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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윤리 표준화 및 지침 관련 해외 동향 분석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핫이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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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1) 배경
▶ 인공지능이 관리비용 절감과 자원배분 효율화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시부터 차별적
정책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
• 글로벌 시장분석업체 Gartner는 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와 개인정보보호를 2019년의
10대 전략 기술 동향 중 하나로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논의가 디지털
윤리와 신뢰라는 더욱 광범위한 주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1
- Gartner는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개인·조직·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1 https://techcrunch.com/2018/10/16/gartner-picks-digital-ethics-and-privacy-as-a-strategic-trend-fo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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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조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 미국의 경우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윤리에 관한 자율적인 표준

점점 더 우려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조직은 역풍을 맞게 될

마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 차원의 대응은 유럽에 비해 미흡한 편이며 일본과

것이라고 지적

홍콩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당국의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

• 정책 담당자·기술기업·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 한편, 국내에서도 2018년 5월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성·책임성·통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윤리의 정착 및 신기술의 부작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가능성·투명성의 4가지 원칙과 관련 실천항목 등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마련에 참여

기준 마련 추세에 동참

(2) 추진 경과
2. 주요 사례
▶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관련 지침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관심도 확대되는 추세

(1) 미국

• EDPS(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는 2018년 3월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보급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과 관련, 기대와 우려를 담은
의견서(Opinion 3/2018: EDPS Opinion on online manipulation and personal data)를

▶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그룹인 FPF(Future Privacy Forum)는 2018년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
업체 Immuta와 함께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모델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자
가이드라인 백서(Beyond Explainability: A Practical Guide to Managing Risk in Machine

발표2

Learning Models)를 발표
• EDPS의 Giovanni Buttarelli 감독관은 EU GDPR 시행 이후의 미래와 관련,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개발자, 기업, 정부 간의
공감대가 포함될 것임을

• 이 백서는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의 개발
속도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지적

강조3

• 2018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 40차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는 "윤리에 대한 토론: 데이터 주도적인
생활의 존엄성과 존중(Debating ethics: dignity and respect in data-driven life)"을
주제로 진행4

• 이런 가운데, 비즈니스 임원, 데이터 과학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에게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
• 실무자를 위한 권장사항 및 체크리스트에서는 "데이터 과학 및 컴플라이언스 팀이 더
우수하고 정확하며 좀 더 규정을 준수하는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 인공지능의 도전과 디지털 세계에서 윤리의 필요성, 윤리적 고려 사항과 혁신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목적이라고 강조
• 기계 학습 모델의 위험 관리를 위한 실용 가이드로서, 비즈니스 임원, 데이터 과학자,

-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안·개발·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인간의 존엄성,
차별 금지와 기본적 가치 등에 대해 존중하고 개인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 및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강조5

• EDPS는 2019년 1월 2015-2019년 EDPS 전략을 담은 보고서(Leading by example)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배포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중대한 목표로 제시

규정 준수 전문가에게 이 기술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과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
• 한편, FPF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및
기계학습 워킹그룹(AI and Machine Learning Working Group)을 결성하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퇴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6
▶ 미 하원의 Will Hurd 공화당 의원과 Robin Kelly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보고서(Rise of the

2
3
4
5

https://edps.europa.eu/press-publications/press-news/press-releases/2018/edps-advocates-extension-scope-protection-afforded_en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worldpost/wp/2018/08/14/gdpr/?noredirect=on&utm_term=.1e366ecc6dec
https://iapp.org/news/a/international-dpas-conference-to-address-intersection-of-ethics-and-data-protection/
https://icdppc.org/ethics-data-protection-and-privacy-in-action-the-icdppc-40th-closed-session-sets-the-way-forward/
https://iapp.org/news/a/icdppc-establishes-working-group-on-ethics-and-data-protection-i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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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rowing Impact on U.S. Policy)를 통해 미국

6 https://fpf.org/2018/08/21/fpf-launches-ai-and-machine-learning-working-group-and-release-new-ai-resource-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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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7

△지속적인주의와 경계의 원칙(A principle of continued attention and vigilance)으로,

• 보고서는 특히 AI가 이미 예견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든 사회 부문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 연방 정부는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있다고 언급
• 6가지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

• 이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이 맹렬하게
증가하고

CNIL은 이러한 원칙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세대의 원칙과 인권의 일부가 될 수

정부기관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에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첫째, 알고리즘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윤리교육을 개발할 것
- 둘째, 기존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와의 중재를 조직화함으로써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셋째, 인간의 자유를 위해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를 개선할 것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옹호 단체인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은
2018년 10월

<인공지능을 위한 보편적 가이드라인(Universal Guidelines for Artificial

- 넷째, 알고리즘을 감사(audit)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할 것
- 다섯째, 윤리적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다루는

Intelligence)>을 발표
• 2018년 10월 브뤼셀 회의에서 공개된 12가지의 보편적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을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설계와 활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을 출범시킬 것
- 여섯째, 기업 내 윤리를 강화할 것

구성
• 이 가이드라인에는 △투명성에 대한 권리, △사람이 결정할 권리, △인공지능 시스템이
불공정한 편견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의 책임 등이 포함

▶ EU의 EDPS, 프랑스의 CNIL, 이탈리아의 Garante는 2018년 10월 인공지능의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선언문(DECLARATION ON ETHICS AND DATA PROTECTION
IN ARTIFICAL INTELLIGENCE)을 공개10

• 수개월 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 EPIC은 여러 가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

•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관련,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을 제시

• 이와 관련, EPIC은 이 가이드라인의 채택을 요청하는 서한을 미 국립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발송8

- 첫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의 설계 및 개발 원칙 준수
-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잠재적 영향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 책임성
보장

(2) 유럽

- 셋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명료성(intelligibility) 향상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CNIL은 2017년 프랑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에 공개토론
결과 등을 반영해 2018년 5월 알고리즘 및 인공 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The
ethical matters raised by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 can humans keep
the upper hand?)를 발표9
• 이 보고서는 인공 지능을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한 2가지 주요원칙과 6가지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
• 보고서에 제시된 2개의 주요 원칙은 △충성도 원칙(A principle of loyalty)과

7 https://www.nextgov.com/emerging-tech/2018/09/us-must-keep-artificial-intelligence-edge-keep-security-threats-check-lawmakers-say/151566/
8 https://techcrunch.com/2018/10/29/us-government-universal-artificial-intelligence-guidelines/
9 https://www.cnil.fr/en/algorithms-and-artificial-intelligence-cnils-report-ethical-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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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전반적인 “윤리 중심의 설계(ethics by design)” 원칙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fault/privacy by design)
원칙 적용
- 다섯째, 모든 개인의 권한 강화를 촉진하고, 개인의 권리행사를 권장하며, 공공참여
기회를 창출
- 여섯째,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편향 또는
차별의 감소 및 완화

10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제 40차 ICDPPC(The 4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에서 발표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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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6가지 원칙과 더불어 ICDPPC가 원칙 수행을 위한 지침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의 과제를 다루는 실무그룹 구성 계획을 공개

판단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둘러싼 우려를

- 이 실무그룹은 "정부와 공공 당국, 표준화기구,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자, 연구자,
기업, 시민, 최종 사용자 등

• 7대 원칙은 기업에 판단기준과 결정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할 책임을 부과해 인공지능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결의안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해소
•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

독려할 계획
▶ 홍콩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PCPD(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는 2018년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4월 8일 AI 윤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발표11
•

10월 24일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 프레임워크(Ethical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Hongkong, China)를 발표

안전성

• 데이터 처리 프로젝트의 적법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된13 동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보보호와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 △투명성 △다양성과 비차별성,

윤리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문화를 육성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윤리적이고 공정한

공정성 △환경적·사회적 행복 △책임성 등 7개항으로 구성

처리와 고급 데이터 처리 활동(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14

이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주체성과

감독권

보장

△기술적

견고성과

• 가이드라인에는 7가지 지침별 상세한 ‘평가목록’(초안)이 함께 제시되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서 잠재적 취약성이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으나,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제화의 프레임워크로 활용 가능
• EU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간중심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윤리적 인공지능(ethical AI)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
•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2명이 모인 AI
전문가그룹(HLEG)이 출범

• 프레임워크의 제안 사항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과 일상 업무에서 관련성이 높고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통신, 의료 서비스, 운송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20여 개의 조직이 해당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
• 데이터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Ethical Data Stewardship Accountability
Elements)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
- 첫째, 데이터 관리(Data Stewardship)의 개념 정립 및 윤리적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원칙 개발
- 둘째, 윤리중심의 설계(ethics by design) 프로세스 활용
- 셋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윤리적 데이터 영향 평가(Ethical Data Impact

(3) 아시아

Assessments, EDIAs) 요구

▶ 일본 정부는 ‘인간중심 AI사회원칙검토회의’의 논의를 거쳐 2017년 12월 인공지능 활용의

- 넷째, 책임성과 영향평가의 적절한 수행 여부에 대한 내부 평가 실시

7대 원칙을 발표12

- 다섯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활용 원칙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 여섯째, 규제기관들에게 내부 프로세스의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

인공지능 △충실한 인공지능 교육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 △인공지능의 보안조치 확보

• 이와 관련, PCPD 책임자인 Stephen Kai-yi WONG은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 △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이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활용 범위를

이용환경정비 등을 포함

확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11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9일부터 관련 전문가 그룹에 대한 가입신청을 받아 5월까지 전문가 그룹을 구성. 동 그룹은
△일명 ‘유럽 인공지능 얼라이언스(European AI Alliance)’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EU집행위원회에 권고 △ 인공지능에 관한 유럽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지원 △2018년 말까지 인공지능의
윤리적 발전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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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ong 위원장은 IAF에게 홍콩에 본사를 둔 약 20개의 사업체와 협력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의뢰
14 https://www.pcpd.org.hk/english/news_events/media_statements/press_20181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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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Systems (AS) Drives)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미국의 거대 기술업체 Intel은 2018년 10월 발표한 "인공지능 세계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onvention 108) 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정보보호의
날(Data

Protection

Day)을

맞이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TECTION)을

보호(Protecting Individuals’ Privacy and Data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orld)"
보고서를 통해 IT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검토16

발표
- 자동화의 확대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가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은 알고리즘의
•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해 입법 담당자, 개발자, 제조업체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며,
△데이터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주체의 유의미한 통제를 허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법제 이니셔티브와 리스크 기반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접근법 등을 포함한 6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
• 세계 최대 규모의 경찰용 바디캠 판매 업체인 Axon은 인공지능의 확산과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8년 인공지능, 시민권, 사법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업

• 위원회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보호가 필수적인 선결요건임을 강조

윤리위원회를 발족17
• 한편, Google은 2019년 3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활용의 윤리성을 논의 및 감시하기
위해 다학제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문단(Advanced Technology External Advisory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cil, ATEAC)을 구성했으나18 불과 1개월 뒤 이를 해산한 것으로 확인19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22일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국제 윤리 가이드라인을 채택15
• 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권고안은 인공지능이 포용성장, 지속

3. 시사점

가능한 개발, 웰빙을 통해 세계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권고안에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은 인공지능이 창출한 결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인공지능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

▶ 현재까지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관련 지침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기술의 발전 속도와 법제적 대응 속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담당
• 일부 국가의 경우 가이드라인 차원의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 윤리적 문제에

• OECD 가이드라인은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책임성 있는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
• 한편, 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루마니아 등 42개 국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대한 실천적인 지원 활동을 개시
- 예컨대 호주 정부는 2019년 4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윤리적 프레임 워크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20
- 영국에서는 2019년 3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21

▶ 데이터 윤리 및 데이터 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도

•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은 물론이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인공지능 윤리 준수를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
•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인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윤리 표준(IEEE Global
Initiative for Ethical Consider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Autonomous

15 https://www.ibtimes.com/artificial-intelligence-news-oecd-members-including-us-back-international-ethics-279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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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ttps://blogs.intel.com/policy/2018/10/22/rethinking-privacy-in-the-age-of-ai/
17 윤리 위원회는 2018년 4월 26일 미 애리조나 본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으나 연간 두 번 회동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윤리위원회가 민간 기업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도 제기
18 https://blog.google/technology/ai/external-advisory-council-help-advance-responsible-development-ai/
19 https://www.theverge.com/2019/4/4/18296113/google-ai-ethics-board-ends-controversy-kay-coles-james-heritage-foundation
20 https://www.globalgovernmentforum.com/australia-launches-consultation-on-ai-ethics/
21 https://www.globalgovernmentforum.com/uk-standards-watchdog-to-examine-use-of-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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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표준 마련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정책 대응도 기대22
•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 권익 등의 영역에서도 이 같은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23,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 실질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윤리 표준화를 위한 유의미한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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