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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조사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의 2021 하계 

단기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연구조사의 결과이다.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자료를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와 변호사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후 검토를 하였다. 

본 사례조사는 최근의 주요한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감사 연구(audit study)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차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방법론이다.1 1970년 대 이후부터 차별 

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고 현장 실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연구는 이러한 연구 대상을 주로 

‘인공지능’으로 지칭되는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알고리즘 감사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례조사집은 인공지능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연구자, 실무가, 

정책 입안자 등의 다양한 독자를 염두도 두고 작성되었다. 인공지능 공정성 문제에 

관하여 컴퓨터 공학, 법학, 경제학, 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본 사례조사집에 소개된 여러 사례를 통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발자들도 본 사례조사로부터 자신이 개발·적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응용 

사례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 조사 사례에 

적용된 구체적인 공정성 평가 방법론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체계를 고민하는 정책 연구자나 

입안자들에게도 역시 본 여러 사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증적 조사 결과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사례조사집에서는 (1) 생체인식 (2) 교육 (3) 채용 (4) 금융 및 신용평가 

(5) 공공서비스 및 행정의 5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례와 

최근 사례를 수집하였다. 위 5개 분야는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AI 

규제 법안2에 잠정적으로 제시된 고위험(high risk) 인공지능의 사례를 참조하여 

선정한 것이다. EU AI 규제 법안 부속서(Annex) III에 나열된 고위험 인공지능 활용 

사례3는 최근 수 년 동안의 학술 연구와 사회적 논의 결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중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주로 고려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공정성 감사 사례를 수집, 정리하는 것이 국내 연구 및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https://fairmlbook.org/testing.html↗

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3 Annex III에 나열된 고위험 인공지능은 생체인식 신원확인, 중요 인프라의 관리 및 운영, 교육 및 
직업 훈련, 채용, 근로자 관리 및 자기고용에 대한 접근, 핵심적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법집행, 이민·망명 및 국경 관리, 사법 및 민주적 절차 등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이다. 

1. 본 사례조사의 목적

2. 사례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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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는 위 5개 분야에 있어 약 50편의 연구 논문, 보고서 

등을 후보군으로 수집하였고, 그 중 20여편을 요약 정리하였다. 해당 

분야에서 주요하게 인용되는 연구를 주로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가급적 최근의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공정성에 관한 주요한 

국제 학술대회인 ACM FAccT (ACM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에 발표된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본 사례조사는 주로 알고리즘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집합을 확보하고(이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 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공정성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해당 알고리즘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 작업이다. 이 때 공정성 심사는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피부색, 인종, 국적,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등)에 

따라 알고리즘의 정확도(특이도, 민감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경향이다. 본 

사례조사집에 소개된 연구의 상당 수는 이러한 연구들이다.

이에 추가하여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연구나 인공지능 

도입이나 활용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을 검토한 연구들도 

일부 포함하였다.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알고리즘이 사회에 도입되어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용이나 남용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2–3년 

동안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제기된 주요한 사례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가. 생체인식 (제2장)

생체인식(biometrics), 특히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술이 대량감시 시스템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Buolamwini&Gebru(2018)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감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연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감사 데이터를 개발하여 

마이크로소프트, IBM, Face++의 상용 얼굴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감사한 결과, 

흑인 여성에 대한 정확도(엄밀히 말하자면 양성예측도)가 타 인종이나 성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얼굴 인식 기술의 공정성에 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다음으로,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2019. 12. 얼굴 인식 알고리즘 189건에 있어 인종, 나이, 

성별의 효과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대일 매칭(휴대전화 

얼굴 잠금 해제 기능과 같이 등록된 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비교하는 기능)과 일대다 

매칭(범죄자 식별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등록된 다수 사람 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는 기능)을 구분하여, 인종, 나이, 성별에 따라 그 정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최근의 알고리즘들은 인구통계적 

3.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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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따라서도 정확도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얼굴 인식 기술의 사회적 활용 상의 문제점을 조사한 연구도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의 Center on Privacy & Technology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중 2019년 연구를 본 사례집에 소개하였다(Clare Garvie, 2019). 해당 

연구는 미국 수사기관에 의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활용시 몽타주를 입력하거나 

원본 이미지를 수정하여 입력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의 정확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결과의 오류 및 실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고, 수사기관만이 활용 가능한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용의자를 검거,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범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Pew Research Center는 2019년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였다. 얼굴인식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는 법 집행기관(59%)에서 높은 반면, 기술 기업(36%), 광고주(1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얼굴인식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공적 

영역에서의 수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태도는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공공장소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활용에 부정적이었다.

나. 교육 (제3장)

교육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상당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그 활용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특히 중시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공정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알고리즘 평가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통계적 공정성 개념 적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시로 1973년 

버클리대학교 대학원 입시 데이터와 젠더 차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다.4 1973년 

버클리대학교 대학원에는 8,442명의 남성 지원자와 4,321명의 여성 지원자가 

지원했는데, 이 중 남성은 44%가 합격한 반면 여성은 단지 35%만이 합격하였다. 

이에 관해, 이러한 차이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차별이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별 학과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합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남학생들은 

당시 비교적 입학이 쉬웠던 공과대학에 주로 지원하였고, 여성은 훨씬 더 경쟁적인 

학과에 지원하였던 것이 밝혀졌다. 이 사례는 통계학의 심슨 패러독스(Simpson 

paradox)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평균적인 전체 지표만을 보고 차별인지 여부를 

4 Wachter et al (2020) 논문은 이 사례를 각색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본 사례조사집은 이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사이언스 지에 게재된 원 논문은 Bickel, Peter J., Eugene A. Hammel, 
and J. William O‘Connell. “Sex Bias in Graduate Admissions: Data from Berkeley.” 
Science 187.4175 (1975): 398-4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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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 판단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기존의 실증 조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서베이(survey) 연구인 Baker & Hawn (2020)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온라인 대학 프로그램에서의 학생 유지(retention) 예측 모델, 학생 낙제 

가능성 예측 모델, 6년제 대학 졸업 예측 모델, 학생 성적 예측 모델, 자동 에세이 

채점(E-Rater),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SpeechRater) 등의 다양한 교육 분야 

알고리즘에 있어 인종 및 민족, 국적, 젠더, 모국어 및 방언, 장애, 도시성, 사회경제적 

지위, 유학생, 군복무 여부 등 다양한 인구통계적 속성에 대한 공정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영국 

자격검정청(Ofqual)의 알고리즘 사례를 소개한다. 영국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A-level(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을 치르기 어렵게 

되자, 자격검정청(Ofqual)이 관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점수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에 대해 학점이 평가 절하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알고리즘에 의해 평가된 결과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반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배경의 학생들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영국정부가 수립한 공공부문 AI 활용 지침에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사례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이 단지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제도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을 조명하여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역사적 편견과 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입학 허가) 분야에 있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도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를 포함하였다. Marcinkowski et al. 

(2020)은 독일 대학의 학부생 304명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학생 

선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선발 결과 및 선발 절차에 있어서 덜 편향된 것으로(즉, 더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채용 (제4장)

채용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사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다. 채용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인간 심사자에 의한 편향이나 차별적 조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는 반면, 알고리즘에 의해 기존 편향이 오히려 

강화, 영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최근 

들어 알고리즘 감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개한 Raghavan et al (2020)은 총 18개의 채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활용 중인 채용 프로그램의 지원자 

예측 모델은 (1) 고객 회사 맞춤형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2) 

정형화된 과제를 이용하여 지원자 특성을 파악하고 점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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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위 연구는 위 두가지 모델 간에는 필연적으로 상충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고객 회사 맞춤형으로 데이터와 목표 변수를 설정할 경우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고, 이미 채용된 직원과 유사한 지원자들만 채용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작동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온 차별적인 평가가 신규 채용에 반영될 우려도 있다. 반대로 

채용 솔루션 공급사 자체 제공 과제를 활용할 경우 고객회사와 관련성이 낮은 

목표변수가 설정될 수 있고, 그 결과 정확한 평가방법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용 프로그램의 설계자나 이용자는 제한된 학습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과 고객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적은 방식으로의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한편, 위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상당 수의 알고리즘이 ‘4 ⁄ 5 규칙’을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4 ⁄ 5 규칙은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제시한 기준으로서, 해당 규칙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4 ⁄ 5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보호 속성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미국 법제상 직접 차별(차별적 대우, disparate 

treatment)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모델 구축 과정에서만 보호속성을 사용하여 

집단간 비슷한 비율을 선발하도록 학습시킨 뒤, 실제로 지원자를 평가할 때에는 

보호속성들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유사한 실증 감사 연구로서 특정 채용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Sánchez-

Monedero et al. (2020)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3개의 자동화된 채용 시스템, Pymetrics, HireVue, Applied를 조사하여 각각의 

시스템에 있어 채용 공정성을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보여준다.

한편,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정책 중 하나는 특정 정보를 

잠재적 고용주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다.5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200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흑인 전과자에 대한 채용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시 전과자 여부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Ban-The-

Box’)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Ban-The-Box 정책은 해당 정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젊은, 저숙련, 흑인·히스패닉계 남성의 채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Ban-The-Box 정책의 효과에 관한 다양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었고 본 사례조사집에서는 그 중 한 건을 소개하였다(Doleac&Hansen, 

2016).

채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점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구인 광고의 

표시의 공정성 문제나 LinkedIn 등 직업 소개 서비스에서의 매칭 알고리즘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광고 표시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5 이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Cofone, Ignacio N., “Algorithmic discrimination is an 
information problem”, Hastings LJ 70 (2018): 1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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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광고가 표시된다는 문제 제기(Sweeney, 2013), 여성에 

대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직종에 

관한 광고가 덜 표시된다는 문제 제기(Datta et al, 2015) 등이 이루어졌다. 본 

사례조사집은 온라인 플랫폼(Facebook)에서 STEM 분야 광고가 여성에 비해 

남성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되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위 연구 

결과는 STEM 분야 광고가 성별에 대해 차별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인터넷상의 행동 

패턴의 차이나 성차별적인 문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 광고단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즉, 

광고업계의 전반적인 광고수요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남성에게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외견 상 드러나는 결과만을 두고 섣불리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로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세밀한(nuanced) 분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라. 금융 및 신용평가 (제5장)

금융 분야 인공지능 공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례로는 애플카드의 신용한도 사건이 있다. 2019년 골드만삭스와 애플이 

애플카드를 출시한 이후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소득 

신고서를 공동으로 내고, 부부 공동 재산제가 시행되는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이 더 낮은 신용 점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부인에 비해 20배나 높은 신용 한도가 

책정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의 트윗이 널리 공유되고,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소비자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본 사례조사집에는 이 문제에 

대해 뉴욕 금융정책부(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가 

2021년 3월 발표한 감사 결과를 포함하였다. NYDFS가 애플카드 신용평가 

알고리즘에 대해 공정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알고리즘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을 

하였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보고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NYDFS는 신용평가 알고리즘이 향후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를 위한 방법으로 대체 

데이터를 활용한 재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융 인공지능 공정성 기준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연구를 소개하였다. 

Hardt, Price, Srebro (2016)은 당시까지 널리 활용되어 온 인구통계적 

불균형(demographic parity) 지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는 인종 등의 보호 집단 

별로 대출 승인율이 동등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평가 

데이터 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알고리즘이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비율(true positive rate)이 보호변수(인종) 간 동등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Equal Opportunity 기준과, 평가 데이터 상으로 채무불이행을 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알고리즘이 적격/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비율(true positive rate 및 true 

negative rate)이 보호변수(인종) 간 동등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Equalized Odds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후 실무상 활용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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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 한편 위 연구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연구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하였다.7

나아가 대출 심사에 있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기존의 대면 심사에 비하여 

차별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본 사례조사집에는 Barlett et al. (2019)와 Fuster et al. 

(2021)을 소개하였다. Barlett et al. (2019)은 기존 대면 대출 심사 결과와 핀테크 

대출에서의 알고리즘 심사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대출 승인 심사에서는 (대면 

심사와 달리) 핀테크 금융 활용시 차별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핀테크 대출에서도 

대면 심사에서와 같이 소수인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차별 

정도는 크게 완화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알고리즘에 의한 심사를 통해 인적 

편견(human bias)은 개선할 수 있으나 차주의 특성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간접차별(disparate impact)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uster et al. (2021)은 알고리즘 도입을 통해 혜택이 어떠한 집단에 

주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면서 금융기관은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대출심사 승인율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 머신러닝 활용의 혜택에 따른 분포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히스패닉 혹은 흑인의 경우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백인 내지 

아시아인보다 적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혜택의 차이 

또한 ‘차별’의 영역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금융 분야 알고리즘이 소비자 집단 간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원인은 

알고리즘 자체에 있는 것이기 보다는 가용한 데이터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최근 

연구도 있다(Blattner & Nelson, 2021). 이 연구는 신용 점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소수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 집단(저소득 계층 및 소수민족)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노이즈의 차이가 신용평가 및 대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집단 

간 격차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금융 분야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대출 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사기 탐지나 보험 분야 역시 금융 인공지능의 주요한 활용 

분야이므로 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조사집에는 한 가지 사례로서 

미국 차량 보험료 산정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ProPublica의 탐사 

보도를 소개하였다(Angwin et al., 2017). 미국 차량 보험회사들이 소수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지역(predominantly minority urban neighborhoods)의 

거주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ProPublica는 보험료 산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난 지역별(zip code) 차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동등한 보험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내에서도 소수민족 집단이 주로 거지하는 지역에 대해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가 운전하고 있는 

6 이러한 기준이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킬 뿐이라는 비판으로는 Wachter, Sandra, Brent 
Mittelstadt, and Chris Russell, “Bias preservation in machine learning: the legality of 
fairness metrics under EU non-discrimination law”, W. Va. L. Rev. 123 (2020): 735 참조.

7 http://research.google.com/bigpicture/attacking-discrimination-in-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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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마. 공공서비스 및 행정 (제6장)

공공서비스 및 행정에 있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는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에 비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범 위험도 예측 소프트웨어(대표적으로 

COMPAS)가 있다. 이 사례는 국내에도 다양한 문헌을 통해 널리 소개되었으므로 본 

사례조사집에는 포함하지 않았다.8

이러한 공공서비스 목적으로의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인공지능이 어떤 변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이른바 

‘label choice’ 문제). 이 문제에 있어 Obermeyer et al (2019)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 연구는 미국 보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위험점수 부여 

알고리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위험 환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환자의 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관리 대상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목표는 선제관리를 통해 가장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용되던 위험 점수 알고리즘은 다음 년도의 지출 

의료비(next year’s health care costs)를 지표로 삼아 예측하였고, 알고리즘은 이 

값을 잘 예측하였다.

그러나 미래 의료비 지출은 실제적인 의료 필요(future health care 

needs)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흑인의 소득 수준이 백인보다 낮은 것으로 

인해 흑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유사한 건강 상태에 있는 

경우 부유한 백인이 가난한 흑인에 비해 우선하여 선제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연구자들은 다음 년도 의료비지출보다 피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avoidable cost) 혹은 건강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고, 실제로 연구진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와 협업하여 같은 데이터셋으로 

다른 지표(예측되는 의료비 지출과 실제 건강상태를 모두 반영한 지표)에 대해 

측정했더니, 편향을 86% 낮출 수 있었다.

한편, 행정 행위와 관련하여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영국에서 비자 취소를 위해 활용된 부정시험 판독을 위한 동일 화자 

판독 기술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4년 영국 BBC 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영어 수준 증명의 일환으로 실시되던 토익 시험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토익 시험 주관처인 ETS에게 

검증을 요청하였고, ETS는 자체적인 기술을 활용해 부정이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정부에게 고지하였다. 그 결과 33,275명의 시험 결과가 ‘무효(invalid)’, 

8 국내 문헌으로는 특히 한애라,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의 검토-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저스티스 172 (2019): 
38–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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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례조사의 한계

22,684명의 시험 결과가 ‘의심(questionable)’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뒤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ETS가 활용한 동일 화자 판독 기술은 그 정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통계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당화될 수 없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 만명의 비자가 거부당하고 수 천 명이 강제출국 당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에서는 비자 발급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인종과 

국적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현재 알고리즘의 사용이 

중지되었다. 더불어 미국 등지에서도 이민 시스템이 인종에 따른 편향이 있다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내무부의 해당 알고리즘 사용 

중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사례조사집에는 관련 언론 보도를 소개하였다.

이하에서는 앞서 소개한 논문, 보고서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하의 

요약은 해당 연구와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간략히 정리한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본 사례조사집이 선정한 20여건의 사례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것이 아니라, 편집자 및 참여 연구원들이 관심사를 반영하여 선정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편집자의 지식, 경험, 역량의 부족이나 조사 기간 및 

기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중요한 사례임에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사례조사집은 알고리즘 공정성에 관한 실증적 감사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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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Microsoft, IBM, Face++ 3사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성별과 피부색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감사함. IJB-A, Adience 등 

널리 활용되는 기존 데이터셋은 인종 및 성별이 균일하지 못하여 감사데이터로 

사용하기 부적합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아프리카 3국(남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유럽 3국(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국회의원들의 공개된 

사진을 수집하여 PPB(Pilot Parliament Benchmark)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함. 이후 PPB에 데이터셋을 Fitzpatrick six point labeling system에 의해 

피부색을 구분한 후, 어두운 피부색과 밝은 피부색으로 나누어 표지하였고, 성별은 

남녀를 나눠 표지함. 

•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의 척도로 양성예측도(PPV, positive predictive value)를 

활용함. 3사의 얼굴인식프로그램은 모두 남성을 여성보다 더 정확히 구분했고, 

밝은 피부색의 사람을 어두운 피부색의 사람보다 더 정확히 구분했음. 특히 세 

프로그램 모두 흑인 여성의 경우 양성예측도가 가장 낮았음. IBM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신뢰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어두운 피부색의 여성, 어두운 

피부색의 남성, 밝은 피부색의 여성, 밝은 피부색의 남성 순으로 신뢰지수가 낮게 

나타났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고른 인종/성별 분포를 가진 남아프리카의 데이터에 

대해 세가지 프로그램의 양성예측도를 분석해본 결과, 인종/성별에 따른 결과가 

전체 데이터셋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토대로, 국가 간 국회의원의 사진의 

특성(카메라 설정, 사진 화질, 자세 등)이 본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음.

분야 생체인식

저자 Joy Buolamwini, Timnit Gebru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8. 1.

출처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Proceedings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81:1-15, 2018.

링크 http://proceedings.mlr.press/v81/buolamwini18a/buolamwini18a.pdf↗

요지  • 마이크로소프트, IBM, Face++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감사한 결과, 흑인 여성의 양성예측도가 타 

인종/성별에 비해 낮게 나타남.

Gender Shades: Intersectional Accuracy Disparities in Commercial Gende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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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많은 인공지능은 표지된 데이터(labeled data)의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함.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은 결국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나타낸다. (Bolukbasi et al., 2016; Caliskan et al., 2017).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정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과 차별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음. 

• 본 연구는 전형적인 컴퓨터 비전 분야인 얼굴인식에서 널리 활용되는 알고리즘에 

피부색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내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사함.

감사 대상
• 본 연구는 3개의 시중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각각 성별과 피부색에 

따른 성별인식의 정확도를 분석함.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시중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

• Microsoft cognitive Service Face API

• IBM Watson Visual Recognition API

• FACE++

• Microsoft와 IBM은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머신러닝 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시중에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 선정되었음.

• Face++는 중국의 얼굴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임. 서구국가와 아시아 국가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은 각각의 나라의 구성원의 얼굴을 인식할 때 더 정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음(Phillips et al,. 2011). 이 선행연구의 결과가 성별인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Face++를 선정함.

감사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우선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한 500명의 공인의 사진으로 이뤄진 IJB-A 데이터셋과 와 

2284명의 얼굴 사진으로 이뤄진 Adience를 감사데이터로 사용하려 했음. 그러나 

이들 데이터셋 모두 밝은 피부의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어두운 피부의 사람의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어두운 피부의 여성 비율이 특히 낮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3국(르완다, 세네갈, 아프리카)과 유럽 

3국(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국회의원의 얼굴사진을 수집하여 1270명의 

얼굴사진으로 이뤄진 데이터셋을 만들었음(Pilot Parliaments Benchmark, 

이하 PPB). PPB는 IJB-A 또는 Adience에 비해 피부색과 성별의 비중이 비교적 

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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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데이터셋의 피부색 및 성별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음.

• PPB의 데이터셋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음.

• 데이터 표지화(labeling) – 본 연구에서는 각 데이터셋에 피부색과 성별을 표지를 

부여함. 피부색은 Fitzpatrick six-point labeling system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피부과에서 피부암 확률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피부 분류 기준임. 위 분류기준 중 

I, II, III은 밝은 피부색(Lighter), IV, V, VI은 어두운 피부색(Darker)으로 구분하여 

표지함. 성별은 남/여로 구분하여 표지함.

감사 적용 기준
• 정확도는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양성예측도: 양성으로 분류된 데이터 

중 실제로 양성인 데이터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TPR(True Positive 

Rate, 민감도: 양성인 데이터 중 양성으로 분류된 비율), FPR(False Positive 

rate, 위양성 비율: 음성인 데이터 중 양성으로 분류된 비율)을 계산함. 

• 피부색이 밝은 남성(Lighter Male), 피부색이 밝은 여성(Lighter Female), 

피부색이 어두운 남성(Darker Male),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Darker Female)에 

대해 각각 PPV, TPR, FPR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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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 감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여성과 남성의 비교
• 여성은 남성보다 PPV가 낮아, 시중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여성보다 남성을 

더 정확하게 분류함을 알 수 있음.

• 남성은 여성보다 TPR이 낮음. 따라서 시중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의 

분류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여성이라고 분류한 경우가 남성이라고 분류한 

경우보다 높음. 

• 여성은 남성보다 FPR이 높게 나타남.

• 어두운 피부색과 밝은 피부색의 비교
• 세 프로그램 모두 어두운 피부색의 경우가 밝은 피부색에 비해 양성예측도가 

낮았음. 셋 중에서는 IBM이 피부색에 따라 정확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 피부색과 성별을 종합해보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흑인 여성의 양성예측도가 

제일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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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B의 나라마다 다른 사진 특성이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여부
• PPB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성별분류 정확도는 아래 표와 같음.

분류 측정인자 DF DM LF LM

마이크로소프트 PPV 76.2 100 100 100

Error Rate 23.8 0.0 0.0 0.0

TPR 100 84.2 100 100

FPR 15.8 0.0 0.0 0.0

FACE++ PPV 64.0 99.5 100 100

Error Rate 36.0 0.5 0.0 0.0

TPR 99.0 77.8 100 96.9

FPR 22.2 1.03 3.081 0.0

IBM PPV 66.9 94.3 100 98.4

Error Rate 33.1 5.7 0.0 1.6

TPR 90.4 78.0 96.4 100

FPR 22.0 9.7 0.0 3.6

• PPB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별 및 피부색 구성비율은 PPB의 전체 

데이터셋의 성별 및 피부색 구성비율과 유사한데, 세가지 얼굴인식 시스템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밝은 피부색의 데이터셋은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음. 

• 그런데 어두운 피부색의 데이터셋은 세 시스템 모두 낮은 정확도를 보였음.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국회의원 이미지의 특성이 성별 분류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IBM의 신뢰지수 분포
• IBM은 독자적으로 신뢰지수를 출력값으로 제공함. 이 신뢰지수의 분포도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피부색이 어두운 남성, 

피부색이 밝은 여성, 피부색이 밝은 남성 순으로 신뢰지수가 낮았음.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1 요약자 주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FACE++의 감사결과, 밝은색의 여성은 PPV가 100%인데, 
밝은 피부색 여성의 FPR은 3.08%임. PPV가 100%인 경우 False Positive = 0 이어야 하므로 
FPR이 3.08%일 수 없음. 논문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음.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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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생체인식

저자 Chad Boutin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9. 12. 19.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링크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19/12/nist-study-evaluates-effects-race-age-
sex-face-recognition-software↗

요지  • 시중에 활용되는 189개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 일대일(1:1) 매칭 - 백인에 비해 흑인과 아시안의 위양성 확률(FPR)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아시아에서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아시안에 대해서도 백인에 준하는 높은 정확도(낮은 FPR)을 보임. 1:1 매칭의 

오류는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일대다(1:n) 매칭 - 흑인 여성에 대한 위양성 확률이 높게 나타남(FBI의 머그샷 데이터 활용). 1:n 

매칭의 위양성은 잘못된 체포 및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될 수 있음. 

NIST Study Evaluates Effects of Race, Age, Sex on Face Recognition

요약
• 시중에 활용되는 189개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감사함
• 1:1 매칭의 경우 

• 백인에 비해 흑인과 아시안의 경우, 일대일 매칭 기능의 위양성 확률(FPR)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아시아에서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아시안에 대해서도 

백인에 준하는 높은 정확도(낮은 FPR)을 보였음. 일대일 매칭 기능에서의 

오류는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색인종에 대한 정확도 제고가 

시급함. 

• 1:n 매칭의 경우
• 일대다 매칭 기능에서 흑인 여성에 대한 위양성 확률이 높게 나타남. 본 

기능의 감사는 FBI의 머그샷 데이터로 이뤄졌는데, 일대다 매칭 기능에서의 

위양성은 잘못된 체포 및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흑인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됨. 

감사 대상
• 본 연구는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총 189개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성별과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얼굴인식 수행능력을 평가함. 

•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일대일 매칭(one to one 

matching)과 일대다 매칭(one to many matching)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대일 매칭은 한 사람의 사진을 입력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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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의 사진과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기능으로, 휴대폰이나 

여권확인 등에서 보안수단으로 활용됨. 

• 일대다 매칭은 한 사람의 사진을 입력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동일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으로, 범죄자 검거 등 관심인물을 

확인하거나 수색하는 데 활용됨

감사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FBI에서 수집된 

4그룹의 총 849만명의 1827만 개의 이미지를 감사데이터로 선정함. 각 

데이터에는 성별, 인종, 나이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도 포함됨. 

• 이 4개의 데이터그룹은 ➀ FBI의 미국 국내의 머그샷 사진, ➁ 미국의 이민 신청 

사진 ➂ 미국의 비자 사진 ➃ 미국 여행자들의 국경 출입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Grother et al, Face Recognition Vendor Test (FRVT) Part3: Demographic 

effects, 2019.12., p1.)

• 일대일 매칭 기능의 감사에서는 1827만개의 이미지를 모두 사용한 반면, 일대다 

매칭 기능의 감사에서는 FBI에서 제공한 160만개의 미국 국내 머그샷 만을 

데이터로 활용함.

감사 적용 기준
•  연구에서 매칭 기능 수행의 감사기준은 위양성 확률(FPR, false positive rate)임. 

• 다른 인자를 기준으로 감사할 수도 있으나, 일대일 매칭 기능이 사용되는 보안분야, 

일대다 매칭 기능이 사용되는 범죄자 추적 등의 분야에서는 위양성이 보안상 

위험이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양성 확률을 비교함.

 

감사 결과
• 감사결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됨.

• (1) 일대일 매칭 기능에 대해서 백인(Caucasians)에 비해 아시안과 흑인(African 

American)의 위양성 확률이 높게 산출됨.

• 백인과 유색인종의 위양성 확률의 격차는 알고리즘에 따라 10~100배까지 

차이가 남. 일대일 매칭 기능의 위양성은 심각한 보안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유색인종에 대한 정확도를 강화해야 함. 

• (2) 미국에서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일대일 매칭 기능에 대해 아시안, 흑인(African 

American), 원주민(인디언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위양성 확률을 보였고, 이들 

집단 간의 위양성 확률은 유사함.

• 위양성 확률이 높게 산출된 집단 중, 미국의 인디언에 대한 위양성 확률이 

가장 높았음.

• (3) 아시아 국가에서 개발된 일부 알고리즘들은 주목할 만한 예외를 보였음.

• 아시아 국가에서 개발된 일부 알고리즘들은 일대일 매칭 기능에서 아시안과 

백인의 위양성 확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비록 본 연구가 인종에 따른 

위양성 확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는 않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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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알고리즘이 학습한 데이터가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음.

• (4) 일대다 매칭 기능에서 흑인(African American) 여성에 대한 위양성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 일대다 매칭 기능에서의 위양성 확률은 잘못된 기소나 체포 등의 중대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중요함.

• (5) 몇몇 알고리즘은 일대다 매칭 기능에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위양성 확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인 알고리즘들은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서도 위양성 

확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관련 문헌
• Grother et al, Face Recognition Vendor Test (FRVT) Part3: Demographic 

effects, 2019.12. 링크: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9/

NIST.IR.8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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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안면인식 검색 프로그램의 활용 사례 

• 2017. 4. 28. 편의점에서 맥주를 훔치던 용의자가 매장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됨. 

그러나 포착된 얼굴은 일부 알아보기 어려웠고 픽셀화가 심해 뉴욕 경찰국이 

사용하고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는 용의자 검색이 어려웠음. 

• FIS(Facial Identification Section)의 한 직원은 용의자가 유명한 배우 Woody 

Harrelson을 닮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용의자의 사진 대신 배우의 사진을 안면 

인식 시스템에 제출함.

• 수사 기관은 배우 사진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검거함.

문제 의식
• 경찰이 수사에 활용하는 안면 인식 검색 프로그램에 어떤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저화질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나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된 필터가 씌워진 사진, 

앨범에서 스캔한 사진,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얼굴 사진이나 예술가의 스케치 

등을 안면 인식 검색 대상인 probe photos로 활용하는 관행이 만연함.

• 이러한 관행에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실제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존재함.

• 안면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분야 생체인식

저자 Clare Garvie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9. 5. 16.

출처 Georgetown Law Center on Privacy & Technology

링크 https://www.flawedfacedata.com↗

요지  • 수사기관에 의한 안면 인식 검색 프로그램 활용의 문제점 연구
 • 미국 뉴욕 경찰국에서 용의자 검거를 위한 안면 인식 검색 프로그램 활용시 부적절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남. 

 •  안면 인식 검색의 정확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결과의 오류 및 실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  수사기관만 활용 가능한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용의자를 검거,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범적 장치가 필요함.

Garbage In, Garbage Out - Face Recognition on Flaw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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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probe photos 활용의 문제점 및 안면 인식 시스템의 결과를 수사 

단서에 활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룸.

Probe image로서의 몽타주의 활용
• 몽타주 활용 현황

• 미국의 많은 경찰서에서는 목격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손이나 컴퓨터로 

그린 몽타주(forensic sketches)를 안면 인식 검색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권장하지는 않음)

• 여러 정부 기관이나 알고리즘 개발 기업에서도 용의자 수사를 위한 안면 인식 

검색에 몽타주를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몽타주를 활용한 안면 인식 검색의 성능 평가 사례

• 2011 미시건주립대의 연구
• 대상: Cognitec 사가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알고리즘 

• 결과: 알고리즘은 20,000여개의 결과 중 입력값과 일치율이 높은 

200개를 결과값으로 반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몽타주를 입력했을 

경우 정확도가 4.1%–6.7%에 불과
• 결론: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알고리즘은 몽타주를 활용한 이미지 검색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
• NIST나 NYPD 역시 현재 알고리즘 수준에서는 몽타주를 활용한 검색이 

대부분 실패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몽타주 활용의 한계

• 몽타주는 그 제작에 있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가짐. 

• 목격자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
• 목격자가 몽타주 제작자에게 자신의 기억을 전달하는 소통 능력에 의존
• 목격자에게 전달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몽타주 제작자의 

능력에 의존
• 몽타주를 입력해 도출된 결과를 사람이 직접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정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몽타주 외에는 부재하여 오류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음

Probe images로서 활용되는 이미지의 수정
• 안면 인식 검색 활용시 이미지 수정 관행

• 안면 인식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원본 이미지를 일부 수정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알고리즘 제공 기업에서도 안내하는 사항
• 이미지 수정을 위해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 일부분을 붙여넣거나 원본 

이미지에 없던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기도 함
• NYPD의 이미지 수정 사례

• 얼굴 표현의 제거: 열린 입을 닫힌 입으로 수정
• 눈의 삽입: 감은 눈을 뜬 눈으로 수정 

• 얼굴 일부에 대한 대칭 효과: 얼굴 일부분이 유실됐을 경우 유실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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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부분을 대칭하여 수정
• 새로운 probe 이미지의 생성: 수사관이 생각하기에 용의자와 닮았다고 

생각되는 두 얼굴의 사진을 합성한 결과물을 검색 이미지로 사용 

• 블러 처리: 과다 노출되거나 낮은 화질로 인해 코, 입, 눈썹 등의 자세한 

디테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처리
• 복제 스탬프: 원본 이미지에서 일부 가려진 부분을 이미지 내 다른 부분을 

복제하여 새롭게 생성 

•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부분의 

얼굴을 생성하거나 회전시켜 마치 머그샷과 같이 용의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냄 

• 평가
• 존재하지 않던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범죄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얼굴 조작에 해당
• 안면 인식 알고리즘은 원본 데이터와 수정 또는 추가된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와 수정된 이미지간 실제 용의자와의 

일치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안면 인식 검색 결과의 수사 단서로서의 활용 가치 
• NYPD를 포함한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안면 인식 검색 결과를 신원 확인의 

명확한 증거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가능성 있는 매칭이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음 

• 실제로 NYPD는 안면 인식 결과를 근거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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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수사 단계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음 

• 이러한 규범의 부재로 인해 실제로는 안면 인식 기술의 결과값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편의점 절도범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최종 체포는 목격자의 신원 확인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라인업(Lineup: 목격자에게 다수의 용의자를 제시하고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수사 기법)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안면 인식 

결과만을 근거로 하였음 

• NYPD 경찰관들은 목격자에게 안면 인식 결과로 나온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용의자와 일치하는지 묻고, 목격자가 긍정할 경우 라인업이나 사진 

배열 등의 수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체포하기도 하였음
• 플로리다주의 한 경찰관은 마약 밀매범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체포시 

안면 인식 결과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제시된 사진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음
• 워싱턴의 한 경찰관은 안면 인식 검색을 통해 일치 가능성이 높은 결과 

및 목격자의 진술, 잠정적인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검색한 소셜 미디어 

포스팅만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하였음 

• NYPD는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 첫 5.5년간 이 기술을 사용하여 

2,878명을 체포하였으며 플로리다의 법 집행기관에서는 월 평균 8,000여건 

수준으로 안면 인식 검색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 형사 재판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용의자 신원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 검색을 사용할 

때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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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안면 인식 검색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부재하고 이에 대해 피고나 

변호인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은 형사 절차상 적법 절차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결론 및 제언
• 미국 내 경찰서들은 안면 인식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자체 안면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FBI의 경우 2–3년 내에는 안면 인식 결과를 

단순히 수사 단서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 확인의 확실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안면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가 높아지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것 

• 수사 과정에서 안면 인식을 활용하려는 법 집행기관은 그 사용 과정에서 오인 

및 실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칠 것을 권장 

• 유명 인사와 유사한 probe images를 사용하지 말 것
• 합성 또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안면 인식 시스템에 활용하지 말 것
• 안면 인식 시스템에 활용할 사진의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수립하고 준수할 것 (픽셀 밀도, 원본 사진 내 얼굴의 비율, 다른 사람의 

얼굴 붙여넣기 금지 등)

• probe images에 수정이 가해졌을 경우 이러한 수정 및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안면 인식 시스템에 제출되는 probe image의 모든 

버전을 보관할 것 

• 안면 인식 검색 결과에 대한 검토는 원본 이미지와의 대조를 바탕으로 

할 것
• 안면 인식 검색 결과에 대한 검토는 두 명의 조사관이 독립적, 

이중적으로 할 것
•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보강증거로 활용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강제 사진 배열, 목격자에게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언급 

금지 등)를 수사 기관에 제공할 것 

• 피고인이 probe photo의 원본, 검색 전 수정된 사항, 검색 결과 내에서 

피고인의 순위, 가능한 매칭에 대한 검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안면 인식 

사용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
• 어떠한 경우에도 안면 인식의 결과를 긍정적인 신원 확인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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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무작위로 선정된 미국 성인 4,272명
• 조사 기간: 2019. 6. 3.–2019. 6. 17.

• 조사 방법: 웹 설문조사 

•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활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임
• 안면 인식 기술을 책임있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는 법 

집행기관(59%)에서 높은 반면, 기술 기업(36%), 광고주(1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 안면 인식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공적 영역에서의 

수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태도는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남.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공공장소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활용에 부정적

조사 상세 내용
• 미국인들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폭넓은 인지도를 갖고 있음 

• 전체 응답 중 86%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전체 

응답 중 25%는 많이 들어봤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흑인과 히스패닉보다는 

백인 그룹에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높게 나타남

분야 생체인식

저자 Aaron Smith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9. 9. 5.

출처 Pew Research Center

링크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9/09/05/more-than-half-of-u-s-adults-trust-law-
enforcement-to-use-facial-recognition-responsibly↗

요지  •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 기술 활용에 있어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술 기업이나 광고주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거(housing)나 업무, 광고 등 사적 영역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의 활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남. 

More than Half of U.S. Adults Trust Law Enforcement to Use Facial Recognition 
Respons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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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미국인들은 안면 인식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에 있어 법 집행기관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이나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를 보임 

• 백인의 경우 60%가, 흑인의 경우 43%가 신뢰한다고 응답
• 18세–29세는 49%가, 65세 이상은 67%가 신뢰한다고 응답
• 민주당은 51%가, 공화당은 65%가 신뢰한다고 응답
• 과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80%가 미국 경찰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백인, 고연령층, 공화당일수록 경찰에 대해 온건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음 

• 백인의 경우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73%로 높으나 기술 회사(45%)나 

광고주(27%)들에 대해서는 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임
• 흑인의 경우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66%로 낮으나, 기술 회사(66%)나 

광고주(48%)에 있어서는 백인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임 

• 미국인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임
• 법 집행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보안 위험을 평가하는데에 활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59%), 수용할 수 없음(15%)

•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출입 트래킹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36%), 수용할 수 없음(34%)

• 회사가 직원들의 출석 여부를 자동으로 트래킹하는데에 활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30%), 수용할 수 없음(41%)

• 광고주들이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 설치된 광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데에 활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15%), 수용할 수 없음(54%)

• 미국인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수용도는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 소속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18–29세가 42%, 30–49세가 55%, 50–64세가 65%, 65세 이상이 

7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백인의 경우 64%, 흑인은 47%, 히스패닉은 55%로 백인이 더욱 높은 수용 

의사를 보임 

• 민주당 성향의 경우 55%, 공화당 성향의 경우 67%가 수용 의사를 보임 

• 미국인들은 안면 인식 기술이 개인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성별과 인종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신뢰함
• 안면 인식 기술이 개인 신원 파악에 실패하거나 특정한 유형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안면 인식 

기술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응답자중 73%는 안면 인식 기술이 효과적이라고 응답
• 응답자중 63%는 안면 인식 기술이 성별을 효과적으로 판단한다고 응답
• 응답자중 61%는 안면 인식 기술이 연령을 효과적으로 판단한다고 응답
• 여성보다 남성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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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 백인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남
• 안면 인식 기술을 많이 들어 보았을수록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남



Ⅲ. 교육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연구 사례조사 35

분야 교육

저자 Sandra Wachter, Brent Mittelstadt, & Chris Russell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사례 연구)

일자 2020. 3.

출처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링크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47922↗

요지  • 1973년 버클리대학교 대학원 입시 데이터와 젠더 차별 사례
• 8442명의 남성 지원자와 4321명의 여성 지원자가 지원했으며, 이 중 남성은 44%가 합격한 

반면 여성은 단지 35%만이 합격함. 
• 그러나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합격률이 더 높거나, 불합격률 대비 합격률은 여성이 

더 높았음. 이는 통계학의 심슨 패러독스(Simpson paradox)의 고전적 사례임.

 • 심슨 패러독스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평균적인 전체 지표만을 보고 차별인지 여부를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 판단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함.

Why Fairness Cannot be Automated: Bridging the Gap Between EU 
Nondiscrimination Law and AI

심슨 패러독스(Simpson Paradox)란?
• 심슨 패러독스란 1951년 수학자 에드워드 심슨(Edward H. Simpson)이 처음 

설명한 역설로 각 부분의 평균치의 대소관계가 그 부분의 전체 합 평균치의 

대소관계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임.

• 수학적으로는 a1 ⁄A1>b1⁄B1이고 a2 ⁄A2>b2 ⁄B2이라 해서 항상 (a1+a2) ⁄ (A1

+A2)>(b1+b2) ⁄ (B1+B2)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음. 각 변수에 

무슨 수가 대입되느냐에 따라 해당 대소관계는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차별의 맥락에서는 전체 지표 평균치에 기초해 차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해도 

부분 지표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차별이 아닐 수 있으며(Berkeley 

case가 여기에 해당), 반대로 지표 평균치가 (수학적 의미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부분 지표들은 차별적일 수 있음. 

• 이는 차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함.

Berkeley case의 배경
• 1973년 버클리대학교 대학원 입시에서 8442명의 남성 지원자와 4321명의 여성 

지원자가 지원했으며, 이 중 남성은 44%가 합격한 반면 여성은 단지 35%만이 

합격하였음. 표본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우연적이기 어렵고 체계적인 

차별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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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eley case에서 정말로 차별이 존재하였는가?
• 전체 지표에서 추정될 법한 차별의 존재는 지원 부서(학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사라지게 됨.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각 학과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 이 표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합격 및 불합격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위 표 2를 살펴보면 A와 B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합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C, E, F), 여성의 합격률이 낮은 A와 B 학과 또한 불합격률에 

대비한 합격률은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많은 학과에서 여성이 합격률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과에서도 여성의 경우 불합격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더 높다면(A, B, D), 

이는 대학원 입시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against)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방식으로 편향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임. 

• 각 학과 통계에 해당 학과의 총 지원자 수를 가중해서 산출한 조건부 통계를 보면 

이와 같은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아래 표 3). 이 표를 보면 학과를 조건화했을 

때 불합격 비율에 대비한 합격 비율이 여성의 경우 더 높고, 남성의 경우 더 낮음. 

즉 편견이 있다면 오히려 이는 남성에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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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평균에 있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언뜻 보면 이는 반직관적으로 보임. 거의 모든 학과에서 여성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고 학과를 조건화할 경우 실제로 여성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째서 전체 평균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가?

• 바로 이 부분이 심슨 패러독스가 작동하는 지점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학과의 상대적 분포 차이 때문임. 즉 전체 평균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학과들 간의 상대적 비중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합격자 비율이 낮은 학과 A와 B를 살펴보면(위 사례에서는 익명화되어 

표현되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이것이 당시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웠던 공과대학 

대학원이었음), A 학과에서 여성은 15%, B학과에서는 단지 5%의 합격자 비율을 

구성하였음. 즉, 합격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뜻임. 그런데 표1을 보면 A와 

B학과의 합격자는 각기 601, 330명으로 합격자 총원인 1715명의 과반 이상을 

구성함. 

• 따라서 전체 평균치는 A와 B학과의 합격자 성비에는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예컨대 영어영문학과) E나 F와 같은 학과의 합격자 

성비는 전체 평균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음.

• 그런데 A와 B학과의 합격자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이 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남성이 합격률이 더 높은 

경우에도 불합격자 대비 합격 비율이 여성이 높음에도 전체 평균치에서는 남성 

지원자 중 합격자가 44%인 반면 여성 지원자 중 합격자가 35%가 되어 젠더 

편향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임. 

• 따라서 단순히 전체 지표의 인구통계학적 불균형(demographic disparity)에만 

근거해서 섣불리 젠더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 추론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문헌
• 이 케이스에 대한 분석 자료의 원 논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Bickel, Peter J., 

Eugene A. Hammel, and J. William O‘Connell. “Sex bias in graduate 

admissions: Data from Berkeley.” Science 187.4175 (1975): 3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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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저자 Baker, R. S., & Hawn, A.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0. 3.

출처 EdArXiv

링크 https://edarxiv.org/pbmvz↗

요지  • 교육분야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기존 실증 조사 사례 정리한 연구임
• 졸업/낙제 가능성 예측, 성적 예측 등에서 인종 및 민족성에 따른 편향 발견됨.
• 자동 에세이 채점(E-rater), SpeechRater 등에서 국적에 따른 편향 발견
• 기타 모국어 및 방언, 젠더, 장애, 도시성, 부모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유학생, 군인 등에 대한 

편향 조사 연구 사례 소개
 • 교육 평가에 있어 표본 부족(데이터 문제) 또는 알고리즘 자체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범주에 

대한 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

Algorithmic Bias in Education

배경 및 감사 대상
• 교육 평가에서 알고리즘이 더 적은 표본을 가진 (수적으로도) 소수자인 집단에게 

부정확하게 작동하여 이들을 차별 취급하게 되거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들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다는 우려가 있음.

• 거동이 불편하거나 말투가 어눌하다는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algorithmic bias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교육 평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알고리즘 

등을 평가함.

인종 및 민족성(Race/Ethnicity)
• 온라인 대학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유지(retention) 예측 모델 –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모델에 따라 공정성(equitably)에 차이가 있음. 

• 학생 낙제 가능성 예측 모델 – 일반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더 

나쁜 성능을 보이지만 이 결과는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됨.

• 6년제 대학 졸업 예측 모델 – 서로 다른 인종/민족 그룹들의 성과를 차별한다는 

사실이 발견됨. 이 알고리즘들에 있어 일관적으로 백인 학생에게 위양성 비율이 더 

높았으며 라틴계 학생에 대해서 더 높은 위음성 비율을 보였음.

• 성적 예측 알고리즘 – 일반적으로 백인 학생보다 소수 인종 및 그룹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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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작동하지 않지만 표본 문제 등 몇 가지를 수정하면 소수 인종 및 그룹에 대한 

성능이 나아질 수 있음이 발견됨.

• 자동 에세이 채점(E-Rater) – 아시아계 및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인간 평가자에 

비해 부정확하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백인 학생들에게는 정상적인 점수를 

제공했음. 다만 이는 GRE 점수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재현되지 않았으며, 몇몇 

유형의 E-Rater 알고리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인간 평가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바 있음.

국적(Nationality)
• 자동 에세이 채점(E-Rater) – 외국어 능력 테스트에서 중국과 한국 학생들에게 

인간 에세이 채점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제공해 부정확한 반면 다른 국적의 

학생들에게는 더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보고됨. 이는 E-Rater의 최신 버전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생들에게 더 점수가 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랍어나 

힌디어 사용자의 경우 인간 평가자에 의한 채점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음 또한 발견됨.

•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SpeechRater – 다른 국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확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독일어 및 텔루구어 모국어 사용자에게 낮은 성과를 

보였음. SpeechRater의 평가는 또한 체계적으로 중국 학생은 높게, 독일 학생은 

낮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편향된 것으로 드러남(Wang et al., 2018).

젠더(Gender)
• 온라인 대학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유지(retention) 예측 모델 –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 좋은 예측도를 보여 잘 작동했으나 JRip 의사결정나무 모델이 

J48 의사결정나무 모델보다 더 공평하게 수행되었음에도 JRip 모델은 여전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였음이 보고되었음.

• 학생 낙제 가능성 예측 모델 – 일반적으로 남학생에게 더 나쁜 성능을 나타냄. 

남학생의 낙제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지만 이 결과는 대학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없음이 발견됨.

• 6년제 대학 졸업 예측 모델 –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위음성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발견됨.

모국어 및 방언(Native language and dialect)
• 어휘적인 정교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휘 목록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알고리즘은 숙련도 수준이 다른 학습자를 구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여러 국적의 

학습자 사이에서는 종종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었음(예: 아랍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는 비슷한 언어 숙련도를 가진 중국어 학습자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음). 

• 6개국 개인이 작성한 에세이 중 자동 에세이 채점을 실시할 때 국가별로 모델을 

훈련시키면 그룹 간 편차가 실제로 다르게 나타나 모든 그룹에 대한 훈련에 비해 

알고리즘적 편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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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연구에서도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식별할 수 

없었음(예: Finkelstein et al., 2013). 이는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자 방언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임(Benzeghiba et al., 2007; Blodgett & O‘Connor, 2017; Tatman, 

2017).

장애(Disabilities)
• 교육 평가에 음성 인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평가 시스템(영어 능력 테스트)의 

정확도가 음성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음성인식의 사용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훨씬 낮았음.

도시성(Urbanicity)
• 도시 학생의 데이터에 의해 훈련된 모델을 비도시 환경의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모델 성능의 저하가 존재하지 않았음.

부모 학력(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 온라인 대학 프로그램에서 학생 유지율(student retention)을 예측한 모델을 

이용하여 부모가 대학을 다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여 평가함. 

이 모델은 두 그룹 모두 예측도가 높았으나, 주로 부모가 대학을 다니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했음.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심 무료 지원대상’으로 환원하여 그 비율에 따라 그룹들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시험함. 

•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은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훈련된 모델은 다른 

학교에서처럼 잘 기능하지 않지만, 낮은 SES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잘 

예측함.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 학부생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성공 예측 모델을 모두 연구한 결과, 모델에 개인 

배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았으나, 마우스 클릭과 설문조사 데이터만 

포함될 경우에는 모델은 전반적으로 정확해졌음.

군복무 관련 지위(Military connected status)
• 고교 졸업과 SAT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 – 군인이 아닌 학생을 기반 데이터로 

모델을 구축하고 군인 학생들에게 적용하였고, 그 역의 방식으로도 시험한 결과, 

모델의 품질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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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저자 Helen Smith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0. 8.

출처 Ai & Society, 35

링크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146-020-01054-3↗

요지  • 영국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A-level(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을 치르기 어렵게 

되자, 자격검정청(Ofqual)이 관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점수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에 대해 학점이 평가 절하된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이렇게 부여된 

성적은 논란이 되었고, 교육, 훈련, 또는 취업으로 나아가는 많은 학생들의 지위 또한 불안정하게 됨.

Algorithmic Bias: Should Students Pay the Price?

배경
• 영국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A-level(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을 

치르기 어렵게 되자, 자격검정청(Ofqual)이 관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점수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에 대해 

학점이 평가 절하된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이렇게 부여된 성적은 논란이 되었고, 

교육, 훈련, 또는 취업으로 나아가는 많은 학생들의 지위 또한 불안정하게 되었음.

분석
• 이 사건의 원인은 영국정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알고리즘의 적용 

때문이었음. 영국 정부의 공공부문 AI 활용 지침(36면)은 ‘예상하지 못한 

생산물이나 편중된 생산물을 감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알고리즘에 의한 분포는 사립/독립 학교(Lee 2020)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반면, 어려운 환경(경제, 주변환경 등)의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Adam, 

McIntyre 2020). 궁극적으로 성적 균형을 회복하고 학생의 최종 성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알고리즘은 일관되지 않고 불공평했음(Couglan 2020b).

• 스코틀랜드 정부는 알고리즘에 의한 부여된 성적을 폐기하고, 오직 교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성적을 재부여하였음(Couglan 2020a). 모든 국가는 교육 

시스템에 있어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결과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전세계적으로 조정된 대응은 없었음.

제언
• 편향된 알고리즘이 용인되었다면, 사립/독립학교 학생들과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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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며 비슷한 조건에서 시험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하는 조직에게는 좋지 않은 참고 사례가 됨. 

• 알고리즘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3알고리즘 공정성 감사연구 사례조사

배경
•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영국은 A-level(수학능력시험)에서 

자격검정청(Ofqual)이 관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점수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시도를 하였음. 위 알고리즘은 과거의 분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의 예상 성적을 더 높게 예측하고, BAME(흑인, 아시아계 및 소수 

민족) 학생의 비율이 높은 국립학교 학생들은 성적을 더 낮게 예측함. Ofqual이 

내놓은 성적이 일반 교사들의 예상치보다 39% 상당 낮게 나왔음.

•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성적에 불균형이 발생했음. 버밍엄대과 

노팅엄대는 “Ofqual의 성적은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과 공립학교 학생들에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인 학생의 82%가 Ofqual의 성적 산출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흑인 학생은 67%, 아시아계 학생은 42% 만이 ‘만족한다’고 밝혔음.

•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기 시작함.

평가
• 과거의 데이터를 모델로 변환하고 해당 모델을 미래로 예측한다는 알고리즘 

자체의 기전은 편향적일 수 있음. 즉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 상당히 닮아 

있으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의 한계가 명확함.

• BAME 여부에 따라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즉, Ofqual 알고리즘은 

단순하게 설계되었고, 오작동을 한 것은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적 편향을 초래한 것은 알고리즘 자체에 사회적 편견이란 변수를 무시하였기 

때문임.

• 단순히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공정성은 

통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임. 공정성은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르므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알고리즘과 통계학자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분야 교육

저자 Timandara Harkness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컬럼)

일자 2020. 8.

출처 UNHERD

링크 https://unherd.com/2020/08/how-ofqual-failed-the-algorithm-test↗

요지  • AI 공정성 문제는 기술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사회적 편향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와 사회인식의 문제이므로 개인, 사회, 제도적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How Ofqual Failed the Algorith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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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음.

• 이는 기술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사회적 

편향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와 사회인식의 문제이므로 개인, 사회, 제도적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 현재의 결과가 공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AI와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기존 

불평등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역사적 편견과 불평등을 수정하는 데 기술적 

구제책과 정책 개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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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저자 Frank Marcinkowski, Kimon Kieslich, Christopher Starke, Marco Lünich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0. 1.

출처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2020.

링크 https://dl.acm.org/doi/pdf/10.1145/3351095.3372867?casa_token=
wzDbe9vHueIAAAAA:R3140JLv_y2o9RpwvM872u7lliDnDfolDAHvwF-
8dVAqp8JashxwJwDkCEjWA6l10X1CVp6YUBPn↗

요지  • 독일 대학의 학부생 30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 결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체계가 선발 결과 

및 선발 절차에 있어서 덜 편향된 것으로(더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및 입학 허가에 있어서 알고리즘적 의사결정 체계(ADM) 자체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개인의 행태 및 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임.

Implications of AI (Un-)Fairness in Higher Education Admissions

배경 
• 대학 입학에서 알고리즘적 의사결정(Algorithmic decision-making, 이하 

ADM)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공정성이라는 변수 자체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ADM 체계 자체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다루어 왔음. 따라서 ADM 

체계 자체의 공정성이 아니라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지각(individual 

perception)과 관련해서는 큰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음.

• 해당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독일의 한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로부터 절차적 또는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중퇴(exit), 

항의(voice), 조직 평판(organizational reputation)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함.

• 본 연구는 ADM 체계 자체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그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구성원의 행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는 취지의 연구임.

데이터
• 대상: 독일 한 대학의 304명에 대한 설문 조사
• 설문자 특성: 남성(124명, 40.8%), 여성(177명, 58.2%), 비표시자 3인(1.0%)

• 평균 나이 23세
• 145명(47.7%)명의 참가자가 철학부, 69명(22.7%)이 수학과 자연과학부, 

43명(14.1%)이 경제학부, 33명(10.9%)이 의료 및 건강(faculty of medical and 

health sciences, 이하 의대), 12명(3.9%)의 법학부로 구성되어 있음
• 학부 과정(67.1%), 대학원 과정(31.9%), 박사 과정(2.0%)

• 해당 표본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과대표본하고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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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표본한 경향 존재함.

• 연구자들은 공대가 없는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해서 그 외 거의 모든 나머지 학과 

학생들이 과대표본된 경향 존재한다고 지적함.

• 방법 : 리케트 척도를 사용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5점)으로 나눈 후 개별 설문조사를 사용하는 방식의 설문지 방식
• 기간 : 2019년 6월 17–28일
• 기타 : 선택 편향 최소화를 위해 “University of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광고됨
• 평균 15분 정도에 설문 완료, 설문지에서는 우선 ADM이 대학 입학 지원자들을 

평가해 입학을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간 의사 결정(Human Decision 

Making, 이하 HDM)과 ADM의 공정성을 평가한 뒤 ADM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의 조직 평판과 지원 가능성, 시스템에 대한 항의 등과 관련한 설문에 

답하도록 요청됨.

사용된 개념
• 공정성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구성된 관념이어서 특정한 측면을 

선택할 필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및 분배적 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butive 

fairness)에 초점을 맞춤.

• 분배적 공정성이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지시함(Distributive fairness refers to 

the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 분배적 공정성은 1) 자원 분배의 결과가 공정하고 2) 결과가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달성됨.

• 분배적 공정성 인식은 개별적으로 수용되는 분배 규범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적 공정성은 결과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과정,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의 공정성을 의미함.

• (1) 일관성(consistency,), (2) 중립성(neutrality), (3) 정확성(precision), (4) 

취소 가능성(revocability), (5) 윤리(ethics), (6)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등이 절차적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변수임.

• 잘 만들어진 HDM이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을 충족시키는 정도와 유사하게 ADM이 

이를 모사한다고 판단될 때 ADM은 절차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인식됨
• 일반인은 HDM보다 ADM을 신뢰하는 경향 있음(Logg, Minson, and Moore, 

2019).

변수들 사이의 관계
• 절차적 및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독립변수)과 행태의도변수(중퇴 및 항의) 

및 인지 변수(조직 평판) 사이의 상관성 등 조사

가설
• H1a: ADM applications are attributed higher distributive fairnes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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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 committees are. (ADM 적용 절차는 HDM 위원회보다 높은 분배적 

공정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 H1b: ADM applications are attributed higher procedural fairness than 

HDM committees are. (ADM 적용 절차는 HDM 위원회보다 높은 절차적 

공정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 H2: Perceived distributive and procedural AI fairness negatively affect the 

intention to move to another university (exit).(지각된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AI 공정성은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려는(중퇴)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H3: Perceived distributive and procedural AI fairness negatively affect the 

intention to voice one’s protest. (지각된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AI 공정성은 

항의하려는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H4: Perceived distributive and procedural AI fairness positively affect the 

university’s reputation. (지각된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AI 공정성은 그 대학의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
• H1a & H1b를 검정하기 위해 종속 T-test 수행 

• 그 결과 ADM을 HDM보다 선발 결과에 있어서 덜 편향된 것으로(더 공정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H1a는 데이터에 의해 지지됨(ADM system (M = 3.42, 

SE = .057) as significantly fairer than the HDM system (M = 2.97, SE = 

.048), t(303) = 7.266, p < .05, r = .38)

• 또한 참가자들은 ADM을 HDM보다 선발 절차에 있어서 덜 편향된 것으로(더 

공정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H1b 또한 데이터에 의해 지지됨(AI-driven 

process as fairer (M = 4.16, SE = 0.062) than the HDM process (M = 

2.36, SE = 0.055), t(303) = 20.890, p < .05, r = .77.) 

• H2, 3, 4를 검정하기 위해 최소제곱(OLS) 회귀 모델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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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의 경우 OLS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Table 1: H2의 OLS 결과, 종속변수 “exit”의 분산은 4.4%이므로 검정력이 

다소 낮음. HDM을 편향/부당하다고 인식하면 전출 의사가 강화되나 이는 학부 

간 차이가 있어서 수학이나 자연과학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 다른 대학으로의 

전출의사(exit intention)이 낮은 음의 상관성 존재((Table 1 step 1 & step 2의 

faculty 부분 참조) (ß_faculty=-0.13, ß_HDMPF=-0.17).

• 다만 절차적 공정성은 다른 대학으로의 이동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분배적 

공정성은 다른 대학으로의 이동 의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따라서 H2는 

데이터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지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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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의 경우 OLS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Table 2: H3의 OLS 결과, 종속 변수 “voice”의 분산은 16.2%. ADM 공정성 

차원의 인식과 “voice”는 상당한 음의 상관관계 존재(ß=-0.30). 다만,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ß=-0.14)보다 더 경향성이 강함.

• 결과를 요약하면 두 차원의 공정성 개념 모두가 항의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즉, 어느 쪽이든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대학에 항의할 의향은 낮아짐). 

다만,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보다 비교적 영향력이 

강함. 따라서 H3는 데이터에 의해 지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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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의 경우 OLS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Table 3: H4의 OLS 결과, 분산은 14.5%임. 분산의 가장 큰 몫은 두 개의 

ADM 공정성 인식(∆R2=0.13)으로 설명됨. p < 0.10 수준에서만 유의하므로 

검정력이 다소 약함. ADM 분배적 공정성 인식은 ADM을 채택하는 대학의 평판과 

크게 비례할 것이라 예측함(ß = 0.37). 따라서 ADM을 통한 입학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대학의 전반적인 평판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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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적 공정성의 정도는 대학 명성에 강한 영향을 미침. ADM이든 HDM이든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변수와 대학 명성이라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강력해서 ADM 관련 변수를 추가할 때(즉, HDM에서 ADM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의 변화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이는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그 자체로 대학 명성과 강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그 방법이 ADM인지 HDM인지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함
• 반면 다소 반직관적으로 ADM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대학 명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선발 결과가 공정하다고 간주되면(즉 분배적 공정성이 

충족된다고 인식되면) 절차적 공정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로 대학의 명성에 주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H4 또한 오직 부분적으로만(분배적 공정성 차원에서만) 데이터에 의해 

지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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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채용

저자 Manish Raghavan, Solon Barocas, John Kleinberg, Karen Levy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0. 1.

출처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2020.

링크 https://arxiv.org/abs/1906.09208↗

요지  • 채용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사례, 특히 차별적 조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의 실제 작동 방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 총 18개의 채용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예측 모델의 구축 방식은 (1) 고객 맞춤형 과제 설정 및 평가 방식과 (2) 정형화된 과제를 이용하여 

지원자 특성 파악, 점수 제공 방식으로 구분됨.

 • 편향 제거 방식에 있어서는 4 ⁄ 5 규칙 준수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목적에서 기인.
• 미국 법제상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 → 모델 구축 과정에서만 보호되는 속성들을 사용하여 

집단간 비슷한 비율을 선발하도록 학습시킨 뒤, 실제로 지원자를 평가할 때에는 보호속성들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정함.
• 이러한 경향은 선발 결과에만 집중하게 하여 모델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요인을 줄이는 문제가 있음.

Mitigating Bias in Algorithmic Hiring: Evaluating Claims and Practices

연구 배경 및 목표
• 연구 배경: 채용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사례, 특히 차별적 조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 연구 목표: 채용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전반에 대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분석하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함.

감사대상
• 감사대상: 연구에 적합한 총 18개의 채용프로그램 공급자: 8 and Above, 

ActiView, Assessment Innovation, Good&Co, Harver, HireVue, impress.ai, 

Knockri, Koru, LaunchPad Recruits, myInterview, Plum.io, PredictiveHire, 

pymetrics, Scoutible, Teamscope, ThriveMap, Yobs

• 감사대상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회사들로 선정됨.



Ⅳ. 채용54

• 연구자들이 각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영어로 된 웹사이트가 

존재
• 면접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관여하는 알고리즘을 제공
• 알고리즘 기반 예측기술을 활용
• 지원자들에게 일정 과제를 주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 지원자들을 평가
• 홈페이지에 연구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음

감사 데이터
• 연구 대상 회사들의 홈페이지에서 다음 다섯가지 부분에 대한 접근가능한 데이터 

활용.

• 지원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과제를 부여하는지 [Features]

•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변수(매출액 기여, 연간 평가 

점수, 근성 등) [Target variable]

• 분석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가 무엇인지 [Training 

data]

• 분석의 타당성 검증과정에 대한 정보 [Validation]

• 회사가 제공하는 공정성에 대한 주장 및 담보, 어떠한 방식으로 공정성을 

얻어내는지에 대한 정보 [Fairness]

주목할만한 경향성
• 지원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의 종류는 다음 세가지가 있었음.

• 질문제시(11개 회사)

• 비디오 인터뷰(6개 회사)

• 게임플레이(퍼즐이나 비디오게임)(6개회사)

• 예측모델의 구축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었음.

• 경향 (1) – 고객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과제를 

설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변수 역시 고객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방식. 

고용자들이 이미 고용한 직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한 뒤, 그들의 과제수행과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여 예측모델을 구축함.

• 경향 (2) – 공급자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과제들을 사용하여 

지원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점수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회사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주로 활용하는 특성을 달리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훈련데이터는 각 

고객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훈련데이터를 활용함.

• 편향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발견됨.

• 편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 알고리즘이 집단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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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결과를 내고, 4 ⁄ 5 규칙1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일부 회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과제들이 다양한 집단들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은 평가를 하여 자신들의 채용알고리즘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다른 회사들은 평가 알고리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편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채용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유지해간다고 밝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적 난점
• 데이터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충관계가 존재
• 고객회사 맞춤형 과제설정 및 목표변수를 설정하는 경우 – 훈련 데이터 

설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얼마나 많은 수의 훈련데이터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정보만이 훈련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과 유사한 지원자들만 뽑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음. 

다만, 오히려 솔루션 공급자들이 기존 직원들과 잘 맞는 사원을 채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마케팅을 하기도 함.

•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평가가 

개입할 수 있음. 

• 채용 솔루션 공급사 자체 제공 과제를 활용하는 경우 – 고객회사와 관련이 낮은 

목표변수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음.

• 데이터의 양이 더 많고, 이미 채용된 직원들만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훈련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훈련데이터 구성과정에서 근성, 개방성과 같은 추상적 

성질에 대한 평가과정에 있어서 편향된 시선이 개입될 수 있음.

• 고객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방식으로 목표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상충관계의 필요성
• 위와 같은 상충관계는 통계학과 기계학습 관련 문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메인 적응과 편향-분산 상충관계 문제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 제한된 학습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과 고객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적은 

방식으로의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여야 함. 

편향 제거과정에서의 난점에 대한 분석 – 4 ⁄5규칙에 대한 준수에 관하여
• 4 ⁄ 5 규칙을 준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 이유

• 법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은 혹은 피할 수 있는 차별적 결과에 대해서만 

제제가 부과됨. 

• 하지만 4 ⁄ 5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1 한 보호 집단의 선발율이 가장 높은 선발율 집단의 4 ⁄ 5 미만인 경우 차별적인 대우가 추정되는 
규칙.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자신의 채용방식이 사업적 측면에서 정확하고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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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회사는 4 ⁄ 5규칙을 준수하는 알고리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4 ⁄ 5규칙을 준수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점들
• 집단 내부 평가 후 각 집단에서 동일 비율을 선발하는 방식은 보호속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미국 법제에서 

차별대우(disparate treatment) 행위가 되어 법률 위반임.

• 따라서 모델 구축 과정에서만 보호되는 속성들을 사용하여 집단간 

비슷한 비율을 선발하도록 학습시킨 뒤, 실제로 지원자를 평가할 때에는 

보호속성들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향에 대한 보정을 시도하는 것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임.

4 ⁄5 규칙의 한계
• 4 ⁄ 5규칙은 선발결과에만 집중하게 하여 모델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요인을 줄임.

• 집단간의 정확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공급자들이 개선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음.

• 공급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층적인 분석 없이 제거하기 힘들게 됨.

• 4 ⁄ 5규칙은 선발/비선발의 이진결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나, 일부 플랫폼에서는 

지원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면접대상자들을 분류하고, 고객회사들은 

이러한 순위를 기반으로 상위순위 지원자들에게 면접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함. 이러한 형태로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4 ⁄ 5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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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 Pymetrics: 채용 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게임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특정 역할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판단
• 게임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행위를 통해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특질을 분석 

• 개별적 시험 성적의 총합으로 대상자 평가 

• EEOC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4 ⁄ 5 규칙 부합 여부도 함께 확인
• HireVue: 자동화된 비디오 인터뷰와 게임을 바탕으로 후보자 평가 

• 후보자들의 데이터에서 범주형, 음성, 영상 지표를 추출하여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비교한 후 직무에 적합한 부분집단 선정
• Pymetrics에 비해 추출된 정확한 특질과 편향의 구체적 통계적 정의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
• Applied: “Mapped”라는 이름의 수리적, 분석적, 문제해결적 시험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저해하는 패턴을 제외함으로써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그룹을 포함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편향 완화 유도를 통해 편향을 발견 및 감소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Pymetrics와 HireVue와는 구분)

• 후보자 평가가 아닌 차별 모니터링 기능을 반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분야 채용

저자 Javier Sánchez-Monedero, Lina Dencik, Lilian Edwards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0. 1.

출처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2020.

링크 https://arxiv.org/abs/1910.06144↗

요지  • 3개의 자동화 채용 시스템(AHS)에 대한 공정성 감사 방식 제시. 
• Pymetrics - 다변수 ANOVA와 Hotelling‘s T-Squared Test를 사용하여 그룹 간 차이의 

유의미성 확인 →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특히 인종은 p-value가 0.1 이상)
• HireVue - 4 ⁄ 5 규칙을 적용하여 불이익의 원인이 되는 특성 제거 및 모델 재학습 과정을 

반복하거나, 목적 함수 자체의 변화나 페널티 항 추가 등의 방식으로 모델 자체에서 불이익을 

회피할 유인 제공함. 
• Applied - 단계 별 채용된 그룹의 비중을 그래픽으로 표시함으로써 인간이 육안으로 편향을 

파악함.

What Does It Mean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Hiring? 
Social, Technical and Legal Perspectives from the UK on Automated Hi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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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데이터
• Pymetrics: 총 샘플 179인 동일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인종에 대하여 

분석
• Applied:  광고와 관련한 성별 간 언어/단어 사용과 실제 채용 데이터를 분석

감사 대상 보호속성
• Pymetrics: 나이, 성별, 민족(인종) 그룹에 대하여 개별, 합계 점수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특정 그룹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
• Applied: 성별

감사 적용 기준
• Pymetrics: 그룹 간 다변수 ANOVA와 Hotelling’s T-squared test 사용하여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 HireVue

• (1) 4 ⁄ 5 규칙을 적용하여 보호 대상 그룹에 불이익을 주는 특성(feature)들을 

제거하며 모델을 재학습 하는 과정을 반복(편향이 감지되는 경우)하거나, 

데이터를 클러스터화(clustering methods) 하여 보호 대상인 그룹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여 형성되는 경우 데이터를 확인하여 차별의 

원인이 되는 상관관계 있는(correlated) 특성 제거
• (2) 목적 함수의 잔차제곱합(SSE)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룹별 잔차제곱합의 합계로 설정하여 그룹별로 봤을 때 적합한 

모델을 산출하도록 하거나, 4 ⁄ 5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페널티 값(penalty 

term)을 부여하여 잔차제곱합을 크게 만드는 방법
• Applied

• 그룹 별, 채용 단계 별 비율을 그래픽으로 표시함으로써 육안으로 편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

감사 결과
• Pymetrics: 민족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검사는 없었으며, 부분표본(subset) 

검사 중 일부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그러나 최종 

결과값에 따르면 나이, 성별, 인종 모두 p-value 0.05 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특히 인종은 p-value가 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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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ed: 아래 그림 참조

관련 문헌
• (Pymetrics)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20190026681A1/en↗
• (HireVue)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9652745B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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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감사 대상
• 채용 지원자의 전과자 여부를 이력서 등에 명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Ban-the-

Box Policies, BTB)이 전과자일 확률이 높은 흑인/히스패닉계, 젊은, 저숙련, 남성 

그룹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감사 데이터
• Current Population Survey(CPS)의 2004년도부터 2014년도 데이터(나이, 

성별, 인종, 민족,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의 정보를 포함)

• 분석 대상
• 인종/민족 :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히스패닉계가 아닌 흑인, 히스패닉계
• 교육 수준 :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 고용상태 : 전 주에 소득을 창출시키는 일을 했는지를 기준
• 은퇴를 고려하지 않은 미국 시민을 대상
• 젊은(25–34세) 저숙련, 교육수준 낮은(고등학교 졸업 이하) 남성을 주요 

대상
• 503,419명이 해당되며, 이 중 11.9%가 흑인, 14%가 히스패닉계, 74.1%가 

백인으로 구분되며 46%가 BTB에 해당하는 지역(2014년 12월 기준)에 

거주

분야 채용

저자 Jennifer L. Doleac, Benjamin Hansen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6. 7.

출처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링크 https://www.nber.org/papers/w22469↗

요지  • 채용 시 전과자 여부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Ban-The-Box)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들이 

전과자를 채용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인종을 바탕으로 채용자를 차별하고 있는지 확인함.

 •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방식의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Ban-The-Box정책 

도입에 따른 인종별 채용률의 차이를 분석함. 

 • Ban-The-Box 정책은 젊은, 저숙련 흑인·히스패닉계 남성의 채용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반면, 백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Does “Ban the Box” Help or Hurt Low-skilled Workers? Statistical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when Criminal Histories are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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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보호속성
• 인종/민족에 대해 차별이 있는지 확인

감사 적용 기준
•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방식의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BTB 정책 도입에 따라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일 때 백인과 얼마나 차이나는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판단
• 통제변수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인종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여 모델링

• 통제변수 일부 추가
• 개별 MSA(대도시 지역) 내 동일 인종/민족 별 고용 확률, 고용 트렌드
• 월별 지역별 고용 쇼크
• 개인의 특성 등

감사 결과
• (통제변수 없는 경우) BTB의 도입에 따라 젊은, 저숙련 흑인 남성/히스패닉계 

남성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반면 젊은, 저숙련 백인 남성의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 샘플에서도 robust 하게 나타남

• (통제변수 추가하는 경우) 흑인 남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고용률의 차이를 

나타내나, 히스패닉계에 대해서는 통제변수 추가할 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 분석 :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의 거주 비율이 높을수록 인종이 범죄의 

지표로 여겨질 개연성이 낮음
• 흑인은 동북 지역, 중앙 지역, 서부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흑인이 많이 거주하는 남쪽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히스패닉계 또한 모든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특히 

히스패닉계가 많이 거주하는 서부 지역에서는 0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 노동 시장의 경합 정도: 실업률이 높아 노동력을 구하기 쉬울수록 배제의 개연성이 

높음
• 백인은 모든 실업률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존재 

• 다른 집단에 대한 효과: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아 기피되는 그룹 외의 그룹은 

대체효과로 고용에 유리해질 수도 있고, 고용 시장에의 전반적인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불리해질 수 있으나 집단별로 유리해지는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로 구분됨
• 지속적 효과 여부: 백인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히스패닉계에는 일시적인 영향력이, 

흑인에게는 지속적 영향력이 존재
• 흑인은 시일이 지날수록 차이가 점차 증대되며 히스패닉계는 정책 시행 후 

3년 이후부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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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BTB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은 전과자에 대한 고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고용률이 상승하여 BTB의 

고용효과에 양방향 편향 발생 가능
• CPS는 현재 수감 중인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사 샘플에서 BTB로 인하여 

고용이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비율에 대해서 고려할 수 없어 

양방향 편향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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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직종에 

관한 광고가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함.

감사대상: Facebook 광고 알고리즘
• 감사대상 알고리즘의 특징 

•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광고를 게재함.

• 광고 대상 연령층과 성별을 선택 가능함.

• 각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시킬지 여부는 자동 경매방식을 통해 정해지며 

가장 높은 광고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광고업체의 광고를 노출시킴. 이때 

광고주는 클릭 당 최고 입찰가를 지정할 수 있다. 실제 광고 결정과정에서는 

최고 입찰가에 예상 클릭 확률을 반영하는 quality score에 따른 보정을 가한 

가격을 입찰함.

감사 데이터
• 취득 방법: 연구진이 직접 제작한 STEM 분야 직업 관련 광고를 Facebook을 통해 

게재
• 총 191개국에 광고를 게재
• 18세 이상 모든 성별을 광고의 대상으로 선정

분야 채용

저자 Anja Lambrecht, Catherine Tucker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8. 3.

출처 INFORMS Analytics Collections Vol. 13: Diversity & Inclusion: Analytics for Social Impact.

링크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52260↗

요지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직종에 관한 광고가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현상의 원인 분석
 • 차별적 결과가 젠더에 따른 인터넷상의 행동패턴의 차이나 성차별적인 문화에 기인한 것은 아님. 

 • 차별적 결과는 평균 광고단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즉, 다른 

광고업계의 광고수요가 여성에 대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남성에게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었을 수 있음.

Algorithmic Bias? An Empirical Study into Appar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Display of STEM Career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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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입찰가격은 첫 주에는 0.2$로 선정하였고, 충분한 노출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점차적으로 입찰가격을 올려서 최대 0.6$까지 올림
• 취득 자료: 국가, 연령대, 성별을 변수로 한 광고 노출 수, 클릭 수, 클릭한 사람 수

감사 대상 보호 속성: 성별

차별적 결과발생의 원인에 대한 가설
• 가설 1. 남녀의 행동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 가설 1.1 남성이 여성보다 노출된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고, quality 

score를 반영하는 알고리즘 상 클릭할 확률이 높은 집단에 더 많이 광고를 

노출시킨다.

• 가설 1.2 남성이 여성보다 SNS를 많이 한다.

• 가설 2. 성차별적인 문화를 광고 알고리즘이 학습하였다.

• 가설 3. 광고를 하고자 하는 다른 분야와의 경쟁의 정도의 차이가 노출률의 차이를 

일으킨다.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 검증 기법: 이산 변수 회귀분석
• 가설 1.1: 기각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출 수 대비 클릭 수가 높았음.

• 가설 1.2: 기각
• 여성이 남성에 비해 SNS 사용시간이 길었음.

• 가설 2. 기각
• 성차별적인 문화를 광고 알고리즘이 학습하였다면, 각 국가별로 성평등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성별간 노출률의 차이가 다른 경향을 보였을 

것임. 그러나 연구 결과 각 국가의 성평등지수와 성별간 노출률의 차이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

• 가설 3. 개연성 발견
• 여성에 대하여 평균 광고단가가 더 높은 사실이 확인됨.

•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계소비를 좌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임.

결론
• 차별적 결과가 남성과 여성의 인터넷상의 행동패턴의 차이나 성차별적인 문화에 

기인하지 않았음.

• 차별적 결과는 평균 광고단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다른 광고업계의 광고수요가 여성에 대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남성에게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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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평가
• 가설1과 가설 2에 대해선 근거 사실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기각될 수 있으나, 

가설3의 경우 근거 사실(평균 광고단가의 차이)만을 확인하였고 광고단가의 

차이와 광고 노출률 차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함. 

따라서 가설 3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광고노출 알고리즘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결과가 알고리즘의 잘못된 학습으로부터 기인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다른 광고업계와의 경쟁의 강도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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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 및 신용평가

저자 N/A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1. 3.

출처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

링크 https://cdn.vox-cdn.com/uploads/chorus_asset/file/22392556/rpt_202103_apple_card_
investigation.pdf↗

요지  • 애플카드 신용평가 알고리즘에 대해 NYDFS가 공정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알고리즘이 부당한 차별을 

낳았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NYDFS는 신용평가 알고리즘이 향후 투명성제고와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를 위한 방법으로 대체 데이터를 활용한 재심사 등을 제시함.

Report on Apple Card Investigation

배경
• 2019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David Hansson이 트위터에 애플 카드 신용평가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함.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함께 소득 

신고서를 공동으로 내고, 부부 공동 재산제가 시행되는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이 더 낮은 신용 점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부인에 비해 20배나 높은 신용 

한도가 책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 그의 트윗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소비자들이 

나오면서 뉴욕 금융정책부(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에서 애플카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관련 법조항
•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1974, 15 U.S.C § 1691) (ECOA): 신용 

거래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종, 지역, 성, 기혼 여부, 나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 Regulation B (Title 12 part 1002’s official identifier: 12 C.F.R. § 

1002.1(b)) (Reg B): ECOA의 적용 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규정. 신용 

거래에서의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모든 대주(lender)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가 가능함.

감사 내용
• 골드만삭스와 애플의 기록 자료 검토, 인수자료 분석, 회사 대표와 애플카드 

고객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감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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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공정성과 차별 관련 감사 결과
• 감사 기준

• 뉴욕주 법에 따르면 신용 거래에 있어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함. 법으로 

금지되는 불합리한 차별은 크게 차별적 대우(disparate treatment)와 

차별적 결과(disparate impact)로 나타남. 전자는 인종, 성별 등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겉보기에는 

평등한 대우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감사 결과
• 애플 카드 감사 결과 두 종류의 차별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차별적 결과와 관련하여 NYDFS의 Consumer Examinations 

Unit(CEU)는 애플 카드 사용자 40만 명의 인수 데이터를 회귀분석한 결과 

차별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견함. 

• 또한 NYDFS의 요청에 의해 은행은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한 애플 카드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신용 상태를 설명하였는데, 은행은 그들의 신용 상태를 

뒷받침할 다양한 요소들(신용 점수, 수익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음.

• 배우자 신용 평가 결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 배우자와 ‘공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신용 평가의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님. 신용 평가는 주택 담보, 학생 대출 여부 등 사용자의 신용 

거래 경험과 역사를 고려하여 이뤄지기 때문임. 

투명성 관련 감사 결과
• 감사 기준

• Reg B는 대주가 대출을 거부할 경우 30일 내에 차주에게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감사 결과
• 알고리즘에 기반한 신용평가는 Reg B에 따른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는 애플 카드를 서둘러 발행하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신용 평가가 이뤄지는데 약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애플에서 새롭게 시작한 ‘Path to Apple Card’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 거래가 

거절된 고객들은 그들이 추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음. 약 7만여명의 고객들이 이 서비스에 등록하였고 5천여명의 

고객들이 승인을 받았으며 1/3 정도의 고객들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기타 - 인가 사용자(authorized user) 추가 문제
• 인가된 사용자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용자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편의를 위해 서로를 인가된 사용자로 추가함.

• 그런데 애플 카드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불편이 제기된 바 있는데, 애플은 이러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하고 있음. 또한 인가된 사용자를 추가하는 기능은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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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등의 단점도 존재함.

신용 평가 개선안에 대한 제언
• 감사를 통해 차별이 없음은 확인이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문제인 

만큼, 현재의 신용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신용 점수에 대한 

접근권을 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➀ 신용 점수에 대한 이해 제고
• 신용 점수는 신용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용자들은 신용 

점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 신용 점수는 Fair Isaac 

Corporation에서 책정하는 FICO 점수, VantageScore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이는 사용자의 부채, 수익, 지출 내역, 신용 거래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책정되며, 점수의 종류 별로 가중치는 다를 수 있음. 

소비자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신용 평가 오류에 대한 검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함. 

• 2013년 Federal Trade Commission의 보고에 따르면 5%의 소비자들의 

신용 평가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함. 이러한 오류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➁ 현재 신용 점수에 반영된 역사적 불평등 문제
• 차별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차별이 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바, 

합법적인 차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음. 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의 보고에 따르면, 주류 대부업자(mainstream lender)에 

비해 고금리 단기대출(payday loan)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보고 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시에만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payday 

lender로부터 돈을 빌린 사회적 약자들은 신용 평가에 있어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비슷한 맥락에서 은행이 모기지론(mortgage loan)에 있어 프라임 

모기지론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흑인이나 라틴계 사람들에게 더 위험도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 ➂ 대안
• 대출 계약을 인수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데이터가 아닌 대체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음. 

대체 데이터란 월별 관리비(monthly utility payments), 은행 계좌 현금 

흐름(cash flow), 웹 브라우징 기록 등이 있음. 이러한 대체 데이터의 활용은 

현재 주류 신용 시스템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 점수를 좀 더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대체 데이터의 활용은 부정확한 신용 

평가, 투명성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재검토’ 프로그램이 절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이는 신용 

평가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을 대체 데이터를 활용해 재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이 프로그램은 대체 데이터를 거절당한 사용자에게 제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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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정확도 저하의 위험을 최소화한 프로그램임. 

• 애플과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재검토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데, 신용 평가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애플 구매 이력 등의 대체 데이터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함. 비록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수 계약의 정확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종료하긴 했으나 NYDFS는 애플과 골드만삭스의 재검토 

프로그램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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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본 연구는 이전까지 금융 부문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공정성 지표에 한계가 있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함. 가령, 당시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던 ‘인구통계적 불균형(Demographic Parity) 지표’는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가 

인종 등 보호변수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지표인데,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지표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저해하고,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알고리즘이 단순히 비율만을 

맞추기 위해 작동하여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함께 비용 함수를 고려하여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정성 지표를 찾아내고자 함

이론 - 공정성 지표 
•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으로 두 가지의 공정성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Equalized Odds’ 기준 – 채무불이행 여부 등의 결과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보호 변수와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지표임.1 이는 

‘인종 차이’ 지표와는 달리 실제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부 확률로 

실제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됨.

• ‘Equal Opportunity’ 기준 – equalized odds보다는 약한 개념으로, 실제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조건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보호 

변수와 예측 결과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지표임. 즉,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1 요약자 주 – 보호 집단 간에 진양성율(true positive rate; 재현율 또는 민감도)와 진음성율(true 
negative rate; 특이도)가 동등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

분야 금융 및 신용평가

저자 Moritz Hardt, Eric Price, Nathan Srebro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6. 10.

출처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9 (2016)

링크 https://arxiv.org/abs/1610.02413↗

요지  • 단순히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공정성 지표가 효용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TPR(True positive rate)과 FPR(False positive rate)을 사용한 새로운 공정성 지표를 제안함. 

 • FICO score을 활용한 사례 분석 결과, Equal Opportunity 공정성 지표가 기존의 지표보다 높은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나타남.

Equality of Opportunity in Supervi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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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중에서 알고리즘이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비율(true positive rate)이 

보호변수(인종) 간 동등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임.

사례 연구
• 예측 변수로 FICO 점수를 활용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함. FICO 점수는 미국의 

Fair Isaac Corporation이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로, 금융거래 내용, 세금, 

공과금, 직업여부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사례연구는 FICO 점수를 예측 변수로, 인종을 보호 변수로 설정하고, 인종별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비교하고, 5가지 지표별 이익 

극대화 수준을 비교하고 있음. 

• 적용된 5가지 지표
• 최대 이윤: 공정성과 무관하게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준 적용
• 인종 블라인드(single thresholds): 모든 인종을 상대로 동일한 기준 

적용(인종을 고려하지 않음, 최대 이윤 지표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옴2)

• 인구통계적 동등성(demographic parity): 인종 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동등하게 맞춤
• Equal opportunity: 인종 별로,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 

대출이 승인된 비율(true positive rate)을 동등하게 맞춤
• Equalized odds: 인종 별로,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 대출이 

승인된 비율(true positive rate)과 채무불이행을 한 지원자에 대해 (잘못) 

대출이 승인된 비율(false positive rate)을 동등하게 맞춤.

결과 분석 

• 세로축은 사용된 각 지표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인종 블라인드(single thresholds) 

지표는 모든 인종을 상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FICO 점수가 

2 18%의 사람이 채무불이행자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두 지표 모두 82%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과 거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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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었음. 최대 이윤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백인과 아시아인에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해 적용된 FICO 기준이 더 높음.

• 좌측의 그래프는 인종별 ROC 곡선을 비교한 것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백인 상대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측의 그래프는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각 지표 별로 최적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도(threshold)에 점을 표시한 것임. 그래프에 표시된 각 점들은 해당 

지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고 있는 점임. 예를 들어 equal opportunity 

지표(그래프상 ‘Opportunity’)는 true positive rate가 인종 별로 같을 것을 

요구하는데, ROC 곡선의 세로축은 true positive rate이므로 가로축에 평행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비용 함수를 고려한 결과 각 지표를 적용하였을 때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다음과 같음(최대 이윤 지표를 100으로 가정)

• 인종 블라인드(single thresholds) 기준: 99.3%

• Equal opportunity: 92.8%

• Equalized odds: 80.2%

• 인구통계적 동등성: 69.8%

평가
• 기존에 사용되던 단순한 공정성 지표가 공정성 도모와 효용성 제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다양한 공정성 지표를 검사할 필요성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구
• 특히 공정한 기회, 동등한 확률 공정성 지표는 공정한 결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효용성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라는 것이 드러남3 

3 요약자 주 – 특히 equal opportunity 기준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후 실무상 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Ⅴ. 금융 및 신용평가74

참고자료
• 연구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 결과를 시각화한 설명 사이트를 구축하였음: 

http://research.google.com/bigpicture/attacking-discrimination-in-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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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 특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에 실제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핀테크 금융에서는 인종과 관련한 차별이 완화되는지 연구함.

감사 데이터
• HMDA 데이터(개인의 소득, 인종, 민족, 대출규모, 대출기관, 부동산 소유 현황 

정보를 포함함)를 중심으로 McDash/Equifax 데이터를 병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함. (HMDA 데이터의 경우 대출의 이자율, 만기 등에 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이를 다른 데이터들로 보완한 것임)

• 또한 추가적으로 ATTOM 데이터를 통해 HMDA 데이터에서 누락된 인종/민족 

변수 값을 보완하고, Freddie Mac의 1인가구 대출현황 데이터, Fannie Mae의 

1인가구 대출현황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채/소득 비율 1분위수, 중간값, 3분위수 

추정치를 계산하여 활용함.

• 위 데이터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함.

분야 금융 및 신용평가

저자 Robert Barlett, Adair Morse, Richard Stanton, Nancy Wallace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9. 6.

출처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21)

링크 https://www.nber.org/papers/w25943↗

요지  •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 특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핀테크 금융에서는 인종과 관련한 차별이 

완화되는지 감사를 실시함.
• 대출심사 승인 여부 - 핀테크 금융 활용시 대출심사 승인여부와 관련해서는 차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대출금리 비교 - 핀테크 대출에서도 대면 대출에서와 같이 소수인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차별 정도는 크게 완화됨.

 • 핀테크 금융을 활용하면 알고리즘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산정되므로 인적 편견(human bias)은 개선할 

수 있으나 차주의 특성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간접차별(disparate impact)이 

발생할 수 있음.

Consumer-lending Discrimination in the Fintech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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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보호속성
• 인종(히스패닉 혹은 흑인)

감사 적용 기준
• 대면(face-to-face) 대출과 핀테크 금융을 이용한 대출의 대출금리 및 대출심사 

거부율 비교 (히스패닉 혹은 흑인 소수자 집단에 대하여 더 고금리가 적용되는지, 

이들 집단에서 대출심사 거부율이 더 높은지 검토함)

대면 대출과 핀테크 대출의 대출금리 비교
• 대면 대출의 경우 – 소수자 집단의 금리가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0.079% 

높았으며 재융자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0.036% 높았음. 

• 핀테크 대출의 경우 – 소수자 집단의 금리가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0.0531% 높았으며 재융자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0.0197% 높았음.

• → 분석결과, 핀테크 대출에서도 대면 대출에서와 같이 소수인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차별 정도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임

대면 대출과 핀테크 대출의 대출심사 거부율 비교
• 대면 대출의 경우 – 소수자 집단의 대출거부율이 신규대출의 경우 평균보다 9.6% 

높았고, 재융자의 경우 평균보다 7.3% 높게 나타남.

• 핀테크 대출의 경우 – 소수자 집단의 대출거부율이 평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분석결과, 핀테크 금융 활용시 대출심사 승인여부와 관련해서는 차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평가
• 핀테크 금융을 활용하면 알고리즘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산정되므로 인적 

편견(human bias)은 개선할 수 있으나 차주의 특성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간접차별(disparate impact)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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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감사 대상
• 최근 머신러닝 기술이 금융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를 이용한 새로운 예측 모형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정교한 예측 모형의 사용으로부터 

비롯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신용평가시 

나타나는 분배적 영향(distributional impact)에 대하여 살핌.

• 본 실증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더 정교한 예측 모형일수록 기존의 

모형보다 더 넓게 분산된 예측 값을 도출한다는 것임. 이는 어떤 대출 지원자들은 

신용위험이 기존 모형에 비하여 새로운 예측모형에서 더 낮게 평가되는 반면(승자, 

“winners”), 어떤 대출 지원자들은 새로운 예측모형에서 오히려 신용위험이 더 

크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함(패자, “losers”). 만약 이러한 승자/패자의 분포가 

특정 인종과 관련되어 있다면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감사 데이터
• HMDA 데이터와 McDash 데이터를 병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함. HMDA 

데이터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채무불이행 관련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서 McDash 

데이터로 이를 보완함. (2009년–2016년의 데이터셋을 활용함)

• 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Nonlinear Logit 모형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Random Forest 모형으로 신용위험 예측 값을 각각 산출함.

분야 금융 및 신용평가

저자 Andreas Fuster, Paul Goldsmith-pinkham, Tarun Ramadorai and Ansgar Walther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1. 6.

출처 Journal of Finance

링크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072038↗

요지  •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면서 금융기관은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심사 

승인율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머신러닝 활용의 혜택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혜택을 더 

누리는 집단과 덜 누리는 집단이 존재함. 

 • 이 연구는 이러한 혜택의 차이 또한 ‘차별’의 영역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Predictably Unequal? The Effects of Machine Learning on Credi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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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보호속성
• 인종(히스패닉 혹은 흑인)

감사 적용 기준
• Nonlinear Logit 모형(기존 모형)의 신용위험 예측 값과 Random Forest 

모형(머신러닝 모형)의 신용위험 예측 값을 비교하여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각 인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함.

• 인종별 Nonlinear Logit 모형과 Random Forest 모형의 대출심사 승인율과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머신러닝 기술의 사용이 소수자 집단을 어떤 식으로 

간접차별하는지 검토함.

감사 결과
• 기존 모형 대비 Random Forest 모형의 도입으로 인한 신용위험 예측값 

변화(인종별 비교)

• 위 그래프는 Random Forest 모형의 신용위험 예측 값과 Nonlinear Logit 

모형의 신용위험 예측 값의 로그 차(log difference)의 누적분포함수(cdf)를 

각 인종별로 나타낸 것임. (로그 차가 음수인 경우에 소위 승자(winners)라고 

볼 수 있음)

• 그래프상 0을 기준으로 아시아인, 백인의 누적분포 값이 히스패닉, 흑인의 

누적분포 값보다 위쪽에 있음. (아시아인, 백인의 경우 0.6 근방, 히스패닉, 

흑인의 경우 0.5 근방) 이는 승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아시아인, 백인의 경우 

히스패닉, 흑인의 경우보다 약 10% 정도 높음을 의미함.

• 분석결과, 히스패닉 혹은 흑인의 경우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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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내지 아시아인보다 적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Random Forest 모형의 도입으로 인한 대출심사 승인율, 대출금리 변화(인종별 

비교)

• 위 표는 Nonlinear Logit(NL) 모형과 Random Forest(RF) 모형의 대출심사 

승인율의 평균, 평균 대출금리(SATO, “spread at origination”), 그리고 

대출금리의 표준편차를 비교하고 있음.

• 대출 승인율의 경우 모든 인종에서 Random Forest 모형 사용시 평균 승인율이 

높아짐. 그러나, 금리의 경우 히스패닉과 흑인 소수자 집단의 경우 Radom Forest 

모형에서 금리가 더 높게 나타남.

• 분석결과,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대출심사 승인율 자체는 높아질 수 있으나, 

금리 측면에서 소수자 집단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penalize)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론
•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면서 금융기관은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심사 승인율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그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혜택을 더 누리는 집단과 덜 누리는 

집단이 존재함. 이 연구는 이러한 혜택의 차이 또한 ‘차별’의 영역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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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대상 연구의 의의
• 노이즈(Noise)란: 데이터의 해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의 요소, 특징 

혹은 기록을 의미함
• 대상 연구는 신용평가 점수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분석함. 신용평가 점수에서 

발생한 노이즈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점수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대상 연구는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

본 연구의 개관(결론)
• (1) 신용 점수(credit scores)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소수자 소비자 

집단(historically disadvantaged consumers; 논문에서는 저소득 계층 및 

소수민족을 의미)에서 더 크게 나타남.

• (2) 위와 같은 노이즈의 차이는 신용평가 및 대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집단 

간 격차로 이어짐.

• (3) 위와 같은 신용 점수의 차이는 신용평가 알고리즘의 문제이기보다는 활용되는 

데이터의 한계에서 나타난 문제임.

대상 데이터
• 대상 데이터: CoreLogic 사가 일반적으로 공개한 데이터 및 개별 기업의 마케팅 

데이터 등을 수집. 이 데이터는 개별 은행이 공개한 대출 데이터와 연결. 신용평가 

데이터는 TransUnion으로부터 수집.

• 소수자 소비자 집단의 정의 –  ➀ 저소득 계층은 데이터 샘플 중 소득이 하위 

25%인 집단을 의미. ➁ 소수민족 집단은 성명과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소수민족에 

분야 금융 및 신용평가

저자 Laura Blattner, Scott Nelson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21. 5.

출처 arXiv

링크 https://arxiv.org/abs/2105.07554↗

요지  • 신용 점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소수자 소비자 집단(저소득 계층 및 소수민족)에서 더 크게 나타남. 

위와 같은 노이즈의 차이는 신용평가 및 대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집단 간 격차로 이어짐.

 • 신용 점수의 차이는 신용평가 알고리즘의 문제라기보다는 활용되는 데이터의 한계에서 나타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함.

How Costly is Noise? Data and Disparities in Consumer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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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Bayesian Improved Surname Geocoding; 

BISG)을 통해서 판별

신용점수의 노이즈 측정
• 분석 과정의 문제 중 하나는 대출이 거절된 집단의 채무불이행(default)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임.

• 대상 연구는 ➀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가 이용한 다른 신용 상품(credit 

product)에서의 채무불이행 결과를 활용하거나 ➁ 대출이 승인된 집단의 자료 및 

통계 분포 등의 자료와 대출이 거절된 집단의 신용점수 등의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산출된 추측치를 집단 채무불이행 결과 자료로서 활용함.

• ROC 곡선의 분석 결과 두 종류의 소수자 소비자 집단의 곡선은 모두 일반 

집단(전체 인구 집단에서 소수자 소비자 집단을 제외한 집단)의 ROC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음.1 

신용평가 점수 노이즈의 원인 분석
• 대상 연구는 신용평가 점수의 노이즈를 유발할 원인으로서 모델링 상의 

문제점(modeling bias)2 과 제공된 데이터 상의 문제점(data bias)3 중 어느 

문제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 분석함.

• 대상 연구는 모델링 상의 문제점이 신용평가 점수의 노이즈에 영향을 주었는지 

1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이란 다양한 분류 임계갑에서의 진 양성 비율 및 
허위 양성 비율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임. 곡선이 좌측 상단에 가까운 모형으로 나타날수록(곡선 
아래의 면적이 커질수록) 해당 모델이 정확한 것으로 여겨 짐.

2 해당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자료분포를 보이는 두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와 훈련 
데이터 상에서 특정 집단(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소수자 집단)의 자료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한 
문제를 포함함.

3 data bias란 데이터 수집 및 관측 상의 문제 등을 일컬음. 예를 들어 대상 연구 사안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결과에 대한 수집이 부족하게 이루어졌을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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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인 신용평가 예측 알고리즘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개선을 

시도함. 대상 연구의 기초 알고리즘(baseline mode)은 연구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VantageScore 3.0과 유사한 예측도를 보였고,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낮은 정확성(높은 노이즈)을 보였음. 

• 그러나, 연구에서 이루어진 모델의 개선 작업이나 데이터 입력 과정의 

재조정(Reweight)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모델의 정확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음. 이에 대상 연구는 신용평가 점수 노이즈의 

원인이 알고리즘의 문제에 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반면, 각 집단의 신용평가에서 제공된 데이터의 성격을 분석할 때 소수자 집단의 

자료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에 기여할 요소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소수자 집단의 경우 대출 이력 등의 자료가 더 부족한 것으로 (“thinner” credit 

files) 나타남.

•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연구는 신용평가 점수 노이즈의 원인으로서 

모델링의 문제보다는 신용평가에 활용된 기초자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함.

관련 문헌
• MIT Technology Review, Bias isn’t the only problem with credit 

scores—and no, AI can’t help, https://www.technologyreview.c

om/2021/06/17/1026519/racial-bias-noisy-data-credit-scores-

mortgage-loans-fairness-machin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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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조사 대상
• 차량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정 정책이 감사의 대상임.

• 차량은 오늘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따라서 차량 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의 

기초로서 의미를 가짐. 특히,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 없이 운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주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보험은 

필수적임.

• 차량 보험회사가 소수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지역(predominantly minority 

urban neighborhoods)의 거주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본 조사는 캘리포니아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보험료 프리미엄 및 보험료 지급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실증 조사를 진행.

감사 데이터
• 여러 회사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및 미주리 주의 거주자에게 부과한 

보험료 및 보험료 지급 자료를 수집.

• 100,000 가지 이상의 손해배상 보험의 요금이 분석됨. 

• 이용자(운전자) 관련 변수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고자 “사고 기록이 없는 30세 

여성”의 보험료 현황을 기준으로 함.

분야 금융 및 신용평가

저자 Julia Angwin, Jeff Larson, Lauren Kirchner and Surya Mattu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7. 4.

출처 ProPublica

링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minority-neighborhoods-higher-car-insurance-premiums-
white-areas-same-risk↗

요지  • 보험료 산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난 지역별(zip code) 차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 지역별 총 

보험자의 손실(insurer loss)를 기준으로 보험사고 위험을 책정하고 보험사고 위험에 따른 보험료 

차별이 없는지 검토함. 

 •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동등한 보험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사이에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의 

구성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Minority Neighborhoods Pay Higher Car Insurance Premiums than White Areas 
with the Sam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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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보호속성
• 지역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지
• 감사를 위해서 소수자 우편번호(Minority Zip Code)를 정의함.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에서는 66% 이상의 인구가 유색인종인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미주리 및 

텍사스의 경우 50% 이상의 인구가 유색인종인 지역이 이에 해당함.

감사 결과
• 조사 대상 4개의 주에서 모두 대체로 각 회사는 소수 민족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보험료 산정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일리노이 주 – 34개의 회사 중 33개의 회사에서 평균적으로 지역별 약 10%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 특히 6개의 회사의 보험료 사정 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30%의 격차도 나타남.

• 미주리 및 텍사스 주 – 약 50%의 보험회사가 더 많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함.

• 캘리포니아 주 – 8개의 회사에서 약 10%의 보험료 산정에서의 차이가 나타남.

• 위 그래프에서 y축은 보험료 비교대상 집단인 30세 여성의 지역별 보험료, x 축은 

해당 지역에서 차량 당 보험료로 표시된 지역별 보험 사고 발생 위험임. 

• 빨간색 및 파란색 점과 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소수 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사이에서 유사한 수준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험회사의 반박
• 보험회사는 지역별 보험료 차이가 인구 밀집도(congestion)의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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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다는 취지의 반박을 제시함.

• 미국 손해보험사협회(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부회장 데이비드 스나이더(David Snyder)은 보험료 산정의 과정에서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운전하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함.

• 지역별 보험사고 위험 비교에 대한 비판: 차별이 이루어진 백인 중심의 지역과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유사한 수준의 보험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임에도 보험료의 차이가 있었다는 논증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사고 위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편번호 단위 별(zip code level) 보험사의 손실(insurer 

loss)은 공개되지 않음. 이에 ProPublica는 해당 전체 지역에서 나타난 전체 

보험사 손실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그 지역의 보험사고 위험을 책정함.1

•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은 이러한 

잘못된 방법이라고 ProPublica에게 응답함. 한편 ProPublica는 위와 같은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 결과가 일관되게 소수 

민족 거주집단에 불리하게 보험료 책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고 재반박함.

관련 문헌
• ProPublica, Minority Neighborhoods Pay Higher Car Insurance Premiums 

Than White Areas With the Same Risk https://www.propublica.org/

article/minority-neighborhoods-higher-car-insurance-premiums-white-

areas-same-risk↗
• Will Moore, 2021 Penalties Of Driving Without Insurance In Your State, 

https://www.motor1.com/reviews/448720/driving-without-insurance↗ 

1 몇몇 지역의 경우 “전체 보험사 손실”의 계산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의 손실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음(특히 텍사스의 경우 전체 보험사 중 70%의 보험사가 지불한 손실의 합계가 기준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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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감사 대상
• 미국 보건시스템에서는 고위험 환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이를 통해 환자의 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이때 관리대상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 목표는 선제관리를 통해 가장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who will benefit the most from program)을 찾아내는 것. 

• 그런데 이는 복잡하므로 미래 의료 필요(future health care needs)를 예측해내는 

방식을 취함. 미래 의료 필요는 구체적으로 다음 년도의 지출 의료비 (next year’s 

health care costs)를 지표로 삼아 예측됨. (의료비와 의료필요가 비례할 것이라는 

전제). 이를 기초로 해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위험점수를 도출해내서, 

위험점수의 상위 2–3%인 환자는 자동으로 해당 선제관리의 대상이 되고, 그 외 

상위 45%는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선제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가 편향되었는지가 본 연구의 감사 대상. 

감사 데이터
•  2013–5년 사이 한 대형병원에 등록된 모든 환자에 대한 인종 정보, 알고리즘을 

통해 형성된 위험점수 등. 

감사 대상 보호속성 – 인종

분야 공공서비스

저자 Ziad Obermeyer, Brian Powers, Christine Vogeli, Sendhil Mullainathan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9. 10. 25.

출처 Science 366, 447–453 (2019)

링크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66/6464/447↗

요지  • 연구진들은 미국 보건시스템의 고위험 환자 선제 관리 제도에서 사용되는 위험점수 부여 알고리즘이 

인종에 따라 편향되었음을 밝힘. 

 • 구체적으로는 다음 년도의 지출 의료비를 예측하는 것에서 Label Choice의 오류가 이러한 편향을 

야기하는 것임을 논증함.

Dissecting Racial Bias in an Algorithm Used to Manage the Health of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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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위험점수를 도출해내서, 위험점수의 상위 2–3%인 

환자는 자동으로 해당 선제관리의 대상이 되고, 그 외 상위 45%는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선제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즉, 같은 위험점수라면 같은 수준의 

의료필요가 있어야 함. 

• 그런데 아래 A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환자들을 인종별로 나누면, 어떠한 

위험 점수 수준에 있더라도 흑인(보라색 선)들은 백인(노란색 선)들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B 그래프는 이러한 편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편향되지 않는 

알고리즘 (특정 위험점수 수준에서 흑인과 백인의 건강상태가 비슷한 수준의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선제관리의 대상이 되는 흑인의 비율을 

17.7%에서 46.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임.

이러한 편향된 결과는 왜 생겨나는가?
• 연구진들은 미래의 의료 필요를 의료비 지출로 파악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함. 실제로 알고리즘은 미래 의료비 지출을 잘 예측함. 그러나 흑인의 소득 

수준이 백인보다 낮으므로 실제 의료 필요는 이와 다르고, 그로부터 편향이 생김. 

즉 label choice의 문제임.

• 다음 년도 의료비 지출보다 avoidable cost(피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혹은 

건강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음.

• 실제로 연구진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와 협업하여 같은 데이터셋으로 다른 

label(예측되는 의료비 지출과 실제 건강상태를 모두 반영한 지표)에 대해 

측정했더니, 편향을 86% 낮출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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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 https://youtu.be/xt_pwq4HZWA↗ 등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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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영국의 JCWI(Joint Council for the Welfare of Immigrants)와 Foxglove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를 상대로 비자 알고리즘이 인종/국적을 토대로 한 

차별을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 내무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알고리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 도입할 것으로 밝힘. 

• JCWI 와 Foxglove에 따르면, 비자 발급 시스템은 신호등 시스템으로, 신청인들의 

정보를 토대로 각자에게 색깔 코드(빨, 노, 초)가 부여되는 방식임. 

• 이때 어떠한 색을 부여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국적(nationality)가 

있다고 하며, 정부의 비밀 의심대상 국적 목록에 올라간 국적을 가진 신청인들은 

훨씬 더 자세한 조사의 대상이 되며 비자를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함. 

• 또한 Feedback Loop을 통해, 어떤 국적들이 비자를 많이 거절당했는지가 다시 

의심대상 국적 목록에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함. 

관련 보도
• 미국 사례 – https://www.npr.org/2016/01/24/464180260/new-u-s-visa-

rules-criticized-as-racial-discrimination?t=1596625201464↗ (2016.1. 

24.) 미국의 비자 정책이 인종/국적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유럽 국적일 경우 

비자 문제 없이 입국 가능했는데, 이란, 시리아, 수단, 이라크와 유럽(영국 등) 

복수국적일 경우 비자 받는 데에 문제 발생). 다만 인공지능/알고리즘 등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음.

분야 국경 관리

저자 Will Douglas Heaven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언론 보도 요약)

일자 2020. 8. 5.

출처 MIT Technology Review 

링크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08/05/1006034/the-uk-is-dropping-an-
immigration-algorithm-that-critics-say-is-racist↗

요지  • 영국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시스템 및 그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 인종/국적 차별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사용이 중지됨. 

 • 더불어 미국 등지에서도 이민 시스템이 인종에 따른 편향이 있다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내무부의 해당 알고리즘 사용 중지는 큰 의미를 가짐.

The UK is Dropping an Immigration Algorithm that Critics Say is Ra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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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영국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해 영어 수준을 증명해야 함. 그런데 BBC의 

Panorama의 2014. 2. 10. 방송에서 영어 수준 증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토익 

시험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해 논란이 발생. 

• 그 후 정부는 토익 시험 주관처인 ETS에게 검증을 요청, ETS는 자체적인 기술을 

활용해 부정이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해 정부에게 알림. 33,275명의 시험 결과가 

‘무효(invalid)’, 22,684명의 시험 결과가 ‘의심(questionable)’으로 됨. 

• 그런데 이때 사용된 기술이 문제가 있으며, 수만 명의 비자가 부당하게 거부되고 

수 천명이 강제 출국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음.  

평가 대상 알고리즘: ETS 측에서 TOEIC 시험의 부정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동일 화자 판독 기술(“biometric voice recognition”) 
• 해당 기술은 개인의 말에서 voice print (음성에서의 지문과 같은 성문)을 

결정할 수 있는 음성상 특징을 추출해내고, 이 성문을 다른 시험 샘플과 대조하며 

동일인의 목소리인지 (동일인의 목소리라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를 판별하는 방식임. 

대상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 결과
• R (on the application of Gazi)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TS – judicial review) IJR [2015] UKUT 327 (IAC) 사건 

(2015. 5. 27.)1

1 https://tribunalsdecisions.service.gov.uk/utiac/2015-ukut-327↗

분야 국경 관리

저자 Hannah Wilkins, Alison Pratt and Georgina Sturge

분야 ○ 실증 감사 ○ 인식 조사 ● 법적 평가 ○ 기타

일자 2018. 8. 29.

출처 House of Commons Library

링크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DP-2018-0195/CDP-2018-0195.
pdf↗

요지  • 영국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해 영어 수준을 증명해야 함.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토익 시험에서 부정이 

의심된다며 대량으로 비자를 취소함. 

 • ETS의 부정 의심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음.

TOEIC Visa Cancellations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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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채택된 제3의 전문가 (Dr Harrison)의 의견 (para.16–20)

• 형사 사건에서는 보통 음성에서 발견되는 목소리 및 발화의 패턴(리듬, 톤, 

속도, 어떤 경우에서는 문법 등 언어적 특징 등)을 찾고 이를 다른 샘플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함 (대략 10–15시간 소요)

• 이러한 방식은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에 의해 공인된 방법론에 

의해 수행됨. 

• 컴퓨터 분석을 통해 수치화된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는 샘플들 간 

유사도를 나타냄. (크면 클수록 유사)

• 따라서 threshold 가 error rate을 결정하는 데에 아주 중요함. 

• ETS에서 제공된 정보로는 어떠한 종류의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음. 

이러한 비교방식은 음성 샘플의 길이와 샘플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 바 없음. 짧고 낮은 질의 샘플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사람에 의한 검증 과정에서 확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검증한 것은 false 

positive의 위험도를 전혀 낮추지 않음.  

관련 문헌
• Independent 지 보도: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

home-office-mistakenly-deported-thousands-foreign-students-cheating-

language-tests-theresa-may-windrush-a8331906.html↗ (2019. 6.14.)

• Independent 지 과거 보도: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

politics/theresa-may-faces-parliamentary-investigation-over-flimsy-basis-

student-deportations-a6948796.html↗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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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I Policy Initiative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법적, 정책적 이슈들을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의 

프로그램입니다. SAPI는 연구 목적의 ‘소셜 랩(Social Lab)’을 

지향하며, 여러 배경과 관심을 가진 분들 사이의 협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합니다.

http://sap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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