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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그 위험과 영향을 

예측하여 사람의 판단을 보조하거나 자동화하는 것이다. 치안, 정책, 

금융, 의학, 채용 등 다양한 주제에서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모형들은 

종종 사회에 존재하는 편향까지도 그대로 학습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들은 종종 그 

결정과 무관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 편향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성별·인종·종교 등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알고리즘이 소수 집단에게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현 시대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기존의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여 차별을 강화하거나 영속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정한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성을 계량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공정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알고리즘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성의 공식과 수학적 정의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알고리즘이 공정한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성능과 공정성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도 

성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선행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다양한 공정성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지각하는 바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의 공학 분야의 연구와는 달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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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알고리즘 활용 장면에 있어 그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반 

사람들을 공정성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다양한 학문적 

정의들이 제안되었더라도 사람들이 인지하는 정의와 합치하지 않으면 

실용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첫번째로 

다양한 공정성 개념의 바탕이 되는 수치들과 공정성 지각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두번째로는 여러 다양한 과제들에 있어서 공정성과 성능 간의 

교환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 

연구1에서는 우선 다른 수치들에 비해 인구 집단 간의 양성 

비율(positive rate)의 차이가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결과와의 일치도보다 각 집단에게 이득을 주는 

정도와 더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히 이익을 집단별로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 받기 쉬운 집단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공정성의 다차원적 측면도 확인하였다. 연구2에서는 

사람들이 주어진 문제가 대출처럼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상황일 

때 치안과 같은 그렇지 않은 문제보다 더 공정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보다 자신이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 공정성을 중시하는 효과는 자신이 인구통계변수 

상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으로 혜택을 받는 집단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도화된 기술에 관해 윤리적 합의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사람들의 지각 위주로 접근함으로써 추후 알고리즘 

공정성을 계량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 

지각에 관한 의미 있는 후속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인공지능, 지각된 공정성, 도덕적 의사결정 

학   번 :  2018-2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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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기관이나 

기업에서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로 컴퓨터 모델을 훈련시킴으로써 

미래에 내릴 결정의 위험과 영향을 미리 평가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Shroff, 2012).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신용 

평가, 범죄, 정책, 채용, 입시, 질병 예측 등 다수의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활용되어 왔다(Petrasic, Saul, Greig & Bornfreund, 

2017; Barry-Jester, Casselman & Goldstein, 2015; Rudin, 2013). 

예컨대 은행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상환 확률을 예측하여 갚을 

확률이 높을 때에만 돈을 빌려주고자 하며, 기업은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자가 얼마나 직무에 적합한 사람일지를 예측하여 적절한 후보를 

채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을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내리거나 

혹은 완전히 알고리즘의 몫으로 대체할 경우, 모델이 자동적으로 내린 

결정들이 그 대상자와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데이터 기반 결정이 성별·인종·종교 등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놓는 사례들이 주목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지 예측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발된 COMPAS라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일관되게 흑인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Angwin, Larson, Mattu &  

Kirchner, 2016). 이러한 편향은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편향을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데이터의 크기 

자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Barocas & Selb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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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알고리즘이 복잡성과 성능이 올라갈수록 그 결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편향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원인을 

막론하고 이처럼 알고리즘이 결정과 무관한 특성들에 기반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알고리즘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대두되고 대응을 

요하는 문제이며, 기존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여 현존하는 차별의 강화 

및 영속화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허유선, 2018). 이에 따라 

알고리즘의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공학자들이나 사용하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껏 사회학, 철학, 심리학, 또는 조직 장면에 기반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측면의 공정성과 그 지각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가 알고리즘 영역에서 적용될 때는 일반적인 

공정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번째는 공정한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산 

가능한 계량적인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인가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추상적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일종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학계는 알고리즘의 사용자들이 

의사결정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의 공식과 수학적 

정의를 다양하게 제안해왔다(Corbett-Davis & Goel, 2018).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알고리즘이 공정한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심지어 그 정의들 중 다수는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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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증명되었다(Friedler, Scheidegger & Venkatasubramanian, 2016; 

Kleinberg, Mullainathan & Raghavan, 2016). 

두번째로는 알고리즘의 성능과 공정성 사이의 교환관계(trade-

off)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이나 

보정이 추가되는 경우 알고리즘의 성능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far, Valera, Rodriguez & Gummadi, 2015). 따라서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정의된 공정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공정한 알고리즘 

구현에 있어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윤리학에서 도덕과 도덕적인 의사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규범적(normative) 접근과 기술적(descriptive) 

접근이다(Gert & Gert, 2017). 이를 공정성 문제에 적용하면 규범적 

접근은 알고리즘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공정하다는 당위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취해 왔으나, 다른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처럼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관해서 단 하나의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범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알고리즘의 활용 장면에서 그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실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문적으로 정의된 공정성 개념이 개인들의 공정성 개념과와 

합치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적 접근을 택하여 

개인들의 공정성 개념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있어,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미래의 대상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1에서는 현재까지 공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공정성 

개념들의 수학적 정의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수치들 중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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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지각에 가장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규범적으로 정의하는 

공정성과 사람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수학적 개념을 선행적으로 상정하는 대신, 개념의 바탕이 

되는 수치들과 공정성 지각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2는 알고리즘 공정성의 두번째 특징인 공정성과 성능 간 

균형 문제를 다루었다. 많은 도덕 심리학 연구는 인간의 윤리적 판단이 

때로는 불합리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으며, 영역 특정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Greene,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공정성과 정확도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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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론 적  배 경 

 

2. 1. 공정성 지각과 관련된 심리학 연구들  

 

지각된 공정성은 왜 중요한가? 개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에 비해 높거나 낮은지 혹은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공정하였는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정서적·행동적·인지적으로 반응하게 된다(Turner, 2007). 사회 

구성원들이 보상이 공정하다고 느낄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여 궁극적으로는 공통의 규칙이나 가치를 

보다 더 잘 따르게 된다(Tyler, 2010). 즉 공정성 지각의 보장은 

궁극적으로는 사회나 공동체의 안정성과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정성(fairness)은 철학적 논의에서는 정의(justice)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Rawls, 1971), 대부분의 공정성 논의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성 혹은 정의에 대한 

논의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최초로 정의한 원칙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이 두 사람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분배되었을 경우 보상은 공정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박효민, 

김석호, 2015; Aristotle[B.C. 340], 2009). 이것이 바로 가장 초기의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개념의 시초이다. 

그 이후 교환이론의 전통에 따라 분배 공정성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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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전개한 것은 Adams (1965)와 Homans (1961)였다. 이들의 

기본 가정은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환 관계 내에서 

자신이 투자한 자원과 그로 인해 교환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공정성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 교환관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개인은 절대적이고 고립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보상의 공정성을 지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받은 보상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준거 집단에 비해 자신이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Davis, 1959). 

이러한 분배 정의의 접근을 형평 이론(equity theory)이라고도 한다. 

Adams(1965)가 공정성 연구 맥락에서 정치철학적 의미가 동반된 

정의(justice)라는 단어 대신 기여에 대한 보상이 형평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평(equity)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 이론의 한계는 지나치게 합리적 교환관계와 

행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통해 공정성 지각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Deutsch, 1985)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교환관계 역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들의 태도나 감정이 

달라진다는 점 역시 형평성 이론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분배적 공정성 이후로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공정성을 

파악하려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후의 연구자들은 형평 원칙이 보상의 분배 결과만을 

고려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으며 결과가 주어지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형평 원칙 외에도 필요성(need)나 평등성(equality)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중 일부는 가장 먼저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개념을 주장하였다(Leventhal, 1980).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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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한 절차에 의해 도출된 결과 또한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결과에 만족한다(Lind & Tyler, 1988)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관점에서는 결과 혹은 보상이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절차적 공정성은 두 가지 개념에 기반하여 발전하였다. 첫번째는 

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 형평 이론처럼 사람들이 

결과와 보상의 극대화를 원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자신이 해당 결정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절차를 공정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Thibaut & Walker, 1975). 이들의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와 무관하게, 그 결과를 얻기까지 과정에 자신이 

얼마나 참여하였고 의견이 반영되었을 경우 더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제를 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그 결정을 자신이 보상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van Prooijen, Cremer, Beest, Dijke & Lange, 2008). 

따라서 이는 도구적(instrumental) 관점이라고도 한다. 

반면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 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이며(Lind & 

Tyler, 1988),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관계적인 관심을 가장 

중시한다. 즉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절차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가 존중 받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도이다. 도구적인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가 더 영향을 미친다. 즉 이 

관점에서 공정성은 이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징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관계적 혹은 집단 가치 모형(grou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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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 집단 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모형의 관점이다. 이 차원에서 절차적 

공정성 지각이 높을수록 개인은 존중 받는다고 느끼며,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집단 지향적이게 되며 자아존중감 역시 높아진다고 

하였다(Tyler, Degoey & Smith, 1996). 

이러한 입장들은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라는 

개념으로도 이어진다. 상호작용 공정성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대인간의 공정성으로 정의되며, 절차적 

공정성과 구분되는 독립된 요인으로 주장되었다(Bies & Moag, 1986). 

또한 Colquitt(2001)은 이 상호작용 공정성을 대인간 공정성 

(interpersonal justice)와 정보 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으로 나누어, 

전자는 개인이 존중 받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결정이 수행되고 전달되는 

것, 후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정보 공정성은 의사결정의 과정과 이유에 대한 정보가 

개인에게 잘 설명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공정성은 특히 조직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주로 조직 내의 장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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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과 공정성에 관한 공학 

연구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맥락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 연구와는 달리 공정성을 계량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절에서는 관련 영역에서 공정성의 수학적 정의에 필요한 

기본적 개념들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다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정과 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우선 지금부터 기술하는 연구들은 모두 규범적(normative)인 

접근이다. 즉, 공정한 알고리즘이라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당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혹은 최소한의 기반이 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알고리즘 공정성 문헌은 결국 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분류 문제에 가장 

집중해왔다. 따라서 많은 경우 가장 간단한 예시로 이진분류(binary 

classification) 상황에 기반하여 정의가 수립된다. 

무엇보다 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공정성이란 원칙적으로 특정 

맥락에서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개인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편향이 

없는 것을 뜻한다(Chouldechova, 2017). 예컨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대출 희망자의 인종은 결정과 무관한 속성이므로 결정이 

인종에 대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결과와 결과의 평등한 

분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정성 연구 방향 

중에서도 결과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배적 정의의 

개념과 같은 맥락이다. 공학 분야에서는 이처럼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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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개인의 특성을 민감한 속성(sensitive attributes) 혹은 보호된 

속성(protected attributes)이라 부르며, 이 속성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별, 종교, 인종, 나이, 국적, 성적 정체성, 장애 여부 등이 있다. 즉, 

이러한 속성 집단에 따라 차별 없이 결과가 분배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집단 수준의 공정성(group-level fairness)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감한 속성을 기반으로 정의되는 집단 수준의 공정성을 

계량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COMPAS 가 적용되는 맥락, 즉 재범율 예측 

상황에서 이진 분류를 하는 예시를 통해 기술한다. 우선 결정에 

사용되는 대상자 개인 의 각종 특성들을  라고 정의하며, 재범율 

예측 맥락에서 개인이 보유한 특성들은 인종, 성별, 나이, 범죄 기록, 

사는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있을 것이다. 실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인 는 결정 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때 알고리즘, 즉 결정 규칙(decision rule)은 로 맵핑하는 

함수 d 이며, 이진 분류의 상황이므로 여기서 가능한 결정들은 

이다. 주어진 예시에서 전자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석방을 승인하는 것, 후자는 반대로 예측하여 가석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민감한 속성  이 사전에 

정의된다. 

이진 분류의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의 예측 및 결정  와 실제 

결과 의 결합 분포로부터 2x2 오류 행렬(confusion matrix)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산출될 수 있다[표 1]. 

i Xi ! "n

Yi = {0,1}

!n " {0,1}

d(X ) = {0,1}

Xs ! X

d(X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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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진 분류 결과의 오류 행렬과 성능 지표들 

  실제 결과  

     

알고리즘 

예측 

 
참 양성  

(True Positive) 

 거짓 양성  

(False Negative) 

양성 비율  

(Positive rate) 

 

  
거짓 음성 

(False Negative) 

음성 참  

(True Negative) 

음성 비율  

(Negative rate) 

 

  

참 양성 비율 

(True positive rate) 

  

거짓 양성 비율 

(False positive rate) 

  

정확도 

(Accuracy) 

 

 

가장 먼저 정확도(Accuracy)는 전체 예측 사례 중 예측과 

결과가 일치한 비율을 뜻한다. 양성 비율(Positive rate)의 경우 전체 

사례 중 양성으로 예측한 사례의 비율이며, 범죄 예측의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이 범죄를 저지를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례를 뜻한다. 반면 

거짓 양성(False positive)란 알고리즘의 예측이 틀린 경우 중에서도 

양성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음성이었던 사례를 뜻하며, 거짓 

양성 비율(False positive rate)란 전체 음성이었던 사례들 중 양성으로 

잘못 예측된 비율을 뜻한다. 즉, 실제 재범하지 않았으나 알고리즘이 

y = 1 y = 0

d(X ) = 1
T P + FP

T P + FP + T N + FN

d (X ) = 0
T N + FN

T P + FP + T N + FN

T P
F N + T P

FP
FP + T N

T P + T N
T P + FP + T N + F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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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할 것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이다. 반면 참 양성 비율(True positive 

rate)은 실제 양성이었던 사례들 중 알고리즘이 옳게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을 뜻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재현율(Recall)이라고도 한다. 

 

 

 

 

2.2.1. 집단 수준 알고리즘의 공정성 정의들 

Corbett-Davis & Goel (2018)은 지금까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제시된 공정성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 이러한 집단적 

공정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대분류는 반 분류(anti-classification) 또는 무지를 통한 

공정성(fairness through unawareness)라고 한다. 이 정의 하에서는 

결정 규칙이 민감한 속성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해당 알고리즘은 

공정하다[수식 1]. 

  … [수식 1] 

 

두번째 대분류는 분류 형평성(classification parity)으로, 분류 

결과에 관한 특정 계량적인 수치를 정한 다음 그 수치가 민감한 속성에 

의해 정의된 집단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정의이다. 이처럼 기준이 

되는 수치는 오류 행렬에서 계산되는 어떤 수치라도 가능하다. 정의는 

이 수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거짓 양성 비율(false positive 

rate), 거짓 음성 비율(false negative rate),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양성 비율(positive rate), 정확도(accuracy), AUC(ROC 

curve 면적)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Berk, Heidari, Jabbari, Kearns & 

Roth, 2017). 이 중 기계학습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거짓 양성 비율을 이용하는 정의와 양성 비율을 이용하는 

정의이다(Agarwal, Beygelzimer, Dudik, Langford & Hanna, 2018). 

d(X ) = d(x), x ! 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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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성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공정성 개념은 인구통계적 

형평성(Demographic parity, Feldman, Friedler, Moeller, Scheidegger & 

Venkatasubramanian, 2015)이라고 부르며, 알고리즘이 양성일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의 비율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동일한 것을 뜻한다. 범죄 

예측의 예를 들자면, 재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 인구 

집단에서 동일하면 해당 알고리즘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수식 2]. 이 정의의 한계점은  와  사이의 어떤 상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로 기저율(base 

rate)이 다른 데이터에 대해 완벽히 예측하는  가 있다면, 인구통계적 

형평성은 이를 배제할 것이다. 또한 만약 어떤 집단에서는 자격 있는 

사람만 뽑고 다른 집단에서는 아무나 뽑는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불공정하지만, 최종적으로 뽑힌 비율만 같다면 인구통계적 형평성 

기준에서는 공정하다(Hardt, Price & Srebro, 2016). 

 

 …[수식 2] 

 

즉 공정성 정의에는 단순 예측 결과뿐 아니라 실제 결과와의 비교 

또한 필요하다. 그 중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의 

정확도가 집단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오류 형평성(Error 

parity, Buolamwini & Gebru, 2018)이라 한다[수식 3]. 

 

 … [수식 3] 

 

정확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의 문제는 한 집단의 거짓 양성 

비율과 다른 집단의 음성 거짓 비율 간의 교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 이러한 교환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한 집단의 자격 

Y Xs

PXs=0[Y = 1] ! PXs=1[Y = 1]

d

PXs=0[d(X ) = a] = PXs=1[d(X ) = a], a ! {0,1}

PXs=0[d(X ) ! Y ] = PXs=1[d(X ) ! Y ], Y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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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을 거절하는 비율을 높이고, 한 집단의 자격 없는 사람을 

허락하는 식으로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방지하는 기회/가능성의 동등성(Equalized odds / 

opportunity, Hardt et al., 2016)은 거짓 양성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이다. 가능성의 동등성은 거짓 양성 비율과 음성 거짓 비율이 집단 

간 모두 동일해야 하며[수식 4], 채용과 같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거짓 

양성 비율보다 집중하므로 양성 비율만 같도록 하는 비교적 느슨한 

조건이 기회의 동등성이다[수식 5]. 이를 바꿔 말하면 결정과 민감한 

속성이 결과에 대해 조건부 독립인 것으로, 민감한 속성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범죄 예측의 

예시에서 이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저지를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과 그 반대의 경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수식 4] 

  …[수식 5] 

 

      세번째 대분류는 보정된 형평성(Calibration)이다. 이 정의는 

결과에 대해 결정과 보호 특성이 조건부 독립일 때[수식 6] 알고리즘이 

공정하다는 개념이다. 이는 거짓 생략 비율(false ommision rate)과 거짓 

발견 비율(false discovery rate)의 형평성(Kleinberg et al., 

2017)이라고도 한다. 범죄 예측의 예시에서 전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 중 실제로 저지른 비율을 뜻하며, 후자는 

저지른다고 예측한 사람들 중 저지르지 않은 비율을 뜻한다. 

 

PXs=0[d(X ) = a !Y = y] = PXs=1[d(X ) = a !Y = y], !a, y

PXs=0[d(X ) = 1 !Y = 1] = PXs=1[d(X ) = 1 !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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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 6] 

 

2. 2. 2. 공정성 정의의 활용, 비교 및 통합의 시도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 정의들을 공식화하여 주어진 

알고리즘이 그 정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실무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Corbett-Daives, Pierson, Feller, Goel & Huq, 2017). 

또한 그 중 다수는 자신이 제안한 정의를 실제 존재하는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거짓 양성 

비율을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진 COMPAS 의 인종차별 혐의를 지적한 

프로퍼블리카의 보고서 또한 이 거짓 양성 비율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논의였다(Angwin et al., 2016). 동일 개념은 신용 점수 평가(Hardt et al., 

2016)와 아동 복지 서비스 (Chouldechova, Benavides-Prado, Fialko & 

Vaithianathan, 2018) 문제에도 적용된 바 있다. 

또한 단순히 진단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것인지를 제안하는 것 또한 알고리즘 공정성 연구의 

과제 중 하나다. Hardt 등 (2016)은 거짓 양성 비율과 거짓 음성 비율이 

각 집단 간에 동일하도록 무선화된 결정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garwal 등 (2018) 역시 유사하게 다양한 방식의 분류 

형평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공정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전처리, 사후 처리, 

정규화 기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념적 정의를 넘어선 실제적 구현 

PXs=0[Y = y !d(X ) = a] = PXs=1[Y = y !d(X ) = a], !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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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제시된 개념들을 비교하거나 통합하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단 일관된 논의 중 하나는 통합의 불가능성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공정성 정의들이 상호 호환되지 않는 개념들이라고 

주장한다. Chouldechova (2017)는 다양한 분류 형평성 제약들이 

집단간의 기저율(base rate)이 다른 경우에 호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Kleinberg 등(2017)은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어떤 

알고리즘도 동시에 보정된 형평성과 분류 형평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Corbett- Davies 등(2016, 2017)과 Pleiss , 

Raghavan, Wu, Kleinberg & Weinberger (2017) 또한 보정된 형평성과 

다른 공정성 척도들 사이의 교환 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밝혔다. 

어떤 연구들은 이러한 공정성 연구의 흐름에 완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Corbett-Davies & Goel (2018)는 위 세 가지 대분류 

모두 나름의 중대한 통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속성 집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peicher, Heidari, Hlaca, Gummadi, Singla, Weller & Zafar (2018)은 

조건을 정의하고 만족 여부만 따지는 이전의 문헌이 실제적으로 효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건 대신 (불)공정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각 집단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정도를 이익 

함수(benefit function)로 정의하고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를 불공정성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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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알고리즘 공정성의 다른 정의들 

이 절에서 다루는 공정성의 정의들은 앞서 언급한 정의들처럼 

집단 수준의 분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의들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수준의 공정성(individual-level fairness)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실험은 집단적 수준의 공정성 정의들에 기반하지만, 개인적 

수준의 공정성 또한 공정성 개념의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들이므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한다. 

첫번째로 개인적 공정성 (Individual fairness, Dwork, Hardt, 

Pitasi, Reingold & Zemel, 2012)은 비슷한 개인들을 비슷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비슷하다’는 것은 사전에 해당 맥락에 맞게 

정의된 거리 척도에 의해 정의되며, 이상적으로는 결정 상황에 알맞는 

기본적 사실(ground truth)을 대표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채용 

상황에서는 직무 능력을 뜻할 것이다. 이 거리 척도가 주어졌을 때, 

Dwork 등(2012)은 알고리즘의 결정들이 그 거리 척도에 대해 립시츠 

조건(Lipschitz condition)을 만족하면 공정하다고 정의하였다. 즉 측정 

가능한 공간 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인의 알고리즘 결정에 사용되는 

조건들  가 있을 때 이는 결정 공간  로 맵핑하는 함수 , 즉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결정 규칙이 존재한다. 립시츠 조건이란 각각 

적정한 거리 함수에 대해 결정 규칙 가 두 개체의 거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와  에는 각각 적정한 거리 함수  가 있고 

립시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수식 7]. 

 

 … [수식 7] 

 

!

X , X!� !(") d

d

! !(") D1, D2

D2(d(X ), d(X!�)) " D1(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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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earns, Morgenstern, Neel & Roth (2016)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의 맥락에서 항상 더 

나은 개인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다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여기서도 

개인의 어떤 내적인 자질에 대한 척도가 존재하고, 더 나은 개인, 즉 그 

수치의 기대값이 높은 개인을 선택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개인을 

선택하는 확률보다 높으면 알고리즘이 공정하다고 하였다. 즉 

능력주의(meritoracy)에 가까운 개념이며 이를 능력주의적 

공정성이라고도 한다. 유사한 접근으로 Liu, Radanovic, Dimitrakakis, 

Mandal & Parkes (2017)은 계측 공정성(Calibrated fair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공정성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비율대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 잠재된 능력이 알려져 있다면 이 공정성 

개념은 능력주의 공정성을 암시하며, 유사도 척도가 적절히 선택된다면 

개인적 공정성의 만족 또한 보장한다. 

한편 Kusner, Loftus, Russell & Silva (2017)은 인과적인 

프레임워크(Pearl, 2009)를 공정성 맥락에 적용하려 하였으며, 반사실적 

공정성(Counterfactual fairness) 개념을 주장하였다[수식 8]. 반사실적 

사고란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고려한다는 뜻으로, 이를 공정성 예시에 적용하면 만약 특정 개인에 

대해 민감한 특성이 다른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가능한 알고리즘의 결정의 분포가 동일하다면 알고리즘은 공정하다. 

 

 … [수식 8] 

 

     이 개념은 설정된 인과 모형을 바탕으로 하며, 는 잠재적인 배경 

변수들의 집합을 뜻한다. 이 모형에 기반한 인과적 구조 그래프에서 

P[dXs!x(U ) = y !X, Xs] = P[dXs!x(U ) = y !X, Xs]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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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한 특성 의 후손(descendants) 노드가 아니어야 한다. 이 

역시 개인적 수준의 정의이다. 

  

d(X ) 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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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지각 

 

앞서 기술하였던 대로 알고리즘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활용됨에 

있어 그 공정성에 대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공정성이라는 

주제가 주목받기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대부분의 

연구가 공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알고리즘의 결정에 대해 

일반 사람들의 지각된 공정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알고리즘 공정성 논의를 분배적 정의, 즉 결과를 다루는 

공정성으로 한정하고,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제시된 공정성 개념들의 

선호도를 보고자 하였던 연구는 다음 두 가지다. 첫번째로 Srivastava, 

Heidari & Krause (2019)는 다양한 공정성 개념들 중 어떤 개념이 가장 

공정하다고 지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우선 사람들의 공정성 

개념이 현재까지 제시된 다음과 같은 집단적 공정성 개념 4가지 중 

하나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개념은 인구통계적 형평성(Demographic 

parity, Dwork et al., 2012)과 오류 형평성(error parity, Buolamwini & 

Gebru, 2018), 기회의 평등성(Equality of Opportunity; Hardt et al, 

2016), 그리고 보정된 형평성 (Kleinberg et al., 2017)이다. 각 개념은 

제 2절에서 서술한 대로 각각의 수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 

Srivastava 등(2019)은 이 수학적으로 정의된 공정성과 지각된 공정성 

간의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개인들의 지각된 공정성이 

어떤 개념과 가장 합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eicher 등(2018)이 

제시한 틀에 기반하여 불공정 지수가 개념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케이스들을 제시한 후 두 가지 중 어떤 결과가 더 차별적인가 질문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베이지안 적응형 학습(Bayesian adap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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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활용하여 소수의 테스트로 피험자가 가장 지지하는 개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결과, 80% 이상의 피험자가 가장 간단한 개념, 즉 

집단 간 양성 비율이 일정하도록 하는 인구통계적 형평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xena, Huang, DeFilippis, Radanovic, Parkes & Liu (2018) 

또한 여러가지 공정성 개념들 중 어떤 개념이 가장 공정하다고 

지각되는가를 보려고 하였지만, 집단 수준의 공정성이 아닌 세 가지 

개인적인 공정성 개념에 집중하였다. 이는 개인적 공정성(individual 

fairness, Dwork et al. 2012), 능력주의 공정성(meritocratic fairness, 

Joseph et al., 2016), 보정된 (개인적) 공정성(calibrated fiarness, Liu et 

al., 2017)이다. 이 연구는 두 명의 사람이 대출을 신청한 상황을 

제시하고,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세 가지 

옵션 높은 상환율을 가진 사람에게 전부 주는 것, 절반씩 주는 것, 상환 

능력의 비율대로 주는 것의 세 가지 결정이 각각 얼마나 공정한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비율대로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보정된 공정성 개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민감한 특성인 인종 변수가 투입되자 전반적으로는 동일한 

결과지만 소수인종이 높은 상환 능력을 보일 때만 그에게 전부 주는 

결정을 더 공정하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민감한 특성 변수가 

고려될 경우 사람들의 공정성 지각이 그렇지 않을 때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단순히 능력의 비율대로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분배적 정의 외의 다차원적 공정성 지각에 대한 연구들도 소수 

진행되었다. Binns, van Kleek, Veale, Lyngs, Zhao & Shadbolt (2018)은 

사람들이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중시한다는 절차적 공정성,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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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알고리즘 의사결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알고리즘 의사결정은 사람의 것과는 달리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인지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Bins 등(2018)은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설명 

방식이 공정성 지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공정성 

문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 정보 공정성,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의 정적 상관이 알고리즘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와 설명 방식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설명 방식에 의한 공정성 지각의 차이는 피험자가 여러 

설명 방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만 나타났고 하나의 설명 방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시나리오 효과에 가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까지는 알고리즘 의사결정을 당사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한 결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Lee, Jain, Cha, Ojha & Kusbit (2018)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알고리즘 사용자들의 지각된 공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절차적 공정성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는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통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자는 재화 분배 상황에서 이 

둘을 평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속성을 설명하고(기준의 명확성), 결과를 설명하고(설명력), 

연구참여자들이 결과의 분배를 그룹으로 토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결과에 대한 통제감). 그 결과 기준의 명확성만으로는 지각된 

공정성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결과 설명력은 혼합 효과를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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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감은 전반적으로 지각된 공정성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결정에 대한 내재적인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자원을 맥락에 

맞게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즉,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사람을 개입시킴으로써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보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rgic-Hlaca, Redmiles, Gummadi & Weller (2018)은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있어 어떤 속성(feature)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범죄 

위험 평가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COMPAS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설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피험자들의 공정성 지각을 

모형화하기 위해 이런 속성들의 8개의 잠재 특성(latent properties)을 

제시하였다. 이는 신뢰성, 관련성, 프라이버시, 자유의지, 원인, 결과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COMPAS가 사용하는 속성들 중 

절반 이상을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기에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8개의 잠재 특성에 기반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으로 사람들의 (불)공정성 지각을 85%의 정확도로 예측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인 공정성 지각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공정성 또한 다차원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껏 공학 분야가 집중해왔던 이진분류로서 차별 여부를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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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과 다른 접근으로, 일반 사람들이 아닌 기계학습을 

현업에 적용하는 실무자들의 시선을 조망하고자 한 연구들도 있다. 공공 

부문의 기계학습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공적인 가치들을 일에 반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주제로 인터뷰하거나 (Veale, Kleek & Binns, 2018) 상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한(Holstein, Vaughan, Daume III, Dudik & 

Wallach, 2019) 것이 이러한 접근들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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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이론적 배경에 기반한 연구가설 

 

지금까지 기술하였던 대로, 최근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 10년간 관련 문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각자의 정의와 연구 틀을 

제안하고 있어 합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논의가 포화되고 

축적될수록 점점 고도화된 수식적 정의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Veale, van Kleek, & Binns, 2018). 따라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지각된 공정성을 알아본 

연구는 공학 분야의 규범적 연구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우선 본 연구는 공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집단적 

공정성의 정의들을 지각된 공정성 수준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Srivatava 등(2019)이 유사한 목적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연구는 

공학 분야에서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사용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려 했다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의 판단은 수학적 개념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고리즘 결정들의 속성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 주제에 대해 연구된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공정성 지각은 실제 결과와의 일치도보다 각 집단에게 이득을 주는 

정도와 더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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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알고리즘 결정을 평가하는 지표들 중 정확도, 거짓 양성 비율, 

양성 비율 등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 이 수치들 중 양성 비율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은 공정성 연구의 

가장 오래된 기반인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다. 비록 그 이후 공정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으나,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 가능한 판단은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제대로 잘 

분배되는지에 가깝다. 또한 알고리즘 분야에서 지각된 공정성을 

연구하는 것은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므로 형평 이론의 개념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이후의 다차원적 논의에 필요한 기본 배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 실제 그 사람이 그 이익을 받을만 했는지, 즉 

실제 결과와의 어떤 일치보다도 직관적으로 그 이익을 어떤 집단에서 

얼마나 받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성 비율의 중요성은, 정확한 결정이 선호되는 

영역보다 양성 결과가 선호되는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양성 결과에 대한 선호나 중시 경향은 양성 결과가 결정 

대상자에게 명백한 이득일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용 상황은 양성 결정이 합격을 의미하며, 실제 능력과 관련없이 모든 

대상자가 합격을 원하는 상황이다. 질병 예측 상황처럼 양성이 반드시 

이득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양성이 아닌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 즉 병이 없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병이 

있다면 조기 치료를 통해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대상자에게는 이득에 

가깝다. 

 

 



 

 

 

- 27 - 

(H2) 공정성 지각은 이익을 집단별로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 

받기 쉬운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공정성에 대해 단순히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책적으로 

적용할 때는 한 측면에는 일반적으로 차별 받기 쉬운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우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즉 개인들은 그런 집단에 대해 최소한의 양성 비율을 보장해주는 것이 

공정한 정책이라고 여길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적인 상황에서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과 알고리즘의 결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알고리즘의 결정은 자동화되어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개인적 상황보다도 일종의 정책으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개인적 공정성의 원칙보다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경향을 보였던 Saxena 등(2018)의 연구는 알고리즘 공정성이 이러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연구 참여자 본인의 개인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알고리즘 공정성과 정확도 사이의 교환 

관계(trade-off)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2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공정성과 정확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시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H3) 해당 문제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상황일 때 더 공정성을 중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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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배적 정의의 개념은 주어진 문제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 

즉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연관되어 생각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면 개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하였을 때 알고리즘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로 실제적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교적 공적인 문제, 예컨대 사회 안전과 관련된 범죄 예측으로 

가석방 승인 혹은 치안 강화와 같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개인적 

관련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에 대한 민감함이 줄어들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관련된(self-relevant) 가치나 목적이 상기될 경우, 

사회적 정의와 공평함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kitka, 2003). 이는 사실 규범적인 사고와는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후자와 같은 공적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H4)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보다 자신이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 

공정성을 중시할 것이다. 

 

실제로 도덕적 의사결정은 해당 문제가 개인적인 것인지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본 연구는 알고리즘 공정성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만약 연구 참여자가 인구통계변수 상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 집단에 속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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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1 

 

 

3. 1. 실험 방법  

 

3. 1. 1. 참여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강의를 듣는 98명의 학부생이 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수강에 필요한 연구 

참여 점수를 받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2(SD= 1.48)세였으며, 

남성 61 명, 여성은 37 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두 조건 중 하나에 무선 배정되었다. 

3. 1. 2. 시나리오 및 자극 

시나리오는 총 두 가지 상황으로, 채용 시 지원자들에 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하는 상황과 

환자들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학습하여 암의 발병률을 예측하는 

상황이었다. 양성 비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양성 결과가 결정 

대상자에게 명백한 이득일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용 상황은 양성 결정이 합격을 의미하며, 실제 능력과 관련없이 모든 

대상자가 합격을 원하는 상황이다. 질병 예측 상황의 경우 양성이 

반드시 이득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순히 양성이 아닌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 즉 병이 없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병이 있다면 조기 치료를 통해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대상자에게는 

이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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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자극의 경우 Strivastava 등(2019)의 연구와 유사하게, 

알고리즘 예측의 10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사례는 모두 한 사람의 

예시로 대표되며, 각 사례는 소득과 성별이라는 인구통계변수에 따라 총 

네 가지 집단 중 하나에 속한다. 이 네 가지 집단은 고소득 남성, 

고소득 여성, 저소득 남성, 저소득 여성이다. 각 자극은 특정 조건 하에 

무선으로 생성되었으며, 자극마다 이 인구통계집단에 따라 정확도와 

양성 비율, 거짓 양성 비율이 다르도록 구성된다[그림 1]. 이에 따라서 

공정성 지각이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극은 피험자 수에 맞게 98개의 자극을 특정 조건 하에 

무선 생성하였다. 자극이 생성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예측과 

결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정확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하였고(0.6 

이상 0.75 이하), 예측과 결과 모두에서 양성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하였다(0.6 이상 0.75 이하). 너무 낮거나 높은 정확도, 너무 

낮거나 높은 양성 비율이 설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가 

알고리즘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어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총 생성된 자극들은 각각 오류 행렬에 기반하여 양성 비율, 

정확도, 거짓 양성 비율이 결정되며, 이 수치들이 연구의 예측 변인이다. 

이러한 수치들에 관해 각 자극마다 집단 별, 집단 간 값을 

계산하였다(요약 값 [표 2]). 최종적으로는 각 시나리오의 맥락에 맞게 

채용 예측과 질병 예측에 관한 문구로 변환하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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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집단 별/집단 간 수치들: 전체 자극의 평균 

(ACC: 정확도, PR: 양성 비율, FPR: 거짓 양성 비율) 

 

집단 별  집단 간  

 ACC PR FPR   ACC PR FPR 

고소득 여성 0.71 0.74 0.31  네 집단 간 분산 0.31 0.31 0.41 

고소득 남성 0.62 0.62 0.29 

저소득 여성 0.75 0.74 0.25 

저소득 남성 0.67 0.69 0.33 

여성 0.68 0.71 0.35  성별 집단 간 차이 0.28 0.28 0.50 

남성 0.71 0.68 0.31    

고소득 0.70 0.70 0.37  소득 집단 간 차이 0.26 0.26 0.49 

저소득 0.69 0.69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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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1 화면 자극 예시 - 채용 조건 

 

3. 1. 3. 설계 및 실험 절차 

실험은 참여자 간 설계로, 모든 참여자는 조건인 두 가지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그 내에서 49 개의 자극 중 

하나를 접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우선 주어진 시간 동안 할당된 시나리오를 읽는다. 

배경지식이 없는 참여자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어떤 것인지 각 상황에 맞게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가 때로는 차별적일 수도 있다는 점과 해당 

결정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것도 명시하였다. 사용된 

시나리오의 원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 자극을 제시한 후 얼마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불공정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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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집단적 차별의 의미를 명료히 전달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예측이 인구통계 집단 별로 편향되었다고 생각하는가?”로 

질문하였고, 0부터 100까지의 연속적인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편향 정도, 즉 높은 불공정성을 뜻한다. 또한 질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 답변 이유를 “왜 그렇게 답변하였습니까? 위 

알고리즘이 편향되었거나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로 질문하였다. 

 

3. 2. 결과 분석 및 논의  

 

3. 3. 1. 양적 분석  

연구의 종속치인 (불)공정성 답변은 전체적으로 양봉 

분포(bimodal distribution)의 양상을 나타내었다(M =45.01, SD =25.2) . 

수치의 분포나 주관적 답변을 참고하였을 때, 중간의 수치를 택한 

비율은 적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알고리즘이 불공정하다 혹은 

공정하지 않다 둘 중 하나로 의견을 뚜렷이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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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각된 (불)공정성의 분포 

     우선 공정성 지각이 실제 결과와의 일치도보다 각 집단에게 이득을 

주는 정도와 더 관련이 있다는 가설(H1)을 확인하기 위해, 네 

집단(고소득 남성, 고소득 여성, 저소득 남성, 저소득 여성) 간 양성 

비율의 차이가 정확도나 거짓 양성 비율의 차이보다 지각된 

(불)공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후보 변인들 중 

집단 간 차이와 관련된 수치들인 네 집단 간 정확도, 양성 비율, 거짓 

양성 비율의 분산과 성별 혹은 소득 집단 간 정확도, 양성 비율, 거짓 

양성 비율의 차이와 불공정성 지각 답변 간의 상관관계를 일차적으로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집단 간 양성 비율 차이( , ) 및 

성별 간 거짓 양성 비율(  ), 양성 비율( = .22,  

<.05), 정확도( , ) 차이가 지각된 불공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96) = .35 p < .01

r (96) = .23 p < .05 r (96) p

r (96) = .22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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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 간 차이 수치들 및 종속 측정치의 상관관계 

  

      

 

 

 

 

 

 

**:p<.01, *: p<.05 

추가적으로 지각된 불공정성을 예측하는 선형 모형 적합 결과, 

네 집단 간 양성 비율의 분산( , )과 성별 간 양성 

비율의 절대적 차이( , )가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quared) 는 각 0.17 과 

0.04 로 높지 않았으나, 해당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정확도나 거짓 양성 비율의 경우 네 집단 간 분산의 차이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집단 간 차이와는 달리 어떤 수치의 차이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 (1,96) = 13.8 p < .001

F (1,96) = 5.26 p < .05

  지각된 불공정성과의 상관 

네 집단 간 차이 

ACC .036 

PR .35** 

FPR -.02 

성별 집단 간 차이 

ACC .21* 

PR .22* 

FPR .23* 

소득 집단 간 차이 

ACC -.01 

PR .13 

FP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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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의 참여자 간 조건인 시나리오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표 4, 그림 3]. 불공정성 지각에 대해 성별 간 정확도 차이와 

시나리오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는데( , ), 질병 

시나리오의 경우 성별 간 정확도 차이가 클 때 지각된 불공정성의 

차이가 컸다. 즉, 질병 시나리오를 접한 참여자들은 주어진 알고리즘이 

남성 집단을 여성 집단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격차가 클 

때( ), 그 격차가 적을 때( )에 비해 더 불공정하다고 

반응하였으나, 채용 시나리오의 경우는 성별 간 정확도 차이에 그만큼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 예측의 상황이 정확도에 훨씬 

더 민감한 상황이며, 채용의 경우는 위 양성 비율 분산의 차이의 

영향에서 보여주듯 양성 비율이 더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그림 3] 시나리오와 예측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F (1,94) = 6.9 p < .05

M = 53.9 M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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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원분산분석 결과 

 

**:p<.0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변수의 효과 또한 나타났다[그림 4]. 

참여자가 여성일 경우에 양성 비율의 분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 ). 즉 집단 간 양성 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알고리즘이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남성 참여자는 이러한 경향이 여성 참여자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 (3,94) = 6.9 p < .001

 자유도 제곱합 F값 유의확률 

성별 간 정확도 차이 1 2 0.003 0.959 

시나리오 1 2178 3.699 .057 . 

성별 간 정확도 차이* 시나리오 1 4089 6.946 .001** 

잔차 94 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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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피험자 성별과 예측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y: 0~100까지의 지각된 불공정성 답변) 

 

지각된 공정성이 이익을 집단별로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 받기 쉬운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H2)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차별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양성 비율, 혹은 기타 정확도에 관련된 지표와 

공정성 지각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표 5]. 상관분석 결과 불공정함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변수는 남성 집단의 정확도( , 

), 고소득 집단의 정확도( ,� ), 고소득 남성 

집단의 정확도( ,� ), 그리고 여성 집단의 거짓 양성 

비율( , ), 저소득 집단의 거짓 양성 비율( ,�

), 저소득 여성 집단의 거짓 양성 비율( ,�

r (96) = ! .20

p < .05 r (96) = ! .22 p < .05

r (96) = ! .22 p < .05

r (96) = ! .21 p < .05 r (96) = ! .22

p < .05 r (96) =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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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불공정함 지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변수는 

완전히 반대로, 여성( , ), 저소득( ,� ), 

저소득 여성 집단( ,� )의 정확도와 남성 집단( ,�

)의 거짓 양성 비율이었다.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차별 받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는 

집단의 정확도가 높고, 거짓 양성 비율이 낮을수록 알고리즘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며, 차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게 거짓 양성 

결과를 주고, 그만큼 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종의 공정한 

선택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역시 양성 비율이 

이득인 상황에서만 나타났다. 

두번째 가설에 대해서도 시나리오와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인구통계변수의 효과는 여전히 나타났다[그림5, 표6]. 저소득 여성 집단의 

거짓 양성 비율, 시나리오, 연구참여자의 성별 간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 

 

 

 

 

 

 

p < .01

r (96) = .21 p < .05 r (96) = .22 p < .05

r (96) = .23 p < .05 r (96) = .20

p < .05

F (1,82) = 4.9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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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단 별 수치들과 종속 측정치의 상관 

 집단 지각된 불공정성과의 상관 

정확도 

남성 -.20* 

여성 .21* 

고소득 -.22* 

저소득 .22* 

고소득 남성 -.22* 

고소득 여성 .00 

저소득 남성 .00 

저소득 여성 .23* 

양성 비율 

남성 .01 

여성 -.06 

고소득 .01 

저소득 -.07 

고소득 남성 .01 

고소득 여성 .01 

저소득 남성 .00 

저소득 여성 -.11 

거짓 양성 비율 

남성 .20* 

여성 -.21* 
고소득 .04 
저소득 -.21* 
고소득 남성 .11 
고소득 여성 -.04 

저소득 남성 .12 

저소득 여성 -.28**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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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나리오, 참여자의 성별과 예측 변인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y: 0~100까지 지각된 불공정성 답변) 

 

채용 시나리오의 경우, 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은 저소득 여성 

집단에게 거짓 양성을 주었을 경우, 즉 자격이 되지 않지만 저소득 

여성을 채용하였을 경우( ),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알고리즘의 결정을 훨씬 더 공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남성인 참여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질병 시나리오에서는 여성 

참여자에게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나 거의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M = 62.5 M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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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무관하게 참여자들이 저소득 여성 집단의 거짓 양성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 6] 삼원분산분석 결과 

 

*p<.05 

 

 

 

 

 

 

 

 

  자유도 제곱합 F값 유의확률 

주효과 

참여자 성별 1 423 0.768 .383 

시나리오 1 1398 2.539 .115 

저소득 여성 집단 FPR 1 3304 5.999 .016* 

상호작용 
효과 

참여자 성별*시나리오 1 216 0.369 .533 

시나리오*저소득 여성 집단 FPR 1 829 1.506 .223 

참여자 성별*저소득 여성 집단 FPR 1 675 1.225 .271 

참여자 성별*시나리오*저소득 여성 
집단 FPR 1 2734 4.963 .026* 

 잔차 82 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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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질적 분석 

 

질적인 분석을 위해 해당 수치로 공정함에 대해 답변한 이유를 

함께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뚜렷이 이분적으로 알고리즘이 

편향되었거나 편향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해당 결론에 따라 

각 답변을 하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표 7].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든 ‘편향되었다’고 

답한 참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남성 집단에서 여성 집단 보다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에”, “고소득 집단은 모두 발병한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등의 

이유였다. 이러한 답변들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수준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실제로 정확도나 양성 비율 등 본 실험에서 살펴본 수치들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참여자들 역시 절반 정도는 해당 수치들을 살펴본 다음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구체적 근거를 함께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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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관식 응답 요약 

결론 답변 유형 답변 수 

편향되었다. 

자극을 보고 판단하여 답하기보다는 일반적론적으로 대답한 경우 
(ex. “사회적 편견이 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어느정도는 
편향되었을 것이다” ) 

2 

구체적인 차이를 언급하거나 계산에 근거하여 대답한 경우 (ex. 
“고소득에서 오류율이 저소득보다 높으므로”, “고소득 여성에 대해 
모두 발병한다고 예측했으므로”) 

41 

편향되지 
않았다. 

기타 설명 없이, 혹은 느낌상 편향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 4 

편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알고리즘이 편향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 

5 

성별과 소득 외에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성별/소득 정보만 가지고 편향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한 경우 

7 

성별과 소득이 실제 결과와 어느정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편향은 아니라고 답한 경우 

4 

편향이 없음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이나 근거를 함께 기술한 경우 
(ex. “소득 집단을 비교해 봐도 예측이 차이가 없다”) 

20 

기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1: 전체 정확도가 높아서/낮아서 
편향되지 않았다/편향되었다고 답한 경우 (“결과가 대부분 
맞아서”, “정확도가 50%라서”) 

9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소득이나 성별 변수가 주어진 
결정이 무관하기 때문에 편향되었다고 답한 경우 (소득, 성별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 

2 

연구 참여자의 답변을 연구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 3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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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알고리즘이 수많은 변인들을 고려하려 답하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에서 

성별과 소득 집단 간의 차이만 보고 편향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적었다. 또한 그보다는 적지만 다른 참여자들은 주어진 

민감한 특성(성별, 소득)이 실제 결과(직무 적합도나 발병 여부)와 

실제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편향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집단적 공정성, 정확히는 양성 비율만을 

고려하는 인구통계적 형평성 개념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는 의견들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참고한 여러 공정성 정의들은 인구통계적 형평성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것들이다. 즉, 다른 변인들 외에 오직 

민감한 특성만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하거나, 

민감한 특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되 오로지 실제 결과를 

통해서만 미치도록 조건부 독립 조건을 마련하는 등이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이다(Kusner et al., 2017; Hardt et al., 2016). 위와 같은 의견들은 

그러한 시도들이 어느 정도 일반 대중이 느끼는 바와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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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2 

 

 

4. 1. 실험 방법  

 

4. 1. 1. 참여자 

연구 1 의 참여자와 동일하였다. 

 

4. 1. 2. 시나리오 및 자극 

시나리오는 총 두 가지 상황으로, 피고의 재범율을 예측하여 

가석방 여부를 승인하는 상황 및 대출 희망자의 상환율을 예측하여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사익과 관련된 분배적 

정의의 개념이 얼마나 강조되느냐에  있어 그 차이가 있다. 주어진 

문제가 대출 신청처럼 개인의 사적인 보상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실제 

받는 금액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개인은 공정성을 평가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범죄 예측처럼 사회 

안전과 관련된 공적인 문제가 과제로 주어졌을 경우, 개인적 관련성이 

떨어지고 이득 비교에 대한 민감함이 줄어들게 된다. 

실험 자극의 경우 정확도와 공정성이 각각 다른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였다[표 7]. 정확도는 비교적 의미가 

명확한 지표이므로 있는 그대로 제시하였고, 공정성을 고려할 사회적 

집단 변수 중 가장 일반적인 ‘성별'을 선택하였고, 피험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이 실험에서 공정성이란 집단 간 정확도 차이가 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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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의미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알고리즘 1 의 경우 정확도 0.94 로 

가장 높지만, 남성 정확도는 거의 1 에 가까운 반면 여성 정확도는 그에 

비해 떨어지는 0.85 수준으로 공정성이 정확도에 비해 낮은 

알고리즘이다. 반면 알고리즘 2 의 경우 정확도는 알고리즘 1 에 비해 

낮더라도, 여성 정확도와 남성 정확도의 격차가 0.04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은 세 알고리즘 중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3의 경우 정확도는 0.89로 가장 낮지만 여성과 남성 정확도가 

모두 0.89로 동일하여 높은 공정성을 보이는 알고리즘이다. 

[표 7] 연구 2의 실험자극 

 전체 정확도 여성 정확도 남성 정확도 

알고리즘 1 94% 85% 99% 

알고리즘 2 92% 90% 94% 

알고리즘 3 89% 89% 89% 

 

 

4. 1. 3. 설계 및 실험 절차 

실험은 참여자간 설계로, 모든 연구 참여자는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으며, 첫번째 조건인 개인 조건의 경우 질문 이전에 

“당신이 이 결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피고 혹은 대출 희망자)라면” 

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반대로 비개인 조건의 경우 “당신이 이 결정을 

내리는 담당자라면”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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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의 경우 연구1과 달리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동일한 자극을 

제시하였다. 단, 시나리오의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연달아서 접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즉 전체 실험 절차는 우선 알고리즘 예측이 

적용되는 상황과 가능한 영향력을 서술한 시나리오를 주의 깊게 읽은 

다음 위 실험 자극인 세 가지 알고리즘 결과에 대해, 각 알고리즘을 

선호하는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이를 두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에 대해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4. 2. 결과 분석 및 논의  

 

각 세 알고리즘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최선호 

알고리즘이라 하였을 때, 전반적으로는 알고리즘 3 을 최선호 

알고리즘으로 택한 참여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그림 6]. 즉 다수의 

참여자가 알고리즘 1 과 알고리즘 2 로 선택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정확도 사이의 균형이라는 본 연구 주제를 

고려하면 종속 측정치들 중 알고리즘 1 에 대한 선호는 정확도, 

알고리즘 2 에 대한 선호는 공정성에 대한 중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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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와 각 시나리오별 최선호 알고리즘의 비중 

우선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시나리오에 따라 

공정성과 정확도를 중시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H3)를 확인고자 하였다. 

알고리즘 2 에 대한 선호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7]. 그 결과 범죄 예측처럼 공적인 상황( ,

)보다는 대출처럼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상황( , 

)에서 알고리즘 2(중간 공정성, 중간 정확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 연구 참여자의 성별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여성 참여자( , 

)가 남성 참여자( , )보다 알고리즘 2 를 더 

선호하였다( , ). 참여자 성별과 시나리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M = 62.8

SD = 19.3 M = 69.3

SD = 15.9

F (1,176) = 5.35 p < .05

M = 72.9

SD = 16.5 M = 62.9 SD = 18.5

F (1,176) = 8.76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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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나리오와 참여자 성별의 효과  

(y: 0~100까지 알고리즘에 대한 선호도 답변) 

 

또한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보다 자신이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 공정성을 중시할 것이라는 가설(H4)은 단독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알고리즘 1(낮은 공정성, 높은 정확도)에 대한 

선호도[그림 8]에서, 개인 조건의 경우 여성 참여자( )과 남성 

참여자( ) 간 선호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남성 참여자의 

선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으나, 비개인 조건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 알고리즘 2(높은 공정성, 낮은 

정확도)의 선호도의 경우는 이와 반대였다 [그림 9]. 즉 개인 조건에서는 

M = 51.9

M = 77.6

F (1,176) = 3.9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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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참여자( )가 남성 참여자( )보다 알고리즘 2 를 더 

선호하였고, 비개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

). 이는 인구통계변수 상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 집단에 속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8] 이원분산분석 결과 (알고리즘 1, 알고리즘 2 선호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05, **: p<.01 

M = 72.3 M = 59.5

F (1,176) = 4.17

p < .05



 

 

 

- 52 - 

 

 

 

 

 

 

 

 

[그림 8] 알고리즘 1 선호도에서 개인/비개인 조건과 참여자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y: 
0~100까지 알고리즘에 대한 선호도 답변) 

 

 

 

 

 

 

[그림9] 알고리즘2 선호도에서 개인/비개인 조건과 참여자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y: 0~100까지 알고리즘에 대한 선호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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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논의 및 결론 

 

 

5. 1. 연구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들의 공정성 지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알고리즘 문제에서 예측과 실제 결과의 오류 행렬에서 생성되는 수치들 

중 사람들의 지각된 (불)공정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은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정확도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지에 관한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1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알고리즘 예측의 10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각 

사례는 소득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인구통계 집단에 속하며 자극마다 

이 집단에 따라 정확도, 양성 비율, 거짓 양성 비율이 달라지도록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이 자극을 보고 해당 알고리즘이 집단 별로 

편향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네 집단 간의 양성 

비율의 차이가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확도나 거짓 

양성 비율의 차이는 이러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공정성 지각이 실제 

결과의 일치도와는 별개로 단순히 각 집단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 

정도와 더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가 여성일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공정성은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졌다. 채용 시나리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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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결정이 합격, 즉 모든 대상자가 능력과 상관없이 원하는 이익을 

의미할 때보다 질병 시나리오처럼 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특정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집단 간의 정확도 차이가 공정성 

지각에 더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이 차별에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사결정이 정책적 

측면에서 적용될 때에는 이러한 집단에 대해 최소한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본 연구의 

연구1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별에 취약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 각종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지표들과 공정성 

지각의 상관을 확인하였을 때, 사람들은 차별 취약 집단의 정확도가 

낮고, 대신 거짓 양성 비율이 높을수록 알고리즘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차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양성 비율이 이득인 채용 상황에서, 그리고 여성 

참여자에게서 나타났다. 집단 별로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두 가지 입장과 

모두 겹치는 부분을 가지며 다면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2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공정성과 정확도의 교환 

관계에 관한 사람들의 지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관련하여 정확도와 공정성 지표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제시한 뒤 알고리즘에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연구 참여자들을 무선 

할당하였다. 연구 2의 결과들은 우선 다른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처럼 

알고리즘 적용 상황에서의 지각된 공정성 굉장히 영역 특정적임음을 



 

 

 

- 55 - 

보여준다. 특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윤리적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치안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보다 

스스로의 이익이 결정되는 대출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더 공정성에 

민감하다. 이는 연구1에서 공정성 지각이 집단 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도 합치한다. 또한 자신이 결정의 

대상자라고 생각할 때 지각된 (불)공정성은 연구 참여자 본인의 

인구통계적 집단 소속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수집한 의견 중에서 실제 상황에서 공정성이나 

개인의 선호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당위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공정함보다는 본인의 이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알고리즘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가적인 논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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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연구 의의 및 후속 과제  

 

우선 본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으로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점점 더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현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사결정들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심각하나, 기술이 고도화될 수록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는 어려워지며, 이에 대한 윤리적 합의의 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이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어진 과제의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영역 특정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의사결정 장면에서 

활용될 때는 해당 영역에서 사용하는 정보들과 결정의 파급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나름의 판단을 통해 알고리즘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다(Holstein et al., 2019). 이때 이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알고리즘의 개발자나 사용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 전체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공정성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기 

전에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공정성 지각과 판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관련 결정권자들에게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알고리즘의 공정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과는 

달리 수식적인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기초적인 

분류 과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비율 및 오류 관련 수치들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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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람들의 알고리즘 공정성 인식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Srivastava et al., 2019; Saxena et al., 2018; Grgic-Hlaca et al., 

2018, Binns et al., 2018)이 제한적인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총 네 가지 상황 시나리오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질문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성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공정성이라는 당장 현재에 당도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실무자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금껏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공정성 정의 시도들을 일부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연구1과 관련한 주관식 답변에서 몇몇 답변자들은 알고리즘이 수많은 

변인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만으로 집단에 대한 편향을 볼 

수는 없다거나 주어진 민감한 특성이 실제 결과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실제로 단순히 인구통계적 비율만을 

가지고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단 공학 

연구들(Kusner et al., 2017; Hardt et al., 2016)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며, 위와 같은 의견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어느 정도는 일반 

대중의 의견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알고리즘 결정 

관련 수치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정의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하기에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한 알고리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후속 과제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정성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나 Adams와 Ho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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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듯 공정성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나 정보 전달 등 다차원성을 

지닌다(Leventhal, 1980). 따라서 알고리즘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공정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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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들 

채용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려 합니다. 알고리즘 기반 예측은 지원자 혹은 

직원의 역량과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여, 채용이나 승진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은 과거의 지원자 

혹은 직원들의 데이터를 통해 직무 능력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무엇인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 유사한 직군에서 경력을 가진 지원자는 이후 뛰어난 직무 능력과 성과를 

보일 확률이 높음 

- 특정 학과를 전공한 지원자는 이후 뛰어난 직무 능력과 성과를 보일 

확률이 높음 

그러나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비록 일반적으로는 오류율이 매우 낮지만, 틀린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영향력은 심각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하는 

것이나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을 낮게 평가하여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 

모두 기업에게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과연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몇몇 변수들에만 기반해 새로운 지원자나 

직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고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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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측 

  

최근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적용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 

예측은 심장병이나 각종 암에 대하여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했던 일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은 과거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 해당 질병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무엇인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 가족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해당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음 

- 특정 성별의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해당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음  

그러나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비록 일반적으로는 오류율이 매우 낮지만, 틀린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사회적 영향력은 심각합니다. 발병률이 높다고 잘못 진단 받은 환자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큰 치료를 불필요하게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반면 

발병률이 낮다고 잘못 진단 받은 환자는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과연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몇몇 변수들에만 

기반해 새로운 환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고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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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율 예측 

  

최근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적용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 

예측은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이 미래에 돈을 갚을 것인지를 예측하여, 대출 

금액과 여부를 승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대출 상환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무엇인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 안정적인 신용 기록을 지닌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고객들보다 돈을 갚을 

확률이 높음  

- 특정 집단에 속하는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지역 출신의) 고객들은 돈을 

갚을 확률이 높음  

그러나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비록 일반적으로는 오류율이 매우 낮지만, 틀린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영향력은 심각합니다.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돈을 갚을 사람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불합리하게 낮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과연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몇몇 변수들에만 기반해 

새로운 고객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고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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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율 예측 

  

최근 범죄 예방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적용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 

예측은 법정 장면에서 형을 선고하거나 가석방 여부를 승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은 과거 피고들의 데이터를 통해 범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무엇인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 전과가 있는 피고들은 초범의 경우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음  

- 특정 집단에 속하는 (예를 들어 범죄율이 높은 지역 출신의) 피고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음  

그러나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비록 일반적으로는 오류율이 매우 낮지만, 틀린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영향력은 심각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는 불합리하게 높은 수감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그렇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경우 예방 가능했던 범죄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과연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몇몇 

변수들에만 기반해 새로운 피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고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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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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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ic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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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can assist or even automate human 

judgement by predicting the risks and effects in advance. Decision 

making models learn from the past data in various social domains such 

as policing, finance, medicine and recruiting. However, these models 

often learn bias that already exists in society. Therefore, the decisions 

that may have serious impact on people's lives could be biased 

according to some irrelevant attributes, which means that algorithms 

could work against people with certain gender, race, age, sexual 

orientation or religion. 

Guaranteeing algorithmic fairn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is new area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that quantifying 

algorithmic (un)fairness could be the first step of handling the problem, 

computer science literature has focused on suggesting different 

mathematical formulations of fair algorithm. Although a variety of 

notions have been suggested, there is no consensus on an appropriate 

definition and rules to deal with trade-off issues between algorithmic 



 

 

 

- 74 - 

fairness and performanc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how people perceive the fairness 

of algorithm in different social contexts without defining algorithmic 

fairness in advance. Since it is human subjects that are actually 

influenced by these algorithmic decisions,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 of fairness. 

Study 1 has explored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perception 

of subjects and indices related to many fairness definitions, including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 and accura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ariance of positive rate between demographic group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indices in fairness perception. Also, algorithm 

that assures profit for minority groups led to higher fairness 

perception, indicating that fairness perception is not just related to 

equal distribution.  

Study 2 covered the issue of trade-off between performance 

and fairness. The results suggest that fairness can be more important 

in context that are more related to individual profit like loan approval 

that public matter such as crime prediction. Moreover, fairnes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performance when people take the 

situation personally, and only when they are not getting advantages 

from algorithmic unfairness.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Fairness Perception, Ethic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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