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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인공지능(AI)이란?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용어는 1956년에 세상에 알려졌지만1) 그 뿌리는
1940년대로 올라감.2)
- AI에 대한 생각은 Alan Turing의 유명한 1950년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튜링의 논문은 "기계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Turing 또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인 ‘Turing
Test’3)를 제안하였음.
◦ 1997년 IBM의 체스 게임 컴퓨터 딥 블루가 세계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를 물리침으로써 AI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알려졌으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음. 그러나 2016년 3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AlpaGo)의 대결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뇌리에 깊게
각인시킨 바 있음.
- 이와 함께, Klaus Schwab이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 인공지능,
생산의 자동화,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용어가 우리의 생활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음.
◦ Wikipedia는 인공지능을 “인간이나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지능과 달리 기계에 의해
표현되는 지능”으로 정의하고 있음.4)
- 우리말로 된 위키백과에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machine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구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5)
1) John McCarthy는 1956년 Dartmouth Conference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되었음.
2) NSTC (2016) p.5 참조
3) Turing Test는 사람과 컴퓨터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사람에게 판단하도록 함. 컴퓨터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사람이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 컴퓨터(기계)는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함.
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intelligence (2020.9.20. 접속)
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인공지능 (2020.9.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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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ell and Norvig(2009)은 인공지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6)
-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예: 인지 아키텍처와 신경 네트워크),
-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예: 자연어 처리를 통한 튜링 테스트 통과, 지식 표현, 자동화된
추리, 학습),
-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예: 논리 해결, 추론 및 최적화)
-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예: 지각, 계획, 추론, 학습,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및 구현 로봇)
◦ Nilsson(2010)은 인공지능에 대해 “인공지능은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활동이며, 지능은
하나의 주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음.7)
◦ Peter Stone 등(2016)은 AI에 대한 Nilsson(2010)의 정의에 기반하여 AI를 ‘예측’과 함께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미국의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AI에
대한 정의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NSTC 2016)
- 어떤 사람들은 AI를 흔히 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느슨하게 정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AI를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어떤 현실
세계의 상황에 부딪히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는 AI를 “시각적 지각, 음성 인식, 언어 번역 등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8)

◦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뉴욕대학(NYU)내에 설립된 연구기관인 AI Now
(2018)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AI)은 정의가 많고
기계학습, 안면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AI가 단순한 기술적 접근 이상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략... 따라서 AI에 대한
6) NSTC(2016)에서 재인용
7) Stone 등 (2016)에서 재인용
8)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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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완전한 정의는 기술적 접근방법, 사회적 관행 그리고 산업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즉, AI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단순하게
정의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A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9)
- 인공지능(AI)은 자신의 환경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시스템을 지칭함.
- AI 기반 시스템은 순전히 소프트웨어 기반일 수 있고, 가상 세계에서 작동하거나(예: 음성
비서,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검색 엔진, 음성 및 얼굴 인식 시스템) 하드웨어 장치(예:
첨단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또는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AI가 내장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 AI HLEG는 EC (2018)의 정의를 토대로 인공지능(AI)을 그 기능과 학문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10)
- AI 시스템의 기능적 측면
∙ AI라는 용어는 지능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은 심리학자,
생물학자, 신경과학자에 의해 긴 시간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기계와 인간 모두에서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AI 연구자들은 대부분 합리성(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이는
최적화해야 할 특정 기준과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함. 물론 합리성은 지성의 개념에 있어서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지성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임.
∙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교과서 중 하나11)에 따르면, AI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AI 시스템이 어떻게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AI는 시스템이
일부 센서를 통해 주어진 환경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인식되는 것에
대해 추론하거나 또는 이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처리하고,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하며, 그 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됨. AI 시스템은 상징적 규칙을 사용하거나
숫자 모델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전의 행동에 의해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도 있음. ([그림 1] 참조)

9) European Commission (2018)
10) AI HLEG (2019a)
11) Russel and Norvi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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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I 시스템의 개략적 모습

자료: AI HLEG (2019a) p.2에서 인용

- AI 시스템의 학문영역
∙ 앞서 살펴본 다양한 AI의 기능은 추론기능과 학습기능으로 그룹화될 수 있음.
∙ 추론과 의사결정에는 지식 표현과 추론, 계획, 스케줄링, 검색 및 최적화가 포함되어 있음.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것을 모델링하여 추론을 하게 됨.
여기에는 상징적인 규칙을 통한 추론, 계획 및 스케줄링 활동, 큰 솔루션 세트를 통한 검색,
문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해결책들 간의 최적화가 포함되며, 마지막 단계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임.
∙ 학습(Learning)에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신경 네트워크(neural network),
심층 학습(deep learning) 및 많은 다른 학습 기법이 포함됨. 기계학습에는 감독학습(supervised
learning), 이전학습(transfer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등이 있음.
감독학습은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시스템을 교육하는 기계학습 기법으로서, 원하는
출력쌍(output pairs)과 샘플 입력의 교육 세트를 통해 이루어짐. 이전학습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얻은 지식을 저장하고 이를 다른 관련 문제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학습세트가 적은수인 반면 그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 경우에 종종 사용됨.
즉 대규모 의학 이미지 데이터를 스캔해서 종양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음.
강화학습은 투입쌍과 산출물쌍에 대하여 감독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보상’ 또는
‘징벌’을 가함으로써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기계학습의 하위 영역임.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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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I의 하부 분야 및 하부 분야들 간의 관계

자료: AI HLEG (2019a) p.5에서 인용

◦ AlgorithmWatch (2019)는 AI보다는 자동화된 의사결경(Automated Decision- Making,
ADM)에 주목하고 있음.
- 모든 사람들이 A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AI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괄하는 용어여서 현재 사회가 당면한 이슈를 다루는 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봄. 또한
'지능(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인간다운 자율성과 의도성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기계에 기초한 절차로 귀속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표시하기에는 절절하지 않음.
- 따라서 AlgorithmWatch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인 자동화된 의사결정(ADM)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규칙 기반 분석 절차처럼 자동화된 의사결정(ADM)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Access Now는 AI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AI는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사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야로 간주되며 기계 학습, 로봇 공학, 신경망, 비전, 자연어 처리 및
음성 처리와 같은 많은 하위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하위 분야 간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12) ([그림 3] 참조)

12) Acess Now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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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I에서의 개념들 간의 관계

자료: Access Now (2018) p.10

◦ 또한,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강인공지능(Strong AI)과 약인공지능(Weak AI)으로 구분될 수
있음.13)
- 강인공지능이란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하는데, 가상적
지능으로서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지능이라고도 하며 기계가
의식(consciousness)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비해 약인공지능은 인지능력을 갖지 않도록 한 것으로서 특정 문제 해결 또는 논리적
접근을 도와주는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음.

13)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general_intelligence (2020.9.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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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에 윤리가 필요한 이유

◦ “AI에 대한 윤리”라고 하면 우리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공상과학영화
터미네이터(The Terminator, 1984년)와 기계에 의해 의식을 지배당하는 매트릭스(The Matrix,
1999년)이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임.
- 인공지능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이를 언급한 사람은 Isaac Asimov임.
공상과학 소설가인 Asimov는 1942년 “Runaround”라는 공상과학소설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3가지 법칙(Three Laws of Robotics)을 제시하였음. 1950년에 Asimov는 그간 자신이
발표한 단편을 모아 “I, Robot”을 발표하였고, 이 책에 제시된 3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음.14)
∙ 제1법칙: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
∙ 제2법칙: 인간의 명령이 제1법칙과 충돌할 경우를 제외하고, 로봇은 인간이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함.
∙ 제3법칙: 로봇은 제1법칙 혹은 제2법칙과 상충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함.
- 이는 AI가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or singularity, 이하 특이점)’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이점은

AI

또는

로봇이

‘의식(consciousness)’을 갖는 단계를 말함. 일부 과학자들은 사람이 로봇이나 AI를 설계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오면 인간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이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반면에 일각에서는 딥러닝 등은 AI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기술이 발전하면 특이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우리가 AI에서 윤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비록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Villani(2018)는 “AI가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상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여행 경로를 최적화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스팸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편지함을 보호하는 지능적인 시스템과 매일 상호작용한다. 그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이다.”라고 언급하였음.

1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aws_of_robotics (2020.9.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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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 그 결과가 과연 중립적인 관점에서 차별 없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이미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15)
- 2020년 9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여당 국회의원이 포털 메인에 실린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OOO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이슈화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포털 측에서는 "AI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가 배치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포털 다음의 창업자인 이OO 전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괜찮다는 논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였음.
- 이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뉴스 편집을 AI가 전담하면 뉴스의 중립성은
괜찮은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AI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음.
- 다른 사회단체의 대표 역시 "IT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마치 AI를 앞세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모두 사람이 설계하고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조를 바꿀 여지가 있다"고 하였음. 그는 "정말 결점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서 이용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Alan Turing 연구소는 “AI 시스템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 해악”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AI 윤리
및 문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16) AI 시스템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 해악은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음.
- 1) 편견과 차별
∙ AI는 AI가 분석하는 사회의 구조와 역학관계로부터 통찰력을 얻기 때문에 현실 데이터에
기반한 이 기술은 이들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소외, 불평등, 차별의 패턴을 재생산,
보강, 증폭시킬 수 있음.
∙ 마찬가지로,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의 특징, 측정 기준 및 분석 구조 중 많은
부분을 설계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잠재적으로 설계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복제할 수 있음.
15) 조선비즈, “AI도 사람이 만들어”...尹‘카카오 항의’ 사건이 불 지핀 AI 중립성 논란, 2020.9.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9/2020090902605.html
16) Leslie (2019) p.4

8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www.nrf.re.kr

∙ 알고리즘 시스템을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샘플은 종종 추론을
이끌어 내는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에 공급되는
데이터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기 때문에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음.
- 2) 개인의 자율성, 의지 및 권리의 거부
∙ 시민이 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결정, 예측 또는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이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시스템은 이전에는 책임 있는 인적 대리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인지 기능을 자동화하고
있음. AI 시스템의 설계, 생산, 구현 프로세스의 복잡하고 분산된 특성이 책임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결과에 대해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상해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개인은 자신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음.
- 3) 불투명하고 설명할 수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결과
∙ 상당수 머신러닝 모델은 인간 수준의 추론 해석 능력을 벗어난 고차원 상관관계에서
작동함으로써 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러한 경우, 의사결정 주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결과에 대한 생성 원인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됨.
∙ 일부는 이러한 설명성(explainability)의 부족이 허용될 수 있지만, 처리된 데이터가 차별,
편향, 불평등 또는 불공정의 흔적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모델의 불투명성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4) 사생활 침해
∙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은 AI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와 배치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음. AI 프로젝트가 데이터 구조와 처리에 고정되면서 AI 기술 개발에는
개인 데이터 활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잦을 것임. 이때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의 적절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배포의 측면에서,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 타겟팅, 프로파일링 또는 도용하는 AI 시스템은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러한 종류의 사생활
침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목표와 삶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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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 연결의 고립과 해체
∙ 개인 경험을 큐레이팅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개인화하는 AI 시스템의 능력은 소비자 생활과
서비스 제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 혜택은 잠재적인 위험도 동반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과도한 자동화는 인간 간 상호 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세계관에
대한 개인의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알고리즘 방식으로 초-개인화(hyper-personalisation)를
활성화하면 사회적 관계가 양극화될 수 있음.
∙ 질서정연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는 신뢰, 공감, 상호 이해의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들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6) 신뢰할 수 없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품질이 낮은 결과
∙ 무책임한 데이터 관리, 부주의한 설계 및 생산 프로세스, 그리고 의심스러운 배치 관행은
각각 그 나름대로 신뢰할 수 없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내는 AI
시스템의 구현과 배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복지와 공공복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 이러한 품질이 낮은 결과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유익한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고, 제한된 공공자원이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해로운 AI 기술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해로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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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I 윤리에 대한 각국의 대응

◦ AI는 이미 우리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AI 또는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민간기업 차원에서 발표한 AI 원칙 또는 AI 사용에 있어서의 윤리적
원칙들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어 여기서는 각국의 정부 및 비영리단체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영국

◦ 영국의 공학 및 물리과학연구회(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2010년 로봇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였음.
◦ 2019년에 영국 정부기관인 Government Digital Service와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와 협력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서
“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afety”를 발표하였음.
- 이 안내서는 앨런튜링연구소가 2019년 초에 발표한 동일한 제목의 책자 「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afety」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임.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는
앨런튜링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가. EPSRC의 로봇에 대한 원칙17)
◦ EPSRC는 2010년 9월 AHRC(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와 함께 로봇공학(robotics)과
로봇의 실제 적용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음. 이들은 로봇이 연구실을 떠나 현재 전 세계 가정,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로봇들이 우리 가정, 기관, 국가 및 세계
경제, 그리고 어쩌면 세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7) EPSR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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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SRC는 Asimov의 로봇에 관한 3가지 법칙이 부적절함을 언급하고 있음. 즉, Asimov는
로봇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로봇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Asimov의 법칙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임.
- 우리 사회에서 로봇이 갖는 윤리적 의미를 고려할 때 로봇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로봇은 매우 특별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도구이며 로봇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은 항상 인간에게 있는 것임.
◦ 따라서 로봇에 대한 규칙은 실제 로봇을 설계, 판매 및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로봇의 행동
방식을 조언하는 규칙으로 변환되어야 함. EPSRC는 로봇공학을 위한 5가지 윤리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5가지 윤리원칙

설명

① 로봇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총과 같은 도구는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로 또한 인간을 상해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 로봇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최종 사용자는 폭력적인 목적으로 로봇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설계되지 않아야 함
로봇이 치명적이거나 다른 공격적인 능력을 가진 무기로 사용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러한 규제가 채택되면 로봇의 상업적
능력을 제한하지만 이것은 로봇이 시민 사회에서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 원칙으로 간주됨
② 로봇은 사생활을 포함한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 첫째로, 물론 아무도 고의적으로
기존 법을 준수하도록 설계 법을 어기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지만 설계자들은 가능한 한 그들의
되고 운영되어야 함
임무를 잘 수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법에 인정된 인권 기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사생활은 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관리에 사용되는 로봇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해당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
전송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사생활과 자신의 삶을 통제할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예: 치료를 거부할 권리 등). 수집된 데이터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보관되어야 하며 로봇 설계자는 설계 프로세스 동안
이와 같은 법률이 존중될 수 있는 방법(예: 오프스위치 제공 등)에 대해
생각해야 함
③ 로봇은 제품이므로 다른 로봇은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기계보다 인간의 안전을 중시하여야
제품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하며. 안전과 보안은 사람들이 로봇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부로부터 보안을 유지 필수적 요소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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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윤리원칙

설명

④ 로봇은 인공적인 결과물로
감정과 의도를 착각하도록
하여 취약한 사용자를 악용
해서는 안 됨.

로봇이 진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로봇을 소유하거나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로봇이 실제로 무엇을 하기 위해 제조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

⑤ 어떤 로봇에 대해 누가 로봇의 설계 문제와 함께 사용자의 수정/조정 등으로 인해 로봇이 사용 중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오작동하는 경우 설계자와 사용자 모두 고장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해야 함.
법적 책임을 공유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이를 위해 로봇의
오작동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나. AI 윤리와 안전에 대한 이해18)
◦ Alan Turing Institute의 인공지능 안내서는 윤리적 가치체계, 윤리적 가치 구현을 위한 행동원칙
그리고 프로세스 기반 거버넌스 체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AI 윤리는 가치, 원칙, 기술의 집합체라고
설명함.
◦ 윤리적 가치체계(Framework of Ethical Value) :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책임 있는 데이터
설계 및 사용 생태계를 지원하고(Support), 강조하고(Underwrite), 동기를 부여하는(Motivate)
윤리적 가치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해야 함. 이를 SUM Values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존중(Respect), 연결(Connect), 돌봄(Care), 보호(Protection) 등 4가지 주요
개념으로 구성됨.
- SUM Values의 목적은 ① 프로젝트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의 도덕적 범위에 대해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과 ② 프로젝트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

SUM Value

개인의 존엄성 존중
(Respect)

필요 사항
∙
∙
∙
∙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보장
고객의 자율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및 청취권 보호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고 독립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자유롭게 결정한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생활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열정
및 재능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

18) Leslie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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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Value

필요 사항

성실하고 공개적이며
포괄적인 상호 연결
(Connect)

∙ 대인관계 대화의 무결성(integrity)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 및 사회적 응집력
보호
∙ AI 혁신의 설계, 개발, 구축 프로세스의 모든 지점에서 다양성, 참여, 포용의
원칙을 유지함
∙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을 이용하여 상호 작용하는 인간 사이의 필수적 관계를
발전적으로 강화
∙ 친사회적으로 AI 혁신을 활용하여 사회적 연대 및 개인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
∙ 윤리적으로 확립된 모든 사회질서와 함께 신뢰, 공감, 호혜적 책임,
상호이해라는 원칙이 강화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

모두의 안녕을 위한
돌봄(Care)

∙ AI 시스템의 설계, 배치, 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
∙ 이러한 기술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용 또는 남용 위험을 최소화
∙ AI 응용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배치할 때 사람들의 안전과 정신적, 육체적
무결성(integrity)을 우선순위로 함

∙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적 형평성 보호
∙ 디지털 기술을 법에 따른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정의 및
사용
공익을 우선순위로 보호
∙ AI 기술의 정당성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 복지, 공익, 혁신 등의
(Protect)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 가능한 한 많은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AI를 사용

◦ 행동원칙(Set of Actionable Principles) :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설계와
사용에 대한 지향성을 촉진하는 일련의 실행 가능한 원칙이 필요함. 이를 FAST Track Principles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 등 4가지 주요 개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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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rack

내용

공정성
(Fairness)

인간 대상의 특징과 관련된 사회적 또는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AI
시스템은 차별적 비위해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것은 AI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집합이 공평해야 하고, AI 시스템의 모델 아키텍처는 합리적인 프로세스
및 분석 구조만 포함하고,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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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rack

내용

책임성
모든 AI 시스템은 종단 간 응답성과 감사성(auditability)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Accountability)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AI 시스템의 설계자와 이용자는 이러한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변혁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그들은 따라서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기술적 지속 가능성은 안전성, 정확성, 신뢰성, 보안성
및 강건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AI 시스템의 설계자 및 구현자는 ①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일상 언어로 어떻게
투명성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② 그 결과 및 설계와 사용 이면의
(Transparency) 과정 모두에 대한 윤리적 허용 가능성, 차별적 비위해성 및 공공의 신뢰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 끝으로,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책임 있는 AI 프로젝트 전달을 위한 윤리 플랫폼은 전체 AI 프로젝트
수립 워크플로우에 걸쳐 SUM Values와 FAST Track 원칙을 운영하는 프로세스 기반 거버넌스
체계(PBG, Process-Based Governance Framework)가 필요함. 이 PBG 체계의 목적은 AI
프로젝트와 제품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투명한 설계 및 구현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것임.

PGB 체계

내용

전문성과
제도적 투명성

AI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의 모든 단계에서 팀원은 전문성과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러한 기준에는 진실성, 정직성, 성실성,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의 핵심 가치가 포함되어야 함

제어 기능을 갖추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면 종단 간 감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로그를
정보를 더 잘 관리하고 통합 할 수 있음. 이 정보에는 PBG 체계에서 산출 한 기록
이용한 감사 기능
및 활동 모니터링 결과와 모델링, 교육, 테스트, 검증 및 구현 단계에서 수집 된 모델
활성화
개발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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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합 윤리 프레임19)
◦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Information Accountability Foundation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합
윤리 프레임을 2015년에 발표하였음. 통합 윤리 프레임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윤리강령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되어 있음. 5가지의 가치는 편익,
진보, 지속 가능, 존중, 공정임.
◦ 편익(Beneficial)
- 빅데이터 분석 방법 개발 및 적용 단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창출될 편익이 어떠한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가시적 가치를 얻는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명확히 식별하여야 함.
- 빅데이터 분석은 일부 개인에게는 위험을, 다른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위험은 개인, 조직, 정치적 실체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창출되는 이익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의 창조 자체가 가치 창출 과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 빅데이터의
분석이 항상 가설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풀어야 할 문제의 유형에 대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데이터 과학자는 목적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용성이나 장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그래야 편익과 위험이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음.
- 창출될 편익이 제한되거나 불확실한 경우 또는 편익을 얻는 당사자가 빅데이터 처리에 따라
위험을 입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 진보(Progressive)
- 거대하고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한데 모으고 숨겨진 통찰력이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는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우수해야 함. 예상되는 개선이 보다 데이터 집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

19) Information Accountability Found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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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기존 프로세스보다 적은 위험으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기존 프로세스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지속 가능(Sustainable)
- 모든 알고리즘은 그 효과 측면에 있어서 반감기 즉 미래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음. 이 효과의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을 것임. 금세기 첫
10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위험을 할당하기 위해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그 모델 자체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데이터 과학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빅데이터 분석효과의 반감기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빅데이터 분석가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빅테이터 분석으로부터 얻는 통찰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함. 빅데이터 분석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으로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소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검색 결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변경 또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이 있음.
- 특히 식별되지 않은 데이터는 발견 단계에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 또는 계약적 제약으로 인해
적용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약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 존중(Respectful)
- 빅데이터 분석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많은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조직, 데이터를 집계하는 조직
및 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이 모두 포함됨. 이 모든 당사자들은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호 존중되어야 함. 빅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조직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
◦ 공정(Fairness)
-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거나 후원하는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에게 공평해야 함. 공정성에 대한 분석은 무례하거나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익한 기회들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
인권은 기술의 공유된 이익과 고용, 건강, 안전과 관련된 더 넓은 기회를 포함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방해하는 것도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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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실로마(Asilomar) AI 원칙20) (2017)
◦ Future of Life Institute는 미래의 강력한 기술이 인류에게 이롭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두고 있음. 새로운 기술이 갖는 위험을 경험으로
배우기보다는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 판단하고 인공지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23개의 AI 원칙을 제안.
◦ 연구 이슈와 관련된 원칙
No

구분

아실로마 AI 원칙

1

연구목표

∙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로운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임

연구비 지원

∙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는 컴퓨터 과학, 경제, 법, 윤리 및 사회 연구 등의 어려운
질문을 포함해 유익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함
- 어떻게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어 오작동이나 해킹 피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가?
- 사람들의 자원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동화를 통해 우리 번영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나?
- 인공지능과 보조를 맞추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법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인공지능은 어떤 가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떤 법적 또는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2

3 과학과 정책의 연계 ∙ 인공지능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간에 건설적이고 건전한 교류가 있어야 함
4

연구문화

∙ 인공지능 연구자와 개발자 간에 협력, 신뢰, 투명성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5

경쟁 회피

∙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팀들은 안전기준에 대비해 부실한 개발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20) Future of Life Institu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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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및 가치와 관련된 원칙
No

구분

아실로마 AI 원칙

6

안전

∙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동 수명 전반에 걸쳐 안전(safe) 하고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안(secure)을 유지해야 하며, 실현 가능할 경우 그 안전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7

장애 투명성

8

사법적 투명성

∙ 사법제도 결정에 있어 자율시스템이 사용된다면, 권위 있는 인권기구가 인정할
정도의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9

책임

∙ 고급 인공지능 시스템의 디자이너와 설계자는 인공지능의 사용, 오용 및 행동의
도덕적 영향에 관한 이해관계자이며, 이에 따라 그 영향을 형성하는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게 됨

10

가치관 정렬

∙ 고도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동하는 동안 그의 목표와 행동이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11

인간의 가치

∙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 권리, 자유 및 문화적 다양성의 이상에
적합하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함

12

개인정보 보호

∙ 인공지능 시스템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권한을 부여하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액세스,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

∙ 인공지능 시스템이 손상을 일으킬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3 자유와 개인정보

∙ 개인정보에 관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사람들의 실제 또는 인지된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해서는 안 됨

14

공동이익

∙ 인공지능 기술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힘을 실어주어야 함

15

공동번영

∙ AI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적 번영은 인류의 모든 혜택을 위해 널리 공유되어야 함

16

인간의 통제력

∙ 인간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은 의사결정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위임하는 방법 및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17

비파괴

∙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능력은 건강한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및 시민적
과정을 존중하고 개선해야 함

18

인공지능 무기
경쟁

∙ 치명적인 인공지능 무기의 군비 경쟁은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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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이슈
No
19

구분

아실로마 AI 원칙

인공지능 능력에
∙ 향후 인공지능 능력의 상한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관한 주의

20

중요성

∙ 발전된 AI는 지구 생명의 역사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관심과 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함

21

위험

∙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 특히 치명적 위험 또는 실존적 위험 등 예상되는
영향에 상응하는 계획 및 완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22

재귀적
자기 개선

∙ 인공지능 시스템이 재귀적 자기 복제나 자기 개선을 통하여 빠른 수적 또는 질적
증가를 초래한다면, 설계된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 및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함

23

공동의 선

∙ 초지능(Super-intelligence)은 널리 공유되는 윤리적 이상을 위해, 그리고 몇몇
국가나 조직이 아닌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함

다. 미국 국방부(DoD)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21) (2020)
◦ 미국 국방혁신위원회(Defense Innovation Board)는 2019년에 국방부에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윤리원칙을 제안22)하였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방부는 그동안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였던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5가지 윤리원칙을
제시하였음.
윤리 원칙

내용

책임성

∙ 국방부 직원은 AI 기능의 개발, 배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판단과 관리를 수행할 것임

공평성

∙ 국방부는 의도하지 않은 AI 기능의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

추적 가능성

∙ 국방부는 데이터 출처, 설계 절차 및 문서화 등 AI 기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프로세스 및 운영 방법에 대한 투명하고 감사 가능한 방법론을 마련할 것임

신뢰성

∙ 국방부의 AI 기능은 명확하고 잘 정의된 용도를 가지며 이러한 기능의 안전, 보안
및 효과는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정의된 용도 내에서 테스트 및 보증의 대상이 됨

통제 가능성

∙ 국방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배치된 시스템을 해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 기능을 설계하고 제작할 것임

21) Department of Defense (2020)
22) Defense Innovation Boa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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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23)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2019년 3월 ‘인간 중심 AI 사회적 원칙 협의회(Council for Social
Principles of Human-centric AI)’에서 “인간 중심 AI를 위한 사회적 원칙(Social Principles
of Human-centric AI)”을 발표하였음.
◦ 일본의 ‘인간 중심 AI 사회적 원칙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본 철학에서 출발하여 AI 대응
사회(AI-Ready Society) 그리고 이를 위한 「인간 중심 AI를 위한 사회적 원칙」을 발표하였음.
([그림 4] 참조)
[그림 4] 인간 중심 AI 원칙의 구조

자료: Council for Social Principles of Human-centric AI(2019), p.3에서 인용

23) Council for Social Principles of Human-centric A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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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3가지 기본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기본 철학

내용

존엄성

∙ 효율과 편의의 과도한 추구를 통해 인간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AI를 이용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를 건설해서는 안 됨.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AI를 도구로
삼음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력을 더 잘 발휘하고, 도전적인 일에 종사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함.

다양성 및
포용성

∙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유연하게 포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이상이자
큰 도전임. AI는 우리가 이 이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술이므로
AI의 적절한 개발과 전개를 통해 다양성이 포용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

지속 가능성

∙ AI를 활용해 일련의 새로운 사업과 해법을 만들고,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함.
일본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AI를 활용해 축적된 과학기술 자원을 강화하여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상기의 3가지 기본 철학의 구현을 위해 ‘인간 중심의 AI’가 실현되도록 지켜야 할 7가지의 사회적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1) 인간 중심의 원칙 : AI는 사람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개발, 활용, 구현되어야 함.
∙ AI는 인간 노동의 측면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보조함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음.
∙ AI 사용 시 사용법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 AI의 개발, 전달, 활용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AI 활용의 결과를 적절히 책임져야 함.
∙ AI 배치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정보 빈곤층'이나
'기술 빈곤층'이 남겨진 상황에서 정보격차를 만들지 않도록 각 이해관계자가 시스템의
사용자 친화성을 고려해야 함.
- 2) 교육/문해력의 원칙 : AI가 활용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불균형을 야기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음. 따라서 AI와 관련된 기업의 정책 입안자와 관리자는
AI, 지식, 윤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하며 사회적으로 A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원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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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간의 불균형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서
폭넓은 문해능력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성인과 노인들의 재교육을 위한 기회도
제공되어야 함.
∙ AI 활용에 필요한 문해력 및 기술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AI, 수학, 데이터 과학의
기본을 누구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함.
∙ AI가 만연한 사회의 교육환경은 현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개인의 흥미와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으로 변화될 것임. 따라서 사회 전체는 지금까지 교육환경에서의
성공 경험에 관계없이 교육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연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이나 학교(교사)에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고, 이러한 교육환경의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시민들과도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 3)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 모든 AI 기술이 개인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된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AI는 데이터 주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경제 상황, 취미,
선호도 등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개인 데이터의
바람직하지 않은 배포나 사용으로부터 어떠한 개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원칙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취급해야 함.
∙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AI 및 AI를 이용하는 서비스 솔루션이 개인의 자유, 존엄, 평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AI의 활용으로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특히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AI는 정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고,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개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함. 이것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할 때 안심하고 개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임.
∙ 개인의 데이터는 중요도 및 민감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함. 개인 데이터에는 개인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일반적으로 개인의 생각, 신념, 의료기록,
범죄기록 등)부터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준 공공 데이터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음.
우리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데이터의 사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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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안보장의 원칙 : AI의 적극적인 활용은 많은 사회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AI가 외부로부터의 고의적인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 따라서 사회는 항상 유익성과 위해성 사이의 균형을 인식하고, 사회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회는 AI 활용에 있어서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 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연구 등, AI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개발(즉각적인 대책에서 심층적인 본질적 이해까지)을
촉진해야 함. 사회는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위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사회는 항상 AI 이용 시 지속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한 가지 유형 또는 특정 유형의
AI에만 편중되게 의존해서는 안 됨.
- 5) 공정 경쟁의 원칙 :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되어야 함.
∙ AI 관련 자원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더라도 그 나라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부당한
자료수집과 주권침해가 행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됨.
∙ AI 관련 자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자료수집과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됨.
∙ AI의 활용으로 부와 사회적 영향력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하게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됨.
- 6)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 ‘AI 대응 사회’에서는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인적
배경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이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적절한 책임감, 기술에 대한 신뢰감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AI의 디자인 콘셉트에서는 인종, 성별, 국적, 나이, 정치적 신념, 종교 등 다양한 배경을
이유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
∙ AI 활용 시기, AI 데이터 입수 및 이용 방법, AI 운영 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 AI의 적용 및 각각의 특정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적절한 설명을 해야 함.
∙ 사람들이 AI의 제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AI의 이용·채택·운영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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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관점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AI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신뢰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함.
- 7) 혁신의 원칙 : 지속적인 혁신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국경, 산업, 학계, 정부, 인종, 성별,
국적, 나이, 정치적 신념, 종교 등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함.
∙ 폭넓은 지식, 관점,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과 연구의 양면에서 세계화, 다양화,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추진해야 함.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대등한 협력과 유연한 인재 이동을 도모해야 함.
∙ 사회에서 AI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AI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을 추진해야 함.
∙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고 국경에 걸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AI 기술의 지원으로 효율적이고 유익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분야의
저해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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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연방정부의 데이터윤리위원회(Data Ethics commission)를
구성하였음. 데이터윤리위원회의 임무는 개인의 보호, 사회적 응집력의 보존, 정보화 시대의
번영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2019년에 Opinion of the Data Ethics Commission을 발표하였음.
◦ 위원회는 AI가 지켜야 할 7가지 윤리적 및 법률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1)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기본질서이며 무조건적인 가치와 동의어로서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임.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속성과 업적에 관계없이 존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서 유래함. 각 인간이 데이터 포인트로 구성된 패턴이 아닌 개인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하며,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고 이러한 측정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항상 "기술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인식, 즉 인간이
완전히 또는 돌이킬 수 없이 기술 시스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음.
시스템의 구성과 인간의 개입 기회는 각기 특정한 적용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도입될
수 있지만 인간 주권의 원칙은 늘 지켜져야 함.
∙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또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관계의 본질에 관한 기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함. 예를 들어, 인간이 실제로 프로그램(bot)과 대화할
때 인간과 대화중이라고 생각하도록 체계적으로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임. 개인의 심리적
보전(integrity)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특히 중요한 요소임.
- 2) 자기 결정권
∙ 자기 결정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인간은 그들
자신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발전시키고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택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임. 사회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함.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삶을 영위하고 자유로이
발전하려면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기술시스템이 이를 이유 없이
제한하고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임.
24) Data Ethic Commiss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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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개인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많을수록, 그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임. 데이터 수집 및 평가
관행으로 인해 개인 및 소셜 프로필이 여러 위치에서 일상적으로 생성되어 특정 버전의
개인을 "고착화(cementing)"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므로 자기 결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변경할 권리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자기 결정권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 결정하고 공개적인 허위 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각 개인의 권리도 포함됨.
∙ 자기 결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을 설정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임. 책임은 항상 인간에게 있으며, 절대로
기계에게 있지 않음. 자동화된 평가(예, 대출 승인 여부)를 기반으로 추론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윤리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
∙ 자기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정보에 대한 결정임. 여기에는 누가 어떤 개인 데이터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포함됨.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개적으로 어떠한 인격으로 인식되고 대우받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3) 사생활
∙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사생활의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누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정보적 자기 결정)는 자신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고 또한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함.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는 개인 데이터의 책임 있는 사용을 규제하는 입법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 사생활의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의 인간적 정체성에 관한 보전(integrity)이 필요. 예를
들어, 알고리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의 선호도
및 성향과 함께 개인의 성격을 "계산(calculates)"하고, 시스템 운영자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는 심지어 반대의 목적으로 이러한 계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전(integrity)은 침해될 수 있음.
∙ 데이터 기반 기술에 의해 사회의 새로운 영역들이 점점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데이터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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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공공 또는 준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대가로 일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공익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임.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국민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 대신에, 사람들이 그들의
데이터가 책임감 있게 사용될 것이고, 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사실에 의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규제를 채택해야 함.
- 4) 보안
∙ 알고리즘 시스템은 또한 중요한 보안 문제를 야기함. 보안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안전, 평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선거와 같은 높은 순위의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 및 법적 관점에서 중요함.
∙ 알고리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로봇 간병인이 사용되는 경우 간병을 받는 사람이나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무결성(integrity) 측면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알고리즘 시스템은 환경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알고리즘으로 제어되는 공공
인프라(예: 교통 또는 에너지 및 급수 인프라)의 오작동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알고리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공격과 조작을 위한 통로 역할까지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알고리즘 시스템은
고유의 취약점을 넘어 심지어 유해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
- 5) 민주주의
∙ 디지털 기술은 기본적 권리(특히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정보의) 자기 결정, 통신의 기밀성,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 및 재산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 다양성 보호, 공개적인 사회토론
및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 등과 복잡한 방법으로 연계되어 있음.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모든 시민이 우리의 미래 형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기회로서,
원칙적으로 환영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는 동시에 조작과 과격화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규칙을 채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개발과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등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인터넷의 부상이 저널리즘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하였고 민간부분에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그러나 전자적 공공 영역은 민주주의에서 저널리즘이
수행하는 역할, 즉 "4계급" 또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의 역할(즉,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와
비판에 기초하여 진실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유효한 대체물로 간주될
수 없음. 어떤 상황에서는 게이트키퍼 기능을 하는 강력한 미디어 매개체가 민주주의 형성에

28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www.nrf.re.kr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므로
윤리적 고려 사항과 헌법 조항에 따라 입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임.
∙ 교육과 훈련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6) 정의와 연대
∙ 사회와 그 제도들에 의한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 번영, 자유, 민주주의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요인임.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야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터와 의료부문에서 대량의 데이터 가용성 및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는 소득 및 의료 제공과 관련하여 공평한 접근 및 분배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발전은 희소한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별 그룹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임.
∙ 책임과 책무의 명확한 할당은 법치 하에서 민주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특징임. 알고리즘
시스템의 잠재적 위해성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은 알고리즘 시스템을
감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법적 청구를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접근은 디지털 및 사회적 참여의
기본 요구 사항임. 공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는 시민들이 고정 또는 모바일 연결을
사용하여 국가 내 어느 곳에서나 적절한 범위로 최신 인터넷 기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
∙ 디지털 기술은 연대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연대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개별 사례에서 타당하고 정당화되는 데이터 기반 차별화 및 불평등한 대우가
전체적으로 특정 그룹 사람들과의 연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7) 지속가능성
∙ 디지털 기술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함. 이러한 경제적 측면은 일반적인 토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이제는 생태적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AI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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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은 자원을 보존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전력 수요의 증가와 특정 희토류
원소에 대한 디지털 제품의 의존을 통해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희토류 채굴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므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생태적 발전과
함께 자연자원의 이용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책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기술 영향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신기술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 사용내역 공개 의무의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이 데이터 경제 및 알고리즘 시스템을 지배하는 규칙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경제 및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공공 투자의 경우 유엔이 설정한 지속 가능성
목표의 추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즉, 정부 기금을 할당할 때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최적화하고 감소시키는 시스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또한 사회적 창의성과 참여를
육성하는 지속 가능성 중심의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30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www.nrf.re.kr

5

프랑스

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 어떻게 인류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25)
◦ 프랑스의 국가데이터보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는 2017년 당시의 알고리즘과 AI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왔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응 방안에는 2개의 기본 원칙, 3개의 공학적 원칙 그리고 이 원칙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적용할 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임.
- 1) 공정성의 원칙
∙ 프랑스 국가평의회에 따르면, "공정성은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 또는 순위 지정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선의로 보장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부상함에 따라, 알고리즘의 공정성 원칙은 일부 주요 이슈에 관하여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됨. 이는 때때로
설계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상관관계에서 기인하는 숨겨진 편견과
차별로 인해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알고리즘 설계자에 대한 공정성의 개념은 알고리즘이 설계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순간 그 공정성의 일부를 잃게 됨.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함. 즉, 설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더라도, 공정한 알고리즘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발생, 복제 또는 악화시키지 않아야 함.
- 2)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의 원칙
∙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의 원칙을 위해서는 사회에 알고리즘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함. 이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변화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성장하고 학습하면서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것은 애초에
예견할 수 없었던 효과이기 때문임.

25) CN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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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라는 이 원칙의 목표는 "블랙박스"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약화된 책임감 현상을 상쇄하고자 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의 이 원칙은 집단적 의미를 지녀야 함. 즉 우리가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알고리즘 하나가 아니라 무수한 이해관계자(개발자, 최종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 학습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전문가 등)에 의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적
체인(algorithmic chain)”임.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자는 알고리즘 체인의 첫 번째 단계에
배치될 수 있지만, 그는 전체 연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키를 쥐고 있지 않으므로
과학자가 가지는 책임감과 경각심은 약화될 수 있는 것임. 처음부터 예견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알고리즘의 규모와 변화된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나 영향과 관련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의 공학적 원칙은 이해 가능성, 투명성, 책임성임.
- 1) 많은 사람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너무 단순하고 궁극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즉, 소스 코드의 단순한 공개로 축소된 투명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논리에 대해 미지의 상태로 남겨둘 것임.
- 2) 알고리즘은 실제로 공개될 경우 경제 모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투명성은 지적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투명성보다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또는 이해 가능성에 대한 요건에 우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소스 코드에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임. 모든 사람이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코드 행보다는 말로 설명되어야 함.
- 3) 책임성 또는 책임조직화(organising liability) 측면에서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알고리즘과
AI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책임감 감소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원칙(Principle)에서 정책(Policy)으로 발전하기 위한 6가지 권고안
- 1) 알고리즘 체인(algorithmic chain)에 포함되는 모든 관계자(설계자, 전문가, 시민)에게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2) 사용자의 기존 권한을 강화하고 개발자와 사용자 간 연계를 통하여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3) 인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를 개선함
- 4) 알고리즘을 감사할 수 있는 국가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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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윤리적 AI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
- 6) 기업 내 윤리 강화

나. 의미 있는 인공지능(AI)을 위하여 – 프랑스와 유럽의 전략26)
◦ 수학자이자 프랑스 의회 의원인 Cedric Villani는 수상 Edouard Philippe의 요청으로 2018년에
보고서 「For A Meaningful AI: Toward a French and European Strategy」를 작성하였음.
◦ Villani (2018)는 AI의 문제가 기계학습 특히 딥러닝 기법이 도입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연역적 모델, 즉 개별
사례의 처리에서 결론을 추론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구성되었음. 그러한 모델은
프로그래머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규칙이 미리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상 설명 가능하며,
각 개별 사례에서 어떤 규칙이 활성화되어 결론을 도출하는지 알 수 있음.
- 이에 비해, 딥러닝의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의 경우, 심층 네트워크는 수천 픽셀(4K)에 의해
묘사된 이미지를 입력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네트워크
가중치)를 암기하고, 그다음 이를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이미지를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수백만 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분류 알고리즘의 경로를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이처럼 투입된 데이터와 산출의 결과만 있을 뿐 그 중간 과정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블랙박스의 문제’라고 지칭함.
◦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항상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정을
최적화하고, 즐겨 찾는 재생 목록을 만들고, 받은 편지함을 스팸으로부터 보호하는 지능형 시스템과
매일 상호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인력(노동력)이며,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임.
- 최근 AI의 여러 분야 (무인 자동차, 이미지 인식 및 가상 비서)의 발전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AI가 대중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면

26) Villan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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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공공 기관, 산업계, 기업가 및 시민 사회 조직을 동원하여 지금 행동해야 함. 우리의 사명은
AI 개발을 위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시작하고 이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함.
- 1) 자율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이 높아야 함. 우리는 그들의 성과를
관찰, 이해 및 감사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시스템의 책임에 대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이의 달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 2) 우리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기계학습 시스템의 사용에 활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데이터 보호는 개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한 논리(즉, 숨겨진 경향과 행동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상당량 정보 분석)와
집단에 미치는 영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관한 집단적 권리를 만들어야 함.
- 3)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조직들이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책임에 관한 법률적 조항은 일부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는 법이나 규범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알고리즘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 기술을 설계하고
상용화하는 연구자, 엔지니어 및 개발자 등 우리 디지털 사회의 '건축가'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이 임무에서 공정한 몫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즉,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사회에 미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4) 또한, 향후 AI의 발전에 대응한 윤리적 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 적합한
AI의 형태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함.
- 5) 기술 전반과 특히 AI와 관련된 이슈가 우리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치적 논점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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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27)

◦ 2017년 11월 몬트리올대학교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몬트리올 선언의 공동구축
과정을 시작하였음.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15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18년 12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몬트리올 선언」을
발표하였음.
- 몬트리올 선언은 웰빙, 자율성, 사생활 보호, 연대(solidarity), 민주적 참여, 형평성, 포용,
신중성, 환경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 등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1) 웰빙 원칙 : 인공지능 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IS)의 개발과 사용은 모든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의 웰빙을 증진해야 함.
- AIS는 개인이 생활 조건, 건강 및 근무 조건을 개선하도록 도와야함.
- AIS는 다른 지각 있는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이 선호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AIS는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AIS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월한 웰빙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행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됨.
- AIS 사용이 스트레스, 불안 또는 디지털 환경에 의한 괴롭힘을 높여서는 안 됨.
◦ 2) 자율성 존중 원칙 : AIS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삶과 주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통제력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개발 및 사용해야 함.
- AIS는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목표와 삶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함.
- AIS는 강압적인 감시와 평가 또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인에게 특정한 생활방식을 강요하기 위해 개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됨.
- 공공기관은 AIS를 이용하여 선량한 삶에 대한 특정 개념을 홍보하거나 신빙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됨.
- 관련 지식의 형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기술(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의
학습을 촉진하며, 비판적 사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에 대해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함.
27) University of Montre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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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 거짓 또는 선전을 퍼뜨리도록 개발되어서는 안 되며, 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함.
◦ 3) 사생활 보호의 원칙 : 사생활은 AIS 침입과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시스템(Data Acquisition and
archiving systems, DAAS)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AIS 및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시스템(DAAS)에 의해 침입 받고 평가되지 않도록 개인의 공간을
보호해야 함.
- 사람들은 항상 사생활에서 디지털 단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AIS는 사람들에게
계속 연결되도록 권장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단절에 대한 옵션을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함.
-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함. AIS는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행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개인 선호도를 만들어서는 안 됨.
- 모든 사람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AIS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이루어지면
안 됨.
- 개인이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개인자료를 기부하여 지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 개인 신분의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함. AIS는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사람의 외모, 목소리 또는 다른 개인의 특성을 모방하거나 변형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됨.
◦ 4) 연대의 원칙 : AIS의 발전은 사람 간의 연대와 세대 간의 연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함.
- AIS는 완전한 도덕적, 정서적 인간관계의 보존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관계를 육성하고
사람들의 취약성과 고립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어야 함.
- AIS는 복잡한 업무에서 인간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어야 하며, 인간들 간의 협력
작업을 확대해야 함.
- AIS는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질의 인간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AIS의 개발은 외모나 행동에서 인간이나 동물을 닮도록 설계된 로봇에 대한 잔인한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 됨.
- AIS는 위험관리를 개선하고 개인 및 집단 위험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회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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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주적 참여 원칙 : AIS는 정보성, 정당성 및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민주적 검토, 토론
및 통제 하에 있어야 함.
- 사람의 생명, 삶의 질 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AIS 프로세스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AIS가 개인의 생명, 삶의 질 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항상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사용의 결과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
-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항상 검증 및 통제 목적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AIS 운영상의 오류, 예기치 않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보안 침해, 데이터 유출을 발견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및 해당 상황에 영향을 받은 자에게 보고되어야 함.
- 공공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요건에 따라,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예외로 함.
- 시민의 삶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AIS의 경우, 시민은 이러한 AIS의 사회적 매개변수,
목표 및 이용 한계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가져야 함.
-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AIS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함.
- 챗봇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나 상대가 AIS인지 또는 실제 사람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개방적이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6) 형평성의 원칙 : AIS의 개발과 사용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함.
- AIS는 사회적, 성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바탕으로 차별을 조성, 강화 또는
재생산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훈련되어야 함.
- AIS 개발은 권력, 재산, 지식의 차이에 근거한 그룹 간 그리고 사람 간의 지배관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 AIS 개발은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모두에게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 함.
- 모든 사람에게 기본 자원, 지식 및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
- 우리는 공통 알고리즘의 개발과 이를 훈련하는 데 필요한 공개 데이터의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평한 목표로서 이들의 사용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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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양성 포용의 원칙 : AIS의 개발 및 이용은 사회문화적 다양성 유지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나 개인적 경험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됨.
- AIS의 개발과 사용은 행동과 의견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의 균질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 알고리즘을 구상하는 순간부터 AIS의 개발과 전개는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많이 고려해야 함.
- AI 개발 환경은 연구든 산업이든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재구축해야 함.
- AIS는 특히 교육, 정의 또는 사업과 같은 분야에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한정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의 정체성을 시스템이 자의적으로 고정시켜서도 안 됨.
- AIS는 민주사회의 필수조건인 자유로운 사상 표현이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됨.
◦ 8) 신중의 원칙 : AI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AIS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유해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AI 연구와 AIS 개발(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의 이중적
이용 가능성(편익과 유해성)을 고려한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함.
- AIS가 오용되어 공중 보건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알고리즘에 대한 개방적
접근과 보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AIS는 시장에 투입되기 전에, (그들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신뢰성, 보안성, 무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삶의 질을 해치는지, 평판이나 심리적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시험을
거쳐야 함. 아울러, 이러한 시험 결과는 관련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함.
- AIS의 개발은 데이터 오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및
비밀성(confidentiality)을 보호해야 함.
◦ 9) 책임성 원칙 : AIS의 개발과 사용이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줄이는데 기여해선 안 됨.
- AIS의 결정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책임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음.
- 사람의 생명, 삶의 질,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시간과
환경이 허락하는 경우) 최종 결정은 인간에 의해 내려져야 함.
- 중요한 결정은 항상 인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이 AIS에 전가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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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사람이 AIS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은
AIS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음.
- AIS에 의해 손상 또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 AIS가 신뢰할 수 있고 의도한 대로 사용되었다고
입증된다면, AIS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0)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 : AIS의 개발과 사용은 지구의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함.
-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이 AIS 하드웨어 관련 기기는 최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갖춰야 하고,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해야 함.
- 디지털 인프라 및 AIS 하드웨어 관련 기기는 최소한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을 발생시켜야
하며, 순환 경제 원칙에 따라 유지보수, 수리 및 재활용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디지털 인프라 및 AIS 하드웨어 관련 기기는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자원 추출과 장비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장비의
궁극적인 폐기에 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공공 및 민간 행위자는 전 지구적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AIS 개발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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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주28)

◦ 호주의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는
2019년 IEEE가 발간한 「Ethically Aligned Design」을 바탕으로 8가지의 AI 윤리원칙(AI Ethics
Principles)을 발표하였음.
- 1) 인간, 사회, 환경적 웰빙: AI 시스템은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개인, 사회, 환경에 도움이
되어야 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이 개인, 사회, 환경을 위한 유익한 결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AI 시스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영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시스템을 장려해야 함.
이상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AI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효율성 향상과 같이 합법적인 내부 사업 목적을 위해 설계된 AI 시스템은 개인, 사회,
환경적 복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설명되어야 함.
- 2) 인간 중심의 가치관 : AI 시스템은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인권, 다양성,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이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계는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고, 반대로 해서는 안 됨. AI 시스템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하고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공평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해야 함.
∙ AI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권을 활성화하고 방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간의 권리 중 특정부분에 대한 간섭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간섭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음.
∙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AI 시스템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AI 시스템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속임수, 불공정한
조작, 부당한 감시 등 개인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됨.

28) https://www.industry.gov.au/data-and-publications/building-australias-artificial-intelligence-capability/
ai-ethics-framework/ai-ethics-principles 참조 (2010.10.07.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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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스템은 인간의 인지, 사회 및 문화 능력을 향상, 보완 및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AI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배치 또는 운영하는 조직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점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 이해관계자에게만 해당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3) 공정성 : AI 시스템은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개인, 지역사회
또는 그룹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수반하거나 초래해서는 안 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의 공정성이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AI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AI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여기에는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과 사람들이 공평한 접근과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포함됨.
∙ 특히 AI가 사회적 부정을 영구화하고 연령, 장애, 인종, 성별, 간성(intersex status),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과 관련된 집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취약계층 및 과소대표
그룹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공정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함. AI가 내린 결정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4)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AI 시스템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를
존중하고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해야 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I 시스템이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사용하고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예를 들어 AI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데이터 익명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함.
∙ 이 원칙은 또한 데이터와 AI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기에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의 식별 및 적대적 공격에 대한 복원력 보장이
포함되며, 보안 대책은 AI 시스템의 의도하지 않은 적용과 잠재적인 남용 위험을 적절하게
경감하는 대책도 포함되어야 함.
- 5) 신뢰성 및 안전성 : AI 시스템은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의도한 목적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이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의도한 목적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기에는 AI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적절하게 재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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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스템은 불합리한 안전 위험을 내포해서는 안 되며, 잠재적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는
안전 조치를 채택해야 함. AI 시스템이 의도한 목적을 계속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테스트
해야 하며, 식별된 모든 문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 6) 투명성과 설명가 능성 : AI 시스템이 언제 관여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이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책임 있는 공개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대한 영향'에 대한 정의는 문제의 AI 시스템의 맥락, 영향 및
적용 여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책임 있는 공개를 통해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매우 중요함.
∙ 책임 있는 공개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AI 시스템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공해야 함. 여기에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와 같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됨
∙ 또한 AI 시스템이 언제 (영향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사람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공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7) 논쟁 가능성 : AI 시스템이 사람, 커뮤니티, 그룹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AI 시스템의 사용이나 출력에 대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이 사람, 지역사회, 그룹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AI 시스템의 사용이나 출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대한 영향'에 대한 정의는 문제의
AI 시스템의 맥락, 영향 및 적용 여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일이 잘못됐을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AI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관건임. 취약계층이나 소수 집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8) 책임 : AI 시스템 수명주기의 서로 다른 단계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자신의 단계에서
AI 시스템의 결과를 식별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며, AI 시스템에 대한
사람의 감시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함.
∙ 이 원칙은 AI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배치 및 운영하는 관련 조직 및 개인이 AI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I 시스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함. 여기에는
설계, 개발, 배치 및 운영 전, 후가 모두 포함됨.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조직과 개인이
누구인지 필요에 따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AI 시스템이나 활용 사례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인적 통제나 감독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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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9년 11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음.29)
-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 10월까지 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음.
◦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
기본 원칙

내용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원칙

∙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고, 투명하며,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함.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원칙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원칙

∙ 지능정보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체계와 작동방식이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함.
∙ 지능정보서비스가 인간의 신체, 자유, 재산 및 기타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하였을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예측, 추천 및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시스템상의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책임성 원칙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함.
∙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적·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함.

29)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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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내용

안전성 원칙

∙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참여자 모두가
노력함.
∙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 하에 그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함.

차별 금지
원칙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ㆍ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술사용에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함.
∙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 및 알고리즘 실행 등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참여 원칙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음.
∙ 공적 주체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하여야 함.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특히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함.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에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재편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를 통해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기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음.30)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4호, 2020.6.9.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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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사회 기본 원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9

OECD31)

◦ AI에 관한 정부 간 최초의 표준인 인공지능(AI) 권고안이 2019년 5월 22일 OECD 장관급
회의에서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The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의
제안으로 채택되었음.
- 이 권고안은 인권 존중과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 있는
관리를 장려함으로써 AI에 대한 혁신과 신뢰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9 년 6월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은 OECD 권고안을 요약하여 “G20 AI
원칙”으로 채택하였음.
- OECE 권고안은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원칙’과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과 국제협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제시.
기본 원칙

내용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웰빙

∙ 이해당사자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유익한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예: 인간 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소외된 인구 포용 촉진,
경제적·사회적·성별 및 기타 불평등 감소, 자연환경 보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
따라서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복지를 활성화하여야 함.

31) 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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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내용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정성

∙ AI 행위자32)는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 여기에는 자유, 존엄과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차별금지 및 평등, 다양성,
공정성, 사회 정의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 포함됨. 이를 위해 AI 행위자는 상황에
적합하고 최신 기술과 일치하는 인간 결정 능력과 같은 메커니즘 및 보호장치를 구현해야 함.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AI 행위자는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있는 공개를 약속해야 함. 이를 위해,
AI 행위자들은 ① AI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②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고, ③ AI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④ AI 시스템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요인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AI 시스템은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정상적인 사용, 예측 가능한 사용 또는 오용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견고성, 보안 및
보안이 유지되고 안전해야 함. 이를 위해 AI 행위자는 AI 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이루어진
안전
데이터셋, 프로세스 및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함. AI
행위자는 AI 시스템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보안, 안전성, 편향성 등 AI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여야 함.
책임

∙ AI 행위자는 AI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 및 최신 기술과 일치하는 위의 원칙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과 국제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
정책 방향

내용

AI 연구개발에
투자

∙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에 도전하고 AI와 관련된 사회적, 법률적, 윤리적 함의와 정책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학제 간 노력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공공투자를 고려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도록 함.
∙ 정부는 부적절한 편견이 없는 AI 연구 및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표준의 상호 운용성과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존중하는 공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해야 함.

AI 디지털
생태계 육성

∙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발과 접근을 장려해야 함. 이러한
생태계에는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및 지식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신뢰와 같은 메커니즘을 장려해야 함.

32) AI 행위자(AI actors)는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를 지칭함. 이해관계자는 AI
시스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포괄함. 따라서 AI 행위자는 이해관계자의
부분집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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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내용

∙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구축 및 운영 단계로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AI 시스템을 테스트할
AI를 위한 정책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된 실험의 허용을 고려해야 함.
환경 구축
∙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AI 시스템에 적용되는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평가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조정해야 함.
∙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와 사회의 변혁에 대비해야 함.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여야 함.
인적 역량 구축 ∙ 정부는 AI가 사용될 때 노동자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및 노동시장
조치(예, 노동자의 근무 수명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혁신
대한 지원,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접근 등)를 취해야 함.
∙ 또한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상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AI의
혜택이 광범위하고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책임을 진척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정부는 OECD와 기타 국가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AI 지식 공유를 촉진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노력해야 함. 그들은 AI에 대한 장기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부문 간,
AI를 위한 국제
개방형 협력관계를 장려해야 함.
협력
∙ 정부는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 간 합의에 기반하여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장려해야 함.
∙ 정부는 AI 연구, 개발 및 구축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측정 기준을
개발하고 이의 사용을 장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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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가. 유럽 집행위원회(EC) 과학기술윤리위원회(EGE)33)
◦ 유럽 과학기술윤리위원회(European Gre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EGE)는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과 입법행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윤리지침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EU 조약과 EU 기본권 헌장에 제시된 기본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련의 기본 원칙과 민주적
전제조건을 제안하였음.
전제 조건

내용

인간의
존엄성

∙ 존중할 가치가 있는 인간 고유의 상태를 인정하는 의미의 ‘인간 존엄성의 원칙’이
'자율적(autonomous)' 기술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됨. 사회적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관계적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는 기계나 다른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지 여부와 언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함.

자율성

∙ 자율성의 원칙은 인간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음.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함께 ‘자율적
시스템(autonomous system)’에 대한 지식과 통제로 해석될 수 있음. 즉, 모든 '자율적' 기술의
결정과 행동을 위임할지의 여부, 시기, 그리고 방법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것은 또한 '자율적' 시스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도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자율적 시스템에 개입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책임

∙ 책임의 원칙이 AI 연구와 적용의 기본이 되어야 함. 이것은 자율적 시스템의 영향이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와 권리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자율적'
기술의 오용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AI와 로봇공학의 사용이 인간에게 허용할 수 없는 위해의 위험을
내포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시민의 선택권과 지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됨.

∙ AI는 글로벌 정의에 기여하여야 하고, AI, 로봇공학, 자율적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이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AI 시스템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정의, 형평, 연대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 차별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되며, 편향이 있는 경우 그 편향은
가능한 한 빨리 탐지되고 보고되어 무력화되어야 함.

민주주의

∙ AI 개발 및 적용 규제에 대한 핵심 결정은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의 결과여야
함.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함의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디지털 기술은 집단지성을 강화하고, 우리 민주사회가 의존하는
시민적 과정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이용되어야 함.

33) EC E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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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내용

법치와 책무

∙ 정부와 국제기구는 '자율적' 시스템의 원치 않는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하는 노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피해 완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보안, 안전,
신체적, 정신적
무결성

∙ '자율적' 시스템의 안전 및 보안은 ① 환경과 사용자를 위한 외부 안전, ② 해킹에
대한 신뢰성과 내부 건전성, ③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서적 안전의 세
가지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 AI 개발자는 모든 차원의 안전을 고려하고 출시 전에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자율적' 시스템이 신체적·정신적 보전(integrity)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이버 보안, 금융, 인프라 및 무력
충돌 등 AI의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과 무기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디지털 통신 기술을 통한 유비쿼터스 및 방대한 데이터 수집의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프라이버시 존중의 권리가 매우 중요함. 사물 인터넷의 일부인 물리적
AI 로봇과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 작동하는 AI 소프트 봇은 모두 데이터 보호 규정을
데이터 보호 및
준수해야하며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됨. '자율적'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
개인의 발전과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권리,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 등 인간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됨.

지속 가능성

∙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지구 생명체의 기본 전제조건을 보장하고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과 일치해야 함. 미래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정책에 기반해야 함.

나. 유럽 집행위원회(EC) 인공지능 고위 전문가그룹(AI HLEG)3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8년 6월 AI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on AI, AI HLEG)를 설립하였음.
- AI HLEG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신뢰할 수 있는 AI는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음. ① 합법적이어야
하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②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준수해야 함. ③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AI 시스템은 의도하지 않은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견고해야 함.
◦ AI HLEG는 Trustworthy AI가 가져야 할 윤리의 기반을 국제인권법, EU 조약, EU 헌장 등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 개인의 권리는 아래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34) EC AI HLEG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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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

내용

∙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타인에 의해 감소, 타협 또는 억압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AI 시스템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보전(integrity),
대한 존중
개인적·문화적 정체성(identity) 및 본질적 욕구의 충족을 존중하고 서비스하며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함.

개인의 자유

∙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개인의 자유는 직간접적인
불법적 강요, 정신적 자율과 정신 건강에 대한 위협, 부당한 감시, 속임수 그리고
불공평한 조작에 의해 속박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높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민주주의, 정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 AI 시스템은 민주적 과정을 유지·육성하고 개인의 가치와 삶의 선택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해야 함. AI 시스템은 또한 법치주의가 확립된 근본적 약속, 의무적인
법과 규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법 앞에 적법한 절차와 평등을
보장해야 함.

평등, 비차별 및
연대

∙ 모든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동등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함.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어린이, 소비자 또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집단에 대한 적절한 존중이 필요함.

시민의 권리

∙ 시민들은 투표권, 좋은 행정권 또는 공공문서 열람권, 행정청원권 등 광범위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 AI 시스템은 사회에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의 규모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의 권리도 AI 시스템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AI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함.

◦ AI HLEG는 개인의 권리에서 출발하여 AI 시스템이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윤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윤리 원칙

내용

인간 자율성
존중 원칙

∙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AI 시스템은 인간을 부당하게
종속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조작하거나, 조절하거나 또는 집단화해서는 안
됨. AI 시스템은 인간의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증진, 보완 및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인간과 AI 시스템 간 기능 배분은 인간 중심 설계 원칙을 따르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야 함. 이는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감독권한 확보를
의미함.

∙ AI 시스템은 해를 유발하거나 악화 시켜서는 안 되며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도
위해 방지 원칙
안 됨. AI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육체적 보전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함.
AI 시스템과 운영 환경은 안전하고 보안이 갖추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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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원칙

내용

공정성의 원칙

∙ AI 시스템의 개발, 배치, 활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공정성은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차원이 모두 만족되어야 함. 공정성의 실질적인 차원(substantive dimension)이란
편익과 비용의 균등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하며, 개인과 집단이 불공평한 편견,
차별,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 상품,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동등한 기회가 조성되어야 하며, AI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손상되어서는 안 됨. 공정성의 절차적 차원(procedural
dimension)은 AI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인간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

설명 가능성의
원칙

∙ 설명 가능성은 AI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
즉, 프로세스가 투명해야 하고 AI 시스템의 기능과 목적이 공개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설명 가능한 의사 결정이 필요함.
AI 시스템이 특정 결과 또는 결정을 생성한 이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블랙박스' 알고리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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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AI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검색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제시하거나 유사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점점
가속화되면서 발전하고 있음. 특히 컴퓨터 처리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딥러닝(Deep
Learning)이 가능해진 것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데이터 처리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그것은
수많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 이에 따라 AI에 관한 윤리가 점차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 2010년에는 영국의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Research Council)가 「로봇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였음.
◦ 2015년에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The Information Accountability Foundation이 「빅테이터
분석을 위한 통합 윤리 프레임」을 발표하였음.
◦ 2017년에는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Future of Life Institute가 23개의 「아실로마
(Asilomar) AI 원칙」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에 프랑스 국가데이터보호위원회(CNIL)는 당시
알고리즘과 AI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왔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8년에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9년 11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의회 의원인 Cedric Villani가
수상 Edouard Philippe의 요청으로 2018년에 보고서 「의미 있는 AI를 위하여 : 프랑스와 유럽의
전략」을 작성하였음.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몬트리올
선언」을 2018년에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에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의 유럽 과학기술윤리위원회
(EC EGE)는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과 입법행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윤리지침의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EU 조약과 EU 기본권 헌장에 제시된 기본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련의 기본 원칙을
제안하였음.

52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www.nrf.re.kr

◦ 2019년 유럽 집행위원회는 AI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EC AI
HLEG)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독일은 연방정부의 데이터 윤리위원회(Data Ethics Commission)를 설치하고 2019년 AI가
지켜야 할 윤리적 및 법률적 원칙을 발표하였음.
- 일본은 내각부(Cabinet Office)에 설치된 ‘인간 중심 AI 사회적 원칙 협의회’가 2019년
3월 「인간 중심 AI를 위한 사회적 원칙」을 발표하였음.
- 같은 해에 영국의 Government Digital Service와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와 협력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서 「AI 윤리와 안전에 대한 이해」를 발표하였음.
- 호주도 2019년에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가 IEEE가 발간한 「Ethically Aligned Design(2019)」을 바탕으로 「AI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음.
- 2019년에는 AI에 관한 정부 간 최초의 표준인 인공지능(AI) 권고안이 2019년 5월 22일
OECD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되었음.
-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은 OECD 권고안을 요약하여
「G20 AI 원칙」으로 채택하였음.
◦ 2020년 미국 국방부(DoD)는 AI의 윤리적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에 대해 5가지 윤리원칙을
제시하였음.
- 미국 백악관 소속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2020년
3월 행정명령(Memorandum)을 통하여 "인공지능 활용 규제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
행정부서장에게 요청한 바 있어35) 이를 토대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재편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을 마련하였음.
◦ 각국에서 제시한 AI 윤리원칙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35) OM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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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국별 AI 윤리원칙 비교
구분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①

②

√

Human value/
Dignity

√

Fairness

√

Safety/Security/Re
liability

√

Transparency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plicability/
Explainability
√

√

√

√

Human
Control/
Autonomy

√

√

√

√

√

√

√

√

Wellbeing/
Beneficience

√

√
√

√

Rule of Law
√

Progress

AI Arms Race

√

계

√

√ √ √ √

12

√

√ √ √

11

√

√ √ √ √

11

√

√ √ √

11

√

√ √ √

9

√ √ √ √

9

√

√

√

8

√

√

√

√

√

√

√

√

√ √

7

√ √

5

√

√

√

√

√

√

√

√

√

8
7

5
√
√

√

Shared benefit

√

⑫ ⑬ ⑭ ⑮

√
√

Democracy

√

⑪

√

√

Sustainability

⑩

√

Privacy

Diversity/
Inclusion

⑨

4
√

√

3
2
2

① EPSRC(영국), ② Information Accountability Foundation(미국), ③ Future of Life Institute(미국),
④ CNIL(프랑스), ⑤ 방송통신위원회(한국), ⑥ Vinalli(프랑스), ⑦ Montreal Declaration(캐나다), ⑧ EC
EGE(유럽연합), ⑨ EC AI HLEG(유럽연합), ⑩ Data Ethics Commission(독일), ⑪ 내각부(內閣府) (일본),
⑫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영국), ⑬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호주), ⑭ OECD, ⑮ DoD(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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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들이 발표한 15개의 윤리원칙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칙은 책임성(Accountability)으로
12개의 자료에서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원칙이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간 중심의 가치(Human dignity
or Human centric/centered value), 공정성(Fairness), 안전과 외부로부터의 보안 그리고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Safety, Security, Reliability)임.
- 그다음으로는 투명성(Transparency)과 설명가능성(Explicability or Explainability)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사생활 보호(Privacy), 인간의 자율성 혹은 통제가능성(Human
Control, Autonomy)이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음.
- 다양성 및 포용성(Diversity/Inclusion)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함께 사회적
가치인 민주주의(Democracy), 준법(Rule of law), 공동의 이익(Shared benefit) 등이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음. 다른 국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호주의 경우 다양성 및
포용성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자료들에서 대체로 AI 윤리가 언급되고 있으나 AI 기술의 발전 특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발전함에 따라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종종 제기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국가 중 프랑스 CNIL의 보고서에서는 AI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윤리보다는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데이터가 책임감 있게 사용될 것이고, 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의 아실로마(Asilomar) 원칙에서는 재귀적 자기 개선 즉, 인공지능 시스템이 재귀적
자기 복제나 자기 개선을 통하여 빠른 수적 또는 품질 증가를 초래한다면, 설계된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 및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정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으나 정부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2020년
6월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을
마련하였고 동 법률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윤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Ⅲ. 요약 및 맺음말

55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보도참고자료, 2020. 5. 20.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
=_policycom2&artId=288533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4호, 2020.6.9. 전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2019.11.11.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
1113&boardSeq=47874
조선비즈, “AI도 사람이 만들어”...尹‘카카오 항의’ 사건이 불 지핀 AI 중립성 논란, 2020.9.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9 /2020090902605.html
Aceess Now, Human Right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v. 2018 https://www.
accessnow.org/cms/assets/uploads/2018/11/AI-and-Human-Rights.pdf
AlgorithmWatch, Automating Society – Taking Stock of Automated Decision-Making in
the EU, January 2019.

https://algorithmwatch.org/ wp-content/uploads/2019/

02/Automating_Society_Report_2019.pdf
CNIL(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cque & Libertes), How can humans keep the upper
hand?, Dec. 2017. https://www.cnil.fr/sites/ default/files/atoms/files/cnil_rapport_
ai_gb_web.pdf
Council for Social Principles of Human-centric AI (Japan), Social Principles of
Human-Centric AI, 2019 https://ai.bsa.org/wp-content/uploads /2019/09/humancentricai.pdf
Data Ethics Commission, Opinion of the Data Ethics Commission, Oct. 2019. https://www.
bmjv.de/DE/Themen/FokusThemen/Datenethikkommission/Datenethikkommissio
n_EN_node.html
Dawson D and Schleiger E*, Horton J, McLaughlin J, Robinson C∞, Quezada G, Scowcroft
J, and Hajkowicz S†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ustralia’s Ethics Framework.

56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www.nrf.re.kr

Data61 CSIRO, Australia. https://consult.industry.gov.au/strategic-policy/artificialintelligence-ethics-framework/supporting_documents/ArtificialIntelligenceethicsfr
ameworkdiscussionpaper.pdf
Defense Innovation Board, AI Principles: Recommendations on the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10.31. https://media.defense.gov/
2019/Oct/31/2002204458 /-1/-1/0/DIB_AI_PRINCIPLES_PRIMARY_DOCUMENT.PDF
Department of Defense, “DoD Adopts 5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DoD
News, Feb. 2020.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094085/
dod-adopts-5-principles-of-artificial-intelligence-ethics/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 AI Ethics Principles,
https://www.industry.gov.au/data-and-publications/building-australias-artificialintelligence–capability/ai-ethics-framework/ ai-ethics-principles
EC AI HLEG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 Definition of AI: Main Capabilities and Disciplines, European Commission April
2019a https://ec.europa.eu/newsroom/dae/document.cfm?doc_id=56341
EC AI HSEG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European Commission, April 2019b
https://ec.europa.eu/newsroom/dae/document.cfm?doc_id=60419
EC EG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Gr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y),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2018. http://ec.europa.eu/research/ege/pdf/ege_ai_statement_2018.pdf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Principles of robotics”,
2010.(https://epsrc.ukri.org/research/ourportfolio/themes/engineering/activities/
principlesofrobotics/)
European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 Brussels, EC Communication
237, 2018.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 /en/news/communicationartificial-intelligence-europe
Future of Life Institute, Asilomar AI Principles, January 2017 https://futureoflife.org/
ai-principles/

참고문헌

57

Information Accountability Foundation, 「Unified Ethical Frame for Big Data Analysis」,
March 2015.
Leslie, D. (2019). 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afety: A guide for the
responsibl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I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The Alan
Turing Institute.

https://doi.org/ 10.5281/zenodo.3240529

Nilsson, Nils J.,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 History of Ideas and Achievem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NSTC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2016. https://
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whitehouse_files/microsites/ost
p/NSTC/preparing_for_the_future_of_ai.pdf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OECD/LEGAL /0449,
2019. May https://www.oecd.org/going-digital/ai/principl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quest for Comments on a Draft Memorandum to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Guidance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
2020/01/Draft-OMB-Memo-on-Regulation-of-AI-1-7-19.pdf?utm_source=morning
_brew
OMB, 「Request for Comments on a Draft Memorandum to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Guidance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1/

Draft-OMB-Memo-on-Regulation-of-AI-1-7-19.pdf?utm_source=morning_brew
Peter Stone, Rodney Brooks, Erik Brynjolfsson, Ryan Calo, Oren Etzioni, Greg Hager,
Julia Hirschberg, Shivaram Kalyanakrishnan, Ece Kamar, Sarit Kraus, Kevin
Leyton-Brown, David Parkes, William Press, AnnaLee Saxenian, Julie Shah, Milind
Tambe, and Astro Tell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f the 2015-2016 Study Panel,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September 2016. Doc: http://ai100.stanford.edu/2016-report
Russell, Stuart and 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3rd Edition)」,
Essex, England: Pearson, 2009

58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www.nrf.re.kr

Sony Group, Sony Group AI Ethics Guidelines, Sep. 2018. https://www.sony.net/SonyInfo/csr_report/
humanrights/AI_Engagement_within_Sony_Group.pdf
University of Motreal, Montreal Declaration for A Responsibl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c. 2018 https://www.montrealdeclaration-responsibleai.com/the-declaration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November 201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
uploads/attachment_data/file/664563/industrial-strategy-white-paper-web-readyversion.pdf
Villani, Cedric, For a Meaningful Artificial Intelligence; Towards a French and European
Strategy, 2018. https://www.aiforhumanity.fr/pdfs /MissionVillani_Report_ENG-VF.pdf

참고문헌

59

저자소개
송 충 한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

본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NRF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NRF ISSUE REPORT

2020_18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발행일 2020년 11월 16일
발행인 노 정 혜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본
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서울청사：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http：//www.nrf.re.kr
편 집 정책총괄실 정책혁신팀
ISSN 2586-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