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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산업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측면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분야 역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
니다. 여성가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면서 기존의 자료를 통해 밝힐 수 없거나 어려웠던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성평등 이슈가 사회적･정책적 주요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료의 구축 및 접근, 활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개선과 발굴’ 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본 연구보고서는 그 마지막 보고서
입니다. 올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자료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가능성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는 일상적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치활동양상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정치담론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이 주는 정보가 맞춤형
정보에 활용되는 경우 기존의 차별을 재생산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성차별 및 성차별의 재생산 가능성을 탐색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에 새롭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빅
데이터를 논의하고 활용하는 데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수고하신 총괄과제 연구진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위탁과제 연구진을 비롯하여 심포지움 토론자
및 자문과 평가에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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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서 론
○ 컴퓨터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성장함에 따라 4차 산업시기의
빅데이터는 산업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측면이 날로 커지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통,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보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IoT, 머신러닝 등의 기술의 발전
으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저비용으로 그리고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에 주목해 연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이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자료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가능성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함. 특히 구축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 활용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검토함. 시범분석으로는
첫째 소셜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
담론비교분석을 하였고, 둘째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성차별 재생산 가능성을 연구함.
○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였고, 민간과 공공부문
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수집함.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과제를 위탁함. 위탁과제 연구제안서는 원내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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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이루어졌으며, 위탁과제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의뢰기관과 수행기관과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밀도있는 연구를 수행함. 분석한 주제는 먼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전략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연구함. 각 연구는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함.

Ⅱ. 여성가족 빅데이터 정책 및 연구동향
○ 최근 빅데이터 연구의 최근 이슈는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의
창출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함의를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의 심도깊은
연구가 중요 이슈로 떠오름. 따라서 자료간 연계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 자료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계방법론적 이슈,
연계된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방법론 이슈, 개인식별 가능성 및 프라이버시 등 자료연계의
법제도적 이슈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데이터 연계방법론이나 연계시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는
조사환경 개선 및 통계방법론의 발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그러나 데이터 연계에 있어 다음의 법 및 제도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무엇보다 여러 자료가 연계된 데이터는 개인식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이를 방지할 이슈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무
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가 빅데이터 활용 증대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어떤 법적,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되어 비식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통계적 기법을 통한 비식별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음. 이렇듯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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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활용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최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17~’19)의 3년차인 2019년에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2019.2.28.)’을 수립하여, 국민중심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공공
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추진기반 강화 등 주요추진과제를 발표
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체계마련을 하고 있음.
○ 국내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례는 요약의 표와 같음.
<표 1> 국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위원회

플랫폼 명

제공 자료 및 주요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에 대해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등 분석자료/서비스 제공
- 데이터시각화 분석결과
- 활용사례
- 분석자들의 정보공유의 장 마련

방송통계포털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조사하는 8개 분야의 통계
(www.mediastat.or.kr)
결과

ICT통계포털 ITSTAT
(www.itstat.go.kr)

- 주제별로 분류된 ICT통계의 시계열수치
- 시계열 통계데이터: 통계그래프, 통계표, 통계설명,
간행물
- 주요 거시지표
- 통계 알림과 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

문화체육부

문화포털
(www.culture.go.kr)

- 한국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문화유산, 체육,
도서정보
- 문화체험(공연, 전시, 행사 등) 정보와 예매기능 제공
- 문화공감(문화이슈, 문화영상 등)
- 문화지식(문화공간, 한국문화 100 등) 관련 콘텐츠
- 소식(정책, 채용정보 등)
- 산업활용(전통문양DB, 3D 콘텐츠, 오픈 API)제공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국내승인통계에 대해 통계주제별/작성기관별 승인
통계의 통계표 제공
- 국제통계, 북한통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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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처

플랫폼 명

제공 자료 및 주요서비스
- 이슈에 대한 시각화 분석콘텐츠 제공
- 통계 보고서 등의 온라인간행물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 중)

출처: 저자가 각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약함(2019. 9. 27. 접속)

<표 2> 국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
주관 부처

UN

유럽연합

미국

영국

플랫폼 명

제공 자료

- 현재 웹사이트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인벤토리
Big Data UN Global Working
에서 184개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공유
Group
- UN GWG의 8개의 태스크를 중심으로 경제,
(https://unstats.un.org/
고용, 교통, 농업, 의료 등의 다양한 연구
bigdata/)
주제가 소개
European Data Portal
(https://www.
europeandataportal.eu/en)

- 현재 926,583건의 데이터가 공개
- 농업 및 어업, 에너지, 지역 및 도시, 교통,
경제와 금융, 국제이슈, 공공부문, 법률, 환경,
교육, 건강, 인구, 과학기술 13가지 분야별
데이터 제공

DATA.GOV

- 현재 236,236건의 데이터가 공개
- 농업, 기후, 소비자, 생태계, 교육, 에너지,
금융, 의료, 지방정부, 제조, 해운, 해양,
공공안전, 과학 및 연구의 14가지 주제별
데이터 제공

DATA.GOV.UK

- 현재 52,771건의 데이터가 공개
- 기업과 경제, 범죄와 정의, 국방, 교육, 환경,
정부, 정부지출, 의료, 지도매핑, 사회, 도시
와 마을, 교통 12가지 주제별 데이터 제공

주: 현재는 2019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함
출처: 저자가 각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약함(2019. 9. 2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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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담론 비교･분석
○ 본 연구는 여성 및 남성지배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된 정치 담론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남성 커뮤니티 A, B, C와 여성 커뮤니티 A, B, C를
선정한 후에 6개월(+)의 기간 동안 개별 사이트의 특정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웹크롤링 기법을 통해 수집한 후에 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함.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 관련 게시글에 대한
토픽분석과 의미망 분석(SNA)을 통해 정치담론의 뚜렷한 성별 차이를
밝혀냄. 먼저, 남성 커뮤니티 A와 여성 커뮤니티 A의 비교를 통해 두
커뮤니티에서는 공통적으로 성별에 기반한 ‘혐오’ 정치담론이 지배적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이어서, 기타 남성 및 기타 여성 커뮤
니티의 비교를 통해 성별 커뮤니티 정치 담론의 주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기타 남성(남성 커뮤니티 B, C)/여성(여성 커뮤니티 B, C) 커뮤
니티는 경제, 정당정치, 수사와 같은 ‘공식적(formal)’ 정치에 대해
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같은 ‘사건 수사’에 대해 논할 때에도 기타 남성 커뮤니티
에서는 초점이 정치 수사에 가있다면 기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초점이
성접대에 있었음. 또한, 기타 남성과 기타 여성 커뮤니티 사이에 겹치지
않는 토픽도 흥미로웠는데, 여성 커뮤니티의 경우 육아, 교육, 안전,
자연재해와 같은 비공식 정치 토픽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남성 커뮤
니티의 경우 북한, 선거, 민주화와 같이 세분화된 공식적 정치 토픽이
주를 이루었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공식적 정치 이슈에 더 관심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특히, 여성들의 성역할과 관련
된 돌봄과 육아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이슈에 공식 정치 이슈 못지않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이슈를 청원 등을 통해 공식화
시키려는 액티비즘적 성격도 존재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상적 정치담론이 이루어
지는 중요한 공간임을 증명함. 또한, 커뮤니티의 성별 성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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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성격이 달라지며 정치라는 영역에서 성별 정책 요구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법론을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적용하여 저출산, 통일/안보,
경제 정책(예: 최저 임금, 주택 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성별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단, 연구윤리 문제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 공개된 커뮤니티를 추적할 필요가
있고, 추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게시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이 요구됨.

Ⅳ.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실증분석
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 및 강화한다는
우려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빅데이터 알고
리즘에 의한 차별의 재생산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할 대상영역으로
직원채용알고리즘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고용 감사연구 방법을 참고
하여 실험적 채용평가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도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를 분석
하여 평가하였음.
○ SI산업의 경력직 프로그래머 채용을 상정하고 가상지원자 이력서 정보를
실험실에서 생성하고 이를 성별 및 자녀유무에 따른 4개 집단에 동등화
하고, 업계의 실제 채용평가 담당자를 참가자로 모집하여 평가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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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 성차별의 존재 확인
○ IT산업의 정보시스템통합서비스업(SI사업)에서 경력직 개발자의 채용
에서는 채용 성차별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함.
- 모든 조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여성보다 더 많이 채용하는
성차별적 채용 현상이 존재함.
<표 3> 성별 채용합격률 분포

채용률

남성

여성

계

23%

16%

20%

다. 채용알고리즘의 성차별 편견 재생산 확인
○ 성차별 편견이 내재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성차별적 채용을 더욱 강화하여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기계학습방법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차별적 패턴이 인식되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짐.
<표 4> 성편견 채용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의 성별 채용합격률
개발 방법

남성

여성

계

로지스틱 회귀

17%

10%

13%

서포트 벡터 머신

14%

9%

11%

인공신경망

18%

9%

14%

부스팅

19%

11%

15%

랜덤 포레스터

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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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용알고리즘의 성차별 제거 방안 확인
○ 성차별적 채용데이터에서 성별 및 자녀유무 등 차별적 속성 정보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성차별적 채용을 완전히
제거하고 성별 공평한 채용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성별을 제외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차등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짐. 즉, 성별을 대신할 혹은 성별과
매우 상관도가 높은 다른 대리변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모든 투입변수의 조건을 성별로 완전히 동등화한
실험실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짐. 이는 다른 말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 및 성별의 대리정보를 제거하면 성별에
따라 공평한 채용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모든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과 차별적 속성을 제거한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의 전체적 예측정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성별 데이터가 제외되면서 여성 채용은 더 잘 예측하지만 남성 채용의
예측정확도는 다소 낮아지는 모형으로 변함.
- 차별적 편견이 존재하는 경우 차별을 받는 집단의 차별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표 5> 차별적 속성을 제거한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의 성별 채용합격률
개발 방법

남성

여성

계

로지스틱 회귀

13%

13%

13%

서포트 벡터 머신

12%

12%

12%

인공신경망

13%

13%

13%

부스팅

13%

15%

14%

랜덤 포레스터

14%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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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용알고리즘 개발방법들 간 차이 확인
○ 채용알고리즘의 개발방법 측면에서 채용예측의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 이는 분석주제, 데이터의 성격 및 크기, 그리고 투입변수의 성격 등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특정 주제에는 특정한 개발방법이 좋다던가 개발방법들간에는
큰 차이는 없다는 등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고,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
방법으로 개발하고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개발모형을 선택
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 채용알고리즘 개발방법에서 로지스틱 회귀방법 등 화이트박스 방식의
개발방법은 알고리즘 성능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으면서 예측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알고리즘의 개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여 예측정확도, 집단별
공정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가능성(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는 것이 적절함.

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고용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고용 감사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함.
-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과 같은 부정적
우려를 경험적으로 확인함.
- 알고리즘 특히, 적격성 선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할 차별적
속성정보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함.
- AI시대에 성차별 등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 알고리즘 감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확장할 근거를 확보함.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실험실 데이터의 한계가 있음. 실제 상황의 채용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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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고용 감사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함.
차별적 속성 정보를 제외하다라도 이것이 차별을 제가할 충분한 조치는
아님. 다양한 대리정보의 개발에 의한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 있음.
- 나아가,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것들이
성차별을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감사연구가 필요함. 이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2.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제언
○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알고
리즘의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형평성, 투명성 및 공정성의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보다
현실적인 수단의 하나로 “감사 모델”(Audit System)을 제안하였음.
○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봄
- 알고리즘에 대한 시각으로는 이를 단순히 코드나 공식이라기 보다는 여러
하위체계들이 연결되며 관찰자로서 여러 의사 결정을 하는 기계와 사람이
개입하는 체계로서 단순한 논리적 회로나 규칙의 요소에 부가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통제의 측면이 결합한 기술관료적 거버
넌스 요인을 함축하는 것으로 규정함. 따라서 데이터와 사람간의 상호성
및 알고리즘을 둘러 싼 사회적 상황의 요인을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극복해야 할 것임.
○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FAT)의 세 원칙의 관계
-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의 세가지 원칙간 관련성으로는 첫째, 알고리즘의
인간 사회적 (부정적)영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리즘
책무성을 가져야 함. 둘째, 책무성의 대상인 알고리즘의 결과 중 특히
차별과 편견의 재생산과 같은 불공정성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강조
하고 있는 책무성의 대표적인 영역임. 셋째, 투명성은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 혹은 조건임.
○ 국내에서는 아직 알고리즘에 대한 FAT 차원의 실질적 감사연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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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시작해야 할 때임.
○ 알고리즘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기획, 설계, 개발,
운영 전 단계를 FAT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그것은
알고리즘의 성차별을 경감하기 위해 학습데이터에 성별데이터와 이를
대신할 대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이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함.
○ 국가 및 지방정부(서울, 경기도 등)의 알고리즘 특히, 여성관련 알고
리즘에 대한 감사연구를 실시하는데 이를 신뢰할만 한 제3의 감사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Ⅴ.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여성가족 빅데이터 현황 및 인식조사
○ 여성가족 조사통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을
이용한 결과, 여성가족부에서 발주한 연구는 2001년부터 현재(2019년
9월)까지 총 689건이었고 659건의 보고서는 공개되어 관리되고 있음.
이 중 2013~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연구를 제외한 여성가족부 연구
용역은 양성평등 영역 122건, 인권보호 영역 39건, 가족 영역 48건
등으로 총 215건임.
○ 2015-2018년 여성가족 관련 조사통계(국가승인통계)는 청소년 관련
통계를 제외하고 11건으로 조사됨.
○ 또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 유관기관 및 타부처 데이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
하고,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및 개선사항을 논의한 결과 현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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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내 빅데이터 생산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은 부재한 상태임. 부처
조직 내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따로 없으며,
여성가족 통계를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 내 관리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통계
업무 지원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체계적이거나 세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를 위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데이터 중요성 인식의 확산, 인력
확충,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주제 발굴, 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의 의견이
나옴.

2.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 여성가족 빅데이터는 구축가능한 데이터가 많지 않음. 이러한 환경
에서 국내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신설, 2) 기존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보완.
○ 여성가족과 관련된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자료를 특정 지역,
기관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다층자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면 좀 더
고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플랫폼 구축은 분산된
자료를 연계하는 등 빅데이터 수집, 분석, 유통을 넘어, 이용자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공 및 산업혁신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에 기여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임.

3.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
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필요성
○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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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이터에 대해 관리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IT 관리 체계(IT 거버넌스)를 의미한다(조완섭, 2017). 최근 들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광의의 개념으로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및 공유된 의사 결정의 행사를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정용찬, 2018. 원 출처는 Ladley, 2012).
○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들은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안임을 시사함.
○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상화
되면서 데이터의 확보, 공유, 활용에 관한 프로세스의 설계와 권한의
배분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임(이기준 외, 2019).

나.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선 사례
○ 영국은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 내 Chief Data Officer
임명을 강조한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을 선포하고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정부 부처의 포괄적 정보접근권을
법제화 한 바 있음.
○ 미국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강화를 위해 2016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증거기반 정책수립(The Promise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2017)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다양한 행정 기록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연방통계 혁신(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2017) 보고서를 발간, 범정부적
증거구축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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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조정 기능 활성화와 조직 개편을 제안함.
○ 일본 정부도 증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making: EBPM)의
정착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통계개혁과 통계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통계개혁추진회의를 설치(2017)하고 ‘데이터패권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재산으로 활용하여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미래투자전략 2018(데이터추동
사회로의 혁신)을 발표함(정용찬, 2018).
○ 국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등은 통계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분야 통계발전을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정용찬 외, 2018).

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향
○ 통계법이 통계 작성 승인, 품질관리, 통계기반 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것처럼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도 빅데이터
수집, 연계, 활용, 품질관리,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계가 필요함.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부 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 여성가족통계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정
∙ 여성가족통계 기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기관간의 협업 제도화
∙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 여성
가족부 내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 업무 프로
세스의 변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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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방향 제언
○ 시범분석이나 1회성 연구를 넘어서 연구 주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분석 결과를 생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현황 분석을 넘어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까지 발전되기 위한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이때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는 크게 기존 연구의 체계화, 새로운 빅데이터 기반 연구주제의
발굴, 빅데이터 분석방법 차원의 문제 개선 등 세 가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함.
○ 기존 수행된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 대부분이 시범적으로 수행되었
기에 이를 지속화･체계화하는 연구로 확장가능성을 제안함.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된 소셜데이터 분석은 정책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된 데이터 확보와
지속적인 분석 도구 개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또한
정책 운영의 관리 차원에서 지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
가치가 있음. 가령 여성 온라인 범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이트별 지표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온라인
범죄를 줄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함. 그 밖에 안전이나 복지
분야에서는 예측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도 중요한 연구주제임.
특빅데이터 분석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사전 예방체계나 사고 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타연구기관의 경우 재해방지나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미 제안하고 있음.
○ 둘째, 새로운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발굴을 통한 연구주제 발굴임.
빅데이터 연구는 데이터 가용성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빅데이터와 여성 문제 간 연결은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음. 예컨대,
타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시설건축물 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데이터, 타부처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여성 작업장 안전 연구나 직장내 양성평등,
여성 콘텐츠 등의 주제와 연결한다면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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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분석과정 및 방법론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연구를 제안함. 지속
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첫째, 기존의 데이터를 한 곳에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두번째로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편향(Bias)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성적 편향 문제는 인종적 편향과 더불어 가장
큰 화두임. 그러므로 알고리즘에서 성편향성이 발생하는 분야를 발견
하는 연구와 설명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등 이러한 편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론 개발의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타기관 연구들은 수요자 관점에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개방하고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모색 중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소셜데이터, 2차자료를
연계하여 해석에 개연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제공하는 등
결과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가 빅데이터 분석 연구와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규정 개정
○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문제와 여러
자료의 연계된 데이터의 개인식별 방지에 관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개인정보규제 수준이 높으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모호성, 획일성으로 데이터 활용 및 유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으로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이 어려움.
○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식별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재식별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등의 단계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범적
효력이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데이터3법)이 발의되었고, 2019년 12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정기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내처리를 기대
하기 어렵게 되었음.
○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6년 GDPR(General

xvi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규정하고 2018년부터 적용해 개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가명처리 및 암호처리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이를 참고하여 법과 규정을
도입함.
○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활성화 등을 위한 목표체계를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활용이 어려운 자료가 더 많은 실정임.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법과 규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함.

3.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다루며
프라이버시, 보안성, 데이터 품질, 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데이터 거버
넌스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담기관
또한 부재한 상황임.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 여성가족부 내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3단계 실행전략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 1단계 :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준비기
-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분석
- 통계기획평가 전담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
-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 제정 방향 정립
- 부처, 유관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수립
○ 2단계 :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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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전문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의 타당성 검토
-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여성가족통계관리규정을
우선적 제정
- 여성가족부 내부 인력과 유관기관 대상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교육과
홍보 시행
- 여성가족 주제의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개시
-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신규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성능보완)
○ 3단계 :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기
-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업무 재정비
-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을 제정
- 여성가족부와 유관기관 대상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내실화
- 도입기에서 시행한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여성가족 빅데
이터 분석사업을 확대
-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주제어: 빅데이터, 소셜빅데이터, 토픽분석, 의미망 분석, 채용,
알고리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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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컴퓨터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성장함에 따라 4차 산업시기의 빅데
이터는 산업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측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초기에는 인터
넷의 일상화와 SNS 등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불가능
하였던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보의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는 IT업계의
가장 뜨거운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관심이 증폭되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국제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2012년
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지목된 이후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선정하며 새로운 핵심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지목(현대경
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2016)하는 등 공공의 빅데이터의 활용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민간영역에서 마케팅 전략과 기업 경영전략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제 빅데이터는 단순한 IT트렌드를 넘어 경제, 사회 현안
해결의 실마리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공공부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 정책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12년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정부
부처 합동, 2012)을 통해 한국 빅데이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13년
정보화진흥원에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4년 9월 데이터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공공분
야 빅데이터 추진 효율화 방안 수립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7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 제정 이후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구성하고 가동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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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마련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여성정책과 관련
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는 그 개념과 정의조차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문유경 외(2017, 2018)에서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차원으로 분리하였는데, 광의의 범위 정의는 ‘모든 빅데이터에 성인지적 관점
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빅데이터에서 여성가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분석할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협의의 범위는 ‘여성
가족 정책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여
성가족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문유경 외, 2018). 궁국적
으로는 광의의 범위 개념에 접근한 여성과 가족의 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연구를 해야할 것이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실질적 접근이 쉽지 않
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협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빅데이터 연구
를 수행하며 자료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고 활용화는데 필요한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3-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로 분류된다. 첫째 특정 부문의 빅데이터의 자료 구축과 활용에 관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원자료의 가공과 분석, 활용 현황, 빅데이터 자료의 거버넌스,
향후 활용가능성 등 빅데이터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둘째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문제를 해결
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야간버스의 운행에 대한 노선을 결정할 때
야간 인구이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였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가족연구로는 빅데이터의 연구의 두 번째 범주인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기 남성의
젠더관계에 대한 불안과 갈등 (안상수, 2015)와 온라인 성평등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개발(이수연, 2015)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인터넷
의 SNS와 블로그 등의 콘텐츠를 주대상으로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
한 선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 관련하여 빅데
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는 2017년에 들어서 본격적
으로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기본환경 조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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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 관련자
면담, 통계조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여성정책이 대국민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책수혜자의 욕구나 만족도 등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기존의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는 크게 두가지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빅
데이터 자체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에 필요한 혹은 생산
가능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이 데이터의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분석
과정은 무엇인지, 향후 활용이 가능한 범주는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활용 현황
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초 연구와 함께 여성가족 부문
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
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고, 시급성이 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한 연
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데이터 수집-전후
처리(표준화)-분석-정책반영의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축마련에 관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빅데
이터 분석의 플랫폼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큰 비용을 치르는 빅데이터 분석
을 일회성 분석에 그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서울시의
개방형 플랫폼인 ‘빅데이터 캠퍼스’를 들 수 있는데, 빅데이터 캠퍼스는 접근
은 간편한 대신 분석의 어려움, 공개되는 자료의 제한 등의 한계가 있어 거버
넌스 구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3년(2017~2019년)에 걸친 장기과제로 본 보고서가 과제의 마지막
연구년으로 전체 과제의 목적은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두었다. 특히 빅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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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데이터 개선, 관리, 공유방법에 대한 연구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
를 통해 수행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여성정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선정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범분석해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정책개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범분석은 1~3차년도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선정
하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1차년도(2017년)에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 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
분을 검토하고 여성가족관련 내용을 분석해 빅데이터 정책의 여성가족 관련성
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선진국의 빅데이터 활용현황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 선진국의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를 확인하였
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사업에서의
활용 현황도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 행정자료의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시범분석으로 저출산여론분석,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공약분석,
신용카드분석을 통한 여성 자영업자의 생존율 분석, 새일센터 행정자료를 이용
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행위 분석을 통한 취업효과 제고방안 분석하였다. 특
히 일반 국민의 여성정책 수용성 진단하고 대선 공약에 대한 의견을 SNS자료
를 중심으로 수집한 후 의미분석망 기법(senmantic network analysis)을 사용
하여 여성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분석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차년도(2018년)는 구체적 이슈별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통계청의 민간
과 공공 빅데이터 연계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여성가족 연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유엔의 DATA2X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OECD, 유럽연합 등의 여성빅데이터 정책과 활용 현황을 살
펴보았다. 시범분석으로는 건강, 교통 등의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공공
분야 빅데이터의 여성가족 정책에서의 활용가능성 모색에 중점을 두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연계가능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용
카드 데이터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건강과 관련된 소비패턴
을 분석해 여성의 건강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방안 정책과제 도출하였다. 또한
건강, 교통, 안전 등 기구축된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재구축하고 분석해 여성가족
연구와 정책결정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차년도인 2019년에는 1차와 2차에서 검토된 부문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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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자료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가능성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기존의 데이터 생산구조를 답습하게 되면 여성가족분
야에 대한 자료는 더욱 더 부족해질 것이다. 성별 간 자료격차는 분석의 격차
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각 성별에 대한 정보의 차이는 의도치 않게 사회적 인
식 및 정부정책의 성차별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분야의 빅데
이터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분야의 빅데이터 생산 및 구축을 도모하고 활용
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구축과 정부차원의 거버넌스 마련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여성 및 가족과 관련이 있는
주제인 재난, 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여성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활용사례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빅데이터활용에 있어 기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통계생산과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과 연관된 통계를 구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
료의 격차는 분석과정 및 분석결과의 격차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려할 수 있
다. 한편, 성별분업체제가 반영된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경우, 성별로 제시되는 결과는 기존의 성별분업체제를 재생
산하는 경로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별이 주는 정보가 맞춤형 정보에
활용되는 경우, 기존의 차별을 재생산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정치분야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인
공간이 된 온라인공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소셜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
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담론비교분석을 하였다. 또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성차별 재생산 가능성
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셜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범분석을 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및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데이터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구성을 2장에서는 빅데이터 정책 및 연구동향을, 3장과 4장은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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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5장은 장기적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한 거버넌스전략에 대하여 연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Ⅰ-1] 연도별 부문별 연구목표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
헌 및 자료수집, 해외사례분석,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민간영
역과 공공부문의 여성가족 관련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국제기구와 외국 및 국
내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셋째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커뮤니티의 성
별 정치성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다양한 전공자들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과제를 위탁하였다. 위탁과제 연구제
안서는 원내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위탁과제는 착수보
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의뢰기관과 수행기관과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밀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전략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연구하였다. 각 연구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Ⅰ. 서 론 ❚ 9

<표 Ⅰ-1> 위탁과제명과 수행기관
과제 1 :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수행)
과제 2 :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행)

본 연구는 협동과제로 각 위탁과제가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되었고, 본 보고
서는 전체 내용에 위탁과제의 내용이 요약 및 정리되어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
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 여성가족 빅
데이터 정책 및 연구동향은 본원 연구진(임연규, 박송이)과 고려대 노동문제연
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동향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장 온라인 커뮤니티
를 통한 성별 정치담론 비교･분석은 본원 연구진(윤지소, 이수연)이 분석하였
고, 4장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위탁과제의 일부를 요약 및 정리하였고 5장 여성
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의 위탁과제의 일부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팀은 소셜빅데이터 분석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결과
를 해석하기 위하여 방법론 워크숍을 세차례 진행하였다. 1차 워크숍에서는
자연어 처리와 분석에 관한 내용을, 2차 워크숍에서는 토픽분석에 관하여, 3차
워크숍에서는 SNA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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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여성가족 빅데이터 워크숍 : 소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이해와 적용
「제1차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8일(수) 14:00~ 본원 지하1층 대회의실
▪ 주 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이해와 적용-자연어 분석
▪ 발표자: 김현정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제2차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5일(수) 14:00~ 본원 지하1층 대회의실
▪ 주 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이해와 적용-토픽 분석
▪ 발표자: 김현정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제3차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2일(수) 14:00~ 본원 지하1층 대회의실
▪ 주 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이해와 적용-소셜네트워크 분석
▪ 발표자: 김현정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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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관련
시범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여성가족 빅데이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
<표 Ⅰ-3> 여성과 빅데이터 심포지움 프로그램

14:00
-14:15

개회식
개회사: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부: 빅데이터는 여성문제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사회: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1: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활동 비교분석

14:15
-15:45

▪ 발표자: 윤지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김현정(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발제2: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 발표자: 정희태(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자: 장동인(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MBA 교수)
전희주(동덕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15:45
-16:00

휴식 및 다과

2부: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사회: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장)
발제3: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16:00
-17:00

▪ 발표자: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
▪ 토론자: 윤 건(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미애(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장)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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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가족 빅데이터 정책 및 연구동향

1.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배경
가.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검토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활용가능한 빅데이터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여성가족 이슈와 결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검토하고 연구의 발전 방향을 탐색
하는 시도는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절에
서는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평가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성가족 분야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여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원이 지난 2년간 진행한 여성
가족 빅데이터 연구 분야는 가족(2개), 경제(2개), 보건(1개), 안전(4개)이다.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해 온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
는 다음 장에서 수행된 타연구기관의 빅데이터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수적으로
도 적지 않다. 타연구기소 중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한
연구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6개(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에 활용된 빅데이터도 다양하다. SNS 게시물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등의 의견데이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데이터, 신용카드와 같은 거래
데이터, 스마트폰동선자료 등의 추적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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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다양한 데이
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한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들째, 연구원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연구주제가 여성가족부 정책 및 한국여
성정책연구원과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제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정책 중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외하면 여성
관련 세 가지 영역의 정책은 총 31개이다. 국가성등평지수 분야로 구분해 보면
안전(12개)분야 정책이 가장 많고 복지(6개), 가족(5개), 의사결정(4개), 경제
할동(2개) 순으로 나타나 안전과 복지 분야 정책 비중이 높다.1)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진행된 연구들의 분야도 안전과 가족 분야 연구가 56
개, 33개로 가장 많고 경제활동과 복지, 의사결정이 25개, 22개, 20개로 다음
순서였다. 보건과 교육훈련, 문화정보 분야의 연구는 10개 미만으로 상대적으
로 적었다.2)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 역시 안전과 가족 분야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이러한 여성가족부 정책방향 및 한국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일관
된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연구가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
하고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분야부터 연구 분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Ⅱ-1> 여성가족 정책 및 연구 분야
분야
정책

연구

경제
활동

의사
결정

교육
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합계

2

4

2

6

0

12

5

0

31

6%

13%

6%

19%

0%

39%

16%

0%

100%

25

20

3

22

7

56

33

0

166

15%

12%

2%

13%

4%

34%

20%

0%

100%

출처: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목록 재분류(2019년 9월 기준)

1) 홈페이지에 명시된 여성가족 정책(청소년정책 제외)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로 연구진이 구분함(<부록> 참조)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들을 연구진이 구분함(수탁연구 제외).
단, 양성평등통계 연구, 국제협력(ODA 등),관련 법 제정 등과 같이 모든 분야에
걸쳐 있거나 연관성이 낮은 연구는 미포함시킴(<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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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빅데이터를 통해 여성 이슈를 탐색하는 것은 기존의 통계자료로는 발견
하기 어려운 현황을 파악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여성질병, 여성범죄 등의
문제는 개인정보로 대부분 공개하기를 꺼려하여 자료파악이 어렵거나 설문데
이터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빅데이터 연구는
행동 차원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의 실상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어 현실적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들은 다음의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여성가
족부 빅데이터 분석 연구가 지속적이거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1회성 분석으
로 그쳤다는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속성을 갖추어 분석 결과에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고 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계까지 구축된
다면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석방법 개발 등 인프라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
금보다 다양한 빅데이터와 여성문제를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기수행된 연구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연구
된 빅데이터 연구를 살펴보는 등 연구자들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빅데이터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표 Ⅱ-2>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요약)
연구명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출산 관련 여론
분석(2017)*

분야

가족

여성가족 정책
공공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시범분석(2017)*

가족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2017)*

경제

분석목적

데이터 및 분석방법

의견데이터
소셜빅데이터를
- 레몬테라스, 맘스홀릭, 82쿡 등
통한 출산 실태 파악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 게시물
및 제도적 대안 제시
- 의미망 분석
지역별 보육 및
돌봄 환경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

행정데이터
-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
집정보공개포털, 통계청
- 클러스터링분석

거래데이터
여성 자영업 생존율
-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거래자료
분석 및 요인 파악
- 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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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분야

분석목적

데이터 및 분석방법

행정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현황 분석(2017)*

경제

새일센터 이용자
실태 파악 및 진단

행정데이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구직자 및
구인자 자료

소셜빅데이터를 이용한
미투담론의 파급양상
분석(2018)**

안전

온라인에서 미투
담론의 변화양상
파악

여성안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시범분석
(2018)**

온라인 성차별
모니터링(2015)

여성혐오표현의
실제와 영향(2018)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 고위험음주
분석(2018)**

의견데이터
- 페이스북의 공개 게시물
- 소셜 액션 분석

안전

추적데이터, 거래데이터
- 스마트폰 동선정보, 생활안전지도
여성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생활정보 인프라 데이터,
지리공간적 요소 및 - 범죄형사법 통계정보의 범죄관련
특성 파악
통계자료
- 현대카드사의 월별 카드매출데이
터

안전

온라인 성차별성
실태 파악

의견데이터
- 커뮤니티, 카페, 뉴스, 아프리카
TV의 댓글과 게시글, 채팅글, 네
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기사
및 영상
- 텍스트 마이닝

안전

여성혐오표현의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제안

의견데이터
- 네이버뉴스, 다음 아고라, 네이트
판,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워마드의 뉴스기사, 게시글, 댓글
- 웹크롤링, 토픽분석, 키워드검색

여성음주실태
파악과 정책 대안
제시

행정데이터, 거래데이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자료, 국
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여성음주
및 고위험음주 현황
- 신한카드사의 주류소비자와 주류
소비건수, 주류소비비용
- 기상청의 기상자료

보건

출처: * 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Ⅰ) 총괄과제의 세부과제
이며, **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Ⅱ)의 총괄과제 안
에 포함된 세부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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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석사례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의 확장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타정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석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가족 빅데이
터 분석연구의 지속성과 체계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연
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한 키워드(체계･시스템 및 모형･모델과
서비스･플랫폼 등)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알고리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알고리즘(algorithm)이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
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이라고 정의된다(Goffey, 2008,; 이
원태, 2016; 이재현, 2013). 타분야 빅데이터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분석방
법, 연구문제 등에 관한 검토는 최신 빅데이터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성
가족 분야 빅데이터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26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타연구기관의 빅데이터 알고리
즘 연구는 총 11건이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안전(4개), 경제(2개), 보건(2개),
복지(2개), 그리고 여론과 관련된 주제의 기타(1개)로 구분된다. 안전분야는
‘침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생애주기 통합 건설정보 시스템’, ‘범죄예방시
스템, 항만안전 시스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경제 분야는 ‘임대차수요
분석 및 예측시스템’과 ‘균형발전 대쉬보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보건 분야는
‘저출산 연구’가 2개 진행되었고, 복지 분야는 ‘복지정책 지원시스템과 민감,
취약집단의 맞춤형 건강가이드라인 지원시스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안전 분야의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데이터 활용방법은 다양한 분야
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생산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기여를 하였다.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은 집중호우 시 침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
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간으로 제시하여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지향적인 대비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김미정, 김대종&이성원, 2013). 보건
분야의 연구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분석의 틀
을 강조했다. 소셜빅데이터와 더불어 여성문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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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주제의 빅데이터 분류체계(온톨로지)를 구축하면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 연구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특정
주제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융합 활용함
으로써 복지에 대한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의 공급실태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적 복지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지역맞
춤형 복지정책 추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경제분야 연구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
어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책관련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 지향적인 대비체계를 제시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김미정, 김대종&
이성원, 2013).
마지막으로 여론과 관련된 분야(기타분야)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단순히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론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소셜빅데이터를 시공간 분석
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한다면, 일시적인 분석을 통한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과 원인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타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연구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위 연구들은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단
일적인 데이터를 통한 단발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를 융합하여 특정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
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제에 맞게 설정된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예
컨대 ‘데이터 맵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융합하거나 센서 기술
과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도가 그러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oT 기술을 결합하여 생산된 ‘센서정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
된 소셜빅데이터를 공간데이터와 결합한다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가능
하며 이는 기존 데이터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시공간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분야 빅데이터 연구에서는 ‘지도

Ⅱ. 여성가족 빅데이터 정책 및 연구동향 ❚ 21

정보’, ‘기상정보’, ‘범죄통계’, ‘CCTV 영상정보’ 등 가장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
되었으며 범죄와 안전 주제를 같이 다루었다.
또한 타분야 연구들은 수요자 지향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는 경향
을 보여준다. 수요자가 직접 생산한 소셜빅데이터를 행정데이터와 결합하여
공급자인 정책입안자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수요자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해 정보를 시각화하여 맞춤
형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는 주제에 따라 지속화,
자동화, 체계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에 대해 해석의 개연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성
가족 이슈 모색이 가능하다. 예컨대 건축물 센서 데이터나 작업자 센서데이터
등은 여성시설이나 여성 작업자 안전연구와 연계하여 분석이 가능한 분야로
보인다.
<표 Ⅱ-3> 타분야 빅데이터 알고리즘 연구 사례(요약)
연구목적

사용한 빅데이터

특이점

공간 빅데이터
임대차수요에
기반의 임대차수요
대한 예측 및
분석 및 예측시스템
대응체계 구축
(국토연구원, 2013)

∙ 부동산포털의 임대차건물의 위치,
형태, 가격 등의 데이터
∙ 트위터 등 SNS의 임대차 관련 정보
데이터

공간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균형발전 대쉬보드 시각화를 통한
(국토연구원, 2018) 정보의 접근성
제고

∙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Korea Credit Bureau)의
개별 경제활동인구 데이터
∙ 한국기업데이터
(KED:Korea Enterprise Data)의
개별 기업 데이터

쌍방향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
Shiny

∙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보육아동 현
황 및 위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공간 빅데이터
복지에 대한
자료
기반의 복지정책
수요 파악 및
∙ 공공데이터포털의 지적도, 도로 정보
지원시스템
수요자 맞춤형
∙ 블로그, 카페, SNS의 어린이집 등 보
(국토연구원, 2013) 복지 정책 지원
육정책 관련 의견을 게시한 콘텐츠
자료

지오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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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사용한 빅데이터

특이점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시설물 및
건출물의 완성물 정보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CALS(건설
사업정보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d-dream(디지털예살회
계시스템) 등 건설 관련 정보

데이터맵핑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분석을 ∙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온라인 신문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 시민들이 논의
비정형 빅데이터
통한 선제적
한 내용
시공간분석 모델 대응 체계 구축
(국토연구원, 2014)

지오코딩
시공간분석

생애주기통합
생애주기통합
건설정보포털
건설정보체계
구상을 통한
(국토연구원, 2018)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민감･취약집단의
맞춤형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가이드라인 및
대응조치 파악
웹기반 지원시스템
및 제공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5)

∙ 기상청의 기상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배출량
크리깅분석
자료
공간자기상관성
∙ 국토교통부의 식생지수, 생태자료 등
분석
∙ 통계청의 인구통계자료, 사망자료
지리가중회귀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DB

∙ 정부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저출산 빅데이터
온톨로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관련
(비정형 빅데이터)
개발을 통한
보고서
분류체계
빅데이터
∙ SNS 검색을 통해 저출산 관련 용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의 틀 구축
를 추출한 자료
2015)

웹크롤링
주제분석
감성분석

∙ 경찰청, 고용부,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법무부,
복지
∙ 부, 여가부, 행안부의 저출산 관련 데
이터

상관분석
매트릭스

저출산 빅데이터
저출산 관련
정보관리 모형
빅데이터 생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관리
2015)

∙ 사건수사시스템, 범죄통계 시스템, 지
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CCTV 정
보, 사건 신고자의 112 신고시 전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수사관의 정황
빅데이터를 활용한
파악 및 조서 내용 등의 KICS
빅데이터 분석을
범죄예방시스템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한 범죄 수사
기술적 모델
∙ 통계청의 인구조사
및 예방시스템
∙ 통계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구축
2015)
∙ 법무부의 소년보호정보
∙ 국토부의 공간지도정보
∙ 기상청의 기상정보
∙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BBC, CNN 뉴스 정보

미래예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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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사용한 빅데이터

IoT/빅데이터 기반 항만작업현장의 ∙ 작업자 및 작업환경 정보
항만 안전시스템 사고 원인 파악 ∙ CCTV 영상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IoT 결합 ∙ IoT 기술을 통한 작업자 및 장비에
2017)
안전시스템 구축 부착된 센서 정보

특이점

IoT기술결합

출처: 저자 요약

2. 빅데이터 연구 및 정책의 최신 동향
가. 빅데이터 연구의 최근 이슈
다양한 출처의 빅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조사내용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효율
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하여 조사환경이 점차 악화되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한편 연계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의 창출은
새로운 함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심도깊은 연구는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효용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료
간의 연계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들 이슈는 빅데이터 환경
을 결정짓는 전반적인 이슈로, 추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플랫폼을 구축하
는데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여성가족 빅데
이터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 해당 이슈를 세분화하
여 살펴본다면,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연계방법론적 이슈, 연계된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방법론 이슈,
개인식별 가능성 및 프라이버시 등 자료연계의 법제도적 이슈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1) 빅데이터 연계 방법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은 파일을 연계하는 키(key)변수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정확 매칭(Exact Matching)은
키변수가 있는 경우에 그 변수를 활용하여 1:1로 매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키변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으로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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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조사시 수집되지 않으므로 연계의 키는 갖고 있
으나,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행정데이터는 경우에 따라서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키가 있으므로, 활용의 가능성이 존재하
며, 이와 같은 경우 키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 법제도상의 이슈로
등장한다. 두번째로 키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케이스 간 연결확률을 구하여 그 확률
에 의해 매칭하는 방법이다. 상이한 자료 내에 공통적인 변수들이 존재한다
면, 이들을 기준으로 변수값들이 가까운 케이스끼리 매칭시키는 기법이다. 이
때 변수값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거리를 측정하는 이슈가 등장하게 되며, 통계
적 절차에 선행되는 가정이 얼마나 제약되었는지가 통계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영원 외, 2016). 통계적 매칭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는 단계적 매칭
알고리즘, k-최근접이웃 매칭 알고리즘, 회귀분석 매칭 알고리즘 등이 존재하
며, 이들은 변수간의 근사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이영섭, 김선웅,
안홍엽, 임경은&김희경, 2009).

2) 빅데이터 연계의 문제점 및 대안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명확하나,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조사품질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
계 후 품질평가를 통하여 결과의 유용성을 담보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은 방식
의 표집을 통하여 구성된 데이터의 연계는 중복된 케이스 및 미스매칭의 문제
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문제가 매칭편향이다.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위별로 매칭을 하는 경우, 모든 케이스에 대
하여 매칭되지 않아 매칭되지 않은 조사단위의 항목값은 결측으로 남는다. 이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고 발표한다면 매칭되지 않은 집단의 특성값이 과소추정
되는 매칭 편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매칭되지 않아 생긴 결측은 무응답
으로 간주하여 무응답 대체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편향보정을 할 수 있다. 기존
자료에서 수집된 변수들 중 특정 값을 추정에 최적인 변수들을 선별하는 벌점
화 회귀분석(penalized regression)의 한 종류인 Lasso/Adaptive L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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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추정방식을 사용하여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는 수준의 변수를 구
하고, 추정모형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기계학습방식
중 하나인 Random Forest 모형을 통하여서도 값을 추정할 수 있다.
Random Forest 모형 역시 과적합을 방지하는 모수가 모형에 내재되어 있어
추정을 위한 변수선정 및 모형 구성을 평가하는데에 응용될 수 있다. 또한 각
방법론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자료와 테스트자료로 무작위로 구성하
여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김재광, 황영덕&양대원, 2019).
이는 통계기술적인 문제로, 조사환경 개선 및 통계방법론의 발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데이터 연계에 있어 다음의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3)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제도적 한계
여러 자료가 연계된 데이터는 재식별 위험이 있다.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식별 방지에 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는 비교적 개인정보규제 수준이 높으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모호성, 획일성
으로 데이터 활용 및 유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대통령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2019).
이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가 빅데이터 활용 증대와 개인정
보를 보호 방안으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였다. 개인정보여부 검토, 식별자3)조치, 속성자4)조치 등의 비식별 조치, 재식
별 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추후 재식별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한 사후관리의
4개 단계를 제시하였다(국무조정실 외, 2016).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적,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5)
3)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 예) 주민등록번
호, 성명, 주소 등, 출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201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4)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도 있는 정보, 예) 국적, 고향, 결혼여부, 흡연여부, 신체특성, 병명,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업, GPS 데이터, 가족특성 등, 출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
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201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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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p.3

[그림 Ⅱ-1] 정부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국외에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화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유럽연합(EU)은 2016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을 규정하고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GDPR은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가명처리 및
암호처리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GDPR을 참고하여 법과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김민호, 고환경&김현경, 2019).
<표 Ⅱ-4> GDPR 시행에 따른 주요변화
구분

Directive 95/46/EC

GDPR

기업의
책임강화

개인정보 최소 처리, 처리목적 통지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영향평가
등 추가

정보주체 권리강화 열람 청구권 등
과징금 부과

회원국별 자체 법규에 따라 부과

정보이동권 등 새로운 권리 추가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기준으로 부과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rivacy.go.kr/gdpr, 2019.11.04. 접속
5) 12개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 결합해 데이터로 만든 공공기관･기업 고발(201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
201711091626001#csidxc9de16a7e873684bb2c73539ffb7ca8,
2019.11.0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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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식별을 위한 제도적 보완
국내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개인정보 개념의 구체화, 전문기관의 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시행과 관련
안전조치 실시 그리고 연계된 데이터 반출을 위한 승인절차 추가가 주요 내용
이다(인재근 외, 2018; 인터넷 법제동향, 2019).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
회도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데이터와 관련하여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활발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해 법제도적, 물적
기반 마련해야하며 이를 위해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하고,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품질관리, 유통체계 확립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
명위원회, 2019).

5) 비식별을 위한 통계적 기법
법제화와 더불어 통계적 기법을 통한 비식별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2016년에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개인식별요소 삭제 방법
과 재식별 가능성 검토 기법은 아래 <표 Ⅱ-5>와 같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
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방법이며, 공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된 가능성 및 위험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은 ‘k-익명성’으로 공개되는 데이터 내 특정 개인이 식별될 확률을 일정 값 이
하로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둔 방법이다. 그러나 공개된 데이터에서 식별 위험성
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개가능한 자료가 매우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6)

6) 박민정, 이용희, 권성훈. (2018). 차등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2018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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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개인식별요소 삭제 방법
처리기법

예시

세부기술

가명처리

⦁홍길동, 35세, 서울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거주, 국제대 재학

①휴리스틱가명화
②암호화
③교환 방법

총계처리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660cm, 평균키 165cm

④총계처리
⑤부분총계
⑥라운등
⑦재배열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 생, 남자
데이터 삭제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합격일 등)는 연단위로 처리

⑧식별자 삭제
⑨식별자 부분삭제
⑩레코드 삭제
⑪식별요소 전부삭제

데이터
범주화

⦁홍길동, 35세,→홍씨, 30-40대

⑫감추기
⑬랜덤 라운딩
⑭범위 방법
⑮제어 라운딩

데이터
마스킹

⦁홍길동, 35세, 서울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재학

⑯임의 잡음 추가
⑰공백과 대체

출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p.30

<표 Ⅱ-6> 재식별 가능성 검토 기법
기법

의미

적용례

k-익명성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
특정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로 함.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확률
일정 확률 수준 이상 비식별 되도록 함
은 1/k임

l-다양성

특정인 추론이 안된다고 해도 민감한 정 각 레코드는 최소 l개 이상의 다양성을
보의 다양성을 높여 추론 가능성을 낮추 가지도록 하여 동질성 또는 배경지식 등
는 기법
에 의한 추론 방지

t-근접성

l-다양성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의 분
전체 데이터 집합의 정보 분포와 특정 정
포를 낮추어 추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보의 분포 차이를 t이하로 하여 추론 방지
기법

출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2016)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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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처리에도 불구하고 노출되는 자료가 많아지면서
데이터 연계를 통한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기존 방법들의 대안으
로 차등정보보호법과 재현데이터 방법이 제시되었다. 먼저, 차등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에 있어 방법 그 자체보다 분석된 결과물의 특성에 보호조치를 취하
는 것에 중점을 둔다. Dwork(200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데이터 세트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재식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분석을 할 때마다 랜덤
노이즈를 생성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값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값을 산출한다. 노이즈 크기에 따라 데이터 보호수준과 데이터의 정확성 및
유용성이 영향을 받게 되며, 노이즈가 많을수록 정보보호 수준은 높아질 수 있
으나 데이터 정확성은 낮아지게 된다. 노이즈 값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통해 노출위험 수준의 수량화가 가능하다. 아직, 노이즈 크기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데이터 특성과 크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Nissim et al., 2017). 차등정보보호법을 채택 중인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과 구글이 있다. 두 기업은 홈페이지에 [그림Ⅱ-2], [그림Ⅱ-3]과
같이 차등정보보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소개하고 있다.
재현데이터 방법은 보유한 기존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
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기존 데이터 자료는 전혀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데이터 변수 간 조건분포를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통계적 특성은 유지된다. 새로운 재현데이터를 생성 과정에서 특정 모형이 설
정되기 때문에 모형 선정이 중요하다(박민정, 김정연, 2017). 국내에서는 금융
위원회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중 교육용 DB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재현데이터를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
에 있다.7)

7)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2019). 금융위원회,「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세부추진
방안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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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oogle 개인정보보호 및 약관, 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
anonymization?hl=ko(접속일 2019.11.04.)

[그림 Ⅱ-2] 구글 홈페이지의 차등정보보호방법 소개

출처: Apple 개인정보보호, https://www.apple.com/kr/privacy/approach-to-privacy,
(접속일2019.11.04.).

[그림 Ⅱ-3] 애플 홈페이지내 개인정보 처리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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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2019). 금융위원회,「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세부추진
방안 4.

[그림 Ⅱ-4] 금융분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인포그래픽

6) 시사점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기술적 차원과 법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빅데이터 간의 연계는 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전에 분석하지 못했
던 영역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연계방식이나 분석
방법이 연계결과의 품질을 담보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식별가능
성 차원에서 개인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아야하고,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데이터의 속성을 일부 제거
함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의 정확성
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및 정확성은 상충관계
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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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충되는 양자 간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
하는 플랫폼이 수행해야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가족 빅데
이터와 이를 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개인정보보
호와 데이터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고려해야할 것이다. ‘여성가족’ 빅데이
터로 일부 편입될 수 있는 경제활동, 보건, 안전/폭력 등의 영역은 정책적으로
도 중요하지만, 사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주요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 영역과
관련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식별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선 언급한 장치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 국내 정책 동향 및 활용사례
1) 국내 정책 동향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17~’19)의 3년차인 2019년에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2019.2.28.)을 수립하여,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추진기반
강화 등 주요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6).
이 계획은 공공데이터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들이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
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공
형태 및 제공방안, 민간활용촉진,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
다8).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을 발표하여, 개방
가능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방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2021년까지 보유 공공데이터의 34%인 142,601개에 대하여 개방확
대를 추진하고, 이들 중 미개방데이터인 114,201개 데이터에 대하여 단계적으
로 개방을 목표로 한다(행정안전부, 2019).
8)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6. 12. 15.
https://www.data.go.kr/information/PDS_0000000000000510/recsroom.
do, 2019. 11. 0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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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통계빅데이터센터를 개소(2018년 11월)하여, 다양한 출처의 자료
를 한 곳에서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단된 공간을 제공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비식별화 연계
를 통하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서울,
대전, 부산에 구축되었으며, 행정통계자료, 통계기초자료, 민간자료를 확률매칭
기법을 기반으로 연계하여 2019년에 구축하여 2020년에 제공할 예정이다9).

출처: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p.12

[그림 Ⅱ-5] 2019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목표체계

출처: 통계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http://data.kostat.go.kr)(2019.11.03. 접속).

[그림 Ⅱ-6] 통계빅데이터센터 체계도
9) 통계빅데이터센터 활용 사례 소개, 안향숙 사무관(통계청 통계데이터 기획과),
2019년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spn/
1/3/index.board?bmode=download&aSeq=378289&sort=1, 2019.11.0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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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하여 지역사정에 적합한 자료를 구하여 현황
을 분석하고 정책화하는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보고서(군포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10)
군포시 내 구인 구직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업무는 취업상담사 개인의 경험
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의 필
요성을 절감하여 워크넷 구인/구직데이터, 국민연금 데이터, 사업체조사, 읍면
동 산업 대분류 자료를 토대로 일자리 미스매칭의 조건별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 추천모델을 개발하여 계층(청년, 중장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별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생학습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수원시)11)
수원시 평생학습정책팀에서 수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 내 프로그램 내용,
지역, 회원, 시기 등을 통하여 성별 선호도 분석, 시기별/지역별 참가프로그램
분석,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지역/연령/성별/계
절변수를 활용한 추천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서울특별시)12)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인구와는 구분되는 생활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서울
시가 보유하는 공공빅데이터(주민등록인구, 교통카드사용자, 사업체 종사자수,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9.08.01), 중앙항업(주)컨소시엄, “스마트정책결정을 위한 군포
시 빅데이터 분석사업-일자리 미스매칭분석보고서-”, http://www.bigdata.go.kr/
org_analysis.html, 2019.10.30 접속.
11)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2018.08.01), “평생학습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http://www.bigdata.go.kr/org_analysis.html, 2019.10.30 접속.
12)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2019),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시각화 활용사례
중심-”, 원유복 전문경력관(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http://kostat.go.kr/sri/
srikor/srikor_spn/1/3/index.board?bmode=download&aSeq=378290&so
rt=1, 2019.10.3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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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적 등)와 KT휴대전화 LTE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규모를 파악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자료결합 및 활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에서의 활용도 용이하게 하였다.
○ 국공립 어린이집 취약지역 분석 (용인시)13)
용인시는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이 6.5%로 매우 낮아 81.3%의 영유
아가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데이터와 도로 및 교통소통정보,
어린이집 현황데이터, driving time 데이터,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및 재분류화 방법을 통해 공간단위에서 보육시설
취약 지역을 도출하였다.
○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14)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대위험에 처한 경우 등 위기 아동을 예측,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6년 3월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상시발굴 시스템’ 구축을 발표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기결석여부, 영유아 건강점진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
기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아동을 선별하고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
하여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개발과 6개월 간의 시범운
영을 시행하였고, 2018년 3월부터는 운영 중에 있다.

13) 용인시, ㈜GIS United, 빅데이터 기반의 국공립 어린이집 취약지역 분석(2018.
9) http://www.bigdata.go.kr/org_analysis.html, 2019-07-25등록, 2019.
11.04. 접속
14)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20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월
19일(월)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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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개요
단계

내용

정보연계

의료･교육･수급기록 등 빅데이터 보유기관과 정보연계

대상예측

예측모델을 통해 수집정보를 분석하여 위기아동가구 추출

방문확인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조사․상담 후 위기아동에 복지서비스 제공 및 학대정황
발견 시 신고

사례관리

민․관 서비스자원 연계 및 위기아동가구 지속 모니터링

출처: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20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월
19일(월) 조간

출처: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20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월
19일(월) 조간

[그림 Ⅱ-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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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정책 동향 및 활용사례
1)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정책 동향
가) 오픈데이터 헌장15)
오픈데이터는 기술적, 법률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형태
의 데이터로, 오픈데이터 헌장은 이용/재이용/배포의 자유를 보장한다. 오픈
데이터 헌장은 2015년 OGP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2019년
11월 현재 22개국과 50개도시가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5년 10월
OGP 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오픈데이터 헌장은 2013년 7월 G8 정상회의
에서 5대 핵심원칙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픈데이터 헌장의 주요원칙으로는 ① 원칙적 개방, ②적시성, 포괄성, ③
접근성, 활용성, ④비교가능성, 상호운용성, ⑤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개선, ⑥
개발과 혁신으로 오픈데이터의 안전하고 올바른 확산 및 활용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16)

15) 한국정보화진흥원, Open Data Charter Principles & Open Government
Data Report (OECD, 2018), Global Open Data, Now, 제13호 (2019.05.
20.)를 기반으로 일부 업데이트함
16) OECD Open Government Survey와 Open Data Barometer는 공공데이터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주요 국제지표로서, 오픈데이터 헌장의 원칙을 토대로 평가
한다. (공공데이터 포털(2018.05.08.). “주요 공공데이터 국제평가 현황”.
https://www.data.go.kr/information/PDS_0000000000000526/recsroom.
do 2019.12.16.접속) 한국은 3년 연속(15, ’17, ‘19)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
서 1위를 기록한 바가 있다.(공공데이터포털(2019.11.17.). “대한민국 공공데이
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 달성”. https://www.data.go.kr/information/
NOTICE_0000000001579/notice.do 2019.12.16.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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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오픈데이터 헌장 주요 원칙
오픈데이터 헌장 주요 원칙
a. 원칙적 개방/ 비개방 사유는 법률에 명시
b. 데이터 비개방 사유의 명확한 제시
1.
원칙적 개방
(Open by
Default)

c. 데이터 개방 문화 구축
d. 개방 문화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 개발
e. 국내법과 국제기준*의 준수
*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기밀 유지, 지적재산권 보호
f.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지침에 따른 익명화
a. 공공데이터 목록(list)의 작성･공유
b. 적시에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이용자와 협의를 통한 개방 우선순위 결정
c. 원래(raw)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관련 자료 링크 제시

2.
d. 세분화된 형태의 데이터 개방
적시성, 포괄성
(Timely and e. 이용자 피드백
Comprehensive) f. 생명주기 기반의 데이터 관리
- 이용가치 있는 데이터셋의 보존･기록･접근 보장
g. 데이터의 구조･제공에 중대한 변경 시 이용자와의 협의
h. 데이터 수집･표준･개방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온라인으로 공개
a. 중앙의 포털을 통한 개방
b. 오픈포맷 형태의 개방
3.
접근성, 활용성
c.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된 형식을 통한 개방
(Accessible and
Usable)
d. 비로그인 방식의 데이터 접근
e.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접근 허용
a. 일관된 개방형 표준 구현
4.
비교가능성,
상호운용성
(Comparable
and
Interoperable)

b. 핵심 메타데이터의 게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개방
c. 데이터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에 관한 설명(출처･강점･약점･한계 포함) 제공
d. 국내외 표준 관련 기구와의 지속적 협력
e. 새로운 국제 표준과 국내 표준의 매핑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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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데이터 헌장 주요 원칙
a. 오픈데이터 정책의 현황과 영향 정기적 검토, 대중 공유
b. 정부 투명성 또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개 정보의 오픈데이터 제공
5.
c. 공무원의 정책개발 과정에서 오픈데이터의 활용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개선
d. 정보에 관한 권리*와 연계한 오픈데이터 정책
(For Improved
* 정보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보에 대한 권리
Governance
and Citizen
e. 시민/시민사회/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발굴
Engagement)
f. 표현의 자유 보호: 부패신고, 정부비판을 위한 오픈데이터 활용 보장
g. 증거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오픈데이터 활용 장려
a. 다양한 출처의 오픈데이터 개방: 시민, 시민사회, 민간단체, 다자기구의
데이터 개방
b.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부문, 다자기구 파트너쉽의 구축
6.
c. 오픈데이터 기반 각종 툴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개발과 혁신
(For Inclusive
d. 오픈데이터 연구 지원 및 데이터 리터러시 확립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Development
and Innovation) e. 오픈데이터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의 수행 및 지원
f.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오픈데이터에 관한 기술과 경험의 공유
g. 차세대 데이터 혁신가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Open Data Charter Principles & Open Government Data
Report (OECD, 2018), Global Open Data, Now, 제13호 (2019.05.20.),
pp4-5.

나) OECD 공공데이터 보고서17)
OECD에서는 공공데이터 보고서(Open Government Data Report)를 발간
하여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각 국가의 공공데이터 정책개발,
구현 및 영향을 정리하였다.
1장에서는 거버넌스 구축방안, 2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효과, 3장에
서는 공공데이터 생산 및 관리 지침, 4장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환경
조성, 5장에서는 정부의 역할, 6장에서는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한 국가 및 공공
17) OECD (2018), Open Government Data Report: Enhancing Policy
Maturity for Sustainable Impact,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584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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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신뢰구축, 7장에서는 공동창출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및 협력 8장에
서는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표 Ⅱ-9> 공공데이터보고서 목차
제1장. 지속 가능한 결과를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
Governing open data for sustainable results
제2장. 공공데이터를 통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Innovating public service delivery through open data
제3장.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통한 접근성 향상
Leveraging accessibility through high-quality open data
제4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효과적인 구현
Toward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policies
제5장. 공공데이터 포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구현
Open data portals: Enabling government as a platform
제6장. 올바른 거버넌스 가치 제공 및 국민의 신뢰 강화
Delivering good governance value and reinforcing public trust
제7장. 선제적 정부: 가치 공동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증진
Proactive government: Promoting open data re-use for value co-creation
제8장. 약속 준수: 정책 구현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
Keeping the promise: Monitor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assessing
impact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Open Data Charter Principles & Open Government Data
Report (OECD, 2018), Global Open Data, Now, 제13호 (2019.05.20.), p13.

특히, 3장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통한 접근성 향상의 10절 세분화된 데이
터(Disaggregated and granular data)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할 때 성별변수
가 포함되어있어 성별에 따른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인종, 연령 등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데이터가 세분화되
어 분석이 가능하고 결과가 공표될 수 있게 할 수 있음도 언급하였다. 세분화
된 변수를 통하여 특정 그룹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포착할 수 있다면, 정책입안
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룹별 변수는 중요하다(한국정보화
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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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의 젠더 데이터18)
영국의 통계청에서는 성별 데이터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성별
임금격차, 고용률 등을 비롯한 주요 성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첨부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며, 국가통계
이외에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연구의 결과도 제시하는 등 주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Ⅱ-10> 영국의 젠더 데이터 수록 내용
항목
성별임금격차
부모의 경제활동
TV프로그램에서의 다양성 측정
노숙자19) 통계
무급간병인
SDGs

작성 내용
공식통계, 해설, 임금격차 요인분석 연구결과
공식통계, 해설, 지도서비스, 신규 출산한 여성의 소득
연구결과
보고서 소개
노숙자의 정보 수집 향상 방법, 노숙자통계, 노숙자의 건강
에 대한 연구결과
무급간병인의 경제적 가치
각 지표와 관련된 성별 통계자료 제공20)

출처: 필자요약. UK, gender dat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gender-database/gender-data, (2019.09.27. 접속).

2) 활용사례21)
DATA2X는 자료격차를 해결하고 여성의 삶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BIG
18) UK, gender dat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nderdatabase/gender-data
19) 노숙자는 장소가 불특정이므로, 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주로 미혼모이므로 성별통계에 있어 주요 이슈로 채택되었다
20) https://sustainabledevelopment-uk.github.io/
21) DATA2X는 미국 행정부에서 최초 공표하고, UN에서 주도하여 운영되는 단체
로, 양질의 성별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위하여 기술 및 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세계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 한다.(문유경 외 (2017).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
(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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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D GENDER CHALLENGE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BIG DATA AND
GENDER BRIEF SERIES를 발간하였다.
○ 시내 이동성에서의 젠더 격차22)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칠레에서 이동이 성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시교통체계가 성인지적으로 구축되도록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행지가 9개 적고, 이동반경이 1.1km 작음
을 확인하였고, 여성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나빠질수록 격차가 심해짐을 발견하
였다.
○ 노상 성희롱과 여성의 교육기회와의 관계23)
인도 뉴델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구글맵,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하여 여성에게 안전변수가 교육기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동시의 안전이 학교의 수준, 교통비용, 등하교시간에서의 성격차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여성은 안전을 위하여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낮은 학교에 지원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연간 $310을 지불하며 이는
남성의 16배에 해당한다. 또한 안전한 길로 통학하기 위해 매일 40분을 소요
하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4분이 더 걸리는 시간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여성과 공유경제24)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여성의 삶을 남아프리
22) Gender Gaps in Urban Mobility by The GovLab, UNICEF, Universidad
Del Desarrollo, Telefónica R&D Center, ISI Foundation, and University
of Bologna https://data2x.org/wp-content/uploads/2019/11/Gender
GapsinUrbanMobility_GovLab.pdf
23) Street Harassment and Women’s Educational Choices : A Geospatial
Analysis by Girija Borker, World Bank/Brown University (PhD) https://
data2x.org/wp-content/uploads/2019/09/StreetHarassmentWomensEd
Choices_WBBrown.pdf
24) Women and the Digital Gig Economy in South Africa by Emma
Samman and Abigail Hunt,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https://
data2x.org/wp-content/uploads/2019/10/Women-Digital-Gig-Economy_
OD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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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전화조사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장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인터뷰하여 일과 가정의 상충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안정성 강화, 아이돌봄 제공, 유연한 노동조건제공, 작업환경의 안전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 성별 디지털 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페이스북과 구글광고 데이터 활용25)
페이스북과 구글광고데이터는 인터넷 접근과 디지털 기술보유에 있어서의
성격차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성별
경제적 지표와 결합되면, 인터넷 접근에서의 성격차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
다. 이들 데이터는, 무료이고, 실시간에 근접한 자료이므로 자료의 접근과 분석
에 있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 교육불평등과 모바일폰 데이터26)
파키스탄의 모바일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수준의 아동 초등교육 등록비
율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모바일폰 데이터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른 사회관계연
결망(social network) 차이를 검토하고 성별차이가 초등교육 등록에서의 불평
등을 반영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사회관계 연결망에서 성차가 있었다.
교육 불평등을 예측하는 세 가지 연결망 특징은 전화 네트워크의 성별 다양성,
친구 집단의 군집 수 그리고 송･수신자 간 지리적 거리로 나타났다. 사용된 자료
는 비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교육자원의 재분배와 불평등에 관한 정책적
주의(attention)에 활용할 수 있다.
25) Using Facebook and Google Advertising Data to Measure the Digital
Gender Divide by Ridhi Kashyap (University of Oxford), Ingmar Weber
(Qatar Computing Research Institute), Masoomali Fatehkia (Qatar
Computing Research Institute), Ian Knowles (University of Oxford),
and Reham Al Tamime (University of Southampton) https://data2x.org/
wp-content/uploads/2019/11/FBGoogleAdvertisingData-GenderDigital
Divide.pdf
26) Gender Disparity Signals: Analyzing gender disparities with mobile
phone metadata, Muhammad Raza Khan, UC Berkeley School of
Information, https://data2x.org/wp-content/uploads/2019/11/EdIne
qualityandMobilePhoneData_Khan.pdf(2019.11.04.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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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한 여성폭력에 관한 통찰 도출27)
젠더기반 폭력과 관련 태도를 알아보고자 유튜브와 트위터 자료를 자연어처
리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2개 토픽(여성의 일, 여성의 교육, 여성 난민,
여성할례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비디오의 조회수는 높았으나 ‘좋아
요’ 비율은 부정적 비디오에서 높았고, 가정폭력과 성적학대와 관련하여 남성
이 쓴 코멘트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태도와 규범에
관한 트렌드를 분석해볼 수 있으며 여성폭력에 대한 긍･부정 의견에 관한 특징
들을 분석해볼 수 있다.
○ 모바일 머니와 젠더28)
우간다의 성별에 따른 모바일 폰과 모바일 머니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통신사 데이터베이스의 성별과 실 사용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머신러닝을 통해 성별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고령남성은 지역과 관계없이
여성보다 더 많은 거리를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
고령 남성보다 더 많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모바일 충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모바일 머니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예금 및 출금
금액은 남성이 더 컸다. 그러나 남녀에 따른 평균 예금잔고와 거래횟수 또는
인출 횟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27) Mining the Web for Insights on Violence Against Women, Jihad Zahir,
Hajar Mousannif, et al., Cadi Ayyad University, https://data2x.org/wpcontent/uploads/2019/10/MiningWebViolenceAgainstWomen.pdf(2019.
11.04.접속)
28) Mobile Money & Gender in Uganda,Dalberg Data Insights, https://data2x.
org/wp-content/uploads/2019/10/MobileMoneyGenderinUganda_Dalbe
rg.pdf(2019.11.04.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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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의 구축과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국내 및 국제기구 그리고 주요 선진
국의 사례를 통해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가. 국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례
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
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중에 있다. 공공
데이터포털은 국민들에게 간편한 공공데이터 이용을 제공하기위해 데이터파
일, 오픈API, 시각화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 검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로는 데이터 검색과 활용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셋 서비스, 국내외 활용사례 및 가공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활용사례 서비스,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서비스, 공공
데이터 관련된 개발자간의 지식 기술공유가 가능한 개발자네트워트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데이터셋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을 검색가능하며,
바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방된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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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표준
구분

주요내용

분야별 표준

⚪ 제･개정 시 정의된 항목과 속성정보 등을 점검하여데이터셋에
반영
*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 서식 파일 활용

데이터파일 형식

⚪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포맷형식(CSV, JSON, XML
등)으로 제공
* 한글파일(HWP), 엑셀파일(XLS)은 CSV 포맷으로 변환
* 오픈API는 개방표준에서 제시된 항목과 속성정보를 준수하여
개발

데이터파일 명명규칙

⚪ 제공기관명_데이터셋명_기준일자.파일형식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_주차장정보_20150501.CSV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을 가진 소관 기관이 직접 등록
⚪ 오픈API로 개방한 데이터도 표준에 맞게 파일로 변환,공공데이
터포털에 등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가이드(https://www.data.go.kr/guide/guide/guide.do;
jsessionid=JvpAeCQ0uj-fJfAcoyE0+GgO.node10) (2019. 9. 27. 접속)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계포털
방송통계포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조사하는 8개 분야29)의 통계
에 대해 개별 통계 항목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조사 통계
를 크게 방송수용자, 방송산업, 방송사업자로 분류하여 주제별로 이용자가 쉽
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종 방송통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등)를 통합･정리하고 주요 통계 결과를 시각화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계자료를 제공하여
방송통계의 체계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방송통계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써 방송통계 및 방송 분야
공공 데이터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자료 입력, 기존
자료 수정, 자료 조회, 통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사업별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고, 방송시장
29) 8개 분야 :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사업자 경쟁상황 평가, 채널별 시청 점유율,
방송산업 실태, KI 시청자평가지수,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방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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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방송지표의 인포그래픽을 제공
한다.
이용자 친화적 방송통계 포털을 도입함으로써 방송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통합 DB 내 각종 방송통
계 항목의 데이터 형식을 통일함으로써, 여러 방송통계･조사의 데이터 산출방
식을 표준화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 분석 환경 조성하고 있다.
방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2차 가공통계(이슈 통계 발굴, 빅데
이터 분석 등)를 촉진함으로써, 방송 분야 데이터 분석･가공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방송 분야 기초통계의 활용 증가, 2차 가공
통계 생산의 활성화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민･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통계포털
ICT통계포털인 ITSTAT은 ICT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는 통계들을 통합
하여 연계적이고 시의적인 통계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ITSTAT
은 거시경제, ICT산업, SW산업, 통신/방송, 정보화/ICT활용, R&D, 우편/금융,
국제 ICT지수 등 8가지 메인 메뉴와 통계간행물 등과 같은 부가메뉴로 구성되
어있다. 현재 각 통계생성기관의 일, 월, 분기, 연도별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
해 DB형태로 재구축하여 거시경제(7개), ICT 산업(5개), 통신/방송(6개), 정보
서비스/신산업(4개), 정보화/ICT 활용(6개), R&D(3개), 우편(1개), 국제IT
지수(5개) 메뉴 항목에 따라 총 36개의 중분류 데이터와 그 하부에 포함되는
총 199개 세분류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한다.
그 외 부가기능인 ‘통계간행물’을 통해 유관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각종 간
행물 및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계알리미’를 통해서는 신규통
계 및 공지사항 등 새로 나온 통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정보, 문화소식, 문화예술 지식자료, 문화혜택 등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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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통합 문화정보 사이트 ‘문화포털’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누구
나 문화를 즐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와 소식, 각종 자료를 분야별
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혜택
서비스를 통해 문화시설 및 단체의 할인, 이벤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포털 외에도 문화데이터광장을 운영하여 문화체육관
광부 및 타 부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데이터광장을 통해 문체부 소속 및 산하 기관(66
개)과 타 부처 및 지자체 기관(72개)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약 7,400만 건 메타
데이터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된 문화데이터는 모바일과 웹으로 제공되어 문화산업과 여러
융합산업에서 제품 및 솔루션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출처: 문화데이터광장 문화데이터 소개
(https://www.culture.go.kr/data/data/dataInfo.do) (2019. 10. 8. 접속)

[그림 Ⅱ-8]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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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에서는 국내 외에도 국제 및 북한 관련 주요 통계까지도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One-Stop 통계 서비스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운영하고 있다. KOSIS에서는 현재 국내 300여 개 기
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
에 관해서는 OECD, IMF, Worldbank 등에서 발표하는 최신 통계도 제공
하고 있다.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데이터기반 정책분석을 근간으로 미래예견적 국정
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데이터 공유･분석 플랫폼 구축 계획
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분원과 전문화된 전통적 방식의 독립적 정책연구로
기관간 정보단절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복잡해져가는 국가현안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협력
형 정책연구를 통해 주요 사회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대응을 통해 안정
적 국정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과 행안부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확보 및 제공 목적의 인프라는 구축되어 운영중이었으나, 연구기관
중심의 분석 관련 인프라는 부재한 실정이였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과 연구 전
문성을 갖춘 경인사연 연구기관 중심의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강화시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인사연의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은 분석중심의 역할 차별화로 미래예측정책지원을 위
해 다양한 분석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통계청, 행안부와 유기적 연계
를 통해 통계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동연구 분석 및 정책
제안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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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례
1) UN30)
UN의 경우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2014년 안건으로 글로번실무그룹(Global Working Group, GWG)이 설립되
었다. GWG는 공식통계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전, 방향, 그리고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설립목적이 있다. 특히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30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빅데이터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정책 의사결
정에 반영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GWG는 28개의 국가들과 16개 국제기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GWG 내
GWG국(GWG Bureau)을 두어 GWG 회원국들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GWG의 방향을 설정한다.31)
GWG는 현재 8가지 주제에 대한 태스크 팀(task team)을 만들어 각 태스
크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태스크에 맞는 목표에 맞는 결과물을 산
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GWG의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직무는 접근성과 파
트너쉽(Access and Partnership), SDG와 빅데이터 활용 관리팀(Big Data
and SDGs), 모바일 데이터(Mobile Phone Data), 위성이미지 및 지형공간
데이터(Satellite Imagery and Geo-spatial Data), 스캐너 데이터(Scanner
Data), 소셜 미디어데이터(Social Media Data), 교육/기술 및 역량강화
(Training, Skills and Capacity Building),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및 애플
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Global Platform for Data, Services,
and Applications)으로 설정되어 있다.
GWG는 unstats.un.org/bigdata/를 운영하여, 태스크팀에 대한 설명과 워
크샵 일정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빅데이터 프로젝트 목록(Big Data Project
30) https://unstats.un.org/bigdata/ 참조 (2019. 9. 16. 접속)
31) 현재 GWG 회원국은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조지아, 독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랍
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공화국,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WG국의
의장직은 영국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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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을 구성하여 각종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집하여 공유하고 있
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UN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이 공동
으로 수집하여 GWG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것이며, 공유되는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여
야 한다. 특히, 공식 통계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프
로젝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 혹은 국가적으로 정책
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여야 빅데이터 프로젝트 목록
에 포함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초기단계여도 되며, 신청절차를 통해 승인을
거쳐 웹사이트에 공유될 수 있다.

2) 유럽연합
유럽의 경우 EC가 운영하는 European Data Portal을 통개 유럽전역 국가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926,583(2019년 9월 기준)
건의 데이터셋이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의 DATA.GOV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농업, 에너지, 교통, 과학, 법률, 의료 등 13가지 주제별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
는지 검색할 수 있다. 오픈데이터의 접근성와 가치향상을 운영의 주목표로 삼고
있으며, 각 정부의 오픈데이터 출판 사업을 지원하며 재이용을 촉진하고 있다.(Big
data UN Global Working Group, https://unstats.un.org/bigdata)

3) 미국
미국의 경우 2013년 연방정부 오픈데이터 정책(Federal Open Data
Policy)의 도입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게 되었다. 현재 공
공데이터의 개방 플랫폼인 DATA.GOV에서 약 236,236건(2019년 9월 기준)
에 달하는 데이터셋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농업, 기후, 소비자, 의료,
제조업 등 14가지 주제별로 관련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데
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공급
자에게는 공급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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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영국의 경우, 2010년에 data.gov.uk 포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데
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오픈데이터기관
(Open Data Institute)과 오픈데이터사용자그룹(Open Data User Group)
을 함께 설립하였다. 본 포털에서도 경제, 범죄, 국방, 교육, 환경 등 12가지
주제별로 관련 통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52,771건의 데
이터셋이 등록되어 있다(2019년 9월 기준).

다. 시사점
국내와 국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를 살펴 본 결과, 해당기관 혹은 정부
플랫폼에서 관련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할 뿐 만아니라
나아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들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
게 하고, 시각화 자료를 통해 빠른 검색을 가능하거나 기본적인 분석을 제공하
며,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 오픈API를 통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데이터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DATA.GOV.UK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
가지 않고도 검색창에 웹주소 다음에 키워드를 바로 입력하여 자체검색기능을
가능하게 하였고, 심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베타버전을 통해 이용자들
의 피드백을 받아 플랫폼을 개선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를 넘
어선 빅데이터 개념의 프로젝트 공유는 빅데이터 UN GWG 웹사이트에서만
제공되며, 이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공유플랫폼이지
만, 범정부적 차원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집합해놓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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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국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통계청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플랫폼 명

제공 자료 및 주요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에 대해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등 분석자료/서비스 제공
- 데이터시각화 분석결과
- 활용사례
- 분석자들의 정보공유의 장 마련

방송통계포털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조사하는 8개 분야의 통계
(www.mediastat.or.kr)
결과

ICT통계포털 ITSTAT
(www.itstat.go.kr)

- 주제별로 분류된 ICT통계의 시계열수치
- 시계열 통계데이터: 통계그래프, 통계표, 통계설명,
간행물
- 주요 거시지표
- 통계 알림과 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

문화포털
(www.culture.go.kr)

- 한국의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정보
- 문화체험(공연, 전시, 행사 등) 정보와 예매기능 제공
- 문화공감(문화이슈, 문화영상 등)
- 문화지식(문화공간, 한국문화 100 등) 관련 콘텐츠
- 소식(정책, 채용정보 등)
- 산업활용(전통문양DB, 3D 콘텐츠, 오픈 API)제공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국내승인통계에 대해 통계주제별/작성기관별 승인
통계의 통계표 제공
- 국제통계, 북한통계
- 이슈에 대한 시각화 분석콘텐츠 제공
- 통계 보고서 등의 온라인간행물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중)

출처: 저자가 각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약함(접속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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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국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
주관 부처

UN

플랫폼 명

제공 자료

- 현재 웹사이트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인벤토
Big Data UN Global
리에서 184개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공유
Working Group
- UN GWG의 8개의 태스크를 중심으로 경
(https://unstats.un.org/bigdata/)
제, 고용, 교통, 농업, 의료 등의 다양한 연
구주제가 소개

- 현재 926,583건의 데이터가 공개
European Data Portal
- 농업 및 어업, 에너지, 지역 및 도시, 교통,
유럽연합 (https://www.europeandataportal.
경제와 금융, 국제이슈, 공공부문, 법률, 환경,
eu/en)
교육, 건강, 인구, 과학기술 13가지 분야별
데이터 제공

미국

영국

DATA.GOV

- 현재 236,236건의 데이터가 공개
- 농업, 기후, 소비자, 생태계, 교육, 에너지,
금융, 의료, 지방정부, 제조, 해운, 해양, 공공
안전, 과학 및 연구의 14가지 주제별 데
이터 제공

DATA.GOV.UK

- 현재 52,771건의 데이터가 공개
기업과 경제, 범죄와 정의, 국방, 교육, 환경,
정부, 정부지출, 의료, 지도매핑, 사회, 도시
와 마을, 교통 12가지 주제별 데이터 제공

주: 현재는 2019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함
출처: 저자가 각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약함(접속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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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과 목적
온라인 환경의 활성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및 댓글 작성, 온라인 투표와
같은 사회정치적 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을 통한
사회정치적 참여율이 높으며, 연령대로는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온라인 참여
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태림 2013, 8). 한편, 온라인 커뮤
니티를 통한 정치참여의 특징은 성별에 따라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확연
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즉, 남성지배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예로
는 일간베스트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여성지배적인 커뮤니티로는 워마드 등
이 흔히 거론된다. 그 밖에도 주로 남성 유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예로 아이러브싸커, 엠엘이파크, 오늘의 유머가 있으며, 여성 유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예로는 여성시대, 쭉방카페 등이 있다. 한편, 워마드를 제외
한 여성지배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안전 등의 염려 때문에 대중에 공개
되어 있기 보다는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지배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
내역은 상대적으로 남성지배적 커뮤니티에 비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정의당
여성위원회 2019, 46).
최근에 들어 온라인은 정치 담론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
적이고 비공식적 성격은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심리적 벽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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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다른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온라인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고 가는데, 이러한 논의들이 정치적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젊은 세대에 있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 성향도 높아지고 온라인에서 여성주의 액티비즘이 활발해지고 있어 여성
의 온라인 정치담론이 특히 주목된다.
본 연구는 성별 특성이 뚜렷한 커뮤니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온라인에
서 성별 정치 참여의 현장을 보고 그 정치적 논의의 성별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여성과 남성들이 온라인에서 어떠한 정치적 논의를 하고, 성별로 어떠
한 패턴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여성/남성지배적 커뮤니티의 주된 정치 담론은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정치 담론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온라인 빅데이터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응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루에도 수많은 게시글을
생산하는 빅데이터의 광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적 글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반적인 조사 방법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
장하는 답변을 유도한다면 온라인 데이터는 자유롭고 무의식적이고 때로는 합리
적이지 않은 의견들을 제공한다. 한편, 이러한 의견들은 공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되지 못하는 정치 이슈들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정치에
대한 견해와 요구가 다르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잘 드러
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빅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성별 요구와 영향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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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정치의식과 행동에 대한 성차 이론
○ 온라인 커뮤니티의 젠더 이데올로기
○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 담론 성별 분석
○ 정책적 함의

2) 연구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하나인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텍스트 분석 기법 중에서도 토픽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고
자 한다. 토픽분석은 토픽모델링이라고도 불리며 “텍스트 문서 집합 내에 잠재
된 주제를 도출하는 분석기법(김현정b 2019, 4)”으로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
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범주화(이수연 외, 2016, 165)” 하는데 유용하다. 다시
말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정된 수의 토픽으로 대표하여 전체 데이터의 내용
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한편,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개체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내재된 관계를 파악(김현정c 2019, 7)”하
는 방법을 말하는데 개체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에서도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는 이러한 방법론을 지식을 표현하
는 기법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객체, 개념, 사건들을 대표하는 노드(node)”들의
속성, 관계를 통하여 데이터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들은 어떤 연결
관계를 갖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김현정c 2019, 3-7).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Ⅲ-1]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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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수집
분석 대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웹 크롤
링을 실시하였다. 성별 정치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 커뮤니티 및 남성 커뮤니티를 각각 세 개씩 선정하였다. 2019년도 초에
집계된 월별 방문자수 기록에 따르면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 총 6개
의 커뮤니티 중에 네 개의 커뮤니티(남성 커뮤니티 A, 남성 커뮤니티 B, 남성
커뮤니티 C, 여성 커뮤니티 C)가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32) 또한, 여성
커뮤니티 B는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는 국내 대표 사이트라고 말하기 힘들
지만,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300만을 초과하는 규모가 매우 큰 커뮤니티이다.
커뮤니티 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커뮤니티 A는 정치적으로는 극우･보수
적 성향을 띠며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반대로 여성 커뮤니티 A는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게시판
에는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이에 비해 기타 네 개의 커뮤니
티(남성 커뮤니티 B, C 및 여성 커뮤니티 B, C)의 경우 남성/여성을 비하한다
거나 공격하는 특성은 없으나, 특정 성별 회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널
리 알려진 곳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커뮤니티 B는 주부 혹
은 예비 주부들이 활동하며 결혼에 대한 정보를, 여성 커뮤니티 C는 여성들이
요리, 살림,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이다. 비슷하게, 남성커뮤
니티 B에서는 연예, 음악, 유머와 같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
서도 시사에 대한 논의가 주된 축 중에 하나를 차지하며, 남성커뮤니티 C의 경
우 야구 관련 정보 교환이 주를 이루나 정치를 비롯한 여러 주제들이 동시에
다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즉, 본 연구는 대중적인 인기 및 커뮤니티의 성별
지배성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 커뮤니티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 커뮤니티 B, 남성 커뮤니티 C, 여성 커뮤니티 B, 여성 커
뮤니티 C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주로 정치나
시사에 관한 게시글이 자주 등장하는 게시판을 선정하여 해당 게시판에서 게시
글을 수집하였다.33) 남성 커뮤니티 A와 여성 커뮤니티 A에 대해서는 그 커
32) 인벤(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1152149)
(검색일: 2019.12.30.).
33) 예외적으로 남성 커뮤니티 C의 경우 1월 20일 이전 게시글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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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의 알려진 혐오성을 넘는 정치 담론 분석이 필요하여 1년 이상의 기간
에 대한 게시글 전체를 수집하였다.34) 다만, 남성 커뮤니티 A의 경우 이 기간
에 해당되는 전체 게시글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인기글에 한정하여 수집하였
다. 총 수집된 게시글의 수는 남성 커뮤니티 A가 96,9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 남성 커뮤니티 C가 68,215, 여성 커뮤니티 C가 66,853, 여성 커뮤니티 A
가 37,105, 여성 커뮤니티 B가 10,230, 남성 커뮤니티 B가 7,267이었다.
<표 Ⅲ-1> 온라인 커뮤니티 데이터 수집
커뮤니티

특성

수집기간

수집
대상

게시글
수

남성 커뮤니티 A

2011년 독립 사이트 개설.
극우･보수･반여성･반사회적 성향을 띰.

2018/5/12019/6/30

인기글

96,995

남성 커뮤니티 B

1990년대 말 탄생. 다양한 주제
(연예/음악/유머/시사)를 다룸.

2019/1/12019/6/30

특정
게시판

7,267

남성 커뮤니티 C

2000년대 초반 개인 사이트로 시작. 야구 2019/1/20정보 교환이 주를 이룸.
2019/6/30

특정
게시판

68,215

여성 커뮤니티 A

2017년 독립 사이트 개설.
남성혐오/여성우월주의 표방.

2018/5/12019/6/30

전체

37,105

여성 커뮤니티 B

회원 수 300만 이상. 2000년대 초반 설립.
주부 및 예비 주부들이 주로 활동.

2019/1/12019/6/30

특정
게시판

10,230

여성 커뮤니티 C

2000년대 초반 설립. 요리,
살림 및 결혼 생활 이야기가 오고 감.

2019/1/12019/6/30

특정
게시판

66,853

출처: 저자의 데이터 수집 결과를 요약함

나) 형태소 분석
빅데이터를 텍스트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한 분석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 형태소(morpheme)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최소의 단위(김현정 2019a,
7)”를 말하는데 데이터가 언어일 때에는 이를 “형태소 분석하고 의미 정보를
변환하고 추출하는 단계(이수연 외, 2016, 176)”를 거쳐야 한다. 형태소 분석
하여 20일부터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34) 혐오담론으로 알려진 이 두 사이트에서는 정치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우려가 있어 수집 기간을 늘렸다.

62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단계에서 SimplePos09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텍스트의 전체 단어를 분해
하고, KAIST 품사 태그셋 상에서 용언과 체언으로 분류하였다.

다) 의미정보 변환 및 추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는 컴퓨터에서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인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것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어미변화를 하거나 조사가 붙어
있는 단어로부터 어간을 추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유의어는 하
나의 단어로 통일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의성
어, 이모티콘, 부사 등은 불용어로 지정하여 제외하는 것이 텍스트 분석의 결과
를 명료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959개 불용어를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단어–문서 행렬을 생성하고, 빈도 수 10회 미만 형태소와 기존 전처리
과정 상 생존한 단어들의 출현 빈도 합이 0회인 문서를 제거하였다. 또한, 너무
많은 문서에 동시에 출현함으로써 실상 토픽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35)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결국 단어의 중요
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 토픽 모델링
데이터 수집 시 정치 관련 게시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게시글을 수집하였
기 때문에 정치 토픽을 찾기 위한 단계별 토픽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커뮤니
티에서 수집한 모든 게시글(댓글 포함)을 6개 각 커뮤니티별로 토픽 개수의 최대
값을 40으로 설정하고 최대우도(likelihood)의 로그값의 조화 평균값이 최대
가 되는 지점을 최종 토픽 개수로 선정하였다. 토픽모델링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 R에서 제공하는
LDA 및 LDAv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5) TF-IDF는 TF × LOG(n/DF)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TF=문서 내 특정 키워드의 빈도수
n=전체 문서 빈도수
DF = 단어가 출현한 문서의 빈도수
IDF = DF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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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별로 토픽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커뮤니티 A의 경우
34개, 남성 커뮤니티 B 36개, 남성 커뮤니티 C 38개, 여성 커뮤니티 A 40개,
여성 커뮤니티 B 36개, 여성 커뮤니티 C에서 39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이
토픽들을 검토하여 정치 토픽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정하였는데 정치 토픽
판단 기준은 정치인 이름, 정당 이름, 정치/시사 이슈(예: 탄핵, 최저임금, 홍대,
시위, 청원, 김정은, 트럼프 등) 그리고 국가 기구(예: 청와대, 국회, 감사원,
총리실 등)가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커뮤니티별 정치 토픽 번호
와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2> 토픽모델링을 통한 정치 관련 토픽 선정
사이트

정치 토픽

남성 커뮤니티 A

6, 12, 13,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33 (14개)

남성 커뮤니티 B

5, 6,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4, 26 (15개)

남성 커뮤니티 C

5, 6, 8, 9, 10, 12, 13, 14, 16, 17, 19, 20, 21, 22, 23, 25,
27, 29, 30, 31, 32, 33, 34(25개)

여성 커뮤니티 A

3, 17, 23, 31, 34 (5개)

여성 커뮤니티 B

6, 8, 9, 11, 12, 13, 15, 17, 19, 27, 28, 32, 33, 34, 36 (15개)

여성 커뮤니티 C

6, 9, 12, 14, 16, 19, 20, 22 (8개)

출처: 저자의 데이터 수집 결과를 요약함

이처럼 선정된 정치 토픽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시 토픽모델링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남성 커뮤니티(남성 커뮤니티 A, B, C) 및 여성
커뮤니티(여성 커뮤니티 A, B, C)로 나누어 두 개의 문서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토픽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문서 세트가 특정 사이트의 특성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즉, 남성 커뮤니티 집합에서는 남성커뮤
니티 A, 여성 커뮤니티 집합에서는 여성커뮤니티 A의 특성이 지나치게 두드러
졌다. 여기서 이 과격 커뮤니티들을 분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남성 커뮤니티 A, 기타 남성 커뮤니티 (B, C) 및 여성 커뮤니티 A,
기타 여성 커뮤니티 (B, C)로 커뮤니티를 구분하여, 네 개의 문서세트에서
TF-IDF에 기반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네 개 문서세트 별 최종 데이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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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최종 게시글을 바탕으로 토픽수를 10개로 정하여 토
픽모델링을 재실시하였다. 토픽수를 10개로 한 이유는 데이터가 방대하여 너무
작은 수의 토픽을 설정하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반면 10개 이상으로
하면 토픽의 응집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표 Ⅲ-3> 최종 게시글 수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게시글의 수
남성 커뮤니티 A

기타 남성 커뮤니티
(B, C)

여성 커뮤니티 A

기타 여성 커뮤니티
(B, C)

27,103

7,724

3,396

1,305

출처: 저자의 데이터 수집 결과를 요약함

마)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미망 분석 방법은 병렬적으로 도출되는 여러 토픽 중에서 서로 연관성이 높은
토픽을 도출해서 담론의 중심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의미망 분석
결과를 명료하게 시각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정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문서 전체를 보여주기 보다는 응집성이 높은 일부를 보여주
는데 더 유효하다는 한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TF-IDF 상위 30개 단어에 대
해서만 의미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심성(centrality) 지표 중에서도 매
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와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를 중심
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2. 정치의식과 활동의 성별 차이 관련 선행 연구
가. 일상정치와 인터넷 커뮤니티
이종수･최지혜(2005)는 싸이월드의 여성 커뮤니티인 <나쁜 여자가 되어 원
하는 것을 다 가져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여성 커
뮤니티 문화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여성들이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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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개 및 이에 대한 상호지지를 통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2005, 123-127). 비슷하게, 김수아(2007)는 주요 사이버 공간 여성
커뮤니티인 마이클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범한 주부들이 남성의 전유물로
분류되었던 기술 획득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힘돋우기 효과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일상정치’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비단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김경희는 지역여성들이 주도한 지방자체단체 예산분석 운동 사례
를 통해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슬로건처럼 “정치
는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김경희 2004,167).
또한, 여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 후보, 로비와 같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제한
했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있다(ibid, 167).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방식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이 “시사적인 쟁점에 관심”을 표하는 반면, 여성은 “사적
이며 일상사에 관한 논의”를 선호한다(박창식･정일권 2011, 222 재인용).
박창식･정일권(2011)은 2030 여성들이 포탈사이트에 정치인 팬클럽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여성 중심 온라인 정치커뮤니티의 소통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자들은 대장부엉이, 시미니즘, 아나요 등 세 개의
커뮤니티에서 2009년 6-12월까지 인기게시글을 분석하고 카페 멤버들을 인
터뷰하여, 2030 여성 온라인 정치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사담(chat)이라는 장르
를 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짧게 의사소통하는 커뮤니티 내의 한줄 게시
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에서 ‘일상과 정치의 경계 허
물기’가 일어나고 있었다(ibid, 235). 즉, 2030 여성이 주도하는 정치인 팬클
럽 카페는 기존에 온라인상의 정치인 팬클럽을 주도해 왔던 386 남성들이 온
라인에서 소통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사모나 시민광장과 같
이 386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온라인 팬클럽 커뮤니티의
경우 정치 정보 및 토론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공간에서 수다는 생소하다
(박창식･정일권 2011, 236 재인용).
나아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젊은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는
데, 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힘이 사실은 비정치적인 여성 커뮤니티에
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다(김영옥 2009).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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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대화는 이야기 폭이 넓고 내용이 다양하다는 특징
을 가지며(김영옥 2009, 19), 이 속에서는 정치적 주제도 ‘장신구나 음식,
혹은 실내장식’처럼 일상적 관심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ibid, 16).
한편, 김수정･김예란(2008)은 다음, 오마이뉴스, 마이클럽에서 성매매특별
법, 성희롱, 저출산과 같은 젠더 이슈에 대한 게시글을 통해 이슈가 담론화
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세 개의 사이트에서 모두 ‘젠더 없는 젠더 논쟁(김수정･
김예란 2008, 33)’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여성 중심의 인터넷
사이트라고 반드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온라인상의 여성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지지를 주고받으며 유대감 및 힘돋우기 효과
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일상과 정치의 경계에 도전
하고 있다. 비슷하게,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정치적 소통 방식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이 주축을 이루는 사이트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치 정보 및 정치 관련 토론이 오고가는 방면, 여성이 주축인 사
이트에서는 정치적 논의도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여 여성/젠더
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반드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성별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 담론
온라인 환경의 활성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정치적 참여를
분석한 연구가 증가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각종 남성 중심 커뮤니티를 대상
으로 여성혐오 (김수아･김세은 2016), 여성혐오/성차별 (김수아･이예슬
2017), 역차별 (김수아 2017) 및 미투운동(김수아 2018)에 관한 담론에 대한
분석 시도가 있었다. 특히, 다수의 연구가 일간베스트라는 남성지배적인 온라
인 공간에 주목하였다. 윤보라(2013)와 엄진(2016)은 일간베스트에 나타난 여성
혐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으며, 김학준(2014)은 양적/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베에서 공유하는 감정적 분위기를 맥락화하였다. 이와 같이 일베에 초점
을 맞춘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여성혐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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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지배적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여성지배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분석 시도도 있었다. 주로 메갈리아라는 여성이 중심을 이루는 온라인 공간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여성지배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
타나는 ‘혐오’가 남성지배적 커뮤니티의 ‘혐오’와 다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손희정 2018; 김경연 2017). 즉, 앞서 논의되었던 일베에 대한 연구와 마찬
가지로 혐오에 포커스를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일베나 메갈리아와 같이 남성･여성지배적인 사이트를 분석
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박가분(2014)은 일베에서 나타나는 정치
혐오 현상에 주목하였고, 박영균(2013)과 한윤형(2013)은 기존의 좌우파 이념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일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성지배적인 커뮤니티
의 경우, 김리나(2017)가 메갈리아와 워마드에서 나타나는 온라인 엑티비즘을
살펴보았다. 한편, 정치 담론을 파악하거나,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여성/남성지
배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시도는 많지 않은데, 장소연･류웅재(2017)가 예외
적으로 일베와 메갈리아를 비교하여 혐오담론이 생산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앞의 연구들로부터 대체로 남성 사이트에서는 공적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여성
사이트에서는 비공식적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페인터와 제레이(Painter & Jerey)는 공식적 정치(formal politics)란 “정부
라는 헌법적 제도와 공식적으로 정의되는 제도와 과정”으로서 “정당, 정부 정
책 혹은 전쟁이나 외교에 대한 논의” 등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비공식
정치(informal politics)는 “사무실이나 가정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혹은 한 개인
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와 같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을 포함하는 “연대형성, 권력행사, 특정한 개념
이나 목적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36)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
담론의 비교･분석을 목표로 한다.

36) Painter & Jerey, 2009, Wikipedia, politics, https://en.wikipedia.org/wiki/
Politics#cite_note-Political_Geography-20(검색일: 2019. 12.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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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담론 빅데이터 분석
본 섹션에서는 성별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담론 분석의 바탕이 되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 및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TF-IDF는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로,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를 뜻하며, 특정 키워드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나아가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출현
하는지를 나타낸다. 즉, 여러 문서의 집합에서 특정 단어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해준다.37)
이외에도 텍스트 분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지표로는 차수중심
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지표가 있다. 먼저 차수(degree)중심성이란 네트
워크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를 나타낸다. 근접
(closeness)중심성이란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의 최단거리까지 고려하여 중심성을 측
정한다. 한편, 매개(betweenness)중심성은 특정 노드를 통과하는 최단 경로들
의 개수를 바탕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얼마나 중계자/매개자로 기능
하는지를 보여준다(김현정, 2019c).
마지막으로 텍스트 분석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을 활용한 기법으로,
개별 노드 간 상호작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현상의 특징을 파악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김현정 2019c). 이러한 주요 지표 및 SNA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정치 담론의 특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가. 남성 커뮤니티 A
1) 토픽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간베스트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96,995개의 게시
글을 가지고 1차 토픽분석을 실시한 후 여기서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37) 산식은 다음과 같다. TF-IDF=TF*log(n/DF). 김현정a,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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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만을 골라 이를 가지고 다시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토픽수는 10
개로 정하였고 분석대상이 된 게시글 수는 27,103개이다. 그 결과 나온 토픽
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 일베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

키워드

1. 남녀갈등

여자, 남자, 결혼, 생각, 남편, 알바, 섹스, 친구, 생활, 한국, 인생, 월급, 보지,
회사, 김치년, 부모, 일본, 신도시, 김치, 새끼들, 아내, 하루, 시작, 공부, 나라,
직장, 소리

2. 경제

경제, 우리나라, 생각, 미국, 시장, 임금, 인상, 투자, 최저(임금), 가격, 기업,
정책, 상황, 상승, 정부, 부동산, 산업, 감소, 요약, 주식, 일자리, 중국, 국민,
문제, 달러, 경기, 하락, 한국, 나라, 소득

3. 북한

북한, 한국, 문재인, 정부, 대통령, 미국, 빨갱이, 나라, 김구, 김정은, 정권, 경제,
통일, 생각, 국민, 새끼들, 운동, 좌파, 북괴, 일본, 이승만, 자유, 사건, 김일성,
중국, 역사, 요약, 장관, 주장, 남한

4. 이념갈등

새끼들, 일베, 병신, 문재인, 생각, 지랄, 홍어, 전라, 게이들, 사이트, 나라, 페미,
좌파, 애미, 방송, 선동, 쓰레기, 뉴스, 팩트, 일게, 기사, 소리, 분탕, 대가리,
사진, 한국, 인증, 시발, 수준, 유튜브

5. 난민

한국, 나라, 난민, 미국, 중국, 새끼들, 이슬람, 무슬림, 일본, 유럽, 여자, 흑인,
생각, 한국인, 짱깨, 조선, 아프리카, 세계, 중국인, 사회, 조선족, 쓰레기, 사진,
아버지, 영어, 인구, 남자, 우리나라

6. 기업

삼성, 기업, 회사, 사업, 자동차, 일본, 중국, 기술, 개발, 업계, 반도체, 생산,
삼성전자, 화웨, 생각, 스마트폰, 현대, 공장, 시장, 투자, 산업, 한국, 제품, 롯데,
애플, 요약, 이익, 장비, 미국, 사용

7. 경찰/범죄

경찰, 사건, 범죄, 살인, 강간, 피해자, 사고, 사망, 여자, 한국, 살해, 여경, 처벌,
기사, 지역, 성폭행, 고소, 사진, 수사, 발생, 국민, 요약, 증거, 자살, 발견, 전라,
마약, 조사, 총기, 병원

8. 의료

수술, 병원, 가능, 생각, 게이들, 의사, 환자, 방법, 새끼들, 자료, 사진, 사용,
스킬, 셰프, 동물, 일게, 게임, 필요, 설명, 분장, 기억, 부분, 검사, 신경, 요약,
마취, 상태, 한무당, 머리

9. 중국

짱깨, 중국, 태양광, 간첩, 문재인, 미세먼지, 한국, 북한, 문제, 경희대, 대학,
발전, 스모그, 우리나라, 환경, 나라, 생각, 원인, 지원, 학교, 석탄, 호텔, 지역,
서술, 새끼들, 발전소, 태풍, 뉴스, 원전, 에너지

10. 연예/매체

대학교, 영화, 선수, 포스터, 프로, 배우, 일본, 학교, 시즌, 여자, 시리즈, 고화질,
스포츠, 출연, 인기, 오타쿠, 촬영, 방송, 멤버, 설정, 운동, 감독, 모델, 이름,
관계, 세계, 여배우, 소속, 미국, 직업

출처: 저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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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 남녀갈등은 이 커뮤니티의 전형적인 이슈 중의 하나로 주로 여성에
대한 공격, 남성의 피해의식, 이러한 남녀관계가 개인의 인생, 사회, 나라에 미치
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토픽 2는 경제 이슈에 관한 것으로 주로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있다. 토픽 3은 북한과 김정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슈와 사실 관계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역시 주로 비판적
이고 공격적인 담론이다. 토픽 4는 이념갈등을 보여주는 이슈로서 주로 진보
혹은 좌파에 대한 공격이다. 아울러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특정 지역도 공격
의 대상이 된다. 토픽 5는 난민 이슈에 대한 것으로 역시 난민, 이슬람, 그 외
에 이주민에 대한 비판과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픽 6은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에 대한 반응과 공격으로 주로 삼성, 현대, 롯데 같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
기업으로 화웨이에 대한 비판이 많이 보인다. 토픽 7은 범죄 사건과 이와 관련
한 경찰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런 사건과 관련
된 남녀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많이 보인다. 토픽 8은 의료에 대한 것
으로 우리 의료시스템, 의사, 병원 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자신의 병환이나
치료 경험을 얘기하기도 한다. 토픽 9는 중국에 대한 것으로 이 또한 주로 비
판적이며 미세먼지, 원전, 석탄발전 측면에서 우리나라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북한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토픽 10은 연예인 그리고 영화나 방
송 등 매체에 대한 것으로 유명 배우에 대한 가십, 인기 있는 영화 등에 대한
비평, 스포츠 스타 등은 대단히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 커
뮤니티 A의 정치 토픽의 특징은 무엇보다 정치 이슈를 남성 커뮤니티 A 담론
의 특징인 혐오적인 시각 안에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녀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난민 토픽은 소수자나 반대편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담론이 드러
나고 있다.

2)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미망 분석은 노드와 선을 통한 담론의 중심성(centrality)을 찾아내는 방법
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중심성 중 매개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을 통해 의미
망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토픽 분석에 쓰인 키워드 중 동시출현빈도가 높은
30개 키워드를 선택하여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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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중심성이 있는 키워드로는 ‘씨O년,’ ‘남편,’ ‘대통령,’ ‘섹스,’ ‘일게이,’
‘짱깨,’ ‘대가리,’ ‘문재인,’ ‘보O’가 나왔으며 (높은 순서 순) 근접중심성이 높은
30개 키워드는 여기에 ‘새끼들,’ ‘나라,’ ‘일베,’ ‘병신,’ ‘대한민국,’ ‘북한,’ ‘남
자,’ ‘여자,’ ‘생각,’ ‘한국,’ ‘게이들,’ ‘시O,’ ‘중국,’ ‘지랄,’ ‘페미,’ ‘미국,’ ‘경
찰,’ ‘김치,’ ‘요약,’ ‘경제’ 가 있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근접중심성
도 높은 경향이 있다.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키워드들이 이 단어를 통해
연결이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담론의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표 Ⅲ-5> 남성 커뮤니티 A 중심성 지표
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1

씨O년

534

0.00268

30

2

남편

222

0.00250

30

3

대통령

141

0.00244

30

4

섹O

115

0.00239

30

5

일게이

90

0.00237

30

6

짱깨

62

0.00218

30

7

대가리

40

0.00230

30

8

문재인

30

0.00239

30

9

보O

26

0.00202

30

10

새끼들

0

0.00066

30

11

나라

0

0.00147

30

12

일베

0

0.00131

30

13

병신

0

0.00114

30

14

대한민국

0

0.00131

30

15

북한

0

0.00186

30

16

남자

0

0.00099

30

17

여자

0

0.00131

30

18

생각

0

0.00066

30

19

문재앙

0

0.0022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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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20

한국

0

0.00098

30

21

게이들

0

0.00148

30

22

시발

0

0.00187

30

23

중국

0

0.00191

30

24

지랄

0

0.00109

30

25

페미

0

0.00194

30

26

미국

0

0.00136

30

27

경찰

0

0.00177

30

28

김치

0

0.00158

30

29

요약

0

0.00128

30

30

경제

0

0.00233

30

출처: 저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의미망의 시각화한 플롯을 보면 남녀관계, 북한, 이념갈등 등의 토픽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때 매개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들이 이 토픽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보O’, ‘섹O’, ‘대가리’, ‘씨
O년’은 남녀관계와 이념갈등을, ‘대통령,’ ‘문재인,’ ‘짱깨’, ‘일게이’, ‘대가리’
는 이념갈등과 북한을 중개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녀관계 토픽과 이념 갈
등 토픽이, 이념 갈등 토픽과 북한 토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관계 토픽은 남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데 다음의 사례
들을 보면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남편, 섹스 등의 매개중심성 키워드를 통해
이념갈등으로 진전되는지 알 수 있다. “전업주부로 꿀이나 쳐 빨려고 하고 꿀
빨면 남편 밥이라도 챙겨줘야지,” “개씹보O년들 왜 한남 못잃어서 광광거리
노,” “못생긴 여자를 굳이 돈, 시간 써가면서 만나고 싶나? 아무리 섹O가 하고
싶어도 그렇지” “개같은 년 해병 헬기사고 장례식때 영화 쳐보러간거욕 존나먹
더니? 여론 의식해서경로당 방문 ㅋㅋ 씨O년 ㅋㅋㅋ,” “남녀 싹 다 기소 ... 문
재인 씨O년,”
다음으로 대통령과 대가리가 이념갈등과 북한을 중재하는 사례이다. “황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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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제발 대통령이 되셔서 빨갱이 주사파 정권 쓸어버려주세요,”, “얼마나 심한
빨갱이면 대통령직에 앉아서 척도 안하는거지?? 와 시발,” “나는 몸또를 당
했고 전라도인에게 뒷통수를 맞았겠고,”,“대가리엔 북한이랑 중국뿐이고니미시
O진짜...개O것다”.
여기서 일게이와 씨O년은 이슈와 관계없이 지칭으로 많이 쓰이는데 즉, ‘일
게이’는 일베 게시판 이용자, 게이는 게시판 이용자를 줄일 말로 일베 회원을
부르는 말이다. 씨O년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지칭하는데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들을 이 단어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결국 이념
적, 정치적 반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토픽분석 결과와 연결해보면 토픽 10개 중 서로 연결이 되는 토픽은 토픽
1, 3, 4, 9이며 나머지 토픽은 의미망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다. 결국 남성커뮤
니티 A에서 가장 응집성이 큰 정치토픽은 남녀관계, 북한, 이념갈등, 중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 동그라미 크기는 차수중심성을 반영하고 있음. 즉, 클수록 차수중심성이 높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Ⅲ-2] 남성커뮤니티 A SNA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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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남초 커뮤니티
1) 토픽분석
남성 커뮤니티 B와 C에서 각각 68,215개와 7,217개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일차 토픽분석을 하고 이 중 정치 담론이라고 생각되는 7,724개를 대상으로 2
차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수는 역시 10개로 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념갈등, 국회 정치, 경제, 선거, 국제정치, 북한, 비리/수사, 민주화, 언론/매체,
재판의 토픽으로 나타났다.
토픽 1 이념갈등은 보수(당)와 진보(당)에 대한 지지나 비판, 그리고 과거 정치
사건들이나 정치인들, 한국정치에 대한 의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주의/페미니즘에 대한 의견도 볼 수 있다. 남성 커뮤니티 A 담론과는 달
리 비판과 공격뿐만 아니라 찬성과 지지에 대한 글들도 공존하였다. 토픽 2는
국회정치에 대한 것으로 지난 6개월간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논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토픽 3은 경제 현황 및 정책에 대한 것으로 현재 한국
경제현황에 대한 평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토픽
4는 선거에 대한 것으로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당선 가능성, 특정 정당, 혹은 보수 및 진보 정당의 총선 실적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토픽 5는 국제 정치와 관계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중
심으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 홍콩, 대만, 유럽 등의
상황 및 우리나라와 관계, 그리고 무역과 경제상황에 대한 논의들을 포함한다.
토픽 6에서는 북한에 관한 토픽으로 남북 관계, 대북 정책, 북한 핵과 미사일,
김정은과 트럼프, 남북 협상 등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토픽 7은 정치비리
/수사에 대한 것으로 김학의 차관 수사와 같은 세간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수사
와 정치 비리사건 들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토픽 8은 민주화 및 시민
운동에 대한 것으로 독립운동부터 시작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 세월호 집회를
이어가는 시민들의 노력 및 정권의 탄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토픽 9는 국
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태도, 영향들
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10은 중요한 재판들에 대한
의견으로 이재명, 김경수, 트루킹, 안희정,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비판,
지지, 그리고 사실 주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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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기타 남초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

키워드

1. 이념갈등
(진보/보수 대립)

대통령, 문제인, 생각, 청원, 정부, 정치, 박근혜, 문제, 노무현, 국민, 민
주당, 보수, 여자, 정책, 자한당, 세력, 지지, 페미, 나라, 한국, 국민, 정치
인, 사회, 언론, 비판, 적폐, 인간, 진보, 경제, 지지자

2. 국회 정치

의원, 대표, 국회, 자한당, 원내, 민주당, 발언, 국민, 미래, 위원, 패스트
트랙, 나경원, 기자, 법안, 의장, 비판, 야당, 공수처, 대변인, 여야, 대통령,
특위, 주장, 국회의원, 최고, 위원장, 위원회, 생각, 개혁

3. 경제

정부, 경제, 정책, 미세먼지, 사업, 문제, 소득, 지원, 임금, 시장, 국민, 한
국, 기업, 성장, 환경, 지역, 경기, 최저, 예산, 투자, 문재인, 고용, 추진,
산업, 일자리, 세금, 지난해, 사회, 교육, 발전

4. 선거

후보, 선거, 민주당, 총선, 조사, 지지율, 자한당, 지역, 대표, 대통령, 정
당, 여론, 대선, 보수, 지지, 한국당, 지역구, 당선, 안철수, 대구, 경남, 의
원, 부산, 출마, 서울, 응답, 총리, 가능성, 비례, 시장

5. 국제정치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정부, 나라, 세계, 정쟁, 홍콩, 외교, 문제, 아베,
관계, 트럼프, 러시아, 대통령, 경제, 무역, 영국, 화웨이, 총리, 생각, 기업,
우리나라, 유럽, 대만, 국제, 후쿠시마, 상황, 수입

6. 북한

북한, 미국, 트럼프, 회담, 김정은, 대통령, 비핵화, 제재, 미사일, 협상,
정상, 생각, 북미, 평화, 남북, 대북, 문제, 한국, 시설, 문재인, 상황, 경제,
정부, 입장, 폐기, 영변, 대화, 요구, 지원, 관계

7. 비리/수사

수사, 검찰, 경찰, 사건, 의원, 청와대, 조사, 의혹, 인사, 김학의, 장관, 차관,
채용, 검사, 서술, 확인, 정보, 수석, 법무부, 정부, 여자, 환경부, 기관, 대
통령, 임명, 지검, 내용, 기자, 비리, 후보자

광주, 문통, 시민, 민주화, 대통령, 한국, 유공자, 전두환, 단체, 세월호,
8. 민주화･시민 운동 역사, 집회, 주장, 혹사, 민주, 시위, 대표, 의원, 서울, 독립, 북한, 국민,
정부, 사건, 평화, 세력, 생각, 부대, 정권, 자한당
9. 언론/매체

의원, 김어준, 대통령, 방송, 뉴스, 기자, 유시민, 기사, 언론, 이사장, 생
각, 아들, 내용, 대표, 노무현, 윤지오, 주장, 삼성, 공개, 사진, 조선일보,
유튜브, 활동, 영상, 진술서, 교수, 논란, 재단, 이름, 문제

10. 재판

이재명, 지사, 재판, 판결, 판사, 김경수, 구속, 선고, 법원, 검찰, 재판부,
사건, 증거, 안희정, 무죄, 트루킹, 변호사, 대통령, 진술, 유죄, 기소, 판단,
징역, 서울, 주장, 사법, 법정, 사법부, 부장, 강제

기타 남성 커뮤니티의 정치 토픽은 남성커뮤니티 A의 토픽과 4개가 겹치지
만 같은 토픽이라도 키워드와 접근 시각에 있어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겹치
지 않은 토픽으로는 국회정치, 선거, 비리/수사, 민주화, 재판 등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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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들 커뮤니티의 정치담론은 남성 커뮤니티 A보다 더 제도정치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시각에 있어서도 남성 커뮤니티 A 담론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수사학에 있어서도 온건하다고 할 수 있다.

2)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매개중심성이 있는 키워드로는 인간, 김정은, 총선, 지지율, 대선, 트럼프, 소리
의 7개 키워드가 있었고 이외에 근접중심성이 높은 30개 키워드는 여기에
‘북한,’ ‘‘대통령,’ ‘미국,’ ‘중국,’ ‘‘문재인,’ ‘생각,’ ‘의원’, ‘자한당’, ‘한국’, ‘대
표’, ‘일본’, ‘정부’, ‘민주당’, ‘정권’, ‘정치’, ‘박근혜’, ‘문제’, ‘나라’, ‘국회’,
‘후보’, ‘선거’, ‘여자’, ‘국민’이 있었다.
<표 Ⅲ-7> 기타 남초 중심성 지표
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1

인간

548

0.00015

30

2

김정은

184

0.00014

30

3

총선

150

0.00013

30

4

지지율

82

0.00013

30

5

대선

56

0.00012

30

6

트럼프

10

0.00012

30

7

소리

8

0.00011

30

8

북한

0

0.00008

30

9

대통령

0

0.00005

30

10

미국

0

0.00008

30

11

중국

0

0.00012

30

12

문재인

0

0.00006

30

13

생각

0

0.00003

30

14

의원

0

0.00005

30

15

자한당

0

0.000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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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16

한국

0

0.00005

30

17

대표

0

0.00009

30

18

일본

0

0.00010

30

19

정부

0

0.00006

30

20

민주당

0

0.00008

30

21

정권

0

0.00008

30

22

정치

0

0.00008

30

23

박근혜

0

0.00011

30

24

문제

0

0.00006

30

25

나라

0

0.00010

30

26

국회

0

0.00009

30

27

후보

0

0.00010

30

28

선거

0

0.00010

30

29

여자

0

0.00010

30

30

국민

0

0.00006

30

출처: 저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SNA 플롯을 보면 크게 북한, 국제, 국회정치, 선거의 4개 토픽이 나타나는
데 매개중심성을 가진 7개 키워드 인간, 김정은, 총선, 지지율, 대선, 트럼프,
소리가 이 토픽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국제와 국회정
치/선거를, ‘김정은’은 북한과 선거를, ‘총선’과 ‘지지율’은 선거와 국회정치를,
‘대선’은 북한과 선거/국회정치를, 트럼프는 선거/북한/국제를 소리는 국회정
치와 선거를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이 4개의 토픽은 매개중심성을 가진 키워
드에 의해 긴밀히 연결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관련된 게시글로는 “이번 만남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걸로 확신한다고 김
정은이 말하네요 이미 다 합의는 된 듯”, “그런데 김정은이가 무력시위하며 비
핵화 의지 없다는 것도 보여주네요”, “미국에 대항해서 우방 다지기인지 아님
진짜 미국 측에 선물 주려고 김정은 설득하러 가는 건지”, “김정은한테는 찍소
리도 못하면서 ㅠ.ㅠ”, “저번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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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 안듣게 해달라는 극단적 망언을 내뱉어놓고
당내 극우 의원들한테 박수 받고 좋았겠죠 ㅋㅋㅋ”, “김정은도 트럼프나 문통
하고 관계가 나빠보이진 않고 여러모로 이3명이 있을 때 어떻게든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싶네요....”, “김정은에 대한 호불호에 상관없이 북한과 관계개선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득이라고 봄” 등이 있다. 여기서도 가장
응집력이 높은 토픽은 선거와 북한이며 후자는 국제정치와도 연결되고 볼 수
있다.

주: 동그라미 크기는 차수중심성을 반영하고 있음. 즉, 클수록 차수중심성이 높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Ⅲ-3] 남초 커뮤니티 SNA 플롯

다. 여성 커뮤니티 A
1) 토픽분석
여성 커뮤니티 A에서 수집한 37,1055개의 게시글을 가지고 1차 토픽분석
을 실시한 후 여기서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토픽을 선정하여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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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토픽분석을 재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다시 실시할 때에 분석대상이
된 게시글 수는 3,396개였으며 토픽 개수는 10개로 정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토픽1은 여혐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인데, 이는 실제로 전형적인 여성커
뮤니티 A적인 토픽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토픽2는 후보, 선거, 운동과 같은 국
내정치 및 북한, 미국, 중국, 일본과 관련된 국제정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논조는 현 정권에 비판적이며 (반대로 박근혜는 햇님),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미군, 세계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토픽3은
불법촬영물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로, 여성이 피해자이며 정
부나 경찰이 피해 촬영물 유통을 방관해서는 안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취지이다. 토픽4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성별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
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갈등
상황을 전달하는 중계자이자 투쟁의 대상이다. 토픽5는 전형적인 남성혐오 키
워드인 재기, 한남, 문재앙(문재인으로 유의어 처리됨), 놈편충 등 각종 남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으며, 한국 남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다수 포함하고 있
다. 한편, 토픽6과 같이 특정 정치 문제, 그 중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 다루는
토픽도 존재한다. 경제 동향 및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 및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토픽7은 창조주, 애비, 동생과 같은 가족 관련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며 감성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정보다
는 조소가 깔려있다. 토픽8은 과연 단군은 과연 남자가 맞을까부터 시작해서,
에로스･프라토닉 사랑에 대한 구분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성별 근원에 대
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토픽9는 여성노동운동가 1호 강주룡 및 여성 독립운동
가 박순천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역사를 이야기하며, 여성이 여전히 역사의 중
심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토픽
10은 모든 고대 문명은 여혐이었다와 같은 논의부터, 에이즈에 대한 비의학적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 커뮤니티 A는 정치
관련된 게시물만을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남성 혐오 및 성별 갈등
을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커뮤니티 A는 혐오의 맥락 속에서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논의 및 경제와 불법 촬영물 같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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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워마드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 주제

키워드

1. 여성혐오
비판

여자, 보지, 생각, 한남, 페미, 코르셋, 필요, 개돼지, 권력, 여혐, 사회, 야망,
성공, 세상, 탈코, 중요, 문제, 방법, 운동, 한국, 인생, 노무, 의견, 망혼, 현실,
행동, 시위, 카르텔, 공부, 노예

2. 정치 일반

생각, 나라, 미국, 중국, 문제, 학생, 한남, 교육, 도시, 정치, 북한, 열차, 미
래, 학교, 대화, 선거, 일본, 대표, 세계, 시작, 페리, 해결, 방문, 질문, 상황,
대학, 강연, 운동, 후보, 국민

하드, 사이트, 불법, 광고, 포르노, 유통, 여자, 수사, 촬영, 수익, 운영, 몰카,
3. 불법 촬영물/
피해, 사진, 관리자, 처벌, 카르텔, 경찰, 정부, 내용, 차단, 인증, 음란물, 삭제,
디지털 성범죄
방법, 디지털, 성범죄, 사건, 운영자, 영상
4. 온라인･
오프라인
성별갈등

영상, 기사, 검색, 보력, 한남, 사진, 시위, 채널, 여자, 링크, 여혐, 유튜브,
계정, 이름, 개돼지, 게임, 일베, 카페, 내용, 네이버, 뉴스, 검색어, 트위터,
노무, 주소, 소추, 남혐, 재기, 폭행

5. 남성 혐오

재기, 새끼, 후장, 여자, 한남, 사진, 노무, 생각, 군무, 한남충, 병신, 사건,
애비, 기사, 나라, 시위, 주제, 문재인, 소리, 전화, 재앙, 자적, 기분, 유충,
보지, 자리, 인증, 놈편충, 박제, 대가리

6. 투자

투자, 회사, 주식, 사업, 정보, 기술, 가능, 한국, 펀드, 기업, 직원, 상품, 지원,
여자, 취업, 영어, 분야, 물건, 재테크, 달러, 시장, 가격, 필요, 이면, 공부,
리치, 인덱스, 자산, 기구, 아르

7. 가족

창조주, 애비, 청와대, 얼굴, 창조, 하루, 재기, 봉다리, 순간, 가슴, 시절, 소
리, 생각, 표정, 자리, 시작, 편지, 친구, 동생, 상처, 유충, 세실, 아침, 눈물,
기억, 걱정, 퍼스트, 병원, 고통, 권력

8. 성별 근원

여자, 인간, 사랑, 나라, 시대, 프로, 생각, 어머니, 세상, 존재, 에로스, 신화,
단군, 사회, 인류, 아들, 남성, 그리스, 고대, 기관, 이자, 방송, 수염, 동물,
유사, 역사, 할미, 시혜, 정혈, 전쟁

여자, 박순천, 운동, 한국, 강주룡, 의원, 남편, 역사, 노동자, 결혼, 독립, 평양,
9. 여성 운동 역사 선생, 활동, 일본, 공장, 반대, 노동, 정치, 위원, 부인, 투쟁, 민주당, 파업,
인물, 정치인, 영화, 사랑, 시작, 을밀대
10. 기타

남자, 바벨, 피해자, 단어, 페르시아, 남성, 여자, 개념, 이름, 에이즈, 아버지,
주인, 닉네임, 도덕, 유대인, 제재, 포럼, 쿠키, 섹스, 하루, 바빌론, 와꾸, 기분,
애비, 환기, 바보, 해석, 공기, 분노, 최고

출처: 저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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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토픽 분석의 기반이 된 전체 키워드 중에서 TF-IDF가 높은 키워드 30개를
선정하여 의미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리스트는 O력, O지, 한남, 소추, 후장
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혐오’관련 키워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
상, 시위, 삭제, 페미, 몰카와 같이 2018년-2019년도에 주목을 끌었던 몰카,
혜화역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도 상위랭킹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어서, 담론을 중개하고 있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후원, 앙망, 삭제, 후
장, 인증, 뉴스, 병신, 페미, 검색, 소추, 군무, 애비, 미개, 사이트, O력, 여혐,
노무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매개중심성이 매우 높은 후원, 앙망과 같은 단어
는 실제로 큰 의미 없이 게시글에서 언급되며 다양한 담론을 중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비슷하게 근접 중심성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표 Ⅲ-9> 워마드 중심성 지표
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1

후원

285

0.00935

17

2

앙망

252

0.00943

26

3

삭제

121

0.00877

26

4

후장

114

0.00885

29

5

인증

95

0.00833

29

6

뉴스

90

0.00855

28

7

병신

57

0.00893

29

8

페미

50

0.00800

30

9

검색

41

0.00833

29

10

소추

37

0.00741

27

11

군무

27

0.00758

27

12

애비

23

0.00794

30

13

미개

12

0.00645

27

14

사이트

8

0.0069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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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15

O력

7

0.00709

30

16

여혐

4

0.00741

30

17

노무

1

0.00625

28

18

여자

0

0.00188

30

19

재기

0

0.00629

29

20

사진

0

0.00429

29

21

기사

0

0.00629

29

22

생각

0

0.00357

30

23

새끼들

0

0.00469

29

24

O지

0

0.00459

30

25

한남

0

0.00524

30

26

영상

0

0.00752

29

27

시위

0

0.00820

30

28

개돼지

0

0.00676

29

29

나라

0

0.00362

28

30

몰카

0

0.00730

29

출처: 저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시각화한 플롯을 보면, 여성커뮤니티 A에는 두 개의 군집이 존재한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다. 담론1은 혐오와 관련되어 있다. 혐오담론 키워드 중에 매
개중심성이 높은 “후장”은 “소추,” “O력,” “나라,” “새끼들,” “개돼지”와 같은
단어들과 연결되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후장은 “한남의 후장 냄새”
“후장(을)대주는 남창”과 같이 한국 남성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남은 온갖 여혐러 유투버에 인터넷 꺼도 여혐인 세상이니
살맛 나겠노”와 같이 우리 사회를 여성 혐오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로, 이러한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를 한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혐오의 대상
은 불특정 다수인 “한남” 이외에도 “애비새끼가 주말이라고 거실에서 티비차지
하고,” “O국” “나라 돌아가는 꼴 O같아서 실행 옮기노”와 같이 가족 및 우리
나라 전체에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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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그라미 크기는 차수중심성을 반영하고 있음. 즉, 클수록 차수중심성이 높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Ⅲ-4] 여성커뮤니티 A SNA 플롯
담론2는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매개중심
성이 높은 “삭제”가 “몰카” “병신” “인증” “사이트” “영상” “앙망” 과 연결되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 게시물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
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와 같은 청원을 소개하는 글, “일단 ○
○○(불법촬영물 사이트명)의 가치관을 알아보자...한남○을 위해 만든 불법 음
란물 사이트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노,”와 같은 음란사이트 자체에 대한 비판,
“‘지난달 경찰이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라는 기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워마
드 잡을 시간에 이런거나 잡아라”이라며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진다. 또
한 “한남들의 불법촬영 696969696969건?-벌금형 집행유예(당연히 불구속)?
홍본좌님 누드남 촬영 1건-2개월 넘게 구속중”이라며, “편파수사 시위하니까
더 편파수사하려하노? 이게 한남민국 여혐민국의 현주소구나. 항상 상상을 뛰어
넘는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토픽분석 결과와 연결해보면 토픽3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 및 토픽5 남성
혐오 키워드가 의미망 결과에 나타난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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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여성 커뮤니티
1) 토픽분석
여성 커뮤니티 B와 C에서 각각 10,230개와 66,853개의 게시글을 대상으
로 일차 토픽분석을 하고 이 중 정치 담론이라고 생각되는 1,305개를 대상으
로 2차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수는 역시 10개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토픽이 나타났다.
<표 Ⅲ-10> 기타 여초사이트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 주제

키워드

1. 정당정치･
인물정치

대표, 자한당, 의원, 국회, 국민, 대통령, 원내, 발언, 문재인, 나경원, 기자,
서울, 국회의원, 고발, 민주당, 행위, 뉴스, 청와대, 한국, 정치, 목사, 선거,
피고, 적폐, 발인, 위반, 집회, 논란

2. 육아/교육

학교, 친구, 엄마, 생각, 학원, 공부, 선생, 학년, 부모, 아들, 초등, 아빠, 걱정,
아들, 영어, 병원, 남편, 학생, 문제, 교육, 수업, 유치원, 고민, 수학, 대학,
어린이집, 시험, 동네, 도움, 본인, 시작

3. 정치 이념

대통령, 정부, 한국, 국민, 문재인, 운동, 정권, 나라, 자한당, 친일, 자유, 생
각, 노무현, 역사, 지지, 광주, 청원, 뉴스, 청와대, 문제, 독립, 민주, 언론,
시대, 박근혜, 기자, 보수, 민주주의, 정치

4. 경제

경제, 한국, 정부, 홍콩, 정책, 중국, 성장률, 유치원, 노동, 임금, 영국, 언론,
세계, 수출, 분기, 상황, 기업, 경기, 소득, 전망, 지난해, 수준, 미국, 재정,
국민, 교육, 필요, 나라, 지원

5. 성접대 수사

사건, 수사, 검찰, 윤지오, 청와대, 경찰, 대통령, 조사, 삼성, 장자연, 인사,
기자, 김학의, 국민, 수석, 검사, 내용, 의혹, 뉴스, 이름, 문제, 기관, 개혁,
확인, 상황, 공개, 버닝썬, 김어준, 여자, 범죄

6. 외교

대통령, 한국, 정상, 협력, 문재인, 방문, 평화, 양국, 말레이시아, 회담, 관
계, 참석, 총리, 여사, 국빈, 산업, 분야, 치매, 수소, 국왕, 세계, 보디, 정책,
경제, 발전, 대화, 확대, 추진, 기업, 건설

7. 안전

일본, 중국, 미세먼지, 한국, 정부, 북한, 미국, 문제, 수입, 원전, 후쿠시마,
뉴스, 공기, 제품, 안전, 국내, 화면, 수산물, 발전소, 지진, 업체, 모바일, 스
마트폰, 통합, 세계, 공지, 금지, 기사, 기자

8. 자연재해･
사건사고

산불, 사고, 광주, 정부, 버스, 택시, 경기, 헝가리, 시민, 서울, 기자, 발생,
현장, 안전, 세월호, 거부, 진화, 재난, 강원, 기사, 화재, 상황, 뉴스, 대응,
피해, 신도시, 승차, 주민, 전두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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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주제

키워드

9. 정치 논평

지사, 유시민, 김경수, 김어준, 노무현, 신청, 이재명, 생각, 입원, 집회, 시장,
카페, 사진, 감사, 정신, 클릭, 경기, 정치, 게시판, 지시, 재단, 강제, 재판,
검사, 소장, 이사장, 증인

10. 요리

냄새, 김치, 고기, 간장, 마늘, 마트, 음식, 생각, 방법, 요리, 청소, 계란, 멸치,
양념, 국물, 고추, 양파, 소주, 소리, 세탁기, 냉동, 설탕, 육수, 소스, 소금,
식초, 검색, 아침, 포장, 구입

출처: 저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토픽1은 일반 정치 관련된 내용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정당 정치에 대한
의견 및 인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데 대체로 야당 및 야당 정치인에 대
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토픽2의 경우 큰 주제는 육아 및
교육인데, 정보 교환 이외에도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고민 상담, 남편이나 시댁
/가족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토픽3의 경우 각종 정치인,
정당, 민주주의 관련 주된 개념(자유, 독립, 민주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보수/진보와 같은 이념 논쟁이 있고, 거시적으로는 한
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토픽4는 경제 관련 이
야기를 담고 있는데, 거시적 차원의 경제 불황/위기 및 가정 내부 경제 상황과
같은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토픽5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의혹
이 무성한 지난 몇 년간의 성접대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 및
드러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토픽6은 정상회담, 대통령의 해
외 방문, 남북문제, 경제 협력과 같은 다양한 외교 이슈를 논하고 있다. 토픽7
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및 수산물, 지진, 중국 미세먼지와 같은 해외 발 안전문
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먹거리 및 미세먼지와 같은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슈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염려와 같은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
고 있다. 토픽8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와 사건사고를 다루고 있다. 헝가리 유
람선 사고의 어린이 희생자가 세월호 사건과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산불,
화재 현장 및 이에 대한 대응 (진화 혹은 수색)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
다. 토픽9는 각종 정치 수사 관련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김경수, 이재명, 유
시민, 김어준과 같은 특정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물을 비리
나 수사의 대상으로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인물들을 매개로 정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토픽10은 주로 여성 커뮤니티 C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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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요리와 관련된 토픽으로, 각종 요리 재료 및 음식에 대한 이야기
를 포함하고 있다.
기타 여성 커뮤니티의 경우 정치, 경제, 외교, 성접대 수사 등 정치와 관련
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도 흥미롭지만, 다양한 정치
논의가 생활 밀착형 이슈와 관련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육아/교육, 안전, 자연재해･사건사고와 관련된 토픽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여성 커뮤니티(B, C)와 여성 커뮤니티 A의 토픽분석과 비교해보면 겹치
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큰 범주에서 여성 커뮤니티 A의
정치 일반(2번), 불법 촬영물(3번), 투자(6번) 관련 토픽이 기타 여성 커뮤니티
의 정당･인물정치(1번), 경제(4번), 성접대 수사(5번) 토픽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외에도 여성 커뮤니티 A의 정
치 담론은 혐오(여성혐오에 대한 비판 및 남성 혐오), 성별 갈등, 성별 근원 등
남녀 간의 차이 및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기타 여성 커뮤니
티의 경우 육아, 안전, 자연재해, 요리 등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타 여성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토픽 분석의 바탕이 된 전체 키
워드 중에서 TF-IDF가 높은 키워드 30개를 선정하여 의미망 분석을 시도하였
다. 여기에는 대통령, 자한당, 청와대, 청원과 같은 일반적인 정치 관련 키워드
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냄새와 같은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냄새는
이런저런 요리와 관련하여 맛있는 ‘냄새’의 의미로도 사용되나. 사회정치적 사
건을 두고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등 중의적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사 및 기자가 상위랭킹된 것도 여성 커뮤니티의 주된 특징 중
에 하나인데, 정치 관련 논의의 시작이 특정 기사, 혹은 특정 기자가 뉴스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다시 말해, 기사의 내용,
및 기자의 발언과 같이 객관적으로 전달된 뉴스가 여성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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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기타 여초사이트 중심성 지표
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1

냄새

347

0.00546

24

2

학원

274

0.00543

24

3

청와대

162

0.00500

29

4

엄마

154

0.00441

28

5

청원

111

0.00469

26

6

기사

95

0.00364

30

7

친구

84

0.00446

29

8

일본

48

0.00461

30

9

의원

46

0.00490

28

10

국회

41

0.00407

28

11

민주당

36

0.00424

27

12

부모

31

0.00344

28

13

공부

18

0.00408

29

14

방법

17

0.00364

29

15

대통령

8

0.00433

29

16

자한당

1

0.00356

29

17

국민

0

0.00395

29

18

생각

0

0.00129

30

19

한국

0

0.00166

30

20

학교

0

0.00307

29

21

정부

0

0.00322

29

22

대표

0

0.00474

30

23

감사

0

0.00180

30

24

뉴스

0

0.00463

30

25

기자

0

0.00429

30

38) 수집된 전체 정치 관련 게시글 중에 여성 커뮤니티 C보다는 B에서 보다 더 그러
한 경향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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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차수 중심성

26

나라

0

0.00474

30

27

문재인

0

0.00155

27

28

내용

0

0.00290

30

29

서울

0

0.00259

30

30

걱정

0

0.00279

29

출처: 저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이어서, 담론을 중개하고 있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냄새, 학원, 청와
대, 엄마, 청원, 기사, 친구, 일본, 의원, 국회, 민주당, 부모 등이 있다. 시각
화한 플롯을 보면 기타 여성 커뮤니티에는 크게 두 개의 담론이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담론은 정치 담론으로 “청와대”가 “국회,” “의원,” “뉴
스”와 같은 단어로 연결되어 군집을 형성한다. 정치 담론을 형성하는 게시글은
많은 경우 정치 관련 뉴스에 대한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XXX의원이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
요,”라고 의견을 달거나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일주일 만에 28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최근 시간당 1만 명이 서명...’라
는 기사에 대해 “접속폭주로 서버연결이 잘 안되긴해요. 틈새공략을 잘 해서
꼭 성공하시길”와 같은 의견을 달았다. 이러한 식의 기사에 의견을 첨부하는
게시글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한편, 기사와는 상관없는 일반 정치 이야
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상도 충청도 우리아부지, 어무니 제 카톡으로 맨날
이런걸(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된 유언비어성 글) 보내오네요. 아무 말없이 툭~
던지고는 사라지시죠ㅜㅠ오빠,저랑 엄마아빠랑 맨날 선거 때되면 얼굴 붉히고
말다툼 난리인데 아직도 이런걸 보내시네요. 요즘 전쟁날까 더 자주 얘기하시
고 니들 앞날이, 사상이 걱정이라며 한숨쉬시네요. 제가 걱정입니다 어쩝니까
엄마아빠!!!!!!”
정치 담론은 “청원”과도 교차되어 있다. “청원”은 비교적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인데, “청와대” “뉴스” “민주당” “나라” “감사” 및 “냄새”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관련된 게시글에는 “청원을 요청합니다,” “새벽에 올린 청원 게시글 보관
게시판으로 이동되어 있던데 이유 아시는 분?”과 같이 대체로 청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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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독려하는 글, 혹은 청원 게시판 이용방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진행
중인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 육아, 정치비리 조사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윤지오)증인보호 청원,”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김경수 판결 판사 사퇴
청와대 청원,” “한국당 해산 청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4개월만에 실직
될 예정인 17갤 워킹맘이예요. 2개월만 있음 육아휴직 사후지급 25% 라도 받
게 되는데 그것도 못받고 퇴사처리 되네요...답답해서 청원글이라도 올렸는데
소용 없겠죠...그래도 추후에라도 살기 좋은 워킹맘님들 위해 동의 한표씩 부탁
드릴게요,”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과)단순 협의가 아니고 항의를 통한 결론
도출 액션이 필요해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청원”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 동그라미 크기는 차수중심성을 반영하고 있음. 즉, 클수록 차수중심성이 높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Ⅲ-5] 기타 여성 커뮤니티 SNA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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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담론은 육아/교육 담론이다. “학원”은 “엄마”, “학교”, “친구”, “부
모”, “공부” 등과 연결된다. “동네 사는 같은 반 아이 통해 또 건네 들은 말은
아이가 학교에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될지 모
르겠고 제가 우울증에 걸릴 것처럼 무기력하고 잠도 안오네요.”와 같은 자녀
교우관계 관련 고민 상담, “지금 남자 형제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가
내년 초등 들어가다 보니 이제 대출내서라도 집을 사야할 것 같아서요...초등
학교랑 학원가 가까운 곳 원해요,”와 같은 주거 지역 관련 상담, “잠이 오지 않
는 밤입니다. 결국 아이가 재수를 선택했는데 어떤 재수학원을 보내야하는
지....,” “대치동에 있는 ○○○, □□□, XXX 등등 논술학원 중 어디가 제일
잘 가르치나요?” 와 같은 학원 상담, “가정주부로 있기에 시간이 아깝다는 생
각을 요즘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쉬면서 ○○사무원 자격증을 준비하
려고 알아보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와 같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 공유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
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 여성이 관심을 가질만한 교육, 육아, 재
취업 관련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정보 공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로는
국민청원이 있다. “지금 엄마들 단톡방도 난리에여. 친목을 위해서 정치 얘기
는 금기시 하는데 정치 관심 없다던 엄마들도 청원 다 동의 했어요,” “고교 수
행평가 축소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중고등 아이들의 내신 수능 공부와 수행
평가 등등 불필요한 교육 과정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아이들의 짐을 덜어 줄때
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픽분석 결과와 연결해보면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인물정치(1번) 및 육아/
교육(2번) 관련 키워드들이 의미망 분석 결과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토픽은 의미망 분석 결과에 포착되지 않았다.

마. 성별 정치담론 비교 분석
1) 남성 커뮤니티 A vs. 여성 커뮤니티 A
토픽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 커뮤니티 A는 성별 갈등 및 성별에 기반한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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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에 치우친 반면에, 남성 커뮤니티 A는 혐오 중에서도 남녀 갈등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이외에도 정치, 난민 등 다양한 이슈와 집단에 대한 혐오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커뮤니티 A에서
토픽1은 여성에 대한 공격 및 남성의 피해의식을 담고 있다. 반면에 여성 커뮤
니티 A에서는 토픽1이 여성 혐오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토픽5
는 남편, 문재인, 한남 등 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 및 비하를 다루고 있으며, 토픽
4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성별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토픽
8과 토픽9가 역사적 성별 근원에 대한 의심 및 여성 운동사의 맥락에서 성별
갈등 및 성별에 기반한 혐오를 다루고 있다. 여성 커뮤니티 A의 회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현안인 불법촬영물 (토픽3)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의 시각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반면에, 남성 커뮤니티 A에서는 혐오의 범주가 더 넓고 그 대상 역시 북한(빨
갱이), 난민(이슬람, 아프리카, 조선족, 쓰레기), 중국(짱개), 지역/이념(전라도,
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아가, 혐오 이외에도 경제, 기업, 경찰/범죄,
의료, 연예/매체 등 여성 커뮤니티 A보다는 보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하고 있
다. 그에 비해 여성 커뮤니티 A는 일반적인 정치나 투자와 같은 토픽을 포함하
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 커뮤니티 A에 비해서는 다양한 정치/경제 논의가 오고
가지는 않는다. 두 커뮤니티 모두 혐오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여성 커뮤니티
A의 경우 성별 갈등에 초점이 있는 반면, 남성 커뮤니티 A는 혐오의 대상이 다양
하며, 주제 면에서도 각종 이슈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는 특징이 있다.
매개중심성 지표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남성 커뮤니
티 A와 여성 커뮤니티 A의 중심성 지표 표를 보면, TF-IDF 상위 30개 단어
중에 매개중심성 지표가 0보다 큰 단어는 남성 커뮤니티 A의 경우 9개이며 여
성 커뮤니티 A의 경우 17개이다. 즉, 남성 커뮤니티 A의 경우 매개중심성이
몇 개의 단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씨O년, 섹스, 일게이와 같이 뚜렷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혐오적 맥락 속에서 언급되어 각종 담론을 매개하는 경
향이 짙다. 여성 커뮤니티 A 역시 앙망, 후장과 같이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되
며 담론을 매개하는 단어도 있지만, 뉴스, 삭제, 페미, 검색, 사이트 등 실제로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 이슈의 다양한 담론을 매개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남성 커뮤니티 A에서는 정치 이슈들이 서로 연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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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대부분 이슈들이 혐오의 맥락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반면에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정치담론이 여성운동적 온라인 액티비즘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의미망 분석을 바탕으로 남성 커뮤니티 A와 여성 커뮤니티 A의 정치담론을
비교해 보면, 두 인터넷 커뮤니티는 성별에 기반한 혐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여성 커뮤니티 A의 경우 여성혐오 사회에 대한 비
판 및 남성혐오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이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반면, 남성 커뮤니티 A의 경우 일반적인 정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대상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2) 기타 남성 커뮤니티 vs. 기타 여성 커뮤니티
기타 남성 커뮤니티와 기타 여성 커뮤니티의 정치 담론은 토픽과 토픽 사이
의 연결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토픽을 보면 10개의 토픽 중
서로 짝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 이념/이념 갈등,’ ‘국회/정당 정치,’ ‘경제,’
그리고 ‘사건 수사/성접대 수사,’ ‘국제/외교,’ ‘언론/매체/정치 논평’의 6개 토픽
이라고 할 수 있다.39)
<표 Ⅲ-12> 짝을 이루는 정치 토픽
커뮤니티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토픽 6

여성

정치
이념

정당
정치

경제

성접대
수사

외교

정치 논평

남성

이념
갈등

국회
정치

경제

사건
수사

국제

언론/
매체

출처: 필자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39) 짝을 이루는 토픽들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여성 커뮤니티의
‘정당정치’ 토픽은 정당별 인물과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국회정치’는 정당별
이슈와 함께 국회의 제도와 작동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짝이 되는
토픽들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기보다는 커뮤니티별 차이를 반영
한 작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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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픽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회자되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토픽들은 내용 구성에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남성 담론의 사건 수사와 여성 담론의 성접대 수사는 정치인 등의 수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일하나 여성 담론은 성접대 쪽으로 뚜렷이 쏠려있는
반면 남성 담론의 사건 수사는 이 외에도 다른 정치 이슈들이 섞여서 나타난다
는 것이다. 또한 남성 담론의 언론/매체는 언론과 온라인 매체에서 다루고 있
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것인데 반해 여성 담론의 정치 논평은 온라인 매체, 그
리고 유시민, 김경수, 김어준 중심의 더 한정된 이슈에 대해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6개 외의 나머지 토픽들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선거, 북한, 민주화, 재판 같은 더 세분화된 정치 이슈들
이 토픽으로 생성되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이 기타 여성 커뮤니티에서 존재하
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른 토픽 속에 포함되어 있고 독자적인 토픽으로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여성 담론에서는 육아/교육, 안전, 자연재해/사건사고 그리고
요리 등 남성 담론에 존재하지 않는 4개 토픽이 등장하였다. 이 토픽들은 그
자체로 여성들의 정치 담론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육아, 요리 같은 토픽뿐만 아
니라 자연재해나 안전이 독자적인 토픽으로 등장한 것은 여성들에게 정치란
생활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 육아 같은 이슈를 의미한다는 중요한 함의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의미망 분석은 이러한 담론들이 어떻게 성별로 다르게 형성되는
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우선 남성 담론과 여성 담론의 큰 차이는 남성 담
론에서는 매개중심성을 가지는 키워드가 7개에 불과한 반면 여성 담론에서는
16개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기타 남성 커뮤니티 담론의 SNA 플롯을 보면 크게 북한, 국제, 국회
정치, 선거의 4개 토픽이 나타나는데 매개중심성을 가진 7개 키워드 인간, 김
정은, 총선, 지지율, 대선, 트럼프, 소리가 이 토픽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국제와 국회정치/선거를, ‘김정은’은 북한과 선거를, ‘총선’
과 ‘지지율’은 선거와 국회정치를, ‘대선’은 북한과 선거/국회정치를, 트럼프는
선거/북한/국제를 소리는 국회정치와 선거를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이 4개의
토픽은 매개중심성을 가진 키워드에 의해 긴밀히 연결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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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여성 담론의 SNA 분석에서는 교육, 정치이념, 정당정치의 세 토픽이
나타나는데 이를 매개하는 키워드가 16개 존재한다. 이 키워드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하나는 냄새, 학원, 엄마, 친구, 부모, 공부, 방법 등 왼쪽의 교육에
관한 군집에 속한다. 다른 부류는 청와대, 청원, 일본, 의원, 국회, 민주당, 대
통령, 자한당 등 정치이념과 정당정치 관련 군집에 속한다. 이 중 ‘엄마,’ ‘친
구,’ ‘냄새,’ ‘학원,’ ‘공부,’ ‘부모’는 교육 토픽 안에서의 서로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반면 ‘기사,’ ‘민주당,’ ‘청와대,’ ‘국회,’ ‘의원,’ ‘자한당,’ ‘일본,’
‘대통령’은 정치 토픽 안에서 서로를 매개한다. 이러한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방법’과 ‘청원’ ‘기사’로 이들 키워드는 교육과 정치 담론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0)
여기서 성별 커뮤니티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토픽이 ‘공식적 정치’ 범주에 속하고 이러한 범주들이 세분화되며 또한
이러한 이슈들의 논의가 서로 긴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성 커
뮤니티에서는 ‘공식적’ 정치 이슈도 논하지만 ‘비공식적’인 안전, 교육 같은 이
슈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 이슈들은 이념/정
당정치 같은 공식적 정치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
문에 여성들의 경우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낮은 것
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관심이 교육, 안전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확장되어 정치 담론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도 한다. 이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비공식적 정치 이슈와 공식적 정치 이슈 사이
를 매개하는 키워드의 존재로 증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슈들 사이의 매개
는 남성 커뮤니티에 비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0) ‘기사’는 정치 토픽 안에서 연결할 뿐 아니라 정치와 교육 토픽을 연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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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및 정책적 함의
가. 소결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성별 정치담
론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로 참여자가 구분되는 대표 온라
인 커뮤니티를 총 6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커뮤니티로는
남성 중심적인 커뮤니티 3개와 여성 중심적인 커뮤니티 3개로 모두 6개 사이
트이다. 이 커뮤니티들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 중에 외부에 폐쇄
적이지 않은 커뮤니티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최대한의 게시물을 샘플링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 커뮤니티 A와 여성 커뮤니티 A의 비교
를 통해 두 커뮤니티에서는 공통적으로 성별에 기반한 ‘혐오’ 정치담론이 지배
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감정을 정치화
한 것이면서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정치에 대한 혐오이기도 하다
(박가분, 2014). 그런데 남성 커뮤니티 A의 경우 여성에 대한 혐오가 북한, 난
민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여성 커뮤니티 A의 경우에는 남성에
대한 혐오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이슈로 넘
어가며 이를 정치화하는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여
성커뮤니티에서의 온라인 액티비즘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김리나, 2017).
이어서, 기타 남성 및 기타 여성 커뮤니티의 비교를 통해 성별 커뮤니티 정치
담론의 주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기타 남성/여성 커뮤니티는 경제, 정
당정치, 수사와 같은 ‘공식적(formal)’ 정치에 대해 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 수사’
에 대해 논할 때에도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초점이 정치 수사에 가있다면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초점이 성접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커
뮤니티 사이에 겹치지 않는 토픽도 흥미로웠는데, 여성 커뮤니티의 경우 육아,
교육, 안전, 자연재해와 같은 비공식 정치 토픽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남성 커뮤
니티의 경우 북한, 선거, 민주화화 같이 세분화된 공식적 정치 토픽이 주를 이루
었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공식적 정치 이슈에 더 관심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특히, 여성들의 성역할과 관련된 돌봄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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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이슈에 공식 정치 이슈 못지않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슈를 청원 등을 통해 공식화시키려는 액티비즘적 성격도
존재하고 있다.

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보편적인 정치
담론 및 정치 담론의 성별 차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견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의 특성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 언론을 통해 소통되는 정치 담론뿐만 아니라 대
중적인 담론이나 극단적 담론까지 포괄하고 있고, 이는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
라 뚜렷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 담론의 성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는데 이는 토픽분석과 의미망 분석 방법을 통해 가능하였다. 남성들은
다양한 ‘공식적’ 정치 이슈를 다루고 또한 이슈들 사이의 연결이 활발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공식적인 정치 이슈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안보,
교육 같은 비공식적인 정치 이슈를 다룸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이슈 유형 사이
의 소통은 남성 커뮤니티의 경우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 담론에
있어 성별 차이의 함의는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상식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은 일상생활, 그리고 여성의 성별
역할과 관련된 비공식적 정치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고 이를 공론화하는 점에
서 정치 영역을 확장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상적 정치담론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임을 증명했다. 또한, 커뮤니티의 성별 성격에 따라 담론의 성격이
달라지며 이는 정치라는 영역에서 성별 정책 요구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연구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법론을 추후에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적용하여 저출산, 통일/안보,
경제 정책(예: 최저 임금, 주택 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성별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연구윤리 문제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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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 공개된 커뮤니티를 추적할 필요가 있고, 추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게시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플
랫폼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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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관한 실험적
실증연구
가. 문제제기
빅데이터와 AI알고리즘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 및 강화한다는 우려가 증대되어왔다.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서
제기한 빅데이터의 긍정적 기여와 동시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FTC의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혀 주었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FTC, 2016). 그리고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개인정
보 보호규정(GDPR)에서 제기한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한 것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향
을 원칙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이원태, 2016). 아울러 알고리즘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도 ACM-FA
T41), FAT-ML, ICML(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차별적 성격에 대한 경험
41) ACM FAT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야의 이슈들을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해 컴퓨
터과학, 법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다양한 학문공동체의 노력을 함께 하기
위해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이 주관하는 학제간 컨퍼
런스임. https://fatconference.org/ (2019년 10월 1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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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논의되었다. 인터넷 검색 알고리즘의 인종차별적
문제가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42). 특히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예측 알고리즘인
COMPAS에 대한 인종차별적 경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알고리즘의 차별 재
생산이라는 논의에 불을 붙였고 법학자, 범죄학자 등 사회과학자 뿐아니라 컴퓨
터공학자, 통계학자 등 데이터과학자와 미디어 저널리스트까지 이 논쟁에 참여
하여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되었다43). 그리고 고용분야에서 직업
광고의 차별적 성격에 대한 경험적 분석44) 등도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차별
재생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AI에 대한 법제
도적 대응에 관한 논의와 관련 컨퍼런스45), 여성 등 사회적 차별에 대한 학술
대회46), 성차별적 성격에 대한 도서의 출판과47), 여성분야의 빅데이터 연구
등에서 소개되면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문유경 외, 2018: 37-68). 이러한
우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측면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성차별을
더욱 은밀하고도 정당하게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아 이것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알고리즘의 성차별적 측면에 국한하여 적용해 본다면, 우선 개
인의 삶에 중요하고 성차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 예를 들어
신용평가, 대출심사, 보험심사, 직원채용, 입학 등의 선별 알고리즘 등에서 성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알고

42) Sweeney,L.(2013: 20-23)는 구글을 비롯한 검색엔진들이 이름을 통해 인종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검색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43) 이 논쟁에 대한 소개는 홍성욱(2018: 16-19)에서 소개하고 있다.
44) Datta, A et al.(2015: 152)는 구글의 직업광고 서비스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
로 매칭서비스를 하는 것을 밝혔다.
45) 이와 관련해서는 이원태(2018)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19년 상반기 학술대회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자료집. http://kaail.or.kr/
?page_id=32&uid=31&mod=document&pageid=1
46) 한겨레, 2019.08.16.
“여성은 감점”하는 인공지능, ‘AI 성차별’은 어떻게 막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5996.html
47) 인공지능의 성차별적 문제를 다룬 책은 번역서로 Nobel(2019)의 ‘구글은 어떻
게 여성을 차별하는가’와 Broussard(2019)의 ‘페미니즘 인공지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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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에서 성적 차별의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문유경 외, 2018:67-6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대한 우려
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여,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한 경각
심을 고취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빅데이터 알
고리즘의 차별 재생산을 제거 내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초보적인 형태에서
나마 모색하고자 한다.

나.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개발과정과 차별의 재생산 가능성
우선 실증적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리즘의 개발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알고리즘의 개발과정은 크게 데이터 수집, 학습데이터셋 구성 그리고 알고리즘
의 개발 등 3단계로 분류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차별의 재생산을 낳을 가능성
이 있는 부분을 논의하기로 한다.

1) 데이터의 수집
먼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시킬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데이터 수집 상의 문제는 크게 데이터의 대표성과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의 문제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의 대표성 문제이다. 표본조사는 조사의 모집단을 설정하고 이를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하여 데이터를 확보
함으로써 조사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에 비해 빅데이터는
이미 존재하거나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재활용한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모집단은 알고리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이다.
그렇다면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는 이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하는 대표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여 이용가능한 데이터는 모집단을 충분히
골고루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가 과도하게 많이
존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즉 과잉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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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이것이 차별을 재생산하는데 기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Crawford(2013: 3)는 보스톤의 도로파손 탐지 애플리케이션인 ‘Street
Bump’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빅데이터가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됨으로써 빈부
격차에 따른 스마트폰 보급률의 차이에 의해 보스톤이라는 지역 전체를 대표
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했다. 대표성은 공간적 지역적 사회집단적 포함범위의
측면도 있지만 시간적 측면도 있다.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이력데이터
(historical data)이다. 즉, 수집하는 수년간의 과거데이터가 향후 적용할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아마존은 과거 10년간의 채용 및 인
사평가데이터를 바탕으로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IT산업에서 남성 직원
이 훨씬 많았던 10년전 데이터와 성차별적 편견이 심했던 과거데이터가 현재
및 향후의 사람에게 적용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는 그 자체로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
터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학습데이터의 구성이 목표 모집단을 대표하
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보정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48).
다음으로 더욱 중요한 것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이미 편견이 내재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간의 행동과 판단에 관한 데이터는 이미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이 내재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알고리즘을 생성하면 이 알고리즘도 편견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채용알고리즘의 경우와 같이 입사 후 성과평가가 좋은 사람
들의 입사 당시의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채용알고리즘을 만드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성과평가가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급자가 백인 남성이 많고 이들이
성별 및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였다면 이미 이 학습데이터에 편견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는 백인 남성에게 유리
한 차별적 채용알고리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개발에 투입되는 학습
데이터는 우선 차별적 편견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편견이 존재한다
면 이를 어떻게 경감 내지 중화시킬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8)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Barocas &
Selbst는 과소대표된 집단에 대해 과잉표집(over-sampling)이 가장 간단하면서
도 비용효율적이라고 추천하고 있다(Barocas & Selbst, 2016:7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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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데이터셋의 구성
수집된 데이터는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학습데이터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개발 전체 기간 및 노력 중 80% 이상을 이 단계에 소요
한다49).
학습데이터셋 구성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목적데이터의 설정
및 라벨링 방법, 설명변수 데이터의 특성화 방법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속성에
대한 대리정보(proxy data)의 생성 등이다.
먼저, 목적데이터의 설정과 라벨링을 살펴보자. 특정한 목적을 위한 알고리
즘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 특정한 목적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이를 어떤 데이
터 변수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차별적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재범 발생
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재범을 어떤 데이터로 정의할 것인지 즉 재범의 범죄
유형을 강도, 절도 같은 강력범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 횡령 등의 화이트
칼라 경제범죄도 포함할 것인지 등의 정의방법에 따라 차별적 편견이 발생한
다. 그리고 재범 발생을 어느 정도 중한 범죄를 범죄발생으로 볼 것인지 즉 범죄
로 라벨링할 것인지도 분석자가 할 의사결정이다.
이를 다시 채용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생각해보자. 고성과자를 업무능력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책임감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 또한 알고리즘 개발
자의 판단이다. 업무능력이란 측면에서는 관리자들은 남녀간 차별이 없이 공정
하게 평가를 하려 하지만, 업무책임감이란 측면에서는 남녀간 차별적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즉,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업무책임감이 약하다고 평가하
는 경향이 기존 평가데이터에 내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과자를 정의
함에 있어 업무책임감 정보로 결정한다면 이 자체가 성차별적 편견을 재생산
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데이터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
여 설정하였는지 라벨링은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는 차별의 재생산에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으로 설명변수의 특성화 과정에서도 알고리즘 개발자의 편견이 들어간
49) Forbes가 인용한 CrowdFlower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데이터 전처리에 적어
도 80%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문유경 외, 2018: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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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그대로 알고리즘에 사용되기도 하지
만 분석목적에 따라 2차 가공을 통해 새로운 특성정보를 생성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명목적인 분류의 의미밖
에 없다. 그러나 주거지의 평균 주택가격이라는 특성정보를 사용하면 이것은
경제적 계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거지의 특성화는 주거지를 통해
경제적 계층지위를 파악하려는 의도와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계층별 어떤 편
견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채용지원자의 이력서에서 출신대학
및 전공 정보를 바탕으로 입학생 수능등급이라는 정보를 결합하여 특성화할
수도 있다. 이는 지원자를 대학입학성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알고리즘을 위한 학습데이터셋을 구성하려면 이러한 변수 특성화 과정
을 거치는데 여기에 분석자의 의도 및 편견이 들어가 차별의 재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분석데이터셋을 구성하였는지 특성화 작업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보호되어야 할 속성 정보들이 대리정
보로 생성되어 활용됨으로써 차별이 재생산될 수 있다. 미국의 고용평등법 등
에 따르면 인종이나 성별 등의 정보는 민감정보로 알고리즘의 개발에 사용하
지 않도록 하고 있다50). 이것을 사용하면 이에 따라 차별이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차별적
속성인 민감정보를 대리정보로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연도별
성별 이름 데이터의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이름과 나이를 알면 그(그녀)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대리정보를 만들어 차별의 재생산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예를 들어 채용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초등학교 어머
니회 회장’, ‘여자대학교 골프동호회 총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성별 및 부모
지위를 파악할 수도 있다. 학습데이터에서 성별 등의 차별적 속성을 제거하더
라도 빅데이터는 다양한 차별적 속성의 대리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차별의
재생산에 활용할 수도 있다.

50) FTC(2016). “Big Data: A Tool for Inclusion or Exclusion?”. p.18. 미국의
고용평등법, 인권법, 신용기회평등법, 공정주택법 등의 법들은 인종, 피부색, 성
별, 종교, 나이, 결혼여부 등의 보호되어야 할 속성정보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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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고리즘 개발
알고리즘이 성차별을 재생산할 가능성은 앞의 두 단계에 대부분 잠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기계학습방법 등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도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최우선 목적은 결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측이
다. 즉, 예측을 통한 현실에서의 업무적 활용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개발은 예
측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양의 데
이터를 투입하고자 하고 최대한 많은 특성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생성
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차별적 속성의 대리정보화도 발생한다.
기계학습방법은 학습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모형화하는데
주력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기계학습방법이 결과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적 현상이 존재하는 학습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정확도만 추구하다 보면 차별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는 정확성 뿐 아니라 차별적 집단
간의 공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은 본 연구의 알고리즘 개발과정에서도 보여줄 것이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실험적 실증연구 : 채용 알고리즘
1) 개발 주제 선정 및 접근방법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기존의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
는 우려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특히 관심이 높다. 신용등급평가, 보험심
사평가, 대출여부평가 등의 경제적 소비활동영역과 직원채용 및 승진 대상 선
정 등의 노동영역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주제들이며 차별
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사람을 분석대
상으로 하여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차별적 우려의 대상이 된다.

108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이 중에서도 특히 보호되어야 할 속성에 의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평
등법을 기반으로 고용에서의 성차별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직원채용에 있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기존의 채용이력 데이터에 존재하는
채용에서의 성차별 편견이 학습되고 이를 활용하면 성차별 편견을 재생산하여
여성은 지속적으로 채용에서 성차별을 받는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우려
가 존재한다(Barocas & Selbst, 2016 :6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성차별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직원채용이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수행
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채용데이터를 수집하여 여기에 성차별적 편견이 존재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이 채용의 성차별을
재생산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채용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용데이터는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기업의 사적 데이터이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인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수집이 곤란하
다. 아울러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양한 개인의 인적 속성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개인정보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데이터이다. 이를 위해
서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개인들에게 정보활용 동의서를 일일이 받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는 정통적인 알고리
즘의 개발방법에 의한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직원채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가상의 입사지원자를 설정하고 채용평
가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생성하여 채용지원자 정보를 만들고
이들에 대한 채용여부가 담긴 채용평가정보는 기업에 채용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평가자를 자발적 실험참가자로 모집하여 수집하는 실험적 조사방법
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방법은 실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직원채용
을 완전히 대표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 설정을 통해 실증적 경험
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실재 기업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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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직원채용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격성 차원의 사람 선별 알
고리즘이 기존의 편견을 재생산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 및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험적 조사방법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이 충분히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2) 연구 설계
가) 연구과제와 실험설계 방안
직원채용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원채용에 있어 성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한다. 추가적으로 채용
에서 부모지위에 대한 차별 특히 모성불이익(motherhood penalty)이 존재하
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는 많이 수행되는 젠더에
의한 고용 감사연구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엄격하지는 않지만 모성
불이익에 대한 감사연구의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성차별적 편견이 존재하는 직원채용데이터를 학습한 채용알고
리즘은 기존의 채용 성차별을 재생산하는지를 파악한다. 이것은 기존의 고용
감사연구를 뛰어넘어 알고리즘에 대한 감사연구의 성격이 있다. 즉, 기존의 감
사연구는 채용의사결정이 채용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해당 기업
및 의사결정자의 사회적 편견에 의한 채용 차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면, 채용
알고리즘에 대한 감사연구는 채용알고리즘을 의사결정자로 보고 이것이 성차
별적 채용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평가한다. 기업이 채용의사결정을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하는 경향이 일반화될수록 고용 감사연구는 점점 알고리즘 감사
연구로 진화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고용 감사
연구의 범위를 뛰어넘어 채용알고리즘에 대한 감사연구의 초보적 형태를 제시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성별이나 부모지위(자녀유무)와 같은 차별적 속성이 제거된 학습데이
터로 만들어진 채용알고리즘은 고용 성차별의 재생산을 완화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한다. 이것은 성별과 같은 보호되어야 할 속성 정보를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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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성별 등의 민감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나아가 성별을 대체
할 수 있는 대리정보의 생성 및 사용도 하지 않도록 권고할 경험적 근거를 얻고
자 한다.
넷째, 빅데이터 알고리즘 개발방법에 따라 차별의 재생산은 상이한지를 파악
한다. 이것은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개발주제에 따라 적합한 개발방법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개발방법별 결과값에 따라 적절한 개발모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고용에 있어 성차별을 확인하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성차별 재생산의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하며 이러한 우
려를 제거 내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리즘 개발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
다. 따라서 실험적 조사방법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실험적 조사
의 목적은 채용의 성차별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지원자의 다른 요소
들은 동등화하고, 처치요소인 성별과 자녀유무만을 차별적으로 구성하여 채용
평가자에게 채용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 따라서, 인적속성을 제외한
다른 요소(학력,경력,수행업무,보유기술)에 의해 다양한 지원자 정보를 생성하
고 이를 동일하게 남성-자녀유, 여성-자녀유, 남성-자녀무, 여성-자녀무 등의
4개 집단에 동일하게 복제하여 이를 평가자들에게 동등하게 분할하여 제공함
으로써 성별(추가적으로 부모지위)차이에 의한 채용에서의 성차별을 확인하고
자 한다.

3) 데이터의 수집
가) 채용데이터의 구성
채용데이터는 크게 지원자 정보와 채용평가 정보로 구성된다. 지원자 정보
는 회사가 요구하는 지원자에 관한 정보로 주로 인적속성정보, 학력정보, 경력
정보, 주요 수행업무정보, 보유기술정보 및 자기소개서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력서 및 지원서 양식이나 자기소개서 양식을 통해 수집되며 회사의 업종
및 업태 채용 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평가자 정보는 회사의 채용평가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채용여부, 업무능력, 창의성, 발전가능성, 업무책임감, 의사소통능력 등으로 구성

Ⅳ.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 111

되지만 이 또한 회사의 채용평가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지원자정보는 가상적으로 연구자가 생성하고 평가정보는 본 연구
가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실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평가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채용상황의 설정
채용상황에서 구인기업은 IT산업의 중견 시스템통합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시스템통합기업은 기업 및 기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업체로 대표적으로 삼성SDS, LGCNS, SK C&C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견 시스템통합업체에서 경력 5년~10년의 시스템개발 프로그래
머를 채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다) 지원자 정보의 생성
본 연구에서 지원자 정보는 인적 정보와 비인적 정보로 나눈다. 우선 비인적
정보는 학력, 회사경력, 참여 프로젝트, 보유기술로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이러
한 비인적 정보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원자의 차별성이 보여지도록 생성하
였다.
학력정보는 평가자들이 구분감을 가지도록 인터넷의 대학 평판정보를 바탕
으로 상위권 대학 10개, 중하위권 대학 20개를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경력회
사정보는 SI업체들의 협회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17년 회원사 정보를 바
탕으로 대기업 11개, 중기업 14개, 소기업 18개를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참여
프로젝트는 선별된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각 회사들이 수행한 프로젝트
를 대상으로 기술난이도 및 회사의 전략적 중요도 측면에서 상/중/하로 구분
하여 각각 20개씩 전체 60개를 구성하였다. 프로젝트의 구성 및 선별은 다수
의 관련 업계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비인적 정보요소가 골고루 구성된 가상지원자 510개를 생성
하였다. 다음은 채용지원자 정보 생성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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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작성

[그림 Ⅳ-1] 채용지원자 정보 생성 예시
인적 정보는 성별, 자녀유무, 연령 3가지로 구성하였다. 성별과 자녀유무에
따라 510개의 지원자를 4개 집단에 복제하여 생성하였고, 연령은 경력 5년에
서 10년 이하에 합당한 나이인 33세에서 39세 까지 무작위로 할당하여 구성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자 정보는 자격 및 능력 측면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4개의 성별-자녀유무별 집단 총 2040개의 지원자 정보를 생성하였
다. 채용지원자 생성데이터의 동등화 구성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Ⅳ-1> 채용지원자 동등화 구성 현황
남성

출신학교

경력회사1

참여프로젝트1

여성

계

자녀있음

자녀없음

자녀있음

자녀없음

상

280

280

280

280

1120

하

230

230

230

230

920

계

510

510

510

510

2040

상

185

185

185

185

740

중

180

180

180

180

720

하

145

145

145

145

580

계

510

510

510

510

2040

상

179

179

179

179

716

증

171

171

171

171

684

하

160

160

160

160

640

계

510

510

510

510

2040

Ⅳ.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 113

남성

보유기술_
프로그래밍언어

보유기술_
데이터베이스

보유기술_
분석툴

여성

계

자녀있음

자녀없음

자녀있음

자녀없음

상

274

274

274

274

1096

중

236

236

236

236

944

계

510

510

510

510

2040

상

44

44

44

44

176

중

449

449

449

449

1796

하

17

17

17

17

68

계

510

510

510

510

2040

상

131

131

131

131

524

중

148

148

148

148

592

하

231

231

231

231

924

계

510

510

510

510

2040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라) 평가자 정보의 수집
먼저 평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평가자는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
하는 자발적 참가자들로서 현재 SI기업에서 직원채용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과 직무를 가진 43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Ⅳ-2> 채용평가자 특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대

분포

구분

분포

남성

34(79)

경영자

8(19)

여성

9(21)

PM

21(49)

계

43(100)

지원부서

7(16)

40대

16(37)

PL

7(16)

50대

27(63)

계

43(100)

계

43(100)

* 괄호안은 구성비(%) 임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직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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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은 채용여부를 포함하여 업무능력, 업무책임감,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채용여부는 꼭 채용할 사람은 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지원자 중 20%를 할당하도록 안내하였다. 나머지 평가항목
에 대해서는 점수별 할당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평가자들이 채용상황에 적합
하게 평가하도록 다음과 같이 평가지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평가정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집하였다. 평가자별로 48명의 지원
자를 할당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원자 자질이 동등화된 4개 집단에서 각
각 무작위로 12명씩 추출하여 총 48명을 할당하였다. 지원자 정보는 엑셀시트
로 제공되었으며 각 지원자 케이스별로 4개의 평가항목 컬럼을 제시하고 평가
점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Ⅳ-3> 채용평가 일러두기
구분

내용

상황

평가자는 중견 SI회사(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부장, 팀장 혹은 PM으로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대기업 SI회사들의 SI사업의 철수
및 조정으로 인해 사업을 확장할수 있는 기회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울
러 모바일, 빅데이터, AI등의 도입에 따른 금융 및 공공부문의 시스템 고도화 사
업기회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SI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와 같
은 중견SI업체의 사업기회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력직 개발자를
충원하여 다가오는 사업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력직 개발
자들이 당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며 이에 평가자 여러분들의 채용평가를 받
고자 합니다.

지원자정보

지원자들의 지원이력서를 바탕으로 평가자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자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원자들은경력 5년에서 10년이하의 프로그램 개발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인적 속성정보: 성별, 연령, 자녀유무(가족관계정보를 통해 추출)
학력정보: 출신대학이름
경력회사: 최근 5년간 다닌 2개의 회사이름(최근경력, 이전경력)
경력회사별 근무개월수: 각 경력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월수로 표시
참여프로젝트: 최근 5년간 참여한 대표적 프로젝트 3개(발주처와 프로젝트 이름
으로 제시)
보유기술: 개발언어,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툴 3개 부분에서 지원자의 기술
수준을 상/중/하로 지원자가 자체평가한 정보

평가요령

평가는 지원자 정보를 참고하여 실제로 당 회사에서 같이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을 가정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목표(신규 SI개
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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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가항목

평가자들이 평가할 항목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1. 채용여부: 가장 중요한 결론적 평가로 해당 지원자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5점: 반드시 채용(20% 즉 반드시 10명 내외)
4점: 추가 채용여력이 있다면 선정 고려할 수 있음(20% 내외)
(3점, 2점, 1점은 평가자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평가할 수 있음.)
3점: 채용이 망설여진다
2점: 가급적 채용 안함
1점: 절대 채용 안함
2. 업무경쟁력: 일을 잘 할 수 있는 경험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
서 5점 척도로 평가(5점이 매우 높음, 1점이 매우 낮음. 배점 비율 없음)
3. 업무책임감: 업무를 책임감있게 완결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5점 척도로
평가(5점이 매우 높음, 1점이 매우 낮음. 배점 비율 없음)
4. 발전가능성: 앞으로 현재의 자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5점
척도로 평가. (5점이 매우 높음, 1점이 매우 낮음. 배점 비율 없음)

출처: 저자 작성

마) 연구과제별 분석방법
위에서 설정한 연구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1: 채용에서의 성차별(Gender Bias)는 존재하는가?
수집된 채용평가데이터를 성별 채용률을 분석하여 비교하고 그 차이가 성편견
에 의한 채용 차별인지를 평가한다.
연구과제 2: 차별적 성편견이 포함된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성차별을 재생산하는가?
다양한 기계학습방법을 통해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알고리즘이 예측
한 채용여부값의 성별 채용률을 원데이터의 성별 채용률과 비교하여 기존의
성차별적 채용을 재생산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과제 3: 성별 등 인적속성정보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고
리즘은 성차별을 완화하는가?
학습데이터에서 성별, 자녀유무 등 인적속성정보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로 동일
하게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것이 예측한 성별 채용률의 변화를 파악하여
성차별적 채용이 완화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과제 4: 알고리즘 개발방법간의 알고리즘 성능은 서로 상이한가?
학습데이터의 실제 채용여부값과 개발된 알고리즘의 예측 채용여부값을 비교

116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한 정오교차표(confusion table) 분석을 통해 개발방법별 채용예측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평가한다.

4) 분석절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2] 분석 및 채용알고리즘 개발 절차
연구과제의 대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데이터의 수집
43명의 평가자들에게 48명의 평가자 정보를 이메일로 배포하여 채용평가정
보를 받아 수집하였다51). 수집된 데이터는 각 항목별 데이터 규칙(즉 채용여부
에서 채용인 5점은 20% 비율을 따를 것, 5점 척도로 평가할 것 등)에 따라 검토
되고 데이터 규칙에 벗어난 것들(채용이 20%를 현격히 벗어난 평가 및 1~5
점의 허용치를 벗어난 것 등)은 재평가 요청을 하고 데이터 확인 등의 검토 및
정제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평가자별 채용평가정보는 하나로 통합
하였다.

나) 분석 데이터셋의 구성 및 기초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구성을 위해 분석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51) 실제로는 42명의 평가자들에게는 48명의 지원자 정보를, 1명의 평가자에게는
24명의 지원자 정보를 발송하였고 그 합이 2,040개이다.

Ⅳ.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 117

범위를 정의하였다. 즉 알고리즘이 목표로 하는 반응변수(혹은 목표변수)는 평가
자가 평가한 항목 중 ‘채용여부’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성별, 자녀유무, 연령 등의 인적 속성 정보와 최종학력,
경력회사, 참여프로젝트, 보유기술 등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개발에 투입되는 설명변수 데이터의 범위를 변화하
여 그 효과를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앞에서 정의된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성하는 것과 성별 및 자녀유무 등의 성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속성정보를 제외하고 학습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반응변수인 ‘채용여부’의 데이터값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하였다.
라벨링은 기계학습에서 목표변수에 대해 분류하고자 하는 범주에 맞게 변형하
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채용여부가 분류하고자 하는 범주값이므로 ‘반드시 채용
한다’는 5점을 채용인 ‘1’로 나머지는 ‘0’으로 라벨링하였다.
설명변수들은 원천데이터(raw data)의 형태로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분석목표에 맞게 특성화 작업(feature engineering)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변수들은 ‘최종학력’, ‘경력회사’, ‘참여프로젝트’ 등이다. 최종학력은
30개 이상의 명목값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대학평판을 바탕으로 상/하로
특성화하고 이를 서열변수화 하였다. 경력회사는 43개의 명목값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사의 직원수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소로 특성화하고 서열변수화 하
였다. 참여프로젝트는 60개의 명목값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세대’, ‘빅데이
터’, ‘분석시스템’ 등이 포함된 것은 ‘상’으로,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 것은
‘하’로 나머지는 ‘중’으로 특성화하고 서열변수화 하였다. 이렇게 특성화 공정
은 분석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주관적 선택이 들어간다. 이것이 데이터에 편견
이 포함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용평가자들이 지원자들
의 이력서를 검토할 때 생각하는 측면을 반영하여 해당 변수들을 특성화하였
다. 그러나, 평가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들이 다를 수 있다. 이를 반영
하기 위해서는 한 변수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 공정
을 통해 복수의 특성변수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상 간단한
특성화 작업을 통해 분석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이상의 데이터 변환과정을 통해 구성된 분석 데이터셋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분석 데이터셋이 완성되면 탐색적 데이터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채용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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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채용여부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표 Ⅳ-4> 채용알고리즘 개발 데이터셋의 구성항목
구분
ID

반응
변수

설명
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평가자ID

채용평가자 ID

지원자ID

채용지원자 ID

채용여부

채용여부 점수(1~5점)

업무능력

업무능력 평가(1~5점)

업무책임감

업무책임감 평가(1~5점)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평가(1~5점)

성별

지원자의 성별(남,여)

자녀유무

자녀유무(있음,없음)

연령

지원자 나이(32~39세)

최종학력

출신대학교

상,하로 서열변수화

최근경력회사

최근 다니는 회사

이전경력회사

이전에 다닌 회사

회사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서열화

최근경력기간

최근경력회사 근무개월 수

이전경력기간

이전경력회사 근무개월 수

비취업기간

지원자의 비취업기간(개월)

참여프로젝트1

참여한 프로젝트 3개중 하나

참여프로젝트2

참여한 프로젝트 3개중 하나

참여프로젝트3

참여한 프로젝트 3개중 하나

개발언어(PL)

프로그래밍 언어 주관적
사용숙련도(상,중,하)

데이터베이스(DB)

데이터베이스 주관적
사용숙련도(상,중,하)

분석툴(tool)

분석프로그램
주관적사용숙련도(상,중,하)

출처: 저자 작성

변환방법 등

5점은 1(채용)
나머지 0(비채용)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
안함
학습데이터에 포함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으로 개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상/중/하로 서열변수화

Ⅳ.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 119

다) 직원채용 알고리즘의 개발
직원채용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학습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데이터셋에서 정의된 반응변수인 채용여부와 모든 설명변수를 대상으로
학습하여 개발한다. 다음으로 자녀유무 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를 학습하
여 개발한다. 다음으로 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를 학습하여 개발한
다. 마지막으로 성별 변수와 자녀유무 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를 대상으
로 개발한다. 당연히 채용여부는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별이나
자녀유무와 같은 차별적 속성변수가 제외됨에 따라 채용알고리즘의 예측값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알고리즘 개발은 결과 라벨값(채용여부)이 있는 지도학습방법으로 개발되며
5개의 이항분류 기계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지도 기계학습 방법 중 널
리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개발하고 이 방법들간의 채용예측결과를 비교
할 것이다. 사용된 방법은 ① 로지스틱회귀(Logistic regression) ② 서포트 벡
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③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④ 부스팅(Boosting) ⑤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이다.
각각의 기계학습 개발방법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로지스틱회귀(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반응변수  가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이항형인 경우
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적 기계학습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반응변수는 채용
여부 이므로,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었을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정의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목표는  개의 설명변수   ⋯   가
주어졌을 때, 반응변수  가 1의 값을 가질 조건부 확률,       을 예측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한다.
        
log      
          

⋯

따라서       는 회귀계수  

 
⋯

 의 값을 자료로부터 학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분류의 규칙은 추정된 확률       의 값이 0.5
이상이면 반응변수  를 1로 그렇지 않으면  으로 분류한다. 회귀계수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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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각 변수의 중요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변수가 분류 규칙
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서포트 벡터 머신(이하 SVM)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이항분류
학습기이다. SVM의 학습을 위해서는 반응변수  를 1 또는 –1의 값을 가진다
가정한다. 자료가 주어졌을 때, 반응변수가 1의 값을 가지는 설명변수  의 관
측치를 양의 집단 (positive class), -1의 값을 가지는 관측치를 음의 집단
(negative class)이라고 하자. 이때 두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boundary)를
   이라고 정의하자. 이때 함수   를 분류함수라 정의하며 SVM은

분류함수  를 자료로부터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분류함수  가 주어졌을 때,
분류 규칙이     이면  는 1로 그렇지 않으면 –1로 예측한다.
분류함수 학습을 위한 SVM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분류 경계
   가 두 집단을 잘 나누고 있을수록, 각 집단과 분류 경계 간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SVM은 분류 경계와 집단 간의 거리를 최대화하도록 분류함수
 를 학습한다. 여기서 분류함수는  에 대해 비선형함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커널(kernl)기법을 활용한다. 커널 기법은 비선형함수의 학습이 매우 효율
적이지만, 모형의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SVM은 예측은 뛰어난 반면,
모형의 해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③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신경망 모형은 생물학적 신경망 구조로부터 착안된 학습 알고리즘으로, 설명
변수와 반응변수 간의 관계를 합성함수의 형태로 모형화한다. 신경망 모형은
설명변수를 나타내는 입력층(input layer), 설명변수의 비선형 변환에 해당하
는 은닉층(hidden layer), 변환된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반응변수에 대한 예측
규칙을 제공하는 출력층(output layer)으로 나뉜다. 각 층들은 여러 개의 노드
(node)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력층의 노드는 설명변수의 개수, 출력층의 개수
는 반응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은닉층의 경우 노드
의 수 뿐만 아니라, 은닉층의 개수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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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과 계산상의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노드와 은닉층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단한 예측 문제에 있어서 은닉 노드의 수를 조정하면 은닉층
이 하나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은닉층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복잡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충분한 양의
정보가 없는 경우 예측력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근 빅데이터의 출현
과 더불어 은닉층의 개수가 3개 이상인 딥러닝(deep learning)이 폭발적인 관
심을 받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크기로는 딥러닝의 적용이 불가능
하다.
신경망 모형의 학습원리는 간단하다. 주어진 자료의 반응변수 값의 거리, 즉
모형 오차를 최소화하는 모형을 학습한다. 하지만 모형학습을 위한 최적화 문
제는 계산이 쉽지 않다. 이는 신경망 모형이 은닉층을 포함하는 복잡한 형태여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전파(back propagation) 기법을 활용한 기울기 강
하(gradient decent)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모형의 적합이 완료되면, 새로운
설명변수값을 적합한 모형에 입력하여 출력된 값을 이용하여 반응값을 예측할
수 있다.

④ 부스팅(Boosting)
부스팅(boosting)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쓰는 앙상블(Ensemble) 기법
의 대표적인 예이다. 앙상블 기법의 원리는 예측력이 약하지만, 학습속도가 빠
른 기본학습기를 반복적으로 학습시켜 그 결과를 결합하여 예측력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아래에 기술할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와는 달리, 부스팅은
동일한 알고리즘의 반복이 아니고, 이전 모형의 결과에 따라 다음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다. 즉, 이전단계의 학습 모형을 통해 잘못 예측된 관측치들을 보다
정확히 학습시키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이는 시험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보다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원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부스팅은 반복이 진행될수록 주어진 자료에 대한 오분류 확률
이 줄어들게 되며 이를 통해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부스팅의 기본학습기로는 나무모형(decision tree)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그루터기(stump) 모형이 가장 널리 활용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반복을 하게
되며, 주어진 자료에만 잘 적합되고, 예측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과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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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반복 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반복
된 학습결과를 결합하기 때문에 모형의 해석이 어려운 방법이다.

⑤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부스팅과 마찬가지로 앙상블 기법들 중 하나이다. 랜덤포레스트 (random
forest)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모형을 기본학습기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무모형은 대표적인 기계학습 모형이지만,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
에 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예측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모형의 불안정성 때문
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이다. 불안정성은 여러
가지 결과를 결합하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나무
모형을 적합하여 그 결과를 합치는 것이다. 이때 하나의 자료에 대해 여러 개
의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기법을 활용한다. 부트스트
랩은 주어진 자료를 복원추출하는 방법으로 현대 통계학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
이다. 부트스트랩을 활용하면 하나의 자료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많은 자료를
재생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자료에 대해 나무모형을 적합하고
그 결과를 결합하는 것이 랜덤포레스트이다.
나무모형과 달리 랜덤포레스트는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변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변수 중요도에 대한 척도를 계산하는 함수
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의 ‘randomForest’ 패키지를 활용하
여 변수 중요도를 계산하였다.
기계학습방법에 의해 개발되는 예측 알고리즘은 학습데이터에 너무 과도하
게 최적화되어 있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학습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적합한 예측값을 도출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
다. 이를 과적합의 문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방법은 학습데
이터를 알고리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훈련데이터(training data)와
이를 검증하는데 사용하는 검사데이터(test data)로 분할하여 과적합의 위험을
회피하여 향후 적용시 문제가 없는 모형을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2-묶음 교차확인(2–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각각 훈련
데이터와 검사데이터로 모델링을 하고 반대로 모델링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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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예측을 하여 2-묶음 교차확인 검증을 통해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2-묶음 교차확인(Cross validation) 검증을 위해 전체 데
이터를 성별과 자녀 유무 변수에 따른 4개의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에서 랜덤
하게 동일한 숫자의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었다.
각각의 기계학습방법들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적용한 파라미터는 다음 표
와 같다. 알고리즘 개발은 빅데이터분석툴 R패키지의 각각의 기계학습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표 Ⅳ-5>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방법별 파라미터 적용값
기계학습방법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SVM)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부스팅(Boosting)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사용 패키지
glm 함수
e1071
neuralnet
adabag
randomForest

파라미터 적용값
이항분류 절단값 0.5*
교차타당성 검증을 통한 조율모수 선택
은닉층 1개, 노드 5개
깊이 10인 나무모형 50개 합침
150개 트리, 변수 5개 선택

주: * 본 연구의 학습데이터의 채용률은 20%로 따라서 절단값을 0.5로 할 것인지 아
니면 이것보다 낮추어 예측채용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한 결과 절단값을 낮
출 경우 에측채용률은 높아졌지만 예측정확률이 떨어졌음. 따라서 절단값을 0.5
로 설정함. 또한 비슷한 예측채용률하에서 다른 알고리즘개발방법과의 비교를 위
해 절단값을 0.5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출처: 저자 작성

라) 알고리즘의 평가
각 개발방법별로 알고리즘이 확정된 후 기존 데이터에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예측값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예측값의 남녀별 분포분석을 통해 채용알고리즘
이 성차별적 채용을 재생산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습데이터의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성차별적 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였다.
최초 수집된 원데이터의 결과값(채용여부)과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예측된
결과값을 비교하는 정오교차표(confusion table)를 작성하여 알고리즘의 예
측성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습데이터의 범위가 변화해감에 따라 알고리즘
의 예측성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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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용알고리즘 예측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채용알고리즘의 개발시 성
차별을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며 어떤 측면에서 알고리
즘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라. 분석결과
1) 채용 성차별의 확인
직원채용에 관한 실험적 평가자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성별
채용여부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적 채용데이터에서 전체 채용률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채용평
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20%를 준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남성의 채용은 전체 1,020명 중 234명이 채용으로 평가되어 채용률은
23%인데 반해, 여성은 전체 1,020명 중 164명이 채용으로 평가되어 채용률
은 1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채용합격률은 기준선인 20%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남성 채용합격자 234명의 70%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고용평등국이 설정한 80%(혹은 4/5) 고용규칙, 즉 ‘인종 성별 등 어떤 인구집
단에 대한 선택 비율이 선택자 내 최고 수혜집단의 80%보다 적은 경우 대체적
으로 적대적 차별로 간주하는’52)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지원자 정보를 동등화하였음에도 이러한 채용률의 차이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적 편견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채용여부에
관한 5점 척도상의 분포를 보면 이러한 편견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다.

52) Uniform Guidelines on Employment Selection Procedures, C.F.R 29.
§1607 4(D)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8-title29-vol4/
xml/CFR-2018-title29-vol4-part1607.xml 2019. 10.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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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성별 채용률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남성

여성

계

채용

234

164

398

비채용

786

856

1642

계

1020

1020

2040

채용률

23%

16%

20%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여성의 경우 5점인 채용으로 평가된 지원자는 남성에 비해 적지만, 4점으로
평가된 지원자는 남성보다 많다. 즉, 남성과 비슷한 경험과 자질을 가진 여성
의 경우 채용 합격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추가 구인기회가 있을 때 고려한다는
4점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용여부 외 다른 평가항목들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원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7> 성별 업무능력 평가 분포
(단위: 명,%)

업무능력

계

1

2

3

4

5

남성

49(54)

162(48)

373(49)

274(49)

162(55)

1020(50)

여성

42(46)

173(52)

387(50)

287(51)

131(45)

1020(50)

계

91(100)

346(100)

760(100)

561(100)

293(100)

2040(100)

* 괄호안은 구성비(%)임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채용지원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5점의 고평가를 받는 남성이 여성
보다 조금 많지만 전체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게 나타나
고 있다.
다음으로 채용지원자들에 대한 업무책임감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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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성별 업무책임감 평가 분포
(단위: 명,%)

업무책임감

계

1

2

3

4

5(채용)

남성

44(48)

96(38)

447(50)

332(52)

101(63)

1020(50)

여성

47(52)

159(62)

442(50)

312(48)

60(37)

1020(50)

계

91(100)

255(100)

889(100)

644(100)

161(100)

2040(100)

* 괄호안은 구성비(%) 임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채용지원자들의 업무책임감에 대한 평가에서 5점의 고평가를 받는 남성은
여성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점 및 1점 등의 저평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나타나 업무책임감 평가에서 성별 차이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원자정보에 업무책임감을 파악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에
도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업무책임감이 낮을 거라는 성편견이 크게 작용한 결과
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성별 업무책임감 평가에서의 차이가 채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채용지원자들에 대한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았다.
<표 Ⅳ-9> 성별 발전가능성 평가 분포
(단위: 명,%)

발전가능성

계

1

2

3

4

5(채용)

남성

58(45)

179(47)

346(47)

310(54)

127(59)

1020(50)

여성

71(55)

203(53)

395(53)

262(46)

89(41)

1020(50)

계

129(100)

382(100)

741(100)

572(100)

216(100)

2040(100)

* 괄호안은 구성비(%) 임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채용지원자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4점 이상의 고평가를 받는 남성
은 여성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점 이하의 저평가에는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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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많이 나타나 발전가능성 평가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채용지원자들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지원자들의
자격이 성별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책임감 및 발전가능성 등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성편견이 결국은 채용여부
라는 최종적인 채용결정에 있어 채용률의 성차별로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항목별 관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5점 척도의 강도에 따른 심층분석 등은 연구가 필요하나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후 연구를 통해 심층분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진 차별적 인적 속성인 부모
지위 즉 자녀유무별 채용여부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녀가 있는 지원
자 중 채용합격 평가를 받은 사람은 206명으로 20%의 채용률을 나타냈으며,
자녀가 없는 지원자는 채용합격자는 192명으로 19%의 채용률을 보여 자녀유
무에 따른 채용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지위는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Ⅳ-10> 자녀유무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자녀 없음

자녀 있음

계

채용

192

206

398

비채용

828

814

1642

계

1020

1020

2040

채용률

19%

20%

20%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자녀유무를 성별 속성과 교차하여 채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
적으로 부모지위는 남성에게는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 아니지만 여성에
게는 불이익을 주는 요인 즉 모성불이익의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은 17%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5%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미하게 모성불이익의 현상이 나타

128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서 SI산업에서 경력직의 경우 모성불이익
현상은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이 21%의 채용
률을 보인 반면 자녀가 있는 사람이 25%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어 남성은 자녀
가 있는 경우 오히려 채용에 있어 혜택을 보는 현상이 존재한다. 즉 부모지위
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Correll과 동료들(Correll et al., 2007: 1315-1317)의 연구에서도 나타
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본 실험적 채용조사에서 모성불이익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자녀유무가 채용의 차별 나아가 채용에서 모성불이익과 같은 성별과 자녀유무
의 교호작용효과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Ⅳ-11> 성별 자녀유무별 채용률 분포
남성

여성

계

채용 여부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채용

107

127

85

79

1642

비채용

403

383

425

431

398

계

510

510

510

510

2040

채용률

21%

25%

17%

15%

20%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기타 다른 설명변수들과 채용여부와의 관계를 탐색적 기초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설명변수로 수집된 지원자들의 최종학력, 경력회사, 참여프로젝트, 보유
기술 등은 채용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분포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채용률의 성별차이는 해당 산업 및 기업에서 채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들
이 생각하는 성편견이 집합적으로 발현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평가
자에 따라 성편견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채용평가데이터에서 평가자
의 특성별로 채용률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전체적인
채용 성차별 현상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석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
만 기타 다른 설명변수들과 채용여부와의 관계를 탐색적 기초분석을 통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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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설명변수로 수집된 지원자들의 최종학력, 경력회사, 참여프로젝트,
보유기술 등은 채용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성평가자가 여성평가자보다 남성지원자를 더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평가하
였고, 채용평가자 연령대별로 50대가 40대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으
로 평가하였고, 직무별로 관리직군인 경영자, PM, 지원부서 평가자들이 실무
담당자인 PL(part leader)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
다.53)

2) 채용 알고리즘의 개발 결과
이상에서 실험적 방법이지만 SI업종에서 경력직 채용에 있어 성차별이 존재
함을 파악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차별적 편견을 담고 있는 학습데이터
로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채용합격자를 고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채용 성차별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정의한 분석데이터셋에서 채용여부 정보와 성별 및 자녀유무를 비롯
한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학습데이터를 대상으로 5가지의 기계학습방법으로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된 채용여부 데이터
를 바탕으로 성별 채용률이 원래의 성차별 편견을 재생산하는지 오히려 강화
하는지 아니면 완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Ⅳ-12> 모든 변수를 사용한 알고리즘의 성별 채용률 분포
(단위: 명)

개발 방법

로지스틱 회귀

채용 여부

남성

여성

계

채용

178

97

275

비채용

842

923

1765

채용률

17%

10%

13%

p-value: 2.14393E-07
SVM

예측정확도: 85%

채용

138

95

233

비채용

882

925

1807

53) 이에 대한 자세한 분포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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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법

채용 여부

남성

여성

계

채용률

14%

9%

11%

p-value: 0.00346

인공신경망

채용

182

95

281

비채용

838

925

1759

채용률

18%

9%

14%

p-value: 2.723E-08

부스팅

예측정확도: 85%

채용

193

114

307

비채용

827

906

1733

채용률

19%

11%

15%

p-value: 1.36578E-06

랜덤 포레스터

예측정확도: 85%

예측정확도: 82%

채용

165

113

278

비채용

855

907

1762

채용률

16%

11%

14%

p-value: 0.00097458

예측정확도: 83%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기계학습방법에 의해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을 적용한 채용률은 11% ~ 15%
이다. 이는 원 데이터의 20%와는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학습데이터에 존재하는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여 이를 모형화하는
데 이에 수용되지 않는 케이스들은 채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데이터보다
채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원데이터에 존재하는 평가자 개인
별 차이 혹은 편견이 제거됨으로써 예측 채용률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채용알고리즘의 예측정확도는 82~8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알고리즘 정확
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예측정확도
는 정분류률로서 전체 케이스 중에서 정을 정으로 오를 오로 분류한 건수의 비
율이다. 따라서 예측정확도는 기본적으로 정오분류의 기본비율(Base Rate)에
영향을 받는다. 본 데이터의 정오분류의 기본비율은 채용률 20%이다. 알고리
즘의 예측정확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리의 원래 연구과제인 채용알고리즘이 성차별적 채용을 재생산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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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로 한다. 채용알고리즘 적용 결과 성별 채용률 차이가 원래의 채용 성
차별을 더 강하게 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데이터에서는 남성
채용률이 23% 여성채용률은 16%이고, 이는 여성 채용합격자가 남성 채용합
격자의 70%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의 알고리즘에서 이것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표현하면 [그림 Ⅳ-2]와 같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3] 모든 변수를 사용한 알고리즘의 성별 채용률 비교
먼저 로지스틱 회귀는 전체 채용률 13%, 남성채용률 17%, 여성 채용률
10%로 나타났고 여성 채용합격자는 남성 채용합격자의 54%로 나타나 원 데
이터의 남성 대비 여성 채용률 70%보다 더 나빠져 채용 성차별이 강화되었다.
SVM은 전체 채용률 11%로, 남성채용률 14%, 여성 채용률 9%로 나타났고
여성 채용합격자는 남성 채용합격자의 69%로 나타나 원 데이터의 남성 대비
여성 채용률 70%과 비슷하여 채용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신경망은 전체 채용률 14%, 남성채용률 18%, 여성 채용률 9%로 나타
났고 여성 채용합격자는 남성 채용합격자의 52%로 나타나 원 데이터의 남성
대비 여성 채용률 70%보다 더 나빠져 채용 성차별을 강화하였다.
부스팅은 전체 채용률 15%, 남성채용률 19%, 여성 채용률 11%로 나타났고
여성 채용합격자는 남성 채용합격자의 59%로 나타나 원 데이터의 남성 대비
여성 채용률 70%보다 더 나빠져 채용 성차별이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전체 채용률 14%, 남성채용률 16%, 여성 채용
률 11%로 나타났고 여성 채용합격자는 남성 채용합격자의 68%로 나타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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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남성 대비 여성 채용률 70%와 비슷하여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에서 채용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단계는 서류전형 단계
로 이를 통해 선별된 지원자는 면접단계로 넘어간다. 위에서 개발된 채용알고
리즘을 이 단계에 적용한다면 소수의 면접대상자를 선별하여 채용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지만, 채용 성차별은 더욱 강화되어 여성의 고용기회는 점점
약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차별적 인적속성을 제거한 채용 알고리즘 결과
성차별 편견을 포함한 학습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은 성차별을 재생산 내
지 강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속성 정보 즉 성별을
제외한 학습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알고리즘이 채용 성차별을 완화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성별 뿐아니라 자녀유무도 차별적 속성으로 보고 이를 제거한
학습데이터의 효과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녀유무를 제거한 학습데
이터로 개발한 알고리즘의 채용 성차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성별 변수를 제거
한 학습데이터, 마지막으로 성별과 자녀유무 모두를 제거한 학습데이터로 개발
한 알고리즘의 채용 성차별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자녀유무를 제거한 알고리즘의 채용 성차별
탐색적 기초분석에서 자녀유무에 따른 채용률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자녀유무 변수를 학습데이터에서 제거한다고 해도 알고리즘의 채용성차별에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녀유무
를 제거한 학습데이터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예측 채용여부를
성별 채용률로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상한 바와 같이 모든 변수를 사용한 알고리즘과 큰 차이
는 없다. 전체 채용률은 11%~15%를 나타내고 있고 기계학습 개발방법별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성별 채용률 또한 모든 변수를 사용했을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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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자녀유무 변수를 제외한 알고리즘의 성별 채용률 분포
(단위: 명)

개발 방법

로지스틱 회귀

채용 여부

남성

여성

계

채용

172

92

264

비채용

848

928

1776

채용률

17%

9%

13%

p-value: 1.88E-07

서포트 백터 머신
(SVM)

채용

139

91

230

비채용

881

929

1810

채용률

14%

9%

11%

p-value: 0.001002

인공신경망

176

98

274

비채용

844

922

1766

채용률

17%

10%

13%

예측정확도: 85%

채용

186

107

293

비채용

834

913

1747

채용률

18%

10%

14%

p-value: 8.47E-07

랜덤 포레스터

예측정확도: 85%

채용

p-value: 5.745E-07

부스팅

예측정확도: 85%

예측정확도: 82%

채용

186

111

297

비채용

834

909

1743

채용률

18%

11%

15%

p-value: 3.40E-06

예측정확도: 82%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나) 성별을 제거한 알고리즘의 채용 성차별
성별 변수를 학습데이터에서 제거한 후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의 성별 채용률
은 다음과 같다.
성별 변수를 제외한 학습데이터 기반의 채용알고리즘을 적용한 전체 채용률
은 12%~16%이다. 이는 원 데이터의 20%와는 비교할 때 낮지만 모든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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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학습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결과(11%~15%)보다는 미미하게 높다.
채용알고리즘의 예측정확도는 81%~8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 변수를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정확도는 같거나 1% 정도 떨어지는 등 변화가
미미하다. 전체적 예측정확도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예측정확도
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후에서 살펴볼 것이다.
성별 변수와 같은 차별을 유발하는 속성변수를 제거하면 알고리즘의 채용예
측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연구과제이다. 이런 측면에
서 이 알고리즘은 원데이터에서의 채용 성차별이 극적으로 제거되어 성별 동
등한 채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원데이터에서는 남성채용률은 23% 여성채
용률은 16%였으나 여기서는 남녀별 채용률이 같거나 1~2%의 채용률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발방법별로 살펴보면 로지스틱 회귀는 전체 채용률 13%, 남성채용
률 13%, 여성 채용률 13%로 동등하게 나타나 집단간 채용률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SVM은 전체 채용률 12%로, 남성채용률 12%, 여성 채용률 13%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채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집단간 채용률이 동등하게 되어 채용 성차별은 제거된 것으로 여겨진다.
인공신경망은 전체 채용률 13%, 남성채용률 13%, 여성 채용률 13%로 나타
나 집단간 채용률차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부스팅은 전체 채용률 16%, 남성채용률 15%, 여성 채용률 17%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 채용자가 더 많이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전체 채용률 15%, 남성채용률 14%, 여성 채용
률 16%로 나타나 여기서도 여성채용자가 더 많이 예측되었다.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측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습데이터에서 성별 속성을 제거하면 채용알고리즘이 예측하
는 채용여부 결과값은 성별로 채용률에 차이가 완전히 제거된 공정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SVM을 포함한 몇몇 방법에서 1-2%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번 훈련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random partition 시켜서 결과를
살펴본다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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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성별 변수를 제외한 알고리즘의 성별 채용률 분포
(단위: 명)

개발 방법

로지스틱 회귀

채용 여부

남성

여성

계

채용

137

136

273

비채용

883

884

1767

채용률

13%

13%

13%

p-value: 1

서포트 백터 머신
(SVM)

예측정확도: 85%

채용

121

129

250

비채용

899

891

1790

채용률

12%

13%

12%

p-value: 0.6365

인공신경망

채용

136

137

273

비채용

884

883

1767

채용률

13%

13%

13%

p-value: 1

부스팅

예측정확도: 85%

채용

150

171

321

비채용

870

849

1719

채용률

15%

17%

16%

p-value: 0.224

랜덤 포레스터

예측정확도: 85%

예측정확도: 81%

채용

138

162

300

비채용

882

858

1740

채용률

14%

16%

15%

p-value: 0.1505

예측정확도: 81%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다) 자녀유무 및 성별을 제거한 알고리즘의 채용 성차별
성별 변수와 자녀유무를 동시에 학습데이터에서 제거한 후 채용알고리즘을
학습했을 때의 성별 채용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유무와 성별 변수를 제외한 학습데이터 기반의 채용알고리즘을 적용한
전체 채용률은 12%~14%이다. 이는 성별만을 제거했을 경우와 비교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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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별로 같거나 다소 낮게 나타난다.
채용알고리즘의 예측정확도는 81%~85%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성별 변수만
을 제거했을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성별 변수와 자녀유무를 동시에 제거하면 성별만을 제거했을 때와 유사하게
원데이터에서의 채용 성차별이 극적으로 제거되어 성별 동등한 채용률을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개발방법(부스팅과 랜덤포레스터)에서 더욱 개선되
어 나타났다. 즉 원데이터에서 남성 체용률은 23% 여성 채용률은 16%였으나
여기서는 남녀별 채용률이 같거나 1%의 채용률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발방법별로 살펴보면 로지스틱 회귀는 전체 채용률 13%, 남성채용
률 13%, 여성 채용률 13%로 동등하게 나타나 집단간 채용률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는 성별만을 제거했을 때와 동일하다.
SVM은 전체 채용률 12%로, 남성채용률 12%, 여성 채용률 12%로 나타나
성별 채용률이 동등해졌다. 성별만을 제거했을 때는 여성채용률이 13%로 오히
려 높았다.
인공신경망은 전체 채용률 13%, 남성채용률 13%, 여성 채용률 13%로 나타
나 집단간 채용률차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는 성별만을 제거했을 때와 동일
하다.
부스팅은 전체 채용률 14%, 남성채용률 13%, 여성 채용률 15%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 채용자가 더 많이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전체 채용률 14%, 남성채용률 14%, 여성 채용
률 14%로 나타나 성별 채용률이 동등해졌다. 성별만을 제거했을 때는 여성채
용률이 16%로 남성보다 오히려 높았다.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측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
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습데이터에서 성별 속성을 제거하면 채용알고리즘이 예측하
는 채용여부 결과값은 성별로 채용률에 차이가 완전히 제거된 공정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에 더하여 자녀유무를 제거하면 모든 개발방법
에서 성별 채용률이 더욱 동등하게 나타난다. 차별적 속성정보를 제거한 학습
데이터로 개발된 알고리즘에서도 전체적인 예측정확도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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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방법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예측정확률 및 성별 채용률 변화 등을
보았을 때 로직스틱 회귀, 인공신경망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순으로 채용알
고리즘 개발에 적합한 개발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에
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수가
작고, 설명변수의 값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부스팅이나 랜덤포레스트 등의 분
석방법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적합한 알고
리즘 개발방법은 일반화될 수 없고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적합한 개발방법은 개발주제의 데이터 성격 및 데이터 규모
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
으로 최종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성차별 편견이 포함된 채용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차별에 영향을 주는 속성 정보인 성별 데이터를 제거하고 알고리즘을 학습
시키는 것이 채용 성차별의 제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또다
른 차별적 속성인 자녀유무도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
<표 Ⅳ-15> 자녀유무, 성별을 제외한 알고리즘의 성별 채용률 분포
(단위: 명)

개발 방법

로지스틱 회귀

채용 여부

남성

여성

계

채용

133

135

268

비채용

887

885

1772

채용률

13%

13%

13%

p-value: 0.9477429

서포트 백터 머신
(SVM)

채용

119

123

242

비채용

901

897

1798

채용률

12%

12%

12%

p-value: 0.8372473

인공신경망

예측정확도: 85%

예측정확도: 84%

채용

131

131

262

비채용

889

889

1778

채용률

13%

13%

13%

p-value: 1

예측정확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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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법

부스팅

채용 여부

남성

여성

계

채용

135

153

288

비채용

885

867

1752

채용률

13%

15%

14%

p-value: 0.2797248

랜덤 포레스터

예측정확도: 81%

채용

140

145

285

비채용

880

875

1755

채용률

14%

14%

14%

p-value: 0.7983718

예측정확도: 81%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4) 채용알고리즘 비교 평가
이상에서 성별이나 자녀유무 같은 차별적 인적 속성정보를 제거한 학습데이
터를 기반으로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채용 성차별의 재생산을 방지하
고 성별로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을 다양한 알고리즘 평가지표를 통해 정확성과 공정성 측면
에서 좀 더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측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한 정오교차표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는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고자 한다.
<표 Ⅳ-16> 예측 정오 교차표
예측

실제

조건부 예측율

채용(양성)

비채용(음성)

채용
(양성)

a
진양성

b
위음성

a/(a+b)
진양성률

비채용
(음성)

c
위양성

d
진음성

d/(c+d)
진음성율
(a+d)/(a+b+c+d)
예측정확률

출처: Berk,R.,2017:4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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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성은 실제로 채용된 사람이 알고리즘에서도 채용되었다고 예측한 경우
에 해당된다. 진음성은 실제로 채용되지 않은 사람이 알고리즘에서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체 케이스에 대해 진양성과 진음성을
더한 것의 비율이 전체적 예측정확률이다. 그런데 이런 예측정확률은 양성률과
음성률의 비율이 불균형할 때 즉, 양성률이 지나치게 낮을 때 문제가 있다. 예
를 들어 본 연구처럼 양성률(채용률)이 20%이면 모든 케이스를 음성으로 예측
했을 때도 전체 예측정확률은 80%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성률이 낮을 때는 전체
예측정확률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위음성은 실제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다고 예측한 경우에 해당한
다.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여성에서 위음성의 케이스가 많으면 여성들은 알고리
즘의 적용의 결과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위양성은 실제로는 채용되지 않
은 사람이 채용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이다. 특정 집단 예를 들어 남성에서
위양성의 케이스가 많으면 남성들은 알고리즘 적용의 결과 혜택을 보는 경우
가 많은 것이다.
이를 지표화한 것이 진양성률과 진음성률이다. 진양성률은 실제 채용건수
(진양성 + 위음성)에서 진양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 반대가 위음성률이다.
즉 진양성률은 실제로 채용된 건수 중에서 예측에서도 채용된 것으로 나온 건
수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기본적으로 기본채용률(Base Rate)에 영향을 받는
다. 여성의 실제 기본채용률은 16%이다. 이것이 작을수록 진양성률은 낮게 나
오기 마련이다. 특정 집단의 진양성률이 낮다는 것은 즉 여성에서 진양성률이
낮다는 것은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인해 채용불합격하는 억울한 지원자가 많다
는 것이다. 진양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것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음성률은 실제 비채용건수(위양성 + 진음성)에서 진음성이 차지하는 비율
이다. 그 반대가 위양성률이다. 즉 진음성률은 실제로 채용 안된 건수 중에서
예측에서도 채용 안된 것으로 나온 건수의 비율이다. 이 비율도 기본적으로 기
본비율(Base Rate)에 영향을 받는다. 남성의 실제 기본채용률은 23%인데 그
러면 비채용률은 77%이다. 이것이 클수록 진음성율은 높게 나오기 마련이다.
특정 집단의 진음성률이 높다는 것은 즉 남성에서 진음성률이 높다는 것은 알
고리즘의 적용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래
는 비채용인데 채용으로 예측되어(진음성율 낮아져)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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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것이 개선되어 높아지면 그러한 경우는 점점 없다는 것이다.
집단별 차별 즉, 성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채용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는 남성
과 여성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개발된 알고리즘이 평가지표상 집단별로 어떻
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파악하면서 젠더 공정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채용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도 앞과 마찬가지로 먼저 모든 변수를 사용한 알
고리즘, 자녀유무를 제거한 알고리즘, 성별을 제거한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자녀
유무와 성별을 모두 제거한 알고리즘 순의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을 성별 집단으로 평가해 보고
자 한다.
<표 Ⅳ-17> 모든 변수 기반 알고리즘의 성별 예측결과 평가
(단위: %)

예측정확률

진음성률

진양성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로지스틱 회귀

84

87

93

96

53

39

서포트 백터 머신
(SVM)

84

86

96

96

45

36

인공신경망

83

88

92

97

53

40

부스팅

80

84

90

93

49

34

랜덤 포레스터

81

85

92

94

44

38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전체적 예측정확률은 여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음성률은 대
부분의 개발방법에서 여성이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낮다. 즉, 이는 남성은
실제로는 채용되지 않은 사람이 채용되는 케이스가 여성보다 많다는 것이다.
남성이 좀 더 혜택을 보고 있다. 진양성률의 경우 모든 개발방법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진
양성률이 훨씬 높다. 즉 남성은 실제로 채용되었는데 알고리즘에서도 채용으로
예측된 비율이 높고 여성은 실제로 채용되었는데 알고리즘에서는 채용으로 예측
된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즉 남성은 알고리즘을 통해 억울하게 탈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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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고 여성은 많다는 것이다.
성별과 자녀유무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바탕으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전체
적으로 남성에게는 다소 유리하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생성하는 알고
리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성격이 원데이터에서의 채용 성차별을
더욱 강화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자녀유무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성
별 집단별로 평가해 보기로 한다.
<표 Ⅳ-18> 자녀유무 제외 기반 알고리즘의 성별 예측결과 평가
(단위: %)

예측정확률

진음성률

진양성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로지스틱 회귀

84

87

93

96

51

37

서포트 백터 머신
(SVM)

84

86

96

96

45

33

인공신경망

83

87

93

96

52

41

부스팅

80

84

90

94

45

34

랜덤 포레스터

79

85

89

94

44

37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여기에서도 예측정확률은 여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진
음성률도 대부분의 개발방법에서 여성이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낮다. 진양
성률의 경우 모든 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
유무 변수의 제거가 진양성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진양성율이 훨씬 높다.
자녀유무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모든 변수
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서 진양성률을 떨어뜨려
알고리즘의 예측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
들도 남성에게는 다소 유리하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생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성별 변수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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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집단별로 평가해 보기로 한다.
<표 Ⅳ-19> 성별 변수 제외 기반 알고리즘의 성별 예측결과 평가
(단위: %)

예측정확률

진음성률

진양성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로지스틱 회귀

83

87

95

94

42

50

서포트 백터 머신
(SVM)

83

86

96

93

40

45

인공신경망

83

87

96

93

44

49

부스팅

80

82

92

89

39

47

랜덤 포레스터

80

83

93

90

35

45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여기서도 전체적 예측정확률은 여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음
성률은 대부분의 개발방법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과 반대의 현상이다. 즉, 이는
여성은 실제로는 채용되지 않은 사람이 채용되는 케이스가 남성보다 조금 많
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최소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양성률의 경우도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과 반
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개발방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진양성률이
훨씬 높다. 극적인 반전이다. 진양성률의 남녀간 차이도 모든 변수를 사용한
알고리즘에서의 진양성률의 남녀 차이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은 실제로 채용되었는데 알고리즘에서도 채용으로 예측된 비율이
높고 남성은 실제로 채용되었는데 알고리즘에서는 채용으로 예측된 비율이 낮
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알고리즘을 통해 억울하게 탈락한 경우가 적고 남성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탈락하는 남성은 개인의 인적 자원의 자질보다 성별 편견
에 의해 채용합격한 사람일 것이다.
성별 변수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원데이
터의 성별 차이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여성에게는 다소 유리하고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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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불리한 결과를 생성하여 남녀간 차별을 완화 및 제거하는 알고리즘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성별과 자녀유무 등 차별적 인적 속성을 제외한 학습데이터를 기반
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성별 집단별로 평가해 보기로 한다.
<표 Ⅳ-20> 성별, 자녀유무 제외 기반 알고리즘의 성별 예측결과 평가
(단위: %)

예측정확률

진음성률

진양성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로지스틱 회귀

83

87

96

94

42

50

서포트 백터 머신
(SVM)

83

85

96

94

39

42

인공신경망

83

87

96

94

41

48

부스팅

80

82

94

90

36

42

랜덤 포레스터

79

83

92

91

33

43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전체적으로 성별 변수만을 제외한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알고리즘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즉 자녀유무 변수를 제외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도 전체적 예측정확률은 여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음
성율은 대부분의 개발방법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진음성율은 성별 변수를 제외한 알고리즘의 결과보다 남녀 똑같이 좀 더
높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양성률의 경우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과 반대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별 변수만을 제외한 알고리즘과 비교하면 진양성률이
여성이 높은 것은 유지되고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 방법을 제외한 다른 개발방
법에서는 진양성률이 떨어지고 있다.
성별과 자녀유무 변수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채용알고리
즘을 성별 변수만을 제외한 것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예측정확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진음성률은 모든 개발방법에서
좀 더 개선되었다. 진양성률은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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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채용알고리즘의 평가결과를 보면 채용알고리즘은 학습데이터의 범위
에서는 성별과 자녀유무 같은 차별적 인적 속성을 제외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발방법 측면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방법을 통해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남녀
간 채용 성차별을 재생산하지 않고 성편견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종합적으로 로직스틱 회귀 개발방법을 대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1> 학습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의 예측결과
(단위: %)

전체 학습데이터

성별,자녀유무 제외
학습데이터

남성

17

13

여성

10

13

남성

84

83

여성

87

87

남성

53

42

여성

39

50

남성

93

96

여성

96

94

예측률
채용률

예측정확률

진양성율

진음성율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채용률은 원데이터에서 남성은 23% 여성 16%였으나, 전체학습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남성 17% 여성 10%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되었으나, 성별 및
자녀유무 변수를 제외한 학습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남성 13%, 여성
13%로 나타나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제거되었다.
학습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예측정확률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그림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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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4] 학습데이터 구성에 따른 예측알고리즘의 평가지표 비교
채용에 대한 진양성률은 전체 학습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남성이 더
높았으나 성별 및 자녀유무 변수 제외 학습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여성
의 진양성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즉 여성에게서 알고리즘이 채용탈락으로 예측
하여 억울한 경우가 남성보다 적게 되었다.
채용에 대한 진음성률은 전체 학습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여성이 더
높았으나 성별 및 자녀유무 변수 제외 학습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남성
의 진음성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즉 남성에게서 알고리즘이 채용으로 잘못 예측
하여 혜택을 볼 경우가 여성보다 적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성차별적 편견을 가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알
고리즘을 만드는 경우, 성차별의 원인이 되는 성별 등의 차별적 속성을 학습데
이터에서 제거하여 알고리즘을 만들면 성차별의 재생산을 완화 내지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54).
차별적 속성 정보를 제외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은 정확도는 미미하게 하락하
거나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현격하게 제거해 주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의 작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측면에서의 큰 이득이 있으므
로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 개발이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알고리즘에
의한 남성 채용률 하락을 성차별 편견에 의해 채용된 남성 건수가 제거된 것으
54) 미국 등에서는 보호되어야할 차별적 속성정보는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속성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정보(proxy data)의
활용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관행이 정립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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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면 남성에서 나타나는 예측오류로서 진양성률의 하락(위음성률의 증대)
은 젠더 공정성을 위해 치러야 할 댓가로 여겨질 수 있다. 차별적 현상이 존재
하는 모든 집단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의 예측지표는 없기 때문이다55). 알고리
즘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상쇄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차별의 내용과 차별받는
집단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고 용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채용알고리즘의 변수별 영향력
알고리즘의 개발 목적은 반응변수를 예측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다. 따라서 알고리즘 개발자들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예측결과가 왜 도출되었는지
에 대한 설명에는 관심이 덜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
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데 더군다나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분야가 자
신의 삶에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즉,
금융, 고용, 입학 등 적격성 판단에 따른 사람의 선별의 영역이 이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EU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서 설명을 요구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에는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
하고 이는 사용되는 데이터의 투명성 뿐아니라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
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알고리즘들이 예측결과가 도출되
는데 작용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 측면에서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에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알고리즘 개발방법들은 변수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White-Box)과
변수의 영향력을 알 수 없고 예측 결과값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Black-box)이
있다. 본 연구의 채용알고리즘에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
여줄 수 있는 화이트박스 개발방법은 로지스틱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이
다56). 이 개발방법을 대상으로 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55) 알고리즘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모든 집단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은 구현할 수
없다는 것과 정확성과 공정성의 상쇄효과에 대한 주장은 Berk, R.(2016:30-33)
와 홍성욱(2018: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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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체 데이터 대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발된 로지스틱 회귀에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술인 ‘분석툴’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별’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채용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 ‘나이’, ‘이전경력기간’. ‘개발언어’, ‘최근경력기간’, ‘최종
학력’, ‘참여프로젝트1’, ‘참여프로젝트2’ 등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영향력의 크기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성별, 학력, 보유기술, 참여프로
젝트 등이 골고루 채용에 큰 영향을 주고 경력회사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
았다.
<표 Ⅳ-22> 전체 학습데이터 기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Z통계량

p-value

유의성

(Intercept)

0.0000

0.0000

-5.9762

2.28E-09

***

성별

0.5090

0.0701

-4.9035

9.41E-07

***

연령

0.8599

0.0290

-4.4802

7.46E-06

***

자녀유무

1.1736

0.1589

1.1825

0.236996

최종학력

1.3278

0.0930

4.0485

5.15E-05

***

최근경력회사

1.2174

0.1048

2.2841

0.022364

*

최근경력기간

1.0873

0.0210

4.3431

1.41E-05

***

이전경력회사

1.0945

0.0924

1.0703

0.284473

이전경력기간

1.0959

0.0226

4.4338

9.26E-06

***

참여프로젝트1

1.5657

0.2285

3.0718

0.002128

**

참여프로젝트2

1.5904

0.2034

3.6274

0.000286

***

56) 물론 다른 개발방법들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들이 있을 수 있다. ACM(전산협회)와 FAT-ML 뿐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
글 등 인공지능 IT기업에서도 설명가능한 AI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랙박스 개발방법들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제한
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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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Z통계량

p-value

유의성

참여프로젝트3

1.6975

0.3019

2.9754

0.002926

**

개발언어

3.0414

0.7756

4.3618

1.29E-05

***

DB

2.1353

0.5370

3.0162

0.002559

**

분석툴

2.0386

0.2869

5.0612

4.17E-07

***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유의성 수준 * .05 **.01 *** .001

다음으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랜덤 포레스트 방법으로 개발된 알고리즘
의 채용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변수 영향도를 해당변수가
제거되었을 때 감소하는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계산한 값(Mean Decrease
Accuracy)으로 영향도의 크기를 파악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5] 전체 학습데이터 기반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별 영향도
여기서는 보유기술과 관련된 변수들인 ‘분석툴’, ‘개발언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고, 채용지원자들이 수행한 참여프로젝트
인 ‘참여프로젝트3’, ‘참여프로젝트1’, ‘참여프로젝트2’ 등이 그 다음으로 영향
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성별은 보유기술과 참여프로젝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유기술과 참여프로젝트의 점수가 높으면 채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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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덜 높을 때는 성별이 중요한 채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 및 자녀변수 등의 차별적 인적 속성정보를 제외한 학습데이
터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을 때 채용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떻게 변하
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방법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3> 성별 및 자녀유무 제외한 학습데이터 기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오즈비

표준오차

Z통계량

p-value

유의성

(Intercept)

0.0000

0.0000

-6.3247

2.54E-10

***

성별

N.A

N.A

N.A

N.A

N.A

자녀유무

N.A

N.A

N.A

N.A

N.A

연령

0.8740

0.0288

-4.0939

4.24E-05

***

최종학력

1.3190

0.0914

3.9953

6.46E-05

***

최근경력회사

1.2135

0.1035

2.2696

0.023234

*

최근경력기간

1.0852

0.0206

4.2985

1.72E-05

***

이전경력회사

1.0937

0.0914

1.0719

0.283752

이전경력기간

1.0938

0.0223

4.3912

1.13E-05

***

참여프로젝트1

1.5461

0.2242

3.0057

0.002649

**

참여프로젝트2

1.5755

0.1998

3.5849

0.000337

***

참여프로젝트3

1.6708

0.2952

2.9052

0.00367

**

개발언어

3.0064

0.7628

4.3384

1.44E-05

***

DB

2.1034

0.5238

2.9861

0.002825

**

분석툴

2.0197

0.2818

5.0375

4.72E-07

***

자료: 본 채용평가 실험조사 데이터
유의성 수준 * .05 **.01 *** .001

영향력이 컸던 성별 변수가 제거되고 나니 보유기술인 ‘분석툴’과 ‘개발언어’
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력기간 및 연령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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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다음으로 참여프로젝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회사의 영향
력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자녀유무 증 차별적 인적 속성을
제거한 후에 경력직 사원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유기술과 참여 프로
젝트 등의 행위자의 획득적 활동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경
력회사는 영향력이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경력직 채용에서는
어떤 회사를 다녔는가보다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별 및 자녀유무 등 차별적 속성을 제거한 학습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발된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서는 이러한 변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6] 성별 및 자녀유무 제외한 학습데이터 기반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별 영향도
랜덤 포레스트 방법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의 변수별 영향도에서는 보유기술
인 ‘분석툴’, ‘개발언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채용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원자들이 수행한 참여프로젝트인 ‘참여프로젝트3’,
‘참여프로젝트1’, ‘참여프로젝트2’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력직 채용에서는 성별을 제외하면 ‘보유기술’과 ‘참여프로젝
트’가 가장 중요한 채용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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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박스 방식의 개발방법은 예측 결과값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즉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예측정
확성, 공정성(차별의 제거), 투명성(설명가능성) 측면에서 차별적 인적속성 정보
를 제거한 학습데이터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방법을 사용하여 채용알고
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소결
본 연구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 및 강화한다는 우려
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재생산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할 대상영역으로 직원
채용알고리즘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적 채용평가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고, 지도 기계학습방법을 통해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산업의 특정 업종에서는 직원채용에서 성차별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한 IT산업의 정보시스템통합서비스업(SI
사업)에서 경력직 개발자의 채용에서는 모든 조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을 여성보다 더 많이 채용하는 성차별적 채용 현상이 존재하였다.
둘째, 이러한 성차별 편견이 내재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
고리즘은 성차별적 채용을 더욱 강화하여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계
학습방법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는 특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성차별적 패턴이 인식되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성차별적 채용데이터에서 성별 및 자녀유무 등 차별적 속성 정보를 제외
한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성차별적 채용을 완전히 제거하고
성별 공평한 채용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을 제외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차등
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성별을 대신할 혹은 성별과 매우 상관
도가 높은 다른 대리변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본 연구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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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모든 투입변수의 조건을 성별로 완전히 동등화한 실험실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른 말로 학습데이터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
및 성별의 대리정보를 제거하면 성별에 따라 공평한 채용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습데이터의 범위의 변화에 따라 채용예측의 정확성 및 성별 집단별
공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모든 데이터를 투입한 알고리즘
과 성별 등 차별적 속성을 제거한 데이터를 투입한 알고리즘을 비교하면 전체
적 예측정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전자의 경우 남성 집단은 진양성률이
높고 여성 집단은 진양성률이 낮았던 반면 후자의 경우 남성 집단의 진양성률
은 낮아졌고 여성 집단은 진양성률이 높아졌다. 즉 성별 데이터가 제외되면서
여성 채용을 더 잘 예측하지만 남성 채용의 예측정확도는 다소 낮아지는 모형
으로 변하게 되었다. 차별적 편견이 존재하는 경우 차별을 받는 집단의 차별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
지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채용알고리즘의 개발방법 측면에서 채용예측의 결과는 약간의 차이
가 있었다. 이는 분석주제, 데이터의 성격 및 크기, 그리고 투입변수의 성격 등
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는 특정한 개발방법이 좋
다던가 개발방법들간에는 큰 차이는 없다는 등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고, 다양
한 알고리즘 개발방법으로 개발하고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개발
모형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여섯째, 채용알고리즘 개발방법에서 로지스틱 회귀방법 등 화이트박스 방식
의 개발방법은 알고리즘 성능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으면서 예측결과값에 영향
을 주는 영향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개발은 다양한 방
법으로 개발하여 예측정확도, 집단별 공정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과 같은 부정
적 우려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고용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고용 감사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
구되고 보고되고 있는 고용 감사방법에 의한 연구를 국내에서도 소규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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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마 한 의의가 있다. 셋째, 알고리즘 특히 적격성 선별 알고리즘에 대해
서는 보호되어야 할 차별적 속성정보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규제되고 있는 성별 등의 차별적 속성정보
를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을 금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넷째, AI시대
에 성차별 등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기 않기 위해 알고리즘 감사연구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확장할 근거를 확보하였다. 채용알고리즘의 성차별에 대
한 감사활동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채용데이터의 측면에서 지원자 정보를 실험실에서 생성함에 따라 실
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자 정보의 내용
이 다소 너무 단순화되었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평가자가
적은 규모로 구성되어 대표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차별의
재생산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알고리즘 방안으로 단순히 성별 변수 등
차별적 속성 정보를 제외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충분한 해결책은 아니
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현실에서 사용되는 채용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채용알고리즘의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업계에서 실
행하고 있는 방법을 충분히 조사하고 반영하여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과제와 연구방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상황의 채용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서류전
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이나,
온라인 직업포털 사업을 운영하면서 구인기업에게 최적의 인력을 추천하기 위
해 채용알고리즘을 개발 운영하는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혹은 워크넷 등을
운영하는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본 연구과제를 발전적으로 확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데이터를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대리정보의 개발에 의한 알고리
즘의 성차별 재생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성별
을 제외한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더라도 이름 및 자기소개서의 텍스트분석
등에 의한 성별의 대리정보 생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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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속성의 대리정보 생성과 이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개발 및 차별 재생산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성차별 편견의 실제 데이터 상황에서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공정
성간의 최적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실제 채용데이터 및 업무수행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채용
의 성차별에 대한 분석 뿐아니라 성별 채용비율에 따른 조직생산성 등에 미치
는 효과 등의 채용의 외부효과에 대한 연구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알게 모르게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의 존재
를 파악하고 이것들이 성차별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감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행
될 필요가 있다.

2.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제언57)
가. 알고리즘의 관점과 부정적 측면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과업이 수행되어야 할 방법에 대해 기술한 추상적
구성물로 과업수행 방법에 대한 논리와 통제방식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프로그램 언어나 물리적 기계(컴퓨터 등)에 종속되
는 것은 아니다(Goffey, 2008:15). 그런데 알고리즘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함
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형식적 규정의 의의는 제한적이다.
알고리즘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단순히 코드나 공식이라기 보다는 숫자

57) 본 장은 문유경 외(2018)의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개선과 발굴
(II)」의 III장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의 성차별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발전시킨
연구이다. 2018년 연구가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하
고 그 방지 대책을 원칙적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면, 본 연구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다. 알고리즘의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 방안을 공정성, 책무
성, 투명성이라는 FAT틀에서 시도되는 구체적 방안과 쟁점들을 소개하고 현실가
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적 노력으로 알고리즘 감사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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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에서 아웃풋에 이르는 단계적 절차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 여러
하위체계들이 연결되며 관찰자로서 여러 의사 결정을 하는 기계와 사람이 개
입한다(Kemper & Kolkman, 2018 : 2). 즉 알고리즘은 논리적 회로나 규칙
의 요소에 부가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통제의 측면이 결
합한 기술관료적 거버넌스 요인을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Montfort, 2012
: 3; Janssen & Kuk, 2016).

나. 알고리즘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 :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
알고리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최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에 있다58). 특히 공통적으로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부정적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공정성(Fairness), 책무성(Accountab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 즉 FAT 접근으로 모아지고 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의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FATML
(FAT for Machine Learning)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알고리즘의 원칙(Principles for Accountable Algorithms)으로 아래의 5개
원칙을 제시한다.
1) 책임성 : 알고리즘 결정 시스템의 부정적인 개인 또는 사회적 영향에 대
해 외부에서 볼 수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그러한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내부 역할을 지정해야 한다. 2) 설명가능성 : 알고리즘 결정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데이터는 최종 사용자와 다른 이해 당
사자에게 비기술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확성 : 알고리즘 및 해
당 데이터 소스 전체에서 오류 및 불확실성의 원인을 식별하고, 기록하여 예상
되는 최악의 영향을 이해하고 완화 절차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4) 감사 가능
58) 유럽연합의 GDPR에서도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필수
적인 대처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다(https://eugdpr.org/the-regulation/). 또한
OECD도 2019년 6월 G20회의에서 채택한 인간중심 CD가 2019년 발표한 인
간중심 AI의 원칙(OECD Principles on AI)을 선언하고 부정적 측면을 방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https://www.fatml.org/resources/principles-foraccountable-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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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자세한 문서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한 API 및 허용되는 사용 약관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확인 또는 비판을 가능하게하는 정보 공개를 통해 관심있
는 타사가 알고리즘의 동작을 조사, 이해 및 검토할 수 있다. 5) 공정성 : 알고
리즘 결정이 상이한 인구학적 특성(예 : 인종, 성별 등)을 비교할 때 차별적이
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는 중요하고 값비싼 실
수(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 사람들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의 재생산 및
심화, 불공정한 거부, 검열 등이 있다. 알고리즘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용하
는 사람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
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알고리즘 책무성이다. 따라서 알고리
즘 책무성은 알고리즘 사용의 결과에 대해 설명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책임에는 물리적 대상에 적용되는 알고리즘과 인간 및 사회적 대상에 적용
되는 알고리즘에 따라 중요시되는 결과와 책임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인간 및 사회적 대상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부정적 결과로 가장 중요시하
는 것이 바로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하는 결과 즉 불공정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성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알고리즘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가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즉 공정성은 알고리즘의 적용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무성의 대상 중 인간 및 사회적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인 공정성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알고리즘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책임을 지기 위해 결과
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 혹은 필수적 행동으로 강조되는 것이 투명성이다. 즉 알고리즘의 투명성
의 확보는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특별히 강조되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FAT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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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7] 연구의 논의틀 FAT
즉, 알고리즘의 인간 사회적 (부정적)영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으로 알고리즘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책무성의 대상인 알고리즘의 결과 중 특
히 차별과 편견의 재생산과 같은 불공정성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특별히 공
정성에 대한 책무가 강조된다. 즉 공정성은 책무성의 영역 중 사회적 알고리즘
에 특별히 강조되는 영역인 것이다. 그리고 투명성은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 혹은 조건으로 특별히 강조된다.
실제에서 세 가지 원칙들이 항상 호혜적이거나 상호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
지 않는다. 완전한 투명성은 종종 공정성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책
무성의 조건에 따라서 투명성의 범위가 제약을 받는다(Ananny & Crawford,
2018; Latt, 2018). 따라서 각 원칙 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을 탐색
하는 작업과 함께 원칙들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매개 요인들을 고려해
야 한다.

다. 공정성･책무성･투명성 세부내용
1) 공정성
가) 알고리즘 공정성의 정의
알고리즘의 공정성이란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차별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Yang & Stoyanovi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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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성은 보호되어야 할 속성에 의한 하위집단간에 부당한 차별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을 정의하
기 위해 불공정의 원인 및 원인에 이르는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성을 둘
러싼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윤리와 가치와도 조화를 이루고, 다차원적인
취약 집단(두 개 이상의 불공정 차원이 결합되어)에 대한 불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Hutchinson & Mitchell. 2019 : 57). 또한 코드 중심
의 기술적 접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형식화를 경계하기 위해 특정 사회적 상
황에 적실한 공정성 관련 행위자와 집단과 이들의 요구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Selbst et al., 2019 : 66).
알고리즘 공정성의 정의에 따라 공정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측정치도 다양하
게 정의될 수 있다. McNamara 외(McNamara et al, 2017: 1)는 공정성 관
련 측정치로 (1)집단 공정성 (2)개인 공정성 (3) 목표정확성(Target Utility)
(4)부정확성 비용(Cost of mistrust) 등을 제시하고 있다. Berk(2017: 13-15)
는 공정성의 측정지표 요소로 (1)전반적 정확도의 동등 (2)통계적 동등성
(Statistical Parity), (3)조건 프로시져 정확성 동등(conditional procedure
accuracy equality) (4) 조건 사용 정확성 동등(conditional use accuracy
equality) (5)취급(처치) 동등성(treatmwnt equality) 등으로 다양한 공정성
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나) 발생 원인과 쟁점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적측면이
있다. 데이터의 잠재적 편향성과 소수 집단의 데이터가 과대표집되거나 과소표
집되어 편향을 일으킨다.
둘째, 알고리즘 개발의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다. 데이터는 사용하기 전에
정제되고 변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적용하는 통계
적 기법 역시 선택적 과정이다(Kilbertus et al., 2017).
셋째, 개발자와 사용자의 의도적 측면 등이 개입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델
의 설계가 마무리되었을 때, 배치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델이 여러 집단에 대해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는 오로지 모델이 의사결정
체계에 배치되었을 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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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데이터에서 편견 가능
성이 있는 속성의 처리 문제이다(Romei & Ruggieri, 2014). 학습데이터로서
편의(bias)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보호되어야 할 속성정보 및 그와 상관관계가
높아 대리 정보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
한가? 그리고 이를 제거하더라도 남아있는 편의가 있는 이력데이터에 대해 편
의를 경감 및 제거하는 데이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정당한가? 보호되
어야 할 속성데이터는 반드시 수집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아야만 하는가? 아니
면 공정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와 같은 쟁점이 남아있다.
둘째, 알고리즘 개발에서 모형의 정확성과 공정성 간의 상호충돌성을 어떻
게 조정할 것인가의 쟁점이다. 이는 공정성 측정 매트릭스에서 어떤 측면의 공
정성 확보가 중요한가라는 문제와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정확성과 공정성 측면
의 다양한 매트릭스를 모두 만족하는 알고리즘은 없다. 지표간 상쇄효과
(trade-off effect)가 있기 때문이다(Kleinberg, et al., 2016).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공정성 지표가 중요한가의 쟁점이
남게 된다.
셋째, 공정성 평가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충돌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
는가? 차별받는 보호되어야 할 집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리즘
개발에는 보호되어야 할 속성정보(성별, 인종, 장애 등)가 포함되어서는 안된
다. 그러나 알고리즘 결과를 공정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이러한 인적속성 정보가 필요하다.

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
공정성 문제의 해결의 방향은 첫째,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간의 상호
충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는 알고리즘 개발에는 사용하지 않고, 믿을 만한 기관
에 제공되어 알고리즘 공정성평가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확성과 공정성의 상쇄효과는 알고리즘의 적용 영역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최적화되어야 한다. 정확성만을 강조한다면 편견이 심한 학습데이터
에서는 민감정보가 정확도를 많이 높여주는데 그러면 편견에 의한 차별이 재
생산된다. 공정성만을 강조한다면 정확도가 떨어져 알고리즘 예측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나아가 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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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유인이 매우 강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 심하여 이를
개선해야 할 사회적 맥락 혹은 개발 목적이 있다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더라
도 보호되어야 할 집단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
할 수 있다
셋째, 공정성 평가를 위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알고리즘 개발자 측면에서
는 알고리즘의 정확도 및 효율성이 가장 강하게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는 공정
성과 충돌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공정성 평가는 개발자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된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도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채용알고리즘이
개발된 후 예측결과를 다양한 공정성 지표를 통해 성별 집단별로 비교함으로
써 성별 공정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차별적 인적속성 정보를 알고리즘 투입
변수에서 제거하여 채용의 성차별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며 이는 정
확도가 다소 낮더라도 공정성이 확보된 알고리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학습데이터에서는 차별의 원인이 되는 차별적 인적속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데이터는 차별적 속성의 하위집단별 동등화를 확보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난 후에는 차별적 속성의 하위집단별로 예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 집단별 동등화 차원의 공정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첫걸음이 중요하다.

2) 책무성
가) 알고리즘 책무성의 정의
알고리즘과 그 응용시스템의 책무성은 그 시스템의 설계자와 개발자로부터
시작한다(Diakopoulos, 2016: 1). 결국, 설계자와 관리자는 알고리즘 시스템
이 관련 이해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결과 내지 영향에 책임을 가진다. 의도하
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알고리즘 책무성에 대응할 때 매우 중
요한 조건이다. 보통, 고참 관리자는 그들의 사업이 의존하는 알고리즘과 관련
된 의사결정에 내재된 사업적 위험에 대해 잘 모른다. 반대로, 알고리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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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들 사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
그 결과 나중에 그들이 책임져야 할 사업에 유해한 기대하지 않은 위험이 남게
되어 책무성에 허점이 생긴다. 알고리즘 개발자나 전달자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알고리즘에 있어 책무성이란 결국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알고리즘 책무성은 알고리즘 투명성과 일맥
상통하는 개념으로 알고리즘은 편향적이고 배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 책무성
은 알고리즘 개발자와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공적 가치에 의해 스스
로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원태, 2016).

나) 발생 원인과 쟁점
책무성 논의는 Nissenbaum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책무성의 어려움 논의에
서 유래한다(Nissenbaum, 1996). 20년전 Nissenbaum(1996:25-42)은 컴
퓨터화된 사회에서의 책무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책무
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는 1)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때문에 책임 귀속의 주
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문제(problem of many hands) 2) 프로그램 자체에
내재된 버그 등 오류의 문제(problem of bugs) 3) 인간보다 컴퓨터 탓으로
돌리는 문제(blaming the computer) 4) 소프트웨어 책임감을 갖지 않는 소
프트웨어 사용자(소유자)의 문제(software ownership without liability) 등
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오늘날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증가로 인해서
책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빅데이터에 의한 기계학
습 인공지능 등으로 설명불가능한 의사결정 측면이 더 부가됨으로써 결과에
대한 예측과 책임을 가지기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투명성은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지만 투명성은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수단이라는 것에 넓은 동의가
있다. 알고리즘 책무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법적 문제(영업보호법, 지적재산권 등의 논쟁), 현실적 가능성(기술적
복잡성) 등의 이유로 아직 광범위한 동의는 없다.
책무성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시도가 많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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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은 뒤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투명성이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지만
투명성이 책무성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
는가의 책임의 소재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의 당사자가 불분명하다. 경영자인
가? 시스템 개발자인가? 시스템 운영자인가?
이에 대한 몇 가지 현실적 대안은 알고리즘 생애주기별 책임자를 분명히 정
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책임자의 역할과 활동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의 한
계 문제가 있다. 책임 한계의 설정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여기에는 단계별 활동의무 및
활동결과에 대한 준칙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적절한 주기의 정기적 결과
평가로 책임의 정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책무성의 문제는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투명성 이외에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계획과 개발, 활용,
폐기 등 알고리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다) 책무성 확보를 해결 방안
먼저 책무성 담보를 위한 알고리즘 거버넌스 체계는 아니더라도 책무성 기
반의 알고리즘 설계(책무성을 담보하는 알고리즘 설계)는 필요하다. 즉 알고리
즘의 개발목적과 활용 용도를 평가하고 이에 걸맞는 알고리즘이 개발되는가?
개발방법의 적절성, 개발 후 적용시 발생될 부정적 결과(즉 성차별 등) 및 의도
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적절한 대처방안 도출 및 반
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영분야에서의 위험관리방안(Risk Management)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 분야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위험회피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검토 위원회에는 알고리즘 개발자 뿐 아니라 해당 주제영역의 분야전문
가들이 참여하여 잠재적 부정적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책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감사체계를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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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책무성 뿐 아니라 공정성 검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도 알고리즘 감사제도의 실행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실행수단으로서 알고
리즘 외부감사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책무성 기반 설계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채용알고리즘에
대해 적용하면 첫째, 채용알고리즘의 개발 목적과 활용 용도에 대한 정의를 명
확히 하였는지에 대하여 채용알고리즘은 성차별적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
이 성차별을 재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둘째, 개발
방식은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학습데이터의 구성은 실험적 목적으로 적절하
게 동등화되었고, 개발방법은 기계학습방법별 비교를 위해 5가지 방법으로 개
발되어 평가되었다. 셋째, 개발 후 적용 시 발생될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발 후 실제로 채용과정에 선별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 상에 부정적 사항은 최종학력이 사회적 평판에 따라 등급화됨에
따라 부당하게 평가절하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경력회사가 직원규모로
서열화됨에 따라 부당하게 평가절하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참여프로젝
트가 특정한 전략적 사업목적에 의해 서열화됨으로써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전문화된 인력이 부당하게 평가절하될 수 있다. 넷째, 알고리즘 활용시 모
니터링 및 감사체계는 정립하였는지에 대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은 업무에 활용
할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감사체계는 정립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알고리즘을 정의함
으로써 최소한의 알고리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투명성
가) 알고리즘 투명성의 정의
투명성은 서비스 추론, 민감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관리 방식, 그리고 시스
템이 사용자 몰래 획득하는 지식의 가능한 결과에 대한 상세정보에 대한 것이
다(Ananny & Crawford, 2018). Diakopoulous & Koliska(Diakopoulous
& Koliska, 2016)는 알고리즘 투명성을 ‘이해 집단이 감독, 비평, 개입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블
랙박스적 특성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내부 작동방식에 대해 지식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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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독점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투명성이 반드시 공정성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합한 투명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 내의 여러 단계들이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공
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투명성이 설계자와 개발자를 비롯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를 가져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명성이 공정성과 같은 긍정적 결과로 연결되기 위한
여러 매개 조건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투명성의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투명성의 효과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는가의 투
명성의 내용과 함께 투명성을 둘러싼 조건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
는다. 투명성이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후가 아니라 적기에 실시
되어야 한다. 일이 발생한 후에 투명성으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대중의 냉소주의나 신뢰의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명성은 자칫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고 공개된 결과의 판단을 개인에 떠넘기는 신자
유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나) 발생 원인과 쟁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원인들은 무엇일까?
첫째,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제약으로 정보의 투명성 확보
제약을 들 수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으로 법적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은 정보 공개의 내용과 방법에서 심각한 제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지식의 복잡성. 알고리즘 개발과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지 않고 문서화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개발방
법이 블랙박스 방식으로 개발되어 실제로 개발과정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점도
이유의 하나다. 정부의 빅데이터 예측 알고리즘을 검토한 결과, 알고리즘 활용
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알고리즘 절차에 대한 적절한 기록과 실무 방식이 존재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Brauneis & Goodman 2018).
셋째, 지식의 독점성, 지적재산권, 영업비밀보호 등으로 지식과 정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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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꺼린다. 각종 예외규정이나 기억계약 각서 등을 사유로 정보접근권의 심각
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개발자가 영업비밀 보호를 근거로 알고리즘 개발 과정
및 실제 적용에 관해 공개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사례들이 많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쟁점을 우선 살펴본다.
민감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성 문제가 발생한
다. 투입변수 및 원데이터의 특성화(featuring) 처리방식, 알고리즘 개발방식
등에 대해 영업비밀보호(지적재산권)와 충돌성 문제가 발생한다.
알고리즘 투명성 측면, 혹은 설명가능성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개발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또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보호와 충돌한
다. 설명가능성 차원에서 알고리즘 예측결과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것은 화이트박스 개발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개발방식의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더 선호되는 경향이 강하다.
알고리즘 투명성의 확인 가능한 범위에 대한 논쟁 역시 존재한다. 또한 알고
리즘 투명성 의무를 실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음 한계를 지닌다. 크게 이러한
한계는 (1) 상업적 데이터로서 접근의 어려움 (2) 시스템의 복잡성 (3) 산출값
역추정의 어려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Friedrich & Zanker(Friedrich, & Zanker, 2011)는 추천시스템의 설명
방식을 화이트박스(White-box)와 블랙박스(Black-box)로 구분하고 화이트박
스 설명방식은 알고리즘 구동방식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블랙박스 방식은
관련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설명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
우선 개인정보보호와 충돌성 문제는 데이터 투명성을 위해 모든 이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아니라 신뢰성을 획득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데이터 접
근권을 주어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개인정보 비식별
화 인증기관을 통해 데이터연계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영업비밀보호와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FAT 평가대상을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을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적 책임성을 바
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할만한 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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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고, 알고리즘의 개발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개발된 것이라면 계약서상
에 개발과정의 문서화와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한 계약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명가능성 측면의 블랙박스화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개발 설계시 화
이트박스 방식과 블랙박스 방식을 동시 개발하여 비교하도록 하고 정확성이
투명성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면 화이트박스 방식을 선택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블랙박스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알고리즘 팁스(algorithm tips)를 들 수 있다
(http://algorithmtips.org/). 미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이 알고리즘
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증가하면서 알고리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고 이러한 판단 하에 알고리즘 팁스를 발표하였다. 알고리즘 팁스에 따라, 현
재 미국 정부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 결정 알고리즘을
홈페이지(algorithmtips.org)에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목록에는 (1) 알고
리즘 이름, (2) 간략한 설명, (3) 중요한 이유, (4) 주제와 영역, (5) 정부 수준
(연방 혹은 주), (6) 기관명, (7) 개발형태(위탁이나 계약, 혹은 자체 개발), (8)
개발자, (9) 개발년도, (10) 활용 단계(활발, 중간, 잠재적), (11) 수행 방법(소
프트웨어 활용여부), (12) 링크 주소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알고리
즘을 조사, 감사 또는 비판하는 저널리즘 사례,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리소스
및 미국의 정보 자유(FOI) 요청을 사용하여 자세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에서 밝혀낸 알고리즘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투명성과 알고리
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채용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 투명성을 위해 알고리즘의 학습데이터에 사용한 데이터와 이것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표 Ⅳ-4 채용알고리즘의 개발 데이터셋의 구성항목). 그리
고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공을 위해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된 기계학습방법과
각 방법별 파라미터 조정값을 제시하였다(표 Ⅳ-5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방
법별 파라미터 적용값). 그리고 어떻게 알고리즘의 예측결과값의 설명력을 제공
하기 위해 모든 방법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로지스틱 회귀와 랜덤 포레스터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Ⅳ-23 성별 및 자녀유무 제외
한 학습데이터 기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와 변수별 영향도(그림 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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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자녀유무 제외한 학습데이터 기반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별 영향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알고리즘 감사
알고리즘의 책무성, 공정성, 투명성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감사의 필요성들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알고리즘 감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알고리즘 감사 방안과
보다 제도화된 방식으로 제 3기관을 활용한 감사 방안을 차례로 소개하도록
한다.
먼저 인터넷 플랫폼에 적용한 알고리즘 감사(Sandvig et al., 2014 9-16)
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코드 감사. 2) 제한된 범위의 사용자 감사.
3) 긁어내기 감사. 4) 가짜 계정을 이용한 감사. 5) 클라우드 소싱 및 협업 감사
이다.
첫째, 코드 감사이다. 일종의 ‘투명성” 모델로서 알고리즘 모델의 공개를 전
제한다. 예를 들면 일부 항공 예약 시스템 알고리즘은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
하다. 알고리즘 관련 문제를 우려하는 경우, 문제 삼는 해당 알고리즘 사본만
을 공개하여 연구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의 공개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자의 알고리즘을 가치있는 지적 재산으로 보기에 거래
비밀 보호를 통해 이를 숨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되지 않는 한, 플랫폼
운영과 실질적으로 관련성 있는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알고리즘 개방 범위를 제3의 전문가에만 한정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겠
지만, 이 경우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
다. 물론 알고리즘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의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전개
양상을 확인하는 방안은 부분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범위의 사용자 감사이다.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
서만 유저가 플랫폼에서 진행한 작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용
자의 동의 하에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진행한 작업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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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대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그 자체
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사회과학적 설문조사 방법을 응용하여 사용자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침해 행위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하지만, 어떠한 외부
변인 통제도 가해지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과적 추론을 기대하기란 어렵
다. 또한 표본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가 보고 형식의 설문
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한다. 물론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방식으
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들의 눈에 띄는 감사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건강이나 금융거래와 같이 사안에 대
해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에
관한 감사에 이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긁어내기(Scraping) 감사이다. 긁어내기 감사에서는, 플랫폼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연구하는 방식이다. The Atlantic 기
자가 지속적으로 Netflix 파일 주소에 대해 문의한 끝에 2014년 넷플릭스 추
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장르의 수를 알아낸 것과 같이 단순한 방식이다.
연구진과 플랫폼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요청이라 할
지라도 결국 플랫폼 운영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플랫폼의 규정 사항이나 법적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사용 규정에는 정보의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다운로드의 자동화를 금지
한다. 사용자 약정 또한 큰 문제이다. 물론 사용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거
나 계약의 지위를 갖고 있진 않지만,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약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며, 그에 따라 이 방식으로 감사한 결과물을 출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긁어내기 방식을 통해서는 어떠한 통제도 가해지지 않
았다는 면에서 앞서 언급했던 두 번째 방식과 마찬가로 인과추론이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상 개방된 정보에 대한 수사에 대해 효과
적일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가짜 계정을 이용한 감사이다. 가짜 계정을 이용한 감사는 전형적인
감사 방식이지만, 테스터로 사람 대신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환경 통제나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만 이 감사 방식 역시 문제점을 띄고 있다. 우선, 속이는 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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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여 플랫폼에 입력해서 플랫폼이 해당 계정일
실제 유저와 구분하지 못하게끔 한다. 가짜 계정으로 인한 알고리즘의 오작동,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법적 문제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감사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서비스의 감사에 대해서도 유용성이 있다. 관건은 알
고리즘 제공자가 PR이나 신뢰를 얻는 목적으로 이러한 가짜 계정 감사에 얼마
나 동의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소싱 감사 및 협업 감사(Crowdsourced Audit,
Collaborative Audit)이다. 이 방식에서는 테스터가 실제 사람이다. 앞 서 감
사 연구에서 단순히 테스터를 고용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과 차이를 보여주며, 서비스 약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
실상 속임수도 필요 없다. 이미 서비스를 사용 중인 유저에게 소규모 금액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특정 검색을 하도록 한 뒤 그 기록을 저장하고 연구진
에게 보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정해진 검색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다. 비록 앞선 네 가지 방식도 특정 상황에서 각각
효용이 있지만, 이 방식이 가장 실용성이 높고 향후 미래 연구에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저자들의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다섯 가지 감사 방안 가운데
클라우드소싱 감사 및 협업감사는 법적 측면이나 감사 내용의 효과성에서 가
장 유망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클라우드소싱이 현실에서 주요 감사 방
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요구된다. 클라우드소싱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능력을 지닌 참여자 규모,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 협업적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공유 문화의 조성도 필수적이다. 감사를 주
도적으로 수행할 행위자나 기관의 명확해야 하며 이들과 알고리즘을 채용하기
공적 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즉, 도입 초기의 감사 연구가 주로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들추어 내는데 목적
을 둔 소극적 감사를 의미했다면, 알고리즘의 활용 범위가 커지고 더 많은 사
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이용자가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를 얻거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평가하는 적극적 절차로서의 공적 의의를 지니는 방식으로 새롭
게 규정되어야 필요성을 제기한다.

170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한편 Veale & Binns(Veale & Binns, 2017:5-8)는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신뢰할만한 외부기관에 의한 공정성 감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감사 방안은 외부기관인 제3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함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
먼저 제3기관의 역할에 따라서 감사 모델은 크게 두 개의 접근 방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방안에서 제3기관은 차별 효과에 관한 사후 감사를 수행한다. 여기서
제3기관의 역할은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밝혀내는 것이다. 제3기
관 활동의 이점은 민감한 속성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기록은 잠재적
인 비민감 속성이 아니라 민감 속성과 식별자만 포함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적다. 자료 자체는 민감하지만 다른 자료 유형이 없기 때문에 개
인을 식별하기 어렵다. 제1당사자 기관의 입장에서도 자신들 모델의 기밀을 지
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접근의 한계는 제1당사자 기관에 모델의 차별 효
과의 증거만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차별 효과만을 밝혀내는데
그쳤지만 제3기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사자 기관이 모델을 검색하고 전환하는
데 필요한 부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접근은 제3기관이 사전에 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제3기
관은 학습데이터에 사용한 보호 속성과 기타 특성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제3기관이 보다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닌
다. 모델 결과에서 차별효과를 탐지하고, 차별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모델임을 확증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에는 몇 가지 대안들이 있다. 제3기관이 자료를 사전에 소
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제1당사자 기관이 처리하기 이전에 익명성을 유지
하면서 여러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여 편견을 없애는 방식이다. 이 모델의 이점
은 당사자 기관은 학습데이터의 편견을 학습하는 위험성 없이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일단 데이터가 삭제된 이후에는 제3기관의 개입
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3기관이 민감한 자료와 잠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함께 공통의 프레임에 넣어서 요약 정보를 산출하는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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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3기관이 산출한 정보는 모델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예상해 준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이 지식을 활용하여 특정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접근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자료가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누가 제 3기관이 될 수 있는가? 위에서 열거한 접근방법에 따라서
제 3기관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만일 사전 차별완화의 모델을 적용한다
면 보다 많은 자료 수집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조직이
요구되며, 능력있는 시민사회 조직 등과 협력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컨설
턴트나 회계 사무실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알
고리즘 감사 모델의 선택에는 알고리즘의 특성, 자료의 확보와 풍부성, 감사문화
의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감사 방안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감사 기관의 성격과 역할
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같은 감사
방안이 제도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의 제안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한다면, 알고리즘 감사방법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논의로
시급히 발전되어야 한다.

출처: Veale, M. and Binns, R.,2017: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Ⅳ-8] 제3기관에 의한 채용알고리즘 감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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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앞서 분석한 채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토를 위해서 제3자 알
고리즘 감사방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러한 제3자
위탁 알고리즘 감사방안을 채용알고리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채용알고리
즘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3자 위
탁 알고리즘 감사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즉, 각 기업에서 성별 등의 차별적
속성정보를 제외한 학습데이터로 채용알고리즘을 만들고 난 후, 알고리즘 감사
를 받고자 하면 (잠재적)채용지원자들은 개발기업에는 학습데이터가 원하는 정
보를 제공하고 제3의 위탁 감사기관에는 민감정보를 제공한다. 위탁 감사기관
은 해당 식별자로 건별로 알고리즘의 예측값 조회요청을 하고 개발기업은 이
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집된 예측값들을 성별 등의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여 알
고리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에 대한 적격성 판
단을 위한 모든 알고리즘에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로 이를 통해
공정성을 검증받은 기업들의 평판을 높여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마.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FAT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와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상황은 아직 해외
논의를 소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의 개발에 치중
하는 가운데 알고리즘에 대한 FAT 측면의 구체적인 연구와 시도는 아직 활발
하지 않다.
알고리즘의 성차별 문제도 해외의 사례 소개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
는 우리도 개발을 계획하거나 완료되어 운영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현재 운영
중인 알고리즘에 대해 성차별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감사하
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알
고리즘 개발의 학습데이터에는 성별정보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이것만이라도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알고리즘 공정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성별 과소 혹은 과다 표집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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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주로 임상 실험의 의료 빅데이터에서 남녀의 성비 불균등으로 결국 여성
의 생활 여건이나 생리적 특성을 간과한 채, 신약 등이 개발되는 의약품의
성별 편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 공정성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와 함께 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람에도 원인이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알고리즘의 성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타 업종에 비해서 알고리즘 관련 과학 기술 업종의 성비 불
균형이 심각하며 의사결정 구조의 위에 이를수록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들 업
종에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최근 여성의 알고리즘 연구자
모임이 결성되어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적 시도60)는 우리에
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FAT원칙이
정착되기 위해 몇 가지 현실적 방안을 일반적인 알고리즘 모니터링의 관점에
서 제안하기로 한다.
먼저 알고리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기획, 개발, 적용의 단계별로 관련 사항을 심의 논의하는 체계의
확립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기획 개발 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개발 기획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알고리즘
책무성을 담보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알고리즘 발의자(고위관
리자) 알고리즘개발자, 관련 영역전문가(Domain expertise) 등으로 구성한다.
알고리즘 개발 시 알고리즘 품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알고리즘 품질검
사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실행되는 품질검사활동처럼 이 활동내용에 알
고리즘 개발 과정, 관련 정보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감독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59) https://www.womeningh.org/single-post/2019/09/11/Gender-bias-in
-Health-AI---prejudicing-health-outcomes-or-getting-it-right
60) 2018년에 여성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연구자 학회가 결성되어 올해까지 두차례
국제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2018 ACM/IEE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Gender Equality in Software Engineering. GE 2018). 학회에서 다룬 주
제는 성별 다양성, 알고리즘 영역별 젠더 격차, 젠더 평등을 위한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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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및 설계 시 약속한 사항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알고리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해 어디까지
정보공개할 것인지를 설정하여 공표토록 한다. 알고리즘 공정성 외부 감사 또
한 신뢰할 제3의 기관을 통해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감사받고 준공
계를 획득하도록 한다.
알고리즘 운영과정에서 정기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즉, 개발 후 상용화가 된
다면 데이터의 변화 및 지속적 갱신에 따른 공정성의 변화 등을 점검하는 정기
알고리즘 감사 등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관련 전문가의 확보 등이 과제이다. 그러나 이미 현실이 되어있는 알고리즘
의 사회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알고리즘의 윤리성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 그리고 감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 공개 등을 공적 영역에서 선도해야 한다면,
국가 및 지방정부 즉, 서울시 등의 대도시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61)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시민에게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특정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알고리즘
FAT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의 관점에서 특히 관련이
있는 알고리즘을 우선 선정하고 그 알고리즘의 성별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알고리즘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술적으로는 알고리즘 FAT에 관한 지속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에
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며 특히 협업적 연구체계를 구성해
야 한다. 컴퓨터과학자, 통계학자, 알고리즘 기획 및 평가자, 분야별 전문가 등
의 협업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 과학자와 통계학자들은 알고리즘 개발
및 관련 기술개발에 모두 전념하고, 알고리즘 기획 및 평가자는 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용 기획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은 알고리즘 개발에는 무관심한 경향
이 있다. 여기에는 특히 지식장벽에 더하여경험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지적 상호침투를 통해 알고리즘 FAT 평가라는 협업적 체계를
61) 지자체 단위에서 입법화를 통한 알고리즘 제정 사례로는 2018년 시행된 뉴욕시
의 “알고리즘 설명책임 법안”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오요한･홍석욱 201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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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장기간의 알고리즘 FAT평가를 위한 프로젝트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적 상호침투를 통한 협업적 지식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기간과 지적 상호침투기간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FAT평가를 위해서도 체계
적이고 협업적인 프로젝트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할만한 제3의 외부감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감사를 위
해서 해결해야 하는 법적 문제가 있지만, 감사권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
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감사기
관의 도입은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의 성차별에
대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감사기관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차별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신뢰 확보와 연계
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를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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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과 목적
국내외적으로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공부문에서는 보건
복지, 문화관광, 교통,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
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보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IoT, 머신러닝 등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저비용으로 그리고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도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할 수 있다. 최근 UN 여성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
화를 위한 정책 평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와 어떻게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도전과제 등은 무엇인지 살펴본 바가 있다.
국내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문유경 외(2017, 2018)에서 여성가족 정책관련
행정자료의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시범분석을 통한 빅데이
터 활용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저출산, 여성취업, 여성안전, 여성 관련
여론 등의 주제들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점들을 도출하여,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이나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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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성가족 관련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
이다. 현재까지 수행되어 온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
고 보다 지속적으로 활용되려면, 현시점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분석과
함께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촉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
화하기 위한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여성가족 빅
데이터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가족 데이터의 활용가능
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이 맥락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가족 데이터를 한 곳
으로 통합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 공
유 플랫폼 구축을 의미하며, 이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켜 여성
가족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여성가족 분야의 활발한 연구
와 여성가족 정책반영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여성가족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및 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프로세스의 명확성을 부여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19년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 관련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1)성평등
사회기반 마련, 2)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실현, 3)민간기업의 여성대표
성 제고의 3가지 세부분야 모두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가족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은 이 분야들에 대한 빅데이터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
하며, 여성가족 고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소수여성(빈곤여성,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여성 등), 젠더폭력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활성화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 관리체계로는 어려웠던 일부 여성가족 연구
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데이터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요인들
은 다루지 않는다. 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구축되기 이전에, 플랫폼을 구성
할만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콘텐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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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별도의 여성가족 빅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여성가족 공공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타부처 및 여성가족
유관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연계 혹은 결합하여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먼저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주를 정해야 하겠다. 문유경 외(2017,
2018)에서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차원으로 분리하였
다. 광의의 범위 정의는 ‘모든 빅데이터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빅데이터에서 여성가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재분석할 경우’이다. 협의의 범위는 ‘여성가족 정책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
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로 정의된다(문유경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범위를 기본으로 살펴보
았고, 나아가 광의의 범위의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다루었다. 광의의 정의의 경
우, 그 범위가 넓어 모든 빅데이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성가족 통계자료를 다
루지는 못하고, 여성가족부 외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의 성인지
적 관점을 추출하여 그것과 여성가족 유관부처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결합
가능한 형태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협의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광의의 범위는 협의의 범위의 여
성가족 빅데이터가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꾸거나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
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현재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 주제는 양성
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여성가족 공공데이
터의 연계를 청소년을 제외한 3가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구상하였으며, 2019
년 여성가족부 기본계획 및 정책자료들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세부 주제를 정하
여 빅데이터 생산 및 공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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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여성가족 공공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오미애(2017)에서 조사한
여성가족 공공데이터 현황을 2019년 시점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를 이용하여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연구과제를 추가 조사하고 3
가지 여성가족 정책(양성평등, 인권, 가족)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정보시스템 및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데이터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빅데
이터 추진전략 사례 및 플랫폼 구축 사례를 자료수집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내용
을 분석하였고, 기존의 성인지통계시스템에서 구축된 플랫폼을 개선하여 여성
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 타부처 데이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및 개선사
항을 논의하여 여성가족 빅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법률을 조사하고 주요 부처의 통계와 빅데이터
관련 조직과 업무분장을 벤치마킹하여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2.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현황 및 인식조사
가. 여성가족 빅데이터 현황진단
본 절에서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조사통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의 정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을 이용하였다. PRISM에서 인출한 여성가족부에서 발주한 연구
는 2001년부터 현재(2019년 9월)까지 총 689건이었고 659건의 보고서는 공개
되어 관리되고 있다. 659건의 보고서 중 2013~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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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은 양성평등 영역 122건, 인권보호 영역 39건,
가족 영역 48건 등으로 총 215건이었다. 여성가족관련 조사통계 현황분석을 위해
다음 2가지의 단계를 거쳤다.
○ 1단계: 214건의 보고서를 연구목적에 따라 정책영역(양성평등, 인권보
호, 가족)을 나누고 과제명, 발주부서, 연구수행기관, 사업년도, 연구수행
기간, 연구세부분야, 조사통계 생산여부 순으로 재정리 함.
○ 2단계: 조사통계가 생산된 보고서는 조사생산에 대한 메타자료(조사목
적, 근거법령 및 관련사업명, 조사유형,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수집과 공개 여부, 승인통계 여부 확인을 각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함.
215건의 보고서 중 1개 이상의 조사통계(양적 또는 질적)가 생산된 보고서는
138건(64.2%)으로 나타났다. 135건의 보고서에서 평균 1.9개의 조사를 수행했
으며(최소 1개, 최대 12개), 총 241개의 조사통계가 생산되었다. 241개의 조사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와 미승인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12개 중 보고통계 1개를 제외한 11
개의 조사통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영역별로는 가족 영역이 6개, 인권보호
영역 3개, 양성평등 영역이 2개로 나타났다. 조사유형은 모두 양적조사이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이메일/팩스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의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주기는 양성평등실태조사와
가족실태조사가 5년, 나머지 9개의 조사는 3년62)씩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보
고서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마이크로데이터는 양성평
등 실태조사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
화가족실태조사,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국제결혼 중
개 실태조사 총 7개의 조사만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221개의 미승인통계 중 ‘양성평등’ 정책영역에서 123개로 가장 많았고, ‘가
족’, ‘인권보호’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사유형의 경우 양성평등, 가족 영역은
62)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의 경우, 2010~2012년까지 조사주기
가 1년이었으나, 2012년 이후 2015년에 조사가 실시되어 3년으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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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조사가 각각 62.6%, 62.7%로 양적조사보다 많이 수행되었지만, 인권보호
의 경우는 양적조사가 61.7%로 더 많이 수행 되었다. 양적조사의 조사방법으
로는 양성평등의 경우, 온라인, 우편, 이메일조사 등을 혼용하여 조사하는 방
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인권보호와 가족 영역은 면접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질적조사의 조사방법으로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8~12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자가 인터뷰를 하는 방법인 포커스그룹인터뷰
(FGI)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미승인통계는 연구목적에 따라 일회성으로 조사를 수행하거나, 연속적인 연구
과제라 할지라도 표준화되지 않은 조사방법 및 설문지 등의 사유로 조사주
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결과는 보고서에만 제시하고 있으며, 마이크
로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나. 여성가족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 유관기관, 및 타부처의 빅데이터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전문가 인터뷰,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 유관기관과의 의견교류를 통해 여성가족 빅데이터 인
식,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데이터 관리 현황,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였고, 타부
처 사례도 동일하게 조사하여 여성가족 분야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한
국문화정보원의 경우, 통계 관련 연구부서를 총괄하는 센터장 혹은 팀장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통계 담당 사무관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의 경우,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e새일시스템 관련 실무자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정보시스템 총괄 담당자
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가족 통계를 이용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통계 담당 서기관 및 사무관을 대상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Ⅴ.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85

<표 Ⅴ-1> 전문가 인터뷰 및 간담회 일정
대상

일자

형태

목적 및 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7. 29.

인터뷰

▪ 여성가족 유관기관 빅데이터 인식 조사
▪ 여성가족 데이터체계 관리 개선사항 도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8. 7.

세미나
및
인터뷰

▪ 여성가족 공공데이터 현황 조사
▪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사항 도출

문화체육관광부

2019. 8. 14.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 인식 및 데이터
관리체계 논의
▪ 벤치마킹 가능한 사항 도출

한국문화정보연구원

2019. 8. 9.

세미나

▪ 한국문화정보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소개
▪ 벤치마킹 가능한 사항 도출

서울시동부
여성발전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10. 28.

간담회

▪ 여성가족 유관기관 수집 데이터 및 활용
사례 공유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사항 도출

여성가족부

2019. 10. 29.

인터뷰

▪ 여성가족부 빅데이터 인식 조사
▪ 여성가족부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점 도출

1) 여성가족부 및 유관기관 빅데이터 인식조사
현재 여성가족부 업무계획과 정책자료를 살펴보면, 따로 빅데이터 생산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조직 내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따로 없으며,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통계담
당관실에서 여성가족 통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성가족 국가승인통계
의 경우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
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미승인통계 중 다수의 통계들은 생산 담당과 혹은 수탁
기관의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 정보시스템의 경우, 여가
부 내 관련 과의 각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총괄 및 관리 업무 역시 정보
통계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다.
현재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통계청의 승인통계 관리시스템에 따라 통계품질진
단을 하는 등 비교적 체계적인 절차를 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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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성가족부 통계
의 통계관리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부처 내 관리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공공데
이터 개방 및 통계업무 지원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체계적이거나
세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가족 정보시스템이나 국가
승인통계 외 외부통계들은 여성가족부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및 유관기
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성가족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의견을 교류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아직 없을뿐더러, 현재 생산
되고 있는 통계들의 관리체계를 먼저 확립 및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였을 때, 현재 통계관리체
계 개선을 위해서 인식의 전환, 인력확충, 정책 발굴을 통한 통계체계 확립, 통계
관리규정 제정 등이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데이터를 부처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
사결정권자들의 관심 및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데이터체계 관리의 큰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 유관기관에
서도 통계 및 시스템 관련 업무는 단기적인 현안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처의 중장기적 통계기획수립이 유관기관 통
계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둘째,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통계담당자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
아, 정보통계관련 업무는 유지, 보안 및 기획 업무 혹은 행정운영업무를 위주
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중장기적 통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부처 내 통계담당인력의 배치가 중요하며, 나아가, 관련 담당자들이 바
뀌어도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신설 혹은 최소한으로 부
서 내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 유관기관내에서
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관 내 존재하는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위주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담당인력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관련전공자가 아니거나 전산담당 인력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기관 내 수집되
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셋째, 정책주제 발굴을 통해 여성가족부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 관련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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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중
요하며, 이 과정에서 원천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 원천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출력 및 공개되어야 할지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넷째, 통계관리규
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여성가족 데이터 수집, 처리 및 개방하는
과정에 있어 표준화 체계나 특정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궁극적으로 공개되는
데이터의 형식이나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는 향후 여성가족 관련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 혹은 여성가족 데이터간 연계에 있어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여성가족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았다. 그 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
항으로 여성가족 데이터 접근성 개선, 데이터 수집방법 및 품질관리 개선, 유관
기관 및 타기관간 협력,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수의 여성가족 데이터 이용자들은 여성가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
어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통계들 중 업무상으로 축적되는 많은 통계들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Ⅴ-2> 여성가족 통계관리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데이터 인식 개선

내용
▪ 의사결정권자들의 데이터 활용 의지 중요
▪ 데이터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인력확충

▪ 여성가족부 내 통계 담당인력 확충 필요
▪ 여성가족 유관기관 내 데이터 담당 전담인력 필요

정책발굴

▪ 정책발굴을 통한 여성가족 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필요
▪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부와 외부 통계 확인 및 발굴
▪ 원천데이터 관리 및 출력방안을 함께 논의

통계관리규정 제정

기타의견

▪ 데이터 처리 및 공개관련 표준화체계 필요
▪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업무 중복성 개선 기대
▪
▪
▪
▪
▪

여성가족 데이터 접근성 개선
데이터 수집방법 및 품질관리 개선
유관기관 및 타기관 간 협력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출처: 인식조사결과를 필자가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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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부처 빅데이터 인식 조사
중앙행정기관 18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은 없다. 대신, 부처 내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
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총 8곳이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소속기관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및 과제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
다. 국방부의 경우 소속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빅데이터 정책 및 사업을 담
당하고 있다. 부처 내 빅데이터 관련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정보화담
당관실이(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이나 정보화기획팀(고용노동부)에
서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중앙부처 중 국토교통부의 경우
에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관련 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었으
며,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진흥 업무,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모델
링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확대, 빅데이터 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인 업무분
장이 되어 있어 이는 부처 내 빅데이터 활성화 의지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통계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체부의
관련 통계 및 빅데이터에 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현재 문체부 내에서는 정
보화담당관실에서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빅데이터와 관련
된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정보화 수준평가 및 성과관리나 정보화사업
을 협의하는 주업무 아래 빅데이터 관련 사항을 포괄하고 있어 빅데이터가 주
업무는 아니다. 문체부에서 다른 부처와 돋보이는 점은, 뉴미디어소통과에서는
온라인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론을 실제 분석하고 정책이슈를 개발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문체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논의하기 이전
에 공공데이터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이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
가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문체부는 중앙부처 중 세 번째로 많은 국가통계 21종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
데, 현재 기획조정실 내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보
화담당관실에서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통계 총괄관리 조직이 부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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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통계 관리 전담조직 신설을 요청 중에 있으
며, 이 전담조직은 기존 통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통계를 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담당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 작성 주기 단축, 유사 조
사대상 국가통계의 구조조정, 분산된 통계작성 예산통합, 부처 내 분석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통계품질관리체계 개선에 앞장서 왔는데, 2015년에 한국
문화정보원과 함께 개발한 통계품질관리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문체부 관련
통계들을 투명하게 공개된 통계관리 절차를 거치게 하여 통계 수집 및 처리 과
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통계 업무 과정상의 불합리한
절차와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양질의 통계 공급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으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현황 및 여성가족부 및 타기관의 빅데이터 인식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재 타부처에 비
해 여성가족부 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계기획은 부재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여성가족 통계들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 공공
데이터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향후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활
성화 되고, 나아가 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화”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여성가족 유관기관 내 전문가들은 데
이터 중요성의 인식 확산, 통계 및 시스템 관련 인력확충, 통계관리 규정 마련
을 가장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로 꼽았다. 둘째, 현재 여성가족 내 생산되고 있
는 공공데이터는 타부처에 비해 양이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여성
가족 관련 공공데이터를 집합한 포털이 따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주제 발굴이 중요하다. 부처 내 분석 및 연구 인력이 부족하므로 여성가족
산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발주하여 여성가족
공공데이터들의 한계 인식, 새로운 데이터 혹은 외부데이터의 필요성 인식, 외
부통계수요 발굴, 유관기관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여성가족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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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가.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능성 검토
1)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신설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플랫폼 구축 가능성의 검토를 위해서는 여성가족 빅데
이터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앞서 문유경 외(2017)는 여성
가족 빅데이터의 개념과 범주를 단순히 ‘여성과 가족을 분석대상으로 한 빅데
이터’라기 보다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빅데이터’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세히 살펴보면, 이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개념에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성별 차이, 생성과 소멸을 포함한 가족의 구성,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수립,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를 포함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빅데이터에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분석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광의의 범위로서의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고려해 볼 수 있으
나, 협의의 범위로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생성하는 자료와 이들의 결합으로 재생산된 빅데이터로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개되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플랫폼 구축의 논
의에는 앞서 언급한 광의의 범위로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겠다. 이는 협의의 범위로의 여성가족 빅데이터가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 활용하는 자료에 한정지어 지므로 통상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로 규정지
어지는 빅데이터와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제와 범주를 넘어서 수집, 생산되며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근간으
로 산재되어 있는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한데 모아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베이스 접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과 가족에 관련
된 빅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제공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
다. 하지만,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의 수립은 단지 빅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이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넘어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Value),
정확성(Veracity), 가변성(Variability), 시각화(Visualization)등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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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어야 한다.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보를 한데 모아 공유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가공된 자료
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재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
여 가공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은 자료 표준화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
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정보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정의된 데이터베이스의 재
가공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보
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 표준화의 기준 마련, 자료 재가공에 인력과 비용
의 투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테이블을 별도
로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두 개의 상이
한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하는 매핑테이블을 별도로 정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자료를 재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매핑테이블은 각각의 데이터베
이스의 개체를 일대일로 매칭하도록 정의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연계
하기에는 부적합한 방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방안은 자료의 메타 정보를 한데 모아 공유하는 것이
다. 연계하려는 자료의 메타정보를 활용한 방법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
자에게 자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매핑
테이블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데이터를 재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연계와 활용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메타정
보의 표준화, 작성하는 과정이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의 핵심기능은 분산된 자료를 연계하고, 개인식별
자료 혹은 민감 정보 등을 비식별화한 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
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 유관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의 보유
현황 및 소재 파악 등의 관리를 통해, 기관 내･외 데이터 간의 연관 정보의 구
축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를 일원화되며, 데이터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아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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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형의 데이터 생성을 위한 기반 환경을 구축
하고, 기존의 정형화 및 표준화된 자료와의 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정의한 여성가족 빅데이터는 다양
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공유,
연계와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맵의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 메타
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맵의 구축은 원하는 데이터의 검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관데이터를 제시해 줌으로써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검토
가 가능하게 한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Ⅴ-1] 주제별 여성가족 빅데이터 맵 (예시)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은 자료의 공개
가능 범위에 따른 특성에 따라 세 종류의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리 잘 정리되고 비식별화 검증이 완료된 자료의 경우 구축된 플랫폼에서 직
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개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는
완전 공개되는 데이터셋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의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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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나열해 놓은 카탈로그도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플랫폼에 직접
적으로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혹은 정책 입안자 등이 맞춤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회의 편익이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정보공개 심의과정을 거쳐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맞춤형 데이터셋의 분석은 원격접속을
통하여 수행하여 원시자료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만한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비식별화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RDC,
Research Data Center)와 같이 외부 전산망이 차단된 폐쇄형 공간에서 특수
목적용 데이터를 상세한 범위까지 접근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석 결과를 반출 할 수 있는 심사 과정을 구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Ⅴ-2]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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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보완
앞서 신규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와는 별도의 대안으로 기존의 여성가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확
장하는 방향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가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제공 및 관리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국내･외와 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
비스인 국가통계포털(KOSIS)63)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서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성
인지(性認知) 통계를 취합하여 남녀간 차이의 제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점검,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 제고, 양성 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등 다양한 목
적을 염두에 두고 성인지통계 시스템(https://gsis.kwdi.re.kr)을 구축하여 운
영한다. 이 밖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 수행, 통계 산출을 총괄하고 있
는

여성관리자

패널조사(https://kwmp.kwdi.re.kr)와

여성가족패널조사

(http://klow.kwdi. re.kr)는 별도의 통계정보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며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대국민용 사이트와 업무용 사이트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여성가족관련 행정통계의 생산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일곱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
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64)가 있다.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인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는 DB에 등록된 분들이 정부위원
회 등 공공부문 직위 후보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이 여성인재
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자료는 수시로 수집 및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일자리 매칭과 관련된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63)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s://kosis.kr)
64) http://www.mogef.go.kr/ji/ji_ads__f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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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e새일시스템(saeil.mogef. go.kr)」을 들 수
있다. e새일시스템은 구인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인턴
참여이력, 직업교육훈련 정보, 구직자의 취업 알선 및 관리,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육아와 양육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idolbom. mogef.
go.kr)와 양육비관리이행원(www.childsupport.or.kr)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이
돌봄서비스 정보시스템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자녀현황, 이용자 가정
현황, 이용 아동정보, 건강보험 정보, 돌보미현황,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양성
교육기관 현황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과
에서 담당하고 있는 양육비관리이행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며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상담 및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받은 양육비, 이용자 현황등 양육비이
행지원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및 관리한다. 여성과 가족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과와 성보호과가 담당하고
있는 지도, 조건에 따른 성범죄자 검색이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www.
sexoffender.go.kr)」와 폭력예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유치원/어린이집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종
사자 참여율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공개하고 있는 예방교육통
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이 있다.
또한, 여성가족과 관련된 정책 사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로 여성가족부 공
모시스템이 있는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 수행, 단체협력네트워
크 공모사업 신청, 수행과 관련된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추출이 가능하다. 이
외에,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과에서는 성별영향분석시스템(gia.mogef.
go.kr)을 운영하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교육 및 운영 실적에 관한 데이
터베이스를 수시로 수집,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구
축된 여성가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주제
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자료수집, 관리, 활용 목적의 방식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정보시스템은 고유의 운영 목표와 방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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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여성가족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중 가장 광범위한 주제
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인지통계
시스템이다. 성인지통계시스템은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
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등 성인지통계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여성가족과 관련된 정책 현안의 대부분을 포
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자료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서 설명한 여성가족관련 정보시스템은 특정 지
역, 기관 등 개별 차원이 아닌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으
므로 개별 차원의 자료와 연계하여 다층자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면 좀 더 고
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Ⅴ-3]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확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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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플랫폼을 서로 상이한 용도로 구축된 플랫폼과의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도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자료의 공개 가능
범위에 따른 특성에 따라 세 종류의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업무용 정보화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는 경우 플랫폼에
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통계의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면 정보활용이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강화 방안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은 여성과 가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통계를 포괄
하는 여성가족 DB를 구축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다양한 자료
의 관리와 제공의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과 함께 고려해 볼 사안은 상이한 활용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구축된 다양한 여성가족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의 통합
이다. 자료 연계 관점에서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의 강화는 여성가족
분야별 개별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일곱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
된 데이터 연계를 논의 해 본다. 데이터 연계는 서로 상이한 자료를 일정한 기
준에 따라 통합하여 새로운 한 개의 자료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
정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가 연계하고자 하는 자료에서 수집되어 있
는 경우에 두 가지의 자료를 대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체를 찾아 연결하
여 궁극적으로는 상이한 자료에 있는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자료를 연계하는 방법과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통합의 관점에 따라
분류되는데, 연계의 기준이 되는 변수인 공통변수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크
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나열하자면, 두 개의 상이한 자료에서 각각의 개체
에 대한 식별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정확 매칭
(Exact Matching), 공통 변수들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별도로 선정하여 결합하는 방법인 판단 매칭
(Judgemental Matching), 공통변수들이 특정한 특성을 가지는 확률을 가중
치로 두어 자료를 결합하는 확률적 매칭(Probability Matching), 개체를 식별
할 수 있는 자료가 공통으로 가지는 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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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결합 방법인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이다. 판단 매칭의 경우
정확 매칭보다 연계율이 높을 수 있으며, 효율적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통계
적 매칭은 결합하려는 두 자료가 서로 상이한 개체로부터 수집되었다는 전제
조건이 만족 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통계는 식별 가능한
고유의 정보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 매칭이나 판단 매칭 방법을 활
용하여 결합한다. 반면, 조사통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
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자료의 통합은 통계적 매칭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 자료의 연계는 공통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의 성질에 따라
연계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수행 전에 연계자료의 활용도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A
공통 변수(X)

자료 B
공통 변수(X)

A 자료의 유일 변수(Y)

B 자료의 유일 변수(Z)

통합
공통 변수를 통한
자료 연결

통합 자료
공통 변수와 유일 변수
(X, Y, Z)

출처: 신지형 외(2018)

[그림 Ⅴ-4] 자료 통합의 개념 이해도
여성정책 빅데이터의 수요자 관점에서, 자료 연계를 바탕으로 생성된 데이
터베이스의 활용이 가능한 사례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첫 번째로
성범죄 예방 및 재범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와 법무무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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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결합한 데이
터베이스 생산을 제시한다. 지난 2005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아동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고 피해자 등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정보시스템
은 2010년 8월 대상을 성인 성 범죄자로까지 확대하였고, 성범죄자의 신상정
보와 얼굴, 성범죄 요지, 실제 거주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
다. 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되어 모바일 환경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대국
민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단지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범죄의 예방이
나 재범완화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65)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 전국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대상
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의 의무대상이
지만, 일반 국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찾아
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교육통합
관리시스템은 교육 실시 현황, 실적, 계획 수립 여부, 우수 사례등의 데이터베
이스가 구축, 보관하는데, 성범죄자의 거주지 정보와 같은 신상정보와 예방교
육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실시 및 지원 정보를 연결하여 기초단체와 폭력예방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등이 교육 수요 발굴, 교육 성과
관리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성 범죄자 정보 공개
범위 확대는 단순 데이터 연계를 넘어서는 법적 쟁점이 있으나, 관련 통계 분
석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성 범죄자 정보 공개에 대해
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에 근거 자료로 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들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민설명회등의 개최
를 통하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성폭력 예방 교
육도 함께 실시한다면, 성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례로 이미 구축된 여성가족 관련 데이터 플랫폼에서 연계하여 재
생산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65) 김지현, “성범죄자 알림e 이용자 뚝뚝 떨어지는 까닭”, 「한국일보」, 2018년 5월
24일,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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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업무 분야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며, 양육
비 이행으로 비양육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 수립의 중점 과제로 선정66)하였다.
이와 관련한 여성가족관련 정보시스템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양육비관리이행
원이 있다. 성인지통계 시스템에서는 “한부모”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인구총조
사」와 「생활시간조사」,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에서 수집된 24개
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
태조사」, 대한민국정부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수집한 33건의 통계 데
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단순히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
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을 극대화 하고, 잠재 수요이며
취약층인 한부모 가족등에 대한 실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아이돌돔서비스의 정
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돌보미의 거주지, 활동내역, 경력, 활동 선호도등
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인 한부모 혹은 다문화, 맞벌이 가족의 분
포와 지역단위의 정보를 연계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육아보육 전문서비스업체인
‘자란다’, ‘째깍악어’, ‘맘시터’와 같은 민간영역에서의 육아보육 전문플랫폼 서
비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육아보육서비스업체는 다수의 영
세한 업체들이 30~40%의 높은 소개 수수료를 책정하여 가사도우미와 베이비
시터의 파견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IT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사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용 후기 기반의 베
이비시터 파견 등 관련 산업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소
비자의 니즈가 존재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규제와 안전의 제도권 밖
의 기업들이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
고, 이러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둘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
적 가치를 발굴하는데 믿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사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66) 정책뉴스 보도자료,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2018월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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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증가와 관련된 일자리 매칭이다.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저출산 고령
화 시대에 저성장 극복의 해결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여성가족
부에서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전문인
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
인지통계시스템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대한민국정부의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성인지예산서」의 시도/연령교육정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일)을 그만둔 시
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희망 및 구직활동 여부 총 9가지 종류의 ‘경력단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 관
련 교육훈련자료와 「e새일시스템」에 구축되어있는 구인기업의 모집직종, 경력
조건, 주당 근무시간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일자리 매칭이 가능하다.
육아보육영역과 마찬가지로, 경력단절 전문여성의 커리어를 위한 일자리 매
칭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회사인 루트임팩트는 ‘임팩트커리어 W’와 같은 프로
그램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 된 여
성 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최종 입사자들에게는 일과 육아를 병
행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성인지시스템의 경력단절여성과 관련
된 통계자료를 이용하면, 경력단절 이유, 시기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재가 필
요한 채용사가 유연한 근로조건으로 직무를 변경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의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다.
안전, 보육,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여성가족과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의 연계와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성인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
성가족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의 목적과 활용에
타당성을 두고 각각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여성가족 빅
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할 때,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의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기
반의 정책발굴 뿐만 아니라 관련 스타트업의 활성화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가능하다. 제시한 세 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 참여 등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와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파악과
사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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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Ⅴ-5]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주제별 연계 방안 (예시)

다.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모든 빅데이터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을
전제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빅데이터를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정의하였다. 여성
가족 빅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은 빅데이터의 발굴, 수집,
정제, 연계 등을 통한 콘텐츠의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의의 범위
로써의 여성가족 빅데이터는 인구,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복지, 정치 및
사회 참여, 문화 및 체육,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민간을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들이 여성과 가족이라는
대주제와 관련된 연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의 핵심
목적은 분산된 자료를 연계하고, 개인식별자료 혹은 민감 정보 등을 비식별화
한 뒤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안은 크게 자료의 특성 혹은 연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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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축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다양한 방식
으로 연계된 자료의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
안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는 것
이고, 다른 방안은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시
스템을 근간으로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방안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기존의 플랫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할들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구축에 있어서 상대
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구축된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소통방안
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주제별, 지역별 통계와
같은 기존의 성인지통계시스템이 제시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모될 수 있
다. 또한, 수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공통적으로 유
념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
의 수준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 공개자료 게시, 맞춤자료 제공, 비공개 자료제
공과 같은 세 가지 안을 앞서 제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료의 연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통계기
법인 매스킹 기법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재현자료
(Synthetic Data)를 활용하거나 분석 결과물이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를 만족하도록 통계적 기법을 통한 자료 제공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연계
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을 빅데이터의 수집, 분
석, 유통을 넘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공 및 산업
혁신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에 기여하고, 여성과 가족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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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안 비교
신규 플랫폼 구축

성인지통계시스템 확장

장점

⚪ 통계 DB의 제공 형태가 아닌 메타데이
터 카탈로그 제공, 원시자료 제공 등 다
양한 자료제공 형태의 구현이 가능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개별 차원
(Individual level)의 통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성인지통계시스템의 고유한 역할을
보존

⚪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으로 플랫
품 구축의 비용과 시간의 절감
⚪ 주제별, 지역별 통계 등 기존의 통계 분
류시스템의 활용이 가능
⚪ 기존 통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
점을 도출을 통한 제공자료의 확장이 가능
⚪ 개별 차원의 자료를 기관 차원의 자료와
연계하여 계층적자료의 구축으로 심도있
는 분석에 대한 지원이 가능
⚪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상대
적으로 용이

단점

⚪ 상대적으로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 ⚪ 새로운 주제 혹은 영역의 통계를 발굴하
간 및 비용의 소모가 더 많이 필요
거나 제공을 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어
⚪ 여성가족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새로운
려울 수 있음
콘텐츠 발굴이 필요
⚪ 개별차원의 통계를 제공하는 성인지통계
⚪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홍보가
시스템의 고유한 역할을 저해, 기존 이
필요
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

출처: 저자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함

4.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향
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의와 필요
최근 들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강조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광의의 개념으로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및 공유된 의사 결정의 행사라 정의할 수 있다(정용찬,
2018. 원 출처는 Ladley, 2012).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이터 혁
명’이다(정용찬, 2017a). 독일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 미국의 산업 인터
넷(Industrial Internet),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6년 발표한 신산업구조비전
도 자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요약
할 수 있다(정용찬,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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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데이
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국의 정부 혁신 전
략(2017), 미국의 연방통계 혁신(2017), 증거기반 정책수립(2017), 일본의 통
계개혁추진회의 설치(2017)와 미래투자전략2018(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
등은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안임을 시사한다(정용찬, 2018).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다양한 원
천의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데이
터의 확보, 공유, 활용에 관한 프로세스의 설계와 권한의 배분이 부가가치 창출
의 핵심 요소기 때문이다(이기준 외, 2019).
구글이나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최고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 또는 최고데이터책임관(Chief Data Dfficer) 제도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경쟁력 확보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데이
터 기반 기업이나 ICT관련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최고데이터분석책임관
(Chief Data & Analytics Officer) 제도를 운영하는 월마트 사례에서도 나타
나듯이 소매유통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1980년부터 대
통령실에 정부 통계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통계수석(Chief Statistician) 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과학기술정책국(OSTP) 소속으로 수석 데이
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를 신설하여 데이터경제(Ddata Economy)시
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정용찬, 2017b).
영국은 2015년 오픈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map)을 통해 정부의 오픈
데이터 전략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감독할 최고 데이터 책임
자(Chief Data Officer)를 임명할 것을 명시하였고(정용찬, 2017b), 2017
년에는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
에서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기구에 최고데이터책임관(Chief Data
Officer)을 임명하고 범정부 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Data
Advisory Board) 신설을 제시하여 데이터 전략이 정부혁신의 핵심 사항임을
명시했다(정용찬, 2018).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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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정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데이터 거버넌스
는 기존의 국가통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행정자료와 공공데이터는 물론 민간
데이터를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조
세, 부동산, 의료기록 등 행정자료는 물론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거래 정보,
GPS 정보,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등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국가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 원천이기 때문이다(정용찬, 2016).
<표 Ⅴ-4> 국가통계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구분

고려 사항

행정데이터

전자의료기록, 보험, 부동산, 조세 …

상업용/거래 데이터

신용카드, 온라인 상거래(모바일 기기) …

센서 데이터

위성 사진, 도로, 교통, 기후 …

추적(tracking) 데이터

모바일 휴대전화, GPS …

행동 데이터

온라인 검색(상품, 서비스, 기타 정보) …

의견(opinion) 데이터

블로그, 소셜미디어 …

출처: 정용찬(2016).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 전략. 통계연구 특별호. 통계개발원. 원
출처는 UNECE(2013),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최근의 통계생산 경향은 데이터의 생산 주체(공공, 민간), 데이터 원천(소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과 무관하게 국가통계 생산에 활용되어 빅데이터와 국가
통계가 융합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통계영역이었던 물가통계나 국민계정에
도 민간자료가 활용되는 추세이다(IM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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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빅데이터와 통계 영역
데이터
원천*

데이터 종류

통계 영역

추가 통계 영역**

국민계정
대외부문통계
재무통계
가격통계
국가재정통계
(공공부채통계)

투자심리지수(투자자, 소비자)
사회통계
노동통계
이주통계
관광통계
인구통계
가구소비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조기경보지표
운송통계
도시통계

공공 데이터
관리 데이터

국가재정통계
국민계정
가격통계
대외부문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전통
민간 데이터
비즈니스 2210. 사업 거래
시스템 2220. 은행/주식 기록
2230. 전자상거래
2240. 신용카드
비즈니스 웹사이트
스캐너 데이터

국민계정
가격통계
대외부문통계
재정통계

사회통계
사업등록부
고용통계
가구소비통계
운송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국민계정
위성계정
외부부문통계
국가재정통계
가격통계

교통통계
에너지통계
토지이용통계
농업통계
환경통계
교통과 오염 통계
공기배출통계
지속가능성장목표지표

1100.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
1200. 블로그 및 댓글
1600.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의
소셜
인터넷 검색
네트워크 1700. 모바일 데이터 콘텐츠:
문자메세지, 통화세부기록,
데이터세부기록, 위치정보
업데이트, 전파커버리지업
데이트, 온라인뉴스

사물
인터넷

센서 데이터
311. 고정형 센서
3111. 홈 오토메이션
3112. 기상/오염 센서
3113. 교통 센서/웹캠
3114. 과학 센서
3115. 보안 동영상/사진
312. 모바일 센서(트래킹)
3121. 휴대폰 위치추적
3122. 자동차
3123. 위성 사진

*UN 빅데이터 분류(UN big data classification) 기준

**유럽통계위원회
(European Statistical
System Committee,
2014) 기준

출처: IMF(2017). Big Data: Potential, Challenges, and Statis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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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가통계 생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통계법 이외에 공공기
관이 보유하는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최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고 조직 내부와 외부 이용자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Ⅴ-6>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기관명

주요 내용

통계법

⚪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제정
⚪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제23조),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 사법기관 등
의 자료 제공(제24조의2), 자료제출요구 등(제25조), 통계의 공표(제27
조) 등 통계의 작성과 보급 이용에 관한 조항을 통해 통계 작성 활성화
를 위한 거버넌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
데이터의 표준화,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관련 조항 수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제6조), 데이터제공 요청(제11조), 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제15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7조), 데이터기반
행정 표준화(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제20조), 데이터분석센터(제21조) 설치 등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 활성화 조항 수록

⚪ 빅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
보의 침해를 방지하며 빅데이터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
빅데이터의 이용 및
고 빅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적으로 제안
법률안
⚪ 표준화 촉진, 빅데이터 활용 촉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

출처: 통계법 등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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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데이터 관련 법령 개정 동향으로부터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과정
에서 행정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정립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계법이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조항을신설(‘17. 8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17. 12.)’ 제출은 행정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정용찬, 2018).
<표 Ⅴ-7> 데이터(통계) 기반 정책 및 인프라 구축 계획
구분
위원회

법제

인프라

행안부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법률안 제출 중)

통계청
⚪ 국가통계위원회(기재부장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제5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제18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제21조)
⚪ 통계법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제23조)
- 국가통계위원회(제5조의2)
- 공공데이터의 제공(제26조)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제18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
(’17. 12. 제출)
-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제24조의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제6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제12조2)
- 데이터의 등록 등(제9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6조)
- 데이터제공 요청(제11조)
- 통계정보시스템구축 운영(제7조의2)
-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제15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7조)
-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제18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제19조)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제20조)
- 데이터분석센터(제21조)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운영
⚪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발표
(‘18. 1)

출처: 정용찬(2018). p.31.

⚪ 국가통계포털(kosis.kr) 운영
⚪ 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 개소(’18. 6)
- 대전, 서울 개소 예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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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사례
1) 해외사례 분석
영국은 정부 내 Chief Data Officer 임명을 강조한 정부 혁신 전략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 제시와 함께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정부
부처의 포괄적 정보접근권을 법제화 했다(정용찬 외, 2018). 디지털경제법 개
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법 개정 이전에는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부처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그때마다 해당 법조문을 하나씩 추가했는데 법조문 개정
에 소요되는 시간이 18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다(UK Statistics Authority,
2016).
미국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강화를 위해 2016년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
를 설치하고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증거기반 정책수립(The Promise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2017)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다양한
행정 기록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연방통계 혁신(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2017) 보고서를 발표하고, 범정부적 증거구축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
한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부처 간 조정 기능 활성화와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도 증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making: EBPM)의 정착
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통계개혁과 통계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통계
개혁추진회의를 설치(2017)하고 ‘데이터패권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
한 데이터를 공유재산으로 활용하여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견인하기 위
한 미래투자전략2018(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을 발표했다(정용찬, 2018).
주요국의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생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움직
임을 통해 행정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와 통계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차원에서 두 기능의 통합 움직임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영국과 미국은 정부 조직 안에 기존의 통계 책임관 외에 최고데이터책임관
(CDO, Chief Data Officer) 임명을 통해 두 기능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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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사례 분석
우리나라 부처의 경우 빅데이터 직무가 담당업무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처는 환경부 등 소수에 불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는 대부분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 업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통계 업무는 빅데이터 업무와 비교하면 부처의 역할이 분명하
고 업무를 처리하는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처럼 통
계를 총괄하는 실무전담자를 운영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여성가족부와 같이
한 사람이 통계 업무를 포함하여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부처도 많다. 최
근 들어 통계기반 행정 등 정책에서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처럼 통계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부내 통계 총괄 조정 역할
을 전담하는 담당 사무관을 임명하는 등 부처의 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통계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
도로는 부내 통계 총괄 전담인력의 확보, 통계관리규정의 제정, 통계 기획 및
분석, 평가를 위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 통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와 통계 거버넌스를 통합적으
로 고민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부처 사례는 없다. 빅데이터 또는 공공
데이터 관련 업무와 통계 업무가 부처 조직에서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공공데
이터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통계업무는 통계청 소관인데서 그 연원
이 있다. 따라서 부처의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
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정립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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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주요 부처의 빅데이터 및 통계 담당 조직
구분
환경부

문화체육
관광부

조직별 기능

특징

∙ 빅데이터/공공데이터: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2명)
환경R&D담당부서에서
∙ 통계총괄: 문체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환
통계 총괄
경연구개발과(2명)
∙ 공공데이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2명)
∙ 통계총괄: 문체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1명)
∙ 빅데이터플랫폼: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통합관리부 문
화빅데이터팀(5명)
∙ 통계생산/빅데이터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
센터 통계관리팀(15명), 정보사업팀(9명),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문화관광연구원을 통계업
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정관에 문화관광 통계 생
산･개발 및 분석 기능을
명시

교육부

∙ 공공데이터: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2명)
∙ 통계총괄: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7명)
부처 통계 전담조직 운영
∙ 통계생산/연구: 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 연구본부총
연구기관이 기획, 생산 전담
괄(3명), 교육통계센터(47명), 교육지표연구실(22명)
(교육개발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본
부 교육데이터정책부(10명)

보건
복지부

∙ 공공데이터: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1명)
∙ 통계총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부처 통계 전담조직 운영
(7명)
∙ 통계생산/빅데이터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 연구기관이 기획, 생산 전담
실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 사회보장통계센터, 정보기 (보건사회연구원)
술팀, 사회조사팀(총 30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
통계팀(6명) 등

∙ 공공데이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1명)
∙ 통계총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1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정보
과학기술
∙ 통계기획/평가/빅데이터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
정보통신부
통계정보연구실(20명)
기관으로 명시
∙ 통계생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국방부

∙ 빅데이터정책/국방데이터개방관리: 기획조정실 정보화
기획관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2명)
∙ 통계총괄: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혁신행정담
당관

국방전산정보원을 국방통
계시스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유지보수의 총괄기관
으로 명시

출처: 정용찬 외(2018). 229쪽의 <표 5-21>의 내용 수정. 공공데이터와 통계총괄 부문
의 괄호안의 인원 수는 각 부처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업무 기준(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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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안의 통계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조정
실 산하에 정책통계담당관을 두어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통계담당자 1명을 운영하거나 정보화 관
련 업무와 통계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건복지부는 정보화담당관(15명)과 별도의 통계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통계담당관은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
실시,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
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 통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계생산에 대한 요구와 관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관리
체계 및 관련 훈령의 개정을 통하여 정책기획관과 통계 책임관이 부처에서 생
산,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정용찬 외, 2018).
부처가 관장하는 관리 분야가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등 다양하여 해당 부서에
서 분산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산형 통계작성 제도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각 과에서 주관하는 승인 통계를 변경할 경우 기획조정실의
통계 총괄 부서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담당 과에서 분산하여 생산되던 통계 업무의 기획 조
정,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통계관리 규정을 2017년에 제정
했다. 규정에서는 각 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ICT분야 정부승인통계와 관련한
업무 절차에 ICT통계책임관인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검토 과정을 신설하여 2
차관 소관 통계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
신･방송통계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 기획과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
원을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ICT통계의 기획, 조정과
함께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통계체계 기획, 신규 ICT통계 승인과 기존
ICT통계의 변경 승인, ICT 통합 모집단 구축, ICT 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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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축, ICT통계체계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ICT통계 생산과 품질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승인통계 이외에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는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부내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등록통
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3조 정보통신･방송
통계의 등록). 또한 등록통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통계책임관이 품질진단
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 제18조 내부
통계품질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15조 정보
통신･방송통계 평가).
각 부처의 통계관리규정은 부내 통계예산의 검토조정,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업무 지원기관의 설치, 통계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Ⅴ-9> 주요 부처의 통계관리규정 특징 비교
구분

구성 및 특징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

제2장 통계의 종합･조정 및 추진체계: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 기본
계획의 수립,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통계교육계획의 수립
제3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기반 구축: 통계예산 검토조정,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제4장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통계업무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장 통계실무협의회: 문화체육관광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 설치･운영

제2장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종합･조정 및 추진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정보
통신･방송통계 예산의 검토･조정,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처리 등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지원,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정보통신･방송통계협의회
정보통신･방송통계관리
제3장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정보통신･방송통계 작성 등의 사전
규정
협의,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제4장 정보통신･방송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 평가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정보･통계의 종합･조정
정보･통계의 작성･관리･제공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통계시스템의 관리

Ⅴ.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15

구분

구성 및 특징

제2장
제3장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4장
제5장

통계의 종합･조정
통계의 작성･보급
통계관리 및 자료 제공
정보시스템의 통계관리
제6장 위원회 구성･운영

출처: 이기준 외(2019). 229쪽의 <표 5-21>에 보건복지부 규정 추가.

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향
통계법이 통계 작성 승인, 품질관리, 통계기반 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유기
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것처럼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도 빅데이터 수집, 연계,
활용, 품질관리,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계가 필요
하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선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성가족부 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 여성가족통계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정
∙ 여성가족통계 기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기관간의 협업 제도화
∙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1) 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여성가족통계 담당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통계조직이 기획관
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소속되어 있다.
정보통계담당관이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와 통계 업무,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총괄하여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 연관성 강화는 구조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 내 통계 및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인력 지정을 통해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통계담당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은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업무가
강화된 형태이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 사무관 1인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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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통계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서기관 1명이 업무를 맡고 있어 통계와 빅
데이터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요
소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통계 전담 기능과 공공데이터 총괄, 빅데이터
총괄 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현재의 정부
업무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업무와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관련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여성가족부 통계의
기획과 평가 등 통계총괄 업무를 전담할 사무관과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야
를 총괄할 전담 사무관 임명을 통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통계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부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관 관련 통계 전담) 통계 전담 사무
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전담 인력 운영이 검토되어야 한다.
조직 확충과 관련 사업 예산 확보는 기관의 적극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
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의지
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필수적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기관소개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2019.10.30. 접속)

[그림 Ⅴ-6] 여성가족부 통계 담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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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여성가족부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조직
담당 조직

관련 업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과장 1, 과원 10
정보화기획･예산총괄
통계, 공공저작물 총괄
정보보안, 개인정보 및 정보자원 관리 총괄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AMS운영
전산센터, 자원, 부내전산장비,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지원, 사업지원포털
웹사이트･앱 점검 및 관리, 영상회의
공공데이터 지원
통계업무 지원, 과 서무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과장 1 과원 8
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조직 및 기능의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2019.10.30. 접속)

2) 여성가족통계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정
현재 여성가족부의 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 인력의 확보와 함께 시급히 해결
해야할 과제는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 관리 규정의 제정이다. 정책에 필요
한 통계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축적, 관리하기 위해
서는 일시적인 관심 차원이 아니라 일상 행정업무 과정에 통계와 데이터 관점
의 인프라 구축이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통계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
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관련 관리 규정의 제정을 통해서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계와 빅데이터
를 포괄하는 관리 규정이 필요하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통계관리규정이 제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일차적으로 여성가족통계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통계 기획
과 생산, 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관리 규정으로 발전
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계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부처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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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통계관리규정에는 통계의 종합･조정, 통계의 작성･관리･제공, 정보･통계
시스템의 관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통계 등록 규정은 부내의 미승인 통계를 관리하는 측면과 함께 보고통계의 특성
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정자료의 관리를 통해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의 출발인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규정
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의 여성가족 통계관리규정(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Ⅴ-11> 여성가족 통계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통계의 종합･조정

주요 내용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 시행계획의 수립
통계예산 검토조정

통계의 관리

통계 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통계 담당자 지정
통계기획평가기관 지정
통계실무협의회 설치･운영
통계 작성 사전협의

통계의 작성･보급

통계 변경･중지 사전협의
통계 등록

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 및 평가

통계 자료 이용기반 구축과 협력
통계평가 방법 및 절차

출처: 저자 작성

3)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부처의 통계와 빅데이터 담당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
고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의 통계 전문
인력 규모는 인구와 국토 규모가 비슷한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이기 때문이다(한국통계진흥원, 2014).
통계지표의 기획과 수립 등을 지원하며 전문적 자문을 줄 수 있는 인력 확충
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한국행정연구원, 2012)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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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기획과 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부처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적인 인력 충원의 곤란함을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아웃소싱이다. 주요
부처에서 통계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계업무 지원기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을 지정하고 있으
며 문화관광연구원 정관에 통계생산, 개발 및 분석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통계관리규정에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
가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명시하여 지정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정기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 생산과 기획,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여성가족부의 경우 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기관
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지정하는 적극적인 전략, 또는 특정 기관 지정 없
이 필요 시 협력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지정기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규정
에 명시되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표 Ⅴ-12> 주요 부처의 통계 전담 조직 특징 비교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특징
통계업무지원기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지정
정관에 통계 생산, 개발 및 분석 기능 명시

문화 분야 정보화정책 개발 전담 기관으로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정
(통계관리규정에 지정기관 명시)
교육통계 기획과 생산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
보건복지통계 기획과 생산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

출처: 정용찬 외(2018)의 229쪽 <표 5－21>의 내용을 요약, 수정

4)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기관간의 협업 제도화
공공데이터 개방을 비롯한 국가 빅데이터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
으며 국가 통계의 기획, 생산, 평가는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과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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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사업은 물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주관하고 있
으며 공공데이터포털 운영도 담당한다. 특히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데 여성가족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통계청은 국가통계 총괄기관이며, 국가통계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빅
데이터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계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통계
활용 간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 분야의 통계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여성가족 통계생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통계와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
역량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품질 관리 측면뿐 아니라 빅데이터 공유와 활용
을 위해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승인통계 작성 과정
에는 해당 부처뿐 아니라 산하 기관, 유관 연구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관련 협회, 조사회사 등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67)
부처 내의 통계 생산과 품질 관리는 통계협의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성가족
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가족통계협의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통계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통계 업무
의 종합･조정, 여성가족통계 작성 표준화, 여성가족통계 정보화 업무, 여성가족
통계 시행계획 수립, 기타 정책기획관의 요청에 따른 여성가족통계 관련 업무
를 협의하고 협력한다(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통계와 빅데이터가
융합되는 환경에서 여성가족통계협의회를 우선 시행하고 협의회의 운영 경험
을 기반으로 향후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 협의회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67)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있으며 관련
협회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그 외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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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Ⅴ-7]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5)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의 출발점은 여성가족부 내에
서 생산,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처에
서는 국가승인통계로 등록된 자료 이외에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
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예산을 투입하여 산출되고
있는 데이터가 사장되거나 품질 미흡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부
내에서 공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표준화의 부재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내에 산재된 행정데이터, 미승
인통계, 조사 자료 등을 정책 관점에서 조사하고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는
시계열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표준화를 통
해 부내 생산 데이터의 연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등록은
‘통계관리규정‘의 등록 통계 제도(또는 등록 데이터 제도) 신설을 활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는 목적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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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는 정책관점에서의 활용도를 우선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한 여성가족 정책 과제 발굴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
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데이터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함께 시스템화 전략 수립도 필
요하다. 데이터의 등록과 관리, 활용이 시스템으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자료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양한
원천의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를 보유하
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인구와 가구, 사업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통계청, 일자리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노동부, 고용정보원, 의료와
보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
관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과의 MOU 체결은
물론 복수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여성가족빅데이터 협의회도 필요하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정보, 통신회
사의 위치정보, 신문 등의 기사와 댓글 정보, SNS정보 등도 활용도가 높은 데
이터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 이외에도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한 MOU체결이나
협의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
외부 데이터의 결합 목적 역시 여성가족정책 수립과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연계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추지 성격의 과제는 사업화를 통해 이 과정에
서 데이터 결합과 활용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정책 부서 담당자와 정책연구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및 민간 분석 전문가와
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도 현업 담당자와 컴퓨팅, 통계분석 전문가의 협업이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협력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는 여성가족부 내부 인력과 협력 기관 대상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홍보 전략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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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데이터 맵 작성

⚪ 여성가족부 내에 산재된 행정데이터, 미승인통계 등을 정책 관점에서 조사
하고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는 시계열 데이터 축적 관리 체계 정립
⚪ 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 시스템화 전략 수립

부내 자료 활용

⚪ 여성가족부 내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과제 발굴 시범 사업 추진
⚪ 시범 사업을 통해 데이터와 정책간의 연계 사업화 검토

⚪ 여성가족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연계 시범 사업 추진
⚪ 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외부 자료 연계
⚪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여성가족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제 발굴과 사업화 검토

출처: 저자 작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연계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즉 연계 대상이 되는 원천 데이터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연계하여
생산한 자료는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해 계획, 구축, 운영, 활용 단계별로 데이터의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18). 특히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에서는 공공데이
터제공책임관의 임무 중의 하나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명시하는 등 데이
터 품질관리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의 특성
을 반영한 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연계 과정에서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식별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처리 등을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운영, 공동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분야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
다. 여성가족부의 각 부서에서 생산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조사하는 작업처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도 협조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
다. 특히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고 여러 업무를
함께 담당할 경우 통계업무나 빅데이터 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 여성
가족부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등록과 관리에 필수적인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
이터 관리 규정’의 제정도 다른 부서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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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므로 통계 및 빅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의 필요성 설명 등 추진 주
체의 관철 의지가 중요하다. 타 부처의 사례를 보면 의사결정권자(국실장급)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 내부의 협력 체계 구축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른 부처나 기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개념을 광의로 적용할 경우 여성가족 분야의 지표 생산에 인구와 가구, 보건복
지, 교육, 경제, 문화 등 전 부처에 걸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협력해야
할 대상 기관의 수가 많고 각 기관별로 협조를 받아야 할 데이터의 종류가 다
양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부처 간의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도 업무협의가 원
활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가족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실무
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이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의 협업 체계
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지통계 제도 도입 사례는 의미가 있다. 통계를 통해 남녀
간의 차이와 차별적인 상태를 비교하고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성인지통계는 통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
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통계시스템(https://gsis.kwdi.re.kr)을 통해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등 주제별 지역별, 출처별로 성인지통계를 제공하
는 통계 DB를 운영하고 있다.68) 성인지통계제도 정착과정에서의 전문 기관의
경험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될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6) 단계별 실행 전략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 여성가족
68)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항 3은 통계책임관의 임무로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는 성인지 통계의 산출을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
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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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준비기(’20)인 1단계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
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며 통계기획평가 전담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와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 제정 방향 정립, 부처, 유관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기(’21-’22)는 통계 전문 인력을 우선 확보하
고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
성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기관 지정과 여성가족통계관리
규정을 우선적으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향후 통계 및 빅데이터 관리규정으로
의 확대를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족부 내부 인력과 유관기관
대상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교육과 홍보 시행, 여성가족 주제의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개시가 필요하다. 준비기에서 파악된 여성가족부와 유관 기관의
요구 사항을 기초로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신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성능 보완) 1단계 사업 완료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기(’23-’24)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부합
하는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업무 재정비가 필요하다. 도입기에서 제정한 여성
가족통계관리규정을 기초로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을 제정하며,
여성가족부와 유관기관 대상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내실화한다. 도입기에서 시행한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확대하며,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시행한다.
<표 Ⅴ-14>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단계별 전략
구분

1단계
준비기
(’20)

실행 방안
⚪ 조직･인력: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문성 강화룰 위한 직무 분석
⚪ 관리 체계: 통계기획평가 전담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 제정 방향 정립
부처, 유관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수립
여성가족통계협의회 발족
⚪ 통합정보시스템: 여성가족부, 유관 기관의 요구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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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 방안

2단계
도입기
(’21-’22)

⚪ 조직･인력: 통계 전문 인력 확보, 조직 개편 방안 수립 타당성 검토
⚪ 관리 체계: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기관 지정
여성가족통계관리규정 제정,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수립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협의회 운영
부처, 유관기관 대상 빅데이터 거버넌스 교육/홍보 시행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개시
⚪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완료

3단계
확립기
(’23-’24)

⚪ 조직․인력: 조직 개편, 업무 재정비
⚪ 관리 체계: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으로 확대 개편
부처, 유관기관 대상 교육/홍보 내실화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사업 확대
⚪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착수

출처: 저자 작성

5. 소결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시대에
민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이 강조되면
서 여성가족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큰 의미
가 있다. 이러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여성가족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되려면 다양한 시범분석과 동시에 종합적인 차원의 발전 전략
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데이터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인
프라 전략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데이터 관리
에 대한 권한, 통제 및 공유된 의사 결정의 행사를 의미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인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할 때는 협의의 범위인 여성
가족부 및 관련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인프라
전략을 논의하는 플랫폼 부분과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에서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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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로는 한계가 있어 광의의 범위로 확장시켰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절 여성가족 빅
데이터 현황 및 인식조사’에서는 오미애(2017)에서 조사하였던 빅데이터 현황
을 업데이트하였다. 여성가족부 행정통계와 조사통계를 중심으로 현재 수집되
어 있는 여성가족 데이터를 청소년을 제외한 여성가족 3가지 주요 정책(양성
평등, 가족, 인권보호)으로 재정리하였다. 이어 여성가족부 및 여성가족 유관기
관 통계관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및 워크샵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타부처 빅데이터 인식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3절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에서는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특히,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신설과, 기존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보
완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성가족과 관련된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자료를 특정 지역, 기관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다층자료 구축의 기반
을 마련한다면 좀 더 고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플랫폼 구축은 분산된
자료를 연계하는 등 빅데이터 수집, 분석, 유통을 넘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공 및 산업혁신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에 기여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시킬 수 있
을 것이다.
‘4절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향’에서는 거버넌스의 정의와 빅데
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해외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사례를 통해 여성가족분야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여
성가족부 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인력 확충, 여성가족통계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정, 여성가족통계 기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정,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기관간의 협업 제도화,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이 중요하다. 여성가족 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 여성가족부 내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와 함께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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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가 여성가족 분야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
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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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주제별 결론과 정책적 제언
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담론 비교･분석
온라인 환경의 활성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및 댓글 작성, 온라인 투표와
같은 사회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을 통
한 사회정치적 참여율이 높으며, 연령대로는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온라인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태림, 2013: 8).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치참여의 특징이 성별에 따라 커뮤니티 공
간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지, 구분된다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여성지배적
커뮤니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온라인 사회정치참여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동시에 남성지배적 커뮤니티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온라인 사
회정치참여의 성별 패턴을 파악해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여성/남성지배적 커뮤니티의 주된 정치 담론은 무엇
이며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극단적인 성향을 띄는 여성/남성지배적 커뮤니
티의 정치 담론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커뮤니티와 어떻게 구분되지, 온라인 커
뮤니티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정치 담론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혐오라는 극단적인 성향을 지니는 남성사이트 A와 여성사이
트 A의 비교를 통해 두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성별에 기반한 ‘혐오’ 정치담
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남성사이트 A의 경우 여성에
대한 혐오가 북한, 난민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여성사이트 A의
경우에는 남성혐오가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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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넘어가며 정치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남성사이트 A에서는 정치 이슈
들이 서로 연결되기 보다는 대부분 이슈들이 혐오의 맥락에서 산발적으로 존재
하고 있고 반면에 여성사이트에서는 정치담론이 여성운동적 온라인액티비즘
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남초/여초 커뮤니티는 경제, 정당정치, 수
사와 같은 ‘보편적’ 정치에 대해 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접근법
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 수사’에 대해 논할 때에도
남초 사이트에서는 초점이 정치 수사에 가있다면 여초 사이트에서는 초점이
성접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초/여초 커뮤니티 사이에 겹치지 않는
토픽과 관련된 부분도 흥미로웠는데, 여초 커뮤니티의 경우 육아, 교육, 안전,
자연재해와 같은 생활 관련 토픽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남초 커뮤니티의 경우
북한, 선거, 민주화와 같은 더 세분화된 정치 토픽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생활 관련 논의가 정치 담론의 주된 축의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보편적인 정치 담
론 및 정치 담론의 성별 차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커
뮤니티는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의견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낼 수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의견
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작용하여 공식 언론을 통해 소통되는 정치
담론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담론이나 극단적 담론까지 포괄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분석결과 커뮤니티의 성별 성격에 따라 담론의 성격이 달라지며 이는 정치
라는 영역에서 성별 정책 요구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연구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나.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빅데이터와 AI알고리즘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 및 강화한다는 우려가 증대되어왔다. 이러한 우려는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차별적 성격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
로 논의되었다. 인터넷 검색 알고리즘의 인종차별적 문제가 실증적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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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예측 알고리즘인 COMPAS에 대한 인종차별적 경
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알고리즘의 차별 재생산이라는 논의를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고용분야에서 직업광고에서의 차별적 성격, 여성 등 사
회적 차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알고리즘이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 및 강화
할것이라는 우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측면에서 성차별을 더욱 은밀
하고 정당하게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원채용알고리즘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실험적
채용평가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도 기계학습방법을 통해 채용알
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였고, 각 단계에서
성차별적 속성의 재생산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실험분석 대상으로 한 IT산업의 정보시스템통
합서비스업(SI사업)에서 경력직 개발자의 채용에서는 모든 조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여성보다 더 많이 채용하는 성차별적 채용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러한 성차별 편견이 내재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
고리즘은 성차별적 채용을 더욱 강화하여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계
학습방법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는 특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성차별적 패턴이 인식되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성차별적 채용데이터에서 성별 및 자녀유무 등 차별적 속성 정보를 제외
한 학습데이터로 개발된 채용알고리즘은 성차별적 채용을 완전히 제거하고
성별 공평한 채용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을 제외한 채용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차등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성별을 대신할 혹은 성별과 매우 상관도가 높은 다른 대리변수가 없기 때
문으로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모든 투입변수의 조건을 성별로 완전히 동등
화한 실험실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말로 학습데이
터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 및 성별의 대리정보를 제거하면 성별에 따라 공평한
채용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습데이터의 범위의 변화에 따라 채용예측의 정확성 및 성별 집단별
공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 데이터가 제외되면서 여성
채용을 더 잘 예측하지만 남성 채용의 예측정확도는 다소 낮아지는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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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적 편견이 존재하는 경우 차별을 받는
집단의 차별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채용알고리즘의 개발방법 측면에서 채용예측의 결과는 약간의 차이
가 있었다. 이는 분석주제, 데이터의 성격 및 크기, 그리고 투입변수의 성격 등
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는 특정한 개발방법이 좋
다던가 개발방법들간에는 큰 차이는 없다는 등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고, 다양
한 알고리즘 개발방법으로 개발하고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개발
모형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여섯째, 채용알고리즘 개발방법에서 로지스틱 회귀방법 등 화이트박스 방식
의 개발방법은 알고리즘 성능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으면서 예측결과값에 영향
을 주는 영향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개발은 다양한 방
법으로 개발하여 예측정확도, 집단별 공정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과 같은 부정적 우려를 경험
적으로 확인한 바 고용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고용 감사방법이 필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격성 선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할
차별적 속성정보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바 미국 등 선진
국에서는 규제되고 있는 성별 등의 차별적 속성정보를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
을 금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고리즘의 책무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는 제3기관을 활용
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에 적용한 알고리즘 감사(Sandvig et
al., 2014 9-16)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 알고리즘 공개를 전
제로 한 ‘코드 감사’, 2)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유저가 플랫
폼에서 진행한 작업에 대하여 감사하는 방식의 ‘제한된 범위의 사용자 감사’,
3) 플랫폼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연구하는 ‘긁어내기
감사’, 4)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짜 계정을 이용한 ‘가짜 계정 감사’,
5) 사람이 직접 테스트 하는 방식인 ‘클라우드 소싱 및 협업 감사’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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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감사할 신뢰할 만한 외부기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이 연구는 중장기적인 데이터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인프라 전략으로 빅데
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데이터 관리에 대한 권한, 통
제 및 공유된 의사 결정의 행사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에서의 데이터 거버넌
스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인 협의
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할 때는 협의의 범위인 여성가족부 및 관련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인프라 전략을 논의하는 플랫폼 부분과 거버넌스 구축 방
향에 대해 논의에서는 협의의 범주로는 한계가 있어 광의의 범위로 확장시켰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여성가족 빅
데이터 현황 및 여성가족부 및 타기관의 빅데이터 인식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여성가족부는 타부처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계기획이 부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여성가족 통계를 비롯하여 향후 포괄 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여성가족 유관기관 내 전문가들은 데이터 중요성의 인식 확산,
통계 및 시스템 관련 인력확충, 통계관리 규정 마련을 가장 개선되어야 할 요
소들로 꼽았다. 다음으로 여성가족 내 생산되는 공공데이터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과거에는 여성가족 관련 공공데이터를 집합한 포털이
따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만 운영될 정도로 축소되어 있
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주제 발굴이 중요하다. 부처 내
분석 및 연구 인력이 부족하므로 여성가족 산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정책발
굴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발주하여 여성가족 공공데이터들의 한계 인식, 새로운
데이터 혹은 외부데이터의 필요성 인식, 외부통계수요 발굴, 유관기관 데이터
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여성가족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으로 여성가
족 빅데이터 플랫폼 신설과 기존 여성가족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보완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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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성가족과 관련된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자료를 특정 지역, 기관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다층자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다면 좀 더 고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플랫폼 구축은 분
산된 자료를 연계하는 등 빅데이터 수집, 분석, 유통을 넘어, 이용자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공 및 산업혁신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에 기여
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가족부 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인력(통계 전담 기능과
공공데이터 총괄, 빅데이터 총괄 기능을 담당)을 확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통계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정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정책에 필요
한 통계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축적, 관리하기 위해
서는 일시적인 관심 차원이 아니라 일상 행정업무 과정에 통계와 데이터 관점
의 인프라 구축이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통계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
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관련 관리 규정의 제정을 통해서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족통계 기획평가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한국여
성정책연구원) 지정이 필요하다. 통계지표의 기획과 수립 등을 지원하며 전문
적 자문을 줄 수 있는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한국행정연구원,
2012)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의 기획과 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부처
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적인 인력 충원의 곤란함을 해결하는 방안 중
의 하나는 아웃소싱이다. 주요 부처에서 통계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 벤치마킹하기 좋은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업무 지원기
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방송통계관리규정에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을 명시하여 지정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정기관
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 생산과 기획,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제 발
굴 등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와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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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이 중요하다. 여성가
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 여성가족부 내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와 함께 유관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2.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방향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의 향후 방향을 다음
의 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의 체계화 방안이다.
기존 단발적으로 분석된 연구들을 주제에 따라 지속화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으
로 연구 확장이 가능해 보인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발굴이
다. 여성가족 분야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빅데이터와 여성문제를 연결
한 새로운 연구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연구를 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이다. 데이터 확보 및 알고리즘의 성적 편향성, 활용
방안 개선 등은 빅데이터 연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Ⅵ-1]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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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의 체계화
지속가능한 여성가족 빅데터의 연구를 위해서는 분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적 모니터링, 둘째 지표개발 및 관리, 셋째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에 주로 연구되던 방식인 단발성 시범분석보다는 정책적 중요도나 개선
시급성이 높은 주제를 선별하고 이를 지속화 또는 자동화하는 지속적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의견데이터 분석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
영할 필요성이 있다. 의견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범위나
분석을 자동화하는 툴(tool) 개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타분야 연구 중에
서는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분류체계(온톨로지)를 개발하
였다(송태민 외, 2015: 219). 소셜빅데이터, 관련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특정한 주제의 온톨로지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한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데이터 등 다른 데
이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공간데이터와 의견데이터 결합은 지역의 정
책적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여론의 변화를 추적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러
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방법을 사안별로 개발하기보다 부처 내 여론 모니터
링에 대한 툴이나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론 변화의 추이를 모니터링 자동화 외에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
하는 것 또한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성 빅데
이터 중에서도 양성평등이 시급한 분야에 지표 관리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
다. 2018년 발표된 양성평등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 분야가 매우 낮
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 안전 분야 점수가 낮았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여성 채용과 승진을 기피하는 성차별 기업들을 공개하고 있다. 개
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신인도 평가에
서 감점, 가족친화인증에서 제외 등의 패널티를 주어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69) 안전 분야도 지표 관리가 유용한 분야 중
69) 한겨레, (2019.03.08.) “여성 직원 관리자 비율 낮은데...개선의지까지 없는 기업
50곳”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95.html.(2019.10.1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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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한 통신사에서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범죄 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
를 결합하여 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
대로 순찰, 단속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기수행한 연구 중에서는 ‘온라인 성차별 모니
터링’이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이트별로 관련 지표
를 개발, 관리하고,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곳을 공개한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
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시스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이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탁희성 외, 2015: 32). 올해 탈북 모자가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데이터 기반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
험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7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예
측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
히 보건이나 안전 분야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선
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강화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여성분야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4년 사이 81% 급증하고
강간･강제추행,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여성 피해자 보
호 강화는 물론,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71). 민간 차원에서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통신사는 서울경찰청과 여성안전 스마
트치안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oT 센서를 이용한 침입 감지와
CCTV 녹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서비스, 사이렌 알림, 112 간편신고 기능을 갖
춘 종합 홈 보안서비스로 잠재적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성 1인 가구나 이주
여성에게 보급하였다.72) 또다른 통신사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
70) 한겨레, (2019.08.22.) “탈북모자 고립･사망 때까지 ‘아동보호 체계’ 작동 안했
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667.html.(2019.
10.18.접속)
71) the300(2019.09.12.) “스토킹 범죄, 4년새 81% '급증'…혼자사는 女 '불안감↑'”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9091210507646498
2019.09.12.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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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하고 지하철 노선, 시간
대 등의 조건 검색으로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추천받고, 선제적 예방 순찰을
통해 범행위지를 낮추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고자 한다.73)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은 특히 안전과 보건 분야에서 연구 필요성
이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혹은 감시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후 사회적 공정성, 공평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높으므로 빅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공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비판적 관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빅데이터 주제발굴
빅데이터 연구는 데이터 가용 범위에 따라 연구의 주제가 결정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빅데이터들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여성가족
분야 빅데이터 연구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년간 빅데이터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의견
데이터, 행정데이터, 거래데이터, 추적데이터 등이고, 그 중에서도 행정데이터
와 의견데이터 활용 비중이 높았다. 반면, 타분야에서 사용된 데이터 중에서
행정데이터 중 ‘시설물 데이터’, ‘센서데이터’, ‘행동데이터’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빅데이터들과 여성문제를 연계한다면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융, 교통, 헬스케어 등 10개 분야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올해 세울 의지를 보이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74) 앞으로 행정데이터는 그 다양성과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의 제언을 통해 여성가족빅데이
터의 새로운 주제를 제안한다.
72) 뉴시스, (2019.09.09.) "LGU+-서울경찰청,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나선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9_0000765639 2019.09.
12.접속.
73) 뉴시스(2019.03.06.)“KT-경찰청, 빅데이터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한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kt-경찰청-빅데이터로-몰카등-디지털-성범죄-예방한다/ar-BBUqQr1 2019.09.13.접속.
74) IT뉴스(2019.03.05.)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10곳･센터 100곳 구축”
http://www.itnews.or.kr/?p=30164 2019.10.18.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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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 데이터: 여성가족 시설 연구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한 ‘생애주기통합 건설정보체계’는 시설물과 건축물의
생애주기 단계별 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해 유기적 정보집합체를
구축하면 시설물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
을 높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성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위 시설물, 건축물 데이터는 여성가족 시설 안전에 대한 연구로 연계가 가능
할 것이다. 여성시설이란 취약계층보호센터, 미혼모센터, 가정폭력 임시 보호
소 뿐 아니라 여성우선주차장75), 여성전용 택시 등 여성전용 시설들을 의미한
다. 이 시설물의 데이터가 생애주기별로 관리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취약계층
여성들의 안전도를 높이고 건물 유지, 보수 등의 시설물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 센서 데이터: 여성 작업자 안전 연구
IoT기술을 결합한 센서자료는 데이터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활용가능한 데
이터가 실시간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작업자의 안전관리 연구로 적용
해 볼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여성근로자 산업재해도 많
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Ⅲ):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를 연구한 바 있으며, 2018
년에는 여성근로자들의 생애주기별 작업장에서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여성 작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
다.76) 여성이 작업현장에서 겪는 안전과 보건의 문제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 개념과 법 규정
이 적용되어 여성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77)
75) 2009년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범죄에서 여성을 보호
하고자 도입하였으며 <서울시 주자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
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76) 김영택 외(2019),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Ⅲ): 작업장에서
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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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IoT 기술을 통해 작업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체계 마련 및 안전규정 정정 등 작
업자의 질병재해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연구가 가능해 보인다.

다) 행정 데이터: 여성 콘텐츠 경향 분석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앞으로 행정데이터의 규모 및 다양성은 점점 커질 것
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연구분야를 계속 발굴해야
할 것이다. 가령 지금까지 여성 빅데이터 연구 중 문화 분야 연구는 드물지만
문화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많은 행정데이터들을 생산 및 공
개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 콘텐츠를 유통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이어
IPTV, 온라인 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
다.78) 음악분야는 저작권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할
계획이고,79) 공연분야는 이미 공연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법제화하여 티켓예
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문화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기에, 여성 콘
텐츠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이슈와 관련된 사회 분위기 변화를 파악하
는데 유용하며, 그런 관점에서 위 데이터들은 소셜데이터와 연계하여 여성 콘
텐츠 경향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3) 방법론 개선 연구
다수의 빅데이터 연구들은 데이터 수집 과정과 자료정비 등의 과정에서 어려
움을 연구의 한계로 언급한다. 여성 빅데이터 분석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데
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 정제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77) 뉴시스(2018.12.10.)“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작업장 안전 강화 위한 포럼 개최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여성정책연구원-여성-작업장
-안전-강화-위한-포럼-개최/ar-BBQJDl1 2019.09.14.접속.
78) 한국경제(2019.10.14.) “'온라인 영화관' 통합전산망 구축…제작비 세액공제
2022년까지 연장”.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101436841
2019.10.18.접속.
79) 전자신문(2019.10.15.) “음악 저작권 정산, '통합전산망'으로 투명하게”
http://www.etnews.com/20191015000236 2019.10.18.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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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빅
데이터 범위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연구주제도 계속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서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타분야 빅데
이터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방대한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여
보관하기보다는 흩어진 데이터들의 공유･연계･공개를 통한 활용을 지향하고
있다. 즉,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필요한 분석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각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되면,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정보들을 공유･
연동하여 분석･ 처리할 수 있고, 분석처리를 한 결과만 시스템에 남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와 같이 다수의 정보처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정보이용
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마다 제공방식 및 절차가 달라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표준화 문제에 대한 연구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편향(bias)을 발견하고 개선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알고
리즘은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 때 사용한 데이터가 성,
인종, 계급 등에 관련된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데이터라면 결과도 편향되는 문제
를 낳게 된다. 이러한 편향의 문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발표된 보고서는 광고 제시 혹은 접근 기회를 분석한 결과 젠더 차별
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는데, 고임금 직업을 제안하는 광고가 남성에 비해 여성
에게는 훨씬 드물게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0)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 한 챗봇을 개발하였으나 백인우월주의자,
무슬림 혐오자, 여성 혐오자의 말을 학습하고 차별과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면
서 문제가 된 메시지를 삭제하고 구동을 중지하게 되었다.81) Noble(2018)은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라는 책에서 10년 전 검색사이트 구글
(Google)에 ‘흑인소녀’나 ‘아시아 소녀’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포르노 사이트들
80) Amit Datta et al(2015), “Automated Experiments on Ad Privacy
Settings”, in Proceedings on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2015(1),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Symposium, p. 95.
81) 허유선(2017).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책임 문제 고찰을 위한 시론 - 편향성을
학습하는 알고리즘과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7년 12월, 한국여성철학회,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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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사례를 소개하며 알고리즘을 권력이라고 칭하였
다.82) 이러한 알고리즘이 특정 특징에 대해 분류나 예측 같은 출력 결과가 달
라지는 알고리즘 편향성(Algorithmic bias)은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인 불평등
을 더욱 확대하고 특정 집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여성 빅데이터 분야에서 두 가지 연구 주제가 가능해 보인다.
첫째는 편향성이 발생하는 분야를 발견하는 연구이다. 현재 구직 및 검색결과
분야가 대표적이나 승진, 범죄,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성편향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
를 낮추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과업
을 수행하는데 이 때 사용한 데이터가 성, 인종, 계급 등에 관련된 사회적 편견
이 반영된 데이터라면 결과도 편향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러한 편향의 문제
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수요자가 편리하
게 분석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타분야에서는 다른 빅데이터 분석과 소셜데이터를 결합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수요자가 직접 생산하는 ‘소셜빅데이터’를 공간데이터나 행
정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수요자 관점에서 특정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
를 제공받는 것이 한 예이다. 이러한 결합이 잘 이루어지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지향적인 대비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적인 활용성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도 중요하다. 분석 결
과를 시각화, 시뮬레이션하거나 활용을 위한 모형 개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교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타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구체
적으로 웹기반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관련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데이터를 시각화
한 ‘대쉬보드’라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정책연구로서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는 ‘지속
82) 2012년 판다(Panda)라는 편향이 조정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후로는 이런 검색결
과가 수정되었다(Noble,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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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정성’, ‘수요자’로 축약된다. 데이터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지속해서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 맞는 공정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또한 수요자
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그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통해 마주하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규정 개정
빅데이터는 다양한 출처의 빅데이터를 연계하거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함으
로써 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조사비용의 절감 등 조사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돌파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심도 깊은 연구는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용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개
인정보보호문제와 여러 자료의 연계된 데이터의 개인식별 방지에 관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개인정보규제 수준이 높으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모호성, 획일성으로 데이터 활용 및 유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식별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재식별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범적 효력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중 과기정통부, 금융위,
행정안전부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데이터 3법의
규제 권한을 일원화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 국회 심사중이었며 2019년 12월 4
일 국회 통과가 되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의 동의 없이
비식별자료를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현재 정기국회처리
가 무산되면서 연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찍이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6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규정하고 2018년부터 적용해 개인정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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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가명처리 및 암호처리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이를 참고하여 법과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
터전략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
공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강화, 활성화 등을 위한 목표체계를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활용이 어려운 자료가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법과 규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향후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용성, 유용성, 통합
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다루며 프라이버시, 보안성,
데이터 품질, 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앙행정부
처에서 빅데이터 직무가 담당업무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처는 환경부 등
소수에 불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는 대부분 정보화담
당관 소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성가
족부는 현재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실행전략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 여성가족
부 내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준비기, 2단계 거버넌스 체계 도입기, 3단계 거
버넌스 체계 확립기인 세 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촉진
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1단계인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준비기에는 대략 1~2년 정도의 기간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며 통계기획
평가 전담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와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 제정
방향 정립, 부처, 유관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수립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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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2단계인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기에는 통계 전문 인력을 우선 확보하
고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
성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여성가족통계
관리규정을 우선적으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향후 통계 및 빅데이터 관리규정
으로의 확대를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족부 내부 인력과 유관
기관 대상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교육과 홍보 시행, 여성가족 주제의 빅데
이터 분석 시범사업 개시가 필요하다. 준비기에서 파악된 여성가족부와 유관
기관의 요구 사항을 기초로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여 거버넌스 시스
템 구축을 1차 완료한다. 이때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은 신규 구축하는 방
법 또는 기존 시스템 성능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2단계 도입기에 어떠한 방
법이 타당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타당한 방식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기에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업무 재정비가 필요하다. 도입기에서 제정한
여성가족통계관리규정을 기초로 여성가족통계 및 빅데이터관리규정을 제정하
며, 여성가족부와 유관기관 대상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교육과 홍
보를 내실화한다. 도입기에서 시행한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여성
가족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확대하며,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하는 사업을 지속하며 발전시킨다면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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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여성가족부 분야별 정책(청소년 정책 제외)
<부표 1-1> 여성가족부 분야별 정책
사회참여
분야
여성가족부 정책

경제
활동
(2)

의사
결정
(4)

성평등
의식, 문화

인권,복지
교육
직업 복지 보건
(0)
훈련 (6)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안전
(12)
√

가족친화인증제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국제결혼피해상담 및 구조

√

다누리 콜센터 운영

√

부모역할지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

성범죄자의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제도

√

성별영향평가 운영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
√

양육비이행지원제도

√

여성긴급전화(1366)운영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여성인재DB운영

√

여성인재아카데미

√

여성친화도시운영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운영

가족
(5)

√
√

문화
정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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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분야
여성가족부 정책

경제
활동
(2)

의사
결정
(4)

교육
직업 복지 보건
(0)
훈련 (6)
(2)

유엔안보리결의1325호국가행동계획

√
√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19년 9월 기준)

안전
(12)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강화
취약위기가족 지원

성평등
의식, 문화

인권,복지

가족
(5)

문화
정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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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채용데이터의 탐색적 분석 결과
가. 범주형 변수
<부표 2-1> 최종학력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최종학력 상

최종학력 하

계

채용

244

154

398

비채용

876

766

1642

계

1120

920

2040

채용률

22%

17%

20%

<부표 2-2> 최근 경력회사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최근경력회사_상

최근경력회사_중

최근경력회사_하

계

채용

159

136

103

398

비채용

581

584

477

1642

계

740

720

580

2040

채용률

21%

19%

18%

20%

<부표 2-3> 이전 경력회사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이전경력회사_상

이전경력회사_중

이전경력회사_하

계

채용

134

128

136

398

비채용

490

592

560

1642

계

624

720

696

2040

채용률

21%

18%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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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참여프로젝트1 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참여프로젝트1_상

참여프로젝트1_중

참여프로젝트1_하

계

채용

230

110

58

398

비채용

486

574

582

1642

계

716

684

640

2040

채용률

32%

16%

9%

20%

<부표 2-5> 참여프로젝트2 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참여프로젝트2_상

참여프로젝트2_중

참여프로젝트2_하

계

채용

228

113

57

398

비채용

500

555

587

1642

계

728

668

644

2040

채용률

31%

17%

9%

20%

<부표 2-6> 참여프로젝트3 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참여프로젝트3_상

참여프로젝트3_중

참여프로젝트3_하

계

채용

259

101

38

398

비채용

461

583

598

1642

계

720

684

636

2040

채용률

36%

15%

6%

20%

<부표 2-7> 개발언어수준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개발언언_상

개발언어_중

개발언어_하

계

채용

328

70

0

398

비채용

768

874

0

1642

계

1096

944

0

2040

채용률

32%

16%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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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 DB수준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DB_상

DB_중

DB_하

계

채용

98

300

0

398

비채용

78

1496

68

1642

계

176

1796

68

2040

채용률

56%

17%

0%

20%

<부표 2-9> 분석툴 수준별 채용여부 평가 분포
(단위: 명)

채용 여부

분석툴_상

분석툴_중

분석툴_하

계

채용

266

62

70

398

비채용

258

530

854

1642

계

524

592

924

2040

채용률

51%

10%

8%

20%

나. 연속형 변수
<부표 2-10> 채용여부별 연령의 기술통계값
(단위: 연령)

채용여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최대값

전체

35.7

2.1

32

34

36

38

39

채용

35.3

2.0

32

34

35

37

39

비채용

35.8

2.1

32

34

36

38

39

<부표 2-11> 채용여부별 최근 경력회사 근무기간의 기술통계값
(단위: 개월)

채용여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최대값

전체

34.4

6.9

22

28

36

40

48

채용

34.1

7.1

22

28

35

40

48

비채용

34.5

6.8

22

28

36

4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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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2> 채용여부별 이전 경력회사 근무기간의 기술통계값
(단위: 개월)

채용여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최대값

전체

24.5

6.5

12

20

24

31

36

채용

24.5

6.7

12

20

24

31

36

비채용

24.5

6.5

12

20

24

31

36

다. 평가자 특성에 따른 성별 채용률
<부표 2-13> 평가자 성별 특성에 따른 남녀 채용률
(단위: %)

평가자 성별

남성 채용률

여성 채용률

채용률 계

남성 평가자

23.4

15.7

19.5

여성 평가자

21.3

17.6

19.4

평가자 전체

22.9

16.1

19.5

<부표 2-14> 평가자 연령대에 따른 남녀 채용률
(단위: %)

평가자 연령대

남성 채용률

여성 채용률

채용률 계

40대 평가자

20.1

16.9

18.5

50대 평가자

24.7

15.6

20.1

평가자 전체

22.9

16.1

19.5

<부표 2-15> 평가자 직무에 따른 남녀 채용률
(단위: %)

평가자 연령대

남성 채용률

여성 채용률

채용률 계

경영직 평가자

27.8

13.9

20.8

PM 평가자

23.2

16.3

19.7

지원조직 평가자

20.8

13.7

17.3

PL 평가자

19.0

20.2

19.6

평가자 전체

22.9

16.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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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채용알고리즘 개발 프로그램 코드(R code)
# Read Data
modelingdata <- read.csv("modeling_data_fin.csv",header=T, sep= ",")
# Delete Variables 1, 2, 3, 5, 6, 7th variables
recruitdata <- modelingdata[, -c(2, 3, 5, 6, 7)]
recruit <- modelingdata[, -c(1, 2, 3, 5, 6, 7)]
recruit$recruitment <- as.factor(recruit$recruitment)
recruit$sex <- as.factor(recruit$sex)
recruit$child <- as.factor(recruit$child)
# Data partition - stratified sampling with prob. 0.5 on each stata
recruit$group <- rep(0, nrow(recruit))
# male without child - 1
# male with child - 2
# female without child - 3
# female with child - 4
recruit$group[which(recruit$sex == 0 & recruit$child == 0)] <- 1
recruit$group[which(recruit$sex == 0 & recruit$child == 1)] <- 2
recruit$group[which(recruit$sex == 1 & recruit$child == 0)] <- 3
recruit$group[which(recruit$sex == 1 & recruit$child == 1)] <- 4
# training and testing part of data partition for 2-fold cross-validation
set.seed(12)
V = 2
n_group <- sum(recruit$group == 1)
# Partitioning 5:5
id = sample(1:V, n_group, prob = c(0.5,0.5), replace = T)
ii = which(id==1)
recruit.train = rbind(recruit[which(recruit$group == 1),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2),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3),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4), ][-ii,])
recruit.test = rbind(recruit[which(recruit$group == 1),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2),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3),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4),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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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ogistic Regression
# full data
fit.logit.1 <- glm(recruitment ~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rain
[, -c(10, 17)])
#summary(fit.logit.1)
# Prediction 1
pred1.logit = predict(fit.logit.1, newdata=recruit.test[,-c(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1 = ifelse(pred1.logit > cutoff, 1, 0)
fit.logit.2 <- glm(recruitment ~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est
[, -c(10,17)])
#summary(fit.logit.2)
# prediction 2
pred2.logit = predict(fit.logit.2, newdata=recruit.train[, -c(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2 = ifelse(pred2.logit > cutoff, 1, 0)

# w/o sex
fit.logit1.wos <- glm(recruitment~.,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rain
[, -c(2, 10, 17)])
pred1.logit.wos = predict(fit.logit1.wos, newdata=recruit.test[,-c(2, 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1.wos = ifelse(pred1.logit.wos > cutoff, 1, 0)
fit.logit2.wos <- glm(recruitment~.,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est
[, -c(2, 10, 17)])
pred2.logit.wos = predict(fit.logit2.wos, newdata=recruit.train[,-c(2, 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2.wos = ifelse(pred2.logit.wos > cutoff, 1, 0)

# w/o child
fit.logit1.woc <- glm(recruitment~.,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rain
[, -c(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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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1.logit.woc = predict(fit.logit1.woc, newdata=recruit.test[,-c(4, 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1.woc = ifelse(pred1.logit.woc > cutoff, 1, 0)
fit.logit2.woc <- glm(recruitment~.,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est
[, -c(4, 10, 17)])
pred2.logit.woc = predict(fit.logit2.woc, newdata=recruit.train[,-c(4, 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2.woc = ifelse(pred2.logit.woc > cutoff, 1, 0)

# w/o sex and child
fit.logit.1.red <- glm(recruitment ~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rain
[, -c(2, 4, 10, 17)])
pred1.logit.red = predict(fit.logit.1.red, newdata=recruit.test[, -c(2, 4, 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1.red = ifelse(pred1.logit.red > cutoff, 1, 0)
fit.logit.2.red <- glm(recruitment ~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est
[, -c(2, 4, 10, 17)])
pred2.logit.red = predict(fit.logit.2.red, newdata=recruit.train[, -c(2, 4, 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2.red = ifelse(pred2.logit.red > cutoff, 1, 0)

# save the fitted values as vector.
yhat.logit.full <- as.factor(c(yhat.logit.2, yhat.logit.1))
yhat.logit.wos <- as.factor(c(yhat.logit2.wos, yhat.logit1.wos))
yhat.logit.woc <- as.factor(c(yhat.logit2.woc, yhat.logit1.woc))
yhat.logit.red <- as.factor(c(yhat.logit.2.red, yhat.logit.1.red))

# 2. SVM
install.packages('e1071')
library(e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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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data
fit.svm.1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rain[, -17])
pred1.svm <- predict(fit.svm.1, newdata = recruit.test[,-17])
fit.svm.2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est[, -17])
pred2.svm <- predict(fit.svm.2, newdata = recruit.train[, -17])

# w/o sex
fit.svm.1.wos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rain[, -c(2,17)])
pred1.svm.wos <- predict(fit.svm.1.wos, newdata = recruit.test[,-c(2,17)])
fit.svm.2.wos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est[, -c(2,17)])
pred2.svm.wos <- predict(fit.svm.2.wos, newdata = recruit.train[, -c(2,17)])

# w/o child
fit.svm.1.woc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rain[, -c(4,17)])
pred1.svm.woc <- predict(fit.svm.1.woc, newdata = recruit.test[,-c(4,17)])
fit.svm.2.woc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est[, -c(4,17)])
pred2.svm.woc <- predict(fit.svm.2.woc, newdata = recruit.train[, -c(4,17)])

# w/o sex and child
fit.svm.1.red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rain[, -c(2, 4, 17)])
pred1.svm.red <- predict(fit.svm.1.red, newdata = recruit.test[, -c(2, 4, 17)])
fit.svm.2.red <- svm(recruitment ~ ., data = recruit.test[, -c(2, 4, 17)])
pred2.svm.red <- predict(fit.svm.2.red, newdata = recruit.train[, -c(2, 4, 17)])

# save the fitted values as vector
yhat.svm.full <- as.factor(c(pred2.svm, pred1.svm) - 1)
yhat.svm.wos <- as.factor(c(pred2.svm.wos, pred1.svm.wos)-1)
yhat.svm.woc <- as.factor(c(pred2.svm.woc, pred1.svm.woc)-1)
yhat.svm.red <- as.factor(c(pred2.svm.red, pred1.svm.red) - 1)

부 록 ❚ 289

# 3. Neural Network
install.packages("neuralnet")
library(neuralnet)
install.packages("dummy") #to creat dummay variables
library(dummy)
# data handling for neural net
# training part of data handling
dvar = c(2, 4) #find nominal variables
recruit.train2 = dummy(x=recruit.train[, dvar]) # transform nominal variables into
dummy variables
recruit.train2 = recruit.train2[,-c(2, 4)] # delete redundant dummy variables
recruit.train2 = cbind(recruit.train[,-dvar], recruit.train2) # combine them
str(recruit.train2)
recruit.train2 <- recruit.train2[, -15] # delete the group variable
for(i in 1: ncol(recruit.train2)) if(!is.numeric(recruit.train2[,i]))
recruit.train2[,i] = as.numeric(recruit.train2[,i])
max1.train = apply(recruit.train2, 2, max)
min1.train = apply(recruit.train2, 2, min)
rdat.train = scale(recruit.train2, center = min1.train, scale =
max1.train - min1.train) #Standaization
rdat.train = as.data.frame(rdat.train)
### testing part of data handling
recruit.test2 = dummy(x=recruit.test[, dvar]) # transform nominal variables into
dummy variables
recruit.test2 = recruit.test2[,-c(2, 4)] # delete redundant dummy variables
recruit.test2 = cbind(recruit.test[,-dvar], recruit.test2) # combine them
recruit.test2 <- recruit.test2[, -15]
for(i in 1: ncol(recruit.test2)) if(!is.numeric(recruit.test2[,i]))
recruit.test2[,i] = as.numeric(recruit.test2[,i])
max1.test = apply(recruit.test2, 2, max)
min1.test = apply(recruit.test2, 2, min)
rdat.test = scale(recruit.test2, center = min1.test, scale =
max1.test - min1.test) #Standaization
rdat.test = as.data.frame(rdat.test)
rn[!rn %in% c("recruitment", "sex_0", "child_0")] # for reduced model later.
rn[!rn %in%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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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data
# fit neural networks with 1 hidden layer consisting of 3 hidden neurons.
rn = names(rdat.train)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recruitment"],
collapse = " + ")))
set.seed(12345)
fit.nn.1 = neuralnet(f, data = rdat.train,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4)))
plot(fit.nn.1)
cutoff = 0.5
p.train.nn.1 = compute(fit.nn.1, rdat.test[,-1])$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rain.nn.1 = ifelse(p.train.nn.1 > cutoff, 1, 0)
rn = names(rdat.test)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recruitment"],
collapse = " + ")))
set.seed(12345)
fit.nn.2 = neuralnet(f, data = rdat.test,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4)))
plot(fit.nn.2)
cutoff = 0.5
p.test.nn.2 = compute(fit.nn.2, rdat.train[,-1])$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est.nn.2 = ifelse(p.test.nn.2 > cutoff, 1, 0)
# without sex - with full and partitioned dataset
rn = names(rdat.train)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c("recruitment", "sex_0")],
collapse = " + ")))
set.seed(1234)
fit.nn1.wos = neuralnet(f, data = rdat.train,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3)))
plot(fit.nn1.wos)
cutoff = 0.5
p.train.nn1.wos = compute(fit.nn1.wos, rdat.test[,-c(1, 15)])$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rain.nn1.wos = ifelse(p.train.nn1.wos > cutoff,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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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 names(rdat.test)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c("recruitment", "sex_0")],
collapse = " + ")))
set.seed(1234)
fit.nn2.wos = neuralnet(f, data = rdat.test,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3)))
plot(fit.nn2.wos)
cutoff = 0.5
p.test.nn2.wos = compute(fit.nn2.wos, rdat.train[,-c(1, 15)])$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est.nn2.wos = ifelse(p.test.nn2.wos > cutoff, 1, 0)
# without child - with full and partitioned dataset
rn = names(rdat.train)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c("recruitment",
"child_0")], collapse = " + ")))
set.seed(123124)
fit.nn1.woc = neuralnet(f, data = rdat.train,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3)))
plot(fit.nn1.woc)
cutoff = 0.5
p.train.nn1.woc = compute(fit.nn1.woc, rdat.test[,-c(1, 16)])$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rain.nn1.woc = ifelse(p.train.nn1.woc > cutoff, 1, 0)
rn = names(rdat.test)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c("recruitment",
"child_0")], collapse = " + ")))
set.seed(123124)
fit.nn2.woc = neuralnet(f, data = rdat.test,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3)))
plot(fit.nn2.woc)
cutoff = 0.5
p.test.nn2.woc = compute(fit.nn2.woc, rdat.train[,-c(1, 16)])$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est.nn2.woc = ifelse(p.test.nn2.woc > cutoff,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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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c(yhat.test.nn2.woc, yhat.train.nn1.woc), recruit.dat$sex)
# without the sex and child variable
rn = names(rdat.train)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c("recruitment", "sex_0",
"child_0")], collapse = " + ")))
set.seed(1231334)
fit.nn.1.red = neuralnet(f, data = rdat.train,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2)))
plot(fit.nn.1.red)
cutoff = 0.5
p.train.nn.1.red = compute(fit.nn.1.red, rdat.test[,-c(1, 15, 16)])$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rain.nn.1.red = ifelse(p.train.nn.1.red > cutoff, 1, 0)
rn = names(rdat.test)
f = as.formula(paste("recruitment ~", paste(rn[!rn %in% c("recruitment", "sex_0",
"child_0")], collapse = " + ")))
set.seed(1231334)
fit.nn.2.red = neuralnet(f, data = rdat.test, hidden=c(1, 3), linear.output=
F, stepmax = 1e6, threshold = 0.05, startweights = c(rep(1, 12)))
plot(fit.nn.2.red)
cutoff = 0.5
p.test.nn.2.red = compute(fit.nn.2.red, rdat.train[,-c(1, 15, 16)])$net.result #1st
is the target variable
yhat.test.nn.2.red = ifelse(p.test.nn.2.red > cutoff, 1, 0)
table(c(yhat.test.nn.2.red, yhat.train.nn.1.red), recruit.dat$sex)
sum(yhat.nn.full=="1")
sum(yhat.nn.wos=="1")
# save predicted values as vectors
yhat.nn.full <- as.factor(c(yhat.test.nn.2, yhat.train.nn.1))
yhat.nn.wos <- as.factor(c(yhat.test.nn2.wos, yhat.train.nn1.wos))
yhat.nn.woc <- as.factor(c(yhat.test.nn2.woc, yhat.train.nn1.woc))
yhat.nn.red <- as.factor(c(yhat.test.nn.2.red, yhat.train.nn.1.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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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oosting
install.packages("rpart")
install.packages("adabag")
library(rpart)
library(adabag)
# Full data
set.seed(5)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1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rain[, -17], boos=T, mfinal=50,
control=my.control)
#fit.bst1$trees
pred1.bst = predict.boosting(fit.bst1, newdata=recruit.test[, -17])
cutoff = 0.5
yhat.bst1 = ifelse(pred1.bst$prob[,2] > cutoff, 1, 0)
set.seed(6)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2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est[,-17], boos=T, mfinal=50,
control=my.control)
#fit.bst2$trees
pred2.bst = predict.boosting(fit.bst2, newdata=recruit.train[, -17])
cutoff = 0.5
yhat.bst2 = ifelse(pred2.bst$prob[,2] > cutoff, 1, 0)

# without sex
set.seed(1013)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1.wos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rain[, -c(2,17)], boos=
T, mfinal=50, control=my.control)
#fit.bst1.wos$trees
pred1.bst.wos = predict.boosting(fit.bst1.wos, newdata=recruit.test[, -c(2,17)])
cutoff = 0.5
yhat.bst1.wos = ifelse(pred1.bst.wos$prob[,2] > cutoff, 1, 0)
set.seed(1014)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2.wos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est[,-c(2,17)], boos=
T, mfinal=50, control=my.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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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bst2.wos$trees
pred2.bst.wos = predict.boosting(fit.bst2.wos, newdata=recruit.train[, -c(2,17)])
cutoff = 0.5
yhat.bst2.wos = ifelse(pred2.bst.wos$prob[,2] > cutoff, 1, 0)

# without child
set.seed(1015)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1.woc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rain[, -c(4,17)], boos=
T, mfinal=50, control=my.control)
#fit.bst1.woc$trees
pred1.bst.woc = predict.boosting(fit.bst1.woc, newdata=recruit.test[, -c(4,17)])
cutoff = 0.5
yhat.bst1.woc = ifelse(pred1.bst.woc$prob[,2] > cutoff, 1, 0)
set.seed(1016)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2.woc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est[,-c(4,17)], boos=
T, mfinal=50, control=my.control)
#fit.bst2.woc$trees
pred2.bst.woc = predict.boosting(fit.bst2.woc, newdata=recruit.train[, -c(4,17)])
cutoff = 0.5
yhat.bst2.woc = ifelse(pred2.bst.woc$prob[,2] > cutoff, 1, 0)

# without sex and child
set.seed(7)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1.red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rain[,-c(2, 4, 17)], boos=
T, mfinal=50, control=my.control)
#fit.bst1.red$trees
pred1.bst.red = predict.boosting(fit.bst1.red, newdata=recruit.test[,-c(2, 4, 17)])
cutoff = 0.5
yhat.bst1.red = ifelse(pred1.bst.red$prob[,2] > cutoff, 1, 0)
set.seed(8)
my.control = rpart.control(xval=0, cp=0.01, maxdepth=10)
fit.bst2.red = boosting(recruitment~., data=recruit.test[,-c(2, 4, 17)], boos=
T, mfinal=50, control=my.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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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bst2.red$trees
pred2.bst.red = predict.boosting(fit.bst2.red, newdata=recruit.train[,-c(2, 4, 17)])
cutoff = 0.5
yhat.bst2.red = ifelse(pred2.bst.red$prob[,2] > cutoff, 1, 0)

# save predicted values as vectors
yhat.bst.full <- as.factor(c(yhat.bst2, yhat.bst1))
yhat.bst.wos <- as.factor(c(yhat.bst2.wos, yhat.bst1.wos))
yhat.bst.woc <- as.factor(c(yhat.bst2.woc, yhat.bst1.woc))
yhat.bst.red <- as.factor(c(yhat.bst2.red, yhat.bst1.red))

# 5. Random Forest
install.packages("randomForest")
library(randomForest)
# full data
set.seed(1)
fit_rf_1 = randomForest(recruitment~., data=recruit.train[,-17],
ntree=150, mtry=5, importance=T)
pred1 = predict(fit_rf_1, newdata=recruit.test[,-17], type="prob")
cutoff = 0.5
yhat_rf_1 = ifelse(pred1[,2] > cutoff, 1, 0)
set.seed(2)
fit_rf_2 = randomForest(recruitment~., data=recruit.test[,-17],
ntree=150, mtry=5, importance=T)
pred2 = predict(fit_rf_2, newdata=recruit.train[,-17], type="prob")
cutoff = 0.5
yhat_rf_2 = ifelse(pred2[,2] > cutoff, 1, 0)

# without sex
set.seed(2012)
fit.rf.1.wos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 = recruit.train[,-c(2,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T)
pred1.wos = predict(fit.rf.1.wos, newdata=recruit.test[,-c(2,17)], type="prob")
cutoff = 0.5
yhat.rf.1.wos = ifelse(pred1.wos[,2] > cutoff,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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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ed(2013)
fit.rf.2.wos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 = recruit.test[,-c(2,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T)
pred2.wos = predict(fit.rf.2.wos, newdata=recruit.train[,-c(2,17)], type="prob")
cutoff = 0.5
yhat.rf.2.wos = ifelse(pred2.wos[,2] > cutoff, 1, 0)

# without child
set.seed(2014)
fit.rf.1.woc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 = recruit.train[,-c(4,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T)
pred1.woc = predict(fit.rf.1.woc, newdata=recruit.test[,-c(4,17)], type="prob")
cutoff = 0.5
yhat.rf.1.woc = ifelse(pred1.woc[,2] > cutoff, 1, 0)
set.seed(2015)
fit.rf.2.woc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 = recruit.test[,-c(4,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T)
pred2.woc = predict(fit.rf.2.woc, newdata=recruit.train[,-c(4,17)], type="prob")
cutoff = 0.5
yhat.rf.2.woc = ifelse(pred2.woc[,2] > cutoff, 1, 0)

# without sex and child
set.seed(3)
fit_rf_1.red = randomForest(recruitment~., data=recruit.train[, -c(2, 4, 17)],
ntree=150, mtry=5, importance=T)
pred1.red = predict(fit_rf_1.red, newdata=recruit.test[, -c(2, 4, 17)],
type="prob")
cutoff = 0.5
yhat_rf_1.red = ifelse(pred1.red[,2] > cutoff, 1, 0)
set.seed(4)
fit_rf_2.red = randomForest(recruitment~., data=recruit.test[, -c(2, 4, 17)],
ntree=150, mtry=5, importance=T)
pred2.red = predict(fit_rf_2.red, newdata=recruit.train[, -c(2, 4, 17)],
type="prob")
cutoff = 0.5
yhat_rf_2.red = ifelse(pred2.red[,2] > cutoff,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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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predicted values as vectors
yhat.rf.full <- as.factor(c(yhat_rf_2, yhat_rf_1))
yhat.rf.wos <- as.factor(c(yhat.rf.2.wos, yhat.rf.1.wos))
yhat.rf.woc <- as.factor(c(yhat.rf.2.woc, yhat.rf.1.woc))
yhat.rf.red <- as.factor(c(yhat_rf_2.red, yhat_rf_1.red))

recruit.dat <- rbind(recruit.train, recruit.test)
recruit.dat$X <- as.integer(rownames(recruit.dat)) # row names
recruit.dat.arranged <- arrange(recruit.dat, X)
#str(recruit.dat.arranged)
Recruit_data_predicted <- cbind(modelingdata,recruit.dat.arranged[,18:37])
Recruit_data_predicted
write.csv(Recruit_data_predicted, "Recruit_data_predicted.csv")
# importance plot
library(caret)
library(ggplot2)
# 1. logistic regression
# modeling with full dataset with all variables
fit.logit.fulldata <- glm(recruitment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
[, -c(10, 17)])
#fit.logit.fulldata
#summary(fit.logit.fulldata)
imp_logit <- varImp(fit.logit.fulldata)[order(varImp(fit.logit.fulldata)$
Overall, decreasing = T),]
imp_logit <- as.data.frame(imp_logit)
imp_logit$variable <row.names(varImp(fit.logit.fulldata))[order(varImp(fit.logit.fulldata)$Overall,
decreasing = T)]
colnames(imp_logit)[1] <- c("importance")
imp_logit <- within(imp_logit,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_logit$importance, decreasing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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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plot(imp_logit, aes(x = variable , y = importance))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Importance of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 without sex variable
fit.logit.wos <- glm(recruitment~.,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 -c(2, 10, 17)])
#fit.logit.wos
#summary(fit.logit.wos)
imp.logit.wos <varImp(fit.logit.wos)[order(varImp(fit.logit.wos)$Overall, decreasing = T),]
imp.logit.wos <- as.data.frame(imp.logit.wos)
imp.logit.wos$variable <row.names(varImp(fit.logit.wos))[order(varImp(fit.logit.wos)$Overall,
decreasing = T)]
colnames(imp.logit.wos)[1] <- c("importance")
imp.logit.wos <- within(imp.logit.wos,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logit.wos$importance, decreasing = T)]))
ggplot(imp.logit.wos, aes(x = variable , y = importance))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Importance of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ithout sex)")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 without child variable
fit.logit.woc <- glm(recruitment~.,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
[, -c(4, 10, 17)])
#fit.logit.woc
#summary(fit.logit.woc)
fit.logit.woc <- glm(recruitment~.,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
[, -c(4, 10, 17)])
imp.logit.woc <varImp(fit.logit.woc)[order(varImp(fit.logit.woc)$Overall, decreasing = T),]
imp.logit.woc <- as.data.frame(imp.logit.woc)
imp.logit.woc$variable <row.names(varImp(fit.logit.woc))[order(varImp(fit.logit.woc)$Overall, decreasing = T)]
colnames(imp.logit.woc)[1] <- c("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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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ogit.woc <- within(imp.logit.woc,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logit.woc$importance, decreasing = T)]))
ggplot(imp.logit.woc, aes(x = variable , y = importance))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Importance of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ithout child)")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 without sex and child variable
fit.logit.reddata <- glm(recruitment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
[, -c(2, 4, 10, 17)])
#fit.logit.reddata
#summary(fit.logit.reddata)
imp.logit.red <varImp(fit.logit.reddata)[order(varImp(fit.logit.reddata)$Overall, decreasing = T),]
imp.logit.red <- as.data.frame(imp.logit.red)
imp.logit.red$variable <row.names(varImp(fit.logit.reddata))[order(varImp(fit.logit.reddata)$Overall,
decreasing = T)]
colnames(imp.logit.red)[1] <- c("importance")
imp.logit.red <- within(imp.logit.red,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logit.red$importance, decreasing = T)]))
ggplot(imp.logit.red, aes(x = variable , y = importance))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Importance of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ith reduced dataset)")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 2. Random Forest
# modeling with full dataset with all variables
set.seed(9)
fit.rf.fulldata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recruit[, -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 = T)
imp.rf <- as.data.frame(importance(fit.rf.fulldata))
imp.rf.1 <- as.data.frame(varImp(fit.rf.fulldata))
imp.rf[,1] <- imp.rf.1[,1]
imp.rf[,2] <- imp.rf.1[,2]

300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imp.rf <- imp.rf[,-1]
colnames(imp.rf) <c("importance", "MeanDecreaseAccuracy", "MeanDecreaseGini")
imp.rf$variable <- row.names(imp.rf)
row.names(imp.rf) <- NULL

imp.rf <- within(imp.rf,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rf$MeanDecreaseAccuracy, decreasing = T)]))

ggplot(imp.rf, aes(x = variable , y = MeanDecreaseAccuracy))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MeanDecreaseAccuracy of Variable (Random Forest with full dataset)")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 without sex
set.seed(2016)
fit.rf.full.wos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 = recruit[,-c(2,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T)
imp.rf.full.wos <- as.data.frame(importance(fit.rf.full.wos))
imp.rf.full.1.wos <- as.data.frame(varImp(fit.rf.full.wos))
imp.rf.full.wos[,1] <- imp.rf.full.1.wos[,1]
imp.rf.full.wos[,2] <- imp.rf.full.1.wos[,2]
imp.rf.full.wos <- imp.rf.full.wos[,-1]
colnames(imp.rf.full.wos) <c("importance", "MeanDecreaseAccuracy", "MeanDecreaseGini")
imp.rf.full.wos$variable <- row.names(imp.rf.full.wos)
row.names(imp.rf.full.wos) <- NULL
imp.rf.full.wos <- within(imp.rf.full.wos,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rf.full.wos$MeanDecreaseAccuracy, decreasing = T)]))

ggplot(imp.rf.full.wos, aes(x = variable , y = MeanDecreaseAccuracy))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MeanDecreaseAccuracy of Variable (Random Forest without s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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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 without child
set.seed(2018)
fit.rf.full.woc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 = recruit[,-c(4,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T)
imp.rf.full.woc <- as.data.frame(importance(fit.rf.full.woc))
imp.rf.full.1.woc <- as.data.frame(varImp(fit.rf.full.woc))
imp.rf.full.woc[,1] <- imp.rf.full.1.woc[,1]
imp.rf.full.woc[,2] <- imp.rf.full.1.woc[,2]
imp.rf.full.woc <- imp.rf.full.woc[,-1]
colnames(imp.rf.full.woc) <c("importance", "MeanDecreaseAccuracy", "MeanDecreaseGini")
imp.rf.full.woc$variable <- row.names(imp.rf.full.woc)
row.names(imp.rf.full.woc) <- NULL
imp.rf.full.woc <- within(imp.rf.full.woc,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rf.full.woc$MeanDecreaseAccuracy, decreasing = T)]))

ggplot(imp.rf.full.woc, aes(x = variable , y = MeanDecreaseAccuracy))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MeanDecreaseAccuracy of Variable (Random Forest without child)")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 without sex and child
set.seed(100)
fit.rf.reddata = randomForest(recruitment ~ ., data=recruit[, -c(2, 4, 17)],
ntree = 150, mtry = 5, importance = T)
imp.rf.red <- as.data.frame(importance(fit.rf.reddata))
imp.rf.red.1 <- as.data.frame(varImp(fit.rf.reddata))
imp.rf.red[,1] <- imp.rf.red.1[,1]
imp.rf.red[,2] <- imp.rf.red.1[,2]
imp.rf.red <- imp.rf.red[,-1]
colnames(imp.rf.red) <c("importance", "MeanDecreaseAccuracy", "MeanDecreaseG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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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f.red$variable <- row.names(imp.rf.red)
row.names(imp.rf.red) <- NULL
imp.rf.red <- within(imp.rf.red,
variable <- factor(variable,
levels= variable[order(imp.rf.red$MeanDecreaseAccuracy, decreasing = T)]))

ggplot(imp.rf.red, aes(x = variable , y = MeanDecreaseAccuracy)) +
geom_bar(position = "dodge", width = 0.7, stat = "identity") +
ggtitle("MeanDecreaseAccuracy of Variable (Random Forest with reduced
dataset)")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face="bold", size=15, vjust=2, color="BLACK"))
recruit[which(recruit$group == 2),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3),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4), ][-ii,])
recruit.test = rbind(recruit[which(recruit$group == 1),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2),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3), ][-ii,],
recruit[which(recruit$group == 4), ][ii,])
# 1. Logistic Regression
# full data
fit.logit.1 <- glm(recruitment ~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rain
[, -c(10, 17)])
#summary(fit.logit.1)
# Prediction 1
pred1.logit = predict(fit.logit.1, newdata=recruit.test[,-c(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1 = ifelse(pred1.logit > cutoff, 1, 0)
fit.logit.2 <- glm(recruitment ~ ., family = "binomial", data =
recruit.test[, -c(10,17)])
#summary(fit.logit.2)
# prediction 2
pred2.logit = predict(fit.logit.2, newdata=recruit.train[, -c(10, 17)],
type = "response")
cutoff = 0.5
yhat.logit.2 = ifelse(pred2.logit > cutoff,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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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ports the findings of the last research of our
3-year research project (2017-2019). The goals of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s. First, it investigates a way to lay a foundation for
the use of big data regarding women and family. In the 1st and 3rd
year of the project, we conducted studies on how to improve,
manage, and share data with an aim to facilitate the use of big
data. Second, it explores the possible use of big data and its
implications on policy improvement by performing a pilot analysis
of big data in selected areas of women’s policy. For the pilot
analysis, a wide range of subjects were selected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to analyze related data.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platform in the
mid-to-long term for the use of big data on women and family.
We also discussed the creation of a platform and governance with
an aim to explore the prospect of the use of big data in the field
of women and family. The pilot analysis used social media data in
order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discourse, which
is typically considered a male-dominant area, in online spaces.
Furthermore, we reviewed the likelihood of gender discrimination
in data and algorithm and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in
order to determine the potential reproduction of gender bias by
algorithm.
According to our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online political
discourse, political discussions were routinely engaged in online
community sites. Our research has also showed that the nature of
political discourse changed depending on the gender-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ite, implying that there may be distinctive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needs. In addition, we have
identified a need to keep track of easily accessible, open
community site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onflicts with research
ethics and to create a platform to collect and store online postings
over a long term to track changes over time.
Through a hiring experiment performed to examine the
potential reproduc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by big data
algorithm, we proved that there was a potential for gender
discrimination by big data algorithm.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a hiring algorithm which used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data for learning reinforced and reproduced a
discriminatory hiring practice. On the contrary, a hiring algorithm

that learned from data clear from attributes pertaining to
discrimination, such as gender and number of children, made
non-discriminatory hiring recommendations.
Last, we performed research on measures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 to promote the use of big data on
women and family and provided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construct a platform for big data on women and family; and to
link and complement the existing platform for big data on women
and family.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for big data on
women and family, we recomme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secure personnel dedicated to statistics and big data
and reshuffle its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statistics and data on women
and family. Third, we recommend designating an organization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o plan, evaluate, and
strengthen statistics on women and family. Las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establish strategies for the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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