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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Society

김주은*

Ju-eun Kim*

요 약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달리하며 금융, 제조, 의료, 서비스, 예술과 같은 다양한 산

업 분야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항상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이 현대의 인간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 기술이 현대의 산업분야에 구현된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

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인공지능, 현대 산업, 인간 사회,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Abstract As progress of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lied in various fields of industry such as 
finance, production, medical treatment, service, art by changing the way they look continuously. As AI is 
progressive area, We have to know what kind of changing is merged in human society by AI. In this paper, 
through the investig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s concept and the way Artificial Intelligence's technology is 
implemented in modern industry, we studied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of AI. By this study, In 
conclusion, by realizing how close Artificial Intelligence had come to our life, we can prepare to seek a 
foothold to deal with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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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에 오

른 지금,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인

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를 살펴본 후, 제조,

의료, 금융, 서비스, 미디어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현재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산

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한편 이러한 인공지능의 산업에 대한 영향과 더불

어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

하여 인공지능이 바꾼 인간의 삶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

욱 빠르게 변화할 삶의 방식에 대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의 연

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인공지능의 정의, 구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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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활용 방식에 따른 종류, 산업에 활용된 인공지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Ⅱ. 인공지능의 이론적 고찰

1.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이 아닌 어

떠한 인공물이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 것으로, 일반적

으로 시스템에 의해 설계된 지능을 가지는 인공적인 기

계를 뜻한다. 인공지능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까

지도 계속해서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의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인공지능

은 그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또 연구방식에 따라 다

르게 정의된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학자인 S. Russell

and P. Norvig은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에서 4개의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정의한

다.[1]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사

람처럼 생각하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지가 그 4가지

기준이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이 의사 결정과 문제 해

결, 학습에 있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과 유사할수록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되고,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가까울수록 약한 인공지능

으로 분류된다.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자아를 가지는

지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다. 현재 실생활에서는 단순한

목적으로 설계된 약한 인공지능이 주로 쓰이나 최근 의

료계나 금융계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

라 더 높은 지능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딥러닝과 같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2. 인공지능의 종류

인공지능은 그것이 구현된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마쓰오 유카타(2015)는 구현 수준에 따라 인

공지능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였다.[2] 첫 번째 단계는

전자제품에 탑재된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수준의 인공

지능을 일컫는다.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의 전

자제품의 자동화 기능과 같은 인공지능이 첫 번째 단계

의 예시이다. 이 단계의 인공지능은 제어공학이나 시스

템 공학 등과 같은 학문 분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두 번째 단계는 입력과 출력의 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의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예시로는 간단한 퍼즐을

해결하는 것이나 진단 프로그램, 전문가 시스템 등이

있다. 이 단계의 인공지능은 필요시 적절한 판단을 위

해 추론이나 탐색을 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지식을 기

반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의

인공지능은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추론이

나 예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머신러

닝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현재 대부분의 인

공지능이 이 레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단

계는 머신러닝보다 발전하여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판단을 위한 특징(Feature) 자체를 학습하는 수준

의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자연어 처리나 영상 인식, 딥

러닝 기술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인공지능은 구현 시 활용되는 기술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는 앞으로 기대되는 열 가지 인공지능기술로 자연어생

성, 음성인식, 가상에이전트, 머신러닝 플랫폼, AI(인공

지능) 최적화 하드웨어, 의사결정 관리, 딥러닝 플랫폼,

생체인식, 로봇자동화 프로세스, 텍스트분석 및 자연어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3]

Ⅲ. 인공지능의 영향

1. 인공지능으로 인한 현대 산업의 변화

1) 금융업에 대한 영향

인공지능은 여러 산업 분야에 구현되어 현대의 산

업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변화를 산업 분

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융업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새로

운 혁신이 되었다. 금융업에 적용된 대표적인 두 가지

인공지능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DS(Fraud

Detection System)라 불리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이다.[4] FDS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평소

와 다른 금융 거래를 진행할 때 자동으로 이상을 감지

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정보가 해킹을 당

해 고객의 동의 없이 평소에 고객이 거래하던 장소나

시간, 패턴을 벗어난 곳에서 거래가 진행되려고 할 때

바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게 하고 거래 정보를 고객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DS는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빅 데이터인 고객의 평소 금융

거래 이력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패턴을 찾게 된다.

두 번째 기술은 최근 금융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이다. 보통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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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나 선물 투자와 같은 투자는 전문가들이 축적된 자

료를 통한 분석 결과와 그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진행

된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러한 기존의 투자 방식에

빅 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인공지

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투자자에게 상품

이 추천될 수 있게 한다. 축적된 투자에 관련된 데이터

와 투자자의 이력, 현재의 시세 및 상황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투자 방향이나 종목을 추천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의 도입으로 금융계는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된 한편 금융

투자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분석의 정

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여 고객의

부담 비용을 낮춤으로서 고객의 편리함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제조업에 대한 영향

인공지능기술은제조업에도적용된다. 제조업중자

동차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데,

그 중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

술이다. 구글을 비롯하여 해외의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이미미국에서는무인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몇몇 자동차에

적용되고있는자동주차시스템에도인공지능이이용된

다. 구글에서선보인무인자동차는현재실험단계를넘

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상태이다. 이 자동차는 거리측

정센서, 고도측정센서, 날씨측정센서, GPS 등의다양

한 센서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자동차 안

의 인공지능 엔진이 스스로 판단해 주차나 주행을 하게

한다. 이러한 무인자동차가 대중화되면 많은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계에 대한 영향

의료계에서도인공지능기술은활발히사용된다. 그

활용을 영상 판독, 의료 진단, 신약 개발, 치료라는 의료

의네가지분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먼저인공지

능은의료영상의판독에사용되기도한다. 그 예시로구

글딥마인드에서 12만장장의안저이미지를기반으로학

습시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당뇨성 망막병증을 안과

전문의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들 수 있다.[5] 이 때

사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Google Inception-v3으로,

전문의는 83%의 정확도를 보인 것에 비해 이 알고리즘

을 사용한 AI모델은 90%가 넘는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한편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도 위와 같은 알고리즘 모델

을 활용하여 13만장의 피부 사진을 학습시켜 피부암을

피부과전문의보다정확하게탐지하는결과를발표한바

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은 의료 진단에 사용되기도 한

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이 적용된 암 진단 기계인Watson

이 있다. 뉴욕의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는 AI인Watson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암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6] Watson 도입 당시 의료

진들은 IBM과 연계하여 200만 페이지, 25만 건의 암 사

례를 학습시켰다. 학습에 14,700만 시간이라는 방대한 시

간을 쓴 결과, Watson은 10분 만에 희귀 백혈병을 진단

해냈다고 한다. 현재 Watson은 한국의 길 병원, 부산대

병원 및 건양대병원에도 도입되었다. Watson에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치료 방침과 Confidence를 제공해준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에도 활용된다. 딥

러닝을 이용한 AtomNet은 미국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약을 구성하는 재료와 잘 맞는 단백질을 특정

하여 퀄리티가 높은 약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AtomNet은 에볼라에 관한 7,000 종류의

약을 단 하루 만에 분석하고 병원체에 효과적으로 작용

하는지 판단하기도 하였다. AtomNet은 슈퍼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조합시킴으로써 약 개발을 강력하게 진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치료에도 활용된다. 구글 딥

마인드는알파고를응용해두경부암에대해최적의방사

선치료를할수있도록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다. 두경

부암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의 형태에 따라 방

사선의방향과 양을조절할필요가 있는데, AI에게 기계

학습을 통해 의사의 판단을 학습시킴으로써 이 양을 빨

리 산출하여 원활하게 치료 방침을 세워 환자 개인에게

맞춤형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계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진

단을 확보하여 병변을 조기 에 발견하여 환자에게 조기

의치료를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빠른신약개발과

치료방법의확장을통해보다더적절한치료와처방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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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

서비스업은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된 대표적인

산업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산업에서 인공지

능의사용이가장활발하다. 사용자의사용내역및구매

내역을기반으로인공지능을이용하여패턴을분석해고

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대중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원 서

비스 분야 중 멜론의 큐레이터, 지니뮤직의 마이스타일

등이 그 사례이다. 사용자가 많이 들었던 음악을 기준으

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 주는

것이다. 영상서비스분야에서는왓챠플레이와넷플릭스

가영화나드라마컨텐츠에대해비슷한사용자맞춤추

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 또한 아이튠즈에 음악과 영

상을 추천하는 지니어스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종합플랫폼서비스인네이버와다음도사용자

에게 검색 키워드나 맞춤형 뉴스 등의 콘텐츠를 추천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쇼핑 서비스에서는 챗봇 형태

로도인공지능서비스가제공된다. 인터파크의톡집사가

대표적인 챗봇이다. 고객의 문의를 알고리즘을 이용해

빅데이터분석하여설정한매뉴얼에따라톡집사가신속

하게 자동으로 응답하여 자동으로 최저가를 찾아주기도

하고, 상품을추천하기도한다. 또다른쇼핑서비스플랫

폼인 쿠팡은 추천 서비스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

여스타일이나색상, 크기, 소재등구체적조건을필터링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다른인공지능서비스로는애플의시리, MS의코

타나, 구글의구글나우와같은스마트비서서비스가있

다. 이 시스템들은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반 판단

시스템이다. 음성인식을통해정확한문장을만든후그

문장을자연어처리를통해시스템이이해할수있는명

령으로 바꾼 후에 시스템이 그 명령을 기반으로 사용자

가 원하는 액션을 보여주게 된다. 이 때 정확한 음성 인

식을 위해 수억 가지의 음성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만드는 기술과

이러한 언어를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있는명령으로바꾸기위해빅데이터수집및분석기

술이 사용되었다. 한편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의 데이터

를중앙에서분석하기때문에한두명의데이터로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하고 오차를 줄여 정확성을 높

이는 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이런 모든 방식이 인

공지능 알고리즘의 기반 기술이다.

사진이나동영상서비스에서도인공지능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아이폰의 사진 앨범, 구글 포토, 페이스북에서

의얼굴인식, 네이버클라우드의사진모으기기능등은

모두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류 방식이다. 아이폰의 앨범

이나 구글 포토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은 자동으로 사

람별 앨범을 생성한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사진 속 인물에 해당 인물 태그를 달아 준다.

시스템이자동으로사진속, 혹은동영상속의사람얼굴

을인식해서분류하는것이다. 이얼굴인식과정에서인

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사진 속 얼굴을 추출하고

그추출한사진에서특징들을찾아서패턴화한후그패

턴으로사진, 혹은동영상속의얼굴을다시인식한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화되어 진행된다. 이 역시 빅데이터 시

스템의수집및분석, 학습등의인공지능알고리즘이적

용되어 진행된 것이다.

고객에게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추천 시스템과 음성 인식 비서, 자동 사진 분류 등의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더 향상된 기능

을 가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5) 예술계에 대한 영향

인공지능은 예술 산업분야에서도 활용된다. 예술 작

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구글의 ‘마젠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마젠타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음악과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을 제작

하는크라우드소스방식의연구프로젝트이다.[7] 마젠타

는코딩이나인공지능에대한경험이없는아티스트들이

도구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플랫

폼을 제공한다. 딥러닝을 통해 바흐나 비틀즈와 같은 음

악가의스타일을학습시켜그들에게영감을얻은음악을

만들 수 있다.[8]

구글의 마젠타 프로젝트는 그림 분야에도 적용된다.

구글은 AI가 딥러닝을 이용해 기초적인 사물 스케치를

이해하고새로운결과물을내놓는인공지능기술을공개

하였다. 예를 들어 돼지 그림을 그리는 법을 알고 있는

AI에 트럭 스케치를 입력하면 돼지와 유사한 모습의 트

럭을 다시 그려내는 방식이다. 그 내용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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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딥드림을 이용한 광화문 광장 그림

Figure 1. A picture of Gwanghwamun by deep dream

표 1. 산업에 활용된 인공지능

Table 1. Artificial Intelligence used for modern industry

산업 인공지능 활용 사례 목적

금융
FDS 이상 금융거래 탐지

로보 어드바이저 맞춤 투자 상품 추천

제조 자율주행 기술 무인 자동차 생산

의료

Google Inception-v3

활용 모델
의료 영상 판독

Watson 의료 진단

AtomNet 신약 개발

Alpha-go 활용 모델 치료 방침 도출

서비스

멜론 큐레이터 등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

추천

검색 엔진, 챗봇 키워드 추천

스마트 비서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처리

포토 어플리케이션

얼굴 인식
사진 분류

예술 마젠타 프로젝트
작가의스타일을학습시켜

유사한 작품을 생산

그림 1. 마젠타 프로젝트에 사용된 돼지 그림

Figure 1. A pig picture used in the Magenta Project

한편 구글은 ‘딥드림(Deep Dream)’이라는 인공지능

화가를공개한바있다. 딥드림은기존에학습한회화데

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작품을 모사하는 훈련을 받았다.[9] 딥드림이

그린 29점의작품은지난해 2월샌프란시스코미술경매

에서 총 9만7000달러(약 1억1000만원)에 판매됐다. 딥드

림을 이용해 그린 한국의 광화문 광장은 그림2와 같다.

이와 같이 예술의 창작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툴로 창작자는 적은 시간에 많은 창작물

을 만들 수 있게 되며 이는 창작물의 질적 향상으로 이

어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산업에서 인공지능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은 표 1과

같다.

2.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앞서 살펴본 산업의 변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사

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상해보고자 한다. 긍

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기술을 혁신시켜 동일 시간 대비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또한 스마트 팩

토리와 같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장의 자동화로 품질

검사 등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켜 전체 상품 제조 시

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

공되는 상품의 질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생산성의 향

상을 통한 경제의 성장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용자 경험의 향상이

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는 많은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향상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

운 기능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공지능은 보안이

나 치안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세 번째 긍정적인 영향으로 근로환경의 향상이 있

다. 인간이 한계를 가지는 분야에 기계를 투입함으로서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도모하여 인간의 불필요한 노동

력을 감소시키고 그 노동력을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과

같은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기

술의 개발로 신규 산업 분야가 창출될 때 그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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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영향

한편,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

으로는 현존하는 일자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인공지

능은 지금도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테

크프로 리서치(Tech Pro Research)의 ‘인공지능 및 IT’

에 관한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기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34%의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

다.[10] 특히 매뉴얼에 기반한 텔레마케터, 콜센터 상담

원 등의 직종이나 운송업자나 노동 생산직 등이 고위험

군으로 인식됐다.[11] 또한 의료, 법률상담, 기자 등 일

부 전문 서비스 직종 역시 관련 일자리나 직무가 인공

지능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고와 같은 위험이 있다.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서, 그

대중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존재한다. 인공지능

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에 그러한 사고는 불가피하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무인자동차, 금융 알고리즘, 의료 기기

등이충분한검증이선행되지 않은상태에서 출시되고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미 대중화 된 시스템의 오류는 더 위험하다. 이러한 사

고에 대한 법적 판례또한 부족하여 그 보상에 대한 책임

도 불확실하다.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간 경시가 있다.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쉽게 대체할 수있는 인공지능이 늘어난

다면자연스럽게 인간 노동력에 대한 경시도 늘어날 것이

다. 노동력에 대한 낮은 처우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인

간 존엄에 대한 만연한경시이다.[12] 인간적인 삶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노력이 부족한 자들의 하소연으로 치

부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대체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인공지능은 무기

의 개발에도 활용된다. 이는 새롭게 연구되는 분야이기에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이다. 특히 킬러 로봇이라고 불리는

자율살상 무기는 사람 없이도 목표를 식별하고조준해살

상한다.[13] 이는 곧 이 치명적 힘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인간의 판단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의 죽음

에 대한 결정과 허가가 온전히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에

주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발전된 이러한 자율 살상

무기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 분야와 사회 분야로 나누어 인공

지능이 인간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은

앞에서 살펴본 금융업, 제조업, 의료계, 서비스업, 예술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이 발

전됨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무궁무진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은 저출산

과 고령화, 실업 등의 문제를 직면한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대

중화는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부작용

또한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작용을법적 제도의 구비, 기업윤리등을 통해

최소화시키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배려하며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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