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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디지털화는 한참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e-정부와 e-거버넌스, 교육기술에서 공공구매 성과, 

공공인프라 모니터링, 공공사업장 인적자원에 이르기까지 공공행위자와 민간행위자 사이의 

경계와 책임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침체가 공공부문 예산을 향후 몇 년 동안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질 높은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자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외주화, 민영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디지털 변화를 이용할 

위험이 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위치에 둘 것인가?  

이 훈련 교안은 디지털 기술과 같은 ‘파괴적’ 기술을 어떻게, 왜 도입하는가에 관하여 

공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해 줄 일관성 있는 일련의 요구사항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교안을 구성하는 각 장들은 우리가 

하게 될 워크숍을 반영하며 따라서 각 워크숍을 하기 전에 읽어두면 유익할 수 있다. 

제1장은 공공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심적인 디지털 변화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노조 

대응을 위한 제안을 한다. 제2장은 디지털 시스템의 핵심, 즉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하여 

파고들며, 이것들이 노동자의 권리, 민주주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노동자의 데이터 권리를 위한 노조의 강력한 대응의 모델과 방법, 

알고리즘 시스템의 공동 거버넌스, 노동자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조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살펴본다.   

 

 



 

6  

제1장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고용, 일자리, 숙련에 미치는 영향 

이어지는 장들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본질, 그리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조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다루기 이전에, 제1장에서는 디지털화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숙련, 노동자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자리 감소나 일자리 변화의 통계나 자주 되풀이되는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STEM) 전문가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지털화를 

둘러싼 신화를 폭로하고 관련 담론의 허점을 발견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노조활동은 이런 

신화와 허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익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구체적인 지역적 발전 동향뿐 아니라 지구적 발전 동향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훈련 워크숍에서 우리는 『디지털화: 공공서비스, 노동, 노동자를 위한 노조 행동 가이드』 

(Digitalisation: A Union Action Guide for Public Services, Work and Workers) 

보고서의 사례와 권고를 활용할 것이다. 훈련 과정을 통하여 이 보고서를 쭉 읽고 

활용한다면 유익할 것이다.  

디지털화가 국제공공노련(PSI)이 활동하는 부문과 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의 PSI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디지털 무역 규칙과 거대 기술: 공공재를 사적 권력에 넘겨주기』(Digital Trade Rules 

and Big Tech: Surrendering public good to private power)  

2. 『디지털화와 공공서비스: 노동의 시각』(Digitalization and Public Services: a labour 

perspective) 

 

아태지역의 디지털화 – 개관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중요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하여 공공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자동화는 정부 역할 축소라는 정치적 이해에 맞추어 비용절감전략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디지털화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기회로, “새로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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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으로도 보고있다. 민간 확대와 이윤의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데이터 인프라의 

일정 측면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 필리핀에서는 일부 행정서비스의 자동화가 비용절감전략으로서 민간기업에 

외주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는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진 통합 카메라 감시장치에 

투자하고 있다. 이 투자에는 이 프로젝트에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국영기업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 인도에서는 정부의 ‘스마트시티 미션’(SCM)이 지자체의 수도와 전기 공급, 고형 

폐기물 처리, 도시 교통과 수송, 주택, IT 접속과 e-거버넌스(행정서비스)의 공급에서 

민간 참여 확대와 디지털화를 담당한다. 그것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추진했던 이전의 도시갱생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삼아 더 확대한다.  

• 이 담론에서는 싱가포르와 서울이 아태지역에서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사례로 간주된다(Kang 2020). 

• 한국에서는 보건의료가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핵심 부문이다. 그것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AI 기반 약품개발, 스마트 임상실험시스템, 스마트 메디컬장비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흥미롭게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NBK)이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한다.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데이터 분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 IT 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력 공기업 PT PLN이 탈탄소화와 분권화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 부문을 디지털화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미터는 스마트 그리드로 가기 위한 조치이다. 디지털화 과정은 외주화하지 

않고 직영으로 실행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과 직접적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업 내부 

데이터로서 쉽게 공유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서, 발리에서 발전소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리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계약을 맺었다.  

• 예외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화를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주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과 

대면 상호작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들여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느 기업들과 계약했는지, 데이터 분석이나 유지가 

직영인지 외주화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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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에서는 오지의 임신여성들에 대한 카운슬링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비영리조직들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인프라 

문제(마을의 취약한 모바일 네트워크와 지역중심지의 불안정한 전력공급)와 이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할 행위자들(지역사회보건노동자[CHWs]와 지역보건시설 직원) 

과의 적극적 접촉과 소통의 결여 때문에 프로그램은 실패하였고 중단되었다.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디지털화되어 있는가?   

 

•  (사무실 기반)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재택근무는 팬데믹 기간에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였지만,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정도로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  

• (감시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을 하는데 휴대기기(wearables)/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네팔의 CHWs의 사례에서 보고되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할 때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기입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지자체 서비스 

노동자들이 청소와 기타 야외 업무를 수행할 때 휴대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휴대기기는 OECD 국가에서 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용자와의 원격 상호작용은 이미 흔하였으며, 중간소득국가보다 고소득국가와 

도시국가에서 더 많이 확산되어 있었다.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서는 

행정서비스가 먼저 온라인으로 이동하였고, 약간의 자동화와 일부 디지털 기능의 

외주화가 있었다. 팬데믹 시기에는 원격의료(telemedicine)도 정도는 다르지만 

증가하였고 주로 민간부문에서 그러하였다.  

•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시범사업(U-health)이 

2015년 7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진행되었지만 실패하였다. 해당 부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원격진료와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러한 원격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 스마트 공공서비스 시스템은 공익사업과 교통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한국의 

서울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능형 전력네트워크 시스템을 갖고 있고(약 50%의 인도네시아인들은 스마트 

미터를 사용함)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고 있다(Open Gov Asia).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진 통합 스마트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시의 공공안전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있거나 필리핀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 의사결정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덜 발전되어 있고 대부분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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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호주에서는 사회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한국은 알쯔하이머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임상요법을 개발하였다.  

 

아태지역에서 디지털화와 관련된 핵심 문제/도전과제는 무엇인가? 예컨대, 디지털화는 

노동자, 시민, 민주주의,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어떤 문제와 도전과제를 제기하는가?   

 

• 민영화와의 연관: 민간디지털 기업이 개입하거나 디지털화가 해당 부문을 

민영화하려는 더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이거나 민간부문 성격의 더 광범위한 

발전추세일 경우(예컨대, 디지털 기술을 더 잘 아는 보건의료 공급자) 

•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권에 미치는 예상되는 영향: 현존하는 디지털 

격차뿐 아니라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함. 특허에 

대하여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필요한 테스트/분석을 

받게 하여 부당한 폭리를 취할 수 있음. 

• 차별, 젠더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보험회사에 의한 환자 차별. 노조 조합원과 

지도자를 괴롭히고 고통 주기 

• 새로운 기술기반 노동의 창출이 전통적 일자리에 미칠 영향, 신기술의 사용과 연관된 

업무량의 증가: 한국의 보건의료노조(KHMU)는 보건의료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마트 미터의 확산 때문에 계량기 검침원과 

수금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데이터(예컨대 건강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규제: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이슈에 더 큰 중점을 두는 일이 많지만, 

집단적 또는 종합적 데이터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 특히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부 비판자의 감시와 사찰을 위한 

데이터의 악용 

 
 

신화의 폭로  

거의 모든 다자간 정부기구들이 “노동의 미래”를 우선과제 영역으로 삼고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의 기구, 즉 국제노동기구(ILO)만이 노동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미래의 영향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때 

노동자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 즉, 저자나 저술하는 기관과는 구별되는 무엇이 된다. 

대부분의 이런 연구들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결과적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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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은 거의 없다.   

정책옹호와 인식제고의 공간을 채워야 하는 역할은 국내 노조, 지역 노조, 세계 노조에게 

주어진다.  다른 어떤 단체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의견을 청취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노동의 미래와 노동의 디지털화 논쟁의 강조점은 공평, 데이터 권리, 

그리고 디지털 이슈를 단체교섭의 필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는 노동자 권리에 

두어지지 않는다. 비(非)백인과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놀라운 연구와 행동주의가 있지만, 

지배적인 레토릭은 특권적 백인 남성의 것이다.  

곧 발간될 PSI 보고서에서는, 가맹조직들이 교섭에서 성취하려는 디지털화 관련 현재의 

조항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그 목적은 노동조합이 영감을 얻고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할 영역과 빈틈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조항과 가이드라인이 아래의 사항에 관련된 것이다.  

a. 숙련과 평생 학습 

b.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관한 협의권 또는 사전정보 공유권, 그리고 그 빈도는 덜 

하지만 아래의 내용도 있다. , 

c.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을 권리  

d. 이에 따라 중대한 빈틈이 남게 된다. 이 대부분의 빈틈은 이 훈련 교안에서 

다루어진다. 아래는 이 빈틈의 목록을 미리 보여준다.  

디지털화의 영향에 관한 주류 담론의 빈틈  

• 노동자의 집단적 데이터 권리  

• 알고리즘 시스템의 공동 거버넌스 

• 파괴적 기술이 사용될 때 노동자의 직무와 경력 진로에 투자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 

• 격찬을 받은 학자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가 ‘인간 미래의 시장’이라고 

불렀던 것, 즉, 데이터 세트와 데이터 추론의 거래가 급성장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 일터에서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규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여 그러한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라는 엄중한 요구 

• 사용자가 자신들이 배치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투명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기 

• 편견과 차별을 몰아내고 바로잡을 민감하고 열정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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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규정: 이런 

감사와 영향 평가는 사회적 권리, 인권,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절(節)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로봇이 오고 있다 

주류화한 또 하나의 이해는 기술발전과 파괴는 어쨌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모든 일자리 상실, 변화 결과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디지털의 힘이 인간의 통제와 영향력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이 1. 좋은 것이고 2. 필요하며 3.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디지털 결정론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논쟁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책임성과 이런 기술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노동시장과 사회의 파열과 붕괴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기업들의 

손아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구 전개될 것이다.  

알고리즘, 특히 기계학습(제2장을 보라)이 자기학습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는 실생활 결과를 결국 초래할 수 있다는 깨달음 때문에, 일부 정부들은 자신들의 

인공지능 원칙에 “인간 지능 활용”(human-in-the-loop) 또는 “인간의 통제”(human-in-

control)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기술들의 규제를 요구하는 노조의 압력과 분투가 뒤따라야 한다. 제3장에서 우리는 노조가 

유익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이윤보다 인간과 

지구의 이익과 필요를 더 우선시하도록 모든 디지털 시스템의 규제를 요구하는 노조의 

열정적 노력과 활동이다.  

디지털 기술 = 생산성 + 효율성  

기술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담론을 주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과연 디지털 기술은 그러한가? 디지털 시스템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두뇌가 도저히 찾지 못할 상호연관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시스템 효율성이지, 영향 효율성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이 

틀렸다면 생산성을 정말로 높이는가? 냉소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아마 디지털 기술의 

목적은 노동자가 일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쥐어짜내기 위해 한계점까지 노동자를 

밀어붙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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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지지할 도구는 분명히 아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효율적인가?  어떠한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인간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바로잡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낳은 알고리즘 시스템 

사례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많이 있다. 자신의 디지털 시스템이 생산적이라거나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용자는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연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난 몇 

십 년 동안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생산성 성장이 확실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STEM)이 효과가 있다 

대체로 사용자들은 노동의 미래가 본질적으로 숙련, 특히 STEM 숙련을 둘러싼 논쟁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노동, 노동자, 사회계약과 권리의 복합적이고 다측면적인 

변화를 위험하게 환원시키는 것이다.  

첫째, STEM 숙련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STEM 숙련도 단점이 있다. STEM 숙련은 

인문학(사회과학, 철학, 인류학, 종교적·경제학적 숙련 등)이 없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인공지능 윤리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이것을 증명한다.  

둘째로, 생물학적 시스템이든 경제시스템이든 인간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도 충분한 

다양성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숙련과 

경험을 가진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저임금 일자리에 있든 고임금 일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시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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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노동/잡종노동 – 가능한 미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 집단이 있다. 사무실은 

폐쇄되고 통근열차는 비어있다. 재택근무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졌지만, 많은 

사용자의 노동자 불신 때문에 노동자 감시와 모니터링 도구들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자판누르기(keystroke) 모니터링, 노동자의 컴퓨터 화면에 

어떤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이 열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동적 화면캡처(screenshot), 

노동자의 물리적 공간과 소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웹캠의 하이재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들이 말하는 내용의 변화를 주목하라. 2021년 5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사용자들은 원격 노동자의 

효율성을 불신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재택근무가 그리 널리 퍼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노조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야기이다. 재택근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적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재택근무는 잠재적으로 이런 직업들 전체에 걸쳐 노동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A. 재택근무가 표준이 되면 주택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비용은 오를 것이고, 그 증가는 노동자가 떠안아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사무실 비용이 훨씬 줄어 이득을 볼 것이다. B. 장기적인 고립에 따른 정신건강 

비용은 무엇인가? C. 고용계약의 잠재적 종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신건강적 비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외주화는 불가피하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가 예산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는 외주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혁신을 주도하는데 훨씬 더 적합하고 자금도 더 많다는 이야기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외주화와 서비스 구매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세밀히 살펴보면, 

민간행위자와 공공부문 사이의 데이터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구매한 임무와 서비스로부터 도출된 모든 데이터와 추론을 보유하는 것이 민간부문이며, 

따라서 공공부문은 공익을 위한 자신의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데이터와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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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행사의 

위험은 정말로 현실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공서비스의 실제적 통치 역량은 공동화(空洞化)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권력 장악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은 모든 외주화와 서비스구매 협약에서 최소한 공동 데이터 접근권과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공서비스와 구매한 임무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투명성뿐 아니라(헬싱키와 암스테르담은 이것을 하고 있음), 두 당사자 사이에 

맺은 협약의 투명성도 요구하는 것이다. 유럽의 ‘공공구매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s)은 여기에 도움이 되며,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  

경영진은 이해하고 있다 

또 하나의 상당히 위험한 가정은 지역과 중앙의 경영진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위험과 도전과제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제2장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차별 – 불리한 집단에 불이익 주기”)은 경영진이 스스로 

사용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영향과 결과를 통제할 거버넌스 절차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경영자들이 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이해하였다면 

훨씬 더 일찍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바로잡았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핵심 위험은 지방정부와 같은 민주적 기구들이 

통제권/의사결정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이것은 노조의 교섭 능력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적 공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하다. 노조가 역량을 형성하고 당신이 디지털 기술의 공동 거버넌스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경영진의 무지가 자주 폭로될 것이다. 노동자와 노조가 더 강력한 데이터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터에서, 그리고 경영자들 사이에서 기술부서와 인적자원부서 사이에 새로운 역학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히 인적자원부서의 디지털 숙련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디지털화가 일자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정치가들, 특히 사용자들은 이것을 디지털 변화의 승리라고 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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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노동력의 60%가 있고 세계의 가장 큰 개발경제인 아태지역에서(Deloitte 2021), 

자동화는 특히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모든 부문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아래의 <그림 1>을 보라).  한편 2018년에 나온 ILO 보고서(ILO 2018)에 

의하면, 아태지역에서는 13억 명이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비공식부문 

고용의 65%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보호, 노동권, 제대로 된 노동조건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태지역은 거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디지털화와 자동화 찬양론은 이 

도전과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림 1> 아태지역의 부문별 자동화 가능성(Deloitte 2021) 

 
 

요약  

이 장에서 우리는 디지털화를 둘러싼 지배적 담론에 주목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데 관심을 

집중했다. 우리는 노조의 가능한 반격을 확인하였으며, 노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우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할 영역들을 제안하였다. 이 장은 다음 장들에서 다룰 모든 

디지털 현상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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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데이터와 알고리즘 

노동자 권리, 민주주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이 장에서 우리는 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정의하고 문제 삼음으로써 데이터화가 공공서비스, 노동,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차별 – 불리한 집단에 불이익 주기  

알고리즘은 입력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실생활 데이터이거나 합성 데이터일 수 있다.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데이터는 편견(bias)이다. 우리 인간이 편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으로 입력될 때 그 결과는 차별적인 것이 된다. 

디냐찌오(D’Ignazio)와 클라인(Klein)은 그들의 뛰어난 저서 『데이터 페미니즘』 (Data 

Feminism)(2020)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견과 차별이 불평등한 권력 배분의 결과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대부분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동성애자나 장애인이 아닌 

북반구의 엘리트 백인 남성이고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해석은 이 지배 집단의 필요와 소망을 반영한다.  

이것에 대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아마존은 자신의 자동화된 고용시스템이 남성만을 

고용하였기 때문에 이 고용시스템을 폐기해야 했다. 영국 정부는 졸업생들의 시험지 점수를 

매기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 그 알고리즘이 저소득동네 출신의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매겼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위험평가도구에 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관한 

널리 알려진 학술문헌들이 있다. 이 도구들은 다양한 형사재판 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있는데, 

범죄자의 범죄경력, 교육, 고용, 마약 사용,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한다. 문제점은 이 도구들이 비(非)백인들에게 과도하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의 사례가 ‘클리어뷰 인공지능’(Clearview AI)이다. 이것은 아주 큰 

비판을 받은 얼굴 인식 도구인데, 27개 고소득국가의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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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의 2019년 보고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숙련의 젠더 격차 좁히기』를 포함하여 연구들은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 세트, 알고리즘, 장비에서 발견되는 젠더 편견이 해로운 젠더 

고정관념을 퍼뜨리고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젠더 편견은 여성을 지구적 규모로 더욱 주변화하고 낙인을 찍을 

위험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어느 곳이든지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편견 때문에 여성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젠더 편견은 국가들이 

최근에 젠더 평등을 향하여 이룩한 상당한 진전을 부분적으로 상쇄해 버릴 

수 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누가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이 

데이터에 누구의 삶이 담겨있는가? 이 데이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가?  

인공지능은 전 세계의 사회복지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호주 정부는 거의 40만 명의 복지 수혜자들에게 7억 2천만 달러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잘못된 알고리즘은 이 수혜자들에게 부당하게 부채를 부과하였다. 

‘로봇부채’(robodebt)라는 별명을 가진 자동화된 복지시스템은 복지 수혜자들을 잘못된 

“평균소득” 연간임금 데이터와 대립시켰던 것이다. 최근에는 영국의 공공부문이 복지혜택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조치가 확산되었다.  

UNESCO의 최근 보고서 『인공지능과 젠더 평등: UNESCO의 지구적 대화의 핵심 

결과』(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der equality: key findings of UNESCO’s Global 

Dialogue)는 이렇게 말한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지만,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디냐찌오(D’Ignazio)와 클라인(Klein)은 데이터의 사용자와 분석가 

모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문제 삼을 때 일련의  “누구” 질문(“Who” questions)을 할 

것을 권고한다. 노조는 경영진이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공평성, 동등한 처우,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개선책과 조치를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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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화한(datafied) 세계 

우리의 노동과 사회의 디지털화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1986년에는 세계 정보의 1%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었다. 2017년에는 97%였고, 지금은 99.9%이다. 그러나 이 모든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우리 모두가 활용, 삭제 또는 공유하거나 그 정보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함께 세계의 가장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시가총액 

가치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국가가 디지털화한 정보의 대부분을 통제한다.  다시 

이 플랫폼은 시장과 사회를 지배하는 슈퍼파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뒤이어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의 총 시장가치의 2/3을 차지한다.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과 행동하지 않음(non-actions)으로부터 끊임 

없이 데이터가 추출되고 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현재 14개의 센서가 

있는 강력한 컴퓨터이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한다. (알다시피) 당신이 

스마트폰 없이 어디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기온, 당신이 택해야 할 

경로를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고, 당신을 인터넷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스마트폰은 듣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강력하고 편리하지만, 뛰어난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없는지 안다. 그것은 당신이 운동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안다. 그것은 당신이 운동을 하지 않는지도 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앱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당신에 관한 통계적 추론(프로파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광고에 이용하며, 결국 조작을 위해서도 이용한다. 당신에게 제공되는 세계, 

당신이 보는 광고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 유명한 책 감시자본주의 시대의 저자 

쇼샤나 주보프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한때 우리가 구글을 검색했다. 이제 구글이 우리를 

검색한다.” 

그 외에도, 당신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또는 사용하지 않는 때 당신이 

보내는 모든 정보가 있다. 당신이 소셜 미디어에 무엇인가를 적을 때, 당신이 친구의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른 포스팅을 좋아하지 않을 때, 당신이 정부나 민간의 모든 

e-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신이 상점이나 항공사에 고객우대카드를 사용할 때 당신은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내보내는 데이터(정보)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고객인가, 무엇에 투표할 가능성이 

큰가, 어떤 유형의 노동자인가, 참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측하고 프로파일링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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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이 시스템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으며 당신을 

감시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해야 할 지, 당신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과 제공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측한다.  

이 모든 데이터를 생각하고(데이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알고 또는 모르고 

내보내는 끊임 없는 정보 흐름이라고 상상하라), 이것이 당신의 일과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라. 아마 당신들 중에는 Linkedln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데이터 마이너(data miners) 프로그램은 당신의 젠더, 나이, 

당신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당신의 숙련/교육/노동 경험을 안다. 당신이 어떤 유형의 

노동자인가, 즉, 투자할 만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한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아무 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 관한 데이터를 가져가도 상관없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이지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노동 기회와 삶의 기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 이것은 소위 “추론”(inferences)과 추론이 예측적 분석에서 하는 

역할 때문이다.  

통계학은 경험, 특히 한번에 조금씩 쌓이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과학이다. 예측적 분석은 

당신이 하는 행동과 하지 않는 행동에서 추출한 모든 경험을 포착하고 그 경험을 당신과 

같은 사람들 또는 당신과 아주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결합하여 이 종합 데이터 혹은 집단적 

데이터를 강력한 계산시스템에 넣고 돌린다. 그 결과는 당신,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 또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한 추정이다. 

당신에게 특정한 뉴스 또는 가짜 뉴스를 계속 제공하면 당신의 소속 정당이 바뀔 것인가? 

당신이 특정 연령, 젠더, 인종의 사람 옆에서 일한다면 당신의 작업 속도가 떨어질 것인가? 

특정 광고를 제공하면 당신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것인가? 민간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신의 병원비가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가 가능성 있는 일자리 

광고를 모든 대상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이 대상 청중을 매개하는 것은 예컨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다. 당신이 유망한 후보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그 일자리 

광고를 봐야 하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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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데이터 – 데이터는 권력이다 

일터에서도, 본질적으로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과 하지 않은 일)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인 당신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은 당신에 관한 정보이다. 당신이 동료와 

대화하고 있는지, 화장실을 다섯 번 가는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는지를 사용자가 알고 있고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권력의 

문제이다.  

사용자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당신과 당신의 동료에 관한 수많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사실”은 당신의 노동생활, 고용 지속성, 경력 기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자가 당신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있는가? 사용자가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어떤 데이터가 무슨 목적으로 추출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사용자는 데이터 세트를 외부의 많은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s)에게 팔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사용자는 당신의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에서 도출한 정보가 추가적인 

소득흐름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었는가? 이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당신의 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뀌는가? 바뀐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감시사회와 노동시장의 결과는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이다. 노동자로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무슨 목적으로 추출되며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판매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빼앗긴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그 데이터와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추론을 편집하거나 봉쇄할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상화(객체화)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생산적·효율적이라고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수학 공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말도 안 되게 틀렸든 설명할 가치가 있든) 우리의 노동생활, 일자리, 경력,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매우 실제적이고 냉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조 행동 가이드』 제1장에 서술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도 상품화될 것이고,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한 집단적 비전을 상실하고 “위험”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논리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개인화와 위험기반 접근법을 촉진하는 것은 데이터에 따라 처리하는(data-

driven) 추론이며, 이것은 복지혜택 계산, 예측적 치안유지, 알고리즘에 의한 시험평가에서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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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 조약 제427조 

“… 노동은 단지 상품이나 상업적 물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리의 객체화 또는 수량화는 노동(노동자 개인과 부분의 집단적 합계로서의 우리 

모두)을 상품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개성, 꿈, 생각, 감정이 없는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데이터와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서 촉진되는 현재의 이러한 노동 상품화는 

특히 걱정스럽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낸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로 1919년에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반하고 있을 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탄생하였다. 베르사유 조약의 제427조의 마지막 문장은 아래의 

상자에 있다.  

이 조항은 1944년 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재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제 조항 1a에 담겨 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데이터화한 경제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와 거버넌스를 통하여 노동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부실패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권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일터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제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노조가 일터에서 훨씬 더 강력한 집단적 데이터 권리를 

왜, 그리고 어디에서 요구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과연 데이터란 무엇인가?  

많은 법률 문서에서(예컨대, 유럽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또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그리고 아태지역의 일부 국가들[<부록 2>의 표를 보라]), 

데이터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진다. 1. 개인데이터와 개인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Pii), 그리고 

2. 비(非)개인 데이터, 즉 자연인을 확인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대부분의 데이터 보호 규정은 항목 1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태지역의 일부 데이터 보호법률은 “익명화된 데이터”, 즉 데이터 주체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화한 개인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겉으로는 개인데이터가 아니지만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면 개인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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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는 데이터로부터 많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낸다(Finck & Pallas 2020).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사용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익명 데이터 세트는 

그렇게 익명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 데이터와 비(非)개인 데이터의 구별이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 아닌지 물어야 한다. 우리는 데이터 보호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터의 데이터가 어떻게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태지역의 데이터보호 체제  

UNCTAD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아태지역의 60개 국가 중 57%가 관련 법률이 있고(세계 

평균 이하), 또 다른 10%에는 법률 초안이 있으며(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음), 27%는 관련 

법률이 전혀 없다(세계 평균보다 높음). (북한을 포함한) 4개 국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ASEAN 회원국들이 국내 법과 규제를 규정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데이터 보호 원칙을 천명한 ‘개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에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없다.  

유럽연합이 아태지역에서 자신들과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적합성’이라 

부름)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두 국가는 일본과 뉴질랜드이다(GDPR의 노동자 관련 

조항들을 개괄한 것으로는 <부록 1> ‘GDPR 벤치마킹’을 보라). 태국과 스리랑카에는 

GDPR에서 영감을 얻은 법률이 있다. 호주, 한국, 스리랑카의 법률, 그리고 곧 만들어질 

인도의 법률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를 한다고 간주된다.  

규정에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보통 그렇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고용 과정에 있는 노동자를 데이터보호법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호주는 조건부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 때문에 동의가 노동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GDPR과 대조적으로, 아태지역에서는 동의가 노동자 데이터 

처리의 공통적 법적 기반이다. 일부 법률은 명시적 동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언급하거나 동의를 자세히 정의한다. 한국은 (가장 엄격한) 사전 통지와 사전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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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처 https://www.ikigailaw.com/data-governance-in-apac-findings/#_ftn6  

요구한다. 비(非)민감성 데이터는 사전 동의보다는 통지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더 

구체적인 것은 <부록 2> ‘아태지역의 데이터보호’를 보라.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과 규정 하에서 

다른 개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예외와 면제는 위에 언급되어 있다. 위의 표는 데이터 

규정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권리의 일부를 제시한다.   

호주에서는 어느 개인의 것인지 확인 가능한 피고용자 데이터가 고용계약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피고용자 기록의 일부일 때만,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적용의 면제는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피고용자 기록은 보통 적용 

면제되지만, 고용관계 이전의 문서(예컨대, 고용관계 이전 또는 채용 이전의 문서)는 그렇지 

않다.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는 호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기업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민감한 개인데이터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호주에서 납세자번호(tax file numbers)를 제외한 피고용자 기록은 

신고해야 할 데이터침해 체제의 대상이 아니다. 화장실과 탈의실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피고용자 감시는 감시장비가 영장이나 인가에 따라 설치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공공장소에서 감시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한 허용된다. 피고용자의 업무용 컴퓨터 

사용(예컨대, 이메일과 인터넷 검색)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부 주에서 특정 법률에 의해서 

규제된다(DLA Piper 2020). 

http://www.ikigailaw.com/data-governance-in-apac-findings/#_ft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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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는 다른 데이터주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동의를 철회하고 자신의 

개인데이터 처리에 반대할 권리, 개인데이터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개인데이터가 자신이 

접촉하는 기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개인데이터를 바로잡고 개인데이터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IKIGAI Law 2019).    

인도에서는 ‘정보기술법’(ITA)(2000)이 피고용자 기록의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보호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를 다룬다. 이 법령은 컴퓨터시스템 데이터와 관련된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 법령은 비밀(confidentiality)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데이터나 정보는 정보기술법의 ‘민감정보규칙’에 

정의되어 있으며, 패스워드, 금융정보, 육체적·심리적·정신적 건강상태, 성적 지향, 

의료기록과 병력, 생체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을 고용한 결과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는 모든 기업은 그런 정보의 처리와 저장에 관하여 ‘민감정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DLA Piper 2020).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전에 피고용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감한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수집되고 있는 정보의 성격과 목적, 그 정보를 누구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피고용자가 그런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피고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용자의 개인데이터를 제3자(예컨대, 외부의 

급료지급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할 때에도 사전에 피고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데이터보호법의 결과로 피고용자 동의/통지 문서가 필수이다. 이 문서는 영어와 바하사 

말레이시아의 두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보통 별도의 문서로 존재하고 고용계약에서 

언급된다(ibid).  

필리핀에서는 피고용자의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때 사용자는 

조직적·물리적·기술적 안전 조치의 채택에 관하여 적용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것을 

국가프라이버시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데이터수집 이전이나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데이터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그러한 정보에 

적용되는 절차가 사용자-피고용자 관계에 대하여 규정된 법적 필요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수준이라면,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피고용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않다(ibid).     

 싱가포르에서 사용자는 고용의 관리와 종료와 관련하여 개인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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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들의 개인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때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관계를 관리하거나 종료할 목적으로 피고용자의 

개인데이터를 수집, 이용, 공개할 때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용, 고용의 지속이나 승진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이나 적격성을 결정하는 등의 평가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피고용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개인데이터를 수집, 이용, 공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개인데이터보호법에 다른 예외 

조항이 없다면 고용관계와 무관한 목적일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DLA Piper 2021) 

뉴질랜드에서 피고용자는 다른 개인들과 동등하게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갖는다(예컨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또는 개인정보를 정정할 권리). 피고용자나 고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추가적인 필요조건이 있다.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목적이 

필요하며 사용자는 타당한 업무 관련 목적을 위해서나 법률이 지시하는 바에 의해서만 

피고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OneTrust Data Guidance).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고용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피고용자 개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도대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은 무엇인가?  

포춘 500대 기업의 98%는 채용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것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 평가, 추적하고 

조직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가속화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조직적 사회화와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은 하루에 1,700명의 직원을 조직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기술을 최근에 시용하였다. 전 세계에 걸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인 

Serco는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드는 시간을 4주에서 4일로 줄였다.    

자동화된 채용시스템, 일정관리 도구, 노동자 모니터링, GPS 추적, 키보드 클릭 속도측정은 

공공서비스와 민간기업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어떻게 자신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노동의 상품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개념을 시간을 들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절에서는 바로 이것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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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디지털시스템의 내부 작동을 서술하는 많은 용어가 있다. 모든 디지털시스템의 핵심에는 

알고리즘이 있다. 알고리즘은 일련의 수학적 연산이다. 즉, 컴퓨터 코드로 변환된 방정식, 대수, 

논리, 확률, 계산법이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에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 데이터의 일부는 실제 

세계의 데이터(예컨대, 근무일 동안의 당신의 소재에 관한 정보)이고 다른 데이터는 “합성 정보”, 

즉 실제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데이터이다.  

 

. 

 

 

 

알고리즘은 어떻게 임무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일련의 지시이다. 알고리즘을 하나의 요리법으로 생각해보자. 알고리즘의 임무는 최선의 

토마토 수프를 만드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양파 200그램을 잘라 기름에 볶고 마늘을 추가한 

후 토마토 통조림 2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당신이 지시의 순서를 바꾼다면, 예컨대, 

당신이 양파가 아니라 토마토를 기름에 볶으면, 알고리즘의 결과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 지시와 2. 지시의 순서이다.   

 

 

 

 

 

 

 

 

 

 

 

알고리즘의 정의 

“특히 컴퓨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단계적 절차” (F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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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프라이(Hannah Fry)(2018)는 4개의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범주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쓸모가 있다.  
 

 

 
우선순위 부여 

순서 있는 

목록 만들기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 어떤 포스팅을 당신이 보는가, 

어떤 포스팅을 보지 못하는가? 넷플릭스 또는 스폿티파이(Spotify)의 권고를 

보라.  

순서 있는 목록은 모든 가능한 선택들을 정렬하고 “최선의” 또는 “가장 빨라” 

보이는 것을 당신에게 제시하는 수학적 절차를 사용한다. 지도 앱에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물었을 때 당신이 받게 되는 경로 권고를 생각해보라. 
 

 
분류/ 

프로파일링 

사물을 상자에 

넣기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든 당신은 분류/프로파일링 된다. 학생, 간호원, 엔지니어, 

남성, 여성, 노조 조합원. 

알고리즘에 의해서 당신은 광고주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분류된다. 당신이 30대 초반의 여성이라면 아기옷. 

당신이 40대 남자라면 자동차. 고정관념화는 명백하고 효과적이다. 아울러 이 

알고리즘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거한다. 

분류/프로파일링 알고리즘은 고도로 조작적이다.  
 

 
연관 짓기 

연관 찾기 

데이트 주선 앱은 연관 짓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어떤 연관을 

통하여 사람들을 서로 짝짓는 것이다. 아마존과 기타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연관 

짓기 알고리즘을 운영한다. “다른 고객들도 x, y 또는 z를 구매했어요.”, 또는 “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것도 살펴보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본 적이 있는가? 

이것들이 연관 짓기 알고리즘이다 

연관 짓기 알고리즘은 차별적인 예측적 치안유지 알고리즘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에서 보았듯이 터무니없이 틀릴 수 있다.  

 
필터링 

중요한 

것을 

골라내기 

Siri, Alexa, Cortana, 그리고 당신이 말을 걸 수 있는 여타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언어 인식 알고리즘이다. 이 시스템들은 “소음”을 걸러내고 당신과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도록 

설계된다. 얼굴 인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시스템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단어/특성을 분류하고, 구별하도록 

훈련 받지 않은 억양(예컨대, 소음)/얼굴을 걸러낼 수 있다. 콜센터의 소수민족 

노동자들은 이런 시스템에서 차별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해 왔다.  



 

28  

실생활의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알고리즘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ADMs)이라 부른다. 

인공지능(AI)은 수학이나 생물학처럼 하나의 과학 

분야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개념,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집합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디지털시스템은 위의 4개 범주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자택간호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으며(분류/프로파일링) 남성 자택간호 노동자가 아침 일찍 와달라고 요청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연관 짓기), 이른 아침 자택간호 

일자리에 지원하는 남성이 면접 요청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요약하면, 우리는 공공부문의 다양하고 포용적인 고용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파고들어야 한다.  

1. 알고리즘의 유형 

2. 지시의 순서  

3. 알고리즘을 훈련하거나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4. ADM의 목적과 목표  

공정하고 공평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이 질문들이 

똑같이 중요하다. 제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과 많은 공공부채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더 많은 기능의 외주화나 데이터 관련 서비스의 구매를 예상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와 민간부문의 계약이 1. 사용되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공동 감독과 2. 

최소한의 조건으로 공동 데이터 접근권과 통제권을 포함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는 공익을 

위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에 관하여 감독권을 잃을 것이고 공익을 위하여 (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을 상실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알고리즘에 관한 교섭”을 위한 몇 개의 실제적 모델을 논의할 것이지만, 우선 

지금은 알고리즘/ADMs, 인공지능, 기계학습 사이의 연관을 분해하는 작업을 계속하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규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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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의 정의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추론을 도출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통계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명시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도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의 사용과 개발” 

아더 새뮤얼, 1959.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인간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받은 알고리즘이다. 

앞에서 다룬 우리의 요리법 사례를 다시 보자.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토마토 수프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지시 내용은 1. 양파 150그램을 기름에 볶고 나서 2. 얇게 썬 

마늘 두 쪽을 넣은 후 3. 토마토 400그램을 추가한다 등이다.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이것을 

했다면 - 다음에 저것을 하라”의 구조를 따른다. 양파와 마늘을 기름에 볶았다면 그 다음에 

토마토를 추가하라.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노동자 평가 시스템에서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노동자가 자신의 임무에 표준보다 더디고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공식회의에 해당 노동자를 불러 해당 노동자의 성과와 계약을 논의하라.” 또는 더 복합적일 

수도 있다. “노동자가 이전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확인된 노동자 집단과 비슷한 특성을 80% 

공유하고 있고 노조 조합원이면 즉각 해고하라.” 권력은 지시내용뿐 아니라 지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도 있다.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다양성, 양질의 일자리,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추구하는 우리는 이러한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기계학습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일부이다. 기계학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작동시키는 절차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폿파이 등의 권고시스템, 구글과 

바이두(Baidu) 같은 검색엔진,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피드, Siri와 Alexa 같은 

음성 작동 앱(voice assistants)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계학습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다. 당신은 알고리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데이터, 목표, 피드백을 알고리즘에 입력한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최선의 토마토 수프를 요리할지를 스스로 학습할 것이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수프를 

만드는지는 – 많은 경우 알고리즘의 “암흑상자”에 감춰진 - 약간의 미스터리이다. 지시가 

없다는 것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절차에 대하여 거의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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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의 사례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어떤 순서로 재료들을 집어넣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노동세계에서 우리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여타의 모든 후보자들을 제치고 어떻게 

매리(Mary)를 그 직무에 추전하는 결정에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 알고리즘은 

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알고리즘이 매리를 선택한 것은 다른 후보자들이 보여주지 

않은, 매리에 관한 어떤 묻혀 있는 사실 때문인가?  알고리즘은 매리의 이력서를 다른 

후보자들이 아니라 다른 부문, 국가 또는 지역 출신의 구직자들과 비교한 것인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경험이나 역사적 데이터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면, 

당신이 매리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지금의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발을 

들여놓은 후 그녀가 “꿈꾸는” 일자리로 이직하기를 바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정보를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였고, 그 후 그 정보는 알고리즘에 

추가된다. 다음 기회에 좋은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알고리즘은 

“충성심”, “장기 재직” 또는 “직무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관련된 모든 것의 신호나 징후를 

자동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현재 기계학습은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진단, (얼굴 

인식이나 감정 인식을 포함한) 화상처리, (범죄, 사기, 아동 방치, 노동자 불성실 또는 조직화 

노력에 관한 예측을 포함한) 예측, 분류(예컨대, 좋은/나쁜 노동자), 학습 연관과 회귀(예컨대, 

젠더, 나이, 교육, 위치, 유사한 노동의 공급 등 노동의 특성에 근거한 노동 가격의 예측) 

등이 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불투명한 차별과 알고리즘의 폐해가 없으며 

공정하게 운영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와 

포용적이고 다양한 노동시장을 추구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이것을 위협한다. 특히 

우리가 절차에 접근할 수 없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주 큰 

우려사항이다. 다음 장에서는 경영진이 “노조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제2장 요약 

이 장에서 우리는 노동과 노동자의 데이터화가 이미 불리한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권력 배분과 편견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디지털 

기술은 문화적, 규범적, 평가적 유산들을 새겨 넣는다. 이 유산들은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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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세트를 통하여 데이터 세트 자체의 편견 및 차별과 통합되거나, 알고리즘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깊이 새겨진다. 어떤 데이터 시스템도 통제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와 훈련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비용(금융비용)을 줄이고 유료 공공서비스의 수입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의 다양한 유형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이 지식을 이용하여 경영진의 알고리즘 의사결정시스템 사용을 문제삼기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제 받지 않은 알고리즘시스템의 부정적 영향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다음 장에서는 단체교섭과 법률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한 방법과 모델을 제시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과 노동자의 돌이킬 수 없는 상품화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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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동자 권한 강화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이 장에서는 앞의 두 장을 토대로 하여, 노동자와 공공서비스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조가 법률, 규정, 단체교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다. 

제3장은 노동자의 집단적 데이터 권리, 공공서비스의 데이터 접근권과 통제권, 알고리즘 

시스템의 공동 거버넌스,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관한 교섭을 위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노동자 권환 강화를 위해 노조가 ‘착한 기술’(Tech for Good)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례를 보여줄 것이다.  

노동자의 집단적 데이터 권리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추출, 분석, 추론 도출, 심지어 판매 또는 재사용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노동자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통하여 

확보된 유익한 데이터 권리가 있는 반면에, 아태지역에서는 유럽만큼 노동자의 데이터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권리의 개선 – 일터의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교섭  

GDPR에는 노동자를 위한 유익한 보호조치가 있지만, 실제 빈틈도 존재한다.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법령에서 이런 빈틈을 일부 다루고 있다. 이 법령은 그런 유형의 법령으로는 유럽 

최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령에는 하나의 조항과 두 개의 마지막 규정이 있는데, 그 

목적은 디지털화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 대표의 정보 권리를 명기하고 디지털 배달 플랫폼 

분야의 고용관계 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법령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든 기업의 노동자평의회(Workers Council)는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 고용 기회와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시스템(프로파일링 포함)의 토대가 

되는 매개변수, 규칙, 지시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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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제2장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우려들의 일부를 다루는 놀라운 발전이다. 노동자의 

집단적 데이터 권리가 우리가 ‘일터의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것은 GDPR의 적용을 받든 그렇지 않든 

모든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알고리즘은 입력된 실생활 데이터이거나 합성 데이터이다. 대다수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실생활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것은 데이터 입력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데이터는 과거의 채용과 같은 역사적 설명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센서스 데이터, 노동통계, 교육 데이터, 선거 데이터 등과 같이 제3자로부터 구매한 데이터 

세트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일터의 모니터링과 감시 시스템과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얻는 현재의 데이터와 결합될 수 있다. 

이제 데이터의 이용, 분석, 추론 도출이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 확인한 4가지 유형의 

알고리즘은 이런 추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이 

자동화된 채용도구라면, ‘분류’ 알고리즘 시스템과 ‘연관 짓기’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하여 

추론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알고리즘 시스템은 충성도 수준, 우편번호, 교육수준, 젠더 

사이의 연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된다. 클라우드(Cloud)는 지리적 위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는 당신의 사법권에 있는 서버에 저장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저장될 수도 있다.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누가 데이터에 접근권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더 이상 저장되지 않을 수 있다(off-boarded). 데이터는 삭제되거나 

익명화된 추론의 묶음이나 데이터 세트로 판매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일터의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을 보여주며, 노동자 권한 강화를 위하여 

노조가 경영진에게 제기해야 할 질문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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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터의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DPIA: 데이터보호영향평가  

 

알고리즘 시스템의 공동 거버넌스  

공공서비스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이 절에서는 공공서비스와 사용자가 설치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와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조가 제기해야 할 몇 가지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미칠 피해를 방지할 것이다.        

투명성 요구  

첫째의 필수적 요구는,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의 일부로 어떤 알고리즘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공공서비스가 투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핀란드 신생기업 Saidot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 

공공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헬싱키, 암스테르담, 낭스(Nance)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Saidot는 영국도 이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영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주의사항은 공공당국이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에 관해서는 투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것은 모든 공공부문 CCTV, 얼굴인식 시스템, 치안유지를 

포함한다. 이것을 제쳐놓고 보면, 아이디어는 좋다.  

일터의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DPIA! – 포함되어야 함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저장 데이터 탈저장 

소스는? 노조의 

접근권과 인지는? 

반박하거나 봉쇄할 

권리는?  

생산성과 인적자원에 

이용됨. 이 데이터, 

그리고 도출된 

추론/식견에 대하여 

노동자는 접근권이 

있는가? 노동자는 

이것들에 반대할 수 

있는가?  

서버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떤 사법권에 

있는가?  

여기에서 

WTO/전자상거래 

논의를 생각하라. 

데이터가 판매되는가? 

누구에게? 삭제되는가? 

노동자는 데이터 

구매자를 거부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가? 
투명성: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 
 

이것은 데이터 세트, 

통계, 추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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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누가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데이터에 누구의 삶이 담겨있는가?  

이 시스템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가? 

많은 노조 현장간부와 노조는 어떤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지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63개 국가가 비준한 1949년의 ILO 협약 제94호는 공공당국이 

“서비스의 수행이나 공급”에 관한 구매나 계약에 대하여 노조 현장간부와 협의할 것을 

실제로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이 존중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다.  

데이터 이용에서 알고리즘의 통제로  

노조가 데이터 이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훨씬 더 강화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통제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디냐찌오(D’Ignazio)와 클라인(Klein)(2020)이 제안한 “누구” 질문들을 상기하자.  
 

이것들은 알고리즘 시스템의 잠재적 차별과 편견을 해독하는데 필수적인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더하여 적어도 아래의 질문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1. 경영진은 노동자와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시스템의 

전체적 목적(예컨대, 자동화된 채용)뿐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에서 다룬 하나 프라이의 분류를 

참고하라). 

2. 누가 이 시스템을 소유하는가?  

3. 데이터 접근과 통제에 관한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  

4. 누가 이 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5. 경영진은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가?  

6. 시스템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경영진이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7. 노동자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영향/위험성과 관련하여 당신은 어떤 

평가를 하였는가?  

8. 당신은 이 시스템의 잠재적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통제하고 모니터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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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신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영향 때문에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가?  

10. 알고리즘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절차는 무엇인가?  

11. 이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12. 당신은 당신의 평가와 조정을 기록하는가?  

13. 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14. 이 거버넌스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을 설치할 수 있는가?  

이상적으로는 노조 현장간부가 이 시스템을 공동 통제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들에 

종업원평의회나 공동결정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공동 거버넌스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조가 30년 전부터 “데이터 현장간부”를 지명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공동 거버넌스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목표는 단체협약이나 법률을 통하여 공동 거버넌스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에는 위의 질문들을 경영진에 제기하는 것이 필수적 첫 단계이다.     

알고리즘 시스템의 거버넌스 모델은 <그림 4>와 같을 수 있다.  
 
 
 
 
 
 
 
 
 
 
 
 
 
 
 
 
 
 
 
 
 
 
 
 
 
 

<그림 4> 알고리즘시스템의 거버넌스 모델 

 

이 모델에서 특히 필수적인 것은 모든 알고리즘 시스템의 주기적인 사후 재평가이다.  

여기서 시작 
모든 것을 기록 

사전 분석 실시 

시스템의 목적, 의도, 

데이터입력/소스,  

집단적/개인적 권리 

시스템실행 

실행 

시스템의 적응, 폐기 

또는 재도입 

모든 것을 기록 

사후 평가 실시 

개인적/집단적 권리에 대한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영향/결과, . 

공정성, 투명성, 

감사가능성 원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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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캐나다 정부 사례에서 보듯이, 이 단계가 거버넌스 모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제2장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기계학습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학습한다. 기계학습 시스템은 

터무니없이 틀리고 특정 인구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며 다른 집단들을 우선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공공서비스의 알고리즘 시스템 사용에서 있었던 

많은 스캔들은 발견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조와 공공서비스가 이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모든 적응도 마찬가지이다. 영향 평가, 감사, 적응이 기록되지 않으면, 

차별 형태나 다른 유형의 부정적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노조가 알고리즘시스템의 

거버넌스 당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시스템의 설치와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항상 사용자가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자신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벌금, 처벌, 법정 소송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해로운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은 공표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의 사례  

캐나다 정부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형태로  

‘알고리즘영향평가’(AIA)를 도입하였다.       

이 도구를 개발한 목적은 조직들이 “자동화된 의사결정(ADM)과 연관된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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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48개의 ‘위험성’ 질문과 33개의 ‘완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점수는 

시스템 설계, 알고리즘, 의사결정 유형, 영향, 데이터를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매겨진다.  

AIA는 아주 긍정적인 시도이지만, 상당한 결함이 있다. AIA는 주기적인 재평가를 받지 

않는다.  노동자는 행위자로서 언급되지 않는다. 

민중의 계획 – 파괴의 의무  

국제노총(ITUC)이 앞장선 노동운동은 저탄소세계로의 전환 때문에 일자리가 파괴되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직무에 영향을 미칠 파괴적 기술에 투자하는 사용자가 일련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민중의 계획”(People’s Plan)에서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노조 현장간부와 함께 현재 노동자의 숙련 프로파일을 조사한다.  

b. 노조 현장간부 및 노조와 함께 재숙련화(재교육)와 숙련향상 필요를 

파악한다.  

 
 
 
 
 
 
 
 
 
 
 
 
 
 
 
 
 
 
 
 
 
 
 
 
 

 

 

<그림 5> 출처: the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tbs-

sct.gc.ca/pol/doc- eng.aspx?id=32592 

http://www.tbs-sct.gc.ca/pol/doc-
http://www.tbs-sct.gc.ca/po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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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근무시간에 강의를 제공하고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d.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 및 그 대표자와 함께 

경력발전계획을 공동으로 만든다.  

e. 고용알선기구 및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여 개인을 앞으로도 지원한다.  

f.    영향 받는 공급/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이 의무들을 적용한다.  
 

‘착한 기술’(Tech for Good)  

이 장의 마지막 절은 자신의 조합원의 프라이버시를 모든 디지털 활동의 핵심에 두고 

디지털 기술의 힘을 책임성 있게 활용하는 노조들을 소개한다.    

2019년에 발간된 보고서 『연결 행동』(Connective Action)에는 노조를 위해서 혹은 

노조가 만든 많은 디지털 도구가 노조 조직화와 캠페인을 위한 추천 앱 및 도구 목록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청년노동자랩’(YWL)(국제사무노련[UNI]의 참여실천연구랩)을 

지원하는 팀이 작성하였다. 

위클록(WeClock) 

YWL은 ‘위클록’이라 부르는 오픈소스 앱도 만들었다. 이 앱은 휴대전화의 14개 센서 일부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동하며 노동자에게 그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제공한다. 제3자가 데이터를 염탐하는 일도 없고 남몰래 이루어지는 데이터 접속도 없다.       

‘위클록’은 노동자와 노조가 임금 도둑질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 복지를 촉진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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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위클록’(WeClock) – 노동자와 노조를 위한 오픈소스 도구. www.weclock.it  

 

‘위클록’은 앱 사용을 기록하여 당신이 언제 업무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 “항상 업무 중”이라는 직장 문화에 맞서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것은 당신의 

위치와 이동을 기록하여 당신이 얼마나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당신에게 휴식시간이 있는가? 당신은 일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가? 당신의 출근시간을 기록함으로써, ‘위클록’은 당신의 

노동시간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다. 훌륭한 데이터 분석과 한 묶음의 노동자 데이터를 

가지고, 노조는 우리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사용자 주도 노동담론이나 기술세계 

노동담론에 반격을 가하는 ‘데이터 이야기하기’(data storytelling)라는 중요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위클록’은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 비싼 데이터 비용이 드는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직화와 캠페인에 ‘위클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한 ‘노조 가이드’도 

이용할 수 있다.  

 

http://www.wecloc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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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Seat 

노동자 데이터 공동체에서 또 다른 영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말로 유망한 이런 사례는 

‘Driver’s Seat’ 이다. 이것은 미국의 협동조합으로, 호출(on-demand) 운전사들이 ‘Driver’s 

Seat’ 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공유한다. ‘Driver’s Seat’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노동자 권한 강화를 위한 데이터 집단화와 데이터 분석이다.  

 

 

 

 

 

 

 

 

 

 
      

Lighthouse 

세 번째 유용한 도구는 노조를 위한 좋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오픈소스 가이드이다. 

노조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나 새로운 책임 있는 기술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시작하는 것과 조합원의 프라이버시와 무결성(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조심하여 돌볼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 영국의 노조 

Prospect가 모든 노조들에게 제공하는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노조를 위한 좋은 

데이터 관리 가이드』는 바로 이것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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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산업기술이 조합원이나 노조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다루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왓츠앱(WhatsApp)은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두 

플랫폼 사이의 데이터 교차공유를 위하여 소송을 냈다. 시그널(Signal)은 왓츠앱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완전히 암호화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왓츠앱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만나 시그널을 이용하도록 점진적으로 이끄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많은 노조는 자신의 모든 문서, 회계장부, 데이터베이스, 이메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어,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의한 데이터 추출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소유하는 서버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하는 소위 분권화된 웹의 

새로운 발전을 진취적인 노조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시각화와 데이터 이야기하기  

조합원들의 데이터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표현하면 반박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말을 증명한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나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은 

당신의 캠페인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인식을 높이고 여론을 움직이며 

사용자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노동자의 시각에서 노동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여기 두 개의 사례가 있다.  

 

 

 

 

 

 

 

 

 

 

 

 

 

 

뉴욕 시의 노조 조직가들은 ‘위클록’을 테스트해 보았다. 그들이 자택간호 노동자였다고 

 
 
 
 
 
 
 
 
 
 
 
 
 
 
 
 
 
 
 
 
 

<그림 7> 위치와 코로나 위험 지역 데이터를 합친 것의  

데이터 시각화. 작성: Dan Calacci,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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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자. <그림 7>의 이미지는 노동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노동자가 걷고 있는지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뉴욕 시의 각 동네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를 노동자 이동 데이터와 결합하였다.  우리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높은 

위험 지역에 있거나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화는 노동자의 

위험환경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위치 데이터는 반박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자택간호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지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에서는 일터의 모든 노동자가 ‘위클록’을 설치하고 실행하였다. 우리는 

노동자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자가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서로 2m(6 피트) 이내에 

있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시각화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다.  

 

 

 

 

 

 

 

 

 

 

 

 

 

 

<그림 8>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의  2m(6피트 )  이내  상호접촉  빈도   

작성 :  Dan Calacci, MIT 

 

데이터의 분석과 시각화는 바로 그런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R-studio’와 

구글의 ‘데이터 스튜디오’(Data Studio) 같은 아주 좋은 도구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약간의 연습과 학습이 필요하다. 일단 이런 숙련을 갖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영향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이터 소스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에서 나오게 된다. 데이터 이야기하기(data storytelling)와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는 다차원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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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캠페인을  

명확히 한다  

캠페인 승리 

책임 있게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을 찾는다 

데이터 이야기하기/ 

데이터 시각화 

실제 보호조치와 

정책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통제한다  

데이터 분석 

 

아래의 원형 다이어그램은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그림 9> 디지털 캠페인 과정 

 

 

제3장 요약  

이 장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단체교섭 

주제, 기술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현재의 데이터보호 규정을 어떻게 이용하여 노동자 

데이터보호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였고, 노동자의 데이터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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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추가적인 교섭과 정책이 필요한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공공부문 일터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이 시스템의 잠재적 차별과 상업화를 인지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공공서비스는 어떤 시스템을 왜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항상 투명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누구” 질문들, 그리고 사용되는 

시스템, 누가 시스템을 소유하는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통제, 편집권에 관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공공서비스가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많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이 없다면, 공공서비스는 공공에 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정보)을 점차 상실할 것이다.  

아울러 알고리즘 시스템, 특히 인적자원관리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위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캐나다의 영향평가모델을 사례로 제시하였지만 그 결점, 즉 

노동자의 목소리와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주기적 평가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 후,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영감을 받아, 왜 모든 파괴적 기술의 도입에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경력 경로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함께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가 책임 있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경고한 것은 

대부분의 기성품 기술이 노동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노조가 더 

안전한 기술을 향한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를 위해서 또는 노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몇 개의 도구들을 소개하였는데, 이 도구들은 노동자를 위한 캠페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야기하기와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책임 있게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세트와 결합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현대 노동 조건과 환경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편견이며 이미 불리한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인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우리가 확인한 현재의 불평등한 권력 배분과 노동의 상품화는 이 

장에서 다룬 도구들과 아이디어들을 활용함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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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데이터 보호의 원칙은 익명 정보, 즉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 또는 데이터 주체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익명화된 개인 데이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록 1 -  GDPR 벤치마킹  

유럽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은 개인 데이터와 개인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Pi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자연인(‘데이터 주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 

확인 가능한 자연인은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등의 식별자를 

참조하거나 해당 자연인의 육체적, 생리학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들을 참조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데이터가이던스’(DataGuidance)와 ‘프라이버시의 미래 포럼’(Future of Privacy Forum)은 

GDPR과 CPRA(‘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들어있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는데 이것은 쓸모가 있다.   

GDPR의 ‘규정설명 26’(Recital 26)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확인이 ‘상당히 가능한’ 익명화된 데이터 세트를 개인 데이터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모든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겉으로는 개인 데이터가 아니지만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면 개인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로부터 많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낸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사용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익명 데이터 세트는 그렇게 익명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 데이터와 비(非)개인 

데이터의 구별이 실제적인 구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구별이 아닌지 물어야 한다. 우리는 

데이터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터의 데이터가 어떻게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GDPR – 노동자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되는 조항들 

GDPR은 노동자에게 유익한 많은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약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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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자 시각에서 도움이 되는 권리부터 살펴보자.  

1. 데이터  최소화   

GDPR은 7개의 지도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들은 GDPR 제5조에 기술되어 있다. 핵심 원리는 

데이터 최소화의 원리이다(조항 5(c)) 

개인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에 적합하고 

연관되며 그 필요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데이터 최소화’); 

제5조가 말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자(고용주)가 오직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우리는 어떤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알고 있는가? 기업은 당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기업이 그렇게 하는가? 당신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데이터의 수집 

•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 기업이 데이터를 왜 수집하고 있는가?  

•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도 성취될 수 있는가?  

• 목적 달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저장할 것인가?  

• 위의 5개 사항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면 삭제하는가?  

2. 편집과 삭제의 권리  

GDPR 제16조에 따라 당신은 당신에 관하여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편집할 권리도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제17조는 데이터수집의 목적 달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데이터를 삭제할 

권리를 당신에게 부여한다.      

제17조는 데이터와 데이터 추론이 영구히 존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장기간 노동생활을 할 권리를 추구하는 노조 정책을 

위하여 정말로 중요하다. 

3. ‘데이터보호 영향평가’(DPIAs)  

GDPR은 DPIAs에 대한 법률적 요구를 담고 있다. GDPR 제35조는 데이터 처리가 자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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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개인 데이터를 왜 

수집하고 있는가? • 이 데이터의 소스는 무엇인가? • 개인 

데이터의 이용이 피고용자 집단의 권리/자유에 미칠 위험을 

확인하였는가? • 이 위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 노조 대표와 협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는가 • 검토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데이터 침해를 

노조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DPIA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용자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개인데이터 이용은 DPIA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모니터링이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권력불균형” 때문에 (i) 시스템적 모니터링과 (ii) 

취약한 데이터주체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것은, 더 나아가 조항 35.9가 “데이터 관리자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데이터주체나 그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이것은 사용자가 감시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데이터 처리를 

도입하기 전에 (노조를 포함한)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의 전신인 ‘제29조 작업반’은 DPIAs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그리고 이 검토작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우리로서는 노동자)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발표하였다.  

영국 노조 Prospect는 DPIAs에 관한 아주 유익한 가이드를 만들었다. 이 가이드에서 

Prospect는 DPIA를 할 때 노조 현장간부들이 다음의 질문들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데이터주체의 접근권 요구(DSAR) 

시민과 노동자는 기업이나 사용자가 자신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데이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개인데이터 처리의 목적, 가능하다면 개인데이터 처리의 기간, 

개인데이터의 수령자, 모든 자동적 개인데이터 처리에 포함된 논리,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토대로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데이터 처리의 결과를 포함한다. 

GDPR의 ‘규정설명 63’은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주체는 자신에 관하여 수집된 개인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데이터 처리의 합법성을 인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적정한 주기로 

손쉽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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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Rs는 노동자 권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규정설명 63’의 “적정한 

주기”라는 표현에 주목하라.  데이터주체의 요구가 너무 자주 있거나 과도하게 있으면 

사용자는 ‘규정설명 63’ 준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5. 대표성의 권리  

“데이터 주체의 대표성”이라 부르는 GDPR 제80조에 의하여 노동자는 노조가 자신을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제77조, 제78조, 제79조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며, 회원국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에 언급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자신의 

노조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77조가 흥미롭다. 이 조항은 “감독관청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노조가 조합원을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과정 내내 조합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GDPR에서는 증명된 사실뿐 아니라 의심에 근거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감독관청은 제출된 진정을 모두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6. 고용관계에서 데이터 처리 

마지막으로, GDPR의 핵심 조항은 제88조이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고용관계 하에서 피고용자의 개인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규칙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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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아태지역의 데이터보호  
 

GDPR 적합성을 가진 법률 또는 GDPR의 영향을 받은 법률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 법 1993’은 GDPR 적합성이 있으나, GDPR을 본떠서 만들지 않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 2020’이 실행되면 GDPR 적합성은 사라질 수 있다. 프라이버시 법은 확인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다루며 비(非)개인 정보는 대상이 아니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법적 근거는 목적을 위한 필요성이다.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면 해당 기관은 관련 개인이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 정보수집의 목적, 계획 상의 정보수령자를 알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은 임의의/자발적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허용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28/latest/DLM296639.html 

일본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이 법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중앙정부조직, 지자체, 독립행정법인에도 적용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의의 

법률적 토대는 통지이다. 기업은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일본 내부의 제3자(모기업과 

계열회사는 제3자로 간주됨)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주체는 데이터의 정확성, 

데이터의 안전성, 제3자가 관여했을 경우의 기록보관과 확인, 접근과 정정, 공개와 삭제의 

권리가 있다. 이 법은 잊혀질 권리, 동의 철회의 권리 또는 데이터 침해에 대하여 통지 받을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부터의 보호나 DPIA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GDPR 적합성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cas.go.jp/jp/seisaku/hourei/data/APPI.pdf  

태국 개인데이터보호법 2019의 주요 실행규정의 발효는 2020년 5월에서 2022년 6월 1일로 연기되었다. 

개인데이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 정의되며, “죽은 사람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인데이터의 수집, 공개 또는 사용을 위해서는, 명시적(서면이나 전자시스템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관심이 그 근거가 될 수도 있다(Data Protection 

Report 2020). 데이터주체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데이터의 삭제, 파괴 

또는 익명화를 요구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다(제한된 관례적 예외가 있음). DPIA에 대한 언급도 없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도 언급하지 않는다.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28/latest/DLM296639.html
http://www.cas.go.jp/jp/seisaku/hourei/data/APP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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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GDPR을 본떠서 만든 개인데이터보호법안(최종안은 2021년에 공개됨)은 헌법적 프라이버시 

권리 하에서 개인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데이터 처리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개인데이터를 생사에 관계없이 개인의 확인 가능한 데이터로 정의하며, ‘돌이킬 수 없게’ 

익명화된 데이터만을 제외한다. 이 법안은 ‘명확히 서술된’ ‘명시적’ 목적에 대한 동의를 합법적 

근거로 규정한다. DPIA는 데이터주체의 권리에 위험을 초래할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기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DPIA는 정부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따라서 입수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여타의 포괄적 법률 

호주 호주에는 ‘프라이버시 법 1988’에 의해서 프라이버시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는 합당한 필요성과 통지이며, 민감한 정보의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직접적 

마케팅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2차적 목적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동의는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자발적이고 현재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해능력, 자신의 동의를 전달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 해야 한다. 옵트아웃(opt-out) 동의는 제대로 정보를 제공 받았다면 유효할 수 있다.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동의를 하면 데이터 처리를 제한할 실질적 권리는 없다. 호주는 연방 

법률과 주 법률을 통하여 데이터 보호를 규제한다.  

프라이버시 법 1988,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5C00089 

한국              데이터보호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2020’과 특정 산업부문들과 관련된 몇 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된다. 이 법은 개인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아주 규범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한다. 사전 

통지와 옵트인(opt-in) 동의의 요건, 법에 규정된 비교적 무거운 처벌 때문에 이 법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엄격한 데이터보호 체제에 속한다. 이 법은 개인데이터, Pii, 익명화된 데이터를 다룬다. 명시적 

동의는 개인데이터 수집과 이용의 법률적 토대이지만, 예외가 있으며 2020년 법 개정 에서는 

예외가 확대되었다. DPIA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인도 ‘정보기술법(ITA) 2000’이 데이터보호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를 다룬다.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데이터나 정보의 저장, 관리, 처리는 ITA에 의해 제정된 

‘민감정보규칙’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는 2019년에 ‘개인데이터보호(PDP)법안’을 공표하였는데, 

이 법안은 ‘민감정보규칙’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된다. PDP 법안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뿐 아니라 비(非)개인 데이터도 다룬다. 이 법안은 통지와 동의를, 

개인데이터를 특정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동의 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 기구의 데이터보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개인데이터보호(PDP)법안(2019)  

http://164.100.47.4/BillsTexts/LSBillTexts/Asintroduced/373_2019_LS_Eng.pdf 

정보기술법(ITA)(2000), http://cc.tifrh.res.in/webdata/documents/events/facilities/IT_act_2008.pdf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5C00089
http://164.100.47.4/BillsTexts/LSBillTexts/Asintroduced/373_2019_LS_Eng.pdf
http://cc.tifrh.res.in/webdata/documents/events/facilities/IT_act_2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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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인데이터보호법(PDP)(2012)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수집, 처리 또는 공개를 

다룬다. 이 법은 공공기관(공공기관에는 정부, 정부부처, 국가기구, 법원, 법정단체가 포함됨),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들, 고용과정에 있는 피고용자, 업무상 연락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이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데이터 수집의 

원래의/변경된 목적을 통지 받고 개인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개인이 개인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동의는 철회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공공부문(거버넌스)법(PSG)(2018)에 의해 규제된다. PDP와 PSG의 

데이터보호 기준은 대체로 서로 맞추어져 있다.  

말레이시아 개인데이터보호부의 개인데이터보호법(PDPA)(2010)은 정부부문을 그 대상범위에서 제외한다. 

PDPA는 데이터수집에 대하여 개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으며 데이터수집의 목적에         

관하여 개인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 PDPA는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며, 그 정보는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 정책에 규정된 기간보다 더 오래 

보유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저장된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필리핀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DPA)은 2010년에 법률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남동아시아에서 포괄적인 데이터보호법을 공포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국가프라이버시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후 이 법의 시행규칙과 규정이 제정된 2016년이 

되어서야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부분적 법률, 정책, 규정 

브루나이 브루나이에는 데이터보호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은 정부와 교육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적 

형태 또는 손으로 작성한 형태의) 개인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전자정보와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11호(2008)는 개인데이터의 전자적 이용을 금지한다. 

개인데이터의 처리에는 동의가 필요하며, 민감한 개인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운영자는 데이터 수집의 공표되고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부터의 보호나 DPIA에 대한 언급은 없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의 새로운 초안이 준비되었으나 (2021년 4월 23일 현재)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이 법은 GDPR 유형의 포괄적인 데이터보호법으로서, 기존 법률을 

대체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라오스 라오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였다. 

‘전자데이터보호법’(2017)과 ‘사이버범죄 방지와 퇴치에 관한 법’(2015)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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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의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보호법’(의회법 5/2107)은 “명령”에 의해 허가 받지 않는 

한, 개인의 전자적 통신, 사적 서신, 육체적 프라이버시를 가로채는 것을 금지한다. 

베트남 베트남에는 사이버정보안전법(2016), 정보기술법(2006), 전자상거래법(2005), 

소비자권리보호법(2010)이 있다. 제21조는 개인데이터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개인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언급한다. 개인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정보 관리자나 처리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세안 ‘개인데이터보호에 관한 아세안 프레임워크’는 회원국들이 지구적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국내 법과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데이터보호 원칙을 밝히고 있다.     

네팔 프라이버시법(2018)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개인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개인데이터에 Pii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은 ‘수집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만 개인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떤 개인데이터는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네팔법률위원회). 이외에도, 논쟁적인 

‘정보기술법안 2075’(2018)은 정보기술, 사이버안전, 데이터보호를 다룬다. 이 법안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개인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 수집과 저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에는 전자상거래정책(2019)과 개인데이터보호법안(2018)(GDPR보다는 제2세대 

유럽연합 법률에 맞춤)이 있다. 이 법안은 상업적 거래(민간부문)만을 다룬다. 이 법안은 

개인데이터 처리의 법률적 근거, 최소 처리의 요구,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삭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부탄 정보통신미디어법(2018)은 개인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유럽연합의 1995년 

데이터보호지침에 담겨있는 10개의 ‘제2세대’ 원칙 중 7개를 포함하고 있어 꽤 강력한 

법이다. 

통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호: 법률 

 

법률이 없음  

캄보디아, 사모아, 피지, 방글라데시, 몰디브 

메모: 데이터보호 문제는 방글라데시 디지털안전법의 18절에서 아주 제한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누군가가 “데이터나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행동은 처벌되어야 할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