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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機械)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意味) -과학기술 수상(隨想)한국정밀공학회 초대 회장, 이봉진
Founder and the 1st President of the KSPE, Bongjin Lee

한 쪽 팔만 달린 로봇이 작업하는 모습을 거울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왼팔 달린 로봇은 오른쪽, 오른쪽 팔을 가진 로봇은 왼쪽 팔로
일을 하는 것이 거울에 비친다. 자신은 일상 익숙해서 거울의 자기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제 삼자가 보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좌
측이 오른쪽, 오른 측이 왼쪽으로 보여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 종전의 기술에서는 보이는 모습을 만들면 되었는데 현대기술은
보이지 않는 서로 다른 비대칭의 원리를 아용해 물건을 만들어야한다. 기존의 대칭 뉴턴역학 이론으론 현대의 로봇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최첨단 기술의 기계, 마음을 갖는 기계를 만든 것은 현대 이론의 원리가 사용된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비대칭성 원리를 이해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의 예를 들어본다.

- 외팔 두 로봇이 용접하는 작업 모습
팔 달린 레이저 용접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오른쪽 팔을 가진 다른 로봇도 용접용 재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때를 같
이하여 레이저 용접 로봇은 작업대 위의 소재를 돌아가면서 몇 군데 점을 택하여 점용접을 하곤 용접 손을 작업대에서 멀리한다. 그 순간
오른쪽 손을 가진 작업로봇이 소재의 점용접을 검사나 하듯 소재를 둘러본다.
그런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던 레이저 용접로봇이 재빨리 또 접근해서 마무리 용접을 시작한다. 소재를 든 로봇의 오른손이 돌리는 소
재 표면을 따라 왼손 용접로봇은 용접을 한다. 오른쪽 손에 소재를 들고 왼쪽 손으로 용접하는 두 로봇의 모습이다. 이 과정은 현대의 기
계가 시공감각(時空感覺)의 실력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 주는 순간이기도하다.
생각해보면 근대 물리학에서의 상대성이론(相對性理論)과 양자역학(量子力學)은 시공(時空)의 개념과 물질의 비대칭(非對稱)성을 가
져다주었다. 근대 과학 기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의 소산이었다. 심신이원론은 마음과 신체(物體)
를 서로 환원할 수 없는 두 개의 실체로 준별(峻別)함으로써 물질계를 Animism에서 자유로이 독립 된 대상물로 취급을 가능하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세계를 결정론에서 떼어내어 정신세계의 자유를 내세우게 만들었다. 이로써 물질계의 법칙화(法則化)를 꾀하는 자연
과학과 인간의 정신의 자립화가 근세기에 성립된다.

- 마음과 신체에 대한 두 시각(視覺)
사실 데카르트의 이원론(二元論)은 마음과 신체를 동일한 Category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속성(屬性), 과정(課程), 변화(變化), 원인(原因), 결과(結果)등의 개념인 Category의 틀 속에「마음」
을 두어 동일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마음」
에는 기존의 (고전) 물리법칙인 대칭의 원리와는 다른 타의 법칙, 정신 법칙의 개재(介在)가 인정되는 것이다. 인간을
이 두 법칙에 따르는 이중의 삶을 영유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지은 「마음」
이란 Arthur Koestler 〈기계속의 유령〉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스피노자(Spinoza)는 데카르트
(Descartes) 보다 젊은, 같은 17세기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心身二元論)에 반대해서 일종의 자연 일원론(自然一
元論)의 입장을 취했었다. 즉, 정신(心)을 신체(物體)로부터 준별(峻別)시킨 데카르트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을〈신체의 변양(變樣)관념〉
으
로 받아들인 것이다.
신체의 변양(Affection Corporalis)이라함은 외계로부터의 변양(變樣)(수동적인 변화)을 뜻하는 것이다. 즉, 변양은 외부에서의 노크에
의해 생기게 되는데, 우리들이 자기 신체의 변양을 인식하고 자각화(自覺化)시키는 과정이 정신(心)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체의 변양을 움직이는 기능면에서 조명해보면 활동하는 신체를 자기가 의식화(意識化)하는 일이 바로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세기의 두 대표적인 철학자의 설(說)을 볼 때 현대의 기계는 스피노자의 심신일원(心身一元)논설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
각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기계가 종전의 역학(力學) 기계에서 전자(電子)적인 정보(情報) 기계,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생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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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기계의 과제는 우리의 실재(實在), 정신과 신체의 짜임과 구조를 밝히는 일이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 마음을 가진 기계 개발의 가능성
형상학적으로 해명된 정신과 신체는 비선형적이고, 물리 현상과 같은 선형적인 인과 관계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공학자(工學者)
에게 요구 되는 일은 비선형 또는 Analogue적인 실재에 가까이하는 선형 또는 Digital적인 접근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면, 통신 이론과 제어 이론을 짜 맞춘 정보처리 접근 방법이 확산되면서 마음은 물(物) 또는 신체와 단순히 대비될 수 없다는
존재로 인식 된 것이라든지, 또는 진화론이 동물과 인간의 생명체(生命體)로서의 경계를 제거한 것과 같이 오늘날 통신과 제어이론이 기
계의 정보처리 시스템과 인간의 정보처리 시스템과의 경계를 제거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 인지 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처리적인 접근은 마음을 가진 기계가 멀지 않아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준다. 감
각대행 또는 가상현실 등 현대 기술의 중심에는 마음을 가진 기계의 개발이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까운 장래, 기계가 인공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기계는 우리들 인간처럼 동정을 느끼게 될까? 또 기계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인간에 대해 투영(投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고 기대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인공심(人工心)이 과연 인간의 마음을 능가
하는 것 일까하는 문제는 의론의 대상이 된다. 그 까닭은「마음」
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 인간 닮은 기계가 인간을 능가?
우리는 인공 시스템이 우리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조작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 마음은 예를 들면 이성과 감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 기억하는 방법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반영되어
야 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든 도구와 기계는 모두 인간의 운동 기관과 감각 기관의 기능을 연장 한 것이었다. 역설적이지만 인간을 닮게 만
든 기계가 결과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도 있다. 기억을 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순발력, 또는
계산을 정확히 빠르게 해 내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기계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을 Model로 한 인공 마음을 만들 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인공 Model로 바꾸어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앞
서 지적한 인간마음의 특징, 말하자면 자기 언급(言及)과정의 표현을 이해하자는 것이고, 그 의사 표현 과정을 시스템화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공학에선 머지않아 마음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단계가 오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진다.
마음을 가진 기계의 조건으로서 기계 시스템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지능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하면 마음
을 가졌다 할 수 있을까? 모양(形)을 지각하고 물(物)을 인식하는 일이 한때는 지능의 유무 기준으로 주장되었던 때도 있었으나, 기계가
용이하게 이 기능을 갖추게 됨과 동시에 의견은 갈라졌다. 목표가 불명확한 것도 평가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그래
서 시공(時空) 개념이 마음에 표현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시공지각(時空知覺)은 인공 지능 연구의 기본(基本)
시공(時空)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다. 그 변천이 물리학의 역사를 좌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 있어
서도 시공지각은 인공 지능 연구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인공시스템이 시공 개념을 갖게 한다는 것의 한 예로, 오늘날 우리가 애용하고 있
는 스마트폰의 GPS를 들 수 있다.
이 시공 개념은 인간과 생물의 생활에는 불가결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의 소지(所持)는 인간과 생물에는 쉬운 것이지만 기계에
이 기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의 유무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가늠하
는 좋은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선 현대 기술의 발전은 더욱 인공지능에의 기대감을 키운다.

- 시공(時空)의 감각을 가진 기계의 의의(意義)
생물의 시공지각(時空知覺)은 자기표현이라고 한다. 이는 마음의 기능 중 특징적인 것으로 자기 언급 과정에서 성립되는 것이라 밝혀
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컴퓨터는 물론 지금껏 기계에는 없었던 기능이다. 그러나 모두(冒頭)의 외팔이 오른팔의 두 로봇이 작업을 하
는 모습을 볼 때 기계에 이와 같은 기능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종래, 공학적인 과제는 시계와 거리계를 통해 시간과 거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 했었다. 기계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공의 지각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 활동에서 시공의 개념을 잃어버린다면 혼란(混亂)을 일으키고 지능이 저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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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개념의 상실에 이르게 되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 생물의 시공 지각은 발생학적으로 표적을 검출해 근접하든가, 멀리하든가 하는 생존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기능이다. 소화되는 것
과 안 되는 것, 자기편 과 아닌 것의 구분 등 여러 가지 편을 가르고 구분하는 일은 시공의 지각과는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지각(知覺) 시스템은 초기단계에서 입력된 자극을 요소적인 특징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시공의 좌표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물(物)의 심
상(心像)을 생산한다. 시공의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곳에 제 위치를 찾아 주체로서의 자기를 성립 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시공(時空)을 Code로 이용해 좌표계의 물(物)을 객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지적해 둘 일은 시공의 지각이 물(物)과 체(體)의 존
재를 지각(知覺)하는 매개체이지만, 그 자체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단지, 확정 또는 지속을 지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
는 것을 보는 뜻에서 지각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각적 해결이라 불리는 현상의대가가 시공 감각 (時空知
覺)의 성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현대 기술의 특징이고, 기술과 시안의 공감대(共感帶)이기도 하다.
오늘날 시공개념의 Algorithm은 방정식을 풀어서 Vector의 값을 정하는 형식적인 문제 해결에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時空)과 지
각(知覺)과 같은 마음을 가진 기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첫째로 다음의 공학적인 기본 과제를 풀어야한다. 즉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심연(深淵)
을 구현하는 Algorithm을 어떻게 창조 해 낼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冒頭)에 소개한 로봇은 기계가 시공지각을 가지기 시작한, 기계답지 않은 기계의 유아(幼兒)기라 할 수 있다. 좌우
가 대칭되어 기존의 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는 인공물의 유한(有限)함이라고 할 수 있다. 되돌아보면 인간이 만드는 기구학이 유
한하다는 것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한편 거울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창조물의 신비(神秘)는 양파와 같다. 원소(元素)의 주기표(週期表)
를 만들어 근대 과학의 기초를 다진 Mendeleev는 자연은 양파와 같은 계층(階層)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
려면, 차츰 연달아 작은 거리의 Scale로 자연을 관찰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현상과 구조를 가진 층(層)이 보인다는 것이다.
거리의 Scale이 작아지면 그에 따라 에너지의 Scale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보는 복잡한 구조는 양파와 같은 층상(層狀)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층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다 다르다. 각각의 층(層)
을 조사하면 필요한 에너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자연의 신비는 심연(深淵)하도록 무한(無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
이 만든 인공물(人工物)과 자연(自然)이 각각 유한(有限)함과 무한(無限)함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AI로봇의 미래상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