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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 인간의 삶에 

미칠 위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즉, 4차 산업기술로 대표되는 5G, 블록체인, 인공

지능, 10기가 인터넷,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등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이라 믿는

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분석결과, 7가지 신기술 중 10기가 인터넷과 양자 컴퓨팅을 제외한 5G, 블록

체인, 인공지능,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기술의 위

험지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기술이 우리의 소비생활에 보다 잘 융화될 수 있도

록 하는 정책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신기술(new technology), 

인지(awareness), 위험지각(risk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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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기술분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모바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1].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러한 신기술은 우리 

생활에 점차 스며들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감에 따라 AI기술과 로봇기술 등을 기반으

로 한 자동화 확산은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반면[2], 4차 

산업기술의 유용성과 용이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용은 증가한다

[3].

II.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Risk Perception 
of 4th Industrial 

Technology

Awareness of 4th

Industrial 
Technology

• 5G
• Blockchain
• AI
• 10G internet
• AR·VR
• IoT
• Quantum computing

Fig. 1. Research Model

즉, 4차 산업기술로 대표되는 5G, 블록체인, 인공지능, 10기가 

인터넷,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등 7개 기술에 

대한 인지정도가 해당 기술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706

III. Methodology

본 연구에서는 2018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차 산업기술은 5G, 블록체인(Blockchain),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10G 인터넷,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사물인터

넷(IoT: internet of things),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 

7개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인지는 각각의 신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4

점 척도, 1=전혀 모름, 4=잘 앎), 4차 산업기술 위험지각은 전반적인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위험을 느끼는 정도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1=매우 위험, 5=매우 안전).

Variable Mean STD Min Max

RP 3.250 0.725 1 5

5G 1.948 0.911 1 4

Blockchain 1.667 0.827 1 4

AI 2.249 0.975 1 4

10G internet 1.779 0.883 1 4

AR·VR 2.049 0.966 1 4

IoT 1.961 0.942 1 4

QC 1.535 0.748 1 4

주) RP: risk perception, QC: quantum computing

Table 1. Statistics of Variables (N=9426)

IV. Result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위험지각은 줄어든다. 

특히, 4차 산업기술 중 사물인터넷(IoT)이 위험지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5G,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의 순이었다.

반면, 4차 산업기술 중 10기가 인터넷과 양자 컴퓨팅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인지 정도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Estimate

Standar

dized 

Estimate

t-value p-value

Intercept 2.733 - 137.8 0.000

5G 0.065 0.082 5.3 0.000

Blockchain 0.051 0.059 4.0 0.000

AI 0.027 0.036 2.2 0.032

10G 

internet
-0.018 -0.022 -1.3 0.181

AR·VR 0.054 0.072 4.5 0.000

IoT 0.082 0.107 6.4 0.000

QC 0.003 0.003 0.2 0.826

Table 2. Result of Moderating Effect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정도가 해당 

기술이 초래할 불확실성에 기인한 소비자들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기술에 대한 인지정도는 위험지각에 

영향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련 정부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통한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와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 등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기술 관련 기업과 정부에 소비자 측면에서의 

접근을 위한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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