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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과 신앙 인식조사_퓨리서치

신앙심이 깊은 미국인일수록 
‘두뇌 칩 이식, 유전자 조작 등’ 과학 기술 활용에 부정적!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인간 능력 개선 기술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종교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간 향상을 위한 세 가지 잠재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먼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처리를 위해 컴퓨터 칩을 두뇌에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 헌신 수준**
이 높은’ 미국인의 경우 5명 중 4명(81%)꼴로 “이것은 자연에 간섭하는 것이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을 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성인의 평균 응답률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종교적 헌신 수준이 높은 집
단’이 인위적인 과학 기술 활용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이나 건강상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배아의 DNA를 변
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종교적 헌신수준이 높은 미국인’은 72%가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반감을 드러냈
다. 또, ‘종교적 헌신 수준이 낮은 집단’과는 ‘부정적 인식’에서 2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과학기술에 대한 신앙인식 (미국인, %)   

*자료 출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Highly religious Americans more skeptical of human enhancements such as brain implants, gene 
editing(높은 종교성을 가진 미국인은 뇌 이식, 유전자 편집과 같은 인간 능력개선 기술에 대해 더 회의적이다), 2022.05.04.(미국 성인 10,260명, 웹조사, 
2021.11.01.~11.07) 
**종교적 헌신수준 정도 
높음: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 매일 기도하며,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포함 
낮음: 종교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 전혀 참석하지 않으며, 기도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고,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별로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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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질병 위험 크게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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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간섭하며 선 넘는 것이다’ 
(그렇다 비율)

‘자연에 간섭하며 선 넘는 것이다’ 
(그렇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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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대체 및 증진 목적 ‘인조인간’ 개발은 비교적 반감 낮아!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Highly religious Americans more skeptical of human enhancements such as brain implants, gene 
editing(높은 종교성을 가진 미국인은 뇌 이식, 유전자 편집과 같은 인간 능력개선 기술에 대해 더 회의적이다), 2022.05.04.(미국 성인 10,260명, 웹조사, 
2021.11.01.~11.07) 
**’We are always trying to better ourselves and this is no different’(우리는 항상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이것도 다르지 않다)와 ‘This is meddling with 
nature and crosses a line we should not cross’(이것은 자연에 대한 간섭이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다)에 대한 응답률을 각각 찬성률과 반대율로 봄

[그림]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 외골격 사용하는 것(인조인간 개발)’에 대한 의견 (미국인, %)  

육체 노동의 강도를 크게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 외골격을 사용하는 것, 즉 노동력을 강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인조인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조사 결과, 미국 성인 전체 기준 
6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종교적 헌신 수준별로 보면, 종교적 헌신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찬성의견이 훨씬 높았다.

미국 성인 
전체

종교적 헌신  
수준 높음

종교적 헌신  
수준 낮음

20

48
36

79

5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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