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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능정보사회는 사물, 지식, 계산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교육개 의 철학  

조건은 무엇인가? 로빈슨과 애로니카(2015)는 재의 교육개 이 유기 농업이라는 상징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바 여기에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인

간은 지능과 생명의 결합체이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안드로이드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인간  본질

에 한 물음을 제기한다. 실 으로는 딥러닝으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의 발 이 교육개 의 조건이 

될 것이다. 반면 정보기술과 술의 결합은 새로운 생명 이미지의 창출을 통해 인공생명의 문제, 곧 

생명 자체에 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인간  본질에 한 물음이 생명 자체에 한 물음과 함께 

회귀한다.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이 낳는 철학  물음은 교육  물음과 패러독스를 이루어 미래의 교육

개 에 난문(難問)을 던질 것이다. 

주제어 : 지능정보사회, 교육개 , 유기 농업, AI, 인공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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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개 의 철학  조건은 무엇인가? 일본의 과학 술가인 다 우치 가오

루는 15년에서 30년 뒤 “계산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 , 사물이 인터넷에 속되는 시 (IoT, 

Internet of everyThing), 인공지능이 인류보다 우수한 두뇌를 갖춘 시 (기술  특이 2))”에 벌

어질 일을 묘사한다. 지 의 다섯 살 소녀가 사회에서 활약하게 될 20여년 후에는 슈퍼컴퓨터에 

속가능한 개인 컴퓨터를 주머니나 안경, 이어폰에 연결하고 심지어 체내에 삽입하기도 한다. 

그녀의 개인 컴퓨터는 감시 카메라, 버스, 자동차, 의료기기, 자동 매기, 인공 성 등 여러 사물

에도 속한다. 개인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에 연결하여 자신의 분신인 인공지능의 학습을 극 화

한다. 양자컴퓨터는 패턴 인식, 자연언어처리, 의료진단 등 이른바 최 화 문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자신의 인공지능과 2인조를 이루어 벤처기업을 세울 수도 있다. 등학교 1학년 시

부터 로그래  학습 앱을 해온 그녀는 모국어와 계산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 친구다. 이제 ‘사물’과 ‘지식’ 그리고 ‘계산’을 키워드로 하는 새롭고도 유기 인 세계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한 로그래  교육에 큰 심을 갖고, 이과

실험에 특화된 학원이 성행한다. 국어나 어가 아닌 ‘계산언어’를 공부하는 일, 곧 미래형 학

교 체제의 구축이 교육개 의 심에 놓인다(竹內 薫, 2015: 78-80 참고).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제기될 교육개 의 철학  문제는 무엇일까? 먼  재의 표 인 

교육개 론으로는 테드 강연과 『학교 명』(Creative Schools, 2015)3)을 통해  세계 으로 알

려진 로빈슨과 애로니카(Robinson and Aronica, 2015)의 논의를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재의 교육개 은 산업  농업이 아닌 유기 농업을 상징으로 삼아 개되어야 한다. 지구 체의 

건강, 생태계의 순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평등, 신기술이 미래 인류에게 미칠 향을 원칙으로 

삼는 유기 농업이라는 상징이 교육개 에도 용되어야 한다. 공산품식 인간을 길러내는 근  교

육을 벗어나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길러내기 함이다. 이와 같이 재의 교육개 론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심에 둔다. 이런 교육개 이 실 되기 해서는 “비 , 기술, 동기, 자원, 

실행계획”(384)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 논의에서 흥미로운 은 논자들이 비 , 동기, 실행

계획은 뚜렷이 제시하는 반면 기술과 자원에 한 논의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이다. 이는 기

술이 미래의 측불가능성에, 자원이 사회 인 합의 문제에 결부된다는 에서 략 인 선택으

로 보인다.

이 은 기술의 발 에 을 맞추어 미래 교육개 의 철학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  

인간은 “지능과 생명의 결합체”(松尾 豊, 2015/박기원, 2015: 204)이다. 인공지능 개발은 지능 향

2) 기술적 특이점에 관한 설명으로는 다음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XUx0yd9QkU

3) 이 글에서는 국역본 『학교혁명』 의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한편 로빈슨과 애로니카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으로는 누스바움의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20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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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이 맞추어져 있다. 명한 로 학 연구자인 이시구로 히로시(石黑 浩, 2015)에 따르면 

인간화하는 안드로이드가 우리로 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의도와 욕구를 가진 안드로이드 앞에서 인간은 마음, 자아, 사랑 등의 의미에 해 묻게 

되지만, 실 으로는 딥 러닝 기술과 같이 공학 인 문제가 교육개 의 화두가 될 것이다. 한편, 

복잡계 연구자인 이 가미 다카시(池上高志, 2015: 100)는 인공생명의 도래와 더불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두할 것으로 내다본다. 인공생명화란 “다양한 서비스, 미디어의 배후에 

있는 기술이 자동화하여 그 조직방식이 인간의 제어를 떠나 인간의 편의성만이 아닌 시스템 고

유의 자율성‧항상성‧자가발 성과 같은 생명으로서의 성질을 히 갖게 되는 상”이다. 를 

들어, 정보기술과 패션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생명 이미지는 생명 자체에 한 물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인간이란 무엇인

가?’라는 물음과 더불어, 인공생명의 증가 앞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첩되어 제

기될 것이다. 두 질문은 미래의 교육개 에서 소 트웨어교육이나 진로교육과 같은 교육  물음

에 앞서 제기될 철학  물음이다. 

Ⅱ. 유기체 심 교육개

로빈슨과 애로니카는 재의 학교를 조직 문화와 지  문화로 나 어 비 한다. 먼 , 학교의 

조직문화에 한 비 이다. 미국의 공교육은 표 화와 획일성에 갇  창의성과 개성을 억 르고 

있다. 산업  모델에 입각한 재의 공교육은 개성을 북돋우는 시민의 양성으로 그 목 을 환

해야 한다. 이 거 한 변화를 한 첫 질문은 이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요하게 여기는 것”(33)

에 공감하라. 한 학교 교사는 “우리가 자신들에게 요한 것을 요하게 여겨 다는 것을 차츰 

느끼더니 그 보답으로 우리가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주기 시작했어요.”(33)라고 말한다. 

교육개 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경제 인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의 속한 발 과 폭발 인 인구 증가는 지난 사 반세기 동안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21세기형 기술’을 갖춘 고학력 노동력의 확충이야말로 모든 국가의 최  사업이 된 

것이다. 이에 응하기 해 미국의 공교육은 3R(읽기, 쓰기, 산술), 학업 표 의 향상,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학 진학을 교육개 의 과제로 삼아 왔다. 우

리는 이를 ‘표 화 운동4)’으로 부를 수 있다. 표 화 운동은 명제  지식이나 분석  추론과 같

4) 로빈슨과 애로니카는 미국의 ‘국가교육성취도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를 

비판한다. 2014년 미국 전국에서 80퍼센트 이상의 학교가 낙오아동방지법에 따라 낙제 학교로 찍힐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적인 청년 실업률의 하락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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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문 심  개념’의 향상에 을 맞춘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은 이를 잘 향상시켜주

는 과목들이다. 이 과목들을 못하는 아이들은 능아나 부진아로 낙인 히기 십상이다. 표 화 

운동은 궁극 으로 학진학을 목표로 한다. 이 듯 표  심의 개 은 높은 표 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학 를 취득하면 완 고용이 달성되고, 이를 해 더 높은 표 을 제시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표 이란 사회  행동의 표 이 아닌 학교성 에 한정된

다. 즉, 재의 표 화 운동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 완 고용이라는 이상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 아이들은 수학, 과학 같은 학문을 하기에 앞서 

3D 린터나 로 공학과 같이 자신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실화하는 일에 훨씬 큰 흥미를 보이

기 때문이다. 만일 산업구조가 변화했다면 그에 응할 수 있는 능력, 곧 직업세계로의 실질  

입문에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어른들의 심, 열정, 문 지식 그리고 학생들의 신

뢰, 의지, 헌신”(71)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승자와 패자를 제로 하는, 곧 ‘외부효과’를 거느린 표 화 운동은 방향을 돌려야만 한다. ‘산업

 농업’으로 상징되는 표 화 운동에 ‘유기 농업’이라는 상징을 맞세우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

터 스스로 배워 나가는 생물학  재능을 지닌 존재로서, 특히 “아이들은 선천 으로 역할 놀이와 

체험 학습에 몰입하는 경향”(84)을 보인다. 산업  농업의 목 이 농산물에 있다면 유기 농업의 목

은 토양 자체의 보존에 있다. 유기 농업의 목 에 입각한 교육개 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목 건강 생태 환경 공평성 배려

유기 농업

토양과 동식물을 비

롯한 지구 체의 

건강

농경 실천 과정이 

생태계  그 사이

클과 조화를 이룸

농장 인부와 소비자

에 이르는 농경에 

련된 모든 이들에 

한 공평한 우

신기술이나 신기법

이 미래의 생체 환

경에 미칠 향을 

고려

교육개

유기  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 , 신체

, 정신 , 사회  

성장과 행복의 진

학생 각자의 내면과 

지역 공동체 간의 

상호의존 계 확인

각자의 배경에 상

없이 모든 학생의 

개인  재능과 잠재

성 육성  참여자

의 역할과 책임을 

존

 연민, 체험, 실천  

지혜를 바탕으로 학

생들의 성장을 한 

최 의 환경 제공 

<표 1> 유기 농업에서 유추된 교육개 의 방향

  

유기 농업이라는 상징에 입각해 교육의 목 을 새롭게 새겨보자. 먼 , 경제  목 에 있어서 

“교육은 학생들이 경제 으로 책임감 있고 독립 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91) 

앞으로의 교육개 은 디지털 기술의 신에 따른 직업의 변화에 응해야만 한다. 재의 학생들

이 15년 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측하기는 몹시 어렵다. 둘째, 문화  목 에 있어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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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 히 여기는 동시에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 하게 

이끌어야 한다.”(94) 인간이 벌여온 분쟁의 역사를 보면 돈, 땅, 권력 못지않게 문화도 요한 역

할을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한 이해와 더불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용과 공

존하는 능력, 곧 문화  다양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문화와 더불어 다른 

문화의 행과 통을 기림으로써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릴 수”(96-97)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

회  목 에 있어서 “교육은 청소년이 능동 이고 온정 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줘야 한다.”(97) 

오래 부터 공립학교는 사회  계 이나 출신을 불문하고 성공과 출세의 문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빈곤층이 오를 수 있는 교육의 사다리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표 화 운동은 이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개인  목 에 있어서 “교육은 청소년이 주변의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도 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100) 통 인 학문 심 교육과정은 우리 주

변세계에만 을 맞춘 나머지 내면의 세계에는 무 심했다. 학생들의 일탈, 스트 스, 왕따, 

도 포기, 우울증 등이 만연하게 된 바, 이러한 인간  문제에 응할 해결책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학교의 지  문화에 한 비 이다.  교육의 조직  문화가 산업주의의 제조 과

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  문화는 훨씬 뿌리 깊은 라톤 학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재

의 교육은 라톤 학 의 통, 곧 “학문 능력(academic ability)”(137)이라는 개념에 지배당하고 

있다. 오늘날 다수 사람들은 학문과 지성을 동의어로, 학문  성공과 교육  성취를 같은 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학문이란 주로 이론 이고 학구 인 지  노동에 한정된다. 이 향으로 

재의 학업은 크게 세 가지에만 치 하는 바, 명제  지식(있는 그 로의 사실을 강조하는 지식), 

이론  분석(개념, 차, 가정, 추측 등), 3R 심의 책상머리 공부에만 힘을 쏟는다. 그 결과 “손

재주, 신체  기술, 과 손의 응 능력, 도구의 사용 등이 수반되는 기술 이고 실용 이며 응

용 인 공부보다는 주로 읽기, 쓰기, 수리가 수반되는 책상머리 공부”(138)가 강조된다. 한 마디

로 재의 학교교육은 조직  의식과 지  통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억압하고 있다. 고

등교육, 과학  방법, 산업주의를 강조한 근  유럽의 계몽운동이 라톤 학 라는 뿌리와 더불

어 오늘날의 교육에도 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조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의 원칙은 무엇일까? 다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인간

의 지능이 다양하고 다각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학생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심사와 장 을 

살릴 수 있게 해주기, 시간표를 학생들의 마다 다른 학습 속도에 맞춰주기, 개인별 진도와 성

취도를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147)이다. 정규교육의 핵심요소가 “지도의 질, 

교육과정, 평가”(44)라면 상기 원칙들은 이 요소들을 반 하고 있다. 표 화 운동은 교육과정과 

평가, 그 에서도 특히 평가만을 시한 나머지 지도의 질을 가름하는 교사의 존재를 무시하

는 경향을 보인다. 주어진 학습내용을 잘 ‘배달’만 하면 된다는 것이 표 화 운동의 가정이다. 학

생 성취도에 향을 주는 최상  요소들을 보면 학생들의 스스로에 한 기 와 교사의 학생들

에 한 기 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시험 리, 행정 업무, 회의 참석, 보고서 작성, 훈육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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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학습의 진’이라는 교사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학문 능력이 아닌 학습의 진은 궁극 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일에 을 맞추어야 

한다. 훌륭한 학습 환경의 제공과 더불어 그것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야

말로 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창의성 향상을 한 핵심 지도요소로는 ‘몰입의 유

도’를 꼽을 수 있다. 몰입을 유도하는 탁월한 분야가 바로 “ 술 기반의 교육”(294)이다. 술 기

반의 교육에는 개인의 창의  목소리, 곧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는 ‘만들기’ 과정과 이를 

보완하는 ‘평가’의 과정이 함께 있다. 여기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한 맥락  지식, 

즉 그 작품이 어떻게,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가를 헤아리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 술  측면과 심미  측면에서의) 비평  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176)을 포함한다. 

앞으로의 교육개 은 담당 학과에 한 학생들의 자발  열정을 끌어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의 습득을 도우며, 독창  사고 기질을 장려하는 술가  교사의 양성에 큰 심을 기

울여야 한다. 이러한 술 기반의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여덟 가지 ‘핵심 능력(8C)’은 다음과 같

다. 질문을 던지며 세상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능력인 호기심(curiosity),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

올리고 실제로 용하는 능력인 창의성(creativity), 정보와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논리 인 주장과 

단을 펼치는 능력인 비평(criticism),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 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표

형식을 통해 자신 있게 표 하는 능력인 소통(communication),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설 으로 

조하는 능력인 력(collaboration),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인 

연민(compassion), 내면의 감정과 연계된 개인  조화와 균형의 감각을 키우는 능력인 평정

(composure), 사회에 건설 으로 참여하며 사회를 지탱시키는 과정에 동참하는 능력인 시민성

(citizenship)이다.(Robinson and Aronica, 2015/정미나, 2015 : 222-230 참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의 원칙 한 제시할 수 있다. 먼  교육과정 구성은 “다양성

과 깊이, 역동성”(251-252)에 입각해, 평가는 “동기부여와 성취도, 표 ”(285-286)에 입각해 세워

져야 한다.5) 이상과 같이 앞으로의 교육개 은 유기 농업이라는 상징을 통해 유추해낸 교육의 

목 에 입각해 ‘교사상-교육방법-핵심능력-교육과정-평가’에 이르기까지 일 된 흐름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실 할 실  조건이다. 실질 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비 , 기술, 동기, 자원, 

실행계획”(384)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비 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기술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

며,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항하고, 자원이 없으면 좌 하며, 실행계획이 없으면 산만해진다. 

5) 여기서 말하는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다양성: 모든 학생이 원하는 지식과 개인이 원하는 

관심사를 동시에 발견하게 해 줌. 깊이: 자신만의 관심사를 충분히 살리는 적절한 기회 제공. 역동

성: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다양한 전공의 교사들 사이에 협력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된 교육과정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교육과정. 동기부여: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

록 하는 건설적 피드백. 성취도: 학생 자신이 학습의 진전도와 잠재성을 판단하게 해주는 성취에 

관한 정보 제공. 표준: 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적절한 표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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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능정보사회의 교육개 을 한 제조건이 될 교육개 론에서 비 과 동기, 실행계획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이 교육개 론은 유기체로서의 인간, 창의력, 감성, 몰입, 놀이, 교사의 지

도력, 술 기반의 교육, 온정  시민, 공동체 등을 강조한다. 로빈슨과 애로니카가 “교육은 본질

상 신이 가능한 제도”(110)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불리한 조건이나 제약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

에 처했다가 이를 극복하고 제도 내에서 신을 이룬 사례”(110)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들은 이 비 을 실 하기 한 자원의 동원과 기술 발 에 한 논의를 빼고 있는데, 이는 

사회  가치 단과 기술 발 이라는 제어 혹은 측 불가능한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 이 마셜 매클루언(McLuhan, 1964=2003/김상호, 2011)은 기계화의 진 , 특히 미디어의 발달

로 인해 우리의 이성으로 상을 통제할 수 없는 시 가 올 것임을 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미디어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 조건들을 주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ibid., 44) 곧, 근  기술 의 근본  변화 속에서 교육은 훈육 보다 발견 과

정에 을 두는 방향으로 환해야 한다. 통 교과목들은 복잡한 실제 세계를 발견하기 한 청

사진일 뿐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 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 은 로빈슨과 애로니카의 교

육개 론과 공명한다. 만일, ‘인간 신체의 확장’이라는 미디어에 한 매클루언의 이 타당하다

면 다음 에서 보게 될 인공지능이야말로 자 기술 발 의 근본  환을 상징할 것이다.

Ⅲ.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의 패러독스

1. 인간이란 무엇인가?

안드로이드(인조인간)의 발달은 인간에게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의 로 학 권 자 이

시구로 히로시(石黑 浩, 2015)는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미래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  인

간은 유 자와 기술을 통해 진화해왔으며, 특히 후자는 자보다 훨씬 빠른 진화를 낳았다. 휴

화를 사용하는 인간은 동물 입장에서 보자면 텔 시를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능력

자이다. 인간은 커다란 뇌의 종합능력을 통해 자신을 객 화할 수 있다는 에서 동물과 다르다. 

자동차, 건설기계, 텔 비 , 화기 덕분에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기술 발 은 인간을 모델로 삼아 이루어진다. 로  의수는 살아있는 신체의 손과 같거나 그 이

상의 기능을 갖도록 설계된다. 반 로 로  의수를 통해 인간의 손을 모델링할 수도 있다. 기술

의 역사가 인간의 능력을 기계로 바꾸어온 과정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인간의 모델화 과정”(ibid., 

64)은 자연스럽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간형 로

이 인간을 모델로 발명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터 내연기 으로 작동하는 기계인간과 태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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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작동하는 자동인형(오토마타)을 상상해왔다.  기술은 소거법 인 인간 이해 방식을 제

공한다. 인간의 기능을 차 기계로 치환하여 마지막에 남는 인간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컴퓨터를 설계하는 기술  특이 의 시작과 더불어 안드로이드의 개발도 인간다움의 

실 으로 이 모아지고 있다.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는 목 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해서인만큼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과 유사한 기능이 부여될 것이다. 로그램에 따라 기계

으로 반응했던 기 안드로이드에 의도나 욕구를 부여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인간의 화나 행동

을 찰하고 그것을 로그램화한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욕구나 행동을 추정하여 화에 임할 수 

있다. 나아가 안드로이드 자신의 욕구 일부를 특정한 인간과 공유할 수도 있다. 컨 , 아이돌 

안드로이드는 팬과 일 일이 아닌 일 다수의 계를 맺는다. 아이돌 안드로이드에게 팬 한 사

람, 한 사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사회  평 이 실제 계의 내용이 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만담분야 인간문화재인 카츠라 베이 (桂米朝師匠, 1925～2015)의 은 시

을 기 으로 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여 무 에 세웠다.6) 주의 깊은 사람은 안드로이드임을 알아

차리지만 부분의 사람들이 흡인력 있는 안드로이드의 연기를 좋아하고 공연티켓은 늘 매진된

다고 한다. 안드로이드화한 카츠라 선생은 죽음 이후에도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이

듯 인공장기 이식이나 의족의 사용에서 출발한 인간 신체의 변환은 안드로이드의 인간화를 목

에 두고 있다. 연구자인 이시구로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히라다 오리자(平田オリザ, 1962～

재)와도 안드로이드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을 만들었다. 안드로이드는 기록된 동작과 발화를 순서

로 재생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에게서 인간다움을 느 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우리는 아마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곧 

마음, 의식, 자아, 사랑과 같은 인간의 본질에 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드

로이드이나 인간에게 감동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마음의 본질은 그것을 가진 쪽이 아

닌 찰하고 느끼는 쪽에 있다. 곧 “마음이란 사회  상호작용에 내재한 주  상”(ibid., 66)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살과 피를 가지지 않은 존재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으로

부터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몸을 안드로이드로 환하는 작업은 인

생의 의미조차도 바꿀지 모른다. 어떻게? 이른바 꿈의 기술로 불리는 ‘ 인업로드’7)가 먼 장래

에 실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겹친 구조를 가진 뇌의 원리를 응용한 딥러닝 기술은 기계학습의 한계를 넘어 인공지능 발

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부정확한 학습 패턴을 교정하고 정확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일, 동기 부여 방법, 경쟁의 방법 등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히 역할을 나 어 맡는다면 더 

6) 교도통신의 보도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yptP1E7B4

7) 브레인업로드의 철학적 의미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만 하다. 西川アサキ(2015). アップ

ロートは哲學の問題になりうるのか?. 『現代思想(43-18): 特集. 人工知能(ポスト・シンギュラリ

ティ)』. 東京: 靑土社. 17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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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 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 교사가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교수법이 학생에 한 방 한 양의 데이터 분석으로 단기간에 습득될 수도 있다. 향후 10～20년 

후까지 남게 될 직업 목록에 정신 건강  상담, 등학교 교사 등이 올라있는 것을 보면 교육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은 여 히 클 것으로 상된다.(松尾 豊, 2015/박기원, 2015: 226-229 참고)

지능은 에 보이는 것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능을 발휘

하는 특정한 구조이며, 그 보이지 않는 상호 작용이야말로 지능”(앞의 책, 214)인 것이다. 인공지

능은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발 된 구조는 기존의 인간 조직과 분리된다. 우리

는 뇌의 학습 알고리즘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리즘을 추정하는 일

이 불가능에 가까운 시 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측 불가능한 딥러닝 기술의 발 은 미래 교

육개 의 실  조건이 될 것이다.   

2.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지능에 생명  특성을 부여하는 여러 방법들  하나이다. 우리는 로그램을 부여

하여 로  스스로가 ‘자신을 남기고 싶다.’는 식의 욕구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재의 인공지능 

연구는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식, 곧 딥러닝 기술에 이 맞추어져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공

지능에 바이러스를 심는 방법이 있지만 바이러스에 따른 시행착오로 로그램의 작동이 이루어

지지 않을 확률이 단히 높다는 , 곧 외  환경 변화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실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하향식 제어인 ‘탑-다운’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인간화하는 작업이다. 

반면 상향식 제어인 ‘보텀-업’ 방식이 있다. 이는 특정한 환경만을 설정하고 선택과 도태에 따

라 좋은 것을 남기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것만을 늘려간다. 그러나 “생명

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것이 지능을 가진다는 것 사이에는 압도 인 괴리가 있다”(앞의 책, 207)

는 에서 이 역시 실성이 떨어진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을 익히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평생을 투자해도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실성이 떨

어지더라도 ‘탑-다운’ 방식에 이런 진화론  사고가 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8) 

인간은 지능과 생명을 합친 존재이다. 여기서 일반 인 생명은 생물학  법칙에 종속되지만 넓

은 의미에서 생명을 정의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복잡계 연구자인 이 가미 다카시(2015)는 

과잉된 데이터의 흐름, 엄청난 복잡성, 고속 운동으로 표되는 지능정보사회의 인공생명들에

는 창발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2015년 7월 등장한 가정용 로  페퍼와 구 의 자율주행 

8) 초기 인공로봇인 브룩스의 모봇 징기스의 경우 모터 12개의 집단적 행동에서 걷기라는 행위가 창

발한다. 각 다리에 있는 2개의 모터가 주변의 다른 다리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그냥 둔다. 다리들이 올바른 순서대로 활성화되면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이며 

걷기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적응은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다. 스스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재구

성이 일어난 것이다.”(Kelly, 1994/이충호‧임지원, 201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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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는 인간 인 면이 보인다. 페퍼는 인간이 의도하는 로만 답하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도로를 달린다. 양자는 실제 환경에서 놀라운 응력을 보여 으로

써 “자동화된 구조가 우리의 기 를 버리고 그것이 자연 상”(池上高志, 2015: 101)인 것처럼 

느끼도록 한 첫 시도들이다. 이들은 생명은 아니지만 기존 기술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 

이미지’를 보여 다. 이들은 우리의 제어를 히 벗어나 자율성‧항상성‧자가 발 성을 띤다는 

에서 어떤 ‘불길함’을 수반한다. 

패션 디자이 인 사카베 미기오(坂部ミキオ)와 요시카즈 야마가타(山縣良和)는 2015년 3월 도

쿄 시부야 아르코에서 ‘생(生)과 사(死) 그리고 신생(新生)’을 주제로 『 ‧ 명 (絶‧絶命展)』을 

개최하고 ‘새로운 생명 이미지’를 탐구한바 있다. 이들은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패션은 살아있는 것이다. 명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다음 시 의 희망을 만든다. 그 

희망의 빛을 창조할 힌트가 될 명 을 ‘ 월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보다 커다란, 보다 순수한 

빛을 발견하고자 한다. 『 ‧ 명 』은 패션의 생명 에 지 자체를 체감하는 자리”9)라고 말한

다. 이들은 ‘생’을 주제로 시한 첫 나흘 동안 마네킹에 자신들의 얼굴을 투 하 고([그림1] 왼

쪽), ‘사’를 주제로 시한 다음 나흘 동안 앞서 투 한 마네킹의 얼굴에 작은 스크래치나 반  

효과 등을 가미하 으며([그림1] 가운데), ‘신생’을 주제로 시한 마지막 나흘 동안 인간모델의 

얼굴에 자신들의 얼굴을 투 하 다([그림1] 오른쪽).

[그림 1] ‘마네킹’ 로젝션(사카베‧요시카즈, 2015. 3. 동경 시부야)

이들은 패션의 새로움과 생명의 새로움을 결부시켜 ‘새로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이 작품을 시하 다. 이들의 작업에서 생명은 자기복제나 자기유지 등 객  기 이 

아니라 작품을 본 ‘이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감각질( 리아)에 입각한 주  시 에서 정의

된다. 앞서 안드로이드 배우를 만든 이시구로 한 그 제작 과정에서 형성의 탈피, 곧 ‘심연’이 

9)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를 볼 수 있다. http://news.mynavi.jp/news/2015/01/2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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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인정한다. 측을 괴하는 불길함은 시 인 페퍼 로 에게도 엿보이며 의도를 가지

고 설계했으나 그것을 벗어난다는 에서 무의식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태까지 부분

의 인공생명연구가 생물과 유사한 자기복제나 자기유지 기능을 부여하는 데에 을 맞추어 온 

데에 비해 이들은 , 귀, 코, 입을 버리고 그 후에 남는 ‘신체’ 혹은 생명성 형식 자체를 순수화

하 다.”(ibid., 105) 정보 기술이 새로운 생명 이미지를 낳은 것이다.10)

스티  비는 『인공생명』(Artificial Life, 1992)에서 시뮬 이션의 도래를 말한다. 가짜, 

조, 모조, 복제, 이류, 유령, 이미지, 속임수, 장, 허 , 모방, 척하기, 그림자, 가면, 리물, 패러

디 등이 진짜를 체하는 세계가 온다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는 “기술이 차 생명화하고 생명 

한 기술에 종속”(Pearson, 1997: 2) 되지만 “  다른 면에서 진화는 특화된 유용성, 곧 종합

이고 요약된 인간과는 반 의 방향에서도 벌어질 것이다.”(ibid., 91) 피어슨은 자연주의화되고 물

화된 진화, 곧 수단으로서의 생명에 맞서 ‘도덕에 선행’하는 비인간성(inhuman)에 한 논의를 

구한바 있다.11) 인간의 목숨, 곧 생명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질료에 불과하다. 우

리는 이 질료를 기반으로 언어와 사회  계를 만들어냈기에 의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 생

명과 언어‧사회는 패러독스의 계에 놓여있다. 즉, 생명은 근본 으로 “무책임한 것”(檜垣立哉, 

2012: 36)이다. 새로운 생명 이미지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은 기술의 발

을 감내하는 동시에 그것이 리스크를 수반하는 계산에 의거한다는 도 알고 있다. 인간과 기술

의 계는 수동성과 능동성 사이의 ‘간극12)’ 곧, 우연에서 성립한다. 

10) 두 패션 디자이 들의 작업은 긴즈와 아라카와의 『건축하는 신체』(Architectural Body, 2002)로

부터 감을 받았다. 건축가와 로그래머인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상에 인공생명체를 투입하여 그

것이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려 들 때, 컨  먹이를 구하거나 다른 인공생명체를 죽이려들 때 

죽는 규칙을 삽입한다. 이들은 이 규칙에 따라 인공생명체들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는가를 찰한 

바 있다. 

11) 인공생명에 한 고  논의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최 의 상용 컴퓨터인 IBM 

701을 개발한 에 속한 홀랜드는 1929년에 피셔가 쓴 『자연 선택의 유 학  이론』에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나비 군집이 체 집단을 통해 차등화된 정보를 병렬 으로 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통찰을 바탕으로 1975년 『자연 시스

템과 인공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응』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설  해커인 니 힐리스는 이 아

이디어를 실 할 최 의 규모 병렬컴퓨터를 1980년  반 만들어냈고(Kelly, 1994/이충호‧임지

원, 2015: 573-575 참고), 한스 모라벡은 『마음의 아이들』(Mind Children, 1988)에서 후기 생물

 세계가 지구 생물권이 이루어온 결과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다양한 규모로 구축될 것임을 선언

한바 있다. 

12) 우리는 이 간극을 술을 통해 이미 경험해왔다. 20세기를 풍미한 실주의(surrealism) 술은 

작가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작업으로서, 어떤 사물의 형  사용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조합을 

추구한다.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큰 향을 끼친 실주의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 1887～1968)일 것이다. 뒤샹은 1915년부터 8년에 걸쳐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

해 발가벗겨진 새색시, 조차도: 큰유리>라는 작품을 선보인바 있다. 이 작품에서 우연히 깨진 유

리 속에 들어있는 기계들은 어떤 의미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그는 의도 으로 만들거나 그리는 일

을 거부하고 무의식을 작품 설계의 원리로 삼았다. 우리는 두 패션 디자이 의 작업에서 뒤샹이 

추구한 바와 유사한 ‘효과’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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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철학  사고에 근거한 공학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마스 이는 열 우림에 사는 

군 개미가 지나갈 때 이들을 피하기 해 많은 곤충들이 허겁지겁 날아오른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 군 개미를 따라다니도록 진화한 새들은 개미들을 피해 날아오르는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나비는 개미와 새의 배설물을 먹는다. 개미 한 종, 나비 세 종 그리고 새 10여종으로 이루어진 완

벽한 유랑 공동체가 기묘한 복잡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를 응용하여 ‘티에라’라는 가

상 컴퓨터에 80바이트짜리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 증식시켰다. ‘80’은 비어 있는 80바이트 크기

의 램 블록을 찾아내 자신의 복제를 채우는 방법으로 번식했고 생물79와 경쟁하기도 했다. 생물

45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코드  일부만 가지고 숙주인 80보다 잘 번식했다. 바이러스들 간에 

면역, 계가 형성되면서 변이도 생겨났으며 심지어는 유성 생식도 했다. 이는 인간의 설계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진화로 만들어낸 사례이다(Kelly, 1994/이충호‧임지원, 2015: 556-565 참고).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의 등장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첩시켜 놓는다. 두 물음은 교육개 의 상징인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새롭게 사유하게 한다. 안

드로이드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늘수록 우리는 안드로이드가 되고 싶은 존재, 곧 죽어야 하는 존

재이다. 진화의 입장에서 보자면 살과 피를 가진 존재는 실리콘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보다 더 빠

르고 확실하게 소멸한다는 에서 환 의 상이다. 그 다면 학습의 의의, 나아가 인생의 목

조차 살과 피를 가지지 않은 존재로 변화하는 것인가? 교육개 의 방향 한 라마르크  시각을 

제로 삼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는 니체의 말마따나 ‘여 히 흥미로운 동물’인 인간의 ‘생성’에 

한 단견일 뿐이다.

새로운 생명 이미지의 생성은 인간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얹어 되돌려 다.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이라는 낯선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교육학  물음13)은 ‘우리가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그것들에게 

배우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철학  물음과 패러독스의 계를 이룬다. 즉,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부터 답하기 곤란한 시 가 왔다. 지식과 사물, 계산을 심에 두는 

미래의 교육개 에는 이와 같은 난문(難問)이 내재해 있다. 

Ⅳ. 결론을 신하여

인간의 논리  능력을 본떠 개발된 인공지능은 미래 교육을 크게 바꾸어놓을 것이다. 통 인 

교육이 시하던 교과목, 학교체제, 문화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 앞에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

다. 십오 년 후, 어쩌면 더 이른 시간에 벌어질 이 변화는 재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개 과 깊

은 련을 맺고 있다. 

13)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류성창(201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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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과 애로니카는 산업생산물과 같은 존재를 길러내는 근 식 교육을 비 하고 유기체의 특

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제안한다. 그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 물음을 바탕

으로 그에 응하는 역량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비평, 력, 소통, 연민 등에 한 강조는 일 이 

미디어의 향력을 견한 매클루언과도 공명한다. 우리는 재까지 얻은 기술에 한 인문학  

이해와 교육개 에 한 상(像)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개 의 조건에 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한 이해는 이 문제를 사고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를 들어, 안드로이드 

로 의 불멸성(immortality)은 인생의 의미를 근본 으로 바꾸어 놓는다. 나아가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인공지능의 발 은 직업의 신생・소멸이나 교육방식의 명  환 등을 낳을 것이다. 

지능과 생명의 결합체를 인간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은 지능의 특성을 본 떠 발 하

고 있다. 이 발 의 속도가 엄청난 만큼 인간의 측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자체의 진화, 곧 인공

생명에 한 논의도 활발하다. 홀랜드의 인공생명론에서 출발한 이에 한 논의는 최근 일본의 

패션 디자이 인 사카베와 요시카즈의 작업을 통해서도 형상화된 바 있다. 

인공지능의 발 과 인공생명 상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

는 물음을 겹쳐놓는다. 따라서  시 에서 미래의 교육개 이 궁 하다면 이 철학  물음이 존

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마치 재의 교육개 론이 인간의 특성을 유기체로 정의하듯, 미래 교육

개 의 철학  조건 속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물음 이 에 ‘가르침과 

배움의 주체가 구냐?’에 한 난문이 내재해 있다. 이는 고  그리스의 구  문화가 문자 문화

로 바 는 시기에 일어난 어려움과도 같은 것이리라. 라톤이 그 문제의 해소 –이 맥락에서는 

새로운 교육철학의 정립- 에 일조했다면 오늘날의 ‘ 라톤’은 구일까? 인간인가, 인공지능인가, 

아니면 양자 사이의 ‘심연’에서 솟아오를 존재일까? 이 질문에는 과거 인류에 비해 민주화를 이

룬 오늘날의 사회  조건이 첩되어 있다. 즉, 이 이 미래 교육개 의 기술  조건에 따른 철

학  물음을 던지는 일에 한정된다면, 궁극 으로 해소해야 할 것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술교육의 방향, 이에 따른 교육개 의 방향일 것이다. 이 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구자는 이후 

찾아 나서야 할 과제를 발견하게 된 셈이다. 네덜란드의 기술철학자 피터-폴 베어벡(Peter-Paul 

Verbeek, 2011)의 ‘기술의 도덕화’론은 앞서의 교육철학  물음을 해소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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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era of AI

Tae Jin Kwak

University of Seoul

The society of intelligence-information complex is a fresh world that connects things, 

knowledge and calculation with human. What is the condition of educational reform in 

this world? Robinson and Aronica(2015) suggest educational reform at the center of 

organic agriculture, in which they focus on the dignity of human as an organic being. 

Human consists in an intelligence and a life. We have to ask to ourselves what is the 

human in this Age. The development of AI represented by deep-learning will be an 

actual condition in the educational reform. In the other hand, the combination with an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 rises a question about a life itself. So, we have to ask 

the question seriously that overlap what is the human and what is a life. Two questions 

about human and a life cast a philosophical paradox in the age of AI.

Key words: The society of intelligence-information complex, educational reform, organic agriculture, 
AI, an artificial life

논문투고일자: 2019.07.20.

논문심사일자: 2019.08.02.

게재확정일자: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