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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을 실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삶의 개선에 기여하고, 더 정확한 예측과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이 사회에 스며들면서 그 변혁의 힘이 인간과 지구에 기여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과 윤리적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로는 젠더 및 인종과 관련된 기존의 편견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거나, 

개인 정보와 같은 인권 및 가치를 침해할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불평등, 기후 변화, 

시장 집중 및 디지털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나 

개인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공익을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 협력과 여러 이해 관계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서, 사회 속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목표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문제에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노동 

시장 개발 및 직무역량 강화 훈련,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기반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 보안 및 안전 문제 등이 있습니다. 

본서는 OECD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의 작업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2018 년 

인공지능에 대한 혁신, 채택 및 신뢰 촉진을 위한 원칙의 범위를 정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논의 내용은 OECD 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영감을 주었으며, 이를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정부 간 

표준으로서 2019 년 5 월 22 일 모든 OECD 회원국과 여러 파트너 국가가 채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와 채택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협력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적,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과 규정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면서 표준과 행동 강령의 조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속도와 광범위한 응용 범위를 고려할 때 이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G7 및 G20 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이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 의제가 된 

것은 당연합니다. 

권고안의 채택과 글로벌 대화의 시작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 하반기 OECD AI 정책 저장소(OECD AI Policy Observatory)가 설립됨에 따라, 

광범위한 미지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적, 계량적, 정책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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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공공정책의 포괄적 허브인 저장소는 국가가 사회에 혜택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도록 촉진, 양성, 감시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OECD 는 앞으로 원칙에서 실천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ECD 는 국가들이 권고안을 

이행하여 사회와 경제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혜택을 널리 공유하며 올바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현재와 다음 세대에서 그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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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서의 목표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인공지능(AI)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분야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증거와 정책 옵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다른 국제 포럼, 특히 G7, G20, 유럽 연합 및 유엔에서의 논의와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본서는 OECD 2017 년 10 월 컨퍼런스 "인공지능: 지능형 기계, 스마트 정책"(http://oe.cd/ai2017), 

2018 년 9 월부터 2019 년 2 월까지 OECD(AIGO)의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의 활동 및 논의 내용,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서는 OECD Going 

Digital 프로젝트와 OECD 간행물 Going Digital: 정책 수립과 삶의 질 개선(Going Digital: Shaping 

Policies, Improving Lives)에 기여했습니다. 

제 1 장, "인공지능의 기술 전망"에서는 1950 년대 상징적 인공지능의 개발에서 기계 학습의 최근 

성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 개요를 살펴봅니다.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AI Group of Experts, AIGO)의 작업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예측, 권고 또는 결정하는 AI 시스템과 그 수명주기에 관해 설명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가 

인공지능의 추세를 이해하고 정책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 분류체계를 제안합니다. 

제 2 장 "인공지능의 경제 전망"에서는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범용 기술로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데이터, 역량 및 디지털화된 작업 흐름에 대한 

보완적 투자가 필요하며, 조직적 프로세스를 채택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사모 투자 현황도 검토합니다. 

제 3 장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10 가지 분야, 즉 

운송, 농업, 금융, 마케팅 및 광고, 과학, 건강, 형사 사법, 보안, 공공 부문 및 증강/가상현실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및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공공 정책 고려사항"은 인공지능의 보급에 수반되는 핵심적 정책 이슈를 검토합니다. 이 

장은 먼저 가치의 측면에서 2019 년 5 월 채택된 OECD 신뢰 할 수 있는 AI 원칙 (OECD AI 

Principles)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가치에는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 개발 및 복지,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견고성, 보안 및 안전성, 책임성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신뢰 할 수 있는 인공지능 R&D 투자, 인공지능 디지털 생태계 육성, 실현 가능한 

인공지능 정책 환경 조성, 인적 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변혁 대비, 이행 과정 평가 등이 있습니다. 

제 5 장 "인공지능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서는 이해 관계자의 정책 의제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및 정부 간 기구뿐만 아니라 

기업, 기술 단체, 학계, 시민 사회,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관계자 그룹이 사회 전체에 기여할 

인공지능 개발 및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oe.cd/ai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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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19 년 4 월 10 일 서면 절차에 따라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가 기밀 해제하였고, OECD 사무국의 발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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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및 통화 

AGI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HLEG 인공지능 고위급 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AI)(유럽 위원회) 

AIGO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AI Group of Experts)(OECD) 

AINED 네덜란드 공공 - 민간 파트너십 "네덜란드를 위한 AI(AI for the Netherlands)" 

AIS 자율 및 지능형 시스템(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 

ANI 약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R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UD 호주 달러 

AV 자율주행 차량(Autonomous vehicle) 

CAD 캐나다 달러 

CHF 스위스 프랑 

CoE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CTR 클릭률(Click-through rate) 

DKK 덴마크 크로네 

EC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ESC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her 전자 의무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UR 유로 

FICO 페어, 이삭 앤드 컴퍼니(Fair, Isaac and Company) 

G20 20 개국 그룹(Group of Twenty) 

G7 7 개국 그룹(Group of Seven) 

GBP 영국 파운드 

GDPR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M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HoME 가정용 다중 환경(Household Multimodal Environment) 

HRIA 인권 영향 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oT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P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Rs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I 인터넷 정책 연구 이니셔티브(Internet Policy Research Initiative)(MIT) 

IS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I 정보기술산업협의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KRW 한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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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L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MPC 다자간 보안 컴퓨팅(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MPI 
막스플랑크 혁신 및 경쟁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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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OK 노르웨이 크로네 

OAI 인공지능청(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영국) 

PAI 
인공지능 파트너십(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nefit People and 

Society) 

PIAAC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OECD) 

R&D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MB 위안 인민폐 

SAE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R 사우디 리얄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국제연합) 

SME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UGAI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 지침(Universal 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USD 미국 달러 

V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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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머신러닝, 빅 데이터 및 컴퓨팅 능력으로 최근의 인공지능 발전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AI)의 기술적 지형은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의 사고 능력에 대해 처음 질문을 제

기한 1950년 이래로 크게 발전해왔다. 1956년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후 인간이 

논리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징적 AI 시기부터 1970년대 AI "겨울"을 지나 1990년대 체스 게

임 컴퓨터인 딥블루(Deep Blue)까지 발전했다. 2011년부터 통계 접근법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하위 

집합인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ML)"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통한 기계의 

예측 능력이 향상되어 왔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와 컴퓨팅 능력 향상과 함께 발달한 “신경

망(Neural Networks)”이라 불리는 ML 모델링 기술로 인공지능 개발은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결과를 예측, 권고 또는 결정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OECD의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AIGO)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이 정의한 목

표의 집합에 대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이다. 기계 및/또는 인간 기반의 입력을 사용해 실제 및/또는 가상 환경을 인지

하고, 해당 인지 내용을 (ML 같은 자동화 또는 수동 방식으로) 모델로 추상화하며, 모델 추론으로 

정보 또는 행동을 위한 선택지를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주기 단계는 i)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모델 구축 및 해석, ii) 

검증 및 확인 iii) 구축, iv) 운영 및 모니터링으로 나눈다. 인공지능 연구 분류체계는 인공지능 응

용(예: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시스템 교육 기술(예: 신경망), 최적화(예: 원샷 학습) 및 연구의 사

회적 고려사항(예: 투명성)을 구별한다.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경제적 지형은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화 되어가면서 발달해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더 

저렴하고 정확한 예측, 권고 또는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복지 증진 및 복잡한 문제 해결

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데이터, 역량 및 디지털화된 작업 흐름에 대한 

보완적 투자뿐만 아니라 조직적 프로세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마다 채택의 양

상은 다르다. 

인공지능 투자 및 사업 개발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사모 투자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증가가 가속화되었

다. 사모 투자액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두 배 증가하여 2017년에는 160억 달러에 달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사모 투자의 12%를 유치했으며, 이는 2011년 주요 

경제국에서 불과 3%였던 데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대개 수백만 달러의 대규

모 거래이다. 발달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은 폭넓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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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운송에서 과학, 건강에 이르기까지 풍부하다 

인공지능은 더 나은 의사결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감지하여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한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응용되고 있다. 

 운송 부문에서는 가상 운전자 시스템, 고화질 지도 및 최적화된 교통 경로를 갖춘 자율주행 

차량이 비용 절감, 안전성, 삶의 질 및 환경적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실험을 재현하여 

비용을 낮추고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조기에 질병 및 발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치료법 및 

약물을 발견하고, 맞춤식 치료를 제안하며 자체 모니터링 도구를 가동한다. 

 형사 사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예측성 정책 결정과 범죄 재발 위험을 평가한다. 

 디지털 보안 응용 분야에서는 위협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대응을 자동화하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작물 및 토양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작물 수확량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는 등에 응용한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인공지능을 사기 탐지, 신용도 평가, 고객 서비스 비용 절감, 거래 자동화, 

법률 준수 지원 등에 활용한다. 

 마케팅 및 광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소비자 행동에 관한 데이터를 마이닝하여 콘텐츠, 광고, 

상품 및 서비스, 추천 상품 및 가격을 타게팅하고 개인별 맞춤화한다.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공지능은 이점도 있지만 공공정책 면에서 고려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

심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ML 유형의 인공지능에 관해 

새로운 형태의 윤리 및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 편견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이동하는 위험성 등이 주요한 문제로 꼽힌다. 일부 인

공지능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여 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인공지능 사용

에 관해 투명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한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

은 적절하고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시스

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 및 컴퓨팅 용량 이

외에도 인공지능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활용된다. 따라서 강력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생태

계는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경쟁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의 구성 요소를 대체하고 변경함으로써 직업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따

라서 사람들의 직업을 바꿀 때 이를 원활하게 돕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기술 개발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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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인공지능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에는 변혁적 이점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가 인공지능을 성장과 복지의 동력으로 보고, 차

세대 연구자를 교육하고 채용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

색하는 인공지능 전략 세우기에 전념해왔다. 기업, 기술 조직, 학계, 시민 사회 및 노동조합 등 비

정부 이해 관계자와 G7, G20, OECD, 유럽 집행위원회,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조치를 취

하고 있다. 

2019년 5월 OECD는 여러 이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의 지도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관리 책무를 위해 정부가 합의한 최초의 국제 표준인 OECD AI 원칙(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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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전망 

요약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기술 전망"을 알아본다. 인공지능 기술은 알란 튜링(Alan Turing)이 

기계의 사고 능력에 대해 처음 질문을 제기한 1950년 이래로 크게 발전해왔다. 기계가 통계 접근

법을 활용해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인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이 2011년부터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와 컴퓨터 성능 향상과 함께 성숙해진 기계 학습 기술의 성장으로 인공지능 개발은 더욱 확

장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결과를 예측, 추천 또는 결정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

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다. 또한, 전형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주기를 i) 계획과 설계를 포

함한 설계, 데이터 및 모델, 데이터 수집과 처리, 모델 구축과 해석에서부터 ii) 검증 및 확인 iii) 

구축, iv) 운영 및 모니터링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를 지원하는 연구 분류체

계를 제안한다. 

인공지능의 역사 개요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은 컴퓨팅 기계와 지능에 관한 논문(Turing, 1950 

[1])을 발표해 기계가 과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간단한 경험적 문제해결법을 고안했다. 즉, 컴퓨터가 의심을 품은 인간과 대화를 하고 질

문에 답할 때 그를 속여 컴퓨터가 아닌 인간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가정하였다.1 그 결과

로 개발된 "튜링 테스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같은 해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은 체스 게임을 배울 수 있는 기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Shannon, 1950 [2]). 체스에서 

부르트 포스(brute force)를 활용하거나 상대방의 전략적인 수 일부만을 평가하여 기계를 훈련할 

수 있다(UW, 2006 [3]).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원칙이 1956년 여름에 열린 다트머스 하계 연구 프로젝트의 워크샵에서 

탄생한 것으로 본다. 존 맥카시(John McCarthy), 알란 뉴웰(Alan Newell), 아더 사뮤엘(Arthur 

Samuel),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그리고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가 이 워크샵에서 인

공지능의 원칙을 개념화하였다. 인공지능 연구는 지난 6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인공지능의 

초기 주창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1970년대에는 인공지능 연구 재원과 관심이 축

소되는 "인공지능의 겨울(AI Winter)"로 이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컴퓨터 성능 향상과 함께 인공지능에 새로운 재원과 관심이 모이게 되었다(UW, 

2006 [3]). 인공지능 발전사는 그림 1.1과 같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1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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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공지능 발전사(1950년대 ~ 2000) 

 

출처: Anyoha (2017 년 8 월 28 일[4]),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재구성, http://sitn.hms.harvard.edu/flash/2017/history-artificial-intelligence/. 

 

컴퓨터의 성능과 데이터 저장능력이 마침내 복잡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겨울은 1990년대에 막을 내렸다. 리차드 월러스(Richard Wallace)가 1995년 개발

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Artificial Linguistic Internet Computer Entity(ALICE)이 인공지능 분

야에서 중대한 진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에는 IBM이 개발한 컴퓨터 딥블루

(Deep Blue)가 브루트 포스 접근법을 이용해 세계 체스 챔피언 개리 카스파로프(Gary Kasparov)와 

체스 경기를 하였다. 이 컴퓨터는 여섯 수 이상을 미리 읽고 초당 3억3천 개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Somers, 2013[5]). 딥블루는 1996년에는 카스파로프에 패배했지만 1997년 재대결에서는 승

리를 거두었다. 

2015년, 알파벳(Alphabet)의 딥마인드(DeepMind)는 세계 최고의 기사를 상대로 바둑을 두는 소프

트웨어를 선보였다. 이는 아마추어 및 프로 바둑기사의 경기 수천 개를 통해 플레이 방식을 학습

하도록 훈련된 인공 신경망을 이용했다. 2016년 알파고(Alphago)는 당시 세계 최고 바둑기사인 

이세돌을 4대 1로 물리쳤다. 그 후 알파고 개발자들은 알파고가 몇 가지 간단한 기본 규칙 하에

서 완전 무작위로 플레이하는 것에서 시작해, 스스로를 상대로 바둑을 두며 시행착오를 거치도록 

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더 빠르게 훈련하며 알파고의 원래 버전을 100대0으로 이기는 알파고 제

로(AlphaGo Zero)가 탄생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개입 없이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전혀 사용

하지 않고 온전히 자체 플레이만으로 40일 만에 알파고의 다른 모든 버전을 능가했다(Silver et al., 

2017 [6]) (그림 1.2).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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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자체 학습으로 40일 만에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된 알파고 

 

출처: Silver et al. (2017[6])에서 재구성, “인간의 지식 없이 바둑 게임을 

마스터링하다”, http://dx.doi.org/10.1038/nature24270. 

 

오늘날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머신러닝(ML)”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돌파구가 열리면서 인공지능의 성능, 보급, 성

장과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진보로 센서 성능이 향상되고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은 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센서가 더 작아지고 저렴하게 구

축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핵심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컴퓨터 비전 

 언어 학습 

하지만 인공지능의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일부는 건강, 의학, 생물학 및 금융 등 컴퓨터 과학 이

외의 영역에 적용된다. 많은 면에서 현재 인공지능의 과도기는 1990년대 컴퓨터가 특정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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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던 모습과 닮았다. 2000년대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 이용이 다

국적 기업을 넘어 일반인 대다수로 확대되던 양상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분야별 

"이중언어 구사자(bilingual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즉, 경제학, 생물학 또는 법학 등 한 

영역을 전공하고, 동시에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도 갖춘 인력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강인공지능(AGI) (Box 1.1)과 같이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현재 이용 중이거나 중단기적으로 예상가

능한 활용에 초점을 둔다. 

 

Box 1-1 弱인공지능 (ANI) vs. 强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오늘날 약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또는 “응용(applied)” 인공지능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나 추론과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는 오늘날의 첨단(state-of-the-art) 기술이다. 구

글의 알파고와 같이 오늘날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전히 “약인공지능”이다. 이 시스템

은 예를 들면 영상 인식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음성 인식으로 전환하는 등 패턴 인식을 어느 정

도 일반화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생각은 훨씬 더 다재다능하다. 

응용 인공지능은 (가설적인) 강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종종 대조를 이룬다. 강인

공지능에서는 자율적 기계가 일반적인 지능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간처럼 다양한 인지 

기능을 통해 학습을 일반화 및 추상화한다. 강인공지능은 강력한 연상 기억력이 있고 판단과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면적 문제 해결, 읽기나 경험을 통한 학습, 개념 정립, 외부 세계와 자신

에 대한 인식, 발명과 창의력, 복잡한 환경 속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 및 예측이 가능하

다. 잠재적 강인공지능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시기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강인공지능으로 인해 상당한 새로운 기회와 위험, 그리고 

도전과제가 생길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아울러 21세기 중반경에는 강인공지능이 이러한 

결과를 크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 

출처: OECD (2017[7]),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2017, http://dx.doi.org/10.1787/9789264276284-

en.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공지능 정의는 없다. 2018년 11월, OECD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AIGO)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산하연구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설명은 이해 가능성, 기술적 정

확성, 기술 중립성 그리고 단기 및 장기 시간 범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과학, 

비즈니스 및 정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여러 정의를 모두 아우를 만큼 충분

히 포괄적이다. 또한,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OECD, 2019[8])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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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시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법(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Russel and Norvig, 2009 [9])에서 설명한 인공지능의 개념적 개요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이 개요는 "인지, 사유 및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팅의 연구"(Winston, 1992[10]) 및 

그와 유사한 일반 정의(Gringsjord and Govindarajulu, 2018[11])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공지

능의 정의와 일치한다. 

인공지능의 개념적 개요는 먼저 일반적 인공지능 시스템("지능형 에이전트"라고도 함)의 고수준 

구조로 제시된다(그림 1.3). AI 시스템은 센서, 작동 논리 및 액추에이터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

성된다. 센서는 환경에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액추에이터는 작동하여 환경 상태를 변경시킨

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작동 논리에 있다. 주어진 목표 세트에 대해 센서의 입력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작동 논리는 액추에이터에 출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출력은 환경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 예측 또는 결정의 형태를 취한다. 

 

그림 1-3 인공지능 시스템의 상위 수준 개념적 개요 

 

출처: 2019 년 2 월 AIGO 의 정의 및 승인에 따름. 

보다 상세한 구조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책 측면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나타낸다(그림 1.4). 여

러 유형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기 위하여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모델 구축 

프로세스 (예: 머신러닝)와 모델 자체를 분리했다. 또한 모델 구축은 모델 해석 프로세스와도 구별

하였다. 해석 프로세스에서는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권고 및 결정을 하고, 액추에이터는 이 결과

를 사용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976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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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인공지능 시스템의 상세한 개념적 개요 

 

출처: 2019 년 2 월 AIGO 의 정의 및 승인에 따름. 

환경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환경은 인식을 통해(센서를 통해) 관찰할 수 있고 행동을 통해(액추에

이터를 통해)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기계 또는 사람이다. 환경은 실제(예: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이며, 보통 부분적으로만 관찰 가능하거나 또는 가상(예: 보드 게임)이면서 

완전히 관찰 가능하다.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인간이 정의한 목표의 집합에 대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계 및/또는 인간의 

인풋을 사용하여 i) 실제 및/또는 가상 환경을 인지하고, ii) 해당 인지 내용을 (수동적으로, 또는 

머신러닝 같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해 모델로 추상화하며, iii) 모델 추론으로 정보 또는 행동

을 위해 선택지를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

계된다. 

인공지능 모델, 모델 구축과 모델 해석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은 환경의 구조 및/또는 역학을 설명하는 시스템의 외부 환경 전체 또는 

부분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인간 및/또는 자동화된 도구(예: 머신러닝 알고리

즘)에 의한 전문 지식 및/또는 데이터에 기초할 수 있다. 목표(예: 출력 변수)와 성능 측정(예: 정

확성, 훈련을 위한 리소스, 데이터세트의 대표성)이 구축 프로세스를 가이드한다. 모델 추론은 인

간 및/또는 자동화된 도구가 모델의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세스이며, 권고, 예측 또는 결정의 형태

를 취한다. 목표 및 성능 측정은 실행을 가이드한다. 어떤 경우(예: 결정론적 규칙) 모델은 단일한 

권고만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경우(예: 확률 모델) 모델은 다양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

한 권고는 예를 들어 신뢰도 수준, 견고성 또는 위험과 같은 성과 측정의 여러 수준과 관련이 있

다. 어떤 경우에는 해석 과정에서 특정 권고가 이뤄진 이유가 설명될 때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거의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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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의 실례 

신용 평가 시스템 

신용 평가 시스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대출 가능 여부) 기계 기반 시스템을 보여준다. 주어진 

목표 세트(신용도)에 대한 권고(신용 점수)를 제공한다. 기계 기반의 입력(사람들의 프로필이나 대

출금 상환 여부에 대한 과거 데이터)과 인간 기반 입력(일련의 규칙)을 모두 사용한다. 이러한 두 

집합의 입력을 사용해 시스템은 실제 환경(지속적 대출금 상환 여부)을 인지한다. 그러한 인지가 

자동으로 모델로 추상화된다. 신용 평가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통계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모델 추론(신용 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과(대출 제공 또는 거부)에 대한 권장사항

(신용 점수)을 만들어낸다. 

시각 장애인 도우미 

시각 장애인 도우미는 기계 기반 시스템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주어진 목

표 세트(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에 대한 권고(예: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거나 길을 건

너는 방법)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단계로 기계 및/또는 인간 기반 입력(객체, 서면 단어 

및 평면 인간 얼굴의 태그된 대형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을 사용한다. 먼저 환경의 이미지를 인식

한다(카메라가 사람 앞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하여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냄). 둘째로 자동으로 이

러한 인지를 모델로 추상화한다(신호등, 자동차 또는 보도 위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는 물체 인식 

알고리즘). 셋째로 모델 추론을 사용하여 결과에 대한 선택지를 권고(환경에서 감지된 물체에 대

한 청각 설명 제공)함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

친다.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는 바둑 보드게임을 그 어떤 프로 바둑기사보다 더 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보

드게임의 환경은 가상이며 완전히 관찰 가능하다. 게임 위치는 게임의 목표와 규칙에 의해 제약

을 받는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 기반 입력(바둑 규칙) 및 기계 기반 입력(완전한 무작위 게임부터 

반복적인 기계 자체 대국에 기반한 학습)을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소

위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라 불리는 학습을 통해 훈련된(추계적) 행동 모델(게임에서 

"수 두기")로 추상화한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사용해 게임의 상태에 따라 새로운 수를 제안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자동차의 가속, 감속 또는 회전 여부) 기계 기반 시

스템을 보여준다. 주어진 목표 세트(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안전하게 이동)

에 대해 예측(물체 또는 표지판이 장애물인지 또는 지시인지 여부) 및/또는 결정(가속, 제동 등)을 

한다. 이를 위해 기계 기반의 입력(과거 주행 데이터) 및 인간 기반 입력(일련의 주행 규칙)을 모

두 사용한다. 이러한 입력은 차량의 모델과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첫째,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와 같은 센서를 통해) 실제 환경을 

인지한다. 둘째, 그러한 인지를 자동으로 모델로 추상화한다(물체 인식, 속도 및 궤적 감지, 위치 

기반 데이터 포함). 셋째, 모델 추론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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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환경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과를 

위한 선택지(멈출지 또는 이동할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 

2018년 11월, AIGO는 인공지능 수명주기를 세부화하여 OECD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

안 (OECD, 2019[8])에 정보를 제공할 산하연구반을 만들었다. 이 수명주기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인공지능 수명주기 표준을 제시하거나2 규범적 행동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 원

칙에 관한 기타 세계 이니셔티브를 맥락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3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의 많은 단계가 통합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특정 

단계가 포함된다. 설계, 데이터 및 모델 단계는 계획과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뿐만 아니라 모

델 구축과 해석을 아우르는 문맥 종속형 시퀀스이다. 그 다음은 확인과 검증, 구축 및 운영, 모니

터링으로 이어진다(그림 1.5.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 이러한 단계는 종종 반복적으로 발생하

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순차적인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결정은 운

영 및 모니터링 단계 중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데이터 및 모델링에는 몇 가지 활동이 포함되며, 그 순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인공지능 시스템의 계획 및 설계에는 시스템의 개념과 목표, 기본 가정, 맥락 및 요구 

사항을 명료화하고 잠재적으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는 데이터 모으기 및 정제, 완전성 및 품질 검사 수행,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세트의 특성 문서화 등이 포함된다. 메타데이터 데이터세트에는 데이터 

세트가 형성된 방법, 구성, 의도된 용도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유지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 모델 구축 및 해석에는 모델이나 알고리즘의 생성 또는 선택, 교정 및/또는 훈련과 해석 

등이 수반된다. 

2. 확인 및 검증에는 다양한 차원과 고려사항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통해 모델을 

실행 및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3. 생산과정에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작업은 파일럿 테스트,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인, 규제 

준수 보장, 조직 변경 관리 및 사용자 경험 평가 등을 포함한다. 

4.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과 목표 및 윤리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권고 및 영향(의도적 및 비의도적 모두 포함)에 대한 지속적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다른 단계로 돌아가거나,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의 생산을 중단시킴으로써 조정을 한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1z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1z4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125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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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 

 

출처: 2019 년 2 월 AIGO 의 정의 및 승인에 따름. 

데이터, 그리고 훈련과 평가를 위해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델의 중심성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와 좀 더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의 수명주기를 구분한다. 일부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시스

템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반복 및 진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 

이번 절에서는 인공지능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학계와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

한 몇 가지 기술 개발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이라는 하위 분야는 오늘날 컴퓨터 과

학의 활발한 연구 분야이다. 더 넓은 범위의 학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가지 주요 경제 연구 범주를 나눈 경제 문학 저널(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분

류체계만큼 인공지능의 연구 흐름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합의된 분류체계는 없다. 이 절에서는 정

책 입안자가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정책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 분

류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인공지능 연구는 통계적 인공지능과 기호적 인공지능으로 구별되어 왔다. 기호적 인

공지능은 논리 표현을 사용하여 제약 조건 집합에서 결론을 추론한다. 연구자는 실제 세계의 복

잡성을 해석하고 기계가 인간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부적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호적 인공지능은 최적화 및 계획 도구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기계가 일련의 패턴으로부터 추세를 유도하는 통계적 인

공지능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많은 응용 분야에서 기호적 접근과 통계적 접근을 결합한

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NLP) 알고리즘은 대개 통계적 접근법(대용량 데이터에 기반) 및 기호

적 접근법(문법 규칙 등 문제를 고려)을 조합할 때가 많다. 데이터와 인간의 전문 지식 모두에 기

반을 두고 구축된 결합 모델이 각각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점차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계가 인간의 명시적인 지시가 아니

라 패턴과 추론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일련의 기법이다. 머신러닝 접근법은 

기계에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결과에 도달하도록 만든다. 반면 

규칙 집합을 정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기계를 학습시킬 수도 있다.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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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거나 조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그림 1.6). 

머신러닝에는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 연구자 및 기술자들이 사용해 온 수많은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 기법은 선형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 트리 및 원칙 구성요소 분석부터 심층 신

경망(Deep neural networks)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그림 1-6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관계 

 

출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인터넷 정책 연구 이니셔티브(IPRI) 제공. 

경제학에서 회귀 모델은 주로 정책적 이유를 위해 연구자가 입력 변수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해

석할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를 사용해 예측을 한다.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모델 자체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머신러닝 문제는 경제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변

수가 있는 경향이 있다. "특성(features)"으로 알려진 이러한 변수는 일반적으로 수천 가지 이상이

다. 더 큰 데이터 세트의 경우 범위가 수만에서 수억 개까지 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연

구자가 예측을 위해 신경망 등 보다 정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법에 의존하게 된다. 흥미롭게

도, 머신러닝의 한 핵심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모델에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설명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아래 세부 분야 4 참조). 

지금의 머신러닝 활용 추세를 일으킨 진정한 기술은 “신경망(neural networks)”으로 불리는 정교한 

통계 모델링 기법이다. 이 기법과 함께 컴퓨팅 능력의 증대와 거대한 데이터 세트("빅 데이터")의 

가용성이 기여했다. 신경망에서는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단순 변환을 반복적으로 상호 연결하여 

입력과 출력 간의 정교한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더 큰 통계 머신을 구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신경망은 자체 코드를 수정하여 입력과 출력 간의 연결을 찾아 최적화한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deep learning)은 특히 큰 규모의 신경망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신경망이 언제 "딥"한 수준이 되

는지 아직 정의된 바 없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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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공지능 연구의 역동적 진화는 컴퓨팅 성능, 데이터 가용성 그리고 신경망 설계의 지속

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통계적 인공지능 접근법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인공지능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앞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가장 어려운 정책적 도전과제를 제시할 인공지능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 도전과제에는 기계의 

의사결정을 분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과제도 포함된다. 또한 정책결정자는 통

계적 인공지능 중에서도 특히 "신경망"과 같이 가장 역동적인 인공지능 접근법이 모든 문제 유형

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인공지능 접근법, 기호적 방법 및 통계적 방

법의 결합도 여전히 중요하다. 

인공지능 연구나 머신러닝의 세부 분야에는 널리 합의된 분류체계가 없다. 아래 제안된 분류체계

에서는 머신러닝 연구 분야 25개를 제시한다. 이는 4가지 대분류와 머신러닝에 주로 초점을 둔 9

가지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경제학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협의의 연구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연구자는 보통 공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세부 분야를 동시

에 연구한다. 

세부 분야 1: 머신러닝 응용 분야 

첫 번째 연구 대분류에서는 경제 및 사회 속 여러 가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신러닝 방법이 

적용된다. 인터넷이 특정 산업을 먼저 변환시킨 후 경제 전반을 휩쓸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머신러닝 응용 사례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머신러닝 응용 사례는 3장에서 다루고 있다. 표 1.1에 제시된 연구 분야는 실제 세계 응용 

개발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 분야이다. 

 

표 1-1 세부 분야 1: 응용 분야 

응용 분야 

ML 활용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로봇 내비게이션 

언어 학습 

ML 

맥락화(contextualization) 

알고리즘 게임 이론 및 컴퓨터를 이용한(computational) 

사회적 선택 

협업 시스템 

출처: MIT 의 IPRI 제공.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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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활용하는 핵심 응용 연구 분야로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그리고 로봇 내비게이

션을 들 수 있다. 이 3가지 연구 분야 각각은 풍부하고 확정적 연구 영역을 대표한다. 연구 도전

과제는 한 영역에만 한정되기도 하고 여러 연구 분야를 포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구

자들은 자유 텍스트 유방 조영상 및 병리학 노트의 NLP를 유방 조영상의 컴퓨터 비전과 결합하

여 유방암 검진에 이용하고 있다(Yala et al., 2017[12]). 

2가지 연구 분야가 머신러닝 맥락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알고리즘 게임 이론은 경제학과 게임 

이론,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교차점에 자리한다. 이는 다기간(multi-period) 게임을 분석하고 최적

화하는 데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협업 시스템(collaborative systems)은 복수의 머신러닝 시스템을 

조합하여 복잡한 문제의 서로 다른 부분을 해결하는 대규모 도전과제에 대한 접근법이다. 

세부 분야 1: 정책 연관성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 문제가 머신러닝 응용과 연결된다. 여기에는 노동의 미래, 인공지능의 

잠재적 영향 이해, 인적 자본 및 기능 개발 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응용이 적절하거나 적절하

지 않을 수 있는 민감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다른 관련 문제로는 인공지능이 산업 구

성원과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로봇 내비게이션 규제 및 데이터 수집과 

이용의 준거가 되는 프라이버시 정책 논의 등이 있다. 

세부 분야 2: 머신러닝 기법 

머신러닝 연구의 2번째 대분류는 머신러닝에 이용되는 기법 및 패러다임에 초점을 둔다. 사회과

학의 계량적 방법론 연구와 비슷하게 이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응용에 이용되는 기술적 도구와 

접근법을 구축하고 제공한다 (표 1.2). 

 

표 1-2 세부 분야 2: 머신러닝 기법 

머신러닝 기법 

기법 

딥러닝(DL)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및 인간 컴퓨테이션 

진화적(evolutionary) 컴퓨팅 

신경망 이후 기법 

패러다임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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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학습(RL)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s)/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출처: MIT 의 IPRI 제공. 

 

이 범주는 (“딥러닝”이 하위 범주인) 신경망이 중심이며 오늘날 머신러닝 대부분의 토대가 된다. 

또한 머신러닝 기법은 시스템의 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패러다임을 포함하고 있다.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은 인간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법을 흉내 낸 방식으로 시스템을 훈련시

킨다. 알고리즘에 명시적 작업을 제공하는 대신 연속적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서로 다른 선택을 

시도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에 적절하게 적응한다. 이러한 기법은 끈질

긴 실험(relentless experimentation)이라 불렸다(Knight, 2017[13]).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비롯한 생성 모델은 시스템이 기존 데이터세트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

도록 훈련시킨다. 생성 모델은 2개 이상의 비지도 신경망이 서로 제로섬 게임에서 경쟁하도록 만

들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인공지능 연구 분야이다. 게임 이론 용어로 설명하자면, 복수의 비지도 

신경망이 빠르게 반복되는 게임을 통해 기능하고 학습하게 된다. 시스템이 빠른 컴퓨팅 속도로 

서로 겨루면서 이익이 되는 전략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알파고 제로의 바둑 대국과 같이 

명확한 규칙이 있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잘 작동한다. 

세부 분야 2: 정책 연관성 

머신러닝 기술의 개발과 구축에는 다수의 중요한 공공정책 문제가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로는 더 나은 훈련용 데이터세트 지원, 학술 연구와 기초 과학 재원, 인공지능 기능과 다른 역량

을 함께 갖춘 “이중언어 구사자(bilinguals)” 육성 정책, 그리고 컴퓨터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일례

로, 캐나다 정부의 연구자금 지원이 현대 신경망의 돌파구를 열어 탁월한 성공을 가능케 했다

(Allen, 2015[14]). 

세부 분야 3: 머신러닝 개선 방법/최적화 

세 번째 연구 대분류는 머신러닝 도구를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또한, 연구 결

과의 시간(현재, 성장 중인 및 미래) 순으로 연구흐름을 구분한다(표 1.3). 단기적으로는 딥러닝 과

정을 가속화하는데 집중한다. 여기에 더 나은 데이터 수집이나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분산 컴퓨

터 시스템을 활용한다. 

표 1-3 세부 분야 3: 머신러닝 개선 방법/최적화 

머신러닝 개선 방법 개선 가능 요소 딥러닝 속도 향상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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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데이터 수집 개선 

분산 훈련 알고리즘 

개선 가능 요소 

(성장 중인) 

저출력 기기에서 수행 

학습능력/메타 러닝 

AI 개발자 도구 

개선 가능 요소 

(미래) 

신경망 이해 

원샷 러닝(one-shot learning) 

출처: MIT 의 IPRI 제공. 

또한 연구자들은 휴대폰과 기타 연결된 장치 등, 저출력 기기에서 머신러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일례로 구글의 Teachable Machine은 이제 브라

우저에서도 구동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오픈 소스 머신러닝 도구를 제공한다(Box 1.2). 이는 머

신러닝의 도달범위와 효율을 확대할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 도구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모

바일 기기용 인공지능 전용 칩 개발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장기적인 머신러닝 연구에는 신경망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메커니즘 연구가 포함된다. 

비록 신경망이 강력한 머신러닝 기법으로 입증되어 왔지만, 그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제

한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신경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훨씬 더 적은 훈련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신경망 훈련 방법을 모색 

중이며, 이러한 접근법은 “원샷 러닝(one-shot learning)”이라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안은 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대형 모델은 훈련에 수 주 또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수억 개의 훈련 예시가 필요하다. 

Box 1-2 Teachable Machine 

Teachable Machine은 사람들이 폰이나 컴퓨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기계가 서로 다른 시나

리오를 감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구글의 실험이다. 사용자는 3가지 다른 시나리오(예: 서로 다른 얼

굴 표정)를 급속 연사로 촬영해 머신을 훈련시킨다. Teachable Machine은 훈련 데이터세트의 모든 

사진을 분석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감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렌즈 범위에 

있는 사람이 미소를 지을 때마다 Teachable Machine이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Teachable 

Machine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로 탁월한 이유는 신경망이 외부 컴퓨터나 데이터 저장소 없이 사

용자의 브라우저만으로 구동되기 때문이다(그림 1.7).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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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컴퓨터 카메라를 사용한 기계 훈련 

 

출처: https://experiments.withgoogle.com/ai/teachable-machine. 

 

세부 분야 3: 정책 연관성 

세 번째 세부 분야의 정책 연관성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장치(stand-alone 

devices)에서 머신러닝을 구동함으로써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포함

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 절감의 잠재력과 함께 인공지능의 이로운 사용을 위한 더 나은 기술개발

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세부 분야 4: 사회적 맥락 고려하기 

네 번째 연구 대분류는 기술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머신러닝의 맥락을 고찰한다. 중요

한 의사결정 시 알고리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알고리즘에 편향이 생길 

수 있고 이를 퍼뜨릴 수 있는지 이해하고 결과에서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 머신

러닝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 및 책무성과 관련된다

(표 1.4). 인공지능에 대한 통계적 접근법으로 인해 인간이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계산을 이해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은 은행 대출에서 가석방 결정까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gwin et al., 2016[15]). 맥락형(contextual) 머신러닝 연구의 또 다른 범

주는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조치와 관련된다. 신경망이 결정을 내리는 방

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사진에서 픽셀 몇 개만 바꾸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

을 사용해 신경망을 속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Ilyas et al., 2018[16]). 이 분야 연구자들은 의도하

지 않은 정보의 부주의한 도입과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방어할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머신러닝 시스템의 무결성 검증도 목표로 한다. 

세부 분야 4: 정책 연관성 

여러 가지 관련 정책 문제가 머신러닝을 둘러싼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는 알고리즘의 책

https://experiments.withgoogle.com/ai/teachable-machine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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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편향에 대한 대처, 머신러닝 시스템의 영향, 제품 안전성, 배상책임과 보안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OECD, 2019[8]). 

 

표 1-4 세부 분야 4: 맥락을 이용한 머신러닝 개량 

맥락을 이용한 머신러닝 

개선 

설명가능성 

투명성 및 책무성 

개별 의사결정의 설명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단순화 

공정성/편향 

디버깅 능력 

안전 및 신뢰성 

적대적 예시 

검증 

기타 유형의 공격 

출처: MIT 의 IPR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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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이러한 실험은 음성이 아닌 입력되거나 중계된 메시지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 2.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에 관한 연구(Work on the System Development Lifecycle)는 여러 기관 

중에서도 국립표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좀 더 

최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SC 42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인공지능 수명주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 3.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자율 및 지능형 시스템의 윤리에 관한 글로벌 구상(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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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전망 

요약 

이 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으로 예측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범용 기술로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인공지능은 더 저렴하고 정확한 예측, 

권고 또는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복지 증진 및 복잡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채택 속도는 기업과 산업에 따라 다른데,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기술, 워크플로의 디지

털화 및 조직 프로세스 적응 능력에 대한 보완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개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사모투자(private 

equity)는 2016년부터 가속화되었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여 160억 달러에 달

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2011년 전세계 사모펀드 투자의 3%를 유치했던 것에서 큰 폭으로 증

가해 2018년 상반기에는 12%를 유치했다. 이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된다. OECD의 해당 자료 사용

은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및 서안 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태에 불이익

을 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경제적 특성 

인공지능으로 즉각적인 예측이 가능해졌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은 예측 비용을 절감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하게 했다. 의사결정의 많은 측면은 예측과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예측은 인간 활동

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고 널리 이용가능하며 더 나아진 인공지능 

기반 예측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인공지능 예측 비용이 절감되면서, 과거 컴퓨터와 같이 예측을 이용할 기회가 점점 늘어났다. 최

초의 인공지능 응용은 오랫동안 예측 문제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은 대출 미상환과 

보험 리스크를 예측한다. 머신러닝 비용이 감소하면서 일부 인간 활동이 예측의 문제로 재정립되

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 진단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증상의 원

인에 대한 누락된 정보를 채운다. 데이터를 이용해 누락된 정보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곧 예측이

다. 물체 분류도 예측 문제이다. 사람의 눈이 빛의 신호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뇌가 레이블의 

누락된 정보를 채우게 된다. 

더 저렴해진 예측으로 인공지능은 더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예측은 의사결

정의 주요 정보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예측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의사결정은 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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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관리자는 채용, 투자 및 전략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중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관한 덜 중요한 의사결정도 한다. 판사는 유죄 또는 무죄, 심의 

및 판결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과 함께, 구체적인 문구나 재청 여부 등 그보다 작은 결정도 

내린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결혼을 할지부터 무엇을 먹을지 또는 어떤 노래를 들을지까지 끊임없

이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의 핵심 도전과제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다. 예측은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의 주요 정보가 되며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기계 예측이 인간 예측을 대체한다 

또 다른 관련 경제적 개념은 대체 개념이다. 상품(커피 등)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그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뿐 아니라 대체재(차 등)는 덜 구매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계의 예측 비용이 줄어

들면, 예측 업무에 있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 즉, 예측 관련 노동 감축은 인공지능이 인

간 노동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컴퓨터로 인해 오늘날 연산이 주요 업무인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구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전사 

(transcription) 작업은 구어에 일치하는 기호 집합의 누락된 정보를 채운다는 점에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전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 

데이터, 행동 및 판단은 기계 예측을 보완한다 

한 상품(커피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그 보완재(크림과 설탕 등)를 더 산다. 그러므로 최

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된 핵심 도전과제는 예측에 대한 보완재를 식별하는 것이다. 예측이 

의사결정의 주요 정보이기는 하지만, 예측 그 자체가 의사결정은 아니다. 의사결정의 다른 측면인 

데이터, 행동 및 판단 등이 인공지능을 보완한다. 

데이터는 예측에 투입되는 정보이다. 최근 일어난 인공지능의 많은 발전은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

에 의존해 인공지능 시스템이 과거의 예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예시가 

더 많을수록, 예측이 더 정확하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조

직에게는 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는 그 데이터가 조직에게 중요한 무언가

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묘하다. 또한 이는 과거 데이터만 이용 가

능한지, 또는 시간이 지나도 조직이 피드백을 계속 수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새로

운 데이터를 통한 계속적인 학습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Agrawal, Gans and 

Goldfarb, 2018[1]). 

의사결정의 다른 요소인 행동과 판단에서 더 많은 새로운 과업이 도출된다. 어떤 행동(예: 프로 

운동선수, 보육교사, 또는 판매사원 등)은 기계보다 인간이 할 때 본질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 아

마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개념일 것이다. 판단은 특정 환경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을 결

정하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이 예측에 이용될 때 예측 대상과 그 결과에 따른 행동은 반드시 인간

이 결정해야 한다. 

조직에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보완적인 투자와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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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전기, 증기기관처럼 인공지능은 범용 기술로 간주될 수 있다(Bresnahan and Trajtenberg, 

1992[2]; Brynjolfsson, Rock and Syverson, 2017[3]). 이는 인공지능이 더 넓은 부문에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효과를 얻으려면 다수의 보완적 인풋에 

투자를 해야 한다. 조직이 전략 전반을 바꾸게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면 조직은 다수의 보완적 투자

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 데이터 이용 방법을 아는 전문가, 

그리고 불확실성 감소로 발생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변경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조직 프로세스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고객이 편안하게 비행기

를 기다리도록 공항 라운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승객이 공항 도착 및 보안 검색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라운지 시설은 불필요할 것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생긴 기회는 기업 및 산업마다 그 범위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바

이두(Baidu), 그리고 기타 디지털 플랫폼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투자의 혜택을 누리기

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들 대기업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기술 투자의 높은 고정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많은 기업은 워크플로를 완전히 디지털화하지 못했고, 인공지능 도구

를 아직 기존 프로세스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기

업들도 불확실성 감소로 생겨난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 수요에 의해 업계 리더를 따

라 인공지능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모 투자 

인공지능 투자는 전체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이미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MGI(2017[4])의 추산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적으로 260억~390억 달러가 인공지능에 투자

되었다. 그 가운데 약 70%는 기업 내부 투자이며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는 약 20%, 인공지능 

기업 인수는 약 10% 정도이다(Dilda, 2017[5]). 이러한 투자의 3/4이 거대 기술기업에 의해 이루어

졌다. 기술 부문 이외의 인공지능 도입은 초기 단계이며 대규모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마련한 기

업은 아직 거의 없다. 활용할 데이터가 있고 디지털화가 성숙된 다른 산업, 특히 금융과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 또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은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다. CBI(2018[6])에 따르면, 2010년 

이래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부분을 인수한 기업은 구글, 애플, 바이두,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그리고 세일즈포스 등이다. 2017년과 2018년 초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스

타트업 여러 개가 인수되었다. 그 예로, 아마존 및 오라클이 Sqrrl 및 Zenedge를 각각 인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좀 더 전통적인 산업의 인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회사, 

Roche Holding이나 Athena Health 같은 헬스케어 기업, 보험사와 소매유통사 등이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사모투자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한 후 2016년부터 가속화되었다. 사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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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액수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그림 2.1).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8년 중반

까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추산된다(Box 2.1). 

 

그림 2-1 2011년~2017년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총 투자 추정액 

스타트업 소재지별 

 

주: 2018 년 추정치는 보고가 지연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보수적일 수 있다( Box 2.1 방법론 참조). 

출처: Crunchbase 통계 기준으로 OECD 추정 (2018 년 7 월), www.crunchbase.com. 

 

Box 2-1 방법론 

이번 절에서는 Crunchbase(2018년 7월 버전)를 토대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모투자액을 추정한

다. Crunchbase는 2007년 구축되어 199개국 50만 개가 넘는 기업의 정보를 담고 있는 혁신 기업

에 관한 유료 데이터베이스이다. Breschi, Lassébie과 Menon(2018[7])에서는 다른 종합적 데이터 

출처로 Crunchbase를 벤치마킹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일본과 한국 제외)을 포함

한 여러 국가에서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었다. 그 패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공 등

에서도 발견되었다. Crunchbase 내 기업은 45개 그룹으로 된 목록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 분야

로 분류된다. 

Crunchbase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는 포괄적으로 정의된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체 보고된 정보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2425
http://www.crunch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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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그리고 샘플 선택 문제가 포함된다. 특히, 신규 거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을 수 있고, 나라마다 지연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타트업 스스로가 자신을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2000년 이후 설립되고 Crunchbase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

로 분류된 기업(2,436개)이다. 또한, 회사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사

용한 기업(추가 689개)도 포함된다. 3가지 유형의 키워드가 인공지능 관련 키워드로 간주된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키워드로 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그리고 “기계지능(machine intelligence)”이다. 두 번째 유형의 키워드는 인공

지능 기법 관련 키워드로 주로 “신경망(neural network)”, “심층학습(deep learning)”, 그리고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인공지능 응용 분야 관련 키워드이

며 주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s)”, “지능형 시스템(intelligent 

systems)”, 그리고 “가상비서(virtual assistant)” 등이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1/4 이상(26%)은 벤처캐피털에 의한 

투자금액을 보고하지 않는다. 이 분석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동일 국가에서 일어난 더 작은 거래

(1천만 달러 미만 거래만 고려)에 투자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되지 않은 거래 금액을 추정

했다. 더 큰 거래를 제외한 이유는 그러한 거래 금액은 공개 정보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비공개 거래 추정액은 보수적으로 잡아 총금액의 약 6%에 해당한

다. 2018년 상반기 수치는 보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

다. 

 

인공지능은 이제 스타트업 사모투자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2018년 상반기 전세계 사모펀드 투자의 약 12%를 유치했으며, 불과 3%였

던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그림 2.2). 모든 분석 대상 국가들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둔 스타

트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늘렸다. 2018년 상반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약 13%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상이었다. 가장 급격한 증가는 이스라엘로 2011년 5%에서 2018년 상반기 

25%로 투자 비중이 늘어났으며, 2017년 투자의 약 50%는 자율주행 차량(AV)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2011년~2017년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스타트업 사모투자 중 인공지능의 비율 

총 투자 건수의 비율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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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 년 비율은 해당 연도 상반기만 대상으로 한다(Box 2.1 방법론 참조). 

출처: Crunchbase 통계 기준으로 OECD 추정(2018 년 7 월), www.crunchbase.com.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스타트업은 전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분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투자 거래 수("건수") 

및 금액 모두에서 그렇게 나타나며, 투자 금액의 경우 2011년 이후 총 투자 금액의 2/3를 차지한

다(그림 2.1).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모든 기술을 통틀어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의 70~80%를 차

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다(Breschi, Lassébie 및 Menon, 2018[7]). 

중국은 2016년 이후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가 급격하게 치솟았다. 지금은 인공지능 지분 투자액 

기준 세계 2위이다. 중국 기업이 유치한 글로벌 인공지능 사모투자액 비중은 2015년 불과 3%에

서 2017년에는 36%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기간에도 평균 21%를 유지하였다. 

EU는 2017년 글로벌 인공지능 지분투자의 8%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투자의 단지 1%를 차지했

으므로, 이 수치는 EU 전체로 볼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개별 회원국의 투자 수준은 매

우 다양했다. 2011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영국은 EU 총 투자의 55%를 차지했고, 독일(14%)과 

프랑스(1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나머지 25개국이 EU 전체 인공지능 지분투자의 20% 미만을 

차지했음을 가리킨다(그림 2.3). 

http://www.crunchbase.c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2425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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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11년~2018년 중반 EU 소재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동 기간 동안 EU 소재 스타트업에 투자된 총 금액 중 나라별 비율 

 

주: 2018 년 비율은 해당 연도의 전반기에만 해당된다. 

출처: Crunchbase 통계 기준으로 OECD 추정(2018 년 7 월), www.crunchbase.com. 

미국과 중국, EU는 합하여 2011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총 인공지능 사모투자의 93% 이상을 차

지한다. 이러한 선두주자 외에 이스라엘(3%)과 캐나다(1.6%)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까지 인공지능 투자 건수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늘어났다 

투자 거래 건수는 2011년 200건 미만에서 2017년 1,400건 이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연평균 성장률 35%에 해당한다(그림 2.4). 미국 소재 스타트

업이 전체 투자 중 상당 부분을 유치하며, 건수가 2011년 130건에서 2017년 800건으로 늘어났다. 

EU 역시 같은 기간에 30건에서 약 350건으로 투자 건수가 늘어났다. 

http://www.crunchbase.c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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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성사된 투자 건수는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0건에서 약 60건으로 미국이나 EU보다 

숫자가 적다. 하지만 중국 내 투자 총액이 EU보다 훨씬 더 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 내 투

자 계약 평균 금액이 EU보다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 내 평균 투자 규모가 급등한 것은 투자 건당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와 

일치한다. 2012년과 2013년, 보고된 투자 거래 10건 중 9건의 건당 금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이었

다. 10건 중 1건 만이 1000만~1억 달러 범위에 속했다. 1억 달러 이상인 거래는 아예 없었다. 

2017년에는 10건 중 2건 이상이 1000만 달러를 넘었고 약 3%가 1억 달러 이상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 상반기 더욱 강화되어 보고된 거래의 40%가 10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4.4%가 1

억 달러를 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메가 딜(mega deal, 1억 달러 이상)’이 2018년 상반기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총액의 66%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인공지능 기술과 투자자 전략이 성숙해짐을 반영하고 있

으며, 더 적은 인공지능 기업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 2017년 최고 투자액

(30억 달러)을 유치한 중국 스타트업 Toutiao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데이터 마이닝을 토

대로 중국 내 사용자에게 연관성이 있는 개인화된 정보를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 회사이다. 

 

그림 2-4 스타트업 소재지별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모투자 건수 

2011-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주: 2018 년 추정치는 보고가 지연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보수적일 수 있음(Box 2.1 방법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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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runchbase 통계 기준으로 OECD 추정(2018 년 7 월), www.crunchbase.com. 

2016년 이후, 이스라엘(Voyager Labs), 스위스(Mindmaze), 캐나다(LeddarTech 및 Element AI) 그리

고 영국(Oaknorth 및 Benevolent AI)에서 모두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외에도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패턴은 나라와 지역별로 다양하다 

2011년 이후 투자 총액 및 글로벌 투자 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투자 양상은 나라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 스타트업의 투자 양상은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르다. Crunchbase에 등록된 중국 인공지

능 스타트업에 대한 개별 사모 투자액은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평균 1억 5천만 달러였다. 이

와 비교해 다른 나라의 2017년 평균 투자규모는 그 금액의 1/10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3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첫째, 중국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건수는 적지만 개별 거래 

금액은 매우 높다. 둘째, EU 스타트업은 작은 규모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건당 평균 투자액

은 2016년 320만 달러, 2017년 550만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850만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건당 평균 투자액은 2016년 950만 달러, 2017년 

1,320만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3,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 양상의 차이는 표본

(표 2.1 및 표 2.2)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건을 제외해도 여전히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한 투자 양상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이다. 2017년, 전체 산업 분야에서 중국 스타트업은 투자 건당 평균 2억 달러를 유

치했다. 반면 미국과 EU 스타트업은 각각 평균 2,200만 달러와 1,000만 미국 달러를 유치했다. 

 

그림 2-5 2012-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투자 거래 규모 

투자 거래 총 건수의 비율 

http://www.crunchbase.c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284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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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 년의 비율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다. 

출처: Crunchbase 통계 기준으로 OECD 추정(2018 년 7 월), www.crunchbase.com. 

 

표 2-1 1억 달러 이하 거래의 건당 평균 투자 금액 

백만 달러 

 

캐나다 중국 EU 이스라엘 일본 미국 

2015 2 12 2 4 4 6 

2016 4 20 3 6 5 6 

2017 2 26 4 12 14 8 

출처: Crunchbase 통계 기준으로 OECD 추정(2018 년 4 월), www.crunchbase.com. 

 

표 2-2 모든 인공지능 투자 거래의 거래 당 평균 투자 금액 

백만 미국 달러 

http://www.crunchbase.com/
http://www.crunch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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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EU 이스라엘 일본 미국 

2015 2 12 3 4 4 8 

2016 4 73 3 6 5 10 

2017 8 147 6 12 14 14 

출처: Crunchbase 통계 기준으로 OECD 추정(2018 년 4 월), www.crunchbase.com. 

 

자율주행 차량 스타트업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사모 투자 규모는 부문별로 매우 다양하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모 투자액 중 자율주

행차량(AV)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AV는 2015년까지 인공지능 스타트업 총 투자액의 

5% 미만을 차지하였지만 2017년에는 총 투자액의 23%, 2018년 중반에는 30%까지 증가했다. AV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투자의 대부분은 미국 소재 스타트업에 돌아갔다(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사이 80%). 그리고 중국(15%), 이스라엘(3%) 그리고 EU(2%) 소재의 AV 스타트업이 그 뒤를 이었

다. 이러한 성장은 투자 건당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며, 실제 투자 건수는 거의 일정했

다(2016년 87건, 2017년 95건). 미국의 경우, 이 부문의 투자 건당 평균 금액은 2016년 2,000만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2억 달러로 10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일본 소프트뱅크

가 Cruise Automation에 3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덕분이다. GM 소유의 이 자율주행 차량 회사

는 일반 차량을 위한 오토파일롯 시스템을 개발한다. 포드는 2017년 자율주행 차량 기업 Argo AI

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폭넓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확산 추세 

인공지능에 대한 실증적 측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정의를 내리는 문제

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측정치를 집계하려면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다. 

OECD와 막스플랑크 혁신 및 경쟁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의 

공동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측정을 위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i) 과학 출판물에 실

린 인공지능의 과학적 발전, ii) 특허를 프록시로 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 및 iii) 인공지능 소

프트웨어 중에서도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 등이다. 이 접근법은 명백하게 인공지능과 

연관된 문서(간행물, 특허 및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러한 문서는 다른 문서의 인공지능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사용된다(Baruffaldi et al., 

forthcoming[8]). 

과학 출판물은 과학 분야의 연구 노력과 발전의 결과 프록시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OECD

는 동료 평가 논문 및 컨퍼런스 자료집의 대규모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의 서지 

정보를 사용한다. 인공지능과 같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의 경우 컨퍼런스 자료집은 특히 중요하

http://www.crunch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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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출판되기 전에 동료 평가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새로운 변화를 제때 파악하도록 도와준

다. 이 접근법은 인공지능 관련 키워드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인공지능 전문가와 검증하여 

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문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ECD와 MPI 특허에 의해 개발된 특허 기반 접근법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 및 모든 기술 분야에

서 인공지능 요소를 구현하고 있는 다른 기술적 변화를 파악하여 매핑한다. 이 접근법은 인공지

능 발명을 식별하기 위해 특허 초록이나 청구의 키워드 검색,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

리오 분석 및 인공지능 관련 과학 문서를 인용한 특허의 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이 

접근법은 OECD가 이끄는 지식재산권 통계 태스크포스(IP Statistics Task Force)의 후원 하에 연구

를 통해 개선되었다.1 

가장 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호스팅 플랫폼인 GitHub의 데이터가 인공지능 발전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주요 인공지능 분야를 보여주기 위한 주제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코드는 여러 

주제로 나눈다. 일반 분야는 머신러닝(딥 러닝 포함), 통계, 수학 및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

성된다. 전문 분야와 응용에는 텍스트 마이닝, 이미지 인식 또는 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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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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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이스라엘 특허청(Israel Patent Office), 이탈리아 

특허청(Itali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칠레 산업자산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Property of Chile), 영국 지적재산청(United Kingd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및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전문가와 특허 조사관들의 조언을 

받아 진행되었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2/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back-endnotea2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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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응용 

요약 

이번 장에서는 운송, 농업, 금융, 마케팅 및 광고, 과학, 의료, 형법, 공공안보는 물론 증강/가상현

실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이들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감지하고 복잡하고 상호의존적 시스템을 모델링해, 의사결정

의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보다 효율적인 자원 할당 등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운송 분야의 인공지능 절은 MIT 인터넷정책연구소(Internet Policy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했

다. 일부 절은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와 산하 개인정보보호 실무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공공

거버넌스위원회의 이-리더 이니셔티브는 물론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산하 소비자제품안전 실무위원

회 등 OECD 산하 조직의 활동에 기반한다. 

 

운송분야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량 

경제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운송과 자율

주행차량(AV: Autonomous Vehicle)으로의 전환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사회경제적 영향 

운송은 OECD 국가에서 가장 큰 경제 분야이다. 2016년 운송업은 OECD(OECD, 2018[1])1 회원국 

국내총생산의 5.6%를 차지했다. 자율주행차량 도입은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

으로써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차량의 10%가 자율주행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년 1,100명의 목숨을 구하고 38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나아가 자율주행차량이 90%로 늘어나면 연간 21,700명의 목숨을 구하고 4,470억 달러를 절감

할 수 있다(Fagnant and Kockelman, 2015[2]). 

최근 스위스에서 다양한 운송 수단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의 킬로미터당 비용을 비

교한 결과 상당한 비용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Bösch et al., 2018[3]). 비용절감 효과는 택시가 가

장 크고 자가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3.1). 택시는 운전기사 임금에서 대부분 비용 절감 효

과가 발생했다. 

 

그림 3-1 자율주행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운송 수단별 비용 비교 

승객 킬로미터 당 CHF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2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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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ösch et al. (2018[3]), “Cost-based analysis of autonomous mobility 

services”, https://doi.org/10.1016/j.tranpol.2017.09.005 

 

시장 진화 

운송 산업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 및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중요한 시장 변화로 인해 유동적인 상태이다.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흐름

으로 인해 회사 전략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승차공유 서비스로 사용자, 특히 

젊은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전통적 차량소유

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급차 제조업체는 가입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 액세스”, “메르세데스 컬렉션” 및 “포르쉐 패스포트” 

등은 사용자가 매달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대로 차량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거대 다국적기업부터 소규모 스타트업까지 기술기업은 자율주행 시스템, 승차공유 서비스 또는 

전기자동차 또는 이들의 조합 상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는 자율주행 트럭 운송과 배달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알파켓의 자회사 웨이모(Waymo)

의 가치를 1,750억 달러로 추정했다(Ohnsman, 2018[4]). 최근 스타트업 죽스(Zoox)는 밀집된 도시

https://doi.org/10.1016/j.tranpol.2017.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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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7억 9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죽스는 매출

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2억 2천만 달러2의 기업가치를 평가 받았다(2장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사모지분투자" 절 참조). 기술기업의 이러한 활동은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량용 인공지능 

부품 공급업체의 투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2 2011-16년 기업별 자율주행차량 관련 특허 출원 현황 

자율주행차량 관련 특허를 50개 이상 출원한 기업 

 

출처: Adapted from Lippert et al. (2018[5]), “Toyota’s vision of autonomous cars is not exactly 

driverless”,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18-09-19/toyota-s-vision-of-

autonomous-cars-is-not-exactly-driverless.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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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해 자사의 전문분야에 집중하고 이후 다른 분야의 전문

기업과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웨이모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와 기계학습에 특화된 자율주행차량 

선도업체지만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대신 GM(General Motors) 및 재규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Higgins and Dawson, 2018[6]).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 또한 최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혼다는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Cruise)에 2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

다고 발표했다(Carey and Lienert, 2018[7]).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기업 또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주요 기술대학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CMU, 2015[8]). 그러나 이러한 경우,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의 여러 부문에 참여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발생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투자하는 기업의 다양성은 기업 그룹별 자율주행차량 관련 특허 출원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 대형 자동차회사는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자동차 공급업체와 기술기업이 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기술진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은 새로운 센서와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 시스템의 

추출, 변환, 적재 (extract, transform, load (ETL)) 프로세스로 더욱 복잡해졌다. 주요 자율주행차량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더욱 저렴한 라이더 시스

템(light detection and ranging systems)으로 주변을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컴퓨터 시각 기술로 

운전자의 시선과 초점을 추적해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졌을 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데

이터를 가져와 처리한 후, 인공지능이 매우 짧은 순간에 다음 동작을 결정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는 자율주행차량 개발 상태를 6단계

로 구분했다(ORAD, 2016[9]).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0단계 (비자동화): 인간 운전자가 모든 기능을 제어한다. 조향, 가속, 감속 등의 장치가 자동화되

어 있지 않다. 

1단계(운전자 보조): 기본 수준의 자동화는 구현되었으나 여전히 운전자가 대부분 기능을 제어한

다. SAE는 이 단계를 측면(조향) 또는 전후방(예: 가속)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제

어할 수는 없는 단계로 정의했다. 

2단계(부분 자동화): 적응적순항제어 및 차선유지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측면과 전후방 움직임

이 모두 자율적으로 제어된다. 

3단계(조건부자동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개입이 필요할 때 인간 운전자에

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운전자는 시스템의 대비책으로 간주되므로 언제라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단계(고등자동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에도 인간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행 상황, 지리적 조건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자율 주행할 능력은 아직 갖추지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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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5단계(완전자동화): 자동차는 인간의 개입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모든 주행 상황에서 스스로 주행

할 수 있다.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완전 자율주행 구현 상태와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논의는 운전자의 역할과 기술 가용성 등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a) 운전자의 역할 

인간 운전자의 필요성 제거: 웨이모, 테슬라(Tesla)와 같은 일부 자율주행차량 개발 회사는 가까운 

미래에 인간 운전자 (소유자 또는 안전 감시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테슬

라는 현재 3단계 자율주행차량을 판매 중이며, 웨이모는 2018년 말까지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운

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Lee, 2018[10]). 

운전자 지원: 운전자 대체보다는 사고 방지가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최선의 용도라고 

전망하는 시스템 개발업체도 있다. 주가 기준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 도요다(Toyota)는 사고 

없는 차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Lippert et al., 2018[5]). 

b) 가용성 범위: Walker-Smith (2013[11])와 ITF (2018[12])가 설명한 것처럼 다음 두 가지 

접근법이 차량 자동화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모든 기능 가용: 상세하게 매핑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도로에서만 매우 높은 수

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딜락(Cadillac)의 슈퍼크루즈(Super Cruise)는 지정된 장

소(즉, 상세히 매핑되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장소에서 특정 기능 가용: 모든 도로와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에 기능성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장소에서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자동차회사가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은 낙관적 전망 하에 2020년과 2021년을 4단계 자율주행 구현 목표 연도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죽스는 2020년을, 아우디/폭스바겐, 바이두, 포드는 2021년을, 르노닛산은 

2022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했다. 반면 BMW, 도요타, 볼보, 현대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있지만 인간 운전자의 사고 예방에 집중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4단계를 구현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Welsch and Behrmann, 2018[13]). 

정책 문제 

자율주행차량 출현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Surakitbanharn et al., 2018[16]), 특히 보안 및 프라

이버시(Bose et al., 2016[15])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및 규제적 문제가 제기되었다(Inners and 

Kun, 2017[14]). OECD 회원국이 우려하는 주요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안전과 규제 

안전 보장뿐 아니라(제 4장의 "견고성, 보안 및 안전성) 법적 책임, 제어/신호 장비 규정, 운전자 

규정 및 교통법규와 운영규칙 검토 등과 정책 과제에 포함된다(Inners and Kun,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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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스템 훈련과 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접근성은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량의 성공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는 시험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프리드만(Fridman) (8 October 2018[17])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통해 24억

km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추정한다. 자율주행차량 개발사는 이들 실시간 주행데이터

를 다른 기업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등에서는 운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세트를 구축하고 있다

(Fridman et al., 2018[18]). 이들 데이터세트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량 개발사와 연

구원에게 특히 중요하다. 다양한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오픈 데이터 수집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도 정책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전자 행동 및 이들

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들 시스템은 또한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해 정보를 중

계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이 수집, 접근 및 사용하는 데이터에 무단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이들 데이터에는 위치 및 사용자 행동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Bose et al., 2016[15]).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은 포괄적인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했다(ITF, 2018[12]). 새

로운 암호화 프로토콜과 시스템 역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임무/안전에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고 실시간 자율주행

차량 보급에 필요한 규모와 속도를 지원하지 못한다. 

일자리 붕괴 

자율주행차량으로의 전환은 화물, 택시, 배달 및 기타 서비스 업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를 들어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2.86%가 운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urakitbanharn et al., 2018[16]). 보쉬(Bösch et al., 2018[3])는 차량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환되

면 이들 산업에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이

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차량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는 규제와 같은 비기술적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일자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과도기적 노동환경의 맥락에서 숙련도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연구가 필요

하다(OECD, 2014[19]). 

기반시설 

자율주행차량이 도입되면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차량이 함께 주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해

야 한다. 자율주행차량에는 향후 다른 자율주행차량과의 통신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 인간이 운전하는 전통적 자동차는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은 인

간이 운전하는 차량에 맞춰 행동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과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

을 분리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 전용 차선 또는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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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Surakitbanharn et al., 2018[16]). 기술이 발전하고 자율주행차량이 출시됨에 따라 기반시설 

정책을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인식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의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과 같은 인지 컴퓨팅 기술의 정확성 개선이 농업 분야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통

적으로 농업은 숙련된 농부가 눈과 손으로 농작물을 직접 확인해 수확 시기를 결정해왔다. 그러

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수확" 로봇을 사용하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고 실시간으로 수확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들 로봇을 사용해 지금까지 인간의 노동력과 지식

을 필요로 했던 작업을 처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기술 스타트업이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FAO, 

2017[20]). 이들 솔루션은 다음과 분류할 수 있다(표 3.1): 

농업용 로봇은 추수와 같은 기본적인 농사일을 처리한다. 이들 로봇은 인간 노동자와 비교해 속

도와 생산성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 

작물과 토양 모니터링은 컴퓨터 비전과 심층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작물과 토양 상태를 모니터

링한다.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 성능도 향상됐다(그림 3.3). 

예측 분석은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 환경이 작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예측한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40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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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위성 데이터를 사용한 모니터링 성능 향상 사례 

 

출처: Roeland (2017[21]), EC Perspectives on the Earth Observation, www.oecd.org/going-

digital/ai-intelligent-machines-smart-policies/conference-agenda/ai-intelligent-machines-smart-

policies-roeland.pdf; Cooke (2017[22]), Digital Earth Australia, www.oecd.org/going-digital/ai-

intelligent-machines-smart-policies/conference-agenda/ai-intelligent-machines-smart-policies-

cooke.pdf. 

 

표 3-1 농업 분야의 주요 인공지능 스타트업 

구분 기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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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로봇 

Abundant 

Robotics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 인간과 동일한 정확도 및 기량으로 사과를 

감지해 수확하는 애플베큠(apple-vacuum) 로봇을 개발했다. 회사에 

따르면 로봇 1 대가 인간 노동자 10 명 몫을 처리할 수 있다. 

Blue River 

Technology 

식물과 토양을 모니터링하고 상추밭 그리고 최근에는 목화밭에서도 

정밀하게 제초제를 살포하는 ‘See & Spray’ 로봇을 개발했다. 정밀 

살포로 인해 제초제 내성을 예방하고 농약 사용량을 80% 줄일 수 

있었다. 회사는 2017 년 9 월 3 억 5 백만 달러에 디어 앤 컴퍼니(John 

Deere)에 인수되었다. 

Harveset 

CROO 

Robotics 

딸기를 수확해 포장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로봇은 하루 8 에이커를 

수확하고 인간 노동자 30 명의 몫을 처리해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매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작물 및 

토양 

모니터링 

PEAT 

토양 결함과 영양분 부족 가능성을 파악하는 심층학습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농부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작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 

Resson 

훈련된 인간보다 정확하게 식물 병충해를 진단 및 분류할 수 있는 영상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레슨(Resson)은 감자 생산공급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맥케인푸드(McCain Foods)와 협력하고 있다. 

SkySquirrel 

Technologies 

이미지에 기반하여 포도밭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회사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포도나무 잎 상태를 진단한다. 회사에 따르면 

24 분 내에 50 에이커를 스캔해 95% 정확도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예측 분석 

aWhere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날씨를 예측하고 농부, 작물 컨설턴트와 

연구자들에게 해당 작물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자문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사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매일 10 억 개가 넘는 

농경제 데이터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다 

FarmShots 

위성과 드론 이미지에서 도출한 농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농장의 병충해와 영양분 부족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비료를 살포해야 하는 구역을 정확히 알려줘 비료 살포량을 거의 

40%까지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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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의 기업 설명 

 

농업 분야 인공지능 도입의 과제 

UN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지금부터 2050년까지 전세계 인구가 

70억에서 90억 명으로 30% 증가하지만 경작지 면적 증가율은 4%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FAO, 2009[23]). OECD에서 디지털 변혁이 농업과 식량 부문에 가져올 기회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Jouanjean, 2019[24]). 디지털 기술 가운데 특히 인공지능이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보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akestraw, 

2017[25]): 

 기반시설 부족: 농촌 지역은 네트워크 연결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강력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스템이 필요하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 농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려면 작물 또는 잎을 인식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들 데이터는 매년 수확 시기에만 수집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기술 스타트업과 농부 간의 사고방식 차이: 기술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지만 농부들은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술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대형 농업 기업들도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고 기술 채택의 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기 현장 시험을 수행한다. 

 비용(특히 거래 비용): 하이테크 농장(예: 농업용 로봇)은 센서와 자동화 툴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세 농장에서도 신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OECD, 

2017[26]).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장려 방법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 중이다. 다

른 응용 분야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고 이는 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넥트라(Connectra)는 구글의 TensorFlow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소 목에 부착하는 모션 감지 장치를 개발했다.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4장의 "데이터 접근 및 사용" 절 참조)은 훨씬 소규모 데이터세트로 알고리즘을 훈련시

켜 데이터 문제 해결을 돕는다. 예를 들어 연구원들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학습해 카사바 나무

의 질병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계학습 연구원은 탄자니아에서 카사바 잎 이미지 

2,756개를 입력한 후 카사바나무의 갈색반점병을 정확히 식별했다(Simon, 2017[28]). 

금융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금융 부문은 JP모간(JPMorgan), 시티뱅크(Citibank), 스테이트 팜(State Farm), 리버티 뮤추얼

(Liberty Mutual)과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제스트 파이낸스(Zest Finance), 인슈리파이(Insurify), 위

캐시(WeCash), 크레딧비디야(CreditVidya), 아이어(Aire)와 같은 스타트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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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입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기업은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을 조합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스타트업 QuantCube Technology는 40여 개국에서 수집된 수십억 개의 데이터포인트를 

분석하고 언어 처리, 심층학습, 그래프 이론 등을 사용해 금융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다. 

금융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고객 경험 개선, 신속하게 스마트한 투자 기회 확인,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더욱 많은 신용 거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성 보

장과 차별 방지는 물론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에 대한 정책 문제도 함께 제

기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신용평가, 핀테크(FinTech), 알고리즘 트레이딩, 금용 서비스 비용 절감, 고객 경험, 

규정 준수 등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신용평가 

금용 서비스 산업은 오래 전부터 선급금 계산과 채무불이행 위험 추정 등 다양한 용도에 통계적 

접근법을 사용해왔다. 신용평가는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이

다. 즉, 대출자가 채무 상환 의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전통적 신용평가모델에서는 신

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고객을 분류했다. 

최근에는 신경망기법을 사용해 신용 보고서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요소와 이들 요소들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알고리

즘은 대규모 데이터세트를 토대로 신경망, 고객 분류 및 이들의 가중치 사용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은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심층학습 기법을 사용해 예측 

정확도가 최대 15%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Press, 2017[29]).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기계학습에 기반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은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법적으로 금융서비스 부문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공정신용평가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과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1974)은 모든 알고리즘의 프로세스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사한다. 

기업들도 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기관 에퀴팩스(Equifax)와 데이터분석회

사 SAS는 심층학습을 토대로 해석 가능한 신용평점 도구를 개발했다. 

핀테크 대출 

핀테크 사업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다. 소비자는 핀테크 대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 몇 초 

만에 대출상품을 선택, 신청하고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대출기관에 결제 이력, 대출 금액, 대

출 기간, 계좌 수 등 전통적인 신용 보고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핀테크 대출 기관은 이 외에도 보

험금 청구, 소셜 미디어 활동,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쇼핑몰 이용 정보, 우편서비스 쇼핑 데이터, 

대출 패턴, 전화 또는 브라우저 사용 유형 등 다양한 대체 데이터소스를 활용한다(Jagtiani and 

Lemieux, 2019[30]). 연구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대체 데이터를 처리함으로

써 전통적 신용기록이 없는 이들의 신용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와 대

출 기관 모두의 대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SB,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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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FICO3 평가와 대체 데이터에 기반해 채무불이행 확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Berg et al., 2018[32]), FICO 평가의 정확도는 68.3%, 대체 데이터

에 기반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69.6%로 각각 나타났다. 두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경우 

73.6%로 정확도가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 데이터가 평가 기관 정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

완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출기관에서 전통적(FICO) 소스와 대체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할 경우 

더욱 성공적인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국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은 앤트파이낸셜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 영세기

업이 생성한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대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강조했

다(Zeng, 2018[33]). 실제로 앤트파이낸셜은 이를 통해 3백만 개에 가까운 영세기업에 134억 달러 

이상을 대출했다. 앤트파이낸셜의 알고리즘은 모든 대출자와 이들의 행동 데이터에서 거래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백 위안(약 50달러) 규모의 소액 대출을 몇 분만에 처리할 수 있다. 

거래, 판매자/구매자간 통신 또는 다른 서비스와의 연결 등 알리바바(Alibaba) 플랫폼에서 이뤄지

는 모든 활동은 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자체 평점을 계산하는 알고리즘도 점

차 발전해 계산을 반복할 때마다 결정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2016년 세계은행이 추정한 전세계 

소액대출 채무불이행률은 4%였던 것에 반해 알리바바의 실제 채무불이행률은 1%에 그쳤다. 

신용평가기관 알리페이(Alipay)는 구매 내역, 사용하는 전화 유형, 플레이한 게임 및 소셜미디어 

친구를 포함한 소비자 데이터포인트를 사용해 신용을 평가한다(O’Dwyer, 2018[34]). 중국의 소셜 

신용 평가는 전통적 방식의 대출 신용평가뿐 아니라 아파트 임대 보증금 또는 온라인 데이트 상

대 선택 등과 같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부모로 간주되어 매일 몇 시간씩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보다 높은 소셜 평가를 받을 수 

있다(Rollet, 2018[35]). 중국은 2020년까지 개인,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광범위

한 소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체 데이터는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불평등

효과, 프라이버시, 보안 및 "설명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Gordon 

and Stewart, 2017[36]).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은 신용 평가의 대체 데이터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CFPB, 2017[37]). 

금융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보급 

인공지능 사용은 금융 기관의 프론트(예: 고객 관리), 미들(예: 프론트 오피스 지원), 백(예: 분쟁해

결, 인적자원, 규정준수) 오피스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프론트, 미들, 백 오피스에 인공

지능을 보급할 경우, 미국에서만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서비스 종사자 25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okolin and Low, 2018[38]). 

인공지능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개입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프론트 오피스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에 금융데이터와 계좌관리를 통합하

고 있다. 이들 에이전트는 페이스북 메신저 또는 슬랙(Slack)처럼 고급언어처리 기술을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 많은 금융기관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전통적인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뿐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강화해 재무 상담과 상품 추천을 자동화했다(OECD,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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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9]).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전은 금융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감정 분석이다. 시킹알파(Seeking 

Alpha), 스탁트위츠(StockTwits)와 같은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고 전문가와 상

담해 투자를 증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플랫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

할 수도 있다(Sohangir et al., 2018[40]). 또한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으로 캡쳐한 지문 또는 안면 인

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함으로써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활동을 돕는다. 은행은 숫자 대신 음성 

인식을 비밀번호로 사용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okolin and Low, 2018[38]). 

미들 오피스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위험관리와 규정 감독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포트폴

리오 관리자의 더욱 효과적이고 정확한 투자를 돕는다. 백오피스는 제품 설계 시 인공지능을 사

용해 데이터 소스를 확대함으로써 신용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업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보상청구

를 평가한다(예: 기계 시각을 사용한 깨진 유리창 평가). 

법률 준수 

금융부문은 표준 및 규제 신고 요건 준수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과 EU는 지

난 10년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은행의 규정 준수 비용이 더욱 높아졌다. 최근 몇 년간 은

행은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 소프트웨어에 연평균 700억 달러를 사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은행 변호사, 법률 보조원 및 기타 직원들의 거래 준수 확인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이들 

활동 비용은 거의 1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hintamaneni, 26 June 2017[41]). 그

러나 인공지능 기술, 특히 언어처리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은행의 규정 준수 비용을 30%까지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거래를 검증하는 시간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인공지능은 규

제 문서 해석과 준수 규칙 체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JP모간 체이스(JPMorgan 

Chase)은 비즈니스 규칙과 데이터 검증 결과를 토대로 문서를 검토하는 코인 프로그램을 개발했

다. 프로그램은 인간 작업자에게 360,000 시간이 필요한 검토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다

(Song, 2017[42]). 

이상 거래 탐지 

금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또 하나의 주요 영역은 이상거래탐지이다. 은행은 계좌활동패턴

을 항상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나 기계학습의 발전으로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이상 활동을 즉시 확인해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행동 패턴은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새

로운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자체 조정하는 인공지능의 기능은 이상거래를 탐지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2016년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AG(Credit Suisse Group AG)은 실리콘밸리 감

시보안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와 함께 인공지능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

했다. 회사는 은행이 피해를 입기 전에 무단 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Voegeli, 2016[43]). 이는 통신 발전 또한 기계학습 생체인식 보안시

스템에 기반한 이상거래탐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거래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주문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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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이들 주문을 관리한다. 지난 10년간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사용이 크게 늘어 오늘날 전세

계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JP모간은 주식 거래량에서 

"일반 종목 선정"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Cheng, 2017[44]). 컴퓨팅 성능 향상으로 

매일 수백만 건의 주문을 전송하고 많은 시장을 동시에 스캔하는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

한 대부분 인간 중개인이 동일한 종류의 예측지표를 사용하는 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더욱 

많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마케팅 및 광고 분야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지

능을 통해 온라인 경험의 개인화가 가능해졌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

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광고회사는 기계학습과 대량 데이터를 사용해 광고 대상을 더욱 정

밀하게 타겟팅함으로써 개인화된 동적 광고를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Chow, 2017[45]). 개인화된 광고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 즉, 기업은 매출

과 마케팅 캠페인의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광고 매출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받고 조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전세계 마케팅과 광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공지능 기술 현황을 소

개한다. 

언어 처리: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하위분야 중 하나이다. 자연어 처리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고객 서비스 관리, 

상품 검사 등 언어적 맥락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계는 자

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 언어에서 단어를 학습하고 단어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정확도를 

점차 높여나간다. 그리고 고객의 선호와 구매 의향을 유추할 수 있다 (Hinds, 2018[46]). 자연어 처

리는 온라인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 고객에 기대에 적합한 광고를 표시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특정 신발 브랜드를 검색한 경우, 온라인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인공지능 기반 광고 알고리즘이 해당 신발 브랜드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심지어 할인 중인 

신발매장 앞을 지나갈 때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송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구조화: 인공지능의 마케팅 영향력은 NLP 모델을 사용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를 분석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인공지능 덕분에 오늘날 온라인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한 가이드

라인 또는 사용자 평점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 예를 들

어, 넷플릭스 (Netflix)는 사용자가 시청한 영화 또는 이들 영화에 부여한 평점을 검토해 볼만한 

영화를 맞춤 추천한다. 동시에 반복 감상한 영화, 뒤로 감기 및 앞으로 감기 기능을 사용한 영화

도 분석한다(Plummer, 2017[47]). 

성공 가능성 확인: 클릭률(CTR: 광고 클릭 수를 노출 수로 나눈 값)은 온라인 광고의 실적을 평가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스폰서 광고와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클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대부분의 경우 예상고

객층의 CTR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이 통합된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화학습( Reinforced 

Learning, RL)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CTR이 향상되면 기업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CTR이 1%



59 

만 높아져도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Hong, 27 August 2017[48]). 

가격 개인화:4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고객 행동과 선호도에 맞춰 가격을 상시 조정하는 

동시에 수요공급 법칙, 수익 요건 및 외부 영향에 대처할 수 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고객이 

특정 제품에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예측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

서 개별 고객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Waid, 2018[49]). 인공지능의 가변적 가격 책정은 소

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격 개인화가 착취적, 왜곡적, 또는 배제적으로 사용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Brodmerkel, 2017[50]). 

인공지능 기반 증강 현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고객의 실제 시야에 제품을 겹쳐 표

시하는 디지털 기법이다. 증강현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고객에게 물리적 환경에서 제품

이 어떻게 보일지 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AR 시스템은 고객의 선호도를 학습해 컴퓨터가 

생성한 제품 이미지를 적절히 조정하고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De 

Jesus, 2018[51]). 증강 현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을 확대해 온라인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과학분야의 인공지능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부터 항생제 내성까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은 과학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Bloom et al., 

2017[52]). 또한 인공지능은 공공 연구 예산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연구 생산성 향

상을 약속한다. 과학적 통찰력은 새로운 과학장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과학 데이터에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계의 인공지능 

사용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과학논문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과학자들

이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데 한계점(peak reading)에 도달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 과

학자의 보조자가 될 수 있다.5 

또한 과학계의 인공지능 사용은 새로운 형태의 발견과 과학 연구의 재현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과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이 점점 증가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혼돈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하고, 유전학의 복잡한 문제를 계산하고, 천체 이미

지의 화질을 높이고, 화학 합성 규칙 발견을 도왔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세트 분석, 가설 생성, 과

학 문헌 이해 및 분석부터 데이터 수집, 실험 설계 및 실험 실시까지 다양한 활동에 보급되고 있

다. 

과학분야 인공지능의 최근 동인 

간헐적이긴 했지만, 과학계는 오래 전부터 여러 형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왔다. 예를 들어 1960

년대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DENDRAL을 사용해 화학구조를 확인했고 1970년대에는 인공수학자

(Automated Mathematician)라는 인공지능을 수학 연구에 활용했다. 이러한 초기 시기를 거쳐 컴

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고 데이터 가용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 외에도 

상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과학 데이터가 더욱 풍부해지고, 컴퓨팅 기능

이 향상되고, 과학자들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코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동인이 과학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5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6


60 

계의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과학분야의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인공지능은 많은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자물리학에서 인공지능은 입자탐지

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 흐름의 복잡한 공간 패턴을 파악하는 결정적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해 언어 사용, 심리학 및 건강과 사회경제적 결과 간

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은 무엇보다도 유전학의 복잡한 문제를 계산하고 천체 

이미지의 화질을 높이고 화학 합성 규칙 발견을 돕고 있다(OECD, 2018[53]). 자동화된 기계학습이 

발전할수록 과학자, 기업 및 기타 사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응용 범위와 빈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설 생성 또한 발전했다. 예를 들어 IBM은 과학 문헌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 KnIT를 제작했다. KnIT는 쿼리가 가능한 (queryable) 네트워크에 이들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이들 데이터에 대해 검증 가능한 가설을 추론한다. KnIT는 발표된 논문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고에너지, 인산염 공여 분자에서 특정 기질로의 인산기 전이를 촉매하는 효소인 

새로운 키나아제를 확인했다. 이들 키나아제는 단백질 종양 억제제에 인산기를 주입했다(Spangler 

et al., 2014[54]).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과학 문헌 검토, 이해 및 분석을 돕고 있다. 현재 자연어 처리 기술은 과

학 논문에서 관계와 맥락을 모두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예를 들어, KnIT 

시스템은 과학 문헌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토대로 가설을 자동으로 도출한다. Iris.AI6는 연구 초록

에서 주요 개념을 추출해 (사용자가 학제적 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라이브

러리에 공개된 6,600만개 논문에서 관련 논문을 취합하는 무료 도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돕는다. 예를 들어 시민과학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가 동식물 표본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Matchar, 2017[55]). 

로봇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폐쇄로 과학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과학계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실험실 자동화 시스

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물리적으로 활용하여 과학적 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웨일

즈 소재 에버리스트위스 대학(University of Aberystwyth) 실험실은 과학적 실험 주기를 자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아담이라는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아담은 야생형 및 약물내성 열대열

원충(Plasmodium falciparum)과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에 효과적인 화합물 트라이클로산을 

발견해 독자적으로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견한 최초의 기계로 이름을 올렸다(King et al., 

2004[56]). 과학 연구를 완전 자동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OECD, 2018[57]): 

 과학적 발견 가속화: 자동 시스템은 수천 개의 가설을 동시에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다. 

인간은 인지적 한계로 인해 한 번에 서너 개의 가설만 검토할 수 있다(King et al., 2004[56]). 

 실험 비용 절감: 인공지능 시스템은 비용이 낮은 실험을 선택할 수 있다(Williams et al., 

2015[58]). 인공지능은 알려지지 않은 실험 조건을 효율적으로 탐사하고 개발해 신약(Segler,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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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uss and Waller, 2018[59]), 신소재(Butler et al., 2018[60]), 신장비(Kim et al., 2017[61])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 

 훈련 용이: 인간 과학자 한 명을 육성하려면 초등교육부터 20 년이 넘는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인간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서서히 지식을 흡수하지만 로봇은 서로 

지식을 직접 공유하고 흡수할 수 있다. 

 지식/데이터 공유 및 과학적 재현성 향상: 재현성은 생물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실험 작업과 결과를 기록하는 로봇의 능력은 인간을 

초월한다. 로봇은 공인된 표준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실험 결과는 물론 관련 메타데이터와 

적용된 절차를 자동으로 모두 기록할 수 있다. 반면 인간이 데이터, 메타데이터, 실험 절차를 

기록할 경우 총 실험비용이 15%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실험실 자동화는 이제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수가 되었지만 판매 단위수가 적고 시장이 미성

숙해 비용이 높고 사용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실험실 자동화는 현재 대규모 중앙 사이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실험실 자동화에 집중하는 기업과 대학이 점점 늘고 있

다.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발전된 예는 클라우드 자동화이다. 클라우드 자동화는 단일 지

점에 실험 장비를 모아놓고 예를 들어 생물학자들이 표본을 보내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험 

설계를 돕는다. 

정책적 고려사항 

과학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증가는 지식 전달, 과학적 발견 인정, 전문가 검토 및 지적재산

권 등 사회학적, 제도적 및 기타 과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계에서 인공지능의 기

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접근성과 고성능 컴퓨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다. 과학 발견에서 인공지능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술 인용 시 기계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기계가 발명을 할 수 있게 되면, 지적재산권 제도를 조

정해야 하는가? 또한 교육훈련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OECD, 2018[57]).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배경 

의료제약 분야는 조기 진단, 예방 서비스 제공, 임상 결정 최적화 및 새로운 치료법 및 신약 발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활용은 맞춤형 의료와 정밀의학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가 모니터링 도구, 응용 프로그램 및 추적장치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료분야의 인공지

능은 진료 수준 향상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으로 특히 (건강) 데이

터 접근("의료분야의 인공지능" 절) 및 프라이버시(4장의 "개인정보보호" 절)와 관련된 정책 문제

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의료는 여러 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상적인 플랫폼이자 잠재적 영향력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이다. 의료분야는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치료법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지식

집약적 산업이다. 최근 임상, 유전, 행동 및 환경 데이터를 포함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크게 

늘었다. 의료전문가, 생물의학 연구원 및 환자들이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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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분석장치, 고해상도 의료영상, 핸드폰 앱, 유비쿼터스 센서는 물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

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기 등 다양한 기기로부터 매일 방대한 양의 데

이터를 생성하고 있다(OECD, 2015[62]).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인공지능 데이터는 의료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효율성, 생산성, 진

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분야를 개혁하고 있다(OECD, 

2017[26]). 

실례 

환자치료 개선: 건강 데이터의 2차 활용을 확대해 임상 및 자택치료 환경에서 환자 치료 수준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 수준과 환자 안전 관련 척도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인

공지능 시스템이 관리자와 임상의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원인을 

표시할 수 있다(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3[63]). 특히 환자의 건강 기록, 생리 

반응과 게놈 데이터 등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세트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밀의학 분야의 환

자 치료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그 외에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도 있다. 모바일 기술은 예

방에서 진단, 치료 및 모니터링까지 연속된 진료 과정을 따라 도움이 되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

한다.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기술은 위치, 선호도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해 위험한 행동을 

확인하거나 유익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 즉, 건강한 행동 습관(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하기, 물 마시기 또는 걷기)을 장려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맞춤형 개입을 생성할 수 있다. 

센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들 기술은 연속적이고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개입을 통해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의 치료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OECD, 2015[62]). 

건강시스템 관리: 건강데이터는 프로그램, 정책 및 재원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시스

템의 효과와 효율성 관리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비효과적인 

개입, 놓친 기회, 중복된 서비스를 확인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시스템은 전체 치료 과정과 환

자의 치료 여정을 이해한다. 둘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셋째, 미

래 의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다. 넷째, 시스템 전반의 자원 할당을 최적화한다(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3[63]). 정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사건과 치료 과정에 대한 모니

터링을 확대하고(OECD, 2015[62]), 인공지능을 사용해 구조적 성패와 같은 패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중심 혁신은 "학습형 의료시스템(learning health system)"에 대

한 비전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연구원, 제공업체 및 환자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

함으로써 종합적 임상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일련의 의사결정 시점에 선호하는 치료를 반영해 임

상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OECD, 2015[62]). 

인구 및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독감 및 기타 바이러스성 발병 등 공중보건을 적시에 감

시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해 신약의 금기 사항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3[63]). 인공지능 기술로 발병을 조기에 확인하고 확

산을 감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는 공중보건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는 동시에 배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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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 도구를 사용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처리하고 발생 가능한 부

작용을 추출할 수 있다(Comfort et al., 2018[64]; Patton, 2018[65]). 

의료연구 활성화: 건강 데이터는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은 질병 경과와 건강 상태를 측정해 진단과 치료 전달뿐 아니라 중개 및 임상 연구

(예: 신약 개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제약회사 아톰와이즈

(Atomwise)는 에볼라 치료 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토론토 대학 및 IBM 연구원들

과 협력했다.7 의학진단 분야에서도 미국식품의약관리국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성인 당뇨병 환자

의 경증 이상 당뇨병성 망막증을 감지"하는 의료기기 마케팅을 승인한 이래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테스트가 증가하고 있다(FDA, 2018[66]).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백내장 감지기를 내장해 도서벽

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눈 이미지 분류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잇다(Lee, 

Baughman and Lee, 2017[67]; Patton, 2018[65]). 최근 심층학습 알고리즘에 악성 흑색종과 양성사

마귀 이미지 10만장 이상을 입력한 후 피부암을 진단한 결과, 국제 피부과 전문의 58명보다 높은 

진단율을 보여주었다(Mar and Soyer, 2018[68]).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 성공과 위험 요소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의학과 공중보건 관행을 지원하기 위해 EHR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헬

스(m-health)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OECD, 2017[69]). 한 연구에서는 EHR로 투약 실수

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조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확인됐다(OECD, 2017[26]). 그러나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뤄내고 EHR에서 연구, 통계 및 기타 2차 용도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활용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고립 상태로 데이터를 확보해 별

도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EHR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과 상호운용성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OECD, 2017[26]).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위험 최소화이다.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증가에 따른 위험은 4장의 "개인정보보호"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건강 관련 정보의 민감도에 대해 살펴본다. 특정 치료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운영이 편향된 경우, 특정 집단의 건강에 실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타 프라이버시 

위험은 특히 건강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심장박동기와 같은 삽입된 의료기기에서 추

출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질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8 또한 이들 기기가 더욱 정교

해짐에 따라, 악의적 해킹과 같은 안전 위험도 높아진다. 또 다른 예로는 생체 시료(biological 

sample)가 있다. 신체 조직과 같은 생체 시료를 기계학습에 사용할 경우 동의와 소유권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OECD, 2015[62]; Ornstein and Thomas, 2018[70]).9 

이러한 우려로 많은 OECD 회원국은 데이터 연결 불능 및 EHR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장애 등과 

같은 개인건강정보 사용의 입법적 장애요인을 보고했다. 2016년 보건의료 데이터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은 보다 일관된 건강데이터 

관리와 사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다(OECD, 2016[71]). 권고안의 주 목적은 국가 건강 데이

터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고 구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은 건강 관련 공익을 위한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0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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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데이터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건강데이터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일관된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사용과 보안 간 상충관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건강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

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미래 건강 데이터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

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데이터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분야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OECD, 

2015[62]). 임상의의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설계와 개발 과정 참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제공업체의 신뢰를 얻는데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법분야의 인공지능 

법률제도의 인공지능과 예측 알고리즘 

인공지능은 사법에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

지능 시스템이 시민 참여, 투명성, 존엄성, 프라이버시,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절에서는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발전 현상을 중심으로 다른 법률 분야의 현황을 살펴본다. 

사법분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예측과 피고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사소송결과 예

측부터 절차 관리의 효율성 개선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용은 아직 실험 단계인 경우가 많지만, 사법행정과 법집행 부문은 고급 예측 제품을 이미 사용

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관계를 연결하고 패턴을 감지하며 범죄를 예방 및 해결하는 능력을 개선

할 수 있다(Wyllie, 2013[72]). 희소한 법집행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할당

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도구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Horgan, 2008[73]). 

형사사법은 정부와 시민이 상호작용하는 민감한 부분으로, 권력 관계 및 정보의 비대칭이 두드러

진 분야이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증가하고 

구조적 편향성이 심화되고 심지어 새로운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Barocas and Selbst, 2016[74]). 

예측 치안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은 법집행 기관이 잠재적 범죄 활동을 통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인

공지능을 사용해 패턴을 식별하는 기법을 가리킨다(Ferguson, 2014[75]). 치안 분야는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전부터 예측 방법을 사용해왔다. 특히 경찰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표시된 도시 지도를 제작했다(Brayne, Rosenblat and Boyd, 2015[76]). 인

공지능은 복수의 데이터세트를 연결하고 복잡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 유비쿼터스 카메라, 저렴한 데이터 저장, 향상된 컴퓨팅 

기능을 결합해 많은 이들에 대한 주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데이터를 사

용해 범죄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Joh, 2017[77]). 

예측 치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위치 예측은 과거 범죄 데이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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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예측한다. 주류 판매점, 술집, 공원 등 과거 특정 범죄

가 발생했던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 법집행 기관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요일/시간에 이들 

지역에 순찰 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 인적 기반 예측은 법집행 기관이 범죄 통계를 사용해 피해

자 또는 가해자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인 또는 집단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맨체스터, 더럼, 보고타, 런던, 마드리드, 코펜하겐,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인공지능 기

술이 적용된 예측 치안 이니셔티브를 시험 중이다. 영국 맨체스터 경찰(Greater Manchester 

Police)은 2012년 범죄 예측 매핑 시스템을 개발했고 켄트 경찰(Kent Police)은 2013년부터 프리폴

(PrePol)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왔다. 이들 두 시스템은 지진 예측을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

용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한다. 

콜롬비아의 데이터-팝 얼라이언스(Data-Pop Alliance)는 범죄 및 교통 데이터를 사용해 보고타 지

역의 우범 지대를 예측하고 범죄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대에 경찰력을 배치한다. 

많은 경찰부서가 범죄 활동 탐지, 수색영장 발부 근거 확보, 공판 증거 수집, 범죄자 위치 파악, 

위험 상황 관리, 증인 확인, 정보 안내 및 시민 제보 요청 등 다양한 용도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

하고 있다(Mateescu et al., 2015[78]). 

인공지능 사용은 개인정보 이용(4장의 "개인정보보호"절)과 편향 위험(4장의 "공정성과 윤리")의 

관점에서 특히 투명성과 작동 방식 이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형사사법에서 특히 민감

한 문제이다. 영국은 경찰이 법적,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 알고리즘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ALGO-CARE라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였다.(Burgess, 2018[79]) 프

레임워크는 상위 문서에서 개발된 주요 공법 및 인권 원칙을 경찰기관의 실제 규정과 지침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의 인공지능 사용 

일부 국가는 주로 위험 평가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위험 평가는 보석금 수준 또는 기타 

석방 조건 및 자격 등 형사사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Kehl, Guo and Kessler, 2017[80]). 위험 평가

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식은 판사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보험통계 도구와 유사하다(Christin, 

Rosenblat and Boyd, 2015[81]). 하바드 대학교 버크만 클라인센터(Berkman Klein Center)는 의사결

정을 돕기 위해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 사용되는 모든 위험 평가 도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중

이다(Bavitz and Hessekiel, 2018[82]). 

위험 평가 알고리즘은 몇 가지 요소에 기반하여 위험 수준을 예측하며,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예: 

체포, 유죄판결, 법원 불출석 경력)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예: 연령, 성별, 고용 및 주거상태) 등 두 

가지로 분류한다. 예측 알고리즘은 인간보다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선입견에 노출될 가

능성이 낮기 때문에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Christin, 

Rosenblat and Boyd, 2015[81]). 

민간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 평가 도구는 지적재산을 보호 또는 악의적 접근을 방지하

기 위해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Joh, 2017[77]). 코드에 접근하지 못하면 도구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점검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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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비영리 언론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미국 일부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독점 도구 COMPAS의 

유효성을 검사한 결과,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COMPAS의 예측 정확도는 60%였으나 폭력범죄의 

예측 정확도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간 차이도 확인됐다. COMPAS의 알고리

즘은 흑인 피고를 미래 범죄자로 잘못 평가한 경우가 백인의 2배에 달했다(Angwin et al., 

2016[83]).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 오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Flores, 

Bechtel and Lowenkamp, 2016[84]). COMPAS는 운영자를 포함한 누구도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

는 일명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법정에서 COMPAS 사용이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받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시 COMPAS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COMPAS는 보조 도구이

며 추가 요소를 결정하고 적절히 가중치를 부여할 모든 재량권은 판사에게 있다고 덧붙였

다.10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청원을 기각했다.11 

인공지능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 Kleinberg et al. (2017[85])는 재

판을 기다리는 동안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출(사전 심리 실패)을 시도할 피고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입력 변수가 공개된 상태에서 알고리즘은 관련된 하위 범주와 이

들의 가중치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령 변수의 경우, 알고리즘은 18-25세 및 25-30세 등 통계

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령대를 분류했다. 그 결과 알고리즘은 투옥률뿐 아니라 인종간 차이도 크

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향을 줄였다. 즉, 연구진은 예측에 

필요한 요소 이외의 모든 정보는 혼란을 야기하고 판결의 편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영국 또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로 강화된 위험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더럼 경찰대(Durham 

Constabulary)는 전과자의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HART(Harm Assessment Risk Tool)를 개발했다. 

HART는 범죄 경력, 연령, 우편 주소 및 기타 배경 특성을 지표로 사용해 전과자를 저, 중 또는 

고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한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재판 결과 예측 

첨단 언어 처리 기법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사용해 재판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알고리즘도 개발

됐다. 예를 들어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와 셰필드와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유럽인

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재판결과를 79% 정확도로 예측하는 기계학습 알고

리즘을 개발했다(Aletras et al., 2016[86]). 또한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은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

라가기 전에 재판 결과를 79% 정확도로 예측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Hutson, 2017[87]). 이러한 

알고리즘은 피고와 원고가 (이전 유사 사건을 토대로)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들이 승소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판에서 강조해야 하는 

쟁점을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타 법률 절차의 인공지능 사용 

인공지능은 민사사건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된다. 변호사는 계약서 초안 작성, 증거 발견과 실사

를 위한 문서 검색 등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Marr, 2018[88]). 인공지능의 사용은 양형거래, 조사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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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형사제도와 유사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알고리즘 설계와 사용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대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보안분야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복잡한 디지털 및 물리적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8년 세계 

방위비 지출은 전년대비 3.3% 상승한 1조 6700억 달러로 예상된다(IHS, 2017[89]). 하지만 보안분

야 지출은 공공 부문에만 한정되어있지 않다. 2018년 전세계 민간 부문은 보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17년보다 8% 상승한 96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Gartner, 2017[90]). 최근 대규

모 사이버공격으로 데이터 침해가 경제, 사회,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이 증명되면

서 디지털 보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관계자 모두 전세계 보

안 환경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 및 보급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보안과 감시에 관해 알아본다.12,13 

디지털 보안의 인공지능은 네트워크 보안, 이상 감지, 보안 운영 자동화, 위협 감지 등 다양한 디

지털 보안 활동에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OECD, 2017[26]). 동시에 시스템, 네트워크 및 데이터

의 가용성, 무결성 또는 기밀성 침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확인 등 악

의적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디지털 보안 위험에 

전반적인 특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보안 공격 건수 증가와 디지털 보안 사업의 숙련도 부족 등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ISACA, 2016[91]). 그 결과 기계학습 도구와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한 위험 탐지와 대응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MIT, 2018[92]). 악성 소프

트웨어는 계속 진화한다. 기계학습은 다형성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denial of service, DoS), 공격

피싱 (phishing) 등과 같은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다.14 실제로 지메일, 아웃룩 주

요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10여년 전부터 원치 않거나 유해한 이메일 메시지를 필터링하기 위

해 다양한 수준에서 기계학습을 사용해왔다. Box 3.1은 악의적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

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컴퓨터 코드는 인간의 오류에 취약하다. 이에 전체 개발 시간의 50-75%를 테스트에 투자하고 있

지만, 디지털 보안 공격 10건 중 9건은 소프트웨어 코드 결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FT, 

2018[93]). 매년 수백만 줄의 코드가 작성되고 이를 위해 타사 독점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하는 점

을 감안하면, 인간이 눈으로 소프트웨어 코드의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감지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비디오게임 제작사 유비소프트(Ubisoft)와 같은 기업은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인공

지능을 사용해 오류를 점검해 테스트 시간을 20%까지 줄일 수 있었다(FT, 2018[93]). 실제로, 소프

트웨어 점검 인공지능 기술은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의 오타와 구문 오류를 확인하는 맞춤법 

검사기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은 작업을 진행할수록 학습하고 효율성이 높

아진다(FT, 2018[9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4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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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1 인공지능을 사용한 기업의 디지털 보안 위험 관리 

다크트레이스, 벡트라와 같은 많은 기업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사용해 디지털 보안 공격을 실

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처하고 있다. 다크트레이스(Darktrace)는 과거 위협 경험이 없어도 잠재 위

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용 면역체계(Enterprise Immune System) 기술을 사용한다. 인공지능 알

고리즘은 네트워크의 고유한 "행위 패턴(pattern of life)" 또는 "자신(self)"을 반복 학습해 놓치기 

쉬운 새로운 위협을 감지한다. 다크트레이스는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학습하고 정상 상태에서 벗

어난 패턴을 자동으로 확인해 무력화하는 인간의 면역체계와 작동 방식이 유사하다. 

벡트라(Vectra)는 끊임 없이 자동화되고 항상 학습하는 "인지 플랫폼(cognito platform)"을 사용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자를 능동적으로 추적한다.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작

업량부터 사용자와 사물인터넷 장치까지 사이버공격자의 행동을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공격자가 

숨을 곳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출처: www.darktrace.com/; https://vectra.ai/. 

 

감시분야의 인공지능 

도시는 디지털 기반시설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감시 분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시 곳곳

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 장치는 폭행 사건을 감지하는 스마트 카메라

부터 총성을 자동으로 신고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총성탐지기(Gunshot locator)까지 다양하다. 이번 

절에서는 공공 안보와 감시 분야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공공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비디오 감시가 보편화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영

국 철도망에서 2011-2015년 발생한 범죄의 65%가 보안 영상에서 유용한 증거를 확보했다(Ashby, 

2017[94]). 2014년 세계적으로 2억 4천 5백만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장치에서 생

성되는 데이터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하루 생성된 정보량은 2013년 413페타바이트(PB)에서 

2017년 860PB로 증가했다(Jenkins, 2015[95]); (Civardi, 2017[96]).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대용량 데이터

를 처리하고 기계적 감지 및 제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범죄를 감지해 대처할 수 있다(Box 3.2 참조). 

Box 3-2 감시용 "스마트" 카메라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CEA: French Commission for Atomic and Alternative 

Energies)는 보안용 동영상을 자동으로 분석 및 해석하기 위해 탈레스(Thales)와 협력하여 심층학

습을 사용하고 있다. 폭력사건탐지(Violent Event Detection) 모듈은 CCTV 카메라에 찍힌 싸움, 공

격 또는 소요 등 폭력 사건을 자동으로 감지해 실시간으로 운영자에게 경고하고 카메라 네트워크

에서 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모듈도 있다. 프랑스 대중교통기관 RATP와 SNCF는 

파리의 가장 분주한 Chatelet-Les Halles와 Gare du Nord 지하철역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시험 평

http://www.darktrace.com/
https://vectr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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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이다. 프랑스 툴루즈 시 또한 공공장소에서 비정상적 행동을 파악하고 버려진 짐이 있을 경

우, 이를 포착하기 위해 스마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베를린, 로테르담, 상하이에서도 유사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출처: Demonstrations and information provided to the OECD by CEA Tech and Thales in 2018. 자

세한 내용(프랑스어): 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contenu/piece-

jointe/2015/11/projet_voie_videoprotection_ouverte_et_integree_appel_a_projets.pdf. 

 

Box 3-3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감시 

얼굴인식기술은 효과적인 감시 도구로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그

림 3.4).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조명이 어둡거나 장애물이 있어 기존에는 식별할 수 없는 상황

에서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통 얼굴인식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퍼스트(FaceFirst)는 얼굴 인식 도구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절도, 사기 및 폭력 사

건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사는 차별 방지를 위한 안티프로파일링(anti-profiling), 영상 

데이터 암호화, 엄격한 데이터삭제 기간 등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기준을 충족하기 위

해 구체적인 요건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들 감시 도구는 소매유통(예: 상품 절도 방지), 은행 

(예: 신원 사칭), 법집행 (예: 국경 보안)부터 이벤트 관리(예: 출입금지 팬 인식), 카지노(예: VIP 인

식)까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왔다. 

 

 

http://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contenu/piece-jointe/2015/11/projet_voie_videoprotection_ouverte_et_integree_appel_a_projets.pdf
http://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contenu/piece-jointe/2015/11/projet_voie_videoprotection_ouverte_et_integree_appel_a_projets.pdf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5866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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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이미지 

 

출처: www.facefirst.com.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감시 도구는 4장

http://www.facefir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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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절 인권 내용 포함)에 설명된 목적에 반하는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신속한 범죄 수

사, 조기 범죄 파악 및 체포, 대테러 활동 등을 위한 법집행은 합법적 용도에 해당한다. 얼굴인식 

기술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입증되었다(Box 3.3). 그러나 인공지능이 감시분야에 미치는 영향

은 얼굴 인식 시스템을 뛰어넘으며 얼굴이 없는 인식 기술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얼굴이 없는 경우 대상에 대한 대체 정보(키, 의상, 체결 자세 등)을 사용해 식별한다. 또한 인공

지능은 이미지 선명화(image-sharpening) 기술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세트를 

사용해 피부, 모발, 심지어 벽돌 등 물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다. 시스템은 새로운 이미지에서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고 기존 지식을 사용해 텍스처와 세

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 저화질 이미지의 틈새를 채워 감시 시

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Medhi, Scholkopf and Hirsch, 2017[97]).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다양한 공공행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공공부문의 업무 

처리 방식과 시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은 건강, 교통 

및 보안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15 

OECD 국가는 공공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시험 및 구현 중이다. 민원 및 행정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자원 관리를 강

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도구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에

게 서비스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더욱 민첩하고 효과적이며 개인화된 방식으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적절히 설계 및 구현된 인공지능 기술을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통

합해 공공부문 개혁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급했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은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급량을 더욱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보건 

및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을 최적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예측과 정책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영국정부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 허위 사회급여 청구를 탐지하고 있다(Marr, 2018[98]). 

증강 및 가상현실을 사용한 인공지능 응용 

기업들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인공지능과 고수준 시각

인식 기술(예: 이미지 분류 및 객체 감지)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몰입형 경험,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돕고 오락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VR과 AR은 1968년 이반 서덜랜드(Ivan 

Sutherland)가 3D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VR 헤드셋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개발한 이래 눈부시

게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초의 VR 헤드셋은 무게로 인해 직접 착용하는 대신 천정에 부착해 사용

해야 했다(Günger and Zengin, 2017[99]). VR 기업들은 이제 훨씬 가벼운 헤드셋으로 360도 비디

오 스트리밍 경험을 제공한다. 2016년 포케몬 GO 게임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AR로 집중됐

고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앱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

케아(IKEA)는 고객이 원하는 공간에서 가구가 맞을지, 설치 후 어떤 모습일지 밀리미터 단위로 보

여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Jesus, 2018[100]). 일부 기술 기업들은 시각장애자용 앱을 개발 중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boxsection-d1e583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3/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3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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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6 

인공지능을 사용한 대화형 AR/VR 

AR/VR이 발전함에 따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더욱 매력적이고 직관적인 컨텐츠 개발에도 인공지

능이 사용되고 있다. AR/VR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의 눈 움직임, 손동작 등을 

감지하고 매우 정확하게 해석해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

다 (Lindell, 2017[101]). 예를 들어, VR의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특정한 곳을 볼 때에만 최대 해상도

의 컨텐츠를 제공해 시스템 자원, 지연 시간 및 프레임 손실을 줄일 수 있다(Hall, 2017[102]). 향

후 마케팅 조사, 훈련 시뮬레이션, 교육 등 분야에서 AR/VR과 인공지능 기술의 공동 개발이 기대

된다 (Kilpatrick, 2018[103]);(Stanford, 2016[104]). 

가상현실을 사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 

인공지능 시스템은 대량의 훈련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데이터 가용성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무인 차량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하려면 위급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필

요하지만, 아이가 차도에 뛰어드는 상황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

지털 현실을 대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세계의 관련 특성을 충실히 복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인공지능 시스템

의 성능 검증(예: 무인 자동차의 “운전면허 시험”)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Slusallek, 2018[105]). 

시뮬레이션 환경의 응용 분야는 자율주행차량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HoME” (Household 

Multimodal Environment) 플랫폼은 가정용 로봇 훈련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HoME은 45,000개가 넘는 다양한 3D 집안 배치 특성이 통합되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시각, 소

리, 구문, 물리는 물론 물체 및 기타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현실

적인 환경을 제공한다(Brodeur et al., 2017[106]). 

클라우드 기반 VR 시뮬레이션은 시행착오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필요할 때 특히 이상적인 훈련장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

면 그러한 환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NVIDIA는 2017년 10월 현실 세계의 물리학

을 정확히 복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VR 시뮬레이터를 발표했다. 수년 내에 인공지능용 훈련

장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Solotko, 20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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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정책 고려사항 

요약 

이번 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윤리와 공정성,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간의 민주적 가치 존중, 성별과 인종을 포함하여 기존 편견이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이전되는 위험성 등 공공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본다. 인공

지능 시스템은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견고성, 안전성, 투명성을 강화해

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려하는 정책에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해도 프라이버시가 훼손되지 않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활성

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경쟁 지원, 일자리 진화와 노동자 이동 촉진 등이 있다. 

인간중심적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간 생활에 대한 예측, 권장 또는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술계, 재계 및 정계는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

능을 개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

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Box 4-1 "블랙 박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전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신경망은 흔히 "블랙박스(black box)"로 불린다. 실제로 이들 시스템은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

만 "블랙박스"라는 용어는 신경망과 비교해 이전 기술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한다. 신경망은 훈련 받은 데이터를 반복해 복잡한, 다변수 확률적 상관관계를 찾는다. 

이들 상관관계는 알고리즘으로 구축하는 모델에 흡수되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지는 보여주지 않는다(Weinberger, 2018[1]). 데이터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전 기술 발전과 다르고 투명성 및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발견가능성: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규칙별로 읽고 감사할 수 있어 특정 유형의 오류를 비교적 

간단히 찾을 수 있다. 반면 일부 기계학습 시스템, 특히 신경망은 요소들 간 단순한 수학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프로그래밍하고 훈련시킨 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복잡하다(OECD, 2016). 

 진화: 일부 기계학습 시스템은 반복적이고 시간 경과에 따라 진화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이 바뀔 수 있다. 

 복잡한 반복성: 기계학습 시스템에 반복 가능할 필요가 없는 조건과 데이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특정 예측 또는 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 보호의 긴장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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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론: 보호 대상 또는 민감한 데이터가 없어도, 인공지능 시스템은 개인적이거나 

민감하지 않는 대용변수(예: 구매내역 또는 위치)로부터 이들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Kosinski, Stillwell and Graepel, 2013[2]).. 

○ 부적절한 대용변수: 프라이버시와 차별금지 관련 정책과 기술적 접근법은 데이터 수집 

범위 최소화, 특정 데이터 사용 금지 또는 데이터 삭제 등을 통해 데이터 사용을 

방지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수집 금지된 데이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용 데이터를 사용해 예측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대용변수는 민감한 또는 개인 

데이터(예: 인종)을 수집해야만 탐지할 수 있다. 이들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 데이터-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훈련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고, 왜곡된 표본으로 인한 편향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많이 수집될수록, 데이터 수집 대상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 또한 

높아진다. 

 

"블랙박스"로 불리는 일부 인공지능은 이전 기술 발전과는 다른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Box 4.1

참조). 이러한 과제를 고려해 OECD는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의 작업에 기반하여) 인간중심적 인

공지능의 우선과제를 확인했다. 첫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인간중심적 가치와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의 사용과 시스템 작동 방식이 투명해

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 시스템은 강력하고 안전해야 한다. 다섯째, 인공지능의 예측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고부담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이들은 비

즈니스 권장 사항이나 영향력이 적은 인공지능 사용에도 중요하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 

인공지능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공익에 활용되고 특히 교육, 보건, 운송, 농업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등에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달성을 도울 수 있다. 세계은행, 국제연합 산하 기구, OECD를 포함한 많은 공공 

및 민간 조직이 SDG 달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반한 인공지능 개발을 보장한다 

공정하고 포용적 성장에 기반한 인공지능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역량, 데이터세

트, 컴퓨팅 성능과 같은 인공지능 자원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간 격차가 심화

되고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편향성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Talbot et al., 2017[3]). 인공지능이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저교육 저숙련 노동자, 여성 및 노인 등 취약계층과 과소대표된 계층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Smith and Neupane, 2018[4]). 캐나다 국제

개발연구기금(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은 최근 중/저소득 국가에 증거에 기반

한 포용적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인공지능혁신센터(AI Centres of Excellence)를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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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글로벌 인공지능개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Smith and Neupane, 2018[4]). 기금의 목적은 인

공지능의 혜택을 더욱 공정하게 분배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포용적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공지능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정부(예: 인도), 기업(예: 마이크로소프트)1, 학계(예: 하바드 대학교 버크만 클라인센터)는 포용적이

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에 주력하고 있다(NITI, 2018[5]).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각장애인

을 위해 주변의 모든 사물을 검색해 인식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모바일앱 "보는 인공지능(Seeing 

A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같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인공지능을 활용

하기 위해 검증된 이니셔티브에 2백만 달러를 투자했다(Heiner and Nguyen, 2018[6]). 

인간중심적 가치와 공정성 

인권과 윤리규범 

국제인권법은 윤리규범을 구체화한다 

국제인권법은 윤리규범을 구체화한다. 인공지능은 인권 보호를 지원하지만 고의 또는 우연히 인

권이 침해 당할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인권법은 기타 관련 법 및 제도적 구조와 더불어 

인간중심적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Box 4.2). 

 

Box 4-2 인권과 인공지능 

국제인권은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1을 포함한 일련의 국제법뿐 아니라 지난 70

년 동안 전세계에서 개발된 지역 인권제도를 가리킨다. 인권은 법규범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자

율성, 평등의 가치에 기초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들 표준과 관련 법체계는 국가

가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충족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설정한다. 또한 인권을 무시 또

는 침해 당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도록 규정한다. 

인권은 평등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예: 

교육권 또는 건강권) 등을 포괄한다. 

최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HCHR, 

2011[7])과 같은 정부간 기구들도 인권과 관련된 민간 주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민간 주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OECD, 2011[8]) 또한 2011년 개정판에 인권에 대한 장을 추가했다. 

인권은 광범위한 윤리 문제 및 기타 인공지능 관련 규제 분야(예: 개인정보보호, 제품안전법)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문제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 1.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구성됨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2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boxnote-d1e827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back-boxnote-d1e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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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권 증진을 약속한다 

적용 가능한 범위와 용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은 인권 보호와 준수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예를 들어 기아 퇴치를 위한 식량 부족 패턴 분석, 의료 진단과 치료 또는 보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차별 해소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또한 많은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들 문제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한 논의

에 더욱 광범위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의 또는 우연히 인권을 침

해하거나 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는 우발적 영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재

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계학습으로 탐지되지 않는 편견이 내재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 인권 침

해에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반정부 인사를 수색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참정권을 제한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침해 자체는 인공지능 사용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인공지능 사용은 또한 인권이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유

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수준 낮은 훈련 데이터 사용, 시스템 설계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환

경 간 복잡한 상호작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사용해 인터넷 상에서 폭

력을 선동하고 혐오 발언을 부추기거나 의도치 않게 가짜 뉴스를 증폭시켜 정치 및 사회적 문제

에 참여할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 규모와 영향은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사결정 

규모와 잠재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 추천 인공지능 시스템은 가석방 수

감자의 재범 위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보다 영향이 적을 수 있다. 

인공지능 윤리규범은 인권 체계를 보완한다 

윤리규범은 인공지능이 인간중심적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위험

을 처리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많은 윤리규범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DeepMind)는 기술자들의 직업 윤리 이해를 증진하고 인공지능의 유용

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결정을 돕기 위해 2017년 10월 딥마인드 윤리사회부서를 창

설했다.2 또한 부서는 알고리즘 편향, 일의 미래, 자율살상무기 등에 대한 외부 연구를 지원할 것

이다. 구글은 내부 연구, 제품개발 및 사업결정 시 참조할 윤리 원칙을 발표했다.3 또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가 논의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했다.4 마

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비전은 "지능형 기술로 인간의 독창성을 증폭"하는 것이다(Heiner and 

Nguyen, 2018[6]).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인권법은 제도적 장치와 광범위한 구조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 인공지능 개발과 사

용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은 인권체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4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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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환경은 확립된 제도, 법리, 보편적 언어, 국제적 수용 등과 같은 인권 체계의 장점을 활

용할 수 있다. 

 확립된 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정부간 기구, 법원, 비정부기구, 학계 및 기타 인권에 

호소하고 구제될 수 있는 기관 및 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국제, 지역, 및 국가의 

인권 기반시설이 개발됐다. 

 법리: 법적 규범으로서 인권이 보호하는 가치는 국제, 지역 및 국가 기관의 법리해석과 

법리학을 통해 특정 상황에 적용되고 구체화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보편적 언어: 인권은 글로벌 쟁점에 대한 보편적 언어를 제공한다. 이는 인권 인프라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인공지능 수명주기에 직접 

참여하는 인공지능 주체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적 수용: 인권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정당성을 갖고 있다. 관련 

주체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관련 평판 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은 위험, 우선순위 및 취약계층을 확인하고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험 식별: 인권체계는 특히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와 같은 

인권 실사를 통해 위험 식별을 도울 수 있다(Box 4.3). 

 핵심 요건: 인권은 핵심적인 불가침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표현을 규제할 경우, 인권 법학은 혐오발언을 레드라인으로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위험 상황 식별: 인권은 매우 위험한 상황 또는 활동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나 인공지능 사용이 부적합해 보일 수 

있다. 

 취약계층 또는 공동체 식별: 인권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취약 또는 위험에 처한 그룹 또는 

공동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개인 

또는 공동체는 과소대표될 수 있다. 

 구제: 부수적 의무를 가진 법률 규범으로서 인권은 권리를 침해 당한 이들을 위해 활동 중단, 

새로운 절차 또는 정책 개발, 사과 또는 금전적 보상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Box 4-3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HRIA)는 인공지능 수명주기 주체가 놓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또는 결과 최적화보다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술의 수명주기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도록 HRIA 또는 유사한 절차를 설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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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RIA는 인권이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토대로 기술을 평가하는 자원 집약적이고 포괄적

인 접근법이다.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

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산업조직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치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기술기업 또는 중소기업

(SME)의 HRIA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는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

버시와 관련하여 신제품 계획에 인권 평가를 계획하고 반영하도록 돕는다

(https://globalnetworkinitiative.org/). 

HRIA는 일반적으로 기업별로 시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은 많은 관계자

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살펴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

년 주요 기술기업 중 최초로 HRIA를 실시했다. 

 

그 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집행기관을 관할권에 구속시키는 방법, 소수의 큰 피해를 적

절히 해결하는 방법, 적은 비용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인공지능에 인권적 접근법을 적용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인권은 민간 주체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인공지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많은 정부간 

이니셔티브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뛰어넘어 

모범적 인권 준수가 기업활동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5 

 인권 집행은 관할권에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은 특정 관할권에서 법적 지위를 

입증해야 한다. 여러 관할권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관련된 경우 

이는 최적의 접근법이 아닐 수 있다. 

 인권은 다수가 입은 사소한 피해보다 소수가 입은 큰 피해를 구제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인권과 이들의 구조는 외부인에게 불투명해 보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인권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 소비자 보호 또는 책임 

있는 사업 활동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비즈니스 사례를 제안하는 접근법은 효과적일 수 

있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과 같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문제는 인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절). 투명하지 않으면 인권이 침해됐을 때 또는 침해 주장을 제기됐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구제를 신청하고, 인과관계 및 책임성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및 동의 개념에 도전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연결하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중요한 결과와 매칭시킬 수 있

다. 일단 비개인정보로 간주된 데이터는 별도로 보관되지만(또는 개인식별자 제거 즉 식별정보 제

https://globalnetworkinitiative.org/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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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인공지능은 비개인정보를 다른 데이터에 연결시키고 특정 개인에 매칭시켜 개인화(재식별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 상관관계로 개인정보와 기타 데이터 간 구분이 약해질 수 있다. 비

개인정보를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개인을 재식별하거나 이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추론하는데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Cellarius, 2017[9]). 예를 들어 2007년 익명 데이터를 사용해 넷

플릭스의 영화 대여 목록을 IMDB에 게시된 리뷰글에 연결함으로써 개인 대여자의 신원을 확인하

고 이들의 대여 목록에 접근한 실험이 있었다. 데이터 수집이 늘어나고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러

한 데이터 연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고려해야 할지, 어떤 데이터가 비개

인정보로 남을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도 민감한 데이터

와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알고리즘은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민감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보드 입력 패턴으로 감정을 평가할 수 

있다(Privacy International and Article 19, 2018[10]). 원래 비개인 또는 식별자가 제거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사용해 식별 또는 재식별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OECD 개인정보보호와 개

인정보 이동 규제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보호체계는 개인정

보에 적용된다(Box 4.4 참조).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식별이 가능 또는 가능해질 수 있는 데이터

에 이들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은 불분명하다 (Office of the Victorian 

Information Commissioner, 2018[11]).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

어져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Box 4-4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이동 규제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1980

년 채택되고 2013년 업데이트되었다(OECD, 2013[12]).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련 용어는 물론 수집 

제한(해당하는 경우 원칙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동의를 포함함), 데이터 품질, 목적 명시, 사용 제

한, 보안 보호장치, 개방성, 개인 참여 및 책임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시 적용되는 원칙을 

정의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 주체)과 관

련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시행 시 회원국이 데이터 주체를 불공

평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신 기술 발전을 고려해 2019년에 프라이

버시 가이드라인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인공지능은 수집 제한, 사용 제한 및 목적 명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원칙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키고 최적화하려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

문에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기보다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인공지능 장치와 사물인터넷 사용

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데이터를 더욱 자주, 더욱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데이터 

주체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다른 데이터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식별된 패턴과 "학습"의 진화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데이터 주체에게 고지하고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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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의를 받은 수준을 뛰어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Privacy International and 

Article 19, 2018[10]). 이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수집 제한, 사용 제한 및 목적 명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Cellarius, 2017[9]). 이중 처음 두 가지 원칙은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일부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 이러한 동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원래 지정된 목

적 이외의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딥러닝(deep learning)처럼 이해 또는 모

니터링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은 관련 데이터 주체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는 기업의 도전

과제로,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해 데이터 보호원칙에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한다(OECD, 2018[13]).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치와 객체가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 조합이 증가하면(예: 인공지능이 탑재된 

사물인터넷 장치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를 포함한 

더욱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들을 연결하고 분석하는 활동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정

보를 수집하는 장치(예: 감시카메라 또는 자율주행차량)가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 기술

(예: 얼굴인식)이 발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추세가 결합하면 개별적으로 작용할 때보다 침입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Office of the Victorian Information Commissioner, 2018[11]). 

인공지능은 개인의 참여와 동의를 강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기술표준기구에서 프라이버시 원칙에 기

반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구는 대부분의 경우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사용 또는 적용한다. 또한 인

공지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선호도에 따라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Office of the Victorian Information Commissioner, 2018[11]). 사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탐색하고 개인 선호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은 이를 통해 유의미한 동의와 개인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팀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신경망 분류자를 사용하는 자동 프레임워크

인 폴리시스(Polisis)를 개발했다(Harkous, 2018[14]). 

공정성과 윤리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을 반영할 수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는 윤리, 공정성 및/또는 정의를 강조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인종차별, 고정관념 등 훈련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을 반영하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다. 기술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술로 지향하는 사회, 보호 대상,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Flanagan, Howe and 

Nissenbaum, 2008[15]). 철학, 법학, 경제학과 같은 학문은 수십 년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해온 

공정성 개념을 토대로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정치적 함의를 제시한다. 

공정성 및 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 법률 및 전산적 개념이 다르다 

철학은 옳고 그름, 선과 악, 도덕성 개념에 집중한다. 윤리적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철학적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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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Abrams et al., 2017[16]): 

 기본적 인권 접근법은 임마누엘 칸트로 대표되며 프라이버시나 자유처럼 구체적인 권리로 

구현되는 공식 윤리 원칙을 확인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이들 

원칙을 보호한다. 

 공리주의적 접근법은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고 경제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인간 복지를 최대화하는 공공정책 수립에 집중한다. 인공지능의 경우 공리주의적 

접근법은 누구의 복지를 극대화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며(예: 개인, 가족, 사회, 또는 

제도/정부), 이는 알고리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덕윤리적 접근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기반하며 사회가 일상생활의 가치를 위해 

부여해야 하는 가치와 윤리적 규범에 집중한다. 이는 어떤 가치와 윤리적 규범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법학은 공정성 개념에 "평등"과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개인 공정

성과 집단 공정성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공정성을 분류한다. 

 개인 공정성은 법 앞의 평등 개념을 나타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고 특정 

특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은 국제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집단적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에 집중한다. 즉 소속 집단이 다르더라도 어떠한 체계적인 

방식으로도 보호대상 특성(예: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차이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집단에 따라 특정 상황에 다르게 반응한다고 추론한다. 집단적 

공정성에 대한 접근법은 나라별로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사용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자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공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다양한 접근법을 반영한다.(Narayanan, 2018[17]): 

 "비인식(unaware) 접근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식별 가능한 요소를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 접근법을 수반한다. 이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은 성별, 

인종 및 성적성향 등 민감한 또는 금지된 속성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는다(Yona, 2017[18]). 

그러나 다른 많은 요소를 보호/금지된 속성(예: 성별)에 연결시킬 수 있고 이들 요소를 

제거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확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인식을 통한 공정성은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유사한 개인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한다. 

그러나 유사하게 취급해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정 작업에서 유사하게 

간주해야 하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속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집단적 공정성 접근법은 소속 집단이 다르더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장하는데 집중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과거 활동을 표시하는 데이터세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편향성이 고착되거나 강화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유형에 대해 다른 결과로 

나타나며, 이들 모두를 동시에 성취할 수는 없다. 정책적 고려사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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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시 특정 집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설계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분야의 인공지능은 편향성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회와 과제를 설명한다. 

인적자원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은 고용 편향성을 고착시킬 수 있지만 유해한 편향을 확인하고 줄

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카네기 멜론(Carnegie Mellon)의 온라인 구인 광고 패턴 연구에 따

르면, 임원급 고임금 구직광고는 남성에게 1,816회 노출된 반면 여성에게는 단 311회만 노출됐다

(Simonite, 2018[19]). 따라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 중 하나는 채용 

및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응용 분야가 투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성이 부재한 환경

에서 다양한 지원자를 자동으로 배제해 편향이 규범화 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OECD, 

2017[20]).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인식 제고, 조직의 다양성 정책과 관행, 표준, 알고리즘 

편향성을 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적 솔루션 및 자율 규제 또는 규제적 접근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예를 들어 예측 치안 시스템에서 알고리즘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예측 치안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선택의 효과, 이점 및 차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Selbst, 2017[21]). 책임성과 투명성은 공정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두 가지 요

소를 조합하더라도 공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Weinberger, 2018[22]); (Narayanan, 2018[17]). 

인공지능 시스템의 공정성을 위해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공정"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 위험한 범죄자만 감옥에 

가거나 지불 능력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대출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긍정 오류(False 

positive error)는 사람 또는 행동에 대한 오분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잘못 예측하거나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예측할 수 있다. 긍정 오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예를 들

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잘못 예측하는 사례를 나타낸다. 또 다른 예로는 질병 테스트가 

있다. 

집단적 공정성 접근법은 집단별로 시작점이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집단의 "동등한 정확성" 또는 

동일한 오류율을 보장해 수학적으로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등한 비율의 남

성과 여성을 재범자로 잘못 분류할 수 있다(또는 긍정 오류 또는 부정 오류를 동등하게 조정). 

긍정 오류와 부정 오류 동등화의 문제 중 하나는 긍정 오류가 부정 오류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다(Berk and Hyatt, 2015[23]). 예를 

들어 인공시스템이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불이행하는 고객에게 은행이 대출하는 비

용은 해당 대출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크다. 질병이 있는데도 없다고 진단할 경우, 환자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참양성과 참음성의 동등화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의 석방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안전 위험이 없는 여성을 수감할 수 있

다 (Berk and Hyatt, 2015[23]). 예를 들어 일부 접근법은 긍정 오류와 부정 오류를 동시에 동등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공정성 개념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Chouldechova,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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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민감한 데이터의 적절한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 

민감한 데이터의 적절한 처리가 재고될 수 있다. 조직은 알고리즘이 민감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데이터를 사용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우선 정책은 의도

치 않은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우범지대"로 

분류한 지역을 경찰이 순찰할 경우, 이는 왜곡된 데이터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이들 지

역에 대한 알고리즘과 사회의 편향성을 강화할 수 있다(O’Neil, 2016[25]).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인공지능 사용과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열쇠이다 

"투명성"은 기술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전통적으로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대상,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요소 등에 투명성의 초점을 

맞춰왔다(Kosack and Fung, 2014[26]). 이러한 관점에서 투명성 측정으로 예측, 추천 또는 의사결

정 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방법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인공지능 기반 에이전트와 접

촉하는 시점을 알려줄 수도 있다. 

기술자의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은 프로세스 문제에 맞춰져 있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 개발, 훈련 및 배치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특정 예측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통찰력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코드 또는 데이터세트 공유는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요소로 유의미한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Wachter, Mittelstadt and Russell, 2017[27]). 또한 특정 코드 또는 데이트세트를 

공유할 경우 영업비밀 또는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추론 과정에 대한 인

식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 접근법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클라인센터 실무그룹의 설명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

성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규명하고 절충안을 제시하였다(Doshi-Velez et al., 2017[28]). 추가 

접근법으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가리키는 최적화 투명성이 있다. 

이들 접근법은 i) 이론적 보장, ii) 경험적 증거, iii) 설명 등이 있다(표 4.1). 

 

표 4-1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방법 

접근법 설명 적합한 환경 부적합한 환경 

이론적 

보장 

경우에 따라 증거로 

뒷받침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이론적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고(예: 바둑) 문제와 

해결책을 모두 공식화할 수 

상황을 명확히 지정할 수 

없다(대부분 실제 환경).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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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있다. 

통계적 

증거/확률 

경험적 증거는 시스템의 

전반적 성능을 측정하고 

특정 결정을 설명하지 않고 

시스템의 가치 또는 피해를 

입증한다. 

결과를 완전히 공식화할 수 

있다. 부정적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전체에서만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목적을 완전히 공식화할 수 

없다. 특정 결정을 

비난하거나 무죄를 부여할 

수 있다. 

설명 

시스템이 특정 입력 세트를 

받아 특정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에 대한 정보를 인간이 

해석할 수 있다. 

문제를 명확히 지정할 수 

없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입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책임성이 

가능하다. 

출처: Doshi-Velez et al. (2017[28]), “Accountability of AI under the law: The role of explanation”, 

https://arxiv.org/pdf/1711.01134.pdf 참조 

 

일부 시스템은 운영 제약을 이론적으로 보장한다 

경우에 따라 이론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시스템은 협소한 제약 조건에서 검증 가능한 방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론적 보장은 환경을 완전히 관찰할 수 있고 문제와 해결책을 완전히 

공식화할 수 있는 환경(예: 바둑)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이 새로운 종류의 데

이터를 처리하더라도 특정 결과는 나타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된 투표 

및 투표계산 절차를 따르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설명 또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우려되는 결과가 수학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도달한 방법을 설

명할 필요가 없다. 이들 제약 조건이 충분한지 여부는 초기 단계에 평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전체 성과에 대한 통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시스템의 전반적 성능에 대한 통계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 

특정 사회적 또는 개인적 가치 또는 피해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증거만으로 책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항공기착륙시스템은 인간 조종사보다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임상진단지원도구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통계 증거는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절한 책임성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널리 퍼져있지만 위험이 낮아 합

산해야만 명확해지는 피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Barocas and Selbst, 2016[29]; Crawford, 

2016[30]). 편향 또는 차별에 대한 질문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승인 시스

템은 다른 요소를 통제할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대출 승인이 많다는 것으로 평향성을 입증할 수 

있다. 허용 오류율 및 불확실성은 응용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번역 도구에 허용되는 

오류율은 자율주행 또는 건강 검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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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투명성은 시스템 목표와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은 시스템 수단에서 목적으로 거버넌스의 초점

을 전환하는 것이다. 즉, 시스템 내부 작동에 대한 설명가능성 요구에서 결과 측정으로 전환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적화가 불완전하고, 절충이 필요하며 안전성, 공정

성과 같은 "필수 제약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무엇에 최

적화되었는지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적화된 용도로 이들 시스템

을 사용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최적화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기존 윤리 및 법

률 체계는 물론 사회적 토론과 정치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Weinberger, 2018[1]). 

설명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정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설명은 잘못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상황 즉, 현재 인간이 재량

권을 가진 의사결정 또는 추천을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Burgess, 2016[31]). GDPR은 데이터 주체가 관련 논

리, 중요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예상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일반적으로 다음 질문 중 하나에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Doshi-Velez et al., 2017[28]): 

1. 의사결정의 기본요소: 공판전 심리, 대출 자격 심사, 공판 전 석방 등 다양한 결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또는 명시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인공지능 예측에서 

중요한 요소 목록(중요도 순서대로)은 적합한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2. 결정적 요소(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정 요소가 해당 결과를 유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입학 심사 시 인종과 같은 특정 요소를 

변경해 해당 요소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두 사례가 유사해 보임에도 결과가 달랐던 이유? 또는 두 사례가 달라 보임에도 결과가 

같은 이유? 인공지능 기반 예측의 일관성 및 무결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소득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는 소득이 결정적이고 동시에 무관해서는 안 된다. 

 

설명은 적극적 연구 분야지만 비용이 수반되고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많은 개별기업, 표준기구, 비영리기구, 공공기관들이 예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인공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 중이다. 특히 금융, 의료 및 인적자원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분야의 

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시한 예측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재정, 법률 및 평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캐피털원(Capital One) 은행은 2016년 인공지

능 기술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팀을 설립했다(Knight, 2017[32]). 몬도브

레인(Mondo Brain)과 같은 기업은 유의미한 요인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Box 4.5참조). 오픈AI(OpenAI)와 같은 비영리기구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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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의 결정을 감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공적 자금을 지원 받은 연구도 활발하다. 예를 들

어 DARPA는 인공지능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13개 연구팀을 지

원하고 있다. 

 

Box 4-5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한 설명가능성 문제 해결 

일부 기업은 사용자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가능성을 솔루션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프랑스 기업 몬도브레인(MondoBrain)을 예로 들 수 

있다. 몬도브레인은 인간, 집단 및 인공지능을 조합해 전사적 증강현실 솔루션을 제공한다. 솔루

션은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를 사용해 기업의 기존 데이터를 평가하고(예: 전사적 자원 

기획, 기업 프로그램 관리 또는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로부터) 고객의 질의를 토대로 규범적 권

고안을 제시한다(그림 4.1). 또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질의에 가치가 없는 사업 변수를 제

거하고 영향력이 큰 변수만 추출한다. 

단순한 교통 신호등 색상으로 각 질의 단계에서 사용자를 안내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각 의사결정은 자동으로 기록되어 감사 및 추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단계를 간단

하지만 철저히 기록해 최종적인 사업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1 설명가능성을 높이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 

 

출처: www.mondobrain.co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9421
http://www.mondobrain.com/


95 

많은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설명을 하나 이상 생성할 수 있다. 그

러나 설명에는 비용이 따른다. 설명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설계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특

히 중소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정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되

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후 설명에는 일반적으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전체 의사결정 시스템

을 재현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요소만 설명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

과에 영향을 미친 모든 주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심장 질환

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훈련에 성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성별이 

진단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성에게 더욱 자주 나타나는 기타 질

환을 대용 변수로 사용해 실제로 성별을 설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 설명가능성과 정확도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설명가능성을 갖추려면 솔루션 변수 

세트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복잡한 고차원적 문제에서 최적이 아

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일부 기계학습 모델은 질병 확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러한 경우 오류를 감지하기 어렵지만 더욱 

정확한 시스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스템

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범 예측에는 오류를 탐지할 수 있

는 단순하고 설명 가능한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Dressel and Farid, 2018[33]). 반면 기후 예측에

는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복잡한 모델이 적합할 수 있다. 특히 가능한 

편향 또는 오류를 탐지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와 같은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타 메커니즘을 적용하

는 경우 그러하다. 

견고성, 보안 및 안전성 

견고성, 보안 및 안전성 이해 

견고성은 디지털 보안 위험을 포함하여 불리한 조건(OECD, 2019[34])을 견디거나 극복하는 능력

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안전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수명주기 전체에서 정상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또는 오용으로 불합리한 안전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OECD, 2019[35]). 

인공지능의 견고성과 안전성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 또는 인공지능 

기반 가전제품과 같은 연결된 제품에 해커가 침투해 원거리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경우 디지

털 보안은 제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관리 

위험편익분석에 따라 필요한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축하는 비용과 인권, 사생활, 공정성 

및 견고성 등과 같은 잠재 위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위험이 나타나거나 자체 비용이 드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 관리 시, 특히 생명과 

자유가 위태로운 고부담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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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수명주기를 통한 위험관리 접근법 사용 

조직은 위험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행동과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확인, 평가, 우

선 순위 지정 및 처리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위험을 확인하고 인

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에 걸쳐 이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도 있다(1장의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절 참조).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주체는 인공지능 시스템 전체는 

물론 각 수명주기 단계에서 위험을 평가 및 완화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관리는 다음 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라 관련성이 달라진다. 

1. 목적: 상황에 맞춰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 기능 또는 속성 정의. 이들 기능과 속성은 

인공지능 수명주기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이해관계자와 주체: 이해관계자와 관련 주체 확인. 각 수명주기 단계에서 시스템의 기능 

또는 속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을 가리킨다. 

3. 위험관리: 이해관계자와 주체에 미치는 영향, 즉 이익과 위험 평가. 이들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주체는 물론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위험완화: 위험에 적합한 위험 완화 전략 확인. 조직의 목표와 목적, 이해관계자와 관련 

주체,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잠재이익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5. 실행: 위험완화 전략 실행 

6.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 실행 결과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 제공 

인공지능 시스템 수명주기의 위험관리 사용과 각 수명주기 단계의 의사결정 기록은 인공지능 시

스템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조직의 책무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각적인 위험상황과 더불어 전반적인 피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립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위험이 낮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을 고려

해 높은 견고성이 요구될 수 있다. 시스템 운영으로 많은 이들에게 발생한 사소한 피해가 전체적

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인공지능 도구 세트가 대출 신청, 보험

자격 심사, 신원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단일 시스템의 

단일 오류 또는 편향으로 수많은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Citron and Pasquale, 2014[36]). 즉, 

단독으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파괴적일 수 있다. 이는 정책 논의에서 즉각적 위험 

상황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해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인공지능 관련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한 견고성 

인공지능으로 더욱 위험하고 더욱 정교한 공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보안 개선에도 사용되지만 비용이 감소하고 접근성이 커지면서 악의적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장 “디지털 보안의 인공지능” 절). 사이버 공격자의 인공지능 사용 능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더욱 빠르고 정교해지면서 디지털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6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위협은 커지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위협의 특징이 변화하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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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스템은 취약점이 많다. 악의적 주체는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

터를 조작할 수 있다(예: 데이터 포이즈닝). 또한 디지털 보안 모델에서 맬웨어(malware) 표시에 

사용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사용해 식별할 수 없는 악성코드를 설계하거나 계획적

으로 정보 오분류를 야기할 수 있다(예 : "적대적 사례")(박스 4.6) (Brundage et al., 2018[37]). 인공

지능 기술 사용이 증가할수록 인공지능을 사용한 공격도 더욱 위험하고 정교해질 수 있다. 표적

화된 스피어 피싱과 같은 노동집약적 디지털 보안 공격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자동화되면서 

빈도와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Box 4-6 기계학습에 대한 적대적 사례의 위험 

적대적 사례(adversarial examples)는 공격자가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수를 유발하도록 

설계한 기계학습 모델에 입력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최첨단 신경망을 포함한 일부 기계학습 모델

이 적대적 사례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는 인공지능 견고성과 안전성에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적대적 사례는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4.2에서는 이미지 분류 모델의 오류를 유발하기 위

해 팬더 이미지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교란신호 또는 "적대적 입력"이 추가되었다. 결

국 알고리즘은 거의 100% 신뢰도로 팬더를 긴팔원숭이로 분류하게 된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를 일반 용지에 인쇄한 후 표준 해상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

는 것만으로도 적대적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정지 신호에 적대적 스티커를 붙이면 자율주행차량

이 이를 "양보" 또는 다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이미지는 위험할 수 있다. 

그림 4-2 팬더를 긴팔원숭이로 분류하도록 유도하는 알고리즘의 미세한 교란신호 

 

출처: Goodfellow, Shlens and Szegedy (2015[38]),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s”, https://arxiv.org/pdf/1412.6572.pdf; Kurakin, Goodfellow and Bengio (2017[39]), 

“Adversarial examples in the physical world”, https://arxiv.org/abs/1607.0253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boxsection-d1e967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figure-d1e9721
https://arxiv.org/pdf/1412.65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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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학습 및 자율 인공지능 시스템은 안전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준다 

로봇, 무인자동차부터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 홈시큐리티시스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비

재와 서비스까지 인공지능 제품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사용 제품은 매우 안전하지만 

제품 안전 체계에 실질적 및 법적 과제를 제기한다 (OECD, 2017[20]). 안전체계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완제품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품은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학습하고 진화한다.7 또한 인공지능 제품을 "자율" 또는 "반자율" 방식으로 제작해 인간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의사를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정책 대응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reeman, 

2017[40]). 넓은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명주기 전체에서 정상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또는 오용으로 불합리한 안전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시스템 훈련 데이터가 많

지 않을 때도 포함한다(박스 4.7).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책임자를 고려

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기계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관계자는 사

용자, 제품 및 센서 생산업체, 소프트웨어 제작자, 설계자, 기반시설 제공업체 및 데이터 분석회사

를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책임원칙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엄격책임, 과실책임, 보험의 역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불투명할 경우 책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넷

째, 법률 집행 방법, 인공지능 제품의 "결함", 입증 책임, 가능한 구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Box 4-7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인공지능을 위한 합성 데이터: 자율주행차량 사례 

합성 데이터는 현실세계에서 관찰 또는 재현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때문

에 기계학습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독일인공지능연구센터의 Philipp Slusallek 과학책임자는 

자율주행차량이 길을 건너는 아이를 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시뮬레이션을 한 가지 사례로 설명

했다. 

현실세계의 관련 기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환경인 "디지털 현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복잡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할 수 있는 합성 입력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둘째,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 합성 데이터를 재조정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자율주행차량용 운전면허 등을 위한 테스트를 설정할 수 있다. 넷째,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

정과 대체 결정의 잠재 결과를 탐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구글은 시뮬레

이션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량을 매일 480만 킬로미터 이상(뉴욕시와 LA 500회 왕복에 해당함) 주

행했다. 

출처: Golson (2016[41]), “Google’s self-driving cars rack up 3 million simulated miles every 

day”, https://www.theverge.com/2016/2/1/10892020/google-self-driving-simulator-3-million-miles;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boxsection-d1e9829
https://www.theverge.com/2016/2/1/10892020/google-self-driving-simulator-3-million-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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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sallek (2018[4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Reality: Do We Need a CERN for 

AI?, https://www.oecd-forum.org/channels/722-digitalisation/posts/28452-artificial-intelligence-

and-digital-reality-do-we-need-a-cern-for-ai. 

 

 

유럽연합의 1985년 제조물책임지침(Directive 85/374/EEC)은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 원칙을 

수립했다. 원칙에 따르면 결함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생산자는 과실 또는 잘못이 없어

도 이를 책임져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현재 지침을 검토 중이며 모델이 광범위하게 적절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Ingels, 2017[43]). 그러나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은 "제품", "안전", 

"결함" 및 "손해"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입증 책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최대 우려는 안전 보장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안전 주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사전 테스트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면허제도 또는 비상 

대책으로써 인간운전자 역할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요건 등을 포함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면허는 차량을 테스트하려는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테스트에 대한 개방 정

도는 정부에 따라 다르다.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

다. 이러한 책임은 위험 통제성에 기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차량의 단순 승객은 과오를 저

지르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유자가 위험을 통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보유자" 개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Borges, 

2017[44]).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등록된 자율주행차량을 분류함으로써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한 피

해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근로조건 안전기준을 개선해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새로운 안전 규약이 필요해질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 간 새로운 또는 개정된 사

업 표준 및 기술협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는 "이해관계자에게 상호보완적 인공지능 시스템과 이들의 공동가치창출을 위

해 협력"하도록 권고했다(EESC, 2017[45]). 

책임성 

인공지능 사용 증가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성에 대한 책임성도 커지고 있다 

책임성은 인간가치와 공정성 원칙 존중, 투명성, 견고성 및 안전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집중한다. 책임성은 인공지

능 주체의 개인적 역할, 환경, 첨단기술에 기반한다. 정책결정자의 경우, 책임성은 여러 가지 기능

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진다. 책임성 메커니즘은 특정 권고안 또는 결정을 책임지는 

관계자를 확인한다. 이들은 권고안 또는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들을 시정하고 사후 결정, 나아

가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Helgason, 19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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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성은 정확성 또는 효율성 지표와 비교해 시스템 작동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성, 안전성 및 견고성을 지표에 추가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아

직 효율성 또는 정확성보다 사용 빈도가 적은 편이다. 다른 측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과 

평가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 위험 및 이익에 맞춰 측정 유형과 빈도를 조

정해야 한다. 

위험 환경에 따라 책임성 수준이 달라진다 

정책 접근법은 상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책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안보 및 법집행 등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

는 정부 기능의 경우 이러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규제가 엄격한 운송, 금융, 의료

의 민간 부문에도 공식 책임성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민간부문에는 

공식 책임성 메커니즘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술적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들은 민간부문 주체가 사회규범과 법률 제약에 따라 시스템

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상황과 의도치 않은 결과를 고려하기 위해 인간이 응용과 또는 결정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인공지능의 결정(예: 점수)을 유일한 

결정 요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DPR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경우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형량 선고, 신용 결정, 교육 기회 승인 또는 채용 검사 등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인간에

게 알려야 한다. 위험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공식 책임성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량 선고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판사는 "인간 참여(human-in-the-loop)"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통적 항소 절차를 포함한 일부 책임성 메커니즘은 판사가 인공지능의 권고를 예측 요인의 하나

로만 고려하도록 보장한다(Wachter, Mittelstadt and Floridi, 2017[47]). 식당 추천과 같이 위험 부담

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계에만 의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층적 접근법은 필요 이상으로 비용

만 높일 수 있어 불필요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정책 환경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정책

은 인류와 지구, 특히 시장중심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영역에서 유익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

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촉진, 진화한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량 지원 등과 같은 정책 환

경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홍보에 중요한 네 가지 정책 분

야를 설명한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공공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인공지능 혁신을 도울 수 있다 

OECD는 디지털 변혁과 인공지능 도입 시 혁신 정책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OECD, 2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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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연구 도구와 기반시설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쟁점 중 하나는 공공연구 정책, 지식 이

전 및 공동가치창출 정책의 역할이다. 인공지능은 정책결정자에게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참여 수준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OECD, 2018[13]). 또한 

모든 연구기관, 특히 생물의학, 생명과학 분야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요

하다. 데이터공유 플랫폼과 슈퍼컴퓨터 시설과 같은 새로운 기구는 인공지능 연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대학과 공공연구센터에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

설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용 기술로 간주된다(Agrawal, Gans and Goldfarb, 

2018[49]) (Brynjolfsson, Rock and Syverson, 2017[50]). 또한 과학자와 발명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

용되는 “발명 방법의 발명”(Cockburn, Henderson and Stern, 2018[51])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공지

능을 사용한 획기적 과학 성과에 기반해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기초 연구

와 장기적 안목의 연구정책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OECD, 2018[52]). 

인공지능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기술과 기반시설 

지난 몇 년간 신경망, 특히 심층신경망(심층학습으로 알려짐)과 같은 통계 모델링 기술이 성숙 단

계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기술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인공지능을 관리 및 사용하는 도구는 공

개 도메인의 오픈소스 리소스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도입이 쉽고 소프트웨어 버그에 클라우드 

소싱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ensorFlow(구글), Michelangelo(우버), 인지툴킷(마이크

로소프트)과 같은 도구가 있다. 일부 기업과 연구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돕기 위해 교육용 

데이터세트와 훈련 도구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최근 발전은 기하급수적인 컴퓨터 속도 증가와 무어의 법칙(즉,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

이 2년마다 2배로 증가)에 기반한다. 이들 두 가지 발전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엄청난 양의 데

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개념 단계에서 상업적 응용 단계

로 이동함에 따라 고가의 전문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래픽처리장치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

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도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실험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알파고제로(AlphaGo Zero) 실험은 불과 6년 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실험보다 

300 000배 이상의 컴퓨팅 성능이 필요했다고 추정된다(OpenAI, 16 May 2018[53]). 체스와 바둑에

서 알파고 제로의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10대를 합한 컴퓨팅 파워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52]). 

데이터 접근 및 사용 

데이터 접근 및 공유는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 또는 저해할 수 있다 

오늘날 기계학습 기술은 교육과 진화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품질 데이터세

트에 대한 접근은 인공지능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접근 및 공유 요소는 인

공지능 개발을 촉진 또는 저해할 수 있다 (OECD, forthcoming[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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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응용 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찾기, 분류, 검색 및 재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위험: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인, 조직 및 국가는 기밀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재산권(IPR) 

및 상업적 이익 위험, 국가 안보 위험 및 디지털 보안 위험 등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데이터 비용: 데이터 수집, 접근, 공유 및 재사용에는 선행 투자 및 후속 투자가 필요하다. 

데이터 획득뿐 아니라 데이터 정리, 데이터 선별, 메타데이터 유지관리,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및 IT 기반시설 보안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인센티브: 시장 기반 접근법은 데이터를 상용화하고 결제 및 데이터교환 기반시설과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시장 및 플랫폼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 데이터 생성에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적재산권, 사이버 

형사법, 경쟁법 및 사생활 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면서 "데이터 소유권"이 

불확실해졌다. 

 사용자 권한부여(인공지능 기반 에이전트 포함): 데이터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이식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데이터 주체의 효과적 동의와 선택을 지원해 개인 및 기업이 

개인 또는 사업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인의 선호도를 인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에이전트가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복잡한 데이터 공유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Neppel, 2017[55]).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 제 3 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공유와 재사용을 촉진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데이터 중개자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s)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제도적 검토위원회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한다. 

 데이터 대표성: 인공지능 시스템은 데이터세트 훈련 시 확인된 패턴에 기초하여 예측한다. 

따라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 과소 또는 잘못 대표되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대표적인 훈련 데이터세트를 사용해야 한다.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향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 접근법을 통해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향상할 수 있다(OECD, forthcoming[54]). 

 공공부문 데이터 접근: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형 정부 데이터, 지리데이터(예: 지도), 

교통데이터 

 민간부문의 데이터 공유 촉진: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 정책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와 제한된 데이터 공유. 특히 "공익 데이터", 서비스 상호운용성을 위한 교통 및 

에너지 등 네트워크 산업 데이터, 개인 데이터 이식성 등에 집중한다. 

 통계/데이터 분석 능력 개발: 데이터 사용과 분석을 지원 및 지도하는 기술 센터 설립 

 국가데이터전략 개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일관성 및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의 

호환성 보장 

데이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법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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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인식에 적용되는 알고리즘과 같은 일부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인간의 평균 능력을 능가한

다. 그러나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레이블이 부착된 수백만 개의 이미지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적은 데이터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다음은 이러한 데이터 부족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심층강화학습은 심층신경망에 강화학습을 결합한 기계학습 기법이다(1 장의 "클러스터 2: 

기계학습 기법"절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특정 행동을 선호하도록 

학습할 수 있다(Mousave, Schukat and Howley, 2018[56]). 지적 "에이전트"는 인위적으로 

복잡한 환경에서 행동을 통해 경쟁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또는 

벌점을 받는다. 에이전트는 이러한 "피드백"에 따라 행동을 조정한다.8 

 전이학습 또는 사전학습(Pan and Yang, 2010[57])은 같은 분야에서 다른 과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된 모델을 재사용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 그림을 인식하도록 훈련된 모델 레이어의 

일부를 파란 옷 영상을 감지하는데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적은 이미지 샘플이 필요할 수 있다(Jain, 2017[58]).. 

 증강 데이터 학습 또는 데이터 “합성 (synthetization)”은 시뮬레이션 또는 기존 데이터에 

기반한 보간(interpolation)을 통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증강하고 학습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프라이버시 

제약사항으로 인해 데이터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 특히 유용하다(Box 4.7).9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은 서로 다른 유형의 심층신경망에 확률적 또는 베이시안 (Bayesian) 

접근법을 혼합해 불확실성을 모델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모델링하여 

성능과 설명력을 높이고 예측 오류를 낮출 수 있다(Kendall, 23 May 2017[59]). 

프라이버시, 기밀유지 및 보안 문제로 데이터 접근과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 속도와 훈련용 데이터세트 가용성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다자간보안컴

퓨팅(MPC: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와 같은 암호 기

술 발전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 또는 접근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어 권리

를 보호하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Box 4.8).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암호화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10 이들 솔루션은 고성능 컴퓨팅이 요구되므로 규모를 확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Brundage et al., 2018[37]). 

 

Box 4-8 새로운 암호화 도구를 사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계산 

암호화 기술 발전은 인공지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조직의 통합 데이터를 

사용해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참가자의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

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또는 기밀유지와 관련된 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계산이 가능한 암호화 기법 즉, 동형 암호화와 MPC는 수년 및 수십 년 전에 각각 개발됐

으나 실제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알고리즘과 구현 능력이 발전하면서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9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10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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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세트에서 생산적 분석이 가능한 실용적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동형 암호화: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도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계산 

수행 

 MPC: 출처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다른 출처에 노출하지 않고 많은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기능 계산. MPC 프로토콜을 통해 각 관계자의 알고리즘 입력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면서 여러 관계자가 공동으로 알고리즘을 계산할 수 있다. 

출처: Brundage et al. (2018[37]), The Maliciou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ecasting, 

Prevention, and Mitigation, https://arxiv.org/ftp/arxiv/papers/1802/1802.07228.pdf; 

Dowlin (2016[60]), CryptoNets: Applying Neural Networks to Encrypted Data with High 

Throughput and Accuracy,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wp-

content/uploads/2016/04/CryptonetsTechReport.pdf. 

 

또한 인공지능 모델은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저장소를 보호할 

수 있다(Box 4.9).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한 솔루션은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처리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Box 4-9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인공지능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ID 확인 

얼굴인식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카이로스(Kairos)는 블록체인 기술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카이

로스는 얼굴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기술을 조합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한

다. 알고리즘은 특정인의 이미지와 추천 얼굴 표식(또는 식별자)을 비교해 고유한 매치를 구성한

다. 그런 다음 이 매치를 고유한 임의의 숫자 문자열로 변환하고 원본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다. 

이 "생체인식 블록 체인(biometric blockchain)"은 기업 또는 정부가 사용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구축됐다. 

출처: https://kairos.com/. 

 

경쟁 

OECD는 디지털 변혁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연구했다 (OECD, 2019[61]). 이번 절

에서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인공지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새로운 진

입 활성화 시 인공지능의 경쟁 촉진 효과는 널리 인정 받고 있다. 또한 경쟁정책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용량 데이터 보유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인공지능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질문은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가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각 사용자의 유용성은 다른 사용자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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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이들 플랫폼 중 하나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2019[62]). 데이터 규모가 늘어날수록 효과

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데이터가 특정 임계치를 넘으면 예측 개선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으로 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Bajari et al., 2018[63]; OECD, 2016[64]; Varian, 2018[65]). 

추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경쟁자에 비해 데이터 품질

이 약간만 우수해도 훨씬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발생할 수 있

다. 고객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증가하므로 이러한 주기가 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 지배력

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성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시장 조건, 가격 및 가격 변화에 대한 경쟁사의 반응을 모니터링해 담합이 용

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에 전략 조정, 가격 수정 및 카르텔 협약 이행

을 위한 새롭고 향상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심층학습 알고리즘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

라 경쟁사간 실제 협약이 없어도 카르텔과 같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쟁법에 

따라 카르텔 위반을 확인하고 처벌하려면 합의 증거 또는 "의견일치"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인간

이 개입하지 않고도 동일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어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OECD, 

2017[66]). 

지적재산 

이번 절에서는 지적재산의 영향, 특히 인공지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 분

야는 증거 기반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적재산 규칙은 일반적으로 인공

지능과 관련된 신기술 발견, 발명 및 확산 수준과 속도를 가속화한다. 이런 점에서 지적재산권으

로 보호되는 다른 기술의 규칙과 유사하다. 지적재산 규칙은 발명가, 작가, 예술가 및 브랜드 소

유자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지적재산 정책은 인공지능을 미래 혁신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해야 한

다. 

영업비밀이 아닌 지적재산권으로 인공지능을 보호하면, 알고리즘 및 이들의 훈련을 포함한 인공

지능 혁신을 어떻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럽의회사무국회의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한 인공지능 특허 유형에 관해 논의했다 (EPO, 2018[67]). 첫째 “핵심 인공

지능(core AI)”은 수학적 방법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훈련된 

모델/기계학습은 변형과 범위에 대한 주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효과를 통해 정

의된 응용 분야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국제기구와 OECD 회원국 또

한 지적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11 

인공지능 확산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지적재산제도를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이다(OECD, 2017[68]). 실제로 인공지능은 특히 화학,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미 발명이 가능하다. 이들 분야에서는 기존 분자를 독창적으로 조

합해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거나 기존 분자의 새로운 속성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발명이 이뤄진

다. 예를 들어, IBM이 개발한 기계학습 도구인 KnIT는 특정 기질에 인산기를 전달하기 위한 촉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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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효소인 키나아제를 성공적으로 확인했다. 이들 키나아제는 실험으로 검증된 키나이

제 중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분자의 특정 성질은 소프트웨어로 발견했으며 특허가 출원

됐다. 유럽특허청, 미국 특허청은 물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같은 OECD 회원국의 전문가기구에

서 인공지능 및 지적재산과 관련된 이들 사항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들 기구는 인공지능으로 처

리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돕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분야는 증

거 기반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음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채택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숙련도 향상(upskilling).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엄선한 수직 산업의 집중 투자 장려. 프랑스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투자 장려 정책을 통해 모든 관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OECD, 2018[13]).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 지원(데이터 교환용 플랫폼 구축 등).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은 물론 이들의 컴퓨팅 성능 및 클라우드 플랫폼 접근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접근성 향상 지원(Germany, 2018[69]).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제도 개선. 예: 새로운 공공투자기금 설립 및 

지식집약적 기업에 투자하는 기존 금융 제도의 유연성 강화 및 투자 한도 증액(UK, 2017[70]). 

유럽위원회는 인공지능 주문형 플랫폼인 AI4EU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럽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정책 환경 

OECD는 인공지능 및 기타 디지털 변환 환경에 필요한 혁신과 기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변화

를 분석하고 있다 (OECD, 2018[48]). 정책 수단과 실험의 적응성, 반응성 및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규제 샌드박스, 혁신센터 및 정책실험실 등과 

같은 통제된 실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을 사용할 수 있다. 정책 실험은 "스타트업 모드"에

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험을 배치, 평가, 수정한 다음,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다.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혁신 정책을 포함한 정책 설계와 정

책 목표 모니터링에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정부는 "에이전트 기반 모델

링"을 사용해 정책 변형이 다양한 사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주체에게 행동강령, 자발적 표준 및 모범사례와 같은 자율규제장치 개발을 장려

할 수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해한 영향 또는 오용 모니터링, 보고, 평가 및 해결 등

을 포함한 인공지능 수명주기를 통해 인공지능 주체를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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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필요한 경우 준수 검토, 감사,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체계 등과 같은 공공 및 민간 부

문의 인공지능 시스템 감독 장치를 설치하고 장려할 수 있다. 이들 장치는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

과 이들이 당면한 제약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다. 

일자리 변혁 준비 및 역량 구축 

일자리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자를 보완 및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OECD는 디지털 변혁이 일자리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연구했다 (OECD, 

2019[61]). 증거 기반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으

로 확산되면서 일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자를 보완 또는 대

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 경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설명한다.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수행해 온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계자율화를 통해 인간의 통제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환경에서 시스템이 작동하

고 적응하는 것이다(OECD, 2017[68]; Autor and Salomons, 2018[71]). 12개 선진국으로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2035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예상 기준선 대비 최대 40%까지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Purdy and Daugherty, 2016[72]). 사례는 무수히 많다. 프랑스 은행 Crédit 

Mutuel은 고객상담에 IBM 왓슨(Watson)을 보조 도구로 사용해 고객 질문 처리 시간을 60%나 단

축했다.12 알리바바는 2017년 챗봇으로 고객 질의의 95% 이상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인간 상담

원은 보다 복잡하거나 사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Zeng, 2018[73]). 이론적으로 노동자

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각 노동자가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생성하므로 임금이 높아져야 한다. 

인간-인공지능 팀은 오류를 줄이고 인간 노동자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팀은 

단독으로 작업할 때보다 더욱 높은 생산성을 발휘했다(Daugherty and Wilson, 2018[74]). 예를 들

어 BMW 공장은 인간-인공지능 팀 도입 후 85%까지 생산성이 높아졌다. 제조 부문뿐 아니라 월

마트도 재고 조사는 로봇에게 맡겨두고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인간 방사선 전

문의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자 결핵 진단 정확도가 인공지능 또는 인

간 작업자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높아져 100%까지 올라갔다(Lakhani and Sundaram, 

2017[75]). 

인공지능은 또한 이미 자동화된 업무의 속도와 정확도를 더욱 향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이어진다

면,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예: 생산관련 역할)은 물론 중간재 하류부문 

모두에서 노동 수요를 촉진한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작업의 프로필이 변화할 것으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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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며, 아마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은 미리 프로그래

밍되지 않고 규칙에 기반하지 않는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일상적인 중간 숙련직의 고용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응용 프로그램은 기록, 번역, 차량 운전, 질병 진

단 및 고객 문의 답변 등 더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Graetz and Michaels, 

2018[76]; Michaels, Natraj and Van Reenen, 2014[77];Goos, Manning and Salomons, 2014[78]).13 

탐색적 OECD 측정은 기술이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Elliott, 2017 [79])의 문해력 및 수리

력 관련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도를 추정했다(Elliott, 2017[79]). 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공지능 시스템은 OECD 국가 성인의 89% 수준에서 문해력 문제에 응답할 수 있었다. 이는 인

공지능이 재현할 수 있는 문해력 수준을 능가하는 성인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특정 문해력 및 수리력 기술에 컴퓨터 기능을 적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최근 추세와 반대로 저숙련 및 중간숙련 문해력을 사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인간 노동자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 컴퓨터 

수준을 뛰어넘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설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성인의 기량을 향상

하거나 사회보호 및 사회적 담론을 포함한 다른 개입에 숙련도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도

구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2018[13]).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확산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십 년간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 및 확

산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 및 배달 서비스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

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볼보, 다임러와 같은 유명 트럭회사는 무인트럭을 개발 및 테스트하기 

위해 코디악(Kodiak), 아인라이드(Einride)와 경쟁하고 있다 (Stewart, 2018[80]). 국제교통포럼에 따

르면 10년 내에 도로에서 무인트럭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

의 640만개 트럭 운송 일자리 중 50-70%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ITF, 2017[81]). 그러

나 무인 트럭을 정비하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 무인 트럭은 특히 인건비 절감을 통해 

화물 운송비를 3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트럭 회사의 시장이 더욱 빠르게 쇠퇴하고 트

럭 운송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고숙력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가, 의료인과 같은 고숙력 노동자가 맡아온 예측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로

봇 변호사는 1천2백만 달러가 넘는 교통 범칙금 처분에 항소해 승소를 거뒀고(Dormehl, 2018[82]), 

2016년 IBM 왓슨과 딥마인드 헬스는 희귀암 진단에서 인간 의사를 앞섰다(Frey and Osborne, 

2017[83]). 또한 인공지능은 금융 전문가보다 주가 변동을 더욱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증명됐

다 (Mims, 2010[84]).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예측 작업을 보완하

고 비판적 사고, 창의력 및 공감 능력과 같은 인간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EOP, 

2016[85]; OECD, 2017[20]).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4/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4z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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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과학자와 기계학습 전문가: 데이터를 생성 및 정리하고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와 기계학습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도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활동: 프로 스포츠, 아동보육, 영업처럼 본질적으로 기계보다 인간이 할 때 더욱 가치 있는 

일이 있다. 인간 노동자는 보육, 체육지도, 말기환자 간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측 대상 판단: 판단 개념, 즉 특정 환경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예측 작업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인간은 무엇을 예측하고 

예측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딜레마 제기, 상황 해석, 또는 텍스트의 의미 추출 

등과 같은 작업에는 판단력과 공정성 등과 같은 능력을 지닌 인간 작업자가 필요하다 (OECD, 

2018[13]).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연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실험 환경 

설정에 필요한 개념적 사고를 책임지는 인간 작업자를 보완할 수 있다. 

 예측 용도 판단: 예측 만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외출 시 우산을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비가 올 확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비에 젖거나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주요 

결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우호적인 질의를 거부할 때 위험과 적대적 

질의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할 위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의가 적대적인지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노동량에 미치는 최종 영향에 관한 예측은 매우 다양하다 

지난 5년간 자동화가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추정되어 왔다 

(Winick, 2018[86]; MGI, 2017[87]; Frey and Osborne, 2017[83]). 예를 들어, 프레디 앤 오스본(Frey 

and Osborne)은 향후 10~15년 내에 미국에서 전체 일자리의 47%가 없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17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업무 중심 접근법을 사용해 일자리 

60%에서 업무의 약 1/3이 자동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 자동화는 인공지능 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다른 기술의 발전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2025

년까지 2백만개의 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Gartner, 2017[88]). 일자리는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면 그 결과로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품질이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이 늘

어날 수 있다. 

OECD는 협의로 정의된 직종 내의 업무 불균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가장 최근 추정 작업에 국제

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를 사용했다. OECD는 기존 기술을 토대로 OECD 국가들의 일자리 중 

14%는 자동화될 위험이 높고, 32%는 업무 수행 방식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Nedelkoska and Quintini, 2018[89]). 특히 10대와 고령층 노동자 사이에서 자동화 위험이 가장 

높다. 최근 OECD 분석에 따르면 16개 유럽 국가의 82% 지역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높다” 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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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 직종들의 고용이 감소하지만 동시에 60% 지역에서 “저자동화” 일자리가 크게 증가해 일자

리 감소를 상쇄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동화로 인해 전체적인 고용이 줄어들기 보다는 일자

리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OECD, 2018[90]). 

인공지능은 노동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노동의 본질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노동

을 더욱 유연화하고 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다. 인간은 창의

력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점점 강력해지는 컴퓨터, 데이터 및 알고리즘 자원을 활용해 인간의 창

의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Kasparov, 2018[91]).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성을 향상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와 결합해 기업들이 노동자를 위한 역할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IBM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직원 훈련을 최적화하고 과

거 실적, 직업적 목표, IBM에 필요한 기량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적합한 훈련 모듈을 추천한다. 킨

코프(KeenCorp), 바이브(Vibe)와 같은 기업은 기업의 사기, 노동자 생산성, 네트워크 효과 등 지표 

평가를 돕기 위해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Deloitte, 

2017[92]).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 인공지능은 노동자 생산성의 최적화를 도울 수 있다. 

조직 변화를 위한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 간 새로운 또는 개

정된 사업 표준 및 기술협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ESC는 "이해관계자에게 상호보완적 인공

지능 시스템과 이들의 공동생산을 위해 협력"하도록 권고했다(EESC, 2017[45]). 일자리는 이익 공

유를 포함한 노동자의 자율성과 일자리의 질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독일 노조 IG Metall과 경영진이 체결한 단체협약(Gesamtmetall)은 가변적 노동시간에 대한 경제

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새로운 노동 환경에서 법적고용보호를 개정하지 않고 조직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업과 노동 조합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yhovskaya, 2018[93]). 

인공지능과 보호장치를 사용해 노동시장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일자리 매칭과 훈련의 효율성이 이미 높아지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실직자를 포

함한 구직자를 신규 직종이 요구하는 자격을 교육시키는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더욱 정확히 연결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OECD 회원국의 기업과 공공 고용 서비스 부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해 직원을 충원하고 있다 (OECD, 2018[90]). 향후 인공지능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자리 검

색 및 채용 과정이 더욱 혁신적이고 개인화되고 노동력 수급 일치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링크드인(LinkedIn) 플랫폼은 4억7천만 명에 달하는 등록자의 프로필과 

활동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이 최적의 지원자를 찾고 지원자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Wong, 2017[94]).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정부, 기업 및 노동자가 지역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 정보는 숙련도 수요, 직접 훈련 자원을 확인 및 예측하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핀란드, 체코, 라트비아 등에서는 노동시장정보 개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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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이미 개발 중이다 (OECD, 2018[90]). 

노동자 데이터의 사용 관리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세트가 필요하지만, 이들 데이터가 개별 

노동자를 대표하고, 특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불투명할 경우 몇 가지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인적자원과 생산성 계획 시 직원 데이터 및 알고리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공공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고용 전망과 조건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할 수 있다. 직원의 위치와 작업장을 표시하는 앱, 지문, 웨어러블 장치,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분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직원의 

어조에 담긴 우호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자의 계정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

고 평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UNI, 2018[95]).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자 데이터에 대한 합의와 연결 해제 권리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 통신기업 오렌즈프랑스텔콤(Orange France Telecom)과 5개 노동조합은 최초로 직원

데이터 보호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새로운 장비 도입, 훈련, 사용의 투명성 등에 관한 조항

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 데이터에 대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기

구 구축, (개인) 데이터 사용을 위한 책임성, 데이터 이식성, 설명 및 삭제권 등에 관한 조항들을 

추가할 수 있다(UNI, 2018[95]). 

인공지능 전환 관리 

사회보호를 포함한 인공지능 전환 관리 정책이 핵심이다 

기술 발전이 조직의 적응 속도를 능가하면 노동 시장이 격변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OECD, 

2018[13]). 장기적 낙관주의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경제로의 전환은 인공지능이 점점 늘어나는 경

제가 아니라 일부 산업은 성장하고 일부는 쇠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즉,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

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및 일자리에 관한 주요 정책은 전환 관리

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노동과 자본의 점진적 과세 및 교육 등이 

전환 관리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OECD는 집중, 시장지배력,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정책과 기타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OECD, 2019[61]). 

인공지능 사용 역량 

일자리 변화로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도 변화한다 

일자리가 변화함에 따라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도 변할 수 있다(OECD, 2017[96]; Acemoglu 

and Restrepo, 2018[97];Brynjolfsson and Mitchell, 2017[98]). 이번 절에서는 인공지능이 노동자의 

기술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다. 이 분야는 증거 기반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 학습, 훈련 및 역량 개발로 교육 정책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다음 3개 기술 부분에서 수요를 생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역량(specialist skills)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관련 기초 연구, 엔지니어링 

및 응용 프로그램은 물론 데이터 과학과 컴퓨팅 사고도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공장 현장 및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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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인간(AI-human) 팀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일반역량(generic 

skills)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에는 상호보완적 역량(complementarity skills)이 필요하다. 비판

적 사고, 창의력, 혁신 및 기업가 정신 및 공감 능력과 같은 인간의 능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EOP, 

2016[85]; OECD, 2017[20]). 

인공지능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역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계학습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공립대학, 연구소는 이미 지배기업들과 인재 유치 경쟁을 벌

이고 있고 공공, 민간 및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역량을 개발 및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

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 인공지

능과 데이터 사용을 관리하는 5년 과정의 연구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싱가포르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센터는 인공지능과 산업, 사회와 상업화를 포함한 산업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학

계의 경우, MIT가 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과 연구원에게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해 

학문을 발전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슈워츠먼 컴퓨팅 칼리지(Schwarzman College of 

Computing)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인공지능 역량 부족으로 고숙련 전문가의 이민 절차를 간소화한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종 (예외적 인재) 비자 발급 건수를 연간 2천 건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영국에서 일할 최우수 

학생과 연구자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UK, 2017[99]). 캐나다 또한 외국의 고숙련 노동자와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2017년 글로버스킬전략(Global Skills Strategy) 사업의 일환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자 처리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단기 연구 참여자의 경우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역량 

모든 OECD 국가는 현재, 중기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을 평가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핀

란드는 교육 및 훈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능 계정 또는 바우처 기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포

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을 제안했다 (Finland, 2017[101]). 영국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컴퓨터공학 교사를 포함한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개발에 5억3천만 달러(4억6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UK, 2017[99]). 

실무자들은 이제 일명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제학, 생물학, 또는 법학 등 한 

가지 분야를 전공하는 동시에 기계학습과 같은 인공지능 역량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MIT는 2018년 10월, 50년 만에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즉, 각 학문에 인공지능과 기

계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학뿐 아니라 모든 학과와 협력하는 새로운 

컴퓨팅 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MIT 컴퓨터 과학 교육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MIT는 

새로운 대학 설립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MIT, 2018[102]). 

상호보완적 역량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인간의 판단력, 분석력, 소통 능력과 같은 "더욱 소프트한"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Agrawal, Gans and Goldfarb, 2018[103];Deming, 2017[104]; Trajt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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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5]). 2021년, OECD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 기능을 테스트하는 모듈을 국제학생성취도 평가

사업(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추가할 예정이다. 테스트 결과는 창의

력 평가의 벤치마크로 활용되어 각국의 정책과 소셜 파트너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측정 

인간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인

공지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정확성, 효율성, 사회적 목적 발전, 공정성 및 견고성

과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 성능 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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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정책 및 이니셔티브 

요약 

인공지능 정책 및 이니셔티브는 정부, 기업, 기술 단체, 시민 사회 및 노동 조합에서 추진력을 얻

고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정부 간 이니셔티브도 등장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전 세계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및 전략을 모아 보았다. 일반적

으로 국가 정부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다음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계획으로 생산성

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 인공지능 연구 역량 등의 요소 

조건, ii) 수요 조건, iii) 연관 및 지원 산업, iv) 확고한 전략, 구조 및 경쟁력, 및 v) 국내 거버넌스 

및 조정 등이다. 국제 이니셔티브로는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이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정부 간 정책 지침을 제시하며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원칙 및 

정책을 밝히고 있다. 

 

경제적 경쟁력을 위한 인공지능: 전략 및 추진 계획 

인공지능은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정부 기관들의 정책 의제 중 우선순위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 

국가 정부 이니셔티브가 지금까지 생산성 및 경쟁력을 위한 인공지능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 추진 계획에서 강조되는 우선순위는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일

부는 포터(Porter)의 경제적 경쟁력 프레임워크와 일치한다. 즉, i) 인공지능 연구 역량 등 요소 조

건, ii) 수요 조건, iii) 관련 및 지원 산업, 그리고 iv)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 및 v) 국내 거버넌스 

및 조율에 대한 주의 등이다(Box 5.1). 또한 투명성, 인권 및 윤리와 같은 인공지능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파트너 국가 중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이 인공지능 

전략을 목표로 삼았다. 덴마크, 일본 및 한국 등의 일부 국가는 좀 더 광범위한 인공지능 관련 실

행계획이 포함된다.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및 스페인을 포함한 많은 국가

들은 전략을 개발 중이다. 모든 전략은 인공지능 연구자와 숙련된 대학원생을 증가시키고, 국가 

인공지능 연구 능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공공 및 민간 분야 응용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인공지능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정책적 및 법적 함의를 고려하여, 정책 입안

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니셔티브는 국가의 문화, 법적 시스템, 국가의 규모 및 인

공지능 채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정 및 정책의 최근 

개발 상황을 검토한다. 그러나, 국가 이니셔티브의 목적과 목표의 구현, 또는 여러 접근법의 성공

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인공지능은 G7, G20, OECD, 유럽연합 및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인공지능 중심의 효율성과 유연성, 상호 작용 및 협력, 생산성, 경쟁력 및 시민 생

활의 성장과 질을 강조한다. 2016년 4월 일본에서 열린 G7 ICT 장관회의 (G7 ICT Ministers’ 

Meeting)에 이어 2017년 9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G7 ICT 및 산업 장관회의 (G7 ICT and 



122 

Industry Ministers’ Meeting)에서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국제 협력 및 

인공지능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대화를 장려하고, OECD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협력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하기로 결정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G20의 지속적인 관심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향후 

2019년 G20 의장국을 맡게 될 일본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G20, 2018 [1]). 

사회 내 인공지능을 위한 원칙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은 인공지능 개발과 전개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조율하는 방법에 대

한 논의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을 출범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윤리를 고려한 설

계 (Ethically Aligned Design) 원칙 버전 2를 발표했다. 최종 버전은 2019년 초에 발표될 계획이다. 

2016년 9월에 몇 가지 원칙으로 시작된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nefit People 

and Society는 안전 등의 특정 문제에 관한 원칙 개발에 착수했다.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Asilomar AI Principles)은 장단기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일련

의 연구, 윤리 및 가치이다. AI Initiative는 전 세계 전문가, 실무자 및 시민들을 함께 모아 인공지

능 설명가능성 등 개념의 공동 이해를 구축하고 있다. 

 

표 5-1 기존의 인공지능 지침(일부 선택 게재) 

참조 기존의 인공지능 지침 
 

ACM 

ACM (2017), “2018 ACM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Draft 3”,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Committee on Professional 
Ethics, https://ethics.acm.org/2018-code-draft-3/ 

USACM (2017), “Statement on Algorithmic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US Public Policy 
Council, www.acm.org/binaries/content/assets/public-
policy/2017_usacm_statement_algorithms.pdf 

AI Safety 
Amodei, D. et al. (2016), “Concrete Problems in AI Safety”, 25 
July, https://arxiv.org/pdf/1606.06565.pdf 

Asilomar 
FLI (2017), “Asilomar AI Principles”, Future of Life Institute, https://futureoflife.org/ai-
principles/ 

COMEST 
COMEST (2017), “Report of COMEST on Robotics Ethics”,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5/002539/253952E.pdf 

Economou 

Economou, N. (2017) “A ‘principled’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improve justice”, 3 
October, Aba 
Journal www.abajournal.com/legalrebels/article/a_principled_artificial_intelligence_coul
d_improve_justice 

https://ethics.acm.org/2018-code-draft-3/
http://www.acm.org/binaries/content/assets/public-policy/2017_usacm_statement_algorithms.pdf
http://www.acm.org/binaries/content/assets/public-policy/2017_usacm_statement_algorithms.pdf
https://arxiv.org/pdf/1606.06565.pdf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5/002539/253952E.pdf
http://www.abajournal.com/legalrebels/article/a_principled_artificial_intelligence_could_improve_justice
http://www.abajournal.com/legalrebels/article/a_principled_artificial_intelligence_could_improve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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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E 
EGE (2018),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European Gr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http://ec.europa.eu/research/ege/pdf/ege_ai_statement_2018.pdf 

EPSRC 
EPSRC (2010), “Principles of Robotics” ,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https://epsrc.ukri.org/research/ourportfolio/themes/engineering/activities/princi
plesofrobotics/ 

FATML 
FATML (2016), “Principles for Accountable Algorithms and a Social Impact Statement 
for Algorithms”,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Machine 
Learning, www.fatml.org/resources/principles-for-accountable-algorithms 

FPF 
FPF (2018), “Beyond Explainability: A Practical Guide to Managing Risk in Machine 
Learning Models”, The Future of Privacy Forum, https://fpf.org/wp-
content/uploads/2018/06/Beyond-Explainability.pdf 

Google 
Google (2018), “AI at Google: Our 
Principles”, https://www.blog.google/technology/ai/ai-principles/ 

IEEE 
IEEE (2017), 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Ethically Aligned Design Version 2”,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http://standards.ieee.org/develop/indconn/ec/ead_v2.pdf 

Intel 
Intel (2017), “AI - The Public Policy 
Opportunity”, https://blogs.intel.com/policy/files/2017/10/Intel-Artificial-Intelligence-
Public-Policy-White-Paper-2017.pdf 

ITI 
ITI (2017), “AI Policy Principles”,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www.itic.org/resources/AI-Policy-Principles-FullReport2.pdf 

JSAI 
JSAI (2017), “The Japanese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Guidelines”, The 
Japanese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ttp://ai-elsi.org/wp-
content/uploads/2017/05/JSAI-Ethical-Guidelines-1.pdf 

MIC 
MIC (2017), “Draft AI R&D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Japanes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www.soumu.go.jp/main_content/000507517.pdf 

MIC 
MIC (2018), “Draft AI Utilization Principles”, Japanes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www.soumu.go.jp/main_content/000581310.pdf 

Montreal 
UoM (2017), “The Montreal Declaration for a Responsibl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iversity of Montreal, www.montrealdeclaration-responsibleai.com/ 

Nadella 
Nadella, S. (2016) “The Partnership of the Future”, 28 June, 
Slate, www.slate.com/articles/technology/future_tense/2016/06/microsoft_ceo_satya_n
adella_humans_and_a_i_can_work_together_to_solve_society.html 

PAI PAI (2016), “TENETS”, Partnership on AI, www.partnershiponai.org/tenets/ 

http://ec.europa.eu/research/ege/pdf/ege_ai_statement_2018.pdf
https://epsrc.ukri.org/research/ourportfolio/themes/engineering/activities/principlesofrobotics/
https://epsrc.ukri.org/research/ourportfolio/themes/engineering/activities/principlesofrobotics/
http://www.fatml.org/resources/principles-for-accountable-algorithms
https://fpf.org/wp-content/uploads/2018/06/Beyond-Explainability.pdf
https://fpf.org/wp-content/uploads/2018/06/Beyond-Explainability.pdf
https://www.blog.google/technology/ai/ai-principles/
http://standards.ieee.org/develop/indconn/ec/ead_v2.pdf
https://blogs.intel.com/policy/files/2017/10/Intel-Artificial-Intelligence-Public-Policy-White-Paper-2017.pdf
https://blogs.intel.com/policy/files/2017/10/Intel-Artificial-Intelligence-Public-Policy-White-Paper-2017.pdf
http://www.itic.org/resources/AI-Policy-Principles-FullReport2.pdf
http://ai-elsi.org/wp-content/uploads/2017/05/JSAI-Ethical-Guidelines-1.pdf
http://ai-elsi.org/wp-content/uploads/2017/05/JSAI-Ethical-Guidelines-1.pdf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07517.pdf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81310.pdf
http://www.montrealdeclaration-responsibleai.com/
http://www.slate.com/articles/technology/future_tense/2016/06/microsoft_ceo_satya_nadella_humans_and_a_i_can_work_together_to_solve_society.html
http://www.slate.com/articles/technology/future_tense/2016/06/microsoft_ceo_satya_nadella_humans_and_a_i_can_work_together_to_solve_society.html
http://www.partnershiponai.org/te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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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nski 

Polonski, V. (2018) “The Hard Problem of AI Ethics - Three Guidelines for Building 
Morality Into Machines” , 28 February, Forum Network on Digitalisation and 
Trust, www.oecd-forum.org/users/80891-dr-vyacheslav-polonski/posts/30743-the-hard-
problem-of-ai-ethics-three-guidelines-for-building-morality-into-machines 

Taddeo and 
Floridi 

Taddeo, M. and L. Floridi (2018), “How AI can be a force for good”, Science, 24 
August, Vol. 61/6404, pp. 751-
752,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61/6404/751 

The Public 
Voice 
Coalition 

UGAI (2018), “Universal 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ublic Voice 
Coalition, https://thepublicvoice.org/ai-universal-guidelines/ 

Tokyo 
Statement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Center (2017), “The Tokyo Statement 
– Co-operation for Beneficial AI”, www.ai.u-tokyo.ac.jp/tokyo-statement.html 

Twomey 
Twomey, P. (2018), “Toward a G20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 CIGI Papers, No 178,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www.cigionlin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aper%20No.178.pdf 

UNI 
UNI Global Union (2017), “Top 10 Principles for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www.thefutureworldofwork.org/media/35420/uni_ethical_ai.pdf 

여러 이니셔티브가 인공지능 개발을 가이드하기 위한 유용한 원칙을 개발했고(표 5.1),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술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칙 중 상당

수는 다자간 프로세스에서 개발되었고, 기술, 민간 부문, 정부, 학계 및 노동 등 5개 커뮤니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기술 커뮤니티에는 Future of Life Institute, IEEE, 일본 인공지능 협회 

(Japanese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의 공정성, 책임성 및 투명성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Machine Learning), 및 컴퓨팅 기계 협회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 등이 있다. 민간 분야의 예로는 AI 파트너십 (Partnership on AI), 정보 산업 

기술이사회 (Information Industry Technology Council), 및 Microsoft의 최고 경영자 Satya Nadella 

등이 있다. 정부 수준에서는 일본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세계 

과학 기술 윤리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공학 및 물

리 과학 연구 이사회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등이 있다. 학계에서는 

몬트리올 대학교 (Université de Montréal) 및 H5의 최고 경영자이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Harvard Kennedy School)의 AI Initiative of the Future Society의 특별 자문위원인 니콜라스 에코

노무 (Nicolas Economou)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UNI 글로벌 유니온 (UNI Global Union)은 노동계

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니셔티브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부각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음을 포함한 지침을 개발했다. 

즉, 인간의 가치와 권리, 차별 금지, 인식과 통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 안

전과 보안, 기술,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무 및 책임, 전체 사회 대화 및 측정 등이다. 

2018년 5월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는 인공지능에 대

한 신뢰와 채택을 도모하는 공공정책 및 국제 협력 원칙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OECD 전문가 그

http://www.oecd-forum.org/users/80891-dr-vyacheslav-polonski/posts/30743-the-hard-problem-of-ai-ethics-three-guidelines-for-building-morality-into-machines
http://www.oecd-forum.org/users/80891-dr-vyacheslav-polonski/posts/30743-the-hard-problem-of-ai-ethics-three-guidelines-for-building-morality-into-machines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61/6404/751
https://thepublicvoice.org/ai-universal-guidelines/
http://www.ai.u-tokyo.ac.jp/tokyo-statement.html
http://www.cigionlin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aper%20No.178.pdf
http://www.thefutureworldofwork.org/media/35420/uni_ethical_ai.pdf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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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AIGO)을 설립했다 (OECD, 2019 [2]). 이 작업은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OECD, 

2019 [3]) 작성에 정보를 제공했고, 42개국 정부가 2019년 5월 22일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가 이니셔티브 

인공지능 국가 정책 대응 개요 

많은 국가들이 인공지능에서 리더십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및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전략과 이니셔티브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실행해야 하는 

목적과 대상을 설정한다. 흔히 정부의 역할은 모두를 한데 모으고 촉진하는데 있다. Box 5.1은 국

가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윤리 문제에 대해 특정 공공 기관을 만들거나 책임을 부여했다. 

Box 5-1 국가들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발전시키는가? 

포터 (Porter)는 특정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얻기 위한 4가지 결정 요인을 제시했다. 즉, i) 요소 

조건, ii) 수요 조건, iii) 관련 및 지원 산업, iv) 확고한 전략, 구조 및 경쟁 등이다. 포터는 기업이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 산업 발전 과정의 네 가지 결정 

요인을 지지하고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 

 요소 조건: 이 결정 요인은 지리적 위치, 숙련된 노동력의 가용성, 교육 수준 및 연구 

역량에 달려 있다. 각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즉, i)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ii) 대학에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 및 

박사 학위 개설, 및 과학 분과학문에서 인공지능 과정을 포함시키는 정도 조정, iii) 

인공지능 전문가를 위한 비자 확대 등 국내외 인재 유치 등이다. 

 수요 조건: 여러 국가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전략적 부문으로 특히 운송, 의료 및 

공공 서비스 등을 지목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특정 산업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에서 일부 정부는 

공공 조달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확성 또는 견고성 등 특정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관련 및 지원 산업: 인공지능 경쟁력에는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데이터, 컴퓨팅 성능 

및 광대역 연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인공지능 중심 기술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중소기업(SME)을 위한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 인공지능에서 민간 투자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이 

취하는 접근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민간 투자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 

작성. ii) 국제 인공지능 기업이 인공지능 실험실 개소 등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도록 장려, 

iii)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정책 

접근법 실험 등이다. 

또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잘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을 보

장하기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French AI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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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해 국무 총리실 내에 인공지능 조정 기능을 구축했다. 

출처: Porter (1990[4]),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https://hbr.org/1990/03/the-

competitive-advantage-of-nations. 

 

아르헨티나 

2019년 7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10개년 국가 인공지능 전략 발표를 계획했다. 이는 2018년 

Argentina Digital Agenda 2030 및 Argentina’s Innovative Plan 2030의 일환으로 과학 기술부 및 

생산성 혁신부에서 실시한 평가 단계를 거쳤다.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주제 우선순위에는 인재 

및 교육, 데이터, R&D 및 혁신, 슈퍼 컴퓨팅 인프라,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조치, 및 데이터 사용

에 대한 민관 협력 촉진 등이 있다. 주제 우선순위에는 공공 서비스 및 제조 (인공지능 개발의 대

상 부문)도 포함된다. 전략의 교차적 주제는 i) 투자, 윤리 및 규정, ii) 의사 소통 및 인식 구축, iii) 

국제 협력 등이다. 

이 전략은 7개 부처가 관여하며 각 주제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혁신 허브

(Al Innovation Hub)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각 주제별 우선순위에는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

는 목표와 지표를 정의하는 전문가 조정 그룹이 있다. 

호주 

호주 정부는 2018-2019년 예산으로 2800만 호주 달러(2천 1백만 미국 달러) 이상을 배정하여 호

주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다음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i) 

인공지능에 중점을 둔 협동 연구 센터 (Co-operative Research Centre) 프로젝트 (1800만 미국 달

러), ii) 인공지능 중심의 장학금 (1백만 미국 달러), iii)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자원 개발 (110만 미국 달러), iv) 인공지능의 산업, 일자리 기회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및 교육

과 훈련에 대한 도전과 함의를 연구하는 인공지능 기술 로드맵 개발 (25만 미국 달러), v) 사례 연

구 접근법을 사용한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 (36만 7천 미국 달러), 및 vi) 인공지능 표준 

로드맵 개발 (산업계의 자금 매칭을 통한 7만 2천 미국 달러) 등이다. 

또한 산업혁신과학부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가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에 따른 호주의 기회, 

위험 및 결과를 연구하는 호주 아카데미 이사회 (Australian Council of Learned Academies)의 임

무가 포함된다. 또한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2018년 7월 인권

과 기술의 관계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슈 페이퍼와 국제 회의가 포함되며, 2019-

2020년을 위한 최종 보고서가 계획되었다. 

브라질 

브라질의 디지털 변혁 전략인 2018년 3월의 E-Digital은 브라질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발전

시키기 위해 디지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조정한다. 특히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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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E-Digital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잠재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Brazil, 

2018 [5]). E-Digital은 또한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혁신 (RD&I)과 능력 배양에 대한 자원 배분에 

우선순위를 둔다. 브라질은 2019년에 특정 인공지능 전략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

술 표준화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mmunication)는 2014년부

터 2019년 초까지 인공지능 프로젝트 16개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59개에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연방 차원에서 39개 이니셔티브가 전자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

니셔티브는 특히 사회 복지, 시민 서비스, 취업 광고 등 행정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소인 인공지능고등연구소 (Artificial Intelligence 

Advanced Institute)가 2019년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합동 인공지능 RD&I 프로젝트에서 산학 

연계를 촉진한다. 특히, 농업, 스마트 도시, 디지털 거버넌스, 인프라, 환경, 천연 자원, 보안 및 방

위와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 

캐나다는 2017년 3월 범 캐나다 인공지능 전략 (Pan-Canadian AI Strategy)을 출범하면서 인공지

능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IFAR, 2017 [6]). 이 전략은 비영리단체인 캐나

다 고등연구재단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이 주도하고 정부의 1억 2천 5백만 

캐나다 달러 (1억 미국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5년 동안 이 자금으로 캐나다의 인적 자본을 

확대하고,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공공 및 민간 부문 응용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범 캐나다 인공지능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연구원 및 유능한 대학원생을 증가시킨다. 

2. 캐나다의 3대 주요 AI 연구소 즉, 에드몬튼의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몬트

리올의 Montreal Institute for Learning Algorithms 및 토론토의 Vector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의 과학적 우수성을 상호 연결하는 노드를 구축한다. 

3. AI in Society의 글로벌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정

책적 및 법적 함의에 관한 글로벌 사고 리더십을 개발한다. 

4.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연구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가연구이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를 통해 7년간 총 5천

만 캐나다 달러 (약 4천만 미국 달러) 규모의 연구 투자로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그

램에 응용하도록 지원한다. 즉, 데이터 분석, 설계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캐나다 토착 

언어, 캐나다의 대학과 연방 센터 클러스터 및 협업 센터 지원, 및 국제 파트너와의 전략적 파트

너십 등이다. 

이 연방 기금 외에도 퀘벡 정부는 몬트리올의 인공지능 공동체에 1억 캐나다 달러 (8천만 미국 

달러)를 배정하였고, 온타리오는 Vector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 5천만 캐나다 달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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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미국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Canadian First Research Excellence Fund은 딥 러닝에 

대한 최첨단 연구를 위해 Université de Montréal, Polytechnique Montréal and HEC Montréal 등 3

개 대학에 9,360만 캐나다 달러 (7,500만 미국 달러)를 할당했다. 페이스북 및 ElementAI 같은 기

타 역동적인 민간 기업도 캐나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퀘벡 정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세계 관측소를 만들 계획이다 (Foles 

de recherche du Québec, 2018 [7]). 2018년 3월 워크샵에서 관측소의 의무와 잠재적 모델, 관리 

방식, 자금 조달 및 국제 협력, 그리고 관심 분야 및 집중할 문제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퀘벡 

정부는 관측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백만 미국 달러 (370만 미국 달러)를 할당했다. 

또한 캐나다는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와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에 새로운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패널(IPAI) 창설을 위해 협력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 패널의 임무는 인간 중심, 인권, 포용, 다양성, 혁신 및 경제 성장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채택을 지원하고 가이드 하는 것이다. 

중국 

2016년 5월 중국 정부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보산업기술부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및 중국 사이버공간청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이 공동으로 

작성한 3개년 국가 인공지능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은 2015년에 2016-18년 혁신적인 인터넷 

관련 기술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Internet Plus 이니셔티브에 포함되었

다 (Jing and Dai, 2018[8]). 이니셔티브는 i) 인공지능 하드웨어 용량 향상. ii) 강력한 플랫폼 생태

계, iii) 중요한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응용, iv)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인공지능 업계의 R&D를 통해 2018년까지 150억 미국 달러 규모

의 시장 창출을 계획했다 (China, 2016 [9]). 

2017년 중반,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에 관한 지침 (Guideline on Next Generation AI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여, 각 기간의 산업 목표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i) 2020년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주도 경제 성장, ii) 2025년까지 기

본 이론의 주요 돌파구와 지능형 사회 구축, iii)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혁신 센터가 

되고 인민폐 1조 위안 (1500억 미국 달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China, 2017 [10]). 이 계획의 실

행은 정부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지원 및 사기업의 역동성으로 인공지능에서 

리더십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15%를 차지하는 전략적 산업

으로 "차세대 정보 기술 (new-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계획 (2016-20)에서 "AI 2.0"을 포함한 16개 "과학 및 기술 혁신 2030 메가프

로젝트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2030 Megaprojects)"를 추진하여 과학 기술 혁신 리더

로 변신할 야망을 피력했다. 이 계획은 공공 부문에서의 추진을 자극했다 (Kania, 2018 [11]). 이 

계획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비전, 음성 및 생체 인식,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및 스마트 컨

트롤을 비롯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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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 중국은 국가 인공지능 표준화 그룹과 국가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 그룹을 설립

했다. 동시에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산업 제2부 (National Standardisation Management 

Committee Second Ministry of Industry)는 인공지능 표준화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정보산업기술부의 소속 기관인 중국전기표준화연구소 (China Electronic Standardisation Institute)

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China, 2018[12]). 

인공지능에 대한 중국 민간 기업의 관심은 최근의 정부 지원보다 더 먼저 시작되었다. 바이두, 알

리바바(Alibaba) 및 텐센트(Tencent)와 같은 중국 기업은 인공지능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중국 업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통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앙 정부는 기본 알고리즘, 

개방형 데이터 및 개념 작업에 중점을 둔다. 시 정부들은 지자체 수준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공

개 데이터 사용에 중점을 둔다. 

체코 

체코 정부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인공지

능 구현에 관한 연구를 요청했다. 체코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기술센터 (Technology Centre of the 

Academy of Science of the Czech Republic), 체코 프라하 기술대학 (Czech technological university 

in Prague) 및 체코 과학아카데미의 국가법률 연구소 (Czech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State and Law)의 학계 전문가 팀이 체코 인공지능 개발 잠재력 분석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zech Republic) 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OGCR, 2018 [13]). 이 보고서는 i) 체코의 인공지능 구현의 현재 상태, ii) 체코 노동 시장에 대한 

인공지능의 잠재적 영향, iii) 체코 내 인공지능 개발의 윤리적, 법적 및 규제 측면을 설명하고 있

다. 

덴마크 

덴마크는 덴마크의 디지털 성장 전략 (Strategy for Denmark’s Digital Growth)을 2018년 1월에 발

간했다. 이 전략은 덴마크가 디지털 선두주자가 되고 이러한 변혁에서 모든 덴마크 국민이 함께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전략적 초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즉, i)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디지털 허브 구축, ii) 중소기업에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개발 및 디지털화 지원, 

iii)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Technology Pact에서 교육 기관 설립, iv) 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및 v)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실험을 촉진하는 유연한 규정 개발 등이다. 덴마크 정

부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억 덴마크 크로네 (1억 6천만 미국 달러)를 할애했다. 

이 예산은 2018년 7,500만, 2019-25 1억 2,500만 덴마크 크로네로 나누어 집행된다. 이 예산의 가

장 큰 부분은 기술 개발 이니셔티브에 배정되며 그 다음으로 디지털 허브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덴마크, 2018 [14]).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전자 거버넌스 시스템의 

다음 단계를 계획 중이다. 또한 전자 의료 및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을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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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는 삶과 도시를 개선하고 인간의 가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 면에서 에

스토니아는 윤리, 책임, 청렴성 및 책무의 핵심 가치를 목표로 한다.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에 중

점을 두며, 무결성 및 책무 위험을 완화하는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한 집행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 사업은 2018년에 계획되어 있다. 

자율 주행 차량 StreetleGAL은 2017년 3월부터 에스토니아의 공공 도로에서 테스트되었다. 에스

토니아는 인공지능의 합법화를 논의한 최초의 정부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알고리즘에 소유주를 

대신해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위임권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16년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책무 문제와 인공지능 입법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통신

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및 Government Office 공동의 태스크포스

를 만들었다 (Kaevats, 2017[15]; Kaevats, 25 September 2017[16]). 

핀란드 

핀란드는 인공지능과 함께 안전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계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

공하며, 인공지능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번영과 성장 및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10월에 발간된 인공지능 전략인 핀란드의 인공지능 시대 (Finland’s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는 교육받은 인구, 첨단 디지털화 및 공공 부문 데이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

이다. 동시에 이 전략은 연구 및 투자에 있어 국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핀란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2035년까지 국가 경제 성장을 두 배로 확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성장, 생산성 및 복지를 위한 8가지 주요 조치는 같다. 

i) 회사의 경쟁력 제고, ii) 모든 부문의 데이터 사용, iii) 인공지능 채택의 가속화 및 단순화, iv) 최

상위 전문 지식 확보, v) 대담한 결정과 투자, vi) 세계 최고의 공공 서비스 구축, vii) 새로운 협력 

모델 수립, 및 viii) 핀란드를 인공지능 시대의 트렌드 세터로 만들기 등이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

능을 사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 이민국 (Finnish 

Immigration Service)은 오로라 (Aurora)라는 국가 고객 서비스 로봇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국어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 (Finland, 2017 [17]). 

2018년 2월에 정부는 인공지능 연구 및 상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기관을 만들었다. 이 기

관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2억 유로 (2억 3,500만 미국 달러)의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배분할 것이다. 핀란드는 약 250개의 회사가 인공지능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여기에

는 핀란드의 의료 산업 조직 및 의료 시스템의 전문가 및 환자와 관련된 심층 개혁이 포함된

다 (Sivonen, 2017[18]). 핀란드 정부 기금의 핀란드 국립 기술연구센터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및 핀란드 기술 및 혁신 기금청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역할 또한 확장될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2018년 3월 29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

다. 프랑스가 인공지능 연구 및 혁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5억 유로의 공공 기금을 

인공지능에 할당한다. 이 조치는 주로 Cédric Villani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Villani, 2018[19]). 이 전략은 공공 연구 및 교육 투자,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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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연계된 세계적 수준의 연구 허브 구축, 및 해외에서 일하는 외국인 및 프랑스 엘리트 인공

지능 연구원 유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의 접

근법은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건강, 환경, 운송 및 방위 분야의 응용에서 시작하

여 인공지능을 기존 산업 갱신에 사용하는 데 목표를 둔다. 민간 및 공공 행위자 간에 "데이터 공

유 (data commons)" 형성, 데이터 마이닝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보건 및 산업 파트

너로서 공공 부문 데이터의 공개 등을 통해 데이터 접근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전략은 인공지능에 의해 유도되는 와해를 위한 초기 계획도 제시하고 하며, 유럽 외부로

의 데이터 전송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Thompson, 2018[20]). 정부 전체에 걸쳐 인공지능 

응용에 관한 약 30명의 자문 전문가팀으로 중앙 데이터 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전략에 명시된 윤

리적 및 철학적 경계에는 알고리즘 투명성이 핵심 원칙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가

나 공적 자금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은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프라이버시 및 기타 인권 존중은 "

설계 단계 (by design)"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전략은 또한 인공지능에 위협받는 직업군에 대

한 직업 훈련을 개발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정책 실험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창출

한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요청한다. 인공지능 및 일자리에 대한 프랑스의 보고서

도 3월 하순에 발표되었다 (Benhamou and Janin, 2018[21]). 

독일 

독일 정부는 2018년 12월 인공지능 전략을 시작했다 (Germany, 2018[22]). 독일은 연구 결과를 신

속하고 포괄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에 이전하고, "독일제 인공지능 (AI made in Germany)"이 강력한 

수출 상품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마크가 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선두가 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새로운 연구 센터, 프랑스 - 독일 연구 협력 개선 클

러스터 개발을 한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인프라 요구 사항, 향상된 데이

터 접근, 기술 개발, 오용 방지를 위한 보안 및 윤리적 차원을 다룬다. 

2017년 6월, 연방 기술 디지털 인프라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는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개발했다. 이 부처의 윤리위원회가 작성한 이 지침은 자율 주행 

차량에 내장하는 프로그램된 의사 결정을 위한 15가지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누구

의 생명을 우선시할 것인가 (일명 "트롤리 문제")를 포함한 윤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려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율 주행 차량은 모든 인간의 삶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선택이 필요한 경우, 자율 주행 차량은 나이, 인종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더 

적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도록 선택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 할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Germany, 2017[23]). 

헝가리 

헝가리는 2018년 10월에 국가 기관, 선도적인 IT 기업과 대학 간 파트너십으로 인공지능연합(AI 

Coalition)을 창설했다. 이 연합은 헝가리를 인공지능 혁신자로 만들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약 70개의 학술 연구 센터, 기업 

및 국가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분야별 협력을 위한 포럼으로 간주된다. 

Budapest Technology and Economics 및 Eötvös Loránd Universities는 유럽에서 인공지능 온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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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AI4EU에 2천만 유로 (2,350만 미국 달러)를 투자하는 컨소시엄

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 

인도는 2018년 6월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인도가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및 포용적 성장을 보장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이 보

고서는 이 포용적인 접근법을 #AIFORALL이라고 명명했다. 이 전략은 의료, 농업, 교육, 스마트 도

시 및 교통 등의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 전략적 초점을 맞춘다. 인도의 연구 역량이 약하고 데이

터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공지능의 완전한 잠재력 실현에 도전과제로 지목된다. 이 전략은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안한다. 인도는 2계층의 연구 기관 (기본 및 응용 연구 포괄)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인력을 위한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목표 데이터 세트 및 스

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션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을 위

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India, 2018[24]).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디지털청 (Agency for Digital Italy)의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시민을 위한 인

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e Citizens)"을 2018년 3월에 발간했다. 공공 행정이 인공지능 기

술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공공 서비스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

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윤

리, 기술, 데이터 가용성 및 영향 측정 등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는 분류된 데이터, 알고리즘 및 

학습 모델을 위한 국가 플랫폼 촉진, 기술 개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역량 센터 및 학제적 연구

센터의 설립 등의 권고안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인공지능에 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모

든 유럽 국가들 간에 통제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지침과 프로세스를 제창할 것

을 촉구했다 (Italy, 2018[25]). 

일본 

일본 내각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업의 응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4월 인공지

능기술 전략이사회 (Strategic Council for AI Technology)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 3월에 

중요한 이슈들을 확인한 인공지능 기술 전략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trategy)을 발간했

다. 여기에는 투자를 늘리고, 데이터 사용 및 접근을 촉진하며, 인공지능 연구자 및 엔지니어의 

수를 늘릴 필요가 포함된다. 또한 이 전략은 인공지능이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영역으로 보건, 의료 및 복지, 이동성, 정보 보안 등을 제시한다 (Japan, 2017[26]). 

2018년 6월 일본 내각부 (Cabinet Office)가 출판한 통합 혁신 전략 (Integrated Innovation 

Strategy)은 일련의 인공지능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Japan, 2018[27]). 이 전략에는 인공지능의 윤

리적, 법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자간 논의도 포함된다. 이를 계기로 내각부는 2019년 4월에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위한 사회적 원칙들 (Social Principles for Human-centric AI)을 발간했다 

(Japan, 2019[28]). 

일본은 2016년 4월에 다카마쓰에서 개최된 G7 ICT 각료회의 (G7 ICT Ministerial meeting)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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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연구 개발을 위한 공유 공식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네트워크 사회를 향한 컨퍼런스 

(Conference toward AI Network Society)라는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국제 토론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침 초안 (Draft AI R&D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이 2017년 7월에 일본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에서 발간되었다. 이 지침서는 주로 인공

지능 네트워크의 이점과 위험 간에 균형을 잡고, 기술 중립성을 보장하며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지침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구자와 개발자가 고려해야 하

는 9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Japan, 2017[29]). 표 5.2에 지침의 요약이 제시되어 있다. 이 컨퍼런

스는 토론의 결과물로서 2018년 7월 인공지능 활용 원칙 초안 (Draft AI Utilization Principles)을 

발간하였다 (Japan, 2018[30]). 

 

표 5-2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침에 제시된 연구개발 원칙 

원칙: 개발자의 수행 내용: 

I. 협업 인공지능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 및 상호 운용성에 주의한다. 

II. 투명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입/출력의 검증 가능성과 의사 결정의 설명가능성에 

주의한다. 

III. 제어성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어가능성에 주의한다. 

IV. 안전 
인공지능 시스템이 액추에이터나 기타 장치를 통해 사용자 또는 제 3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V. 보안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에 주의한다. 

VI.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자 또는 제 3 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VII. 윤리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VIII. 사용자 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자를 지원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IX. 책무성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한다. 

출처: Japan (2017[29]), Draft AI R&D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www.soumu.go.jp/main_content/000507517.pdf.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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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 정부는 2016년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 (Intelligent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을 발간했다.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관련 정보 기술 분야에 

2020년까지 1조원 (9억 4천만 미국 달러)의 공적 투자를 발표했다. 이 전략은 새로운 지능형 정

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2.5조원 (23억 미국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전략에 따른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언어-시각-공간-

감성 지능 기술 분야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 핵심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둘째, 인공지능 관

련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 기업 및 연구 기관의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을 촉진

한다 (Korea, 2016[31]). 

2016년 12월 한국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Mid- to Long-Term Master Plan in 

Preparation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을 발간했다. 이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변

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 중심의 지능형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IT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IT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으며 사회 정책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계획을 실행하

기 위해 정부는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있다 (Korea, 2016[32]). 

2018년 5월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2.2조원 (20억 

미국 달러)를 투자하는 국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6개의 인공지능 연구 기관 설립. 4,500

개의 인공지능 장학금 및 단기 집중 훈련 과정을 통한 인공지능 인재 개발, 및 인공지능 칩 개발 

가속화 등이 포함된다 (Peng, 2018[33]).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2004년 과학기술이사회 (National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능형 시

스템의 개발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연구 센터를 설립했다. 

2018년 6월 "멕시코의 인공지능 전략을 향하여 : 인공지능 혁명 활용 (Towards an AI Strategy in 

Mexico: Harnessing the AI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다.1 이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

코가 옥스퍼드 인사이트 (Oxford Insight)의 "인공지능 준비 지수 (AI Readiness Index)"에서 35개 

OECD 국가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 점수는 디지털 기술에서 정부 혁신까지 9가지 측정 

지표의 평균으로 도출했다. 멕시코는 공공 데이터 정책 및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점수가 높지만 

기술적 역량, 디지털화 및 공공 부문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멕시코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고 구축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정부의 다섯 가지 부문, 즉 공공 서비스, R&D, 역량, 기술 및 교육, 데이터 및 디지털 인프

라, 윤리 및 규제 등을 다룬다 (Mexico, 2018[34]). 

네덜란드 

2018년 국가 디지털화 전략 (National Digitalisation Strategy)의 채택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사회 경제적 기회를 활용한다. 둘째, 역량, 데이터 정책, 신뢰 및 탄력성,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5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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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및 윤리 (예 : 자율성 및 동등한 대우에 대한 알고리즘의 영향) 및 인공지능 중심의 연구 

및 혁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강화한다. 2018년 10월 네덜란드의 산업 및 학계 연합인 “AI 

for the Netherlands” (AINED)는 국가 인공지능 계획의 목표와 행동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인공

지능 인재 및 기술뿐만 아니라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 촉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인공지능 중심의 비즈니스 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에서 인공지능의 대규모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및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주요 부문과 가치 사슬에서의 공공-민간 협력을 장려하고, 네덜란드를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 연구 

센터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 중반 이전에 인공지능을 위

한 범 정부 전략적 추진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INED 보고서, EU 조정 계획 및 유럽위원회 

(EC) 고위급 전문가 그룹 (High-Level Expert Group on AI) (AI HLEG)의 논의 등을 검토하였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르웨이 디지털 어젠다 (Digital Agenda for Norway) 및 연구 및 

고등교육을 위한 장기 계획(Long-term Plan for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을 인공지능 이니

셔티브로 채택했다. 

 Norwegian Univers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의 Norwegian Open AI-lab 같은 여러 

인공지능 실험실의 설립. Open AI-lab 은 여러 기업이 후원한다. 이 연구소는 노르웨이가 

국제적으로 강력한 입지를 가진 에너지, 해상, 양식업, 통신, 디지털 뱅킹, 건강 및 생체 

의학에 중점을 둔다. 

 2019 년 예산안 1 억 3 천만 노르웨이 크로네 (1,600 만 미국 달러)가 배정된 Learning for Life 

기술 개혁 프로그램으로 인력이 인공지능, 의료 및 기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 기관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기계에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통 카탈로그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집합을 등록해야 하는 공공 데이터 

전략. 

 인공지능의 사용을 규율하는 지침과 윤리 원칙을 개발하는 플랫폼. 

 차량 운전자가 없는 테스트 주행을 포함하여 자율 주행 차량 시험을 허용하는 규제 개혁.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2017년 7월 러시아 연방의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of the Russian 

Federation)라는 제목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R&D 활동을 촉진하는 유리한 법적 

조건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개발 활용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또한 국영 기업이 전국의 연구 

커뮤니티 (역량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한다. 추가로, 인공지능 기

술에 대한 국가 표준 개발 활동을 장려한다 (Russia, 2017[35]). 디지털 전략에 앞서 정부는 다양

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개발할 도구를 만들었다. 러시아 인공지

능 협회 (Russian AI Association)는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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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2016년에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새로운 산업을 자극하고 경제를 

다변화하며, 공공-민간 사업 모델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석유 수익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

이기 위한 경제 개혁 계획을 제시한다. Vision 2030은 디지털 변혁을 데이터, 인공지능 및 산업 자

동화를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한다. 혁신 센터 출범을 비롯한 우선순위 

부문에는 의료, 정부 서비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수자원, 제조업, 이동성 및 운송 등이 포함된

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고속 광대역 및 5G 구축, 데이터 접근 및 보안을 포함하는 인공지능을 가능하

게 하는 생태계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솔루션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스마트 도시 프로젝

트를 통해 인공지능 개념 및 솔루션을 조기에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시작된 스

마트 시티 메가프로젝트 NEOM의 추진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1.8조 사우디 리

얄 (5천억 미국 달러)를 투자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또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글로벌 토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2018년 5월 실행을 위한 디

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Digital Economy Framework for Action)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싱가포르를 

디지털 경제의 선도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며, 인공지능을 싱가포르의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는 최첨단 기술로 제시한다 (Singapore, 2018[36]). 

2019년 1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는 싱가포르에서 인공지

능의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모델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모델 프

레임워크는 윤리적 원칙을 구현 가능한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규제 당국과 공공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자 모임인 규제당국자 원탁회의 (Regulators' 

Roundtable)에 의한 논의 보고서 및 국가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조직들은 자발적으로 모델 프

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다. 또한 부문별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이 되기도 한다. 

다자간 윤리적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용에 관한 자문이사회 (Advisory Council on the Ethical 

Use of AI and Data)가 2018년 6월에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싱가포르 정부에 인공지능의 상업

적 활용으로 인한 윤리적, 법적, 규제적 및 정책적 문제에 관해 조언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산업 채택 및 책무성과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를 인공지능 정책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선도적인 지식 센터로 발

전시키기 위해 싱가포르는 2018년 9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용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프로그

램 (Research Programme on the Governance of AI and Data Use)이라는 5개년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싱가포르 관리대학 법학과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인공지

능 및 데이터 거버넌스 센터 (Centre for AI & Data Governance)가 본부이다. 이 센터는 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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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산업 관련 연구에 중점을 둔다. 

스웨덴 

2018년 5월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비즈니스 및 사회에서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in 

Swedish Business and Society)을 발간했다. 스웨덴의 인공지능 연구와 혁신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보고서는 다음의 6가지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즉, i)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발전, ii) 여행 및 운송, iii)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iv) 건강 관리, v) 금융 서비스, vi) 경찰 

및 세관을 비롯한 안전 등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 교육 및 혁신에서 임계량에 도달해야 할 필요

성을 강조한다. 또한 연구 및 인프라 투자, 교육, 규제 개발 및 노동력 이동에 관한 공동 협력을 

촉구한다 (Vinnova, 2018[37]). 

터키 

터키의 연구 관리 및 자금을 위한 최고 기관인 터키 과학기술연구이사회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는 수많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했다. 혁신을 위한 EUREKA 정부 간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한 다자간 통화

를 개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터키의 산업 디지털 변환 플랫폼의 맥락에서 국가 디지털 로

드맵을 개발했다. 이 로드맵의 일부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디지털 기술의 기술적 발전에 중점

을 둔다. 

영국 

2017년 3월에 발간된 영국 디지털 전략 (UK Digital Strategy)은 인공지능을 영국 디지털 경제 성

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UK, 2017[38]). 이 전략은 영국 대학들이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1,730만 파운드 (2,230만 미국 달러)를 할당한다. 정부는 향후 4

년 동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를 47억 파운드 (66억 미국 달러) 증액했고, 그 일부는 산업전략

과제기금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7년 10월 정부는 영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업계 주도의 검토 내용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

는 부분적으로 알란 튜링(Alan Turing)과 같은 선구적인 컴퓨터 과학자들의 업적으로 영국을 인공

지능 전문 지식의 국제 중심지로 파악한다.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내 경제에 5,797억 파운드 

(814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도

구에는 개인 건강 가이드 (Your.MD), 은행 고객을 위해 개발된 채팅 봇 및 어린이의 학습 및 교사

의 개인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플랫폼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Data Trusts 개발을 통한 

데이터 접근 및 데이터 공유 개선과 같은 18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전공의 업계 

후원 마스터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공급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한다. 다른 제안된 우선순위에는 

관련 기관들 간의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컴퓨팅 능력 수요 조정, UK AI Council를 통한 보급 지원 

및 인공지능 주도 결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를 극대화하는 것이 포함된다(Hall and Pesenti, 2017[39]). 

영국 정부는 2017년 11월에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는 인공지능이 영국을 미래 산업

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주요 글로벌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4대 "중대한 도전 과제"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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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파악한다 (UK, 2017[40]). 2018년 4월 영국은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부문 딜 (AI Sector 

Deal)을 발표했다. 즉, 영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세계 수준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9억 5

천만 파운드 (12억 미국 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초점 분

야가 있는데, 기술과 인재, 채택 추진, 및 데이터와 인프라이다(UK, 2018[41]). 

정부는 부문 딜을 이행하고 채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청 (OAI)을 설립했다. 또한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도 설립했다. 이 센터는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환경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데

이터 중심 및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안전하고 도덕적이며 획기적인 혁신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파일럿 데이터 트러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 지식을 활용한 AI Council은 OAI와 긴밀히 협력한다 (UK, 2018[42]). 

미국 

2019년 2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 13859 

(Executive Order 13859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서명하며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American AI Initiative)를 출범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5가지 핵심 분야

의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즉, i)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ii) 인공지능 리소스 활용, iii) 인공지능 

규제 및 기술 표준을 위한 지침 설정, iv) 인공지능 인력 구축, v) 미국 인공지능 연구 및 혁신 지

원, 미국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시장 개방을 위한 국제적 참여 등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 조치의 정점에 있

다. 백악관은 2018년 5월 미국 업계를 위해 최초로 인공지능 서밋 (Summit on AI)을 개최하였고, 

업계의 이해관계자, 학자 및 정부 지도자들이 한 데 모였다. 참가자들은 미국에서 인공지능 혁신

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의 중

요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대중에게 이러한 기술의 작동 방

식과 일상 생활에 주는 이점을 이해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같은 달에 미국인을 위한 인공지

능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American People)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EOP, 2018 [43]), 현 

행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소개했다. 이러한 정책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자금 증가와 드론 및 무인 차량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컴퓨터 과학에 중점을 둔 STEM 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연구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대통령의 2019년 및 2020년도의 연구개발 예산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주요 우선순위로 지정

했다. 특정 분야로는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기본 인공지능 연구 및 교통

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응용 연구개발이 포함된다. 또 다른 연구 우선순위에는 보건

과 인공지능 국립연구소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d AI)의 향상된 건강 분석 및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의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도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및 관련 기

술의 비 기밀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는 2015년 이래 40% 이상 늘었다. 

2018년 9월, 국립과학기술이사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의 인공지능 선정위원

회 (Select Committee on AI)는 국가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전략 계획 (National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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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 계획이 

발표된 이래로 인공지능의 기본 기술, 사용 사례 및 상업적 구현이 빠르게 발전했다. 선정위원회

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계획을 개선하

는 방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는 미래의 미국 노동력 훈련에도 우선순위를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에서 인정

한 견습 과정을 공고화하고 내각 수준의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자료집에 

소개된 정책과 궤를 같이 하여 행정명령에서도 특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의 

STEM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여기서 3억 미국 달러의 민간 기업에서 조성된 보조금에 2억 

달러를 할애했다. 

미국 의회는 2017년 5월에 하원의원인 존 K. 델라니 (John K. Delaney)와 피터 올슨 (Peter Olson)

이 공동 의장을 맡는 초당적 인공지능 간부회의 (Artificial Intelligence Caucus)를 발족했다 (US, 

2017[44]). 이 회의는 학계,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모아 인공지능 기술의 함의를 논의한

다. 미 의회는 연방 인공지능 자문위원회와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안전 기준을 제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간 이니셔티브 

G7 및 G20 

일본 다카마쓰의 2016년 G7 ICT 각료회의에서 일본 총무성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원칙을 발표했

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G7, 2016[45]). 

2017년 9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G7 ICT 및 산업 장관회의에서 G7 국가는 인공지능이 사회

와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잠재적 이익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에 동의하는 

각료 선언문을 발표했다 (G7, 2017[46]). 

캐나다의 2018년 G7 주재하의 G7 혁신 장관 회의가 2018년 3월 몬트리올에서 소집되었다. 여기

서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혁신으로부터의 경제 성장을 지원

하는 상호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인공지능의 신뢰와 채택을 증진시키고 인공지능 개발 및 

구축에서 포용성을 촉진하고자 했다. G7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의 행동을 결의했다.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기본 및 초기 단계의 응용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가 정신 및 자동화를 위한 노동력 준비를 지원한다. 

 사회 문제 해결, 경제 성장 진전, 인공지능의 윤리적 고려사항 조사 및 자동화된 의사 결정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 

 인공지능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이익 및 더 광범위한 함의를 전달하기 위한 대중 인지도 

제고 노력을 지원한다. 

 기술적, 윤리적,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접근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인공지능을 위해 정부 데이터에 대한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한 접근을 

제공한 모범사례 및 사용 사례 공유를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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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대에서 인공지능 개발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본 G7 성명서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한다 (G7, 2018[47]). 

샬러보이 (Charlevoix)에서 2018년 6월, G7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상업적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적절한 기술적, 윤리적, 기술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

시키는 데 동의했다. 

G7 혁신 장관들은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에 관한 다자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긍정적이고 변혁적인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또한 프랑스는 2019년에 G7 의장국으로서 인공지

능 관련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G20의 관심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19년 G20 의장국 일본은 인공지능에 초점

을 맞추었다 (G20, 2018 [1]). 2018년 살타의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Digital Economy 

Ministerial Meeting of Salta)는 “개인과 기업이 5G,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화와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만드는 국가의 역할”을 장려했다. 이 회의는 2019년 의장국 역할을 수

행할 일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른 우선순위 가운데 2018년에 달성한 G20 작업을 지속해 나가

도록 촉구했다. 

OECD 

인공지능의 신뢰와 채택을 위한 OECD 원칙 

2018년 5월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는 사회의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가 그룹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을 설립했다. 설립 목적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와 채택을 도모

하는 공공 정책 및 국제 협력 원칙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원칙들은 OECD 인

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OECD, 2019 [3])의 초석이 되었고, 40개국이 2019년 5월 22일에 지

지를 표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2018년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OECD가 사람에게 봉사하는 인공지

능의 개발과 윤리적 응용을 강조하는 원칙 개발 가능성 관해 다자간 논의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

다. 

인공지능 전문가그룹은 서로 다른 부문과 분과 학문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정부, 기업, 기술 커뮤니티, 노동 및 시민 사회, 유럽 위원회 및 UNESCO가 포함되었다. 네 차례의 

회의가 열렸는데, 2018년 9월 24-25일과 11월 12일, 파리의 OECD에서 두 차례, 2019년 1월 16-

17일 캠브리지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한 차례, 2019년 2월 8-9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서밋 (World Government Summit)에서의 최종 회의이다. 이 그룹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신

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러한 원칙에는 인권 존중,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견고성 및 안전, 책임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 그룹은 또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2019년 상반기에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OECD, 2019[3])의 작성에도 활용되었다. 

OECD AI 정책 저장소 



141 

OECD는 2019년 인공지능의 현재 및 장래 개발 현황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기 위해 AI 정

책 저장소(AI Policy Observatory)를 출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 목적은 정부, 업계, 학계, 기술 전

문가 및 일반 대중을 비롯한 광범위한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전술한 인공지능 원칙 구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저장소는 정책 관련 증거 수집, 토론 및 정부를 위한 지침 제시를 위해 학

제적 증거 기반의 다자간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동시에 OECD 전반에서 일어나는 정책 

관련 인공지능 활동 및 연구 결과에 대해 외부 파트너들에게 단일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위원회 및 기타 유럽 기관들 

2018년 4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인공지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을 발표하며 세 가지 우선 순위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유럽연합의 기술 

및 산업 역량과 인공지능 도입을 경제 전반에 걸쳐 촉진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 경제

적 변화에 대비한다. 셋째, 적절한 윤리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보장한다. 유럽 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유럽에서의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로 투자 효과를 극

대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동으로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27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의 영역에서 약 70개의 개별 조치가 포함된다. 

 전략적 행동 및 조정: 회원국들에게 투자 수준과 이행 조치를 설명하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장려한다.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 극대화: 인공지능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리더 그룹을 통한 전략적 

인공지능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정 기금을 육성한다. 

 실험실에서 시장까지: 연구 우수 센터 및 디지털 혁신 허브를 강화하고 테스트 시설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축한다. 

 역량 및 평생 학습: 인재, 역량 및 평생 학습을 촉진한다. 

 데이터: 보건 데이터를 비롯한 인공지능용 공익 및 산업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촉진하는 공동 유럽 데이터 공간 (Common European Data Space)의 생성을 촉구한다. 

 설계 단계에서의 윤리 및 규제 프레임워크: 윤리적 인공지능의 필요성과 목적 (안전 및 책임 

차원 포함)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조한다. 윤리적 프레임워크는 독립적인 

AI HLEG 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윤리 지침 (AI Ethics Guidelines)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조달 정책을 통해 "설계 단계의 윤리"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 및 변환 등의 공공 부문용 인공지능에 대한 조치를 

개괄한다. 

 국제 협력: 국제적 확장 및 인공지능을 개발 정책에 정착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9 에 

세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다. 

인공지능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위원회는 2018년 6월 인공지능 고위급 전문가그룹(HLEG)을 설립

했다. 학계, 시민 사회 및 업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HLEG에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첫째,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자, 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인

공지능 윤리 지침 (AI Ethics Guidelines)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둘째, 유럽 위원회 및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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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을 위한 중장기 인공지능 관련 개발에 관한 인공지능 정책 및 투자 권고 사항 (이하, "권고 

사항")을 작성하여,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 위원회는 유

럽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장려하기 위해 다자간 포럼인 European AI Alliance

를 설립했다. 누구나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HLEG의 작업에 기여하고 EU 정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8년 12월 HLEG는 첫 번째 초안인 윤리 지침 (Ethical Guidelines)을 발간했다. 지침 초안은 EU 

기본권에 근거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인공지능이 신뢰 가

능하려면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사회 기술적으로 견고해야 한다. 이 지침은 인공지능에 대한 일

련의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 및 이

러한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각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질문으로 변환

하여 이해관계자가 원칙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AI HLEG는 2019년 4월 9일 EC 공식 발표를 위해 의견을 검토하여 

지침을 수정하고 있었다. EC는 본 지침 및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위한 다

음 단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AI HLEG의 두 번째 산출물인 권고안은 2019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이

다. 

2017년 유럽 평의회의 의회에서 기술적 융합, 인공지능 및 인권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각료위원회가 CoE 기구에게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기술이 인권에 제기하는 도전 과제

를 고려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투명성, 책무성 및 프로파일링 등의 문제에 대해 지침

을 요청했다. 2019년 2월, CoE의 각료위원회는 알고리즘 프로세스의 조작 능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머신러닝 도구"의 기능에서 비롯된 "민주 사

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회원국들이 위협에 대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9년 2월 CoE는 "

게임 체인저를 규율하기 - 인공지능 개발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Governing the Game Changer – Imp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on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이라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CoE의 유럽사법재판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the Justice)는 2018년 12월 사법 제도

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유럽 최초의 윤리 헌장을 채택했다. 이 윤리 헌장은 유럽 사법권 내

에서 인공지능 도구 개발에 관한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2019년 법무 및 인권위원회는 인공

지능과 인권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5월 유럽 경제 사회위원회 (EESC)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이 

의견은 EU 이해관계자들이 사회 및 사회 복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 구축 및 사용하도록 요청

했다. EESC는 인공지능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시기와 방법을 인간이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인공지능이 사회적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12개 영역을 제시했다. 이러한 영역에는 윤리, 안전, 투

명성, 개인정보 보호, 표준, 노동, 교육, 접근 권한, 법률 및 규제, 거버넌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전쟁 및 초지능 (superintelligence)도 포함된다. 이 의견은 인공지능 윤리, 적응된 노동 전략 및 

오픈 소스 학습 환경의 유럽 인공지능 인프라를 요청했다. (Muller, 2017[48]). 인공지능에 관한 

EESC 임시 연구 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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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및 발트해 지역 

2018년 5월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의 장관들은 "북유럽 및 발트해 지역의 인공지능 (AI in the 

Nordic-Baltic Region)" 공동 선언서에 서명했다. 이 지역의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페

로 제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올란드 제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디지털 개발 분야에서 유럽의 선도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협력을 함

께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Nordic, 2018[49]). 이 선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봉사를 

제공하도록 인공지능 사용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7가지 중점 분야를 확인했다. 첫째, 각국은 

기술 발전 기회를 개선하여 더 많은 당국, 기업 및 조직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둘째, 

지역 내 시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접근을 향상시

킬 계획이다. 셋째,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침, 표준, 원칙 및 가치를 개발하여 인공지능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할 시기와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 사용의 중심이 되는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가 상호 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 신뢰, 높은 가용성 및 이식성을 가능

하게 하는 표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각국은 디지털 싱글 마켓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유럽의 논의와 이니셔티브의 추진에서 있어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여섯째, 신속한 개발 하에 있는 이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를 피할 것이다. 

일곱째, 관련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북유럽 각료회의를 활용할 것이다. 

국제연합 

2017년 9월, UN 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UN 시스템 내에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센터를 설

립하기 위한 개최국 협정 (Host Country Agreement)에 서명했다.2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25개 이상의 다른 유엔 기관들

과 함께 협력하여 "AI for Good" 글로벌 서밋을 주최했다. 또한 XPRIZE Foundation 및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와 같은 조직과도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2017년 6월 첫 서

밋 이후, ITU는 2018년 5월 제네바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3 

유네스코(UNESCO)는 인공지능의 복잡성과 사회 및 인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윤

리에 관하여 글로벌 대화를 시작했다. 2018년 9월에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으

며, 2019년 3월에 "인공지능을 위한 원칙: 인본주의적 접근을 향하여?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간의 가치를 가진 AI (Principles for AI: "Towards a Humanistic Approach? – AI with Human 

Valu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함께 협력하여 인공

지능 및 관련 기술에 의해 제기된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찰을 촉진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았다. 2019년 4월 UNESCO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11월 UNESCO의 

제40회 총회는 2020-21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1987년에 ISO/IEC JTC 1 공동 기술위원회를 창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5z3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5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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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기업 및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것

이었다. 2017년 10월 소위원회 42 (SC 42)가 JTC 1에 따라 인공지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 SC 42는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SO 및 IEC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한다. 그 활

동에는 공통 프레임워크 및 어휘 제공, 인공지능 시스템의 컴퓨터 사용 방식 및 아키텍처 식별, 

이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위협 및 위험 평가 등이 포함된다 (Price, 2018[50]). 

민간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은 인공지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많은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를 형성했

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많은 부분이 본질적으로 다자간의 성격을 띠지만, 이 절에서는 주로 기

술 커뮤니티, 민간 부문, 노동계 또는 학계에 기반을 둔 경우를 설명한다. 이 목록은 모두를 포함

하고 있지 않다. 

기술 커뮤니티 및 학계 

전기전자협회(IEEE)는 자율 및 지능형 시스템의 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를 출범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

의 구현에 관한 공개 논의를 촉진하고 우선적 가치와 윤리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EEE는 

2017년 12월 윤리를 고려한 설계 (Ethically Aligned Design) 원칙 버전 2를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

을 구했다. 2019년에 설계 지침의 최종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표 5.3) (IEEE, 2017[51]). MIT 

미디어 랩과 함께 IEEE는 2018년 6월에 인공지능 확장이사회 (Extended Intelligence for Council)

를 설립했다. 지능형 시스템의 책임 있는 생성을 촉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재개하며, 국

내 총생산 이외의 경제적 번영에 관한 측정 지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Pretz, 2018[52]). 

 

표 5-3 IEEE의 Ethically Aligned Design (버전 2)에 포함된 일반 원칙 

원칙 목표 

인권 
자율 및 지능형 시스템 (AIS)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복지 우선 

번영의 전통적 지표들은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이 인간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AIS 설계 및 사용에서 복지에 대한 

지표를 우선시한다. 

책무성 AIS 의 설계자와 운영자가 책임을 지고 책무를 다하도록 보장한다. 

투명성 AIS 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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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기술의 오용과 인식 AIS 기술의 오용 위험을 최소화한다. 

출처: IEEE (2017[51]), Ethically Aligned Design (버전 2), 

http://standards.ieee.org/develop/indconn/ec/ead_v2.pdf.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Asilomar AI Principles)은 2017년 1월 삶의 미래 연구소 (Future Life 

Institute) 컨퍼런스의 결과물인 단기 및 장기적인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발전을 

위한 23가지 원칙이다. 아실로마 컨퍼런스는 IEEE, 학계 및 비영리단체가 작성한 토론, 성찰 및 문

서에서 핵심 원칙을 추출했다. 

문제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연구 문제에서는 컴퓨터 과학, 경제학, 법학 및 사회학, 건설

적인 "과학 - 정책 연계" 및 협력, 신뢰 및 투명성의 기술 연구 문화 등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유익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윤리 및 가치의 문제는 인공지

능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이 안전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개인의 자유, 개인정보, 

인간의 존엄성, 권리 및 문화적 다양성, 폭넓은 권한 부여 및 공유된 이익을 보호할 것을 요청한

다. 장기적 쟁점은 특히 미래 인공지능 능력의 상한선에 대한 강력한 가정을 피하고 강인공지능 

(AGI)의 개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다 (FLI, 2017[53]). 표 5.4는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

칙의 목록을 제시한다.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 회사인 OpenAI는 2015년 말에 설립되었다. "안전한 AGI를 구축하고 AGI의 

혜택이 가능한 한 넓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며, 60명의 전임 연구인력을 보유

하고 있다.4 

2015년 Future Society는 세계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The AI initiative)를 창안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학제적인 시민 논의와 토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의 역학, 이점 및 위험을 이해하도록 지원하여 정책 권고

안을 작성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5 

또한 모든 OECD 국가와 많은 파트너 국가에서 수많은 학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MIT 인터넷 정책연구소 (Internet Policy Research Initiative)는 기술 커뮤니티와 정책 커뮤니티 간

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버크만 클라인 센터 (Berkman Klein 

Center)는 2017년에 인공지능의 윤리 및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를 시작했다. MIT 미디어 랩 (Media Lab)의 역할은 알고리즘 및 정의, 자율 

차량 및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5-4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원칙의 제목 발췌) 

 연구 문제 윤리 및 가치 장기적 쟁점 

원칙의 제목 - 연구 목표 - 안전 - 성능 경고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5z5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5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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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조달 

- 연구비 조달 

- 과학 - 정책 연계 

- 연구 문화 

- 인종차별 회피 

- 실패 투명성 

- 사법 투명성 

- 책임 

- 가치 준수 

- 인간적 가치 

- 개인 정보 보호 

- 자유와 사생활 

- 공동 이익 

- 공동 번영 

- 인간 통제 

- 중요성 

- 위험 

- 순환적 자기 개선 

- 공동의 이익 

출처: FLI (2017[53]), Asilomar AI Principles,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 

2016년 9월, Amazon, DeepMindGoogle, Facebook, IBM 및 Microsoft는 인공지능 파트너십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nefit People and Society, PAI)을 개시했다. 이는 인공지

능 기술에 대한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공식화하며, 대중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

공지능 및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과 참여를 위한 공개 플랫폼 역할

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 이래 PAI는 8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제적 이해관계자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회사에서부터 시민사회 대표, 학술 및 연구 기관,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회원의 구성이 다양하다. 

정보기술산업협의회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기술 회

사들의 비즈니스 협회로 회원이 60개사를 넘는다. ITI는 2017년 10월에 인공지능 정책 원칙 (AI 

Policy Principles)을 발간했다 (표 5.5). 이 원칙은 특정 분야에서 업계의 책임을 식별하고, 인공지

능 연구 및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ITI, 2017[54]). 회사들은 개별적으로도 

행동을 취하고 있다. 

 

표 5-5 ITI 인공지능 정책 원칙 

책임: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 촉진 

정부를 위한 기회: 인공지능 

생태계 투자 및 활성화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기회: 평생 

교육 및 다양성 증진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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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디자인 및 배포 

- 안전성과 제어 가능성 

- 견고하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 

- 해석 가능성 

- 자율성으로 인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무성 

-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 유연한 규제 접근법 

- 혁신과 인터넷 보안 증진 

-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글로벌 표준 및 모범 사례 

- 접근의 민주화 및 기회 평등 창출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 노동력 

- 민관 파트너십 

출처: ITI (2017[54]), 인공지능 정책 원칙, https://www.itic.org/resources/AI-Policy-Principles-

FullReport2.pdf. 

 

시민 사회 

전자 개인정보보호 센터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에 의해 설립된 퍼블릭 보이스

(Public Voice) 연합은 2018년 10월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 지침 (Universal 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UGAI)을 발간했다 (The Public Voice, 2018[55]). 이 지침은 늘어나고 있는 지능형 컴퓨

팅 시스템의 도전 과제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설계의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

안을 제안한다. 핵심적으로 UGAI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자

신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6 12가지 UGAI 원칙은 다양한 권

리와 의무를 다룬다. 이는 투명성과 인간의 결정권에 대한 권리, 그리고 식별의무, 공정성, 평가 

및 책무성, 정확성, 신뢰성 및 타당성, 데이터 품질, 공공 안전, 사이버 보안 및 종결 등에 대한 의

무로 구성된다. 또한 비밀 프로파일링 및 일원화된 스코어링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노동 단체 

UNI 글로벌 유니온 (Global Union)은 기술 및 서비스 부문에서 150개국 이상의 2천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표한다. 근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래가 UNI 글로벌 

유니온의 핵심 우선순위이다. 이 조직은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10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다. 

그 목표는 노조, 노조 대표, 및 세계적 연맹이 관련된 단체 협약, 글로벌 기본 협약 및 다국적 연

맹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표 5.6) (Colclough, 2018[56]). 

 

표 5-6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위한 10대 원칙 (UNI 글로벌 유니온) 

1. 인공지능 시스템은 

투명해야 한다. 

근로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과 결과 및 기본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 개발 및 배포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윤리적 블랙박스는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관련 데이터를 

https://www.itic.org/resources/AI-Policy-Principles-FullReport2.pdf
https://www.itic.org/resources/AI-Policy-Principles-FullReport2.pdf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endnotea5z7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edfee77-en/1/2/5/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edfee77-en&_csp_=5c39a73676a331d76fa56f36ff0d4aca&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tablegrp-d1e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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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블랙 박스가 

장착되어야 한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정보도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인공지능은 사람과 

지구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적용 및 사용을 위한 윤리 강령은 전체 운영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 고결성, 

자유, 사생활, 문화 및 성적 다양성의 원칙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권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간 명령 (human-

in-command)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책임 있고, 안전하며 유용해야 하며, 기계가 도구의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사람이 항상 이러한 기계를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성별구분이 없고 

편향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보장해야 

한다. 

인공지능 및 인공 시스템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서 시스템이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인간의 편견에 대해 제어되고, 성별, 인종, 성적 

취향 또는 연령과 같은 편견이 식별되어 시스템에 의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6.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점을 공유해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적 번영은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광범위하고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7. 정의로운 전환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지를 보장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되고 증강 현실이 형성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실직자들이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조치를 포함하여 디지털 현실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8.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다자간 양질의 일자리 및 윤리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관을 설립한다. 이러한 기관에는 인공지능 디자이너, 

제조업체, 소유자, 개발자, 연구원, 고용주, 변호사, 시민사회 단체 및 노동 

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로봇에 대한 책임 

전가를 금지해야 한다. 

로봇은 현존하는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가능한 한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10. 인공지능 군비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 

사이버 전쟁을 비롯한 치명적인 자율 무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UNI 

글로벌 유니온은 의도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결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방하며 노동자와 사회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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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글로벌 협약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간과 기업이 책임 있는 

대리인임을 강조한다. 

출처: Colclough (2018[56]),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 10 Essential 

Ingredients”, https://www.oecd-forum.org/channels/722-digitalisation/posts/29527-10-principles-

for-ethical-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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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이 보고서는 멕시코 주재 영국 대사관의 위임을 받아, 영국 번영기금 (United Kingdom’s 

Prosperity Fund)이 자금을 지원하고 옥스퍼드 인사이트 (Oxford Insights) 및 C 마인드 (C 

Minds)가 작성하였으며, 멕시코 정부의 협력과 멕시코 전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2.  www.unicri.it/news/article/2017-09-07_Establishment_of_the_UNICRI 을 참조할 것. 

← 3. https://www.itu.int/en/ITU-T/AI/ 참조. 

← 4.  https://openai.com/about/#mission 참조. 

← 5.  http://ai-initiative.org/ai-consultation/ 참조. 

← 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thepublicvoice.org/ai-universal-guidelines/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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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의 인공지능
인공지능(AI) 환경은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처음 제기했던 1950년 이후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AI는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 복지 증진, 기후 변화, 자원 부족, 건강 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AI 응용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인간의 가치, 공정성, 인간의 결정,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책임과 관련된 질문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AI 기술, 경제, 활용 사례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 정책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및 가까운 시기에 AI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른 국가 및 

국제 포럼에서의 논의와 조정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출판물은 OECD Going Digital 프로젝트에 대한 공헌입니다.

OECD Going Digital 프로젝트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데이터 중심적인 세계에서 경제와 사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going-digital #GoingDigital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