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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고도화에 따른
윤리적 이슈의 변화
오창규1)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CT가 고도화됨에 따라 나타날 윤리적
이슈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혁명적 특징 세 가지에 초
점을 맞추어 윤리적 이슈를 탐색하였다.
첫째, 플랫폼 혁명으로 향후 생산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발생되는 상황에
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를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된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독창성, 자율성, 권한,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었다.
둘째, 지능화 혁명으로 향후 판매 및 구매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발생되는 상황에서 나
타나는 윤리적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아마존 고에서 겪게 되는 프라이버시 문
제, 고객관계관리의 변화, 쇼핑에 대한 관점, 기술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논의하였다.
셋째, 초연결 혁명으로 이동이라는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이슈
를 제기하였다. 무인자동차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정보시스템의 우산 속
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인간과 사이버 공간과의 상호작용과 통제 등과 같
은 이슈를 제기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나타나게 될 변화의 방향 속에서 인간과 ICT가 공존
하기 위한 윤리적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간이 정보기술 영역 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IT Happiness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IT Happiness, ICT 고도화, 제4차 산업혁명, 윤리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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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 하에 경영정보학, 컴퓨터공학, 인문사회학 전반에 걸
쳐 다양한 관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의 발달로 물리적(physical), 디지털(digital), 생
물학(biological) 등의 기술 융합으로 인하여 경제나 산업 영역을 넘어서 사회생활 전반에
서 발생되는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무름으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형태로서 점진적으
로 나아간다고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하지만, 빅 데이터(big data)를 토대로 유비쿼터스적으로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속에
서 고도화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무장된 제4차 산
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과는 연결되지 않은 협곡(canyon)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도화된
ICT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되어 어떤 변화가 발생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속
에서 요구되는 장･단기적인 ICT 영역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CT의
활용이 폭넓어지면서 거론되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황에 따른 윤리적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최은창, 2016).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의 배상 책임이
나 처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수행되는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기준 및 규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의 수행에 대한 규제, 각종 윤리적 판단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혹
은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등과 같이 프로그래밍상의 실수로 불법
행위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질병의 검진과 로봇 수술의
허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 범위 등이 존재한다.
물론, 개별 ICT 영역에서 야기되는 딜레마적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윤리에 대한 이
슈를 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영화 바이센터니얼 맨
(Bicentennial Man, 1999년도 개봉)에서처럼 고도화된 ICT로 무장된 인공지능 로봇 윤리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존재론적으로 인간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도 탐구해야 한다.
이렇듯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고도화된 ICT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날 변화와 고민해
야 할 이슈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오게 될 혁명적 특징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 이슈와 결부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플랫폼 혁명의 관점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가 구현된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를 제기한다. 둘째, 판매 및 구매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능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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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무인(無人) 점포인 아마존 고(Amazon Go)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고 고객관계관리의 변화를 논의한다. 셋째, 사람과 사물의
이동이라는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초연결 혁명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차를 통해 HCI(Human Cyber Interaction) 관점에서의 윤리적 이슈를 고찰하고자
한다.
요컨대, ‘생산-플랫폼’, ‘판매/구매-지능화’, ‘이동-초연결’의 연결을 통해 향후 윤리 영역
및 윤리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논의함으로써 윤리와 결부된 대표적인 문제에 대
한 전반적인 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정보기술 영역 내에서 행복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한 IT Happiness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윤리 이슈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2008년 12월 14일 미국의 PEW 리서치 센터에서 2020년의 미
래를 예측한 “Future of Internet Ⅲ”를 발표하였다. 그 당시에 예상한 2020년의 미래 모습
은 다음과 같다(유지연, 2009).
∙시나리오 1: 인터넷을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모바일 기기가 활용될 것이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춘 스마트폰이 전 세계 인터넷 연결의 주요 플랫폼이 될 것
이다.
∙시나리오 2: 현재 인터넷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 개선되면
서 재설계 될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해 주기는 하
겠지만, 사회적 포용력을 향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 3: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콘텐츠의 무단
공유나 복제 등 해커들의 등장과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지적재산권
통제를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4: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들 간의 음성 인식 및 감지 기술이 진보
되어 보편화 될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시나리오 5: 실재와 가상 세계의 구분이 점점 불명확해지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
되고 가상 공간 속에서 상호 교류하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업무 시
간과 개인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 회선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 6: 개인과 기관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이지만, 인간적인 신뢰, 사회적 관용,
용서 등은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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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의 예측에 근거할 때, 인터넷 관련 ICT는 기존에 지적되어 왔던 인터넷 공간상
의 윤리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2019년의 관점에서 바라 볼 때, 그 당시의 예상은 매우 정확하였으며, 실제와 가상의
세계가 모호한 시점의 탈억제(disinhibition)에 의한 윤리적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크
다. 이를 토대로 추병완(2009)은 미래 인터넷 기술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문제 가운
데 개인정보 침해, 도덕적 책임 문제, 그리고 인간 소외 문제를 제기하였다. 물론, 해당 이
슈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제3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윤리적 이슈가 또다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Klaus Schwab이 제4차 산업
혁명을 주창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physical), 디지털(digital), 생물학(biological) 등의 기술 융합으로 인하여 기술과학,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 발생
되는 혁명적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디지
털 기술이 폭 넓게 활용되는 데이터 경제 제체와 디지털 기술이 선도하여 경제와 사회 전
반의 변화를 가속화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핵심이다.
<표 1> 제4차 산업혁명의 타임 라인
구분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타이틀

특징

관점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공업화로 거대
산업의 출현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20세기 중반

21세기 초반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초지능 혁명

공장의 전략
보급으로 인한
대량 생산 대량 공급

ICT for Human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IT
기업 부상

협
곡

사람과 사물의 공간
연결
산업과 사회의
시스템 혁신
ICT with Human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윤리적 속성과 잣대는 기존의 개인이나 기업 윤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ICT는 사람
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생산, 생활, 통제 전반에 걸쳐 일련의 정
보 시스템들이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도록 한다. 즉, 제1차～3차 산업혁명의 중
심은 인간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을 가진 초고도화된 ICT와의 관계 속에서의 인
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1차～3차 산업혁명과는 연결되지 않는 협곡(canyon)이 존재

120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29호)

오창규

한다. 이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의 타임라인을 <표 1>과 같이 요약하였다. 즉, 현재의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CT가 인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점이고,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은 ICT가
인간과 함께 공존함을 나타낸다.
제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경제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초연결, 지능화, 플랫
폼화가 진행되어 개인과 사회의 구조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지능화’라는 키워드 하
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장윤종, 김
석관, 2017).
첫째, 산업간･영역간 경계를 뛰어 넘는 플랫폼 혁명이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스마트 팜(smart farm), 스마트 오션(smart ocean) 등과 같은 생산 시설에서 공통의 플랫
폼을 발전시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이 자유롭게 융･복합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환
경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Industry 4.0의 경우 무인의 공장에서 산업 간, 기업
간, 제품 간의 경계를 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생산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조직 내 사람 간의 관계 보다는 플랫폼에 탑재된 요소들의 네트워크 및 관계만이 남
게 될 수 있다.
둘째, 사물과 서비스에 지능을 더하는 지능화 혁명(intelligence)이다. 즉, 인공지능과 융
합하여 다양한 제품 등과 같은 각종 사물에 서비스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로써 인공지능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며, 나
아가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현실 세계 전반을 네트워크화 및 자동화하는 초연결 혁명이다. 지금까지의 로봇에
의한 자동화와 달리 각종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기반의 유연한 자동화가 실현
된다. 즉, 스마트 홈(home)이나 스마트 시티(city)와 같이 생활 공간의 초연결이 확실시 되
며, 결국 가상과 물리적인 세계와의 경계선이 옅어지게 된다.

Ⅲ. 플랫폼 혁명에 따른 윤리적 이슈 변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Industry 4.0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기계, 제품, 인간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CPS(Cyber Physical Systems) 형태로 제조를
변화시킨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스마트 산업(smart industr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유비쿼터스 팩토리(ubiquitous factories), 산업형 IoT(industrial Internet-of-Things)
로 불리운다. 물론 각각의 개념들마다 서로 조금씩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로 국한하고자 한다. 즉, 설
계･개발, 제조 및 유통･뮬류 등 전(全)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류션이 결합된 IC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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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이다.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생산 과정 전체 단계를 자동화하는 미래의 공장이다.
제3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 자동화는 공정별 자동화 및 최적화였다면, 스마트 팩토리
는 ICT를 통해 모든 설비나 장치를 무선통신으로 연결하고, 전후 공정간 데이터를 자유롭
게 연계하며,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최적의 생산 환경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듯 유연
한 생산 라인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즉시 생산 가능하다. 따라서 스
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중앙집권형 생산체계를 바꾸고, 생산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예시: [그림 1] 참조).

출처: 아디다스 홈페이지

[그림 1] 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컴퓨팅 장치와 같은 가상공간과 실세계의 물리적 시
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해 신뢰성을 담보로 자율 제어하는 CPS(Cyber-Physical System),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달
성한 통합 시스템으로써 연결성, 유연성, 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혜지, 김용군,
2017). 연결성은 ICT 기술을 통해 공장 내 장비, 부품들이 상호 소통가능함을 의미한다.
유연성은 다품종 복합(대량/소량) 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
다. 지능성은 정보 수집을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 및 능동적 대처가 가능함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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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n(1994)은 인간의 윤리 의식은 정보기술의 유혹 요인에 굴복하여 점차 약화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이에 힘입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문
제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ICT가 보유한 일곱 가지 유혹, 즉, 속도, 프
라이버시, 매체의 본질, 심미적 매료, 최소투자에 의한 최대효과, 파괴력, 국제적 범위 등으
로 인해 도덕적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기업에서 고도화된 ICT의 채택은
개별 ICT 기술 관점이 아닌 정보시스템(IS: Information Systems)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
이다. 이는 생산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전체 정보시스템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는 고유한 맞춤형 제품 생산(unique-customized products) 시스템이
다. 따라서 독창성(uniqueness)에 대한 개념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 그간 독창성은 개
인을 타인과 구별되게 만들 수 있는 자산 가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Houten,
Scholten, 2016; Bag et al., 2018). 하지만, 극도의 맞춤형 제품 생산은 독창성을 시대에 뒤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으며, 제품의 브랜드 파워나 브랜드 인기도에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대두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고객의 생산에 대한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고객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디자인
할 경우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유의 제한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과연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의 문제를 넘어서 특정 제품이 타인에
게 해(害)가 될 수 있어도 해당 제품이 생산되도록 허용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스마트 팩토리에 어떤 윤리적 강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생겨난다. 객관적인 제3의 기관(혹은 개인)이 고객 맞춤형 설계를 위한 단계에서 위
험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를 적용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 팩토리에서 정보시스템이 사람과의 협업(co-working)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의 근무 경험에 어떤 영
향력을 행사할 것인지와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근무 경험이 여전히 중요한 가
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가 요구된다.
넷째, 스마트 팩토리에서 대두되는 또다른 윤리적 측면의 이슈는 자율성(autonomy)과
권한(authority)과의 관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즉, 스마트 팩토리에서 근로자의 자율성
과 권한의 정도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스마트 팩토리에
서 제품 생산을 위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때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는 주체와 객
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Radziwon et al., 2014). 즉, 근로자가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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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작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 자율성과 권
한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privacy)도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
과정을 통해 아주 광범위한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처리될 것이다. 즉, 보다 향상된 고객
맞춤형을 위한 보다 많은 양의 고객 데이터를 끊임없이 획득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정
보시스템과 근로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개인정보에 대
한 관리와 비밀 보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
토리 시스템이 고객과 근로자에 대해 어디까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며, 해당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어떤 도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이슈가
대두될 수 있다.

Ⅳ. 지능화 혁명에 따른 윤리적 이슈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트렌드 중의 한 가지가 빅 데이터이다. 오늘날 빅 데이터는 빅
데이터 그 자체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컴퓨터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사회 현상으로까지 간주된다. 특히 스마트 사물(smart
objects)과 연결된 지능(connected intelligence)을 통해 구현되는 빅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
크 사회는 기존의 정보화 사회 혹은 인터넷 기반의 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된다(이호영 등,
2017).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빅 데이터가 글로벌한 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정부, 시민과 소비자의 삶과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조성은 등, 2017). 이에 대한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반의 지능화된 판매점인 아마존 고(Amazon Go)이다(예시: [그림 2]
참조).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이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무인 슈퍼마켓인
아마존 고(Amazon Go)가 2018년 1월 22일(현지시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미국
시애틀 본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식료품을 취급한다. 2016년 12월 문을 열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을 해왔다. 현재 이 매장에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컴
퓨터가 사람의 눈 같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며, 소비자가 스마
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하고 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연결된 신용카드로 비용
이 청구된다.
이렇듯 ICT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면서 도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된다면,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독일 대
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매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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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약 37억 유로 규모의 제품이 없어지며 이는 전체 매출액의 1%에 해당된다(KOTRA,
2012). 하지만, 아마존 고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공간이 제공된다. 이를 볼
때,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이나 의식은 발전된 ICT 공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림 2] 미국 시애틀 소재 아마존 고(Amazon Go) (출처: 아마존)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이슈가 대두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privacy)가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아마존 고와 같은 매
장 내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와 각종 센서들로부터 모니터링 당하는
‘침해’와의 상충 관계(trade-off)가 공존한다. 특히 소비자를 위해서 구성된 각종 ICT 장치
들로부터 개인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다시 어떻게 환류되어 활
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편리함 이면의
의구심과 두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 슈퍼마켓의 경우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식별 가능한
태그(tag)나 아이디(identification)가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식별화 가능한 제품들이 가정
내 사물 인터넷(IoT)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보
자.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 자체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식료품에 대한 취향, 건강 정보,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상황까지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고 활용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부터 회의론자들의 주장인 ‘네트워크로부
터의 해방(off-the-grid)’을 위한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Ude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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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둘째,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관점의 변화가 예상된
다. 물론 현재까지 아마존 고는 무인 슈퍼마켓의 한 종류에 불과하지만, 향후 대다수 혹은
거의 모든 품목을 무인 점포에서 사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슈퍼마켓이
나 마트에서 사전에 정해진 품목을 넘어서 구매하는 행위 자체와 관련되어 타인과의 커뮤
니케이션이 발생된다. 이 때, 고객과 판매‘로봇’과의 관계와 고객과 판매‘자’와의 관계 속에
고객관계관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이슈가 대두될 것이다.
셋째, ICT의 진보와 고객의 편의성 추구라는 극단적 접점으로 인해 가게(마트)나 장바
구니를 든 시장에서 판매와 구매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이 제공해 주는 로맨틱한 이미
지의 훼손이 예상된다. 즉, 판매와 구매라는 거래 본연의 인간적인 행동과 딱딱한 ICT의
조합이 존재한다. 이 때, 아마존 고와 같은 지능형 마켓의 경우 ICT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챗(web chat)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쇼핑이 주는 편리함과 오프라인 쇼핑이 제공하는
물리적 쇼핑의 즐거움 모두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소비자마다 가질 수 있는 기술의 수용성(acceptability)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기
존의 정보기술수용(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연구의 주안점은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의 용이성과 유용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긍정적으로 형성된 태도가
행동의도 및 해당 정보기술에 대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짐을 설명하고 있다(오창규, 장활
식, 2004).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정보기술의 경우 의지와 관계없이 실제
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경우, 이는 결국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 격차이다. 즉, 일상생활 속에 파고든 고도화된 ICT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된다. 기존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요약하면, 정
보 기기의 소유 여부, 정보 기기의 활용 방법, 정보의 유익성과 유해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바르게 활용하려는 의지 등과 같다(Negreiro, 2015). 그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디
지털 기기를 구입할 수 없거나 물리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면 ICT 접근성
이 떨어져 디지털 격차가 발생된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이용하려는 능력의
차이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호규, 2009). 이에 따라 정보 활용 능력을 컴퓨터 활용 능력,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 미
디어 활용 능력, 그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 등으로 구분해서 이에 대한 차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가늠한다. 하지만, 아마존 고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기의 정보 활용
능력을 필요 없어지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 고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주는 도
구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아마존 고와 같은 첨단 정보 시스템이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
지 못하는 지역,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흔쾌히 사용하는 사람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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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초연결 혁명에 따른 윤리적 이슈 변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유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unmanned vehicle, driverless car)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탑승 여부보다는
차량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적
용되는 ICT 기술 측면에서 볼 때 무인자동차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도요타 무인자동차 E-Palette (출처: CES 2019)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센서 퓨전(sensor fusion)을 이용해서 차
량 주변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3차원 지도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 운전자보다 더 정
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차량을 조작하는 정보 시스템이다(황희윤, 2018).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육상 이동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드론을 비롯한 비행물체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16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자율주행 우버(Uber) 차량을
도입함을 시작으로 승객의 탑승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에서까지 비즈니스 형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이호영 등, 2017)(예시: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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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교통 분야에서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제4
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검증될 수 있는 분야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출퇴근과 같은 일상
적인 생활에서 거주 및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많은 변화가 발생될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물류의 발전은 주차 및 대중
교통 체계 등에 대한 변화를 발생시킬 것이다. 화상인식 시스템과 로봇, 딥러닝을 바탕으
로 하는 유통･물류 시스템의 혁신은 카풀(차량 공유), 배달 차량, 트럭 등에 적용됨으로써
비즈니스 형태까지 변화시킬 것이며, 복리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노동 시간의 단축, 재택 근무, 원격 근무, 스마트 워크 등의 활성화로 여가 시간이 증대하
고 일과 노동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의 행동이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는 오롯이 운전자 개인
의 판단과 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의 경우 개인의 윤리적 행동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수 없다. 즉, 과거 개인의 윤리적 행동과 판단 기준이
ICT로 이루어진 무인 자동차에 심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행동은 결국 ICT 영
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운송과 물류에서 책임(responsibility) 소재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무인자동차이건 자율주행자동차이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와 혹은 운전에 대한 책임
영역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 업체나 유지보
수 업체의 책임 영역이 모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대두될
것이다. 이에 대해 Thompson & Enzing(2016)은 소유의 시점이 시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이 발생되는 시점에 따른 소유권의 변화(mobility by the hour)라는 용어를 통해 공유
소유권(shared ownership)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른 책임의 출처와 범위, 그리고
관점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이슈 대두될 수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즉, 트랙픽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결
국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하기에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정보시스템의 우산(information system umbrella) 속에서 살
아가는 것에 대한 윤리적 이슈가 제기된다. 사고율 제로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인간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의 토대위에서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한 상황별로 운전자를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작자(operator) 의사결정을 지원해
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HCI, 즉, Human Computer Interaction을 넘어
선 확장된 HCI, 즉, Human Cyber Interaction으로 가게 된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자율주
행자동차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정보시스템의 우산(infor-

128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29호)

오창규

mation system umbrella)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을 받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넷째, 통제(control)의 문제이다. 정보 시스템 통제의 범위와 어려움의 정도는 정보시스
템 복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스마트 팩토리나, 아마존 고와 같은
정보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시스템 경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Wallach
& Allen(2009)의 경고가 그대로 해당될 수 있다. 즉,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에서 윤리적 이
슈를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해당 윤리적 가인드라인이 어떤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협상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negotiation)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스템 경계가 완전히
다른 객체와의 복잡한 상호작용하에서 발생되기에 해당 정보 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윤리
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Ⅵ. 결 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나타나게 될 급속한 변화의 방향 속에서 인간과 ICT가
공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결국 인간을 위해, 인간의 삶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ICT가 고도화될 것이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적인 기술들은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다(김수경 등, 2018).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과
학이 야기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요구된다. 이 때,
개별 ICT 영역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이나 개인 정보보호와 같은 이슈에서 출
발해서 고도화된 ICT가 집약된 로봇 윤리 측면에서 인간과 비교하여 로봇이 존재론적으
로 가지게 되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의 스펙트럼은 매우 광대하다.
하지만, 큰 흐름 중의 한 가지는 [그림 4]와 같이 윤리적 이슈에 대한 방향은 인간으로
부터 ICT로 옮겨가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선 A점의 경우 ICT가 없던 과거에도
윤리적 이슈는 당연히 존재했었다. 우주의 중심에 있는 인간으로서 윤리(도덕)와 삶의 행
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점차 B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컴퓨터
나 인터넷이 인간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또다른 형태의 윤리적 이슈가 등장했다.
점차 IT와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보안과 같은 윤리적 이슈가 중요해졌다. 네트
워크의 중간에서 타인의 패킷 정보를 가로채어 가는 스니핑(sniffing), 의도적인 행위를 위
해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는 스푸핑(spoof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pharming),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eware) 등과 같은 모든 행동들이 사이
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비윤리적 행동들이다. 즉, 이러한 행동들은 C점과 같이 인간의 비윤
리적 측면과 ICT가 결합되면서 드러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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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향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가 고도화 되면,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의 악성
행동에서 로봇 에이전트에 의한 물리적 공간에서 하드웨어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모든 B2C나 B2B 거래에 있어 완전한
투명성이 추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간의 윤리에 대한 이슈는 개인의 영역에서
ICT의 영역인 점D로 이동할 것이며, 종국에는 SF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E점의 영역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4] 윤리적 이슈의 이동 방향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윤리적 이슈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고도화된 ICT가 발전함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변화의 세
가지 특징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 이슈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생산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플랫폼 혁명에 대한 윤
리적 이슈를 고찰하였다.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된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품의 독창성
과 생산(과정)의 윤리성, 자율성, 권한,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이슈를 논의하였다. 다음으
로, 판매 및 구매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지능화 혁명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살펴보았다. 아마존 고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고객관계관리의 변화, 쇼핑
에 대한 관점, 기술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이
라는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초연결 혁명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였다.
무인자동차를 통해 책임 소재, 정보시스템 우산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에 따른
인간과 사이버공간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통제의 문제 등과 같은 이슈를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이 정보기술 영역 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IT Happiness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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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ICT가 제공하는 윤리적 잣대에 따라 인간의 행복 수준도 결정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은 개인 구성원들 간의 윤리적 잣대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된다. 하지만, ICT가 윤
리적 잣대를 만듦으로 인해 윤리적 생각을 레버리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결국 개인은 정보기술로 인해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IT Happiness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Laudon & Laudon(2019)은 정보
화 시대에 발생되는 윤리적 차원으로 정보 권리와 의무, 재산권과 의무, 책임과 통제, 시스
템 품질, 그리고 삶의 질과 같이 구분하였다. 또한, 윤리적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 틀로서
책무(responsibility), 책임(accountability), 의무(liability), 적법절차(due process) 등도 존재
한다. 이러한 차원과 개념 틀은 윤리적, 사회적, 정책적 이슈를 고려하기 위한 모델로서 충
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될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
기 위해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지 않음은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는 첫째,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우리가 현재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완전화된 CPS가 구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도래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시스템
영역에서 대두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을 제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기존의 윤
리적 차원 중에 시스템 품질 등은 향후 (거의) 완벽하게 구현될 미래의 정보시스템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차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기술된 도메인 이외의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들이 엮여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
양한 이슈들이 도출되었을 때,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를 수행하는 향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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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hical issues on ICT advancement in the
th
4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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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aises some profound ethical issues about the kind
of world we will live in. These new ICT powers hold great promise for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many ways. But, every technology is not neutral. Especially, the
power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ertainly are not. This study focuses on three
revolutionary features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about. Accordingly,
I should put as much emphasis on the following ethical issues as the ICT advances.
First, platform revolution ― the ethical issues that arise from the fact that
production system is fundamentally changed. I discussed issues such as creativity,
autonomy, authority, and privacy that can arise in situations where smart factories
are implemented.
Second, intelligence revolution ― the ethical issues arising from changes in
business patterns. I suggested issues such as privacy, retail experience changing,
technology acceptance, changes i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nd digital
divide.
Third, hyper-connection ― the ethical issues arising from changes in mobility. I
described issues such as reliability and safety, lifestyle living in the umbrella of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and new HCI (Human Cyber Interaction).
Indeed, it is important to examine ethical issues for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I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presents the
overall topography to achieve ICT happiness pursuing human happiness in information technology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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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제4차 산업혁명과 윤리적 이슈의 보편적 기준

[토론]*

2)

제4차 산업혁명과 윤리적 이슈의 보편적 기준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는 “자율적 도덕적 주체로 행동하는 개인이 그들
의 행동을 이끌어갈 선택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옳고 그름의 원칙”을 의미하는 윤리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이는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혹은 정책적 이슈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정보권리와 의무, 재산권과 의무, 책임과 통제, 시스템 품질, 삶의 질 등의 5가
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논문에서 제시된 각각의 윤리적 이
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플랫폼 혁명에 따른 윤리적 이슈 변화
이 부분에서 제시된 윤리적 이슈는 5가지로서 고객의 원하는 독창적 제품 생산의 한계
범위,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제품의 생산 허용 여부, 근로자의 경험에 대한 가치 인정 여
부, 시스템과 근로자의 상호작용에서 근로자의 자율성과 권한 범위, 고객 프라이버시 이슈
이다.
우선, 고객이 원하는 독창적 제품의 생산 한계 범위에 대한 이슈는 이런 가정이 가능하
다. 즉, 타인에게 해가 되는 개인의 독창적 제품의 생산 요청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나 만일, 시스템이 생산하도록 요
구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방지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복합적 문제의 발생이다.
따라서 고객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슈들은 현재와 같이 구분되어
제시될 것이 아니라 상기에서 지적한 5가지 차원과 같이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창성 보장에 대한 이슈는 윤리적 이슈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혹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이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타인에게 해가 되는 제품의 생산 허용 여부는 첫 번째 이슈와 중복되는 내용이
며, 윤리적 이슈보다는 정책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이슈는 기계와 인간
* (편집자 주) 여기 수록된 토론은 앞 논문에 대한 심사평가나 수정요구와는 별도로 심사과정에서 본 주제
에 대해 저자와는 다소 다른 관점이 제기된 것입니다(토론자의 이름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함).
이러한 의견이 논문수정에 반영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다양
한 관점에서 윤리적 이슈가 논의될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해 이를 논문의 말미에 덧붙이기로 했고, 저자
의 간략한 답변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토론은 해당 주제에 대해 저자와 다소 다른 시각
또는 보완이 되는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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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협업에서 누가 우선권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개인적 윤리적 이슈가 아니
라 기술적 혹은 사회적 이슈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지막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외하면 저
자가 제시한 이슈들은 윤리적 이슈이기 이전에 사회기술적(socio-technique) 관점에서 사
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인다.
2. 지능화 혁명에 따른 윤리적 이슈
첫 번째 개인 프라이버시는 전통적인 윤리적 이슈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제시
된 새로운 고객관계관리의 출현 자체는 윤리적 이슈라기 보다는 이 새로운 고객관계관리
에서 고객 개인의 신상정보와 구매행위를 통해 발생한 정보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윤리적 이슈로
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객관계관리 혹은 판매데이터 분석에서는 정보가치의 흐름이 기
업에게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제시된 구매판매 행위에 대한 분위기에 대
한 부분은 꼭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쇼핑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윤리적 이슈로 보기도 어렵다. 마지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슈는 중복된 내용으로 정보격차 혹은 디지털 격차를 의미한다. 이
이슈는 사회적 혹은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3. 초연결 혁명에 따른 윤리적 이슈
4가지로 제시된 이슈는 첫째 운송과 물류에서 책임 소재의 정의, 둘째 개인 프라이버시,
세 번째 정보기술의 우산 속에 존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마지막 네 번째는 통제 이슈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슈는 세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 이슈와 중복된 내용으로써 운송과
물류를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운송수단의 소유와 운전의 책임이 야기할 윤리적 이슈에 대
한 내용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어디 있
느냐에 대한 문제가 윤리적 이슈를 제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1. 플랫폼 혁명에
따른 윤리적 이슈 변화”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슈와 마찬가지로 운행이라는 행동에서 발
생하는 인간과 기계간의 협업에서 누가 통제의 우선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운행 중 사
고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의 문제와 보호해야 할 대상을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영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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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답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윤리적 이슈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보권리, 재산권, 책임과 통제, 시스템 품질, 삶의 질 등과 같은 기존의
차원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기술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를
구분지어 윤리적 이슈를 판단하기가 점점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도화된 ICT가 적용되고, 정보시스템의 품질 수준이 달라지며, 삶의 일부로서 정보시스템
들과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역할이 지금과는 다르게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편의점 내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을 찾아내는 Vaak이라는
AI가 개발되어 일본 내 50여개 매장에 출시되었다. 이 때, 무인 점포에 해당 기술이 적용
될 경우, 미연에 제품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누군가를 해당 가게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다
면, 그것이 과연 윤리적이며, 합법적인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정
보만 제공할 뿐이며, 범인인지 아닌지는 해당 가게에서 판단해라는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
과 해당 당사자인 가게 주인과 손님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적 이슈는 기존의
잣대로는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다. 아울러 얼굴 노출 등으로 인한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
해 또한 윤리적 이슈로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제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는 결국 인간 본연의 윤리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히게 된다.
물론 기존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구분하는 것은 연구의 논리적 가치
로서 중요하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 환경에서 어
떤 이슈들이 대두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예상하고 나열함으로써 논의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연구의 현실적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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