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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 특히 이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비판 하나는 알고리듬의 일상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알고리듬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프로파일링에 관하여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추론해낸다는 것이다. 
즉, 프로파일링은 다양한 출처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관찰, 추론한 정보를 
통계학적 방법론이나 빅데이터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여 종국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마케팅이나 
홍보 영역은 특히 프로파일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은 맞춤형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용이나 노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에 
관계된 결정을 내릴 때, 공공 영역의 정책을 결정, 집행하거나 범죄를 수사할 
때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미디어의 영역에서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의 활용은 미디어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쇄매체의 수요는 줄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중심축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양면 시장의 성격을 가지는 인터넷에서의 
광고 시장은 복잡하게 분화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알고리듬이 
그 불투명성, 불공정성, 에코 체임버 효과 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알고리듬의 이용이 가져오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에 관해 실증적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알고리듬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확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알고리듬을 
규율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범적 개념이나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치밀한 분석과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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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로 사람들은 강력한 정보 수집 및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를 휴대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수 십, 수 백 명의 인간이 모여도 
평생 동안 다 소비할 수 없을 정도의 컨텐츠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려서,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과거의 컴퓨터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처리하였다면, 오늘날의 
컴퓨터는 훨씬 다양한 유형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경험과 연륜을 
축적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대신하기도 한다. 물류의 흐름을 분석해서 최적화하고, 자기소개서를 
읽거나 면접을 진행하여 사람을 평가한다.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한다.

기술의 개발과 함께 우리의 일상은 과거에 비교하면 크게 편리해졌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인류는 자신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의사결정을 
컴퓨터에 맡겨도 되는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입력된 정보를 
가공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바로 그 과정에 대한 의문, 즉 알고리듬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알고리듬 중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추적하고, 추적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알고리듬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개인에 관한 정보를 
도출해내는 알고리듬을 흔히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른다. 프로파일링은 
예컨대 광고 산업에서는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뉴스 등 컨텐츠 산업에서는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알고리듬이나 프로파일링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되거나 체계화된 것은 별로 없다. 
아직까지는 관련된 연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의 논의를 
보면, 알고리듬 시대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아랍의 봄을 예시로 들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고, 그 반대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들면서 그 결말이 얼마나 암울할지 비관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논의 중에는 ICT, 알고리듬, 프로파일링, 빅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론에 기초한 과장된 환상 내지 과도한 
걱정인 경우도 적지 않다.

Ⅰ. 논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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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중심으로 한 알고리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알고리듬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1. 정의

알고리듬(algorithm)은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폭넓게 정의하는 
한가지 예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때 따라야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것이다.1 컴퓨터를 이용한 연산의 맥락에서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때, 컴퓨터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고리듬이 이용된다. 현실적으로는 이 또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숫자를 입력 받아 간단한 연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담고 있는 것부터, 이미지를 입력 받아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인공신경망을 거쳐 판별한 
내용을 출력하는 고차원의 절차까지 모두 알고리듬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추상적으로는 하나의 흐름도(flowchart)를 통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 
흐름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로 표시할 수도 있다. 

알고리듬은 컴퓨터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넓은 용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알고리듬 중 특히 민주주의적 
담론의 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몇 가지 특정한 
알고리듬 유형에 집중할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알고리듬은 프로파일링을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통해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알고리듬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아니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그룹에 대해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내 법제에서는 프로파일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7. 2.)에 온라인 광고의 
맥락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온라인 

1  “Algorithm,”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accessed September 28, 2019,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american_english/
algorit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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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란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라 규정된다. 
두 용어의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프로파일링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을 분석·추정”하는 행위가 (온라인 광고의 맥락에서) 프로파일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는 프로파일링에 관한 명시적 
정의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은 “특히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한다(GDPR, 
Article 4, (4)). 이러한 정의들에 비추어 보면 프로파일링 개념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예측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프로파일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프로파일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2. 프로파일링의 작동 방식
 
프로파일링은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2

 
가. 정보 수집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많다면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프로파일링을 통해 도출된 정보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을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크게 수집되는 경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정보처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2  고학수 외 6인,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4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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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SNS를 
통해 이름, 성별, 나이, 학력, 경력 등을 이용자들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를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용자가 SNS 이용 과정에서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지 
또는 ‘좋아요’를 눌렀는지 등을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좀 더 복잡한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웹 
서버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작은 
텍스트 파일인 “쿠키”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한 웹 사이트의 
내역이나 활동 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3 스마트폰4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위치정보나 생체정보를 포함한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근래에는 크로스 디바이스 트래킹(cross-device tracking)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1명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이들 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여 프로파일링 
하기도 한다.5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분석 결과를 거쳐 개인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로 
재가공 되는데, 이렇게 재가공 된 정보 또한 다시 개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나. 정보 분석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처리된다. 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거나, 일정한 유형의 이용자(프로필)를 
상정하고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 
등 여러 유형의 분석 및 분류 방식이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적 방법론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방법론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인공신경망은 대중적으로는 2016년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그 이전부터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던 
분야이다. 이 영역의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3  고학수 외 2인,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 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 
「법경제학연구 13(3)」, 2017. 12., 412-414면.

4  Jennifer Valentino-DeVries et al., “Your Apps Know Where Youe Were Last Night, 
and They're Not Keeping It Secret,” New York Times , December 10, 2018,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12/10/business/location-data-privacy-
apps.html

5  고학수 외 2인,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 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주 3), 
414-415면.

그런데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수 십 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구성된 인공신경망의 내용이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 내지는 왜 그렇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인간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고, 이를 통해 발견하거나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의 범위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통체인인 타켓(Target) 사는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쇼핑 목록 등 고객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여성의 임신 여부를 정확히 추론해냈다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6 
데이터가 늘어나고 머신러닝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어떤 기존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 정보의 활용

수집되고 분석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다시 다른 정보와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마케팅, 컨텐츠 추천 등 몇몇 주요 활용 사례를 
설명할 것이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프로파일링은 결국 
개인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도 있고, 이용자가 어떤 정보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마케팅 및 홍보
 
프로파일링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는 인터넷 

광고 영역일 것이다. 다수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2018년 매출 
중 85% 이상이 광고 매출)이나 페이스북(2018년 매출 중 98% 이상이 
광고 매출)은 광고 매출이 회사의 영업모델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인터넷 광고회사라고 볼 수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는 광고 매출을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특징은 이들 회사의 서비스가 보이는 양면 시장(two-
sided market)의 특징을 배경으로 한다. 이들 회사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광고 공간을 방문하는 개인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송출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 비용을 지급받는다. 개인의 관심사에 대하여 

6  Charles Duhigg, “How Companies Learn Your Secre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February 16, 2012, https://www.nytimes.com/2012/02/19/magazine/
shopping-habits.html

Ⅲ. 알고리듬의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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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수록 더 관심사와 관련성이 높은 정교한 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광고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정교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술이고, 파악할 수 있는 
성향에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개인의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개인에게 잘 맞는 맞춤형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파일링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근래에 이러한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프로파일링이 아닌 알고리듬도 마케팅이나 홍보 등의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댓글 등에서 
종종 활용되는 봇(bo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봇은 로봇(robot)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체로 간단한 작업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마케팅이나 홍보의 맥락에서 봇은 
주기적으로 특정한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작성된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역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이 될 수 있다.

2. 뉴스 배열 등 컨텐츠 추천

개인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알고리듬이나 프로파일링이 활용될 수 있다. 구글 뉴스는 모든 기사에 
순위를 매기고, 기사들을 일정한 클러스터로 묶어서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이 과정을 인간 편집자가 아니라 알고리듬이 
수행한다고 한다.7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뉴스의 총량을 고려하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180,000여 
개의 기사가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제공되는데 인간 편집자가 이를 읽고 

7  Joe Sommerland, “Google News: How does the search giant's headline 
aggregator work?,” Independent, June 2018, https://www.independent.co.uk/life-
style/gadgets-and-tech/news/google-news-headlines-stories-ranking-algorithm-
editors-publishers-journalism-a8404811.html 

주제 별로 묶어서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이버는 2018년 알고리듬을 
통해 제공 뉴스를 선별하는 AiRS(AI Recommender System)를 
도입하였는데, AiRS 도입 이전에도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알고리듬을 
통해 유사한 이슈끼리 그룹을 만든 뒤 인간 편집자들이 메인 화면에 노출할 
기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8 

이들 뉴스는 (개별 뉴스 서비스에 따라 개별화의 정도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의 도입으로 개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서로 
다른 뉴스를 추천해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 인간에 의한 편집이 
이루어지던 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알고리듬은 뉴스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 추천의 맥락에서 활용된다.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시스템,9 페이스북의 뉴스피드,10 인스타그램의 
피드11 및 둘러보기 기능들은 모두 컨텐츠 추천 알고리듬을 활용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컨텐츠를 최적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 즉 개인의 취향 및 성향에 
맞는 뉴스만 추천하고 소비하게 되어 여론이 양 극단으로 나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가 언론의 대안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SNS의 추천 
알고리듬도 이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색 서비스
 
방대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주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인터넷 환경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단순히 

8  “[민주주의 위협하는 공룡 포털] ③ 네이버의 알고리즘 편집 확대가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다”, 경향비즈, 2018. 5. 1.자.

9  YouTube Creator Academy, “강의: YouTube 검색 가능성 높이기”, https://
creatoracademy.youtube.com/page/lesson/discovery?hl=ko#strategies-zippy-
link-2 , 2019. 9. 29. 방문. 시청자가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시청 시간, ‘좋아요’ 및 
‘싫어요’, ‘관심 없음’ 의견 등을 살펴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더 많이 보게 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10  Facebook, “뉴스피드에서 게시물 순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https://
www.facebook.com/help/520348825116417 , 2019. 9. 29. 방문. 소통하는 빈도, 
자주 소통하는 게시물 유형, 게시물이 받는 댓글, 좋아요, 공감 및 공유 수, 게시 후 경과된 
기간 등이 고려된다고 한다.

11  Instagram, “See the Moments You Care About First,” https://instagram-
press.com/blog/2016/03/15/see-the-moments-you-care-about-first/ , 2019. 9. 
29. 방문. 평균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피드의 70% 가량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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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의 유무에 따라 웹 페이지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검색 서비스 제공자들은 
웹페이지의 질이나 이용자의 검색 의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검색 
알고리듬을 구성하고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검색결과 제공의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는 
웹페이지의 품질(Page Quality), 검색 결과가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충족시키는지 여부(Needs Met), 이용자의 위치, 이용자의 언어 설정 등이 
있다.12 나아가, 클릭하는 항목, 완료된 검색의 수, 검색 취소 여부, 검색 
결과를 클릭할 때까지 걸린 시간 등이 고려될 수도 있고, 또한 검색한 단어, 
시청한 동영상, 컨텐츠와 광고 조회 및 상호작용, 웹 및 앱 활동, 기기 정보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13 

이러한 알고리듬 및 프로파일링에 따라 예컨대 미국에서는 ‘최소 
임금’을 검색할 때, 주별로 다른 최소 임금이 안내될 수 있으며, 동일한 
검색어를 검색해도 언어 설정에 따라 다른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기본권으로 논의될 정도로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검색하는 알고리듬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고용 및 인사
 
고용이나 인사 관리 등의 맥락에서 알고리듬을 활용하려는 사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기소개서 등 제출된 서류의 심사 과정이나 면접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활용양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LS그룹은 인적성 검사를 대신하여 AI 면접을 도입하였고, 기아자동차는 
자기소개서 분석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SK그룹과 롯데그룹 등도 
자기소개서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14 기존에도 
기업들은 인성 검사 등을 통해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15 이러한 분류를 알고리듬을 통해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수행하는 

12  “Search Quality Evaluator General Guideline,” Google, accessed September 29, 
2019, https://static.googleusercontent.com/media/guidelines.raterhub.com/ko//
searchqualityevaluatorguidelines.pdf.

13  Google,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policies.google.com/
privacy?hl=ko&gl=kr , 2019. 9. 29. 방문.

14 “기업들 신입사원 채용 과정 ‘AI시스템’ 도입 확산”, 세계일보, 2019. 9. 27.자.

15  KT의 경우 성실성이나 참여의식 부족한 경우, 친회사적 자세가 부족한 경우, 판단불가 등 
8개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인성부적격’ 평가에도… 김성태 딸 KT 합격기”, 
머니투데이, 2019. 4. 4.자.

것이다. 지원서류에 대한 분류와 판단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고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고용 결정까지의 기간을 85% 단축하였다는 보도도 있다.16 한편, 
고용 이후 사내 인사 관리의 측면에서도 프로파일링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개인의 작업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17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는 대체로 머신러닝에 기반한 알고리듬이 
많이 활용된다. 머신러닝은 훈련 데이터에 내재한 편견 등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기존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견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고용 및 인사 알고리듬을 이용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이나 설명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주요 내용이 대동소이한 두 
후보자가 고용 알고리듬을 통해 판이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 등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알고리듬의 맥락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5. 금융 영역
 
프로파일링은 대출 승인을 포함하여, 신용도 분석이나 금융거래의 

여러 측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 오피스(back office) 기능에도 활용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의 
경우, 국내 신용평점 제도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근래에 국회에 
제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는 신용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듬 이용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 영역도, 위에서 본 고용 및 인사 관리 영역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나 설명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차별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16  Jeanne Meister, “Ten HR Trend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bes, 
January 2019, https://www.forbes.com/sites/jeannemeister/2019/01/08/ten-hr-
trends-in-the-age-of-artificial-intelligence/.

17  임영훈 외 2인, “개인별 작업 로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업무성과 모니터링”, 「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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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영역 및 범죄의 수사
 
지금까지 국내에서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는 범죄자에 대한 일부의 

정보를 통해 범죄자의 다른 속성들을 추론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석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범죄 신고, 발생 정보를 공간 정보와 
연계한 지오프로스(GeoPros) 등의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향후에는 
‘스마트 치안’의 구현을 위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정보를 통합하는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고,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이동 경로 패턴 분석, 
외국인 밀집 지역의 치안 위협 요인 분석, 가정폭력 재발 징후 분석·대응책 
마련, 교통시설물 운영·관리 전략 수립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18

범죄 수사를 제외한 공공영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듬이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버스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19 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행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분석하여 질서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신용도 점수(social credit score)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사회적 신용도 점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20 그에 
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알고리듬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증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법규범을 통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알고리듬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알고리듬의 활용과 고도화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알고리듬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불공정성과 자기결정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중첩되면서,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서는 국민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알고리듬을 이용한 
자동적 의사결정이 사회적 차별을 확산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착취(exploitation)와 조작(manipulation)을,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18  “경찰,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하기로…'스마트 치안' 구현”, 연합뉴스, 2019. 8. 
18.자.

19 “빅데이터 활용 서울 버스노선 조정”, KBS 뉴스, 2019. 9. 23.자.

20  “[글로벌 아이] 신호등보다 많은 감시카메라…국민 점수 매겨 ‘생활 통제’”, 서울경제, 
2019. 8. 23.자.

Ⅳ. 알고리듬과 미디어

사회구성원의 주류 견해에 대한 순응(conformity)을 유도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표1).

표1: 알고리듬의 이용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언급되는 문제들21 

알고리듬은 무엇보다도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의 원인으로, 그리고 가짜뉴스(fake news)의 유포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주요 
배경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사회가 미디어에게 부여한 중대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우려인 것으로 볼 수 있다.22 
아래에서는 알고리듬의 이용이 불러온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고려할 때 알고리듬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정책적 대응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고려가 가능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알고리듬과 불평등

평등 개념의 기본적인 의의는 합리적이지 아니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21  Claude Castelluccia and Daniel Le Métayer, Understanding algorithmic decision-
mak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Panel for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9), 7-24면. 이것은 알려진 문제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편집하여서 
구성한 것이다.

22  Dame Frances Cairncross, The Cairncross Review: a sustainable future for journalism 
(The Cairncross Review, 2019), 14-22면.

개인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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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

평등

자유

인격

재산

사회적인 피해

불공정한 사회구조

감시 사회

순응

불평등의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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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다.23 즉, 헌법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차별은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 disparate 
treatment)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disparate impact)로 
개념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일정한 보호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차별은 외관상으로 
본다면 중립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보호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간접차별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고리듬은 그 자체로 차별적일 수 있는가? 우리는 위에서 
알고리듬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때 따라야하는 규칙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칙은 외부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이른바 인지의 과정(cognition)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알고리듬은 기계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 우리가 
지성체(intelligence)라고 말하는 대상의 공통된 특성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이 그 자체로 차별적이지 않다면, 알고리듬도 그 
자체만으로는 차별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알고리듬의 자동적 의사결정은 다음의 사정에 근거하여 차별의 
확산과 고착에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알고리듬을 설계한 인간의 편향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듬을 학습시키는 훈련용 
데이터(training data)로부터 편향적 구조가 반영될 수 있다. 예컨대, 
아마존 사(Amazon)에서 개발을 시도한 구직자 이력서 분석용 알고리듬은 
10년간 아마존에 제출된 이력서, 그리고 그들의 성과와 관련된 훈련용 
정보를 학습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마존에 제출된 이력서는 편향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알고리듬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였다.24 

마지막으로, 알고리듬은 인간과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제3자로부터의 의도적 편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23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24 “아마존, 'AI채용시스템' 폐기…알고리즘이 남성 선호”, 머니투데이, 2018. 10. 11.자.

사(Microsoft)에서 개발한 채터봇(chatterbot) 테이(Tay)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주입한 제3자들의 공격에 의하여 차별적 발언을 내뱉는 
기계로 쉽게 변모하였다.25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모델에서 사전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다고 하여도 알고리듬의 차별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알고리듬이 간접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년층이나 극빈층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관한 
데이터는 지나치게 적게 관측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므로, 수집된 정보는 
분석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편향된 것일 수 있다. 이보다 
더 곤란한 문제는, 알고리듬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의사결정을 재귀적, 
반복적으로 지치지 않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해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차별적 판단이, 알고리듬을 
이용한 자동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전면적,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1.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문제점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기기가 발전하면서 미디어 지형의 중심은 

온라인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은 인쇄매체(written journalism)와 보도의 
양상을 뒤바꾸었다. 화면이 지면을 대체하였고, 큐레이션(curation)이 
편집(editing)을 대체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광고로부터의 수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기도 하였다. 

 
1)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근래에 미디어 영역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변화의 하나는 독자 다수가 
인쇄매체의 구독을 중단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국내의 주요 일간지 
발행부수와 구독자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26 이러한 매체들 
스스로 직접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뉴스를 제공할뿐더러, 페이스북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일간지 뉴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유료로 
인쇄매체를 구독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뉴스의 소비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연구도 있다. 영국에서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도에 비하여 2016년도에 와서는 신문을 읽는데 할애된 시간이 

25  “인공지능 세뇌의 위험…MS 채팅봇 '테이' 차별발언으로 운영중단”, 연합뉴스, 2016. 3. 
25.자.

26  “"종이신문 위기"…정기구독률 1996년 69.3%⇀2016년 14.3%”, 연합뉴스, 2017. 4.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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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하고, 감소의 주요 요소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독자의 뉴스소비 감소라고 한다.27 뉴스소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뉴스 
자체도 변화하였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 헤드라인을 붙인다든가, 
빠른 시간에 개별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개별 기사의 길이를 길지 않게 
작성하는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28

또 다른 주요 변화로, 기사를 선택할 권한이 일정 부분 언론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알고리듬의 결합에 의하여 실현된 
큐레이션이 언론 매체가 수행해 오던 편집을 대체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별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한 뉴스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다면, 알고리듬이 
자동적으로 결정한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뉴스가 표시되기도 한다. 
나아가, 인쇄매체가 전체적으로 구성한 하나의 묶음(bundle)으로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한 것과는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자는 각각의 기사를 
개별적으로 제공받는다. 개별 언론 매체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뉴스도 
수시로 변화하는 등 인쇄매체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편집 기능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글의 뉴스 배열

 구글은 기사의 질, 클릭 수, 뉴스 발행 기관의 신뢰도, 독자의 위치와 
뉴스 기사의 내용 간의 관계, 신선도(예컨대, 발행일시)를 고려한다고 
한다.29 또한, 구글 뉴스 설정(관심사, 출처)와 구글 검색, 유튜브 
등에서의 과거 활동을 종합하여 개별화된 뉴스를 보여주기도 한다.30

페이스북 뉴스피드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에게는 매일 수 천 건의 새로운 이야기가 
발생하게 되고, 페이스북은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리즘에 따라 
정리하고 순위를 매겨(ranking algorithm) 그 중 일정한 숫자만을 
이용자의 뉴스피드(News Feed)에 올리게 된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meaningful interaction)을 촉발하는 게시물이 

27  Neil Thurman and Richard Fletcher, “Has Digital Distribution Rejuvenated 
Readership?,” Journalism Studies 20(4) (2017):552-555면.

28 Cairncross, 31-33면.

29 Sommerland, Joe.

30  Google News고객센터, “Google 뉴스에서 뉴스를 선정하는 방법”, https://
support.google.com/googlenews/answer/9005749?hl=ko , 2019. 9. 29. 방문

높은 순위를 갖는다. 페이스북은 순위를 계산할 때 이용자의 친구, 
이용자가 가입한 그룹, 이용자가 팔로우 한 페이지와 그 안에 있는 
댓글 등을 통해 신호(signal, 예컨대 누가 작성하였는지, 유형은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등의 특징)를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예측 모델(Prediction Model)과 관련성 
점수(Relevancy Score)를 마련한다고 한다.31

네이버 뉴스 알고리듬

 네이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의 알고리듬은 
”기사의 질을 판단하는 ‘품질모델’”과 “개개인의 기사 소비 성향을 
바탕으로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를 추천하는 
방식인 ‘협력필터’”를 사용하여 기사를 추천한다.32 그 과정에서 
독자가 컨텐츠를 본 순서까지 고려한 딥러닝 학습으로 정교하게 
컨텐츠를 추천하는 인공신경망(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기술을 사용한다.33 

마지막으로 언급할 주요 변화로, 구독자 및 광고주 사이의 양면적 
네트워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중간자들의 참여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변화한 점을 들 수 있다(그림 1). 언론매체는 더 이상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온라인 
광고에서의 수익을 중간자들과 나누게 되었다. 영국의 시장을 전제로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시장에서의 공급망(supply 
chain)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장에서 매우 견고한 위치를 유지하는데, 이는 
인쇄매체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한다.34 

31 Cairncross, 29면.

32 “네이버 인공지능 기사 배열 원리 들여다보니”, 미디어오늘, 2018. 11. 29.자.

33  네이버,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 AiRS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
View.nhn?blogId=naver_diary&logNo=220936643956, 2019. 9. 29. 방문.

34 Cairncross, 58-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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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고 프로세스의 변화35

2) 알고리듬의 문제점

미디어 지형이 변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까지 언급될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미디어의 기본적인 역할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언론매체의 수익성 악화가 고품질 저널리즘(high-quality journalism)이나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에 관하여 
보도(reporting on democracy)하는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관한 것이다.36 다만, 이러한 우려는 이 글의 논의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고, 아래에서는 알고리듬의 이용이 불러온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불투명성

알고리듬의 설계는 대부분의 경우에 중요한 영업비밀이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알고리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알고리듬 자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알고리듬이 어떠한 요소에 근거하여서 실행되는지, 그리고 개별 
기사가 선별되는 메커니즘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면,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붉어질 수 있다. 불투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무슨 이유에 의해서건 개별 미디어나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될 경우, 해당 미디어나 플랫폼이 이용하는 알고리듬에 대한 

35  Plum Consulting, Online Advertising in the UK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19), 9면. 이 도표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 추천 등의 알고리듬에 따라 뉴스를 배치하는 
것과는 다른 사안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6 Cairncross, 16-22면.

신뢰도 또한 함께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그 반대로, 개별 알고리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알고리듬을 이용하는 미디어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 불공정성

언론매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건 광고는 
중요하다. 그에 따라, 주요 플랫폼이 알고리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언론매체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언론매체의 입장에서는, 기사의 
제목이 노출될 가능성, 클릭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 뉴스소비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예컨대, 독자가 
플랫폼에서 스니펫(snippet) 형식의 뉴스를 읽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생산한 언론사는 수익을 얻을 수 없어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 
제11조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스니펫 형식이라고 하여도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뉴스가 노출된다면, 결국은 언론사의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정한 교환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7 

(3) 에코 체임버 효과

알고리듬이 지성을 격리시키고 있다는(intellectual isolation) 주장이 
근래에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이것을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로 부른다. 이 효과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과 유사한 시각을 반영하는 
뉴스만 계속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신념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효과는 사회적 견해의 양극화 내지는 대립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예컨대, 알고리듬은 
독자를 분류하면서 선호가 또렷하지 않아서 군집(cluster)의 경계에 위치한 
독자조차도 특정한 군집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해당 군집의 중심적 
시각에 부합하는 (편향된) 정보만 제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규모나 빈도로 발생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37 Ibid, 68-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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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과 조작의 가능성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이나 Leave.EU 
사건 등 근래에 외국에서 커다란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사건들을 보면, 
누군가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간섭하고 조작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특정한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고리듬을 어떻게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인가? 근래에 진행된 한 연구는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른 이력에 대한 분석만으로 이용자의 성격이나 속성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8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는, 각 유권자들의 (성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형별로 
분석한 뒤, 정밀 타게팅(micro-targetting) 광고를 진행하여, 결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었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편향된 정보나 일부 정보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거짓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왜곡이 초래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조작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38 Michal Kosinski, David Stillwell, and Thore Graepel, “Private traits and attributes 
are predictable from digital records of human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15 (2015): 5802-5805면, Wu Youyou, Michal 
Kosinski, and David Stillwell, "Computer-based personality judgments are more 
accurate than those made by huma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4 (2015): 1036-1040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 개요

 Cambridge Analytica 사건은, Alexandr Kogan 박사가 개발한 
“thisisyourdigitallife” 앱을 통하여 수집한 8,700만명의 가입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Cambridge Analytica 회사에서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 동안 개발자들은 페이스북의 Graph 
Application Platform Interface (API)로부터 개별 이용자 및 해당 
이용자의 친구들에 관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수집할 수 있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Psychometric Centre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Kogan 박사는 이에 주목하여, 온라인 퀴즈와 페이스북의 
“좋아요”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는 
“My Personality”, “CPW Lab App” 등의 앱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2014년에 이용자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수집할 수 없도록 회사의 방침을 변경하였다. 그러자 Cambridge 
Analytica는 그 이전에 API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Alexandr Kogan 박사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기존의 “CPW Lab App” 이름을 변경한 “thisisyourdigitallife” 
앱으로 이용자들과 친구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Cambridge Analytica 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프로필, “좋아요”, 태그된 사진을 포함한 포스트, 친구의 목록과 
메시지 등 이용자의 정보뿐 아니라, 친구의 프로필, “좋아요”, 태그된 
사진까지도 포함하였다.39

 이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로부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간섭과 조종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39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nvestigation into the use of data analytics in 
political campaigns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8), 26-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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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듬 규제의 어려움
 
위에서 살펴본 알고리듬의 문제는, 미디어 영역에서의 알고리듬의 

이용을 법 규범을 통해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맥락의 주장이 국내외에서 종종 
제기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알고리듬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알고리듬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면, 왜 그러한 것인가? 우선, 알고리듬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주장되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충분한 검증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설사 알고리듬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해 
성공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추상적으로는 규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개념화하여 알고리듬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고품질 저널리즘(high-quality journalism)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 개념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기자와 전문적 편집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정의하여 
전문가적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독자의 관심과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의 수준에 기초하여 
시장에서의 수용성 위주로 정의될 수도 있다. 각각의 정의 모두 정당성을 
가진 정의방식이고 또한 상당히 주관적인 정의방식이기도 하다.40 이와 같은 
개념 정의의 구체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는, 중립성(neutrality), 
투명성(transparency), 설명(explanation)과 차별(fairness) 등의 주요 
개념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한편, 차별적이지 아니한 알고리듬의 설계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확인하는 최근의 공학적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차별적이지 아니한 
알고리듬을 설계하려면 우선 차별을 사전적(ex ante)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차별의 
개념에 기초해서는 다양한 군집의 평등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소위 
‘impossibility’) 것이다.41

이러한 논의는 결국 알고리듬의 영역에 있어 규범과 기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논의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40  Cairncross, 16-17면.

41 Alexandra Chouldechova, and Aaron Roth, "The frontiers of fairness in machine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1810.08810 (2018): 4-5면.

두 번째의 문제는 규제의 주요한 대상과 내용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비즈니스적인 유인은 뉴스로부터 
충분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뉴스의 내용에 대하여도 책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맥락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논의의 맥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매체와 유사한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언론매체와 유사한 사회적인 
책무를 지닌다는 사회적인 차원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42

이와 관련하여, 알고리듬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기초하여 개인화 
(personalized)된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개인화된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데, 이는 이용자 자신이 뉴스를 
소비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뉴스를 소극적으로 요청한 
것 내지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세 번째의 문제는 개인정보와 알고리듬에 기초한 산업에서의 
혁신(innovation)에 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고려가 법제도적 
규율의 맥락에서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데이터 경제와 기술적 혁신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던 영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석과 논의를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한 규제를 마련하기 보다는, 일반적 주의의무의 
규정과 지침의 마련을 정책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려하였다.43 

네 번째의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알고리듬의 주요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3자에게 알고리듬에 관해 감사 또는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유형의 주장과 관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리듬은 법규범으로 보호하여야 할 영업비밀이므로,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알고리듬을 그 자체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알고리듬이 적용되어서 
생성된 실제의 결과를 살펴보아야 비로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알고리듬의 주요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감독을 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한편, 알고리듬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면, 공개의 내용이 얼마나 

42 Cairncross, 94-95면 참조.

43 The Secretary of State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Online Harms White Paper (HM Government, 
2019), 41-48면.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0127 28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는가?: 알고리듬, 프로파일링 시대의 명암



상세한지에 따라 제3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예컨대, 검색엔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서 순위를 
결정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순위조작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3. 알고리듬과 관련된 법규범과 그 가능성
 
알고리듬을 직접적으로 규율한 법률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쉽게 

볼 수 없다. 알고리듬의 특유한 문제를 규율하려면, 실정법의 틀을 벗어나 
소프트 로(soft law)나 사회규범의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근래 이 영역에서는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등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가능한 규제의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알고리듬의 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투명성이나 설명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흔히 언급된다. 투명성이란, 
알고리듬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 어떠한 정보에 
기초하여 학습한 것인지 등에 관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설명가능성이란 특정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그 내용과 
근거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44 GDPR은 
Recital 71에서 설명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각각의 개념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초기적이고 개념적인 
논의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내용의 규율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논의는 요원한 과제인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법률상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 이행과 관련하여 모범규약(code of practice)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규율은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는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으로서, 리스크 수준에 대한 
비례적이고(proportional) 실증적인 근거에 근거하여(evidence-based 
approach) 이행될 것이라고 한다. 허위의 정보(disinformation)와 관련하여 
모범규약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된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45 

·  무엇이 허위의 사실을 구성하는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등에 관해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들(The steps 
companies should take in their terms of service to make clear 

44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2019), 91-95면.

45 The Secretary of State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41-48면, 70-72면.

what constitutes disinformation, the expectations they have of 
users, and the penalties for violating those terms of service.)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왜곡한 자에 대해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들(Steps that 
companies should take in relation to users who deliberately 
misrepresent their identity to spread and strengthen 
disinformation.)

·  신뢰할 수 있는 사실 확인 서비스를 통해 반박이 이루어진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덜 노출되도록 조치를 할 것(Making content 
which has been disputed by reputable fact-checking services 
less visible to users.)

·  특히 선거 기간 중에 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Using fact-
checking services, particularly during election periods.)

·  권위있는 뉴스 매체에 대한 프로모션(Promoting authoritative news 
sources.)

·  에코 체임버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제공(Promoting diverse news content, countering the ‘echo 
chamber’ in which people are only exposed to information which 
reinforces their existing views.)

·  이용자들에게 자동적 계정(automated accounts)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그리고 자동적 컨텐츠 배포 방식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Ensuring that it is clear to users when they are dealing 
with automated accounts, and that automated dissemination of 
content is not abused.)

·  정치적 광고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선거법 상의 요건을 만족할 
것(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advertising, helping 
meet any requirements in electoral law.)

·  사용자가 용이하게 거짓 컨텐츠를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리 경과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Reporting processes which 
companies should put in place to ensure that users can easily 
flag content that they suspect or know to be false, and which 
enable users to understand what actions have been taken and 
why.)

·  누구나 회사의 조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온라인 허위정보와 관련된 활동의 본질에 관하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마련(Processes for publishing data that 
will enable the public to assess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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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companies are taking, and for supporting research into 
the nature of online disinformation activity.)

·  허위의 사실을 방지하려는 회사의 절차의 효과성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절차 마련(Steps that services should take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ir processes for tackling 
disinformation and adapt processes accordingly.)

이상에서 알고리듬과 프로파일링 기술의 작동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알고리듬이나 프로파일링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위협 요소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알고리듬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차를, 
프로파일링 기술은 이용자 집단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려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이들은 온라인 검색과 광고를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쓰인다. 미디어 영역에서의 알고리듬의 이용은 미디어 환경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변화시키고, 정보의 편향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과 조작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실증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만, 알고리듬의 이용에 관하여 공론의 장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다만 알고리듬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규율의 구체적 내용이나 형식에 관해 논의하기 
보다는 현단계에서는 알고리듬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증자료에 기초한 세밀한 파악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고리듬은 기본적으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잘못된 도구가 
아니다. 알고리듬의 이용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나 부작용에 대한 평가와 대응은 균형잡힌 
시각을 필요로 한다. 알고리듬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서는, 알고리듬의 
이용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면, 해당 부작용의 정도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메커니즘 등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세밀한 파악과 정밀한 
분석을 하는 것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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