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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유럽은 인공지능 기술을 미래 라이프 패러다임에 변혁을 가져올 주요한 기반 기술로
인식, 이에

년

2018

유럽 인공지능 전략>을 발행하여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회와 해결

<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0

년

월에는 이를 대폭 보완한

2

<

인공지능 백서>를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안함

□

유럽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우수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이 유럽의 가치와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함

□ 유럽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

,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고자 함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한 각종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혁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회원국 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추진함

□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각종 다양한 사회 윤리적 문제가 발생 가능하며
·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과 관리감독 기관 설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를 추진하고자 함

□ 유럽연합은 기존

EU

제품 및 서비스 안전 규정에 입각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해

서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및 보상조치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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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1. 인 공 지 능 기 술 도 입 의 의 미

□

인공지능은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능력을 결합한 기술로 오늘날 컴퓨팅
성능의 향상과 데이터 가용성의 증가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함

□ 인공지능 개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

이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o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모든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 특히
헬스케어, 농업, 기후변화, 제조업 및 시민 안전 부문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함

-

(헬스케어)

-

(농업)

-

(기후변화)

-

(제조업)

-

(시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향상된 질병 예방

정밀 농업 실현으로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량 감축

예측형 관리를 통한 생산 시스템 효율성 향상

안전) 보안 및 치안 서비스 품질 향상

□ 유럽연합

은 인공지능 기술을 미래 라이프 패러다임에 변혁을 가져올 주요한 기반

(EU)

기술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함
o

년

2018

월

4

유럽 인공지능 전략(Artificial

<

Intelligence

for

을 발표, 유럽의

Europe>

상황에 맞는 글로벌 경쟁전략을 제시하여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기회와 해결과제를
제안하고, 유럽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인공지능 개발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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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년

2020

월,

2

Artificial

유럽 인공지능 전략>을 대폭 보완한

<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인공지능 백서(White

<

excellence

and

Paper

on

를 발행,

trust)>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고, 개별 회원국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의 전략에 맞게 개별 방침을 조정할 수 있는 통찰력 제공하고자 함

EU

□ 유럽은 우수한 기술적 역량 및 산업별 고품질 데이터 인프라와 함께 체계화된 규제를
통해 데이터 경제 및 지능정보 기반 글로벌 혁신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
하고 있음
o
-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 사회경제 전반에 아래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시민을

위한 혜택 ) 향상된 헬스케어 서비스 , 안전하고 깨끗한 운송 시스템 ,

가전제품 내구연한 증가, 개선된 공공서비스 등
-

(기업을

위한 혜택) 기계, 운송, 사이버 보안, 농업, 녹색 경제, 헬스케어, 패션 및

관광 산업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부문에서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회 확대
-

(행정적

혜택) 제품의 지속 가능성 증진 및 행정·사법기관 내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해 시민 권익과 자율을 보장하고 운송, 교육, 에너지 등에서 획기적인 비용 절감

□ 인공지능은 개인 영역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지속가능성

추구 및 사회적 권리 증진 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발표된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o

관련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활용 가능함

환경오염 문제 해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품 수명주기 개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1.2. 인 공 지 능 기 술 의 위 험 성

□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다양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유발하는데

,

개인의 안전 또는 자산과 관련된 가시적인 위협뿐만 아닌 개인정보 침해, 표현의 자유
제한, 차별 등 비가시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함
o

우선 인공지능은

EU

의 기본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즉 , 표현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 침해, 성별·인종·종교에 따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특정 그룹에게서만 추출된 경우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며, 이는 작게는 고용 등과 같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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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개인 또는 개인 대 기업의 영역에서부터 크게는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개인 대 사회로의 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큼
-

또한, 인공지능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알고리즘 추론 체계에 의한 일명 ‘블랙박스
효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인공
지능의 판단을 역추론하여 판단과정을 확인하는 것 또한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음

-

그 외에도 예기치 못 한 기능상의 오류로 인한 위험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사물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식별 오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o

이와 같은 기능상의 오류는 인공지능 아키텍처상의 결함 , 데이터의 품질 및
머신러닝 기법의 문제점 등과의 연관성이 크며 , 이러한 직접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보호 및 보상 체계가 없을 경우

2

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3. 인 공 지 능 생 태 계 구 축

□

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EU

기술적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유럽 단일시장> 개념에 입각한 접근을

강조, 국가별 단편화된 접근을 지양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외된 국가·
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o

유럽 개별 회원국 및 지역 단위의 분산되고 파편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조율하고,
민관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술적·제도적으로 우수한 생태계(ecosystem

of

를 구축하고자 함

excellence)

o

유럽의 가치와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ecosystem

-

of

trust)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유럽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Human-Centric

AI)

있으며,

이에

그룹(High-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라인(Ethics

EU

인공지능
을 통해

Guidelines for

고위전문가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강조하고
Expert

Group

on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윤리 가이드

<

을 발표함

Trustworth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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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 럽 인 공 지능 기술 및 정 책 현 황

2.1. 기 술 및 정 책 현 황

□ 유럽은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자 입장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로 기술 생산자
로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및 기회를 보유하고 있음
o

혁신 리더의 역할을 하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을 필두로 다수의 우수 연구
센터, 혁신 스타트업 및 커뮤니티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로보틱스 기술력과 함께
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금융·농업 등에 이르는 경쟁력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 스펙
트럼을 갖추고 있음

o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강력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활용도 높은 막대한 양의 공공 ·산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함과 동시에
안전성 높은 산업용 디지털 시스템과 미래 인공지능을 위한 저전력 시스템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 ·경제 생태계 내 우위 확보가
가능함

<세계 10대 슈퍼 컴퓨팅 인프라 (FLOPS 기준, 2020년 3월 현재)>

명칭

소재지 및 소재국

FLOPS

코어 수

Summit

Oak Ridge National Laboratoy (미국)

148.6

202.752

Sierra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미국)

125

190.08

Sunway TaihuLight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중국)

93

10.649.600

Tianhe-2

National Super Computer Center (중국)

33.86

4.981.760

Hawk

University of Stuttgart (독일)

25.95

720.896

Frontera

University of Texas (미국)

23.5

448.448

Piz Daint

Swiss National Supercomputing Centre (스위스)

21.2

387.872

Trinity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미국)

20.16

979.072

ABCI

AIST (일본)

19.88

391.68

SuperMUC-NG

Leibniz Rechenzentrum (독일)

19.48

3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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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퍼 컴퓨팅 SuperMUC-NG, Hawk>

<유럽 인공지능 혁신 인프라(2018년 기준, 출처: Roland Berger)>

o

정밀농업, 보안, 헬스케어 및 물류 등과 관련된 로봇 시장의

1/4

점유하고 있어 이미 많은 부문에서 우수한 위치를 선점했으며,
resource

planning)

이상은 유럽이
ERP(Enterprise

소프트웨어를 필두로 하는 첨단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o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미국(28%), 일본(30%)에
비해 유럽 내

50%

이상의 상위 제조기업이 최소 1개 이상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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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데이터·정보 생산량 (단위: zetabyte, 자료원: IDC)>

□ 반면

,

유럽은 일반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
받고 있음
o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트에서

년경에는

2025

175

년

2018

33

제타바

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유입은 데이터 기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됨
-

특히 데이터 저장 및 처리방식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o

저전력 기술면에서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반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관련 시장은 비유럽권이 주도하고 있어
셔티브(European
computing)

-

그 외에도
Joint

Processor

EU

는 이에 대응하여

유럽 프로세서 이니

<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엣지 컴퓨팅(edge

Initiative)>

및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의 기술력과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함
년부터 시행될

핵심 디지털 기술 공동사업(Key

2021

<

Undertaking)>

을 통해 인더스트리

4.0

Digital

Technology

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산업 자동화

솔루션의 핵심인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을 육성하여 장기적

Computing)

으로는 핵심적인 에너지 효율 기술로 적용하고자 함

□ 유럽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역량과 산업계의 우수한 양자 시뮬레이터 및 프로그래밍
환경을 갖추고 있어 양자 컴퓨팅 기술 수준 향상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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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컴퓨팅 기술 개발 방법론과 검증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머신러닝, 딥러닝, 신경망 이론 등과 같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음

□

EU

연구개발 펀딩 프로그램은 연구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회원국 내 민-관 투자를

원활히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
o

실제 인공지능 연구혁신 펀딩은 지난
이전 사업 년도 대비

70%

년 사이

3

억 유로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15

이상 상승한 규모임

2.2. 인 공 지 능 육 성 전 략

□ 유럽의 공공 및 민간 분야 인공지능 투자 규모는 글로벌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중임
o

년

2016
65

의 인공지능 투자 총액은

EU

억 유로로 이는 북미의

32

억 유로, 아시아의

121

억 유로 대비 매우 적은 수치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는

EU

년

2018

에 관한 협조적 계획(Coordinated

<AI

과

plan on AI)>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인공지능 가치사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o

회원국 그리고

EU

차원에서 진행하는 연구, 투자 및 시장 활성화, 직무 역량 강화,

인재 확보, 데이터 기반 구축, 국제협력 도모 등

개 공동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70

년까지 진행할 예정임

2027

□

EU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이는 회원국

차원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거시영역 투자 분야를 전담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향후
o

10

년 간 매년

200

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는 민간·공공투자를 함께 자극하기 위해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EU

구조 투자기금을 모두 동원하여 재원을 선도 조달하고 저개발 및 농어촌 지역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o

사회, 환경, 복지를 핵심 분야로 지정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및 환경
파괴와 같은 글로벌 우선 과제 해결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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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럽 내 소재한 인공지능 연구센터 및 관련 기관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단편적이며
분산되어 있어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시 됨
o

유럽 내 존재하는 많은 수의 다양한 연구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관별 우수성을 개선하고 인재를 확보하여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o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혁신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될 ‘인공지능 라이트
하우스(AI

lighthouse)‘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자 함
o

동 연구센터들은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분야, 즉, 제조업, 보건/의료, 운송, 금융, 농업, 에너지/환경, 항공우주 분야 등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그 외 최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및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유럽의 인공지능 육성 전략1)>

□

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 인재 육성 또한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EU

EU

프로젝트인

<

유럽 신기술역량 아젠다(New

보완하고, 인재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함

1)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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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Agenda

for

년 발족한

2016

Europe)>

내용을

<EU의 인공지능 사회 대응전략>

친환경 및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유럽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o

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인공지능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세부 분야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규정을

o

수립할 계획임

□

년 발표된

2018

디지털 교육 액션 플랜(Digital

<

Education

Action

을 개정하여

Plan)>

인공지능 관련 교육 정책을 조정하고자 함
학생들에게 향상된 데이터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식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o

기반 기술(머신러닝, 통계 및 예측 분석 이론·실습 등) 포함을 추진할 계획임
각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o

교육하여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자원을 확충하고자 함

o

□

‘

인공지능 라이트하우스(AI

lighthouse)‘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연구혁신 센터

개념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유럽의 지식적·기술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함

□ 그 외에도 인간 중심

(human-cantered)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는 혁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도 많은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표적

EU

으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일환인 디지털 혁신허브(Digital
주문형 인공지능 플랫폼(AI-on-demand

Innovation

이 있음

platform)

<디지털 혁신허브의 주 기능3)>

2)

https://s3platform.jrc.ec.europa.eu/digital-innovation-hubs-tool

3)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european-digital-innovation-hubs-digital-europe-programm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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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Hubs2))

o

디지털 혁신허브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 당
1

개 이상의 혁신허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도록 장려함

□ 또한

,

EU

는 유럽 내 투자,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발족한

그램을 통해

InvestEU

프로

억 유로 규모의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시범(pilot) 투자 펀드를 조성할

1

예정임

□

EU

o

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광범위한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기업 관계자가

의 인공지능 연구혁신 의제

EU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 부문뿐만 아닌 행정

,

의료, 교통·운송 및 금융을 포함하여 공공 이익과 관련된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o

이에

EU

는 ‘인공지능 도입 프로그램 <Adopt

AI

programme>’

을 마련하여 공공

부문 인공지능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도입, 실험 및 적용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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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U의 인 공지 능 사 회 대 응 전략

3.1. 인 공 지 능 윤 리 가 이 드

□

EU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윤리 가이드

<

라인>을 발표하고 7개 핵심 지표를 제시함
o

년 4월 발표된 유럽 인공지능 전략(AI

2018

사회·경제적 이슈를 논하고,

EU

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Strategy)

차원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 및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 이에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High-Level
은 이를 기반으로 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Intelligence)

Expert

Group

on

Artificial

년 4월 발행함

2019

<7개 핵심 지표>

o

개 핵심 지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7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함
①

인간의 개입(Human

agency and oversight):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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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할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기술적 견고함 및 안전성(Robustness

②

and safety):

발생 가능한 오류와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축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거버넌스(Privacy

③

and data governance):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남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투명성(Transparency):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과 알고리즘 사용에 있어 추적 가능

④

하도록 설계하여 투명성을 보장
다양성, 평등 및 공정성(Diversity,

⑤

non-discrimination and fairness):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⑥

사회· 환경적 번영(S ocietal

and environmental well-b eing):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을 위해 사회·환경적으로 이로운 영향력을 주도록 설계
⑦

책임성(Accountability):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와 그 결과물에 있어 책임을 보장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하여

o

기준

년 하반기

2019

개 기업에서 이를 활용하고 피드백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위

350

전문가 그룹은

년 6월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표할 예정임

2020

본 가이드라인이 다루지는 않았으나 소비자와 산업계 간 신뢰성 향상은 인공지능

o

기술 개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시민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줄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지속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행정 및 사법 당국에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경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형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제품
안전 및 책임소재 규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는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사용 관련 기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및 안전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3.2. 인 공 지 능 규 정 의 필 요 성

□

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일관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EU

있으나 아직까지

EU

차원의 뚜렷한 프레임워크가 없어 현재는 개별 국가 단위로

방법론을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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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인공지능 사회 대응전략>

독일의 경우 데이터 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술 위험성을 5단계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o

제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함
덴마크의 경우 데이터 윤리 인증(Data

o

Ethics

Seal)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데이터
남용을 막고자 함
이처럼 국가별 상이한 정책 및 규제로 인해 법률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기술개발

o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EU

차원에서의 공통된 정책 및 규제

마련이 시급함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 회원국의 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의 제품 안전 및

EU

책임소재 관련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함
o

이는 기본적으로 인종 차별 금지,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년부터

2025

적용될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규정 등을 포함함
o

또한, 인공지능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제품 수명주기 동안 주기적으로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제품 출시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검증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블랙박스 형태로 존재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법행위 , 책임소재
규명 등의 검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존
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의
범주와 적용영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고위전문가 그룹이 정의한 인공지능 시스템 >

◆ 물리적 환경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

통칭하며, 복잡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수집한 구조화된 또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작동(주변) 환경에 반영하여 추론함
데이터를 통해 생성한 지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호 규칙을 사용하거나 수치 모델을 학습할 수 있으며, 기존 행동의
영향을 받는 방식을 분석하여 그 동작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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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은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추론하여 특정 유형을 발견하는 방법론과 기술의 통칭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도 가능함
o

다시 말해, 인공지능 기반 제품은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하면서 작동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전에 정의된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작동의 범위와 제약 조건은
개발자가 큰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즉, 인간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출시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하여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이러한 인공지능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존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함

□

EU

는 개인정보 보호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운송 등과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과도한 제재와 융통성 부족으로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게 되었음
o

이를 해결하고자

EU

집행위원회는

위험기반 접근방법(risk-based

<

approach)>

을

통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위험기반 접근방법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술에 대한 별도 규제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보장해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술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도 기존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음
o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와 사용방식에 따라 기본권 침해, 보안, 개인정보
남용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됨

-

예를 들어 헬스케어, 운송, 에너지와 같이 특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 어떤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경우, 그리고 분야에 상관없이 사용방식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경우 고위험군 기술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특정 목적을 위한 기술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채용과정에서 활용된다거나 원격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또는 보안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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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 공 지 능 규 정 조 건

□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고위험군 기술에 특화된 규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의 가이드라인과 앞서 언급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핵심 조건에 따라 규정해야 함
①
-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에 따라 판단하므로 데이터 세트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작용,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활용된 모든 데이터는

의 가치와 규정을

EU

준수해야 하며 모든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해야 함
-

성별, 인종 및 기타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데이터 학습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지켜져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Data

②
-

Protection

2018

년 제정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Regulation, GDPR)

데이터 및 기록관리(data

and record-keeping)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기록과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어떤 문제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더 나아가 기술
개발자 및 관련 서비스 공급 업체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동기부여 함

-

데이터의 특성과 데이터 선정 방식을 포함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하고 테스트
하는 데 사용된 모든 데이터 세트를 기록해야 하며, 일부의 경우 데이터 자체를
모두 보관해야 할 필요도 있음

-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 모든 기술과 방식 또한 기록해야 하며, 이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도 포함해야 함

③
-

정보 제공(information

to be provided)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성에 대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함

-

특히 특정 목적을 어느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제공
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술 사용자뿐만 아닌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제당국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민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여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챗봇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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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이해
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함
④
-

견고성 및 정확성(robustness

and accuracy)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 그중에서도 특히 고위험군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술적
견고함과 정확성을 갖추어야 함

-

인공지능 시스템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들을 파악하여 최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즉, 인공지능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 안에서 항상 일정 수준의 정확성을 보여야
하며 , 모든 결과물은 재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 오류나 모순되는 요소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사이버테러 또는 데이터나 알고리즘 조작과 같은 유형의 공격에 대응하고,
복원력을 갖추어야 함

⑤
-

인간의 개입(human

oversight)

신뢰 가능하고, 윤리적이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의
개입이 반영되어야만 가능하며, 개입의 정도는 기술 수준, 기술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같은 경우 인간의 최종 검토가 있어야만 인공
지능의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신용카드 신청 거부와 같이 인공지능의
결정이 즉각 반영되나 차후 인간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 인간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언제든지 그 기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특정 기능에 제한을 두어 작동을 하지 못 하게끔 하여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⑥
-

특정 기술에 특화된 규정
원격 식별을 위한 생체인식 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큼

-

EU

데이터 보호법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인을 식별하기 위해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생체
테이터 활용은 불가하며 활용을 하는 경우

EU

또는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수행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동반되어야 함
-

생식 기술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향후 공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원격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장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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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인공지능 사회 대응전략>

□ 고위험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규제가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는 일임
인공지능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 내에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o

개발자, 사용자(인공지능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 및 기타 관계자
생산자, 유통업자, 서비스 공급자, 기업 , 개인 등 )를 모두 포함함

(

책임 소재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관점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는 잠재적 위험을

o

유발할 확률이 높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에게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있지만, 사용 단계에서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사용 단계에서 발생한 여러 요인에 대한 개발자의 통제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넘겨지게 됨
두 번째로, 규제 적용 영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관점은

o

EU

내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즉,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공자(기업/기관)가
EU

내 소재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3.4. 인 공 지 능 규 정 의 올 바 른 이 행 조 건

□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일과 더불어 이를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인공지능의 신뢰성, 안전성 및 유럽 가치 보존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규제 당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관련
모든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집행위원회는 일부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적합성 평가(prior

conformity

를 진행하는 방안을

assessment)

검토하고 있음
o

이는 시험 (테스팅 ), 검증 또는 인증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술 개발 단계
에서의 알고리즘 및 데이터 세트 검증을 포함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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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

내부시장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전 적합성 테스트 메커니즘에 포함될 수

있으나, 기존 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사전

적합성 평가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공평하게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EU

내

소재하는 기업/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됨

□ 이와 관련한 절차는 다소 복잡하여 일부 혁신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집행위원회는 디지털혁신허브(Digital

Innovation

,

를 통한 지원과 명확한

Hubs)

기준 및 온라인 툴 (tools)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EU

는 사전 적합성 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해

EU

회원국 간 협의 하에

지정된 독립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o

또한, 사전 적합성 평가 외에도 사후감독(ex-post

control)

과 규정이행 여부를 모니

터링하는 단계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기본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위험요소가 감지될 경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o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적합한 사법적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고위험군

인공지능 기술에 속하지 않는 기술의 경우 앞서 언급된 인공지능 규정

조건을 만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자발적 라벨링 제도
를 도입하고자 함

(voluntary labelling scheme)

o

이는 기술 개발자 또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상기 인공지능 규정을 준수하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따를 경우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임

o

동 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EU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견고함 및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 소비자가 신뢰하고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o

또한, 이와 같은 제도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라벨링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맞춤형 사전 및
사후감독 체계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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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가 간 협력 및 거버넌스의 필요성

□ 인공지능 규정 수립과 올바른 이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 및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음
o

이에 유럽 차원의 인공지능 관리조직(governance

을 구성하여 유럽 각국의

structure)

인공지능 역량과 유럽 내 유통되는 인공지능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검증·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o

또한, 동 관리조직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정보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표준화 정책 및 검증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이 관리조직은 기본적으로

과 개별 회원국 간의 참여뿐만 아닌 소비자 단체, 기업

EU

연합회,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됨

3.6. 안전 및 책임 관련 법규 개정

□

의 안전 및 책임 관련 법규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의

EU

운용상의 안정성, 신뢰성, 일관성 및 복원력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음
o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견고한 복원력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수준도 향상됨

o

이는 기술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 인공지능

,

EU

EU

의

의 산업전략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됨

사물인터넷(IoT) 및 로보틱스로 구성된 3대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와 법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o

이와 같은

3

대 기술은 유럽 단일시장의 효과적 운영 , 기술 혁신 진흥 및 기술

수준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다른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 영역과 차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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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U

년 5월

2018

유럽을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

Intelligence for Europe)>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머징(emerging) 디지털 기술이 현재 안전 및 책임 법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바 있음
o

안전 부문은 기계류안전지침(Machinery
제품책임소재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Directive)

을 통해, 그리고 책임 부문은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으며, 개별

전문가 그룹의 감수를 거쳐 발표됨
-

그러나 이는 현존하는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핵심
이슈에 초점을 둔 보고서라는 평가가 있음

□

EU

는

3

대 기술의 특징과 이를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음
o

대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자율성과 데이터

3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적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을 역추론하기가 매우 복잡
하고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연결성 ,

자율성, 데이터 독립성)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작업 수행 중에 사람의 간섭이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성과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인공지능이 탑재된 시스템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성능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음
-

(복잡성)

인공지능 시스템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주체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수도

많아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관련 컴포넌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

(개방성)

기술 생태계에 등장하거나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뤄짐
-

(불투명성)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 도출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나 부작용을 역으로 추론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움
-

(사이버

위협에 취약) 높은 연결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 그만큼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기가 쉬움
o

3

대 기술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각종 제품 및

프로세스 개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생산성 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함
-

이는 소비자의 신뢰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3

대 기술이 창출할 기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o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같은 측면 외에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각종 도전과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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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전염병 창궐 억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범죄 예방,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위협 대응 등이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의 경우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

cars)

하여 교통 안전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인간의
실수에 의해 발생됨을 감안)

<미래 공장의 형태4)>

o

사물인터넷 시스템은 다양한 출처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의 질을 높이며 제품 및 서비스는 이를 스스로 활용하여 안
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o

제품 안전성 향상과 오류 해결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3

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할 수 있음
-

커넥티드(connected) 제품 사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조사는 즉각적으로 사용자
에게 알리고, 그와 동시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제

2017

년 리콜 대상인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제작업체측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으로 낮춰 소비자의 해당 제품 사용을 즉각 멈추도록 하였으며,

0

이를 통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 사례가 있음

4)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future-factory-manufacturing-tech-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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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는 최근 인간 중심 인공지능 관련 정책 대화 를 통해 안전과 설계를 통한 보안
6)

메커니즘을 통합, 모든 절차에서 검증 가능한 안전을 확보하여 물리적,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5)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k/Documents/technology/deloitte-uk-tech-trends-2019-chapter2-ai-fuelled.pdf
6)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mmunication-building-trust-human-centric-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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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품 안전 규정 검토 체계>

□

인공지능 및

IoT

등에 대한 안전 및 책임 법규의 제정을 위해 동 기술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져야 함
(1) (연결성(connectivity))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연결성 확대는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나 이를 악용할 경우 해킹이나 기타 사이버 위협을 통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o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솔루션은 미아 방지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타인에게 어린이의 위치를 노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o

독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 스마트 열쇠(smart

key)

도용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

열쇠의 연결성을 악용하여 차량을 도난하거나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키는 일 등이 발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
o

산업용 애플리케이션도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산업시설의 폭발과 같은 파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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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적으로

EU

법규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별 규정이
존재함
-

의료 장비

-

Regulation

-

계측 장비

-

Directive

-

전파 장비

-

Radio

-

차량 유형 승인 규정

o

그 밖에도

on

on

Medical

measuring

Equipment
-

Devices
instruments

Directive

Vehicle-type

approval

는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EU

legislation

을 통해

Act)

ICT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가 자발적인 사이버 보안 인증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o

또한, 디지털 장비가 연결성을 상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예로 화재 발생 시 해당 거주자 등에게 긴급 알림 발송이 제때 이루어

-

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
o

현재 유럽 제품 안전규정은 공공 정책의 성격이 크며(예: 기계, 전자장비 등), 따라서
예상 가능하고 의도된 오작동 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오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해야 함

(2) (자율성(Autonomy))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지만, 인공지능의 의도하지 않은

판단과 결정에 의해 사용자 및 시스템에 노출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o

인공지능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이를 개발한 제조업체가 내부적으로 시행한
사전 위험 평가결과와 함께 사용자를 위한 각종 안전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상 그 결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제작 당시 의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o

제조업체는 제품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관할 당국에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o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은 자체 학습 기능을 통해 처음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결정을 인간에게 위임할지, 아니면 제조 당시와 동일
하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지를 다룰 수 있어야 함

(3) (정신건강
(

위협(mental

health risks))

인공지능의 행동과 결정은 가정, 업무 환경에서

휴머노이드나 인공지능 시스템과 협업을 할 경우) 인간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나

위협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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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공지능 제품 및 시스템도 일반적인 디지털 제품 규정과 동일한 건강 및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인간에게 미칠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어야 함

o

노인 돌봄 로봇의 경우 사용자뿐만 아닌 관련 서비스 인력과의 긍정적인 협업을
지원해야 하며, 다소 예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노인 돌봄 로봇7)>

(4) (데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

데이터의 정확성과 연관성은 인공지능 제품 및

시스템이 제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됨
o

EU

는 관련 법률 규정에 데이터 오류에 따른 위협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인공지능 제품 기획과 테스트 단계에서의 검증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나 영상인식 시스템의 경우, 저조도 환경에서 개체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광량 또는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이는 자동적으로 기능과 품질 안전 모두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 다른 예로, 농업용 로봇은 나뭇가지 등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데 활용되며 그
정확도와 안전성은

90%

를 기록하는데, 이는 개발과정에서의 충분한 데이터세트

확보를 통해 구현한 알고리즘으로 수확 현장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됨

7) https://www.healtheuropa.eu/the-uk-government-are-funding-elderly-care-robots/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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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원 하에 개발된 농업용 로봇 ‘SWEEPER’8)>

(5) (불투명성(opacity))

인공지능 기반 제품은 출시 이후에도 경험과 학습을 통해 그

성능이 개선될 수 있으며, 알고리즘 방법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투명성을 내재하고 있음

<인공지능 ‘블랙박스‘ 특성9)>

o

이른 바 ‘블랙박스 효과’로 불리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역추론하기가 매우 어려움

o

인간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알고리즘의 자체
학습능력이 진화할 경우 또는 특정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비중 있게 적용
될 경우에는 그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파악이 가능해야 함

8) https://cordis.europa.eu/project/id/644313
9) http://artificialintelligencemania.com/2019/01/10/the-black-box-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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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 당국 또는 개발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동이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EU

내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정책적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된 사항임
(6) (제품과

시스템의 복잡성) 다양한 기술이 혼합되어 각종 부품, 장비, 제품 등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상호 의존도 및 영향이 커짐 (예: 스마트홈 생태계 제품군)
o

단일 제품의 위험성, 잠재적 위협 및 오동작 뿐 아니라 개별 제품의 상호연결로
인한 집단적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도 함께 시행되어야 함

o

예를 들어, 스마트홈 장비가 자체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문제뿐만 아니라 동
장비에 연결된 다른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검증도 수행되어야 함

o

그 밖에 자동차, 열차,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운용 환경 차이에
따른 위험성과 플랫폼 상호운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일반 제품으로서의
안전 평가 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o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은 대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개발자 및 생산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함

(7) (가치사슬의

복잡도) 디지털 기술은 복잡한 가치사슬의 영향을 받지만, 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닌 통합된 형태의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o

EU

안전 관련 규제는 가치사슬 복잡도의 정도에 상관없이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생산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o

또한, 통합된 형태의 제품뿐만 아닌 개별 요소(예: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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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

,

보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언된

가장 최근의 사례를 살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도 인공

Covid-19(

지능 기술이 활용되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음
o

이는 감염추세 예측, 환자 맞춤형 치료법 제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어 그 효과와 영향력을 충분히 입증하였음

o

이처럼 인공지능 기반 지능정보 사회의 구현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각자 인공지능에 대한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유럽 내에서도 독일

,

프랑스, 영국 등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전문 연구기관 및 커뮤니티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반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유럽은 산업적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와 동시에 유럽이 글로벌 데이터 허브(hub)로서의 입지를 강화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

EU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유럽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o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 기술에 따른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파괴적 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즉, 인공지능의 개발과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EU

차원의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임
o

무분별한 기술 개발 및 도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유럽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EU

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수명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 인공지능 기술에 특화된 규제와 컨트롤 타워를 구축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29 -

<EU의 인공지능 사회 대응전략>

□ 아울러

,

현재

EU

의 제품 안전 관련 법규는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o

특히 소비재안전규격지침(General
Directive),

전파장비안전지침(Radio-Equipment

Framework)

o

Product Safety Directive),

기계류안전지침(Machinery

Directive),

NLF(New

Legislative

등의 관점에서만 다뤄지고 있어서 보완이 요구됨

다양한 입법 프레임워크의 조율을 통해 일관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향상과 투자 관점에서의 안정성도 함께
보장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현재 개별 회원국과

의 책임 관련 법규를 통해 이머징(emerging) 기술에 대한

EU

대처는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와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가 어려우며, 따라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적합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될 기술임에 따라

EU

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도입과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검증 시스템 수립
그리고 단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화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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