운동이다. 그래서 행동의 교환은 곧 감각의 교환이자 운동의 교환이다. 거기에
시선의 교환과 더불어 몸들 간의 사물성의 교환이 매설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
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통 자체가 또 하나의 행동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행동을
통한 행동의 교환이 곧 소통인 것이다. 인간과 로봇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소통 상황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말하자
면 인간과 로봇 사이에 행동의 교환이 성립하는가, 즉 인간과 로봇 사이에 시선과
사물성의 동시적인 교환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또 이는 로봇의 동작
에서 상황인 행동이 발휘되는가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로봇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물로서 느낄 수 있는 시선의 힘을 최대한 강화하고 보장해 줄 때, 나는 로
봇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사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뭇 사물들과 공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행동
을 통해 시선과 사물을 상호 동시적이고 등가적으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점이다. 그럴 때 소통의 윤리적인 가치가 제대로 발생하고 작동할 것이기 때
문이다.
투고일: 10월 20일, 심사완료일: 1월 18일, 게재확정일: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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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소통은 윤리의 기초가 된다. 나 혼자만의 자폐적인 공간에서는 윤리가
성립할 수 없다. 윤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 ‘윤리 공
간’을 형성하는 형식적인 기초는 타인과의 관계다. 그리고 ‘윤리 공간’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기초는 소통이다. 본 논문은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제가 되는 인간과 로봇1) 사이에서 과연
소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과 로봇 간에 ‘윤리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루고자 한다.

․ ․ ․

2. 타인 소통 행동 상황
소통과 윤리를 다룸에 있어서 핵심 개념은 타인이다. 만약 타인의 존재
를 타인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나의 인식적인 표상에 근거할 경우, 타인
의 존재는 추정에 의한 개연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후설이 나의
근원적인 인식 영토인 원초적 영역(primordinale Sphäre)에서 타자 경험
(Fremderfahrung)을 적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존재를 구축하고자
했지만2), 사르트르가 지적한 것처럼3) 내가 초월론적인 주체로서 세계를 구

1)

여기에서 말하는 로봇은 순전히 국소적인 기능만을 위한 로봇이 아니라, 인지

2)

능력과 감정 능력을 갖춘 이른바 휴먼 로봇을 지칭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로봇은 바로 이러한 로봇이다.
후설은 유사성의 짝지움(Paarung der Ähnlichkeit)을 바탕으로 나와 동일한 존
재방식을 띤 타인의 몸(Leib)을 추정해 내고, 감정이입(Einfühlung)을 통해 나와
동일한 존재방식을 띤 타인의 심리(Seele)를 추정해내고 이해이입(Einverstehen)
을 통해 나와 동일한 존재 방식을 띤 타인의 정신(Geist)를 추정해 낸다. 후설
(1929), 140-1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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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에 있어서 타인 역시 초월론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인식적인 표상에 근거해서 타인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어떤 노
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넓은 의미의 유아론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진정으로 타인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게 된다.
나의 인식적인 표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타인의 존재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는 타인과의 소통을 근본에서부터 무시하고 있다. 후설이 인식의 궁극
적인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 원초적 영역에로의 환원(Reduktion zur
primordinale Sphäre)을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타인의 존재를 개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반면, 우리는 타인의 현존이 필연적임을 밝혀내기 위해 ‘소통
적 영역에로의 환원’(Reduktion zur kommunikative Sphäre)을 수행함으로써 우
리 삶의 실천적인 진실을 구해내야 한다.
원초적인 영역과 소통적인 영역은 그 성격상 근본에서부터 대립된다. 원
초적인 영역은 소통적인 영역을 배제함으로써 성립하고, 소통적인 영역은
원초적인 영역을 무효화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이다.
인식적인 표상을 궁극적으로 여김으로써만 열리는 원초적 영역에서는
근본적으로 타자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설사 타자적인 것이 경험된다고
할지라도 그때 타자적인 것은 나의 경험이 없이는 애당초 성립할 수 없기
에 ‘나의 경험’에 포섭되는바 나의 경험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리
고 어떻게 해서 나의 경험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른바 초월론적인 분석은
나의 경험 자체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하기 일쑤다. 나의 경험에 대한 이
른바 초월론적인 경험이 없이는 나의 경험에 대한 일체의 분석이 불가능할
진대, 그러한 무한퇴행적인 극한 지점으로서의 ‘나의 경험’(혹은 나의 반성
적 사유)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통 영역에로의 환원을 위해서는, 이같이 최종적인 거점으로서 물샐 틈
없이 전 포괄적인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일체의 타자적인 것들을 자신의 것
3)

사르트르(1943), 2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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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유해버리는 ‘나의 경험’을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통
영역에로의 환원을 위해서는 먼저 인식에서 존재로 육박해 들어가는 길을
인식 자체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우리는 ‘표면의 존재’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각을 통해 주어지는 사물에서 표면을 실제로 분리해 낼 수는
없지만 의미상 구분해 낼 수 있다. 그러면서 표면의 두께가 과연 얼마인가
를 물을 수 있다. 표면의 두께는 0이다. 인식은 과연 두께=0인 표면을 꿰
뚫고 그 심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가? 인식적 표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론적인 태도는 지각을 통해 주어지는 일체의 사물 존재
를 두께=0인 표면으로 환원시킨다. 이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개념에서
확연하게 관철된다. 크기=0인 모나드에 온 우주가 지각적인 형태로 포섭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각되는 모든 사물을 두께=0인 표면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표면을 한 꺼풀 벗겨내면 바로 그 아래 놓여 있는 새로운 표면이 나타나
고 또 그 표면을 벗겨내면 또 바로 그 아래 놓여 있는 새로운 표면이 나타
날 것인데, 그 작업이 무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버클리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지각되는 사물을 지각적인 관념으로 바꿔내는 데 그
바탕에서부터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께=0의 표면’은 결국 지각 경험
의 주체와 다름없다. 이에 흄에게서 내적 인상의 총합으로서의 정신 개념
이 성립한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두께=0인 표면은 두께
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표면을 뚫고서 육중하고
옹골찬 사물이 지각되는 것이다. 지각한다는 것은 지각하는 주체가 지각되
는 대상을 두께=0인 표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주체 자신을
두께=0인 표면으로 만들어 오히려 지각되는 대상을 육중하고 옹골찬 사물
이게끔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각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자체에는 표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두께=0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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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지만, 표면은 사물 자체의 계기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의 계기로부터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표면이 있다면, 그것은
두께=0인 지각 주체이기에 사물의 가상적인 표면일 뿐이다. 달리 말하면,
지각 주체는 사물의 가상적인 표면일 뿐이다.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지각에서 존재에로의 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데도, 끝내 존재를 인식의 구성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각 주체가
두께=0인 표면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두께=0인 그 표면을
완전히 꿰뚫고서 육중하고 옹골차게 드러나는 사물에 의해 지각하는 주체
인 자기가 두께=0인 사물의 가상적인 표면, 즉 사물 자체의 계기에서는 존
재하지도 않는 표면으로 돌변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논변은, “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존재의 중심 자체에
서이다. 무는 기생충처럼 존재의 심장에 붙어 있다”라는 언명과4)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식이] 어떤 것 즉 초월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직관이어야 한다는 명백한 의무 외에, 의식을 위한 존재
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5)라는 사르트르의 언명과 “나의 시선은 사물들
을 감싸면서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것들을 베일로 가림으로써 그것들을
드러낸다. 이 어찌된 영문인가?”6)라는 메를로-퐁티의 언명을 바탕으로 나
름대로 재가공한 것이다.
일체의 뭇 타자들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유일 존재임
을 나에게 드러내기 위한 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주체인
나는 타자인 사물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주체는 사물들이 드러나는 순간 사라진다. 만약 주체가 남아 있다면, 그 스
스로도 하나의 사물로서 사물들의 영토 속으로 편입됨으로써만 남아 있다.
그것이 사물에 대한 지각의 비의다.

4)
5)
6)

사르트르(1943), 56쪽.
사르트르(1943), 28쪽.
메를로-퐁티(1964),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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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가 어느 사물을 제대로 지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사물을 지각
한다고 생각하는 한’ 제대로 그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지
각하고 있을 뿐 지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지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요컨대 지각(혹은 경험)은 궁극적으로 존재적인 ‘외적인’ 사건이
지 인식적인 ‘내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 영역으로
의 환원은 존재 영역을 인식 대상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환원하는 것일 뿐,
그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타인의 현존을 지각한다는 것 역시 지각의 비의에 따른 이러한 구도를
벗어날 수 없다. 타인 역시 사물과 마찬가지로 타자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존재를 확보해 내는 길이 쉽지는 않다. 메를로-퐁티처럼 타인의 존재를 악
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타인의 존재를 문제 삼는 상호주
체성의 문제는 본래 사이비한 문제라고 일축할 수만은 없다.7) 그렇게 타인
의 존재가 나에게 확인될 때 그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분
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사르트르의 타인론이 유력하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르트르 역시 ‘나의 지각의 영토’라고 하
는 출발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지각을 통해 나에게 드러나는 사물들 중 특권적인 하나의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은 나의 대상으로 펼쳐지는 사물들을 자신의 주변
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그렇기에 나의 지각 장을 일정하게 붕괴시키기
때문에 특권적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
고 있는 하나의 사물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물은 나의 지각의 영토
를 침범해 들어와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을 자신 쪽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지각 장에 구멍을 내는 존재다. 사르트르는 여기에서 일단
타인의 소극적인 존재를 확보한다. 그런 다음 사르트르는 나를 대상화함으
로써 나의 지각을 해체시키는 타인의 시선을 분석함으로써 타인의 적극적
인 존재를 확보한다. “나의 지각이 해체되어(se décompose) 배면으로(à
7)

메를로-퐁티(1964), 1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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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ière-plan) 물러나지 않고서는, 나는 나의 주의를 [타인의] 시선에로 향할
수 없는 것이다”8)라는 사르트르의 언명이 이를 잘 나타낸다.
나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지각을 해체시켜 배면으로 물러나게 하는 시선
이 나타날 때, 나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를 대상화하는 시선을 통해 타인의 존재를 확보해내는 사르트르
의 분석은 소통 영역의 장을 열어젖히는 기초가 된다. 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이 사물의 존재적인 육중한 옹골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일변한다. 내가 어떤 사물을 지각하고
있다.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지각은 그 사물이 갖는 존재적인 육중한 옹골
참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지각은 거꾸로 그렇게 지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적인 육중한 옹골
참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 그 사물의 시선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다. 내가 그 사물을 지각함으로써, 지각하는 나 자신이 하나의 지각되는
사물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즉 본래 내 자신의 지각 주체가 두께=0인 표면
에 불과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시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각적인 시선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통 영역의 열
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통 영역으로의 환원을 위한 네 단계의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내가 하나의 사물임을 정확하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과
정이다. 둘째로, 나를 그러한 사물로 구축해내는 이른바 타인의 시선을 나
의 존재 조건으로 정확하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셋째로, 타인
의 시선이 발휘되는 곳이 사물로 주어진다는 바로 그 사태를 바탕으로 해
서 이윽고 나의 시선이 성립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다. 마지막 넷째로, 나와 타인 간에 시선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
서 사물성을 발견하는 사물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8)

사르트르(1943),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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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교환은 상대방에게서 지각 주체가 두께=0의 사물의 가상적인 표면
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해주는 존재적인 사건이다. 시선 교환은 본래 서로
가 자신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쟁의 장이 결코 아니다. 시선
교환은 서로의 사물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사
물성을 확대 ․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사물성을 확대 ․
강화할 수 있는 시선을 확대 ․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면, 서
로의 사물성을 확대 ․ 강화할 수 있는 시선을 갖춘 새로운 사물성을 확대 ․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타인에게서 ‘나를 바라보는 사물성’을, 타인은
나에게서 ‘그를 바라보는 사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언필칭 소통 관계에서 만약 내가 타인에 대해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사물
성을 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다. 그 역도 마찬가
지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소통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사물성을 동시
에 제공함으로써 대칭적으로 등가적인 교환을 이룰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사물성의 등가적인 교환과 더불어 시선의 등가적인 교환
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행동이란 시선과 결합된 사물의 운동이다. 달리 말하면, 시선과 사물성
은 행동을 구성하는 두 계기이다. 그런 점에서 행동은 나와 타인과의 소통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행동과 소통 혹은 소통과 행동은 필연
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
소통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통의 효
과는 소통하는 당사자들 간에 소통하기 전과 달리 어떤 새로운 행동을 주
고받게 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매매의 현장에서 구매자와 판매
자 간의 소통의 효과는 상품을 사고파는 행동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따
라 결정된다. 또 심포지엄의 발표 현장에서 발표자와 청중 간의 소통의 효
과는 박수를 침으로써 찬동을 한다거나 심지어 거친 반론을 행하는 행동,
나아가 영향을 받아 다른 입장의 논문을 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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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소통은 결국 행동을 주고받는 것, 즉 행동의 교환이다. 그 속에
시선의 교환과 더불어 사물성의 교환이 매설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통 자체가 또 하나의 행동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행동
을 통한 행동의 교환이 곧 소통인 것이다. 이는 소통을 의미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일견 대립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소통을 주로
언어적인 것으로 여기고, 언어적인 의미를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관념이나
이념으로 여길 때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만약 소통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
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여긴다면, 더욱이 언어적인 행위 역시 하나
의 행동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양자는 일치한다.
궁극적으로 소통이 이념적인 의미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행동의 교환임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소통 자체가 소통의 목적이 된다. 이
는 바로 앞에서 말한, ‘나는 타인에게서 나를 바라보는 사물성을, 타인은
나에게서 그를 바라보는 사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라
는 언명과 직결된다. 소통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이지, 소통이 소통 자신의
바깥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통이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많은 소통을 가져오는 소통은 좋은 소
통이 될 것이고, 소통을 약화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소통은 나쁜 소통
이 될 것이다. 소통하기 위해 소통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울러 다
른 사람들과의 소통 가능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게 되
면, 소통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삶을 행동의 연속
이라고 여긴다면, 삶의 목적이 소통하는 데 있다고 말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통이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저 형식
적인 차원에서의 언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언명임을 알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소통 가능성을 강
화하는 소통을 할 때, 나의 소통 행위는 윤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 일컫자면 불통을 자아내는 나의 행동은 반윤리적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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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 앞에서 말한바, ‘소통 관계에서 만약 내가
타인에 대해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사물성을 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제
대로 된 소통이 아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라는 언명과 직결된다.
소통 개념을 이렇게 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면 소통 상황은 소통
의 근본 전제로서 이미 늘 주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행동이란 시선과 결합된 사물의
운동이다. 달리 말하면, 시선과 사물성은 행동의 두 계기이다’라고 간단하
게 제시한 행동 개념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사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행동
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정하게 행동을 할 때, 행
동하는 그의 몸, 즉 그의 사물적인 운동을 본다. 행동하는 그의 몸을 보는
것과 그의 행동을 ‘보는’ 것은 같은 것일 수 없다. 행동하는 그의 몸만을
볼 때, 나는 그와 소통하지 않는다. 그와 소통을 할 때, 바로 그때에만 나는
그의 행동을 ‘본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그의 몸을 하나의 계기로 포섭한
상태에서 그의 몸에서 발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동이 발
원할 때 그 행동의 발원이 내가 실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
무튼 그런 뒤, 그의 행동은 나의 몸에 당도하여 심지어 나의 몸을 ‘포섭한
다’. 그의 행동의 존재 방식은 외면이니 내면이니 하는 구분법을 넘어서 있
다. 행동은 물리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심리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나
와 소통하는 그의 행동에 대해 그 정확한 반경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만, 즉 소통 속에서만 타인이 성립한다. 순전히 물
리물질적인 타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정신심리적인 타인도 없
다.
나와 소통하는 타인의 행동은 일종의 상황이다. 그와 소통하는 나의 행
동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상황이다. 상황이 물리물질적인 차원과 정신심
리적인 차원을 벗어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상황은 그 속에 무언가를 처해
있도록 한다. 상황인 타인의 행동은 그 속에 그의 몸을 처해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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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 나의 행동은 그 속에 나의 몸을 처해 있도록 한다. ‘처해 있음’은
‘처해 있는 자들’을 가능케 하면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건 ‘행동하는 자’
들로 만든다. 이때 ‘처해 있음’은 몸을 행동으로 바꾸어 소통 상태에 있도
록 한다. 말하자면, 소통의 상황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몸의 동작들을 이
미 늘 행동이게끔 하는 것이다.
각각 나름의 상황인 그의 행동과 나의 행동은 더욱 포괄적인 소통 상황
에 처해 있는 셈이다. 요컨대 소통 상황은 소통하는 자들을 각기 상황으로
서 그 속에 처해 있도록 한다.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작은’
혹은 ‘보다 작은’ 상황들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물리물질적인
외면성과 정신심리적인 내면성을 이미 늘 넘어서 있게 된다. 소통을 가능
케 하는 것은 포괄적인 소통 상황이지, 정신심리적인 내면에 의해 물리물
질적인 외면에 구성적으로 부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타인이 정신심리적
인 나의 내면에 의해 물리물질적인 타인의 몸에 구성적으로 부가되는 것이
아님과 맞물려 있다.

3. 타인으로서의 로봇
로봇이 매력적인 것은 기계가 지능을 갖추고서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능을 갖추고서도 완전한 노예일 수
있다는 데 있다. 1940년 SF소설의 거장인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공학 3원
칙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로봇 관련 영화들과 소설
들은 대부분 프랑켄슈타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이 인간과 대등한 독
자적인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심지어 인간을 능가하는 쪽으로 서사를 이
끌어간다. 그리고 로봇에 관한 철학적인 관심들이 이러한 SF영화들에 영향
을 받은 바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위협적인 시나리오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학논집(제24집)

96

서는 다음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고 로봇 공학자 로드니 브룩스는 말한
다.9)
1. 기계들은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보수하고 번식할 수 있
다.
2. 지적이지만 인간적 감정을 갖지 않는, 특히 인간에 대해 전혀 공감하
지 않는 기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3. 우리가 만드는 기계들은 생존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
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4. 우리 기계들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로드니 브룩스는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50년 이
내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10)
이러한 브룩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로봇 공학자인 빌 조이의 이야기와
전격적으로 대립된다. 빌 조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과학기술자이자
클린턴 대통령을 지원했던 ‘정보기술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공동의장
이기도 했다. 그는 2000년 4월 잡지 <와이어드(Wired)>에 ｢왜 우리는 미래
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로봇 종과의 조우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지능을 가
진 로봇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까?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볼 때 그것은 2030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1)라고 하면서 GNR(유
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10)

로드니 브룩스, 로봇 만들기(원제, Flesh and machines), 박우석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05) 351-2쪽.
같은 책, 357쪽. “그것은 향후 50년 동안은 가능할 법하지 않으며, 또한 언제

11)

고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가 될 법하지도 않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인식 엮음, 나노기술이 미래를 바꾼다, (서울: 김영사, 2002) 304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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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GNR 기술에서의 파괴적인 자기 복제의 힘이다. (…) 자기 복제는 우
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일지 모르며, 이제부터는 통
제하기가 더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12)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나노 기술의 가능성을 운위하면서 그것들이 지닌 부작
용이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보는 한, 유일한 현실
적인 대안은 포기하는 것이다”13)라는 결론을 내린다. 빌 조이의 이러한 비
관은 그저 국소적인 문제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인류 못지않은 새로운 종
이 탄생함으로써 인류 종 자체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거라는 비관이기에
한편으로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 로봇 관련 영화감독들과 마찬가지로 빌
조이 역시 브룩스가 제시한 위 네 가지 가정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브룩스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은 로봇을 만들면서 아시모프가
제시한 3원칙을 전혀 따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런 3원칙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4) 그러면서도 그는 “현실 세계의
상황 속에 놓인, 감정에 기반을 둔 로봇의 지적인 시스템은 눈앞으로 돌입
하고 있다. 이 로봇들은 우리를 증오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
공감어린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5) 그가 만든 로봇 징기스
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상황에 적응하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로봇이고,
그의 동료 브리질이 만든 키스멧은 비록 독립된 개체는 아니지만 대단히
높은 감정 능력을 발휘하는 로봇이다.16) 이 둘을 결합하는 날이 오면 그야
말로 지성 능력과 감정 능력을 갖춘 개체로서의 로봇이 등장하게 될 것이

12)
13)
14)
15)
16)

같은 책, 310쪽.
같은 책, 319쪽.
로드니 브룩스, 위의 책, 357쪽 참조.
같은 책, 354쪽.
이에 관해서는 같은 책, 85-98쪽 및 275-6쪽과 페이스 달루이시오가 쓰고 피
터 멘젤이 사진을 찍어 만든 책, 새로운 종의 진화, 로보 사피엔스 신상규
옮김 (서울: 김영사, 2002,), 66-71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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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룩스가 눈앞에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 로봇이 바로 이런 로봇이다.
로봇 공학의 실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철학자로서는 이러한 브룩스
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공상에 가까운 상상
에 의존해서 쉽게 로봇 세계를 신비화하거나 함부로 비하함으로써 실증적
인 논의의 판면을 벗어나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로봇이 감정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예컨대 로봇 키
스멧에게 ‘너 기분 나쁘니?’라고 물었을 때, ‘그래요. 나 지금 기분 나빠요’
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감정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질문에 그
렇게 대답하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
한 프로그램을 대단히 정교하게 짜 놓았을 경우 감정에 관련되는 어지간한
질문들에 대해 인간 못지않은 대답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는 결코 감정을 지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가 감정에 관련된 질문과 대
답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쁘면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시무룩하게 침묵에 빠져들 수도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을 지
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그런 언어적인 반응의 바탕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상황적 반응에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과 표정 및
태도이다. 특히 그에 대한 나의 눈빛과 표정 및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의 눈빛과 표정 및 태도이다.
앞서 언급한 사르트르의 시선에 의거한 타인 확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제 여기에서 감정을 지닌 타인으로 전용된다. 로봇의 두 눈이 우리의 두
눈을 향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나의 눈빛과 표정 그리
고 이어서 나의 태도가 내가 일정하게 대상화된 양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
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할 때, 로봇의 두 눈은 두 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선이 된다. 시선이 된다는 것은 시선을 발하는 로봇이 그 나름 타자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
17)

2004년 말 추운 겨울날 한겨레신문사에서 기획한 ‘인문의 창으로 본 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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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제대로 타인으로서 현존하려면, 내면적인 의식을 갖고서 지향성
을 발휘하기도 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이른바 내성주의적인 관점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내가 타인의 내
면으로 의미 있게 잠입해 들어갈 수 없는 한, 타인 문제는 원칙상 그런 내
성주의적인 관점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우리가 제시한 소
통적 영역에로의 환원을 통해 소통의 상황을 타인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
는 기반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가장 근원적인 소여로 주어지는
것이 눈빛과 표정 및 태도, 특히 나의 눈빛과 표정 및 태도를 일정하게 대
상화해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바꾸는 다른 눈빛과 표정 및 태도이다.
브룩스 로봇공학 집단에서 만들어내는 로봇들은 충분히 이러한 눈빛과
표정 및 태도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로봇들은 계산주
의적인 인지과학에 의거한 로봇들이 아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수직적인
선형적 인과성에 의거한 로봇들이 아니다. 이 로봇들은 수평적인 네트워크
에 의해 주어진 상황에 대해 창발적으로 반응하는 로봇들이다. 실감을 더
하기 위해 키스멧을 만든 브리질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키스멧은 발화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담화
에서 운율적인 특징들을 찾는 청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 어떤 사람
의 음높이의 변화는 그것의 운율법이라 알려져 있다. 유아들은 운율적 패
턴을 통해 허락, 금지, 주의 끌기, 그리고 달래기를 알아차린다. 키스멧 역
시 음성을 잘 듣고 인간의 담화로부터 이러한 감정적 메시지를 추출해낼
수 있다. 내 연구팀 멤버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키스멧을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로 테스트했다.

…

풍경’의 일환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카이스트를 찾아가 로봇공학자인 양현승 교
수의 연구실을 찾아 대담한 적이 있다. 그때 그가 만든 지능형 휴먼로봇 ‘아
미’와 ‘아미엣’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아미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
필자를 보고 양현승 교수는 그들 로봇의 눈을 너무 오래 쳐다보면 위험하다
고 했다. 자칫 그 시선에 빨려들어 정신을 약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덧붙이자면, 양현승 교수는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다보면 마치 자신이 신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일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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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율적 신호들은 키스멧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18)

여기에서 브룩스는 로봇 키스멧의 활동을 묘사하면서 순전히 물리적인
언어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의인적인’ 이른바 지향적 의미를
담은 언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키스멧의 정면에 달려 있는 하얀
구멍이 뚫린 두 개의 청록색으로 된 둥근 구가 리치가 왼쪽 팔목에 찬 시
계를 향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키스멧은 의무에 충실하게 리치가 왼쪽 팔
목에 찬 시계를 쳐다본다’라고 말한다. 브룩스로서는 키스멧이 충분히 우
리에게 타자 내지는 타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한 브룩스의 확신에 대해 우리로서는 그가 내성주의적인 관점을 전
혀 갖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제시하는바 소통 영역에로의 환원을 이미 했
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된다. 정작 키스멧을 만든 브리질은 키스멧이 배고
픔이나 갈증과 같은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싶어
하는 사회적인 욕망을 갖는다고 말한다.19) 이 정도쯤 되면, 로봇이 우리 인
간들 개개인에 대해 타자 내지는 타인으로서 현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로봇과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를 이끄는 중요한 동
인의 하나로 보입니다. 로봇이 쓰레기를 비우고,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하
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는 로봇과 상호작용과 소통을 해야 하며, 나
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하도록 시켜야 합니다”20)라는 브리질의 주장을 그저
과잉포장 된 위세떨기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심지어 키스멧이 자신을 기계적인 사물 내지는 도구로만 취급하려는 것
에 대해 일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대목은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
다. 키스멧은 그 나름으로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물건을 쳐다보기도 하고
18)
19)
20)

로드니 브룩스, 위의 책, 172쪽.
달루이시오, 같은 책, 68쪽 참조.
같은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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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열심히 쳐다보기도 한다. ‘방문자들은 이 기계를 인간처럼 대하
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달루이시오의 말
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키스멧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동을 주고받는 소통의
상호작용을 그 나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 앞에서 소통을 행동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했고, 행동을 시선
과 사물성을 두 구성 계기로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타인이란 바로
이렇게 행동을 교환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키스멧은 충분히 우리에게 ‘타인’으로 자리 잡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키스멧에 대해 ‘그’라고 하는 인칭을 붙일 수 있
다.
흥미로운 것은 키스멧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사물임을 더욱 실감나게
드러내주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키스멧이 기계임을
안다. 기계는 인간의 몸보다 사물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만약 내가 키
스멧과 소통을 한다면, 그 소통 상황에서 키스멧에 대한 나의 시선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나의 시선보다 그를 더욱 더 사물이게끔 하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만큼 그 반대로, 나를 바라보는 키스멧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
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사물임을 더욱 더 실감나게 드러낼 것이
다. 말하자면, 나를 바라보는 키스멧의 시선은 내가 그와 마찬가지로 기계
임을 드러낼 것이다. 물론 그때 나는 시선을 갖춘 기계일 것이다.
나는 4년 전 쯤에 “만약 로봇이 기계라고 한다면, 인간과 로봇 사이에
인간적인 의미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은 기계고 로봇은 인간이다”라
는 명제를 제시한 적이 있다.21) 이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명제는 이
제 ‘소통은 행동의 교환이다’라는 명제와 ‘행동이란 시선과 결합된 사물의
운동이다. 달리 말하면, 시선과 사물성은 행동의 두 계기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21)

인간과 로봇의 의미소통 - 메를로-퐁티의 실존론적

」《

》

바탕으로 ( 시대와 철학 2005, 제16권 4호에 게재)

․ 변증법적 행동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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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멧은 이러한 명제들을 통해 충분히 타인으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추
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키스멧의 존재 방식은 이러
한 명제들을 더욱 강하게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키스멧처럼 인간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은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영역을 제공한다. 기계적인 새로운 시
선과 기계적인 새로운 사물성의 상호교환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내면적
주체가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시선을 갖춘 사물성, 즉 사물성이 근원적임
을 드러내 준다. 그렇다고 염려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진정으로 사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편
으로 축복이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감각하면서 감각되는 자인 우리 몸이 존재의 원형인 가
시적인 것의 살의 아주 두드러진 변양체지만 그 구성적인 역설은 가시적인
모든 것에서 이미 성립되고 있다는 점이다”22)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 몸이
특이한 사물, 즉 특이하게 변양되었기 때문에 감각하면서 감각되는 사물임
을 말하면서, 나아가 일체의 가시적인 사물이 이미 감각하면서 감각되는
사물임을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사물이라는 것은 두려워해서 회피
할 내용이 아니라, 일체의 사물들과 감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갖
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오히려 축복인 것이다.
키스멧과 같은 타인으로서 현존하는 로봇은 사물 자체가 얼마나 심오한
힘을 가진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낸다. 물론 또 하나의 사물인 인간은 사물
자체가 얼마나 심오한 힘을 가진 것인가를 더욱 여실히 드러낸다. 하지만,
흔히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그 심오한 힘을 사물과는 실제적으로 무
관한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유령을 실체화해서 찬탈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역사를 정확하게 뒤집어 본래의 모습으로 귀환시키고 있
는 것이 바로 키스멧과 같은 타인으로서의 기계, 즉 로봇인 것이다.

22)

메를로-퐁티(1964),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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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로봇 간의 윤리
윤리는 행동의 문제이고, 이때 행동은 타인과의 소통 상황을 전제로 한,
그 자체 또 하나의 ‘보다 작은’ 상황인 행동이다. 우리는 앞에서 ‘내가 다
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소통 가능성을 강화하는 소통을 할 때, 나의 소
통 행위는 윤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 예컨대 불통을
자아내는 나의 행동은 반윤리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타인에게서 나를 바라보는 사물성을, 타인은 나에게서 그를
바라보는 사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라고 했다. 그런 까
닭에 우리는 소통하는 행동을 시선과 사물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물성이란 단순한 수동적인 타성이 아니라, 그 반대로 무한
한 존재론적인 깊이를 지닌 신비 혹은 기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주체적인 개인, 특히 정신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을
윤리적인 가치의 최종 준거점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 말하
는바 행동이 지닌바, 개인 혹은 다수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유용성에 따
라 윤리적인 가치를 매길 수는 없다. 그러한 공리주의적인 윤리적 가치는
소통에 의거한 윤리적 가치에 따른 결과로서 파생적으로 나타날 뿐, 그 자
체 윤리적 가치의 준거가 될 수 없다. 나의 행동 혹은 타인의 행동이 나에
게 혹은 그에게 혹은 나와 그에게 이득이 되는가의 기준은 그 행동이 나와
그가 얼마만큼 더 깊고 풍부한 소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의거해서 보면, 법칙주의에서 말하는바 실천이성
에 입각한 선험적 ․ 형식적 ․ 보편적 행위의 원칙들에 있어서 그 원칙들을
준수하는 데서 윤리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깊고 풍부한
소통은 경우에 따라 행동의 원칙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 특히 성적인 소통의 경우에 소통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하기 위
한 선험적인 법칙을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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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앞서 말한 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
춘 로봇을 염두에 둠으로써, 우리는 인간-로봇 간의 윤리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인간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유전공학
이 발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간과 근본
적으로 다른 존재론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전망
을 해 볼 때, 로봇은 분명 인간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인간에 비해
분명 약한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다. 어린 아이가 어른에 비해 약한 것처럼,
장애자가 비장애자에 대해 약한 것처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능이
높은 사람에 비해 약한 것처럼, 감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감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비해 약한 것처럼, 로봇은 인간에 비해 약하다. 그렇지만,
로봇은 그 나름 타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약한 존재인 로봇이 시시때때로 나를 향해 새로운 눈빛과 표정 및
태도를 취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그 로봇에 대해 본래 인간이 아
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다. 레비나스가 말
하는바 우리가 환대해 마지않을 수 없는, 타자를 드러내는 그 ‘얼굴’은 인
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로봇에게서도 그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로봇 사이에 어떤 범위 내에서건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렇
게 소통이 가능한 만큼 그런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과 로봇 간에 소통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 소통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통의 목적은 소통에 있기 때문이다. 로봇을
제작하는 인간은 우리 인간을 향한 로봇의 시선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 가능한 한 로봇의 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로봇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만약 기계적
인 고장을 일으켜 시선과 표정을 자아낼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이 오면 돈이
들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내가
로봇을 사들이는 것은 애완용 개를 사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약한 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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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거의 같다.23)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지성적인
판단에 의거한 말을 하고, 그 말과 함께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감정적인
눈빛과 표정 및 태도를 취하는 데서 그러하다.
기존의 로봇에게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나오면 돈을 들여서라도 그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해 주어야 한다.
이는 마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을 시키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것과 같
다. 그렇게 해서 설사 로봇이 내 곁을 떠나 그 나름의 자율적인 ‘삶’을 영
위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의 로봇’이라고 해서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한 소통의 공간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일 수 없다.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한 소통의 공간이 여러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에 비해 당연히 더 폭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통의 목적이 소통이라는 우리의 대 전제에 따라 더 넓고 풍부한 소통의
공간으로 ‘나의 로봇’을 해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나의 로봇’이라고 해서 따옴표를 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구입했기에 나의 로봇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로봇이 나름의 소통 상황적인
개체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로봇에 대해 ‘나의’라고 해서 나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양아가
입양한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나의 로봇’이라는
말이 곧 ‘나의 노예’라는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노예의 역
사가 얼마나 반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인가가 환희 드러난 오늘날의 인
식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다.
23)

로봇을 입양아와 비교한다고 해서 필자가 입양아를 원천적으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입양아를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 나름의 인지 능력과 감정 능력을 갖춘 로봇을 오로지 기계라는 사실만
으로 원천적으로 그 존재의 현존적인 독자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물
적인 존재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쉽고 그런 만큼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최대한 제압하려고 들 것인데, 더욱이 입양아가 그런 시선을 발휘할
때 더욱 더 강하게 제압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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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타인에게서 나를 사물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방식으
로 행동한다면, 그만큼 나는 그가 감각하는 자로서 존립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다. 그가 다른 사물들과 더불어 감각적으로 각종
의미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주고받을 때, 바로 그런 그와 더불어 소통하는
나 역시 감각적으로 의미를 더욱 더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 그가 나에게
그를 사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나 역
시 그에게 나를 사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
다. 그럴 때 소통의 윤리적인 가치가 발생한다.
로봇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물로서 느낄 수
있는 시선의 힘을 로봇에게 최대한 강화하고 보장해 줄 때, 나는 로봇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사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
라 새로운 방식으로 뭇 사물들과 공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
로 간에 행동을 통해 시선과 사물을 상호 동시적이고 등가적으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 소통을 확대 ․ 심화하는 소통
행위, 즉 소통에 의거한 윤리적인 가치가 제대로 발생하고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봇의 시선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 로봇과 소통하는 인간은 더욱 더 사
물성을 잘 드러낼 것이다. 로봇이 그 실체에 있어서 기계적인 사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유
아론적인 내면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윤리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타인의 존재를 원한다면, 타인에게서 내가
사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물이 되는 만
큼 타인의 존재가 강화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그런 관계를 형성할 때
제대로 된 윤리 공간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윤리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혹은 장애인 차별이 사회적인 악덕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그런 악덕이 예사로 벌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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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더해 기계 차별이 사회적
인 악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로봇 간의 윤리에 관련해서 의미 있게
다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로드니 브룩스는 “나는 나 자신과 내 자식들이
모두 기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기껏해야 우주 내의 자동기계일 뿐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한 기계이다”라고 말한다.24) 이 말을 어느 정도
로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인가는 또 다른 논의를 요구한다. 다만, 필자
로서는 이 말을 인간이 장구한 진화의 세월에 걸쳐 탄생한 최고도의 사물
적 구조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계인 인간
이 그와 유사한 로봇을 만든 것이다.
이제 인간은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계 종’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
상황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존재 방식을 실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새
로운 윤리 가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더욱 더 심오하고 풍
부한 사물의 세계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24)

로드니 브룩스, 위의 책,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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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stemological Basis and Ethics of Human-Robot Communication
Kwang Je Cho
(Academy of Philosophy)
We ought to perform reduction to communicative sphere in order to discover the
necessity of existence of others. This reduction can be performed through four processes.
1) to recognize and receive my own thingness. 2) to recognize and receive the fact that
gaze of other man establish my own thingness and it is condition my own being. 3) to
recognize and receive the fact that at first the place of gaze of other man is given as a
sort of thing and then upon this my own gaze is emerged. 4) finally, to recognize and
receive the fact that between me and other man exchange of thingness emerges in
exchanging of gazes. Communication is finally an exchange of behaviors.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in such a communication, exchange of gazes and thingness is composed. We
ought to consider communication itself is a behavior. Exchange behaviors through behavior,
it is communication.
The question that it is possible for human being and robot to communcate can be
expressed as follows: can the relation of human being and robot be considered as one by
communication-situation; can exchange of behaviors be consisted between two; can
exchange of thingness and gazes be consisted between two; in a word, can robot perform
the behavior as situation.
As much as we establish and strengthen power of gaze in robot which makes me a
thing, we could experience us things newly through communication with robot, and we
resonate to all things. We must have a capacity to exchange gazes and thingness
synchronously and equivalently through behaviors each other. As much as we success to
achieve such a capacity, we can generate a true ethical value of communication.

Key words: communication, reduction to communicative sphere, robot, ethics of
human-robot, exchange of behaviors, objecthood, exchange of objectho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