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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I스타트업 현황과 서비스 사례
2019년 AI준비도 지수에 따르면, 영국의 AI산업 발전 대비수준은 세계 2위이다.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 민관합의(’18.4)’를 중심으로 AI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중 가장 많은 AI스타트업을 배출하여 현재 약 500개의 AI스타트업이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마케팅/고객서비스/헬스케어/사이버보안
등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영국 AI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머신러닝/
딥러닝/이미지식별/빅데이터분석 등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업무환경/소비자경험의 개선,
보건/교통/금융 등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민간/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시장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AI윤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기업과 정부 모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01.

영국의 AI 산업 현황

(AI스타트업

현황) ‘유럽의 AI수도’ 로 불리는 영국은 유럽 AI스타트업수(1,537개)의 1/3에
해당하는 약 500개의 AI스타트업이 있으며, 특히 마케팅, 고객서비스 영역과 헬스케어, 금융
분야에서의 스케일업(Scales-ups)이 주목받고 있음
유럽 주요국의 AI 스타트업수(2019.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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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MC Ventures(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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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의 AI스타트업은 최적화•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고객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영국의 AI ‘마케팅’스타트업은 유럽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MMC, 2019)
유럽 AI스타트업의 주요 서비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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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AI스타트업의 주요 적용분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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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영국 AI스타트업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성장성이 있는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영국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약 13억 달러를
기록함(MMC, 2019)
- 반면 프랑스, 독일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018년에 각 4억 달러, 3억 달러에 그쳐 영국
AI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가 3배 이상에 달함
- 특히, 영국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초기단계 이전의 투자가 약 80%, 중기단계
이후의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약 20%를 차지
* 반면,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성장단계에 속하는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6~11% 범위에 그침

● 2019년 8월 기준, 영국이 배출한 17개의 유니콘기업1) 중에서 헬스케어, 핀테크,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중 11개 기업이 AI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AI
기업2)이거나 AI기술을 제품•서비스에 이미 도입한 기업들임
● 한편, 1998~2018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434개 AI기업이 M&A된 가운데 미국(65.2%)
다음으로 영국(5.8%)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유럽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AI
기업이 M&A된 것으로 나타남(WIPO, 2019)

1) CBInsights(2019.5), Global Unicorn Club
2) Darktrace(사이버보안), Graphcore(프로세서/반도체), BenevolentAI(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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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영국 정부는 2017년 산업전략 정책백서에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혁신’을 4대
도전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으며, 세부전략은 2018년 4월 ‘인공지능 분야 민관합의(AI Sector
Deal)3)’를 통해 구체화함
‘인공지능 분야 민관합의(AI Sector Deal)’ 추진경과
일시

기관

추진 내용

2017.10

전문 교수진4)

AI산업 검토의견(Growing the AI Industry in the UK) 제출

2017.11

영국 정부

산업전략(Industry Strategy) 백서 발표

2018.04

영국 정부

인공지능 분야 민관합의(AI Sector Deal) 발표

2018.04

인공지능 특별위원회5)

영국 상원 AI 전략 보고서(AI in the UK) 발표

2018.06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AI 전략 보고서 정부 답변서 배포

2018.2분기

민관합동 / 정부

AI 위원회 /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영국 인공지능청 설립

2019.1분기

영국 인공지능청

인공지능 분야 민관합의(AI Sector Deal) 연례 검토

자료 : gov.uk, parliament.uk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 2018년 4월 공표된 ‘인공지능 분야 민관합의(AI Sector Deal)’는 산•관•학 파트너십6)을
기본적인 정책추진 프레임워크로 삼고 영국 AI산업의 글로벌 선도 및 중장기적 민관 혁신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
- AI 연구개발 강화, 인재양성, 데이터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정부업계 간 합의된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AI기술의 다양한 공공•민간 부문에의 적용과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강조
* 산•학계

리더로 구성된 ‘AI 위원회’, 새로운 부처인 ‘인공지능청’, 정부산하 자문기관인 ‘데이터윤리혁신센터’
가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Tech Nation, InvestUK, InnovateUK, 앨런튜링연구소7) 등 기존의 혁신 지원기관과도
긴밀히 협력

- 한편, 2019년도 각국 정부의 AI 준비도 지수8)에 따르면 영국이 2위를 차지
* 싱가포르(1위), 독일(3위), 미국(4위), 중국(20위), 한국(26위)

3) 총 예산 9.5억 달러. 기존 예산(3.42억달러), 산관학 신규투자(6.03억달러), Connected Autonomous Vehicles(2.5억달러)
를 포함. 산업전략 챌린지 펀드(17억달러) 중 AI 프로젝트 수주시 할당되는 자금은 별도 산정(CIFAR, 2018.12.6.)
4) Dame Wendy Hall 교수(컴퓨터과학), Jerome Pesenti 교수(컴퓨터과학)
5) 영국상원이 2017년 6월 29일에 임명한 13명의 멤버로 구성됨. AI 관련 경제•윤리•사회적 영향을 검토 및 대정부 건의
6) ‘AI 산업 검토의견(Growing the AI Industry in the UK))’(2017)에서 중점 제기
7) 엘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 2015설립/국책연구소)는 영국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2017년부터 AI•데이터과학
분야를 포함시켰으며, 공공연구소•/위원회와 협력하여 연구수요 조정 등 영국의 AI 연구계를 대표하여 13개의 대학과 함께
민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8) Oxford Insights(2019). 옥스퍼드인사이트, 국제개발연구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가 2018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지수로 거버넌스/인프라•데이터/기술•교육/정부•공공서비스 분야의 국제지표 및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

3

02.

주요 트렌드별 영국 AI 스타트업 사례

(1) AI 대응으로 업무환경 개선 : 사이버 공격방지에서 준법감시까지
[사례①] 다크트레이스(Darktrace) ― 직원 행동학습을 통한 사이버 공격 방지
- 창업/분야 : 2013년/사이버보안
- 서비스 : 내부자 위협/공급망 리스크 등 사이버 위협 대응
- 투자유치 : 2019.7월 기준 총 2.3억 달러
* 시가총액 16.5억 달러의 유니콘기업

자료 : forbes.com, cybersecurity-excellence-awards.com, CBinsights

AI 자율대응 기술을 통해 내부자 위협, 산업스파이 활동, 사물인터넷 보안 침해, 제로데이 멀웨어
(Zero-Day Malware)9)4,) 데이터 손실, 공급망 리스크, 장기적 인프라 보안 취약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
●2
 017년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가 수백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파일•링크를
전송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배포되면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을 당시, AI
방어시스템이 단 몇초만에 자율대응하여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함
●최
 근,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노리는 지능형 타겟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은
제어시스템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 전력생산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상시감시 중에 있음
[사례②] 디지털지니어스(DigitalGenius) ― ‘휴먼+AI’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 창업/분야 : 2013년/고객서비스
- 서비스 : 양방향적 대고객 서비스
- 투자유치 : 2019.8월 기준총 22백만 달러
자료 :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 CBinsights

‘휴먼+AI’가 머신러닝•자연어처리를 통해 실제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한
양방향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며, 딥러닝을 통한 과거이력 학습으로 개선사항을 자율적,
선제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예약, 결제, 환불 등 실무를 처리함
9)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악성코드을 지칭(aion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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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LM네덜란드항공사는 ‘휴먼+AI’ 고객서비스를 통해 전체 반복작업의 50% 이상을 AI가
대리수행하여 탑승객의 온라인 체크인, 항공 예약, 티켓 환불, 분실물 문의, 좌석승급 등
반복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음
● 교육플랫폼 코스히어로는 콘텐츠구독, 대금결제 등 고객업무의 1/3을 AI가 대행하여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으며, 향수유통기업 퍼퓨샵의 경우 24시간 AI고객응대로
97%의 FCR(First Call Resolution, 첫 응대 해결)비율을 달성함
[사례3] 비헤이복스(Behavox) ―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AI 준법감시 서비스 제공
- 창업/분야 : 2014년/사이버보안
- 서비스 : 준법감시, 법률리스크 감소, R&D지원
- 투자유치 : 2019.8월 기준 총 21백만 달러 투자유치
* 시가총액 2억 달러
자료 : internationalfintech.com, welcome.ai, CBinsights

직장내 비정형화된 데이터(이메일/통화/거래/메신저 내역 등)를 AI가 통합분석하여 대외비
문서 유출, 저작권 침해 등 위법성 요소를 감지하는 등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지재권/특허권 정보 제공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R&D를 지원함
●금
 융기관 직원이 비공개 자금거래 정보를 150페이지의 보고서 내에 불법삽입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AI가 정확하게 감지하고 차단한 사례가 있음
(2) 스마트 헬스케어 고도화 : 질병 예방•관리부터 치료 프로그램 설계까지
[사례①] 베이비론헬스(Babylon Health) ― 스마트폰앱 기반 AI 원격의료 서비스
- 창업/분야 : 2013년/헬스케어
- 서비스 : 앱기반 의료진-환자 원격의료
- 투자유치 : 2019.8월 기준 총 6.4억 달러
* 시가총액 20억 달러의 유니콘기업
자료 : https://www.babylonhealth.com/, CBinsights마트 0.3%

환자는 베이비론앱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AI 문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문의 또는 일반의와 연결하여 화상/음성통화, 문자로 의료진-환자간 원격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며, 제휴된 약국을 통해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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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의 국민의료서비스(NHS)은 베이비론헬스와 협력하여 AI를 통한 환자의 진료예약, 의사
원격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3대 디지털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는 베이비론과 협력하여 사용자가 위챗(Wechat/微信) 을 활용하여
베이비론 AI의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사례②] 베네볼런트AI(BenevolentAI) ― 데이터 분석 기반 신약개발/처방 프로그램 설계
- 창업/분야 : 2013년/헬스케어
- 서비스 : 신약후보물질 R&D, 약품∙치료법 개발
- 투자유치 : 2019.8월 기준 총 투자유치액 2.6억 달러
* 시가총액 21억 달러의 유니콘기업
자료 : hbs.me, manufacturingchemist.com, CBinsights

임상실험결과/학술자료 등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AI분석으로 신약후보물질을 활용하여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신약이나 새로운 처방 프로그램을 설계함
* 기존의 많은 의료 스타트업들이 대상 질병을 놓고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것과 차별화됨

● 베
 네볼런트AI은 2017년에 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약후보물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설계와 상품화를 맡고 있음
* 또한,

최근 스웨덴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중장기 협정을 맺었으며 만성신부전에 대한 새로운
치료프로그램을 본격 개발 중에 있음

(3) 안면기술을 통한 소비자 경험•안전 제고 : 특별한 마케팅부터 고객안전까지
[사례①] 스냅티비티(Snaptivity) ― 안면코딩 기반 특정유저의 실시간 사진촬영 서비스
- 창업/분야 : 2014년/마케팅∙고객서비스
- 서비스 : 관람객 대상 개인 맞춤형 사진촬영 및 전송
- 투자유치 : 2019.8월 기준 총 13만 달러
자료 : http://snaptivityapp.com/, CBinsights

)
스포츠경기 관람객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기 하이라이트 순간에 AI가 촬영10)5한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앱으로 전송해주며 소셜미디어 공유를 통해 해당 이벤트에 관심이 있는
잠재고객들을 타겟으로한 바이럴마케팅이 가능해짐
10) 고객들은 스냅티비티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경기•공연장에 설치된 IoT센서•로보틱 카메라를 기반으로 AI 자
동촬영이 이루어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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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워릭셔州크리켓클럽은 에즈바스톤스타디움에 스냅티비티의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고객의
동의하에 경기중에 촬영된 생동감있는 관람객 사진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에 게재하여
스타디움 대외홍보에 적극활용하고 있음
[사례②] 크라우드이모션(CrowdEmotion) ― 안면인식 기반 시청자 선호도 분석
- 창업/분야 : 2013년/마케팅∙고객서비스
- 서비스 : 안면코딩/표정인식을 통한 감정 파악, 타겟 마케팅
* 수상경력(TV Innovation Award, Innovators' Innovator Award 등)
언론사(BBC, CNN, The Telegrapgh 등) 파트너십 보유

자료 : https://bit.ly/2P3L0UK, https://bit.ly/2Z8mPUV, CBinsights

피관찰자의 동의 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TV 또는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안면코딩 기술로 인식/분석하여 실시간 감정변화를 측정하며,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이나 제품광고 개선에 활용
●영
 국방송공사 BBC는 크라우드이모션과 협력하여 방송프로그램이나 업체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있음
* 최근에는 BBC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HSBC, 화웨이, 케세이퍼시픽 등 기업이 광고방송을 통해 구매전환률을
높이고자 동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사례3] 코르텍시카(Cortexica) ― 행동분석 기반 상품추천부터 현장 내 안전 강화
- 창업/분야 : 2008년/마케팅∙보안
- 서비스 : 쇼핑경험 개선, 안전강화
- 투자유치 : 2019.8월 기준, 총 9백만 달러
* 시가총액 16백만 달러
자료 : https://bit.ly/33CGjo5, https://github.com/cortexica/intel-rrk-safety, CBinsights

앱(App)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스캔하면 이미지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AI가 백화점 내에
있는 모든 유사제품을 찾아주는 등 차별화된 소비자경험을 제공하고, 안전을 위한 AI 감시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함
●유
 통사 해머슨은 코르텍시카의 앱기능을 도입하여 'Style Seek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행동패턴 분석으로 제품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AI의 CCTV 모니터링*
으로 매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면인식이 아닌 이미지인식을 통해 이상행동을 식별하고 위험을 감지 및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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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업 시스코 또한 코르텍시카와 2018년부터 협력하고 있으며 InnovateUK의 자금을
지원받아 안전장비 착용 확인 등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는 ‘AI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 AI 데이터 분석으로 공공서비스의 외연확장 : 신원인증부터 도시교통까지
- 창업/분야 : 2012년/사인버보안

[사례①] 온피도(Onfido) ― 글로벌 금융거래를
위한 스마트 신원인증 실현
- 서비스 : 금융/교통/전자상거래 등 서비즈 이용자 신분 검증
- 투자유치 : 2019.4월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5천만 달러
(시리즈D)포함 총 1.1억 달러

자료 : https://tcrn.ch/2y8R84x, CBinsights

다양한 형태의 전자문서 또는 이용자가 제출하는 개인영상 등을 AI가 교차검증하여 정부발급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온라인 금융, 스마트 교통,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원을 신속•
안전하게 인증함
●유
 니콘 핀테크기업인 레볼루트는 온피도와 파트너십을 통해 7개월만에 168개국 이용자들의
신원을 검증하여 계좌개설을 지원했으며, 동 서비스 도입후 해당은행의 거래자금규모가
293% 급증하고 이용자가 12% 증가함
[사례②] 퀴직(Kwiziq) ― AI교사의 제2외국어 교육시장 진출
- 창업/분야 : 2012년/교육
- 서비스 : 온라인 AI언어교사를 통한 제2외국어 교육 및 학습관리
- 투자유치 : 2019년 8월기준 총 38만 달러

자료 : kwiziq.com, Crunchbase

온라인 교육플랫폼의 AI 언어교사가 학생의 제2외국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학습을 지도하고
학습속도를 향상시키며, 담당교사에게 결과 분석과 피드백을 제공
●佛
 알파인프렌치스쿨은 재학생들이 하루 1시간 이상 퀴직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을 심화하고,
개인 맞춤형 프랑스어 발음•문법 교정을 하면서 학습능률을 제고
[사례3] 파이브AI(FiveAI) ― 영국형 도시교통 혁신 프로젝트 수행
- 창업/분야 : 2015년/교통
- 서비스 :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활용 도시 교통환경 개선
- 투자유치 : 2019.8월 기준 38백만 달러

자료 : https://bit.ly/31LGwn1, CBinsights

8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영국 도시교통에 적합한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자율주행차, 스마트택시 등을 중심으로한 교통인프라 혁신을 추진 중
)
* 파이브AI는 현재 민관 공동 프로젝트인 런던 도시교통혁신프로젝트(StreetWise)11)6를
수행중

03.

결론 및 시사점

영국정부는 ‘인공지능 분야 민관합의’ 등 민관 혁신AI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고 있음
영국의 AI스타트업은 머신러닝/딥러닝/이미지식별 등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환경, 보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AI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음
주요 트렌드별 영국 AI 스타트업 사례
주요 트렌드
사이버 공격방지
(기업환경)
고객서비스 차별화
업무환경 개선
준법감시
질병
예방/관리
(보건서비스)
헬스케어 고도화
치료 프로그램 설계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소비자경험)
소비자 편의/안전 제고
소비자경험 확대
현장 안전 강화
핀테크 신원인증
(공공서비스)
외국어 교육
금융/교육/교통 스마트화
도시교통 환경 개선

스타트업
다크트레이스
디지털 지니어스
비헤이복스
베이비론헬스
베네볼런트AI
스냅티비티
크라우드이모션

응용기술
AI자율대응
AI머신러닝/자연어처리/딥러닝
데이터 통합분석
AI원격의료
빅데이터 분석/연구
안면인식/로봇 카메라
안면코딩

코르텍시카

이미지/영상식별, 행동식별

온피도
퀴직
파이브AI

이미지/영상식별, 안면인식
데이터 통합분석
자율주행

자료 : 연구자

이는 민간/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의 외연을 확대하는 등 AI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를 보여주는 한편, 한정된 시장과 인재 선점을 위한 경쟁과 AI윤리 문제에 기업과
정부 모두 적극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기업) 제품•서비스 테스트를 통한 시장성 파악은 AI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로, 준비된 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훈련데이터의 조기 확보

11) 런던교통국, 옥스퍼드대학, 다이렉트라인(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InvestUK에서 13백만 파운드를 투자한 도시교통 혁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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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스타트업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엑셀러레이팅 기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업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콜라보를 진행할 수 있음

● (정부)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술을 시장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AI
인재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
- 의료, 금융, 보안 등 공공서비스의 혁신•개방, 공공부문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기술융합
등을 통해 융복합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민관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
* 영국의 국민의료서비스(NHS)는 AI스타트업과 협력하여 보건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동프로젝트 추진중
* 2019년, 영국정부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NHS에 대한 2023/2024 배정예산을 연 3.4%
늘리고, 5개의 AI의료센터에 5,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등 ‘AI+의료’ 발전을 촉진

- 글로벌 AI인재 유치 및 전문대학원/AI융복합 학위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산•관•학•
연 연계 창업•취업 협력기제를 마련하여 국내 인재유출을 최소화
* 영국은 2050년까지 정부지원 AI 박사학위를 최소 1,000개 창출하고,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커리큘럼과 교사 양성•채용을 지속 확대할 계획
* 영국정부는 Tech Nation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벌 인재의 비자를 확대했으며12)7)앨런튜링연구소, EPSRC13)과
AI산업 창업•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력기제가 마련되어 있음

● (민관) 민감 데이터 수집•분석에 따라 수반되는 AI윤리에 대한 사전 대응과 사후 관리
- AI기술을 활용하는 글로벌기업의 사내 AI 윤리 규칙 등을 참고하여 스타트업의 제품•
서비스 운영에 맞게 기본 AI윤리 규칙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
-안
 전한 데이터 취급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한정될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데이터윤리혁신센터14), 인공지능청의 데이터트러스트(Data Trust) 기제를 운영하면서 훈련데이터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기업간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공유를 지원

12) 2014년에 시행된 Tech Nation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는 AI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가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발급 쿼터를 전년대비 2배로 늘려 연간 2,000명에 대한 발급을 승
인하고 있음(https://bit.ly/2P4jTso)
13) EPSRC(공학•자연과학연구회)는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의 산하기구로 공학/물리과학 분야의 ①기초 연구 ②연구인력(박
사후 지원 강화 및 연구자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③지식 확산 ④공동협력 등을 지원(NRF, 2019)
14) ‘인공지능분야 민관합의(AI Sector Deal)’의 일부로 영국의 국가 재정 1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프로젝트
를 지원함. 특히, AI 혁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정부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KISC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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