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인류 역사 속 무한한 기술발전의 혜택으로 인간은 수

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연을 지
배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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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와 불안요소들을 알아보고, 이들이 현재 대중들
의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슷한 기술변화 
문화를 공유한 세대별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미래 인공지능 
주 소비층인 I-세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업무 성과 향상’, ‘사회 질적 향상’의 기대요인과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의 불안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들 요인이 각각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또한 I-세대가 현재 약한 인공지능에는 업무 성과 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와 함께 매우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는 한편, 강한 인공지능에는 약한 인공지능과 비교해 불안을 많이 느끼며 태도의 긍정성도 낮아
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이 인류와 유쾌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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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s have anxieties as well as expect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xpectation and anxiety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to ascertain how much influence they have on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This study 
considered that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different for each generation sharing a 
similar technology change culture. Therefore, the researchers limited the research subjects to I 
generation, which is the main us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As a main result, the factors 
of expectiation of ‘performance gain’, ‘positive social impact’, and the factor of anxiety of ‘threat to 
human-oriented social value’ were drawn, and these factors influenced weak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develop 
into a pleasant relationship with hu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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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소외’라는 부작용을 겪어왔다. 인류의 역사 속에
서 소유와 분배로 인한 계급형성 및 그에 따른 갈등 심
화 등은 근본적으로 기술 문명의 대표적 산물인 자본 
축적에 기인한 현상이다[3]. 또한 디지털 기술 문명으로 
인류는 빠르고 저렴하며 쉬운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피해, 저작권 
분쟁 등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4].

현재 기술발전 흐름의 양상 속에서, 가장 주목 받는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이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지난 7월 4일 이루어진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5]. 이를 반영하듯, 국제적 시장조사기관 Gartner가 
89개국 3,000명의 실무진 대상으로 시행했던 2019 
CIO Survey에서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이 지난 4
년 동안 270%, 작년 한 해만 37% 증가했음이 보고되
었다[6].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수차례의 기술혁명에서처럼, 인
공지능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재의 시대적 목
소리는 인류가 누릴 새로운 혜택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높다[7]. 그간 인공지능은 사람이 요청하는 특정한 지시 
사항에 응대하여 최적의 결과 값을 전송하는 수준을 넘
어, 수 만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복잡한 전략을 요구하
는 체스와 바둑게임 인류 챔피언을 꺾으며 기술의 무한
한 가능성을 예고했다[8].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공지
능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가장 최근 진화된 부위로 알
려진 신피질 구현까지 목표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인
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기술이 구현함을 넘
어 그보다 월등하게 진화할 수도 있다는 점1, 그로 인해 
인류의 존엄 가치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가설이 조성
하는 두려움은 이전의 그것과 결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Kurzweil[10]과 같은 학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충분
히 위험할 수 있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인류에게 더 많
은 이득을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견을 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1 영국의 수학자 Good[9]은 인간이 그들보다 뛰어난 울트라지능
기계(Ultraintelligent Machine)를 만들어낸 것과 같이, 울트라
지능기계 또한 자신보다 뛰어난 기계를 만들어내는 ‘지능의 폭발
(Itelligence Explosion)을 예견하였다.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기술변화의 
문화를 공유한 세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
어날 때부터 인터넷 환경에 친숙한, 소위 I-세대2라고 
불리는 대상에 한정하여 이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인
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
인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
출하고 인공지능이 인류와 유쾌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
인공지능 기술 혁신으로 인해 변화될 행동양식 및 사

회상에 대한 기대는 다양하다. 우선 여러 학자들은 고
등지식의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언급한다
[12-14]. Fulbright[12]는 인간의 다양한 생각과 인공
지능의 협업이 클라우드 등을 통해 모아진다면, 누구나 
법적 이슈나 전문적 조언, 미래 방향성 등에 대한 고급
정보를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해질 것
으로 예견했다. Popenici & Kerr[13]은 특히 고등교
육에 주목하여, 인공지능이 현 대학 교육이 가진 학생 
수 증가, 수강 인원, 대학교육에 부여되는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보았다. 한
편, Fox 등[15]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들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환자
(expert patients)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Schulz & Nakamoto[14]는 이 현상에 대해 환자들의 
편향적인 정보 탐색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정보적 혜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
다. 그러나 이들은 상당한 건강관련 문해력을 가진 환
자들에게는 인공지능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도 언급하였다.
2 I-세대는 1995년 상용화된 인터넷과 함께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Twenge[11]는 이들의 특징을 지칭하는 ‘I’단
어로 개인주의(individualism).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도 포함시키며, 이들이 “안전에 집착하고 경제적인 미래를 걱정
하며 성별이나 인종,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차별을 용인하지 않
는” 세대적 성격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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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은 또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작업수준
의 신뢰성 향상을 예측하고 있다. Hengstler 등[16]은 
인공지능의 적용이 기기 작동 및 퍼포먼스 등과 관련한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동차와 의료 기기 
분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의료분야에서는 임상
적으로도 인공지능에 의해 양성종양 판별에 대한 실패
율이 낮아졌음을 확인하였고[17], 특히 외과의사 및 방
사능 전문의들의 수술 등과 같은 까다로운 의사 결정에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다[18]. 의과대학생 대상으로 방
사선학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생각을 묻
는 설문조사에서 대다수(83%)의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방사선학이 진보할 것이라고 답했다[19].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줌으로써, 인류 
전반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상황 역시 우리가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 기대하는 바이다. 2017년에 28개 EU국가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에서, 84%가 그들이 
하는 업무가 인간에게는 너무 어렵거나 위험해서 로봇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8%가 로봇이나 인공
지능이 직장이나 일상의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사
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
하였다[20]. 인공지능이 적용된 스마트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경제적 수
익 창출에 대한 믿음을 제공한다[21-24]. Allam & 
Dhunny[25]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더 매력적인 기회를 얻을 것이라 보았다. 나아가 
Gherhes & Obrad[26]는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 지
구 온난화, 인종차별 등과 같은 복잡한 사회문제 해소 
등까지 인공지능이 적용될 범주로서 고려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창조적 기술이 혁신으로 이
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유용성을 근간으로 한다. 
Fobes[27]는 모든 혁신이 창의적 문제 해결로 시작되
기는 하나, 모든 창의적 문제 해결이 혁신으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Landry[28] 역시 혁신이 새
로운 아이디어에서 발전한 결과물이기는 하나, 이는 현
실성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강
조하였다. 이처럼 기술혁신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확인
하고자 할 때 실제적 업무 효과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배재할 수 없는 요소다. 

2. 인공지능 혁신이 주는 불안
인공지능과 함께 도래할 사회에 대하여 인류가 내비

쳐온 불안은 기대만큼이나 높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
사 PEGA가 세계 6개국 총 6,0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
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들 중 1/4은 기계가 세계를 장악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29].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영향력은 
증폭되겠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율성, 기관 및 기능 등
은 위협될 것으로 예견하였다[30]. 인공지능으로 인해 
전문 정보를 다수가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는 인공지능이 제공한 정
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에 한정된 이
점인 것이다[12][14][18][32].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 Amazon에서 발생했던 가품 관련사건3은 인공
지능을 과신한 결과다.

기술발전의 결과적 산물은 관련 정책보다 언제나 앞
서고, 기술의 눈부심만큼 부각되지 않은 악용 가능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rundage[33] 등은 인
공지능이 악의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디지털 
보안’, 물리적 공격과 관련한 ‘신체적 보안’, 그리고 우
리의 믿음이나 행동 등이 선동 당하는 ‘정치적 보안’ 등
을 들었다.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기술 플랫폼
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침범 가능성을 경고해왔으며
[34-36], 신기술은 해당 기술에 능통하거나 일부 소수
에게만 혜택을 제공,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
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37][38].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위협들에 방대한 양
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은 
당연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존재자체만으로 존엄성을 부여 
받았던 인류가 인공지능에 의해 그 가치를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류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인공지능의 수
준이 사람과 사회적 교류 및 감성적 교감의 일부분 대
체할 만큼 발전하면서 인간성은 위협을 느낀다[39]. 
Scheutz[40]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교류하면서 심리적 

3 2019년 4월, Amazon이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여 상품을 판별한 
결과, 그동안 무더기의 가품이 추천 상품으로 선정되고 판매되어 
온 사실이 보도되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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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인공지능 및 로봇을 또 
다른 인류로서 인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III. 연구방법

1. 항목 도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혁신에 대

한 기대와 위협에 대한 항목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하
였다. 다음 항목들은 연구 분야의 특이성 (예를 들어, 
의료분야, 스마트 도시, 교육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누
구나 이해하기 용이하며 객관적인 문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가진 20~30대 일반인 5인을 대
상으로 2회의 예비조사 실시 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인
공
지
능
 혁

신
에
 대

한
 기

대
 항

목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간이 수행했던 작업보다 월등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될 수 있
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줌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은 개선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춤화된 지식 또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 전문가집단에 한정되었던 능력이나 지식
들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 향상은 인공지능의 뛰어난 이점이다.
 인공지능은 작업 수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하는 작업의 결과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

을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환경문제, 사회갈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

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은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은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져, 인류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인
공
지
능
 혁

신
에
 대

한
 불

안
 항

목

 인공지능은 뛰어난 업무적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을 의존적으로 만들 것
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프라이버시는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끼어들면, 사람 사이 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

다.
 인공지능은 업무수행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을 무력화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 사이 감성적 교감을 방해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는 드론 등의 첨단적 장치 및 기기에 의한 물리

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심리적, 감정적으로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

다.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 인간의 복잡한 생각 프로세스는 인공지능의 몫

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들은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종당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 및 불안 항목

2. 연구 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도출된 항목들에 대하여 20대 초·중반 연

령층으로 구성된 대학생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질문지는 앞서 정리한 12개 기대항목, 9개 불안
항목의 총 21개 항목들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41]로 구성되었다. 총 1,004건의 응답 중 적합하
지 않은 응답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972개의 
샘플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초기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된 성
분행렬을 확인하기 위해 베리맥스[42]를 선택하였다.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
지능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 질문지
를 재구성하였다. 약한 인공지능의 범위는 ‘제한된 범위
에서 비교적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제
한하여, AI스피커, 챗봇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하
였다. 강한 인공지능의 범위는 ‘인간의 지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데이터 분석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통
합적 인공지능’임을 설명하였으며, 미래예측 분석, 맞춤
형 자료 수집, 작물관리 로봇의 병해 및 성장상황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인공지
능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질문은 Taylor & Todd[43]
의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들
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설문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구
성되었으며, 총 251명의 20대 초·중반 대학생들이 응
답에 참여하였다.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
하고, 총 244개의 샘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각 요인의 영향력 확인을 
위한 분석에는 Smart PLS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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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기대 및 불안요인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설

문조사를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 이
상인 요인들이 2개 추출되었다. KMO(Kaiser-Meyer 
–Olkin) 측도는 0.917로 뛰어난 수준이며, 모든 변수
들의 공통성은 0.4이상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bach’s α 값은 
0.7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각 항목을 삭제하였을 때 
신뢰도들도 요인 신뢰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문제가 되
지 않았다.

요인 항목 항목제외 
신뢰도

요인 
신뢰도

항목 
수

B1

인간 수행보다 월등한 성과 .877

.891 7

원하는 작업 결과를 위한 활용 .865
효율성 향상 .867

작업 수행 신뢰도 향상 .872
사회 전반적 신뢰 수준 향상 .885

경제적 수익 작용 .885
인간에게 어려운 일 수행 .876

B2

전문지식 활용가능성 향상 .694

.754 5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공유하는 사회 
실현 .685

사람들의 전문성 향상 .731
맞춤화된 능력향상으로 개인 신뢰도 

향상 .704

사회 문제 해결 .727

표 2.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요인 신뢰도

인공지능 혁신이 주는 불안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
과에서도 고유값이 1이상이 요인들이 2개 추출되었다. 
공통성의 경우, ‘인간의 프라이버시 위협’ 문항이 0.221
의 수준으로 매우 낮아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나머지 8
개 항목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KMO 
측도는 0.830으로 높은 수준이며, 모든 변수들의 공통
성도 0.4이상이었다. [표 3]과 같이 요인에 대한 신뢰도
가 도출되었는데, T2 항목의 요인 신뢰도는 0.846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T1의 신뢰도는 0.569로 분석에 활용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요인 항목 항목제외 
신뢰도

요인 
신뢰도

항목 
수

T1
인간의 인공지능 의존성 강화 .523

.569 3인간의 책임감 무력화 .342
인공지능의 물리적 공격 .524

T2

상업/정치적 조종 .804

.846 5

인공지능에 심리·감정적 의존 .826
인간 사이 교감 방해 .814
사람 사이 관계 교란 .817

인공지능에 복잡한 생각 프로세스 
의존 .810

표 3.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불안요인 신뢰도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업무 성과 향상’, ‘사회 질적 향
상’,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으로 정리하였다. 항목들
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표 4]와 같이 설명하였다. 

특성 요인 내용

기대
업무 성과 향상 인공지능을 이용해 업무적으로 이점이나 

높은 향상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사회 질적 향상 인공지능 이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불안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인공지능이 인간만의 고유적 가치를 모방하여 인간 
사회의 교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불안

표 4.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영향
2.1 약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모

델에서 반영적 측정변수들을 평가했을 때, ‘사람들의 전
문성 향상’ 항목이 0.4 미만으로 나와 제거 후 다시 분
석하였다. 수정된 모델의 분석 결과, 내적일관성 신뢰도
의 경우, [표 5]와 같이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α 
값은 0.6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또 다
른 신뢰평가 기준인 roh_A 값은, ‘사회 질적 향상’ 요인
만 0.7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합성
신뢰도인 CR값은 모든 요인이 0.7이상의 바람직한 수
준이었다.

잠재변수 Cronbach’s α roh_A CR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0.751 0.766 0.858

업무 성과 향상 0.756 0.770 0.824
사회 질적 향상 0.662 0.496 0.753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0.772 0.830 0.833

표 5. 내적일관성 신뢰도(약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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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타당도의 경우, 외부적재치 적합성은 모든 항목
이 0.7이상이거나, 0.4이상 0.7이하의 항목의 경우 해
당 측정변수 제거 시 CR 0.7, AVE 0.5이상으로 증가되
지 않았다. [표 6]에서와 같이 평균분산추출인 AVE는 
모두 0.4이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모든 변
수의 HTMT는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0.9
미만으로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잠재변수 측정 변수
집중타당도 판별 

타당도외부
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ATT1 0.858 0.736
0.668

HTMT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음

ATT2 0.712 0.507
ATT3 0.869 0.755

업무 성과 향상

TP1 0.601 0.361

0.404

TP2 0.706 0.498
TP3 0.751 0.564
TP4 0.621 0.386
TP5 0.555 0.308
TP6 0.608 0.370
TP7 0.587 0.345

사회 질적 향상
SS1 0.651 0.424

0.441SS2 0.488 0.238
SS3 0.690 0.476
SS4 0.802 0.643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HV1 0.725 0.526

0.506
HV2 0.665 0.442
HV3 0.509 0.259
HV4 0.777 0.604
HV5 0.834 0.696

표 6. 집중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약한 인공지능)

요인
경로계수의 유의성 회귀식의 설명력  

Sample T Stat. P Val. R² adj. R²
업무 성과 향상 0.539 8.122 0.000*

0.382 0.375
사회 질적 향상 -0.065 0.847 0.397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0.267 5.109 0.000*

(* p<0.05)

표 7. 요인별 효과성(약한 인공지능)

모든 잠재변수들의 내부 VIF는 5미만으로, 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결정계수(R²)값은 
0.382로 경로에 대한 회귀식은 준수한 수준의 설명력
을 보였다.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질적 향상’은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
지만, ‘업무 성과 향상’ 및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은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 구조모델
의 예측적 적합성(Q²)은 0보다 큰 수치를 보여, 모델은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예측적 적합성을 가짐을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살펴
보았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영향’에 대한 ‘업무 
성과 향상’ 및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은 강한 유의성

을 확인하였고, ‘사회 질적 향상’은 유의성이 없다고 판
단되었다.

2.2 강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결과에서 반영적 측정변수들은 모든 

항목의 외부적재치가 0.4이상으로, 제거가 고려되는 항
목은 없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8]과 같이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α 값은 0.6 이상이고, roh_A는 
0.7이상, CR값은 0.7로 모든 요인이 바람직한 수준이
었다. 집중타당도는 약한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이 0.7 이상이거나, 0.4 이상 0.7이하 항목의 경우, 
해당 측정변수를 제거했을 때 CR 0.7, AVE 0.5이상으
로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인 AVE는 모두 
0.4이상의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강한 인공지능 역
시 모든 변수의 HTMT가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
으며, 0.9 미만이었으므로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잠재변수 Cronbach’s α roh_A CR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0.843 0.861 0.905

업무 성과 향상 0.861 0.868 0.806
사회 질적 향상 0.704 0.726 0.806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0.752 0.778 0.785

표 8. 내적일관성 신뢰도(강한 인공지능)

잠재변수 측정 변수
집중타당도 판별 

타당도외부
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ATT1 0.906 0.821
0.762

HTMT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음

ATT2 0.800 0.640
ATT3 0.909 0.826

업무 성과 향상

TP1 0.713 0.508

0.548

TP2 0.842 0.709
TP3 0.797 0.635
TP4 0.770 0.593
TP5 0.706 0.498
TP6 0.664 0.441
TP7 0.670 0.449

사회 질적 향상

SS1 0.692 0.479

0.456
SS2 0.632 0.399
SS3 0.575 0.331
SS4 0.715 0.511
SS5 0.749 0.561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HV1 0.458 0.210

0.435
HV2 0.563 0.317
HV3 0.551 0.304
HV4 0.803 0.645
HV5 0.837 0.701

표 9. 집중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강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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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경로계수의 유의성 회귀식의 설명력 

Sample T Stat. P Val. R² adj. R²
업무 성과 향상 0.587 8.976 0.000*

0.518 0.512
사회 질적 향상 0.019 0.254 0.799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0.265 5.861 0.000*

(* p<0.05)

표 10. 요인별 효과성(강한 인공지능)

다음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했을 때, 내부 VIF는 
모두 5미만으로 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평
가되었고, 결정계수(R²)값은 0.518로 경로에 대한 회귀
식은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약한 인공지능 결
과와 마찬가지로 ‘사회 질적 향상’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효과는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업무 성
과 향상’ 및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은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구조모델의 예측적 적합성(Q²)은 역시 0보다 
큰 수치로,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예측적 적합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약한 인공지능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계수의 유의성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업무 성과 향상’ 및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만이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서 채택되었다.

3.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 인식 평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들이 인공지능 각 요인

과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의 태도를 확인해보았다. 5점 
척도로 이루어진 항목들의 응답 결과를 100점 환산했
을 때,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강한 인공지능보다 약한 인공지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경우 모두 ‘업무 성과 향상’에 대한 높은 기
대를 가지고 있었고, 약한 인공지능보다 강한 인공지능
에서 사회가 보다 질적(전문지식의 범사용성 증가, 개인
에 맞춤화된 능력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 향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동시에,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위협 받으리라는 불안은 보다 강해짐을 확인하였다.

잠재변수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86.47점* 72.62점

업무 성과 향상 81.82점 76.97점
사회 질적 향상 67.68점 75.19점

인간의 사회적 가치 위협 52.62점 68.08점
* 100점 환산점수

표 11. 각 요인에 대한 현재 인식 평가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인 동시에 시
대의 불안을 안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재 인식을 확인하
고, 그러한 인식의 근간을 세부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
였다. 최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 요소들을 가져오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
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잠재변수를 도출하여, 
아주 세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
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특성에 따른 기대
요인의 점수 차이 결과를 통해 현재 I-세대들이 가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구체적으로 업무 성과의 향상
에 대한 기대와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 자
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
과 어느 정도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 
제품들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제품군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것이
라는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
다. 반면에 강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
안의 정도가 높아졌으며, 업무 성과 향상에도 약한 인
공지능과 비교하여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응답 대상들은 약한 인
공지능보다 강한 인공을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나, 강한 인공지능
이 약한 인공지능보다 큰 업무적 효과성을 가진다고 생
각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들에게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미래 인공지능 주요 소
비자가 될 I-세대들에게 인공지능을 보는 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 성과 향상 여부다. 그
러나 I-세대들은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강한 인공지능
에게 약한 인공지능보다 높은 업무 성과 향상을 기대하
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향
상을 기대하려면, 강한 인공지능의 업무 활용 가능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들도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회적 가
치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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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최대한 근접하게 모
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화는 인공
지능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
떤 특별한 기술도 인간 사회의 효과가 먼저 고려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 개발자
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따라서 그보다 앞선 세대들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
한 태도가 본 연구 결과보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고, 
불안의 정도도 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
술 개발의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비슷한 기술
변화의 문화를 공유한 세대별로 다른 결과 가능성이 분
명히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I-세대라는 특정한 연령층
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대한 지역, 연령, 직업군 
등을 다양화하여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
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써 정리하고 실제적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성공적인 사회적 안착을 위해 보다 다
양하고 확장적인 연구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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