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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산업과 인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은 스마트기기,
자동차, 의료시스템, 빅데이터, 로봇공학, 앱, 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견인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다른 많은 산업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Gartner, “2021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21. 8.

[그림 1] 2021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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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가트너의 2021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인공지능
모델은 훈련된 데이터 이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응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공지능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과 조건을 보다 유연
하게 표현하여 개발자가 보다 탄력적인 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욱 더
강력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
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학습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인공
지능을 통해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학습된 지능을 사용하여 인간에 의해
소요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인공지능은 암 연구에 의해
의학적 혁신에서 최첨단 기후 변화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1].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학습 시스템이 보여주는 능
력을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능형 기능은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으로 머신 비전 및 감지, 자연어 처리, 예측 및 의사 결정, 행동 및 자동화로 분류할
수 도 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 자율차량,

<자료> Capgemini Technnology(www.capgemini.com), “AI and the Ethical Conundrum,” 2020. 10.

[그림 2] 인공지능 기능과 주요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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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이해 및 생성, 대화 에이전트, 원근 모델링, 증강된 창의성,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고급 시뮬레이션, 복잡한 분석 및 예측이 포함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는 빅데이터 시스템, 딥러닝, 강화 학습 및 인공지능 가속 하드웨어가 포함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용함보다는 악용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스캐터랩이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이루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성차별 문제로 많은 이슈 속에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테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공개했지만
테이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막말을 내뱉기 시작하여 많은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소
프트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
로 떠올랐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개발과 알고리즘의 중요
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윤리적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편향성(bias)의 문제이다.
실제로 편향성의 문제를 편견(prejudice, vorurteil)이나 고정관념의 문제와 혼동하는 경우
가 많은데, 전자가 통계적, 기술적인 용어(technical term)라고 한다면 후자는 윤리적인
용어(ethical term)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곤 한다[2]. 인공지능은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이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비즈니스에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모두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를 이해해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II장에서 인공지능의 정의 및 최신
동향,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인공지능 편향성 이슈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방안 위주로 살펴본다. 끝으로 IV장에서 본 고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공지능 정의 및 개발 프로세스
1. 인공지능 정의 및 최신 동향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자동차, 사람을 가장하는 로봇, 기계학습 등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과 기술의 집합체이며 그 응용 프로그램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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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aishali Advani,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How does AI work, Types and Future of it?,” 2021. 2.

[그림 3] 인공지능의 3가지 형태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이 만든 지능적인 존재, 명시적인 지시 없이 지능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4].
인공지능은 [그림 3]과 같이 좁은(Narrow) 인공지능과 일반(General) 인공지능, 슈퍼
(Super) 인공지능으로 나누어진다. 좁은 인공지능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공지능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단일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행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예로 전자 상거래 사용자에게 제품을 추천하거나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같이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여전히 이론적인 개념으로 언어
처리, 이미지 처리, 계산 기능 및 추론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간 수준의 인지 기능
을 갖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추론을 모방하기 위해 서로 통신하고 협력하여
작동하는 수천 개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대규모 시스템
을 필요로 한다. 수퍼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능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의사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포함되며 더 나은 예술작품을 만들고 감정적인 관계를 구축하
는 것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3],[4].
정치, 경제, 운송, 금융, 의료, 수송, 보험, 엔터테인먼트, 국방 및 거의 모든 산업이 인공지
능에 의해 핵심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활용함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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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Parliament,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is it used?,” 2020. 9.

[그림 4] 인공지능 사용 일상화와 미래 활용

능의 일상과 잠재적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McKinsey는 2030년이 되면 인공지
능이 전 세계적으로 약 13조 달러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를 위해서는 워크플로를 구현하는 4가지 기본 단계가 있
다. [그림 5]와 같이 일반적인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는 데이터 준비(Data Preparation),
모델링(AI Modeling),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Simulation and Test), 배포(Deployment)
의 단계를 거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데이터 준비(Data
Preparation)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공지능 워크플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모델을
교육하기 위한 입력으로 강력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엔지니어가 모델에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면 통찰력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모델
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수집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하고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워크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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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thWorks, “The four steps that engineers should consider for a complete, AI-driven workflow,” 2020. 12.

[그림 5] 인공지능 개발 4단계

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딥러닝 모델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개변수 조정, 모델 미세 조정 및 여러 훈련 반복과 같이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력 데이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모델에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처리
하고 모델에 공급되는 데이터의 올바른 레이블 지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모델링(AI Modeling) 단계는 [그림 6]과 같이 데이터가 깨끗하고 적절하게 레이
블이 지정되면 데이터가 입력으로 사용되고 모델이 해당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단계이다.
성공적인 모델링 단계의 목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력
하고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엔지니어가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결과를 결정할
때 딥러닝, 머신러닝 또는 이들의 조합이 워크플로에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딥러닝(신경

<자료> MathWorks, “The automated labeling tools ensure that pre-processing data is clean and can serve the
application,” 2020. 12.

[그림 6] 자동화된 레이블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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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또는 머신러닝 모델(SVM, 의사 결정 트리 등) 중 어느 것을 결정하든 분류, 예측, 회귀
등 인공지능 워크플로에 사용되는 많은 알고리즘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광범위한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다양한 사전 구축 모델을 시작점으로 사용하거나 비교를 위
해 사용할 수도 있다[5],[6].
시뮬레이션과 테스트(Simulation and test) 단계는 실제 세계에 배포하기 전에 인공지능
모델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즉, 배포하기 전에 모든 모델을 체크하여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모든 다른 입력 및 출력을 시뮬레이션하여 문제가 발생
하는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배포(deployment) 단계에서
는 배포하고자 하는 장치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해당 플랫폼에
서 코드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인공지능에서 편향성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단계
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데이터의 불필요한 수집, 수집경로의 적절성, 가명화(pseudonymization)
수준과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결합과 분석
방법을 혼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결정에 도달할 시 편향성 문제와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
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

Ⅲ. 인공지능 편향성 이슈와 신뢰성 확보 방안
1. 인공지능 편향성 이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중요
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항상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
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성의 위험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포브스(Forbes)는 인공지능 활성화를 저해하는 편향(Bias) 5가지를 [표 1]과 같이 소개했
다[7].
인공지능 편향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 출력의 이상 현상(anomaly)에 기인한다. 이는 알고
리즘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편견이나 훈련 데이터의 편견 때문일 수 있다. [표 2]는 인공지
능 편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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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공지능 편향
구분

주요 내용

인간의 편향
(Human Bias)

-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인간으로부터 기인하며, 이 때문에 원시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개입
되기 쉬우며, 인공지능이 편향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함
- 인공지능의 편향 발견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숨겨진 편향
(Hidden Bias)

- 인공지능에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숨겨진 편향으로, 절대 보거나 발견될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편향을 의미
- 이러한 편향을 가진 인공지능은 완벽한 이력서와 면접을 받은 면접자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탈
락시킬 수도 있음

데이터 표본 편향
(Data Sampling Bias)

-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할 때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때때로 시스템에 공급되는 데이터에 샘플링
편향이 있어 인공지능이 편향되게 됨
- Amazon은 남성 이력서에서 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실행됨(executed)’ 또는 ‘캡처됨(captured)’
과 같은 단어를 기반으로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채용 알고리즘 사용을 중단함

롱테일 편향
(Long-tail Bias)

- 훈련 데이터에서 특정 범주가 누락될 때 발생
- 인공지능이 얼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근깨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할 때, 인공지능은 그
이미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음. 심지어 그들은 검은색, 흰색 또는 갈색으로 분류되거
나 심지어 인간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고의적 편향
(Intentional Bias)

- 가장 위험한 편향으로 해킹 공격을 통해 인공지능이 의도적으로 편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도하
지 않게 생긴 편향들은 발견하기 어렵게 숨겨지기에 더욱 위험함
- 공급망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해하면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공격자의 의도대로 정보 가공이 가능해짐

<자료> Forbes, “How AI Can Go Terribly Wrong: 5 Biases That Create Failure,” 2020. 11. 재구성

[표 2] 인공지능 편향성 대표적인 “예”
구분

주요 내용

아마존의 편향된 채용 도구

- 채용 담당자가 수동 이력서 심사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에 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발
- 지난 10년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했으나, 당시 기술 산업 전
반에 걸쳐 남성이 지배적이었고 Amazon 직원의 60%가 남성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중단

의료 위험 알고리즘의
인종 편견

- 2억 명 이상의 미국 시민에게 사용되는 의료 위험 예측 알고리즘은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잘못된 측정 기준에 의존했기 때문에 인종 편견을 보여줌
- 알고리즘은 추가 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알고리즘이 흑인 환자보다
백인 환자를 선호하는 잘못된 결과를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남

Facebook 광고의 편견

- 2019년에 Facebook은 광고주가 성별, 인종 및 종교에 따라 의도적으로 광고를 타깃팅할
수 있도록 허용
- 간호 또는 비서 업무에 대한 구인 광고에서는 여성이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청소부 및 택시
운전사에 대한 구인 광고는 주로 남성, 특히 소수 민족 배경의 남성에게 표시되어, 더 이상
고용주가 광고에 연령, 성별 또는 인종 타깃팅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자료> Cem Dilmegani, “Bias in AI: What it is, Types & Examples of Bias & Tools to fix it,” 2021. 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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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없애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
스템은 입력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결과물이 우수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편향성 ‘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성별 또는 기타 이념적 개념에 대한 의식적 및 무의식적
가정에서 훈련 데이터 세트를 정리할 수 있다면 편견 없는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없애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인간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편견의 지속적인 식별을 통해 확인해야 할 데이터
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이 생성한 편향된 데이터와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에서 편향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
며,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다른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이를 최소화해
야 할 것이다[8].

2.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방안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알고리즘 차별, 오ㆍ남용 등에 의한 잠재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신뢰성은 인공지능 기술 한계와 잠재된 위험
을 사전에 해결하고 활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윤리적 및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의 증가를 촉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버드대 버크만센터는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Principled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를 통해 주요 인공지능 관련 36개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되
는 8가지 핵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키워드 8개는 privacy(개인정보), human
control of technology(인간의 기술 통제), accountability(책무),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fairness and non discrimination(공정성 및 비
차별) 등이다.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면서 인공지능의 이점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 입안자, 옹호자, 학자 및 기타 사람들이 기존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미래
에 대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3],[9].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제거하는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없지만 Mckinsey는 인공지능의 편
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모범 사례를 강조하는 높은 수준의 권장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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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cKinsey, Tackling bias in artificial intelligence(and in humans), 2019. 6.

[그림 7] 인공지능 편향성 다루기 “예”

제시하고 있다. 주요 단계로는 ① 인공지능을 배포할 때 편향된 시스템의 이전 예나 편향된
데이터가 있는 영역과 같이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편향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을 예상, ②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견을 테스트하고 완화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관행을 수립, ③ 인간의
결정에 잠재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대화에 참여, ④ 인간과 기계가 함께 가장
잘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탐구, ⑤ 편향성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연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 ⑥ 인공지능 분야 자체를
다각화하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10].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의 신뢰성 없이 인공지능의 확산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과감한 투자 등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하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도입ㆍ확산되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
고 있으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오바마 전대통령 딥페이크, MIT개발 사이코패스 인공지
능 등 확산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와 우려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 5월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을 발표하
면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제고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표 3]과 같이 신뢰성 원천기술 개발에 향후 5년 간 최소 65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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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공지능 신뢰성 원천기술 개발과제
구분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기간

2022~2026년

2022~2026년

2022~2026년

예산

총 450억 원

총 200억 원

추진 중

주요 내용

설명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된 모델에 전문가 보고서
생성 수준의 설명가능성 제공

규정 등으로부터 스스로
편향 요인을 식별, 편향 가능성을 진단
하고 최적의 제거 방안을 판단ㆍ적용

복합 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
술 개발

<자료>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2021. 5.

IV. 결론
본 고에서는 최근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깝게 다가온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유용함뿐만 아
니라 편향성 이슈와 신뢰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야기시키거
나 때로는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고용, 형사, 사법 및 의료를 포함한 민감한 영역에서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국내외에서 격
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인간의 의사 결정은 종종 무의식적인
개인 및 사회적 편견에 의해 형성되는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결정이 인간의
결정보다 편향되지 않을 수도, 아니면 인공지능이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사용된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변수만 고려하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부 증거는 알고리즘이 의사
결정을 개선하여 프로세스에서 더 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인간의 결정과 달리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개(opened up), 검토(examined), 심문(interrogated)을 할 수
있으므로 편향성을 없애고자 한다면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이다. 편향성의 원인은 알고리즘 자체보다 기본 데이터가 문제의 주요 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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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사용을 위해 선택되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에
편향이 도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델은 인간의 결정을 포함하는 데이터 또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불평등의 2차 효과를 반영하는 데이터에 대해 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에 대해 훈련된 특정된 자연어 처리 기술의 집합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성별 고정 관념
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공지능 시스
템에서도 공정성을 위해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인간 편향성의 영향을 식별하고 줄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개발, 배포 및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인간 및
사회적 편견을 영속화하거나 편향성 및 관련 문제를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선, 운영 관행 및
윤리 표준을 추가로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산ㆍ학ㆍ연의 적극적인 협조
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공지능이
한 발짝 우리 앞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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