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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논문은 2015년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영화 <엑스마키나(Ex Machina)>를 통해,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문제를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조건들을 다룬다. 우선 자

유의지가 자아에서 비롯한다고 믿는 관념에 대하여, 불교의 무아설이 지니는 의미

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기술적인 외형 구현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는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논의하였다.

불교의 무아설은 아트만과 같은 행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위자 없

는 행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허구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나’라고 하는 통합된 내적 표상이나 일반적 사고 능력은 그 유용성의 다



110   불교학연구 제70호

른 표현이 될 것이다. 에이바는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인간처럼 움직이는 데 전

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에이바의 자기 모델은 사람의 자기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유용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르게 구성되었다는 사실만

으로 ‘마음’을 지닐 수 없다고 논증하는 것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듯하다. 유정물

과 무정물을 가르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 층위가 보다 촘촘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의 인지적 구조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감

정표현을 판독･분석･재현할 수 있지만, 감정을 경험하고 자기를 인식하는 인공지

능은 현실적･이론적으로 구현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논의

에 있어서 아트만적 자아의 관념을 전제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의 경험이나 의식의 

발생은 자유의지 문제를 탐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조건들인 셈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엑스마키나, 자유의지, 오온, 무아, 감정, 자기 인식

I. 서론

<엑스마키나(Ex Machina)>는 2015년 인공지능의 문제를 다룬 알렉스 가랜

드(Alex Garland) 감독의 영화이다. 저명한 과학철학자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은 <엑스마키나>와 함께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 감독의 <그녀

(Her)>를 인공지능으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한 영화로 꼽은 

바 있다.1) 인공지능 연구자들도 <엑스마키나>만큼은 과학저널을 통해 진지

하게 검토했다.2) <그녀>는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무시한 판타지에 가까운 반

면, <엑스마키나>는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기술적・철학적 측면에서 세심하

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 

1) Dennet 2017, 399. 

2) Seth 2015; Picard 2015.

3) 대도시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그녀>에서 휴대전화 OS들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여 여러 명

의 인공지능-인격을 형성하고, 물질세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반면 근미래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엑스마키나>에서 묘사되는 컴퓨팅 기술은 현재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 있

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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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거대 검색엔진 그룹 회사 블루북(Blue Book)의 직원인 칼렙(Caleb)이 

사내 추첨에 당첨되어 창업주 네이든(Nathan)의 개인 연구소로 초대되는 장면

에서 시작된다. 네이든은 칼렙에게 인공지능 로봇인 에이바(Ava)의 튜링 테스

트(Turing Test)4)를 맡긴다. 네이든의 숨은 목적은 에이바가 칼렙이 자신의 탈

출을 돕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결국 칼렙은 네이든을 속이

고 에이바에게 탈출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자신은 투명문 뒤에 갇히고 만다. 에

이바는 네이든을 물리치고 탈출할 때, 투명문 뒤에 갇힌 칼렙을 보고도 외면한 

채 연구소를 나서고, 인간들의 거리에 선 그녀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탈출’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에이바의 무표정한 모습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하여 섬뜩한 인상을 받는다. 에이바가 주체적인 의지

를 가지고 칼렙과 네이든을 속이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최종승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화를 ‘인간과 인공지능 혹은 로봇의 대립’으로 바라보

는 시각이 우세하다.5) 

‘엑스 마키나’의 어원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극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

을 때, 와이어에 매달린 신이 하늘로부터 하강하여 모든 극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적인 기계장치의 의미

를 생각해볼 수 있다.6) 에이바의 모습에서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

명을 생산하는 ‘특이점(singularity)의 시대’ 혹은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도래’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에이바의 탈출을 다룬 이 영화는 인공지능 자유의지의 실현을 다루는 것으

4) 앨런 튜링이 1950년 제안한 테스트로서, 장벽을 사이에 두고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고, 인간이 대

화 상대가 기계인지 다른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로 판정한다. 

직관적인 테스트이기는 하지만, 금세기 들어 매우 모호한 테스트라고 지적되고 있다. 수많은 인공

지능 영화 가운데 본 논문이 <엑스마키나>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영화가 네이든에 의한 인간 칼렙

과 인공지능 에이바의 시험이라는 튜링테스트의 구도와 그 모호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5) 이 영화를 바라보는 페미니즘 시각도 존재한다. 전형적인 백인 남성 중심의 휴머니즘을 여성의 모

습을 한 인공물에 덧씌우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영화 속 모든 로봇은 에이바를 제외하면 모두 아

시아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영화를 바라보는 페미니즘 담론으로는 Kakoudaki 2018; Di 

Minico 2017; Henke 2017을 참조할 것.

6) 강준수(2020, 22)는 <엑스마키나>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인류와 기

계의 공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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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스럽게 읽힌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시스템을 벗어나 그 자신

의 주체적 의지에 따라 탈출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과연 영화 

밖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사실 인공지능 영화에 대한 담론에서 영화 속 

상황의 현실성을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학적 관점에서는 영화를 “인

간 대 로봇 인터페이스 구상을 가다듬은 효과적인 수사학적(rhetoric) 모델”7)로 

활용하면 된다. 또한 기술 개발자들이 그러한 인공지능의 실현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문제와 관련하여 불교는 비교적 유연하고 능동적인 입

장을 취한다. 물론 이는 모든 종교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여러 종교 가운데 불

교가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바라보는 데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

다.8) 일각에서는 ‘불편한 골짜기(Uncanny Valley)’ 개념을 제안한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森政弘)의 사례를 거론하며 불교가 원래 로봇 친화적이

라고 보기도 한다.9)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은 여기에 그쳐

서는 곤란할 듯하다. 현재의 담론들이 대부분 인공지능/로봇이 자아를 형성하

고, 자유의지를 획득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한다는 오랜 클리세(cliché)의 변

주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불교가 기존의 자유의지 클리세를 무비판적으로 수

용한다면, 자칫 비불교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불교적 인공지능 논의를 오염

시킬 우려가 있다.10)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아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인

공지능/로봇의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7) Jansen 2020, 227.

8) 2021년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종교 로봇은 불교계 3종, 루터파 1대, 가톨릭 1종 등이다. 

Kopf(2020)는 쿄토 고다이지(高台寺)의 로봇 관음상을 무정물도 불성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설명

하기도 한다. 2017년 한국불교학회에서는 “불교와 4차산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5건의 연

구논문이 보고 되었으며, 일본 불교학회에서도 2017년 龍谷大學에서 “人間とはなにか-科學者と佛

敎者との對話を通して”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인공지능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9) Borody 2013; Kimura 2018. 

10) “불교도가 무아(anattā)를 주장하면서도 로봇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과 자아를 위협한다고 우려하

는 모순적인 사례가 발생한다”는 Tamatea(2010, 983)의 지적은 불교 영역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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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문제를 바라볼 때, 놓

치지 말아야 할 조건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자유의지가 자아에서 비롯

한다고 믿는 관념에 대하여, 불교의 무아설이 지니는 의미와 함께 이에 대한 

과학의 입장, 특히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기술적으로 외형을 구현한 것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적 구조에 나타나

는 차별적인 층위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현 단계가 

얼굴표정 등의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와 몸짓을 통한 감정적 표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자신의 감정적 경험이나 자기 인식이 수반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자아 관념의 허구성

현실세계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근원으로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방식이다. 불변하는 자아의 존재, 이른바 

아트만(Ātman)을 주장하는 인도철학의 전통은 그러한 행위자를 인정하는 대

표적인 경우이다. 근대적 사유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여서, 데닛이 ‘데카르트

의 극장(Cartesian Theater)’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던 관념, 즉 감각된 정보들이 

입력되고 입력된 정보들이 모여서 통합되고 상영되는 내적 자아의 영역이 있

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11)

이와 달리 불교적 사유방식에서는 일찍부터 자아의 실재를 부정해왔다. 물

론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미 붓다의 설법 당시에도 

‘자아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가’에 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파구나(頗求那)는 대체 누가 접촉을 하고 누가 느끼고 누가 욕망하

고 누가 취하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때 세존은 “나는 능히 취하는 자가 있다고 

11) 디즈니사의 <인사이드 아웃(2015)>이나 스파이크 존즈의 <존 말코비치 되기(1999)>가 이런 관념

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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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누가 취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은 질문의 방

식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취함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고 덧붙인다.12)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마치 여러 재목이 화합한 것을 수레라고 부르는 

것처럼, 온들이 화합한 것을 중생이라 부른다”13)고 설명된다. 수레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자아란 단지 명칭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5온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오온설(五蘊說)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색온･수

온･상온･행온･식온의 결합으로 환원시킨다. 통상적으로 색온은 감각기관을 

비롯한 육체를 의미하고, 수온의 감수작용･상온의 분별작용･행온의 의지작

용･식온의 식별작용은 정신적인 작용에 해당한다.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항목

은 따로 있지 않지만,14) 굳이 분류한다면 행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온의 

작용은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오온무아(五蘊無我)의 교설은 “불교에 있어 세계 존재를 해명하는 가장 대

표적인 방식”15)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아설은 자아의 공성이라는 이름

으로, ｢제일의공경｣에서 “행위도 있고 과보도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16)고 주

12) �잡아함경�(T2, 15:102b3-5), “我不說言有取者 我若說言有取者 汝應問言 為誰取 汝應問言 何緣故有取.” 

이 경문에서 불교적 관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라는 행

위자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因]과 조건[緣]에 대한 물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X가 생성되지만,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한 X도 사라진다. 결

국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연기법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기적 관계에서는 자아를 어떠한 고정

된 실체로서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은 찰나찰나 마음[心]과 마음작용[心所]이 생멸하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13) Miln., 28.7-8, “yathā hi angasambhārā hoti saddo ratho iti, evaṃ khandhesu santesu hoti satto ti 

sammutīti.”

14) ‘자유의지(free will)’에 해당하는 불교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volition, intention, will, 

intending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cetanā가 비교적 가까울 것이다. 이 용어는 신업・구업과 구분되

는 의업의 한 형태이며, 인식의 차원에서는 어떤 대상이나 목표로 향하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기

도 한다. Meyers 2014, 45-46 참조.

15) 권오민 2003, 53. 그에 따르면, 자아란 다만 관념의 대상일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은 세계(곧 5온)에 대한 이기적 욕구의 결과로서 세계에 대한 지각과 동일한 공

간에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고 하는 개체의 현실태는 이기적 욕구에 의해 자기 개체

성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쇄된 개체성이 자아를 세계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지각에 선행하

는 영속적인 실체로 간주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無明)의 정체이다.

16) �잡아함경�(T2, 13:92c18), “有業報而無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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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에 이른다. 행위자는 없지만,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 인식이라는 행

위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불교적 입장에서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신적-물질적 구성요소들의 집합체이며, 그것의 연속성에 근거해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착각’･‘허구’라는 선언이다. 

이와 같은 불교의 무아설은 최근 신경과학의 성과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합

한다. 신경과학 연구자들 역시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17) 그들은 ‘자아’가 여러 내적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중에서 신체표상은 자아(self-consciousness) 형성의 토대가 되는데, 그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가 가짜 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손은 보지 못하게 하고서 두 손을 동시에 자극하면, 피험자는 가짜 손을 

자기 손으로 느낀다.18) 이런 고무손 착각 실험(rubber hand illusion)은 다각도로 

연구되었다. 그 결과 신체표상을 형성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전운동피질에

서 감각신호들이 통합되는 과정이 부각되었다.19) 심지어 10여 분만 도구를 사

용해도 신체표상이 달리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20) 사실 신체는 평생에 걸쳐 

매 순간 변화하고 있으므로, 신경계가 품고 있는 신체표상은 지속적으로 개정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사지와 손을 정확히 움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

는 그 신체적 토대에서부터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다. 

대뇌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 관여하는 부분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영역, 즉 내측전전두엽피질과 내측후두정엽피질이 

자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7년의 한 fMRI 실

험에 따르면, 피실험자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어린이들은 내측전전두엽 피

질이 어른에 비해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활성화한 내

17) 국내의 뇌과학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Neuroscience이다. 뇌과학이라는 용어는 직관적이기는 하

지만, 신경계의 일부에 불과한 뇌가 자아, 의식, 마음 등과 일대일 대응한다는 오해를 강화할 염려

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송민령 2017; 이대열 2017을 참조할 것.

18) Botvinick 1998.

19) Ehrsson 2004.

20) Cardinal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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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후두정엽피질의 세부 부위도 다르게 나타났다.21) 즉, ‘데카르트의 극장’ 모

형에 기초한 통념과 달리 자아를 인식하는 대뇌영역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독립된 실체로서의 자아의 관념을 부정하고 그것의 

허구성을 간파했던 불교 무아설과의 접점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자

아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 관념이지, 인간 행위의 원천이나 자유의지

의 근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III. 현상적 자아의 유용성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인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급진적 과학주의자라

는 평을 듣기도 하는 대니얼 데닛은 소위 ‘다중원고(multiple drafts)’ 모형을 제

시한다.22) 이 모형은 신경계의 정보처리 과정이 수많은 메커니즘 속에 분산되

어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하

나의 의식이라고 여기는 것은 실은 여러 버전의 원고(=생각) 조각들 중에 의식

에 떠오른 데 성공한 조각들의 연쇄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아를 연속된 자아라

고 느끼는 것은 사후적으로 기억이 편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각지각에 대

한 실험에서, 시야에서 대상이 사라진 이후에 가해진 자극이 대상의 특징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발견되었다.23) 인간의 의식은 마치 연속성을 지

닌 것처럼 매 순간 편집되는 것이라는 가정에 설득력을 더한다.

다중원고 모형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이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합해서 외부 상

21) Pfeifer 2007. 이 실험은 어린이와 어른에게 짧은 구절을 보여주고, 그 구절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지, 아니면 해리 포터에 잘 어울리는지를 물으면서, fMRI를 통해 뇌의 각 부분별 활성도를 측정한 

것이다.

22) Dennet 2013, 158.

23) Serge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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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적절한 신체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출현한 것이 뇌라고 본다. 감각의 종류

마다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다. 사람의 “시각 정보는 청각 정보보

다 느리게 처리되며, 촉각은 시각보다 더 느리다. 이럴 때는 ‘나’에 해당하는 

내적 모형에, 각기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각기 다른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처리

하는 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통합된 내적 

표상이 있는 것이 편리하다.”24) 즉, 통합과정에서 서로 어긋나는 정보를 편집

해서 내적 표상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심리학자들이 지지하는 대량 모듈성 논제를 살펴보자. 

대량 모듈성 논제는 우리 마음이 개별적 업무를 담당하는(domain-specific) 수

많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나 전

통적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사고와 인지에 일반적으로 두루 활용되는

(domain-general)  사고 능력을 강조한다.25) 대량 모듈성 논제를 따른다면, 수많

은 개별 모듈들로 이루어진 심적 구조로부터 어떻게 유연하고 일반적인 사고

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발생한다.26) 만일 사고 또는 모듈들의 기능을 통합하는 

별도의 모듈이나 중앙인지체계가 있는 것이라면 대량 모듈성 논제의 의미 자

체가 약해지고, 없다면 통합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

기가 궁색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우리 의식 내에서 선택되고 재편되어 그렇게 기억되는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나’라고 하는 통합된 내적 표상이나 통합적인 사고의 기억은 각자

가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인간이란 오온의 결합일 뿐,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무아설

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개인의 정체성, 특히 행위에 따른 책임 

문제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더리츠(Siderits)에 의하면, 초기 불교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세속제와 승의제를 나누는 이제설을 통해 대응해왔다.27) 그

24) 송민령 2017, 164.

25) 자세한 것은 Samuel 2012 참조.

26) 천현득 2020, 315. 

27) Siderits 1987, 149. 이러한 견해는 Meyers(2014, 4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세속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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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자신 역시 자아는 승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자아

는 유용한 허구(a useful fiction)”28)라고 말한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자아라

고 부르는 것은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 있는 물질적･정신적 구성요소들의 세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개인의 흐름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의 관계는 한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우선 세속제에 따르면, 대상을 지각하고 느끼며 욕망하고 행위하는 경험적 

자아는 존재한다. “자아는 환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의 비존재를 의미하

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승의제에 따르면, ｢제일의공경｣에서와 같이, 여러 가

지 법들의 결합이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고 진술된다. 이른바 ‘자아의 공성’29)

이 관철된다. 그것은 다만 있다고 생각하는 환영, 관습적 사고에 따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아를 환영이나 착각으로 보는 입장에서, 시더리츠는 자유의지 

역시 실재하지 않는 환영이라고 주장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예”이면서 “아니오”이다. 그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행위자로서

의 자아에 대한 환영과 관계된다. 그 개념은 환영을 일으키는 착각으로 오염되

어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의 실제적인 토대를 상기해본다면, 일련의 자아의 흐

름 속에 미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라는 거짓 관념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아는 ‘유용한 허구’이며, 자유의지는 허구 위에서 발생하는 마음

작용의 하나인 셈이다. 

‘유용한 허구’로서의 자아는 인간 이외에 영역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거울 

테스트’를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과 일부 로봇이 자신의 육체를 인지

인간은 행위자 혹은 행위의 원인으로 간주되지만, 승의제에서 행위는 인격과 무관하고 곧바로 사

라지는 다르마(=존재 혹은 경험의 기본요소를 구성하는 정신적･물질적 계기들)의 결합일 뿐이다. 

28) 앞의 논문, 158. 

29) 여기서 ‘자아의 공성’은 완전한 없음(全無)이 아니라,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입장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사실, 자아의 유무를 묻는 유행승 왓차곳따(婆蹉)의 질문에 붓다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침묵이었다(T2, 34:245b9-25). ‘자아가 있다’고 대답했다면 상주론의 잘못된 견해가 되고, ‘자

아가 없다’고 대답했다면 단멸론의 잘못된 견해가 되었을 것이다. 유아와 무아, 양쪽 견해가 모두 

부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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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ware)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테스트는 동물이 거울에 비친 자

신의 이미지를 자기 몸으로 인식하는지를 실험한 것으로, 1970년 처음 실행된 

이래로 어린이, 영장류, 인도코끼리, 유럽까치, 범고래, 큰돌고래 등이 거울 테

스트를 통과했다고 여겨진다.30) 그런데 거울 테스트 통과 능력은 동물의 고유 

능력이라기 보다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갖추어지기도 하는 현상적 능력임을 

함축하는 실험들이 다수 존재한다.31) 

로봇의 경우에도 2012년 이탈리아 Q.bo 로봇이 거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주장하여 한때 화제가 되었다. 하드웨어 연산능력이 빈약했고, 후속 결과를 

내놓지 못한 점으로 볼 때, Q.bo는 사전지식과 알고리듬을 미리 입력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9년 콜럼비아 대학의 창의적 기계 연구

실에서는 AI 로봇팔이 물리법칙이나 자신의 형태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운

동-결과 데이터를 딥러닝 신경망에 입력해서 스스로 자기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을 작업수행과 자체손상 감지에 사용하였다.32) 2021년에는 네덜란드

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스스로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기성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량하는 데 성공하였다.33)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충분한 연산능력

과 시행착오를 거치면 로봇 역시도 기계적 자기인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34)

신경학적 관점에서도 한때 의식은 신피질에서 발생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는 신피질이 없거나 덜 발달하더라도, 나름의 의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2년에 발표된 <의식에 관한 케임브리지 선언>은 “인간은 의식

을 생성하는 신경학적 토대를 보유한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포유류와 조

30) Pachniewska 2015(https://www.animalcognition.org/2015/04/15/list-of-animals-that-have-passed-the-mirror-test/; 

검색일자:2022.01.15.)

31) Huttunen 2017. 

32) Kwiatkowski 2019. 이런 연구들은 실용적 목적도 갖고 있다.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 내에서 안전

하게 협업할 수 있으려면, 로봇이 자기 자신의 몸체와 외부 대상을 구별하고, 자기 몸체와 외부 대

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3) Hoffmann 2021.

34) 이것은 자아 관념 없이 발생한 기계적 자기인지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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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그리로 문어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 또한 그런 신경학적 토대를 보유하고 

있다”35)고 선언한 바 있다. 조류는 신피질이 없고 문어와 같은 두족류의 두뇌

는 병렬화되어 있다. 말하자면, 의식을 발생시키는 신경학적 토대는 신피질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가능하다. 포유류의 신경망과 두뇌구조가 사뭇 다른 조류

와 두족류들도 나름의 공간적 자기 모델, 다양한 지적 능력 그리고 ‘마음’을 지

녔을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이다.

경험적･현상적 자아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기계까지도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자기인지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지닌다는 점이 공통적으

로 인정된다. <엑스마키나>의 에이바도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인간과 같은 방

식으로 움직이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따라서 에이바의 자기 모델은 

사람의 자기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유용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이 인간과 다르게 구성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 ‘마음’을 지닐 수 없

다고 논증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듯하다. 

불교적 의미에서, 적어도 세속적 자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구태여 인공

지능과 인간을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36) 인공

지능을 통해 수집된 감각을 분석하거나 판단하게 함으로써 유정의 감각기관

(根, indriya)이 지닌 기능이 무정의 존재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구현될 가능성

을 열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37) 따라서 유정물과 무정물을 가르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 층위가 보다 촘촘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과 인간의 인지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5) Low 2012(http://fcmconference.org/img/CambridgeDeclarationOnConsciousness.pdf; 검색일자:2022.01.15.)

36) Pepperell 1995, 8. 그는 포스트휴먼의 체계에서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불가능해

졌으며, 인간존재를 인식하던 기존의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기계도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속성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37) 류현정 2018, 8.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혹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유정(有情)이라는 용

어에는 ‘느끼고 지각하는 존재(sentient being)’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감정’이나 ‘지각’이 있는 

존재라면, 생명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때 유정이 지닌 감각기관은 유정물과 무정물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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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감정과 자기 인식의 문제

일반적으로 지각(perception)이란, 눈･귀･코･혀･몸 등의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을 말한다. 불교적 용어로는 “눈과 색을 조건으로 하여 안식이 생겨난

다”38)고 기술된다. 근(根)･경(境)･식(識) 삼사의 화합, 즉 접촉이 이루어질 때 인

식은 생겨난다. 여기서 접촉은 초기 불교의 인식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단순한 접촉의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인 작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이 촉발되는 ‘접촉[觸]’에는 반드시 마음의 작용이 수반되는데, 마음이 

움직이면 항상 함께 하는 것들이 있다. 이른바 대지법(大地法)이라 불리는 촉

(觸)･작의(作意)･수(受)･상(想)･사(思)가 그것이다. 이 5가지는 대상의 인식에 

언제나 수반된다. 6근･6경･6식이 접촉하는 순간 ‘느낌･지각[受]’이 발생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想]’이 발생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의도･행위[思]’39)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지각하게 되면, 좋아하는 느낌을 일으키고, 그것

을 가지려고 욕망하고, 실제로 그 꽃을 꺾게 될 것이다. 꽃을 꺾는 행위는 대상

에 대한 지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꽃에 대한 감정과도 분리되지 않는

다. 고(苦)･락(樂)･불고불락(不苦不樂), 이 3가지 느낌(受, vedana)40)은 지각의 발

생과 밀착되어 있으며, 의지의 발생과 행위로 이어지는 핵심고리인 셈이다. 불

교에서는 이와 같이 인지적･감정적･의지적 측면을 포괄하여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인공지능은 사람과 다르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인지 정

보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입하는 감정의 발생은 일어

난다고 보기 어렵다. 감성 컴퓨팅 분야를 만들어낸 로잘린드 피카드(Rosalind 

38) �잡아함경�(T2, 13:87c26), “眼色緣生眼識.”

39) 여기서 ‘사(思)’는 5온 가운데 행온에 해당한다. ‘행(saṃskara)’이란 넓은 뜻으로 보면 유위의 현상

세계를 조작하는 일체의 유위법을 의미하지만, 좁은 뜻으로 본다면 유정의 삶을 이끌어가는 의지

를 말하기 때문이다. 권오민 2003, 73-74 참조.

40) 受(vedana)의 어원은 ‘알다(√vid)’에서 파생된 것으로, 즐거움이나 괴로움 혹은 두 가지 모두 아닌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한역에서는 ‘領納’･‘享受’ 등으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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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는 첫 논문에서 ‘무감정한 결정’은 감정과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만

큼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창의적이고 똑똑한 컴퓨터는 감

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41) 

그리고 2015년 소프트뱅크는 감성 로봇 페퍼가 사람의 얼굴을 관찰해 감정

을 인식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2017년 두 번째 버전이 발표된 구글 글래스 

또한 감정인식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본다. 그런데 페퍼의 감정인식은 느리며, 

자주 오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글래스는 자폐증 아동의 치료에 유용

하게 활용되었는데,42)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사람의 감

정상태를 8개로 분류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제작되었다. 종종 감정을 인

식한다고 묘사되기는 하지만, 표정과 어조의 특성을 계산하여 겨우 8개의 분

류에 대응시키는 작업은 고도의 연산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방식은 사람이 직접 감정을 느끼는 것과 별개의 차원

인 것이다.43)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의 감정처리는 감성을 상호 공감하는 방식이 전혀 아

니다. 표정･어조･자세･몸짓 등의 감정표현을 읽어내고 분류하고 출력할 뿐이

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감정처리를 모사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인간

이 기계와 원활하게 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

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이 자신과 인공지능이 공감한다고 

착각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오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

다.44) 감정표현을 활용하는 시스템들은 늘어났지만, 현재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피카드의 첫 주장에 대한 지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카드 자신

41) Picard 1995(https://affect.media.mit.edu/pdfs/95.picard.pdf; 검색일자:2022.01.15.)

42) Sahin 2018.

43) 2019년에 공개된 인공지능 GPT-2은 고도의 지성과 감성의 작용이라고 믿었던 인간의 능력 중에

서 많은 부분이 단순 작업 반복만으로도 그럴듯하게 구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단 인간 전문가

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 2020년에 공개된 GPT-3는 “나는 인간을 파괴할 생각이 없다”는 문장을 산

출해서 널리 보도되었지만, 산출한 단어와 문장의 뜻을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Marcus 2020(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08/22/1007539/gpt3-openai-language-generator- 

artificial-intelligence-ai-opinion/; 검색일자:2022.01.15.)

44) Stephanid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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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에는 감정을 보유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엑스 마키나>에서 칼렙은 점차 자신이 에

이바에게 공감하고, 에이바 또한 자신과 공감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네이든이 에이바의 선행모델들이 모두 ‘탈출강박’ 증세를 보였다

고 알려 주는 대목은 영화 속 인공지능이 불안을 겪고 탈출의지를 갖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연출되었다. 불안은 자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공

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의식적 감정이다.45) 그런데 인공지능 에이바가 이

러한 감정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이든은 칼렙과 다음과 같은 대

화를 나눈다. 

네이든 : 에이바가 자네를 실제로 좋아할까? 아닐까? .... 

(자네를 좋아하는 것처럼) 꾸민 것일 수도 있지.

칼    렙 : 그렇게 꾸밀 이유가 있을까요?

네이든 : 모르지. 어쩌면 자네를 탈출 수단으로 여겼다면 이유가 되지 않

을까?

위 지문에서 네이든은 에이바가 감정을 지녔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칼렙의 감정표현을 읽고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칼렙을 좋아하

는 척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피카드는 영화 속의 튜링테

스트가 실은 칼렙에 대한 테스트라고 지적하고 있는데,46) 에이바의 행동을 어

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객도 테스트 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에이바의 

내면 생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칼렙을 방치하고 혼자 탈출한 것이 

에이바의 원래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변심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판단할 방법

도 없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에이바와 칼렙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네이든의 

시선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튜링테스트가 지닌 모호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45) 박승억 2018, 114.

46) Picar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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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바를 “인공인(artificial people)”47)으로 부르거나, “인간의 통제시스템에 

일방적으로 통제되기보다는 주체적 생존능력을 지니고 있다”48)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이바의 감정표현과 감정의 경험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데 인간의 감정과 동일하게 재현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느낌을 실제로 경험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존 서얼(J. Searl)이 제기한 ‘중국어 방 논증(Chinese Room Argument)’을 떠올

려보자. 방 내부의 사람이 중국어 규칙에 맞추어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다 해

도, 그가 중국어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적절한 감정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해도, 감정을 경험하거나 공감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감정표현을 읽고 표현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특히 불교적 의미에서 즐거움[樂]･괴로움[苦] 등의 느낌이나 감정을 경험하

는 일은 수온의 감수작용으로 설명되는데, 수행자는 ‘나는 지금 즐거움을 느

낀다’는 자각을 통하여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고, 그것을 모든 현

상에 대한 무상함으로 확장하게 된다.49) 그런데 이러한 느낌/감정의 지각이 인

공지능 에이바에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불

교에서 유정의 지각작용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의 감수작용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의 인지과정에는 그러한 감수작용이 개입할 여

지가 없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즐거움이다’라고 파악하고 언어적으

로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신이 괴로움이나 즐거움 자체의 경험

을 통해 그와 같이 반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자신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식(consciousness)50)이 가능

47) Kakoudaki 2018, 303.

48) 강준수 2020, 19. 

49) 양정연 2016, 169. 그에 따르면, 사념처와 같은 불교적 수행에서 수(受)의 작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감수는 탐착이나 진에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일어남과 사

라짐을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이 불교적 수행의 시작이다. 

50) ‘의식’에 관해 논의할 때에는 우선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의식이라는 용어에는 다양한 층

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Pepperell(1995, 13)은 생각, 감정, 기억. 인지, 지성, 자기인식, 지각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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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인공지능의 인지는 기초적 후처리 과정을 거친 입

력신호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과 같은 

의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판정하려면, 인공지능이 자신의 내부 상태에 대해 인

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 상태의 인지가 불가능하다면,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의식을 보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몇몇 공학자들은 내부 상태를 인지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

는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전략 중의 하나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

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학문적 이론은 아니고, 타인의 마음 

상태(타인의 사고, 감정, 동기 등)를 추론하는 의식적/무의식적 모델을 뜻한

다.51) 그런데 2021년 원시적인 ‘마음이론’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는 실험이 

성공했다고 보고되었다.52) 로봇이 주변 조건에 따라 공을 오른쪽 또는 아래쪽

으로 밀어내는 운동을 하도록 프로그램한 후, 로봇의 행동을 화상 카메라로 촬

영하여 기계학습 신경망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반복적으로 다

양한 경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로봇이 공을 밀어내는 방향을 높은 확률로 맞

출 수 있었다. 로봇 공학자들은 인공지능이 ‘마음이론’을 갖추고, 이를 자신의 

내부 상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자신의 내부 상태를 인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한 기대의 실현 가능성과 별도로 이 실험은 <엑스마키나> 읽기에 매우 

중대한 함의를 던진다. 무정물로 보이는 인공지능도 성공적인 ‘마음이론’을 

지닐 수 있는 것인가? 영화에서 묘사된 에이바는 센서를 통해 눈앞의 것을 지

같이 유정(sentient being)과 관련된 속성들을 언급하는 의미에서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이 논문에서도 그를 따라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과정 및 감정의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51)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영장류도 나름의 마음이론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로 협동해서 

몰이사냥을 하는 늑대들처럼, 여러 조류와 포유류들에서 마음이론을 활용하는 행동이 관찰된 것

이다. 다른 동물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은 동물들에게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동물들이 다양한 수준의 마음이론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인간은 고도로 

발달한 마음이론과 감정을 동시에 지닌 덕분에, 타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자와 공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정물에 대해서도 때때로 의인화하여 공감하기도 한다.

52) Che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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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소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언어적으로 표

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에이바는 신체를 표상하는 내적

인 자기 모델을 지녔고, 칼렙의 감정표현을 읽어내고, 그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계학습 신경망이 로봇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예측한 실험은 자신의 내부 

상태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어도 타자인 로봇에 대한 ‘마음이론’을 형성할 수

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자의식 또는 자아 없이 따라서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신체 표상과 타자에 대한 ‘마음이론’만으로도 에이바처럼 튜링 테스트

를 나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에이바의 마음이나 의식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튜링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지능을 가졌다는 근거가 못되며, 

의식의 증거는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53) 반면에 우리 인간은 스스

로가 의식을 지니고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임을 자명하게 알고 있다.

심리학적･신경과학적 관점에서 감정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몇몇 기능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 ‘인공감정’의 가능성을 논의한 천현득

(2017)은 감정의 기능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감정은 1)개체 자신의 생존과 

안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2)개체의 인지 과정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며, 

3)향후 행위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4)감정표현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54) 거울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들 상당수에서는 감정의 네 

기능이 관찰되었다. 현용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감정표현을 읽고 미리 규정

된 범주로 분류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더욱이 인공지능이 감정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다 하더라도, 감정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후건긍정의 

오류(後件肯定誤謬, 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에 불과하다. 천현득

은 또한 개체가 감정의 기능을 지니려면 최소한 첫째 “원초적 자아(proto-self 

model)”를 지니고, 둘째 상당한 수준의 감각 능력과 함께 “복잡한 환경에 적응

53) Dennet 2013, 399.

54) 천현득 2017, 2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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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일반지능(general intelligence)”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한

다.55) 현재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공지능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도 구현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먼 미래에 감정과 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부정하기에는 오히려 감정과 의식에 대해 모

르는 것이 너무 많다. 불교적 의미에서는 감정이 경험되지 않는 인식이란 생각

이나 의지･행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불교적 관점이 아

니더라도,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의 자유의지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은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을 품을 단계가 아니

다. 그보다는 감정과 의식의 문제를 더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

후에야 인공지능의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도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V. 결론

불교에서는 인간을 오온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인식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난 후에 느낌/

지각, 생각, 의지 등이 차례로 일어난다. 그 가운데 감정은 지각의 발생과 밀착

되어 있으며, 의지의 발생과 행위로 이어지는 핵심고리가 된다.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도 인식은 머릿속 신경세포에서 온갖 정보들이 처리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 과정은 수많은 메커니즘 속에 다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 즉, 독립된 실체로서 단일한 자아의 작용이 아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와 

의지의 실현이 근원적으로 자아에서 비롯하는 것도 아니다. 자아의 관념은 허

구적이며 거짓이라는 불교적 시각은 과학적 연구성과들과 많은 점에서 부합

한다. 동시에 그러한 자아의 관념이 지닌 유용성에 대해서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5) 앞의 논문,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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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엑스마키나>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 에이바의 행위와 의지는 어떻

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인공지능의 실현은 가능한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감정표현을 판독･분석･재현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감정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인지한 결과물에 대

한 자기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명백한 

차이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언젠가 감정과 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과 의식 및 의지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

기에는 인간의 감정과 의식에 대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은가. 의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인공지능의 자

유의지에 관한 논의에서 아트만적 자아의 관념을 전제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

의 경험이나 의식의 발생은 자유의지 문제를 탐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

아야 할 조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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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requisites for a Discussion on the ‘Free Will’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ddhi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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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prerequisites for deliberations on the free will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reference to Alex Garland’s 2015 film “Ex Machina.” 

The implications of Buddhist non-self theory are examined against the common 

idea that free will originates from the self. From a viewpoint common to Buddhism 

and neuroscience, possible interpretations of the film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recent robotics experiments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The Buddhist doctrine of no-self does not allow an agent à la ātman. The concept 

of ‘self as a useful fiction’ facilitates the notion of ‘action without an agent.’ This 

concept is also useful for explaining the integrated internal representation of ‘I’ or 

the domain-general thinking ability. In the film, Ava behaves comfortingly in 

human-suitable spaces in a human-like way. That means that Ava’s self-model has 

achieved same level of usefulness as the human self-model. It seems no longer 

possible to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have a ‘mind’ solely by the fact 

that it is constructed differently from humans. The boundaries between living things 

and non-living things have become blurred and many-layered.

However, there are clear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structure of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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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and generate emotional expressions. The emotional experience and self- 

reflective conscious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 hard problems from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standpoints. In discussions of the free wil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ot necessary to presuppose the idea of   the self like ātman; instead, 

the experience of emotion and the generation of consciousness are conditions that 

must be considered before exploring the issue of fre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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