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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정부, 안면인식 기술 규제 움직임
현재 안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면인식 사용에
대한 단속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 최초로 경찰을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들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으며, 이어 매사추세츠 주 소머빌
(Somerville)도 뒤를 이어 안면인식 기술이 감시 카메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동참했다.
미 의회에서는 올해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초당적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
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일련의 하원 감독위원회의 청문
회 진행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며, 안면인식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연방법
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

내 용

현재 얼마나 많은 경찰 집행 기관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판
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지타운 센터의 프라이버시 및 기술에 관한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기관 4곳 중 1 곳에서 얼굴 인식 검색을 실행할 수 있으
며,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정부의 "미국 생체인식"시

장은 2018년 1억 3690만 달러에서 2025년 3억 7500만 달러로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및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
국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
무부, 국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혹은 개인 정
보 유출 등의 논란 외에도 일부 안면인식 기술 시스템이 백인 남성의 인식률
과 비교할 때 여성과 유색인종의 경우 잘못 식별 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
로 여성이나 유색인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얼굴 스캐너 설치 및 경찰이 얼굴 인식을 통해 범죄자의 행적을 파악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의 바이오메트릭스 시장 현황, 2014-2025>

캘리포니아 주 의원 Phil Ting은 “경찰의 바디캠(신체에 착용하는 카메라)에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일반 시민을 감시할 수 있
으며, 정작 시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업계의 선두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자신들의 "모범
사례"와 법안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여, 정부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는 방법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국내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
한 플로리다의 안면인식 기술 회사인 카이로스 (Kairos)는 정부의 규제가 마련
될 때까지 정부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마이크로 소프트
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캘리포니아 법 집행 당국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
면서 안면인식 기술이 갖는 잠재적인 악용을 우려하였으며 정부 규제 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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