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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킬러 앱:

AI 비서 AI 튜터



채용 심사 형량 결정 대출 심사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공통점:

공정성을 요구함!

인권 관련된 영역까지 AI가 대체:



많이 부족한 상황

출처: Reuters

남성 여성
RESUME RESUME

공정성 관련 AI 기술 현황

공정성 논란 사건 #1:



Google Photos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공정성 논란 사건 #2:

공정성 관련 AI 기술 현황



공정성 논란의 원인

AI 성능을 좌우하는 것: 

데이터!

데이터 편향성!



한 가지 해결책

→공론화된 공정성 기준 도출을 위해

“공정성을 잘 반영하는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수집 필요

이슈: “공정”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력

“모럴머신” 데이터수집 플랫폼 (네이처 2018)

- 233개 국가 230만 명을 대상 데이터 수집



데이터수집 플랫폼의 한계점

빅데이터 수집의 어려움1.

2.

예) 모럴머신: 18개월의 시간

230만명의 인력 동원

여전히 데이터 편향성 문제

예) 샘플링 바이어스 발생할 경우

→ 특정 집단의 지엽적인 의견 반영



고도화된 공정성보장 AI 방법론

편향된 데이터로도 공정성을
알고리즘으로 보장하는 방법론

서창호 교수 연구진, NeurIPS 2020 (국제신경망학회) 

황의종/서창호 교수 연구진, ICML 2020 (국제머신러닝학회) 

구글 연구진, AIES 2018 (국제 AI/윤리/Society 학회) 

:



학술적 명칭: 알고리즘 공정성

특징: 공정성 개념을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는 과정 포함

채용심사를 예시로 이 과정을
설명하겠음



채용 심사 사례

정보
합격 or 불합격

민감한 정보
채용 심사

객관적

예: 성별,인종

예측

1 0



대표적인 공정성 개념

Demographic Parity

민감한 정보: 예측:

(그룹간 평등)

서로 상관 없음

수학적인 언어로 독립



독립의 정의

민감한 정보: 예측:

모든 z에 대해

독립:

Demographic Parity(그룹간 평등)



독립의 정도 수치화 과정

독립: 모든 z에 대해

작을수록 독립에 가까움

Demographic Parity (그룹간 평등)



공정한 AI 설계 방법론

채용 심사

1.

2.

작도록

모든 예시에 대해

공정성을 위해:

높은 예측 정확도를 위해:



생각해 볼 문제

Demographic Parity 적절한가?1.

2. 공정성 정도 수치화 하는 방법 적절한가? 

수치화된 값이 어느 값 이하여야
공정하다 판단할 수 있을까?

채용심사 데이터: 남녀 합격률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