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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Ⅰ”

복잡시스템사회의 위험거버넌스
글 김은성(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 있다. 강한 법이란 규제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적인 제재 수
2027년 어느 이른 새벽 나는 부산으로 학회출장을 가기 위해 서두른다.

단을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한 법적 접근으로는

어제 밤늦게까지 발표문 준비를 하느라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졸음운

금지,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시장 승인제도(pre-market

전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무인자동차가 나를 향해

approval), 배상책임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연성법적 접근은 강제

깜박이며 다가와 차문을 연다. 내가 차에 타자마자 인공지능은 “어디로

적인 벌칙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생산자 등 관련된

갈까요”하며 묻는다. 난 “부산”이라고 목적지를 내뱉은 후 이내 무거운 눈

집단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다. 인공

을 감는다. 1시간이 흘렀을까? 잠결에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사방에 차들이 가속을 내며 내달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급히 자
동차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갓길로 벗어나 겨우 충돌을 피했다. 이내 경
부고속도로는 충돌한 차들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숨을 돌리고 보

지능 윤리 혹은 자발적 보고(voluntary reporting)제도가 연성법
적 접근에 해당한다.

니 사이버 테러로 무인자동차가 통제 불능에 빠져 도로교통시스템이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법적 위험거버넌스

마비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위험관리를 위해 기존 법률의 적용
및 수정을 추진하거나, 인공지능에 특화된 새로운 규제 법률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 중 무인자동차와 드론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구글과 같은 여러 IT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뛰어드는

무인자동차의 규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크게 세 가

지금, 더 이상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이다. 물론

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는 완전무인자

자동차가 컴퓨터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늘날의

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일부

차는 컴퓨터 여러 대의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알

주를 중심으로 완전무인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

고리즘으로 차를 운용하기 위해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한다. 자율

나, 우리나라와 유럽은 아직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

주행자동차는 나아가 내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계

고발생 시 생산자, 사용자, 로봇 중에 누구에게 사고책임을 물

즉, 근접 주행하는 차와 생산자에 의해 관리되는 통제시스템과

을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봇이 인격체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운행한다. 자동차의 내외부시스템간의 연결이

서 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데이터에 승인되

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로봇 그 자체의 사고책임보다는 사용자

지 않는 노출과 조작이 일어나는 경우 랜섬웨어와 같은 바이러스의

와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셋째, 인공지

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일어날 지 모른다. 미

능에서 수집된 개인 데이터의 보호도 중요한 부문이다. 자율주

래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더 이상 사이버 테러로 부터 안전한 고립

행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그리고 외부시스템과의 밀접한 네트

시스템이 아니다.

워크 속에서 운용되기에 사이버 테러에 보다 더 노출될 수 있으

이 글은 인공지능 위험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

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위험거버넌스는 크게 강한 법(hard

여 최근에는 데이터 보호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

law)과 약한 법(또는 연성법, soft law)에 의거하여 이루어지

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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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관리 및 도로교통법상 주요규제 내용: 미국과의 비교
내용

규제사항

테스트를 위한
보험사항

운전석, 운전대 등
응급상황의 경우
재시작 요구

캘리포니아

▶
▶

시험 운행 운전자
허가 및 교육

미시간
▶

제조사는 5백만 달러의 보험을 필요로 함
DWM(자동차 관리국)에 보유 및 유치

▶

한국

최소 기준액 없음
자동차가 보험에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자율주행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고하는 장치
▶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
▶

운전대와 페달이 있는 운전석
▶ 운전자는 운전석에 있으며, 항시 안전 운행시스템 감시

▶

공공도로
주행 전 허가
요구사항

플로리다

▶

충돌이나
오작동에 대한 보고

시험운행의 지리적,
환경적 제한

네바다

▶

▶
▶

▶
▶

제조사로 하여금
자율주행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에 대한 데이터 수집
보고 의무

제한 없음

허가 필요
시뮬레이션 테스트 완수

▶

자율주행차의 주행 중
사고나 교통질서 위반
보고

▶

지리적으로 무제한 또는
유제한 허가

▶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10,000마일 이상 자율주행
상태로 운행

주 당국으로부터 허가 필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운전자 프로그램 완수

▶

▶

시험운행구간 지정

▶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적인 운전면허만 요구

자료: 교통과학연구원(2016)

드론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드론의 무게에 따

〔표 2〕 국가별 드론관련 제도 비교

른 드론의 사용허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시장에 출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시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선

드론활용 사업범위

특정분야 허용
→ 제한없음

개별 심사로
허용

제한없음

비행승인

12kg 초과
→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및 사업용

기체검사

12kg 초과
→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가시권 밖 비행

×

×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

×

×

×

일정고도(유인기 최저고도)
이상 비행

×
(150m)

×
(150m)

×
(120m)

야간비행

×

×

×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

×

×

×

시장 승인제도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무게가 20~25kg
이하인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드론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는 독일로서 5kg 이상의 드론의 경우 정부 승인
을 받아야 하며, 25kg 이상의 드론은 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상으로부터의 비행 고도 그리고 인간 통제자의 가시
거리를 넘어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도 중요
한 규제이슈이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명적인 자율 군사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사
전예방원칙을 적용하여 금지 혹은 모라토리엄 조치를 취해야 하
는 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조
종
자
준
수
사
항

자료: 국토부(20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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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포커스 I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I ”

인공지능에 대한 연성법적 규제

사용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연성법적 규제는 강한법적 접근에 비해 법적인 구속력이 낮아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제

정책의 효과성은 적으나, 법제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

적으로 로봇윤리를 만드는 시도를 했으나, 아직 제정되지는 않

한법적 접근에 비해 시행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은 높

은 상황이다.

다. 대표적인 연성법적 접근은 인공지능 윤리와 자발적 보고제

다음으로, 자발적 보고제도란 인공지능의 개발자가 인공지능

도이다. 먼저, 인공지능 윤리의 대표적인 예는 인공지능에 사용

을 개발하면서 정부에서 마련한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되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과 관련된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를 스스로 평가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자

언론에서 인공지능을 통하여 미인을 선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교

었는데 백인 미인만을 선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인공

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자동차 제조사가 준

지능의 알고리즘과 주어진 데이터에 개발자의 편견과 선입견이

수해야 할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지침(Vehicle Performance

들어가게 되면, 인공지능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도 이와 같은

Guidance for Automated Vehicles)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자

편견과 선입견이 반영되게 된다. 이에 최근 외국에서 데이터의

동차의 설계, 개발, 테스트 등에 대한 수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으

사용에 대한 윤리강령(conduct of ethics)을 만들어 개발자와

며, 주요 사항으로 데이터의 기록과 공유,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그림 1〕 미국 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지침
Scope & Process Guidance
Test
Test// Production
Production Vehicle
Vehicle

Guidance Specific to Each HAV System
Describe the ODD
(Where does it operate?)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Fall Back
Minimal Risk Condition

FMVSS Certification / Exemption
HAV Registration
Guidance Applicable to All
HAV Systems on the Vehicle
Data Recording and Sharing

Geographic Location

Roadway Type
Normal Driving

Privacy
System Safety

Speed

Driver

System

Crash Avoidance-Hazards
Day / Night

Vehicle Cybersecurity
Human-Machine Interface
Crashworthiness

Weather Conditions

Other Domain Constraints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Post-Crash Vehicle Behavior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Testing and Validation

Simulation

Track

On-Road

Ethical Considerations

자료: 미국도로교통 안전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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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 차량 사이버 보안,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내약성

지능 알고리즘의 변형도 일어날 수 있다. 위험성이 있는 인공

(crashworthiness), 소비자 교육 및 훈련, 운영 디자인 도메인, 객

지능 기술의 비편재적 연구개발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체 및 이벤트 감지 및 대응, 낙상(최소 위험 상태), 유효성 검사 방

인 공조가 일어나야 하는 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법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둘째,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능을 가지고 있

이 지침에 따라 생산된 자동차를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

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존재이다.

로 주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머신러닝에 의해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훨씬 증가하게 되면 인간
의 통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 때 개발자들은 인공지능

위험거버넌스에 대한 인공지능의 도전

이 상용화된 후 어떻게 작동할 지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 인공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위에서 언급된 전통적인 규제정책을 통

지능이 실험실을 벗어나 사회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

하여 잘 관리될 것인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제품인증, 연구개

한다면,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발 감시, 그리고 배상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규제로 인공지능의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제품에 대한 선시장 스크리닝

위험관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pre-market screening)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제품이 출

있는 복잡성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이 복잡성은 인공지능이 가

시되었을 때는 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승인을 통과하였다

지고 있는 네트워크성과 자율성의 중첩적 작용을 통하여 극대

고 하더라도 출시된 후에 인공지능이 설계단계에서 예상하지 못

화된다.

한 방식으로 스스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면 사전

첫째,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 직면할 미래사회는 고도로 복잡

승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한 네트워크의 사회이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물
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수없이 많

글을 마치며

은 인공물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가 된다. 인공지능은 영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바둑의 고수도 예상하지 못한

화 공각기동대와 루시의 여주인공처럼 특정한 인공물속에 갇혀

알파고의 묘수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비편재화된 존재가 될 수

기술의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게 만든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에서

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수많은 네트

부터 프랑켄슈타인을 넘어 최근 나노로봇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워크를 통하여 인공지능이 작동할 때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사

역사에서 인공물이 인간의 손아귀를 벗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고의 원인파악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

를 초래하고, 나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항상 있

울 수 있다.

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공상과학에서만 존재했던 인공지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Charles Perrow)는 정상사고(normal

능의 상용화가 최근 가시화되면서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기술에

accident) 이론을 통해, 현대의 기술시스템은 수많은 내부요소

대한 공포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과연 인공지능의 위험은 과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로 일어나기에 이에 따

거에 신기술이 처음 출현했을 때 느꼈던 일종의 생경함에 지나

른 시스템적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인공지능

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스티븐 호킹 등 몇몇 과학자가 경고하듯

도 자율주행자동차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없이 다양

기존의 과학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치명적 기술이 될 것인가? 이

한 내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작동되기에 시스템적 사고가 일어

제 인류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 수 있다.

시험대에 올랐다. 인공지능의 네트워크성과 자율성의 중첩적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특별한 공간적 제약 없이 세계 각국의

상호작용으로 복잡성이 증가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전예

여러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비편재적 연구개발이 일어

측을 벗어난,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특

날 수 있다. 기존의 화학물질은 국지적인 장소에서 개발되고

히 인공지능이 하나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 복잡한 기능을 동시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위험기술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쉬웠

수행하는 멀티 태스킹(multi-tasking)을 하게 될 때 기술적 복

다. 하지만, 알고리즘 형태로 존재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잡성은 훨씬 더 증가될 것이며, 이는 위험거버넌스에 보다 큰 도

을 국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위험인물들에 의한 인공

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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