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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인공지능은 과거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에 이

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2020년대 핵심기술로 

부상하였다. 인공지능은 초기에는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생각하는 기계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합리적으로 의

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

됨에 따라 기술적 결함부터 사회·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국경완, 2019; 허유선, 2021). 그 이유는 인공

지능은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자율성과 예측곤란성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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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법, 제

도적 체계 정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인식 제고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국내외 정부,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더

불어 인공지능 개발 단계에서의 윤리 교육에 대한 요구도 확산

되는 추세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 관계부처 합동, 2020; 관

계부처 합동, 2021).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도 인공지능 개발윤리 관련 교육 활동에 대중

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

선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도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최근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 분석(Opinion Analysis)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김영주, 2017; 김용학, 2016; 김정·이주홍, 2017; 김진우 

외, 2018; 유재흥 외, 2021). 익명성을 전제로 한 온라인 댓

글은 오프라인보다 개인의 의견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

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장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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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누구나 손쉽게 개인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특성을 갖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대한민국 모집단을 반영하

는 표본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포털 뉴스의 댓글, 대댓글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인공지능 개발 윤리에 대한 국내 

이슈와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II. 선행 연구 분석

1. 인공지능 개발 윤리 연구

인공지능 개발 윤리에 대한 연구는 인공지능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윤리교육,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발전되어 왔

다(김병엽 외, 2013; 이상원 외, 2018; 이성준, 2020; 이은주·

장윤재, 2009; Hagendorff, 2020). 인공지능 개발 윤리에 대

해 여러 분야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인공지

능이 인간의 전체 지능을 초월하게 되는 특이점(Singularity)에 

언젠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문광술 외, 

2013). 이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특이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개발 윤리는 인공지능의 비예측성과 통제 불능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이 설계한 프로그래밍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어있는 컴퓨터와 달리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은닉층(Hidden Layer)에서 인간이 설명

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인공지능이 편향된 데이터

만을 받아들이게 될 때이다. 가령 2020년 12월에 20대 여대생

으로 설정되어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일부 사용자

들이 편향된 데이터를 대거 입력함에 따라 결국 혐오 발언 등

을 가감없이 내놓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이에 개발 회사인 

스캐터랩은 서비스 3주만인 2021년 1월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LAWS(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처럼 인간의 통제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 명령을 수행할 경우 결국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우리 인

간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백창원·노승국, 2020). 이에 인공

지능에 대한 개발과 동시에 개발 연구 윤리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개발 연구 

윤리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일반 대중들에게 가시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소수 전문가 사이에서만 

논의되어왔다. 즉,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연구가 부

족했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 윤리에 대한 대중들의 포괄적인 사

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인공지능 개발 윤리 문제의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공지능 개발 윤리에 대한 사항은 정답이 있는 문

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합리적인 범

위안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야 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빅데이터는 크게 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정형

데이터는 로그기록(logfile), 회계수치 등 이미 정형화된 틀 안

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뜻하며,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자

연어), 동영상 등 일정한 규칙이 없는 데이터를 뜻한다(변순용, 

2018).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 이후 Facebook, 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Youtube 등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폭증에 따라 전체 데이

터량 중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은 대략 90% 이상을 웃돈다. 상

당수 국민들이 미디어 뉴스를 보는 매체로 기존의 TV, 신문이 

아닌 인터넷 포털 뉴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각 인터넷 포

털 뉴스의 댓글, 대댓글 기능 등 쌍방향성에 의해 적극적인 의

사 개진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한국인이 사

용하는 네이버 뉴스의 경우 기존의 통계분석에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요인인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

소를 갖추고 있다(송충한, 2020).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에서

의 댓글, 대댓글을 활용하여 여론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하

게 이루어져 왔다. 

여론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데이터의 연구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 방법론 중 통계학, 사회학, 범죄학 등 학문적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이라고 한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은 기본적인 형태소 분석

을 활용한 의미네트워크분석, 동시출현 단어 분석, 감성 분석 

등이 있다. 

형태소 분석(Morphology Analysis)이란 텍스트를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를 활용하

여 품사 태깅, 단어 식별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소

를 활용하여 벡터 공간 모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형태소 

분석을 활용하여 추출한 단어를 각각 n개의 벡터(Vector) 차

원에 대응시켜 통계적 가중치를 구하게 된다. 특히, 최근 Deep 

learning 기법 중 하나인 Word2vec 방식은 이러한 벡터를 활

용하여 연관어를 찾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정낙원·김성욱, 

2020).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들이 어떤 단어들과 연관

되어 있는지, 각 키워드들의 대략적인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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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단어가 관련성 

있는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망을 추론하고 상

호관계를 파악하는 목적을 지닌다. 

지금까지 이러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은 네이버뉴스 

등 다양한 대중들의 의견들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

나 아직까지 인공지능 개발 연구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

석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빅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미디어와 미디

어 소비자들의 인공지능 개발 연구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과 의견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한 주요 이슈와 국민 여론

을 분석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 뉴스 기사 및 각 기사

들의 사용자 댓글과 대댓글 등 데이터 수집과 저장, 각 데이터

들의 전처리, 데이터 분석 등 과정을 수행하였다.

1. 자료수집

데이터수집을 위해 파이썬(Python)의 Beautiful Soup 및 

reques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웹크롤러(Web Crawler) 프로

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이버 뉴스 

포털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2일 사이에 공개

된 뉴스 중 ‘인공지능’, ‘개발’, ‘윤리’의 3가지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및 기사별 댓글, 대댓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MySQL에 저장되었다(최은창, 

2016). 

2. 자료정제

웹크롤링에 의해 저장된 총 5,760개 기사 중 중복된 뉴스기

사를 통합하고,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1,048개 기사를 제거하

여 총 4,712개 뉴스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뉴스 기

사별 댓글과 대댓글은 총 66,588개 였고, 이 중 본 연구와 관

련성이 없는 5,311개 댓글과 대댓글, 댓글규정(네이버 클린댓

글)에 저촉된 10,264개 댓글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댓글은 41,482개, 대댓글은 9,531개이다.

3. 자료분석

가. 형태소 분석

수집한 뉴스 댓글과 대댓글(이하 댓글로 통일)은 비정형 텍

스트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형태소 분석을 선행하였다. 

한글로 된 형태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은전한닢 프로젝트의 

‘Mecab-ko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한상기, 2016). 

나. word2vec 모델링

텍스트를 컴퓨터가 연산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출현 빈도

수가 낮은 단어가 분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word2vec을 이

용하였으며(허유선, 2021), 매개변수는 Table 1과 같다. 

Word2vec 분석은 딥 러닝 방법론 중 하나로 데이터 학습과

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출현빈도, 단어 벡터의 크기, 문맥 윈

도의 크기이다. 여기서 출현빈도는 말뭉치 전체의 어휘 중 출

현빈도가 낮은 어휘를 모델링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이며 단어 

벡터의 크기는 단어가 임베딩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을 뜻한다. 

문맥상 윈도의 크기는 특정단어의 주변 단어와의 간격을 뜻한

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word2vec의 모델에서

의 윈도 크기를 5~7 사이가 적당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해당 결과는 영어 word2vec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를 번

역하여 해당 데이터를 한글로 적용하였을 시의 수치라는 한계

점을 갖고 있다(강형석·양장훈,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선 

윈도의 크기를  3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사용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은 간략한 어휘와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평균적인 문장에서 

사용하는  5보다 작은 3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

였다. 

Table 1 Parameter of word2vec

학습모델 Skip-gram

Minimum Frequency 50

lLayer Size 300

Learning Rate 0.15

Iteration 50

Windows Size 3

Sub-Sampling 1e-2

Negative Sampling 15

다. 동의어, 유의어, 불용어 전처리

‘인공지능’, ‘개발’, ‘윤리’를 중심으로 연관성 높은 단어를 추

출하기 위하여 동의어, 유의어, 불용어, 신조어 등 정제과정을 

수행하였다. 

‘는’, ‘이’, ‘가’, ‘다’ 등과 같은 조사, 단어 등은 불용어 처리

하고, ‘인공지능’, ‘AI’, ‘인공 지능’, ‘여자’, ‘여성’ 등과 같은 동

의어는 하나로 통합하였다. ‘페미’, ‘알페스’ 등 신조어는 형태

소 분석에 활용한 ‘Mecab-ko’의 사용자 사전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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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관단어 분석

전처리 완료한 명사 목록에서 word2vec 모델 생성 후 ‘인공

지능’, ‘개발’, ‘윤리’ 기준으로 연관단어 상위 150개를 추출하

였다. 추출한 단어들은 word2vec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도는 

수식 (1)로 계산하고, 유사도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은 단어로 정의하였다(Upchurch, 2018). 유사도 값이 큰 단

어 상위 50개는 실제 댓글에서 기준 단어와 연관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1)

마. 연결 정도(degree) 중심성 분석

연결정도 중심성은 의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일환으로 키

워드 간의 관계 대표성을 나타내어 그 속성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기준단어에 대한 의미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

하여 연결중심성과 상관관계의 구조적 등위성은 앞에서 설정

한 위도의 크기를 3, link frequency threshold 15로 설정되

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심 단어를 통해 주변에 등장할 단

어를 예측하는 방식인 skip-gram 방식을 활용하였다. 기사를 

분석한 것이 아닌 댓글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분석하였기에 문

장의 구성이 짧아 주변 어휘로 중심단어를 추측하는 방식인 

CBOW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점이 있었기 때

문이다. 본 연결망 시각화 과정엔 NetMiner 프로그램

(Horowitz, 2019)이 이용되었다. 

바. 내·외향 연결중심성 분석

키워드 중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라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키

워드, 혹은 노드와 접점이 많은 키워드를 지칭한다. 연결중심

성 분석에서 각 어휘들은 서로 다른 어휘들과 연결관계를 이루

고 있으며 연결된 선후관계를 방향성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 

한 어휘와 다른 어휘 간의 방향성에 따라 내향(In-degree)과 

외향(Out-degree)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내향 연결중심성 분

석의 경우 얼마나 해당 어휘가 문장의 중심을 이루는지, 즉 해

당 어휘의 인기나 영향력을 의미하며, 외향 연결중심성의 경우 

해당 어휘가 다른 어휘의 의미에 얼마나 개입하는지의 여부, 

즉 어휘의 영향력을 의미한다(Hagendorff, 2020).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2017년 1월 1일부

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 ‘윤리’로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고, 기사와 댓글 정제 후 총 4,712개 뉴스 기사

와 총 51,013개 댓글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댓글 생산자 간의 

네트워크 분석은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의거하여, 댓글 생산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하였기에 진행하지 않았다.

1. 인공지능 개발윤리 관련 키워드 및 빈도분석

가. 전체 기간 내 키워드 빈도 분석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인공지능’, ‘개

발’, ‘윤리’로 네이버 기사와 댓글의 개수는 Fig. 1과 같이 기사 

수가 늘어나면 댓글 개수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 경향성을 

보였다.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이 기사화된 사건은 2021년 1월 11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였으며, 이 외 2019년 10월 28일 문재

인 대통령이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계획’, 2018년 4

월 5일 인공지능 무기개발 관련 ‘카이스트 보이콧’ 등 이슈로 

나타났다. 언론사들의 기사량 대비 댓글 수가 많았던 기사는 

2017년 9월 26일 배포된 기사로, 영유아에게 인기가 많은 뽀로

로 캐릭터에 인공지능 기능을 결합한 장난감 개발 내용이었다.

Fig. 1 The number of monthly news articles and comments 
on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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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keywords (top 50) that appear 
simultaneousl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 
development + ethics’

순위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인간 7,522 26 개인 972

2 여자 3,154 27 성범죄 925

3 로봇 2,657 28 기업 917

4 말 2,607 29 발전 868

5 한국 2,560 30 윤리 864

6 인공지능 2,153 31 세상 862

7 생각 2,104 32 규제 842

8 남자 2,065 33 인권 829

9 나라 1,910 34 사회 807

10 문제 1,685 35 미국 789

11 기사 1,682 36 소리 772

12 기술 1,489 37 수준 767

13 일 1,416 38 산업 755

14 문재인 1,388 39 가능 741

15 개발 1,380 40 국가 738

16 때 1,305 41 인류 717

17 돈 1,291 42 기계 713

18 정보 1,157 43 페미 710

19 국민 1,145 44 세계 709

20 중국 1,043 45 현실 704

21 정부 1,019 46 애 668

22 데이터 1,012 47 이상 667

23 필요 1,002 48 대화 666

24 대통령 994 49 미래 663

25 알페스 977 50 과학 653

인공지능 개발윤리와 관련된 키워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인공지능+개발+윤리’와 관련된 키워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인간’으로 빈도수는 7,522회였다. 다음으

로 ‘여자(3,154)’, ‘로봇(2,657)’, ‘말(2,607)’, ‘한국(2,560)’ 순

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생각’, ‘남자’, ‘나라’, ‘문제’, ‘기사’, 

‘기술’ 등과 같은 단어들도 상위 50개 주요 단어에 포함되었다. 

나. 연도별 키워드 빈도 분석

인공지능 개발윤리 관련하여 대중들의 사회적 인식 흐름을 

알아보고자 기간별로 등장한 특징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여 인공

지능 개발윤리 관련 대중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였다. 수집된 기

사를 월별 발표된 기사 수와 기사의 댓글 수를 기준으로 크게 4

개 구간(① 2018.1.1.-2018.12.31., ② 2019.1.1.-2019.12.31., 

③ 2020.1.1.-2020.12.31., ④ 2021.1.1.-2021.10.22.)으로 

나누고, 각 기간별로 등장하는 어휘의 빈도를 Table 3과 같이 

Table 3 Annual frequency of keywords (top  that appear 
simultaneousl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 
development + ethics’

순위
2018년 2019년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빈도수

1 로봇 1,425 나라 445

2 인간 1,356 인공지능 429

3 나라 935 말 400

4 사람 885 여자 396

5 개발 787 사람 348

6 인공지능 657 정부 286

7 말 647 문재인 283

8 생각 567 대통령 272

9 한국 540 한국 262

10 기술 513 국민 261

11 문재인 503 남자 254

12 미국 475 생각 246

13 돈 419 인간 211

14 규제 410 일 198

15 일 401 중국 190

16 때 387 돈 186

17 북한 386 국가 180

18 인류 367 리얼돌 179

19 무기 364 산업 178

20 중국 351 경제 178

순위
2020년 2021년도(~10월 22일까지)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빈도수

1 여자 539 사람 1,779

2 로봇 532 여자 1,589

3 사람 477 말 1,376

4 남자 437 인간 1,269

5 인간 403 기사 1,131

6 나라 300 문제 1,090

7 말 292 알페스 1,042

8 생각 246 남자 998

9 한국 245 생각 996

10 돈 221 정보 944

11 국민 212 개인 816

12 문재인 200 나라 809

13 대통령 193 데이터 773

14 필요 187 인권 726

15 때 186 대화 652

16 정부 183 한국 618

17 기술 183 윤리 567

18 일 181 때 540

19 섹스 179 인공지능 538

20 개발 161 성희롱 5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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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연간 배포된 기사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최근 이

슈가 아닌 2017년도 자료는 연도별 키워드 빈도 분석 기간에

서 제외하는 등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인간’, ‘사람’, ‘말’과 같은 키워

드가 연속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여자’는 2018년 등장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반

면, ‘로봇’은 2018년 이후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

락을 반복하였다. 

연도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북한’, ‘터미네

이터’, ‘핵’, ‘전쟁’, ‘킬러’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으며, 인

공지능 무기화와 관련된 주제가 자주 언급되었다. 2019년

도에는 ‘나라’, ‘인공지능’, ‘말’, ‘여자’, ‘사람’ 순으로 키워드

가 도출되었으며,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페미’, ‘성희

롱’, ‘혐오’ 등 젠더 갈등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도에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 관련 이슈가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여파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가. 전체 기간 내 키워드 빈도 분석

‘인공지능’, ‘개발’, ‘윤리’가 포함된 기사에서 등장하는 어휘

들의 내향 연결 중심성과 외향 연결 중심성의 수치를 바탕으로 

연결중심성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심 어휘는 ‘인간’, ‘젠더’, ‘정보’, ‘데이터’로 인공지능 

개발윤리 관련 인간성과 도덕적 측면, 젠더갈등, 인공지능 개

발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Analysis of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between 
2018 and 2021

나. 연도별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2018년도 Fig. 3에 ‘개발’, ‘로봇’, ‘인간’, ‘규제’와 같은 단어

가 중심 어휘로 나타났다. 이는 KAIS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비나48의 대화 학습 중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 발언 이

슈와 미국 로봇 제조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 인공지능을 

탐재한 인간형 킬러 로봇 아틀라스 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Fig. 4와 같이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

립계획 발표와 인공지능 성차별 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

다.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에서도 Fig. 4와 같이 ‘대통령’, ‘단

체’ 등 정부 발표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며, ‘리얼돌’과 

관련된 어휘들이 함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Analysis of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in 2018

Fig. 4 Analysis of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in 2019

2020년도에는 Fig. 5와 같이 리얼돌의 인공지능 탑재, 인공

지능 활용한 치료제 개발관련 기사가 주를 이루었고, 인공지능 

개발 방향성과 성별 갈등 관련 노드가 중요하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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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alysis of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in 2020

2021년도에는 Fig. 6와 같이 타 연도에 비해 분석기간

(2021.1.1.~2021.10.22.)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댓글 표본이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활용, 젠더 갈

등 등 이슈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2021년 1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관련된 기사가 대거 등장한 것이 요인이었다.

Fig. 6 Analysis of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in 2021

다. 내·외향 연결중심성 분석

분석기간(2018.1.1.~2021.10.22.) 내 연도별 내향연결 중심

성과 외향연결 중심성 값 상위 25개 어휘를 Table 4와 5와 같

이 도출하였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인간’, ‘로봇’, ‘대

통령’ 등 특정 키워드에 연결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핵심이 되

는 단어 4~5개 이외 대부분의 어휘의 연결중심성이 0.03을 넘

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키워드에 대해 좁은 폭의 관점에

서만 이슈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20년 이후부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얼돌, 챗봇 

등 특정 사건들이 발생하며 해당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키워드로 대중의 관심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4 The top 25 vocabulary and centrality of inward 
and outward connectivity centrality between 
2018 and 2019

2018년도

내향연결 중심도 외향연결 중심도

로봇 0.085  인간 0.076  

개발 0.085 로봇 0.068 

인간 0.025 미국 0.042 

사람 0.025 인공지능 0.034 

규제 0.025 의료 0.034 

현실 0.017 문재인 0.034 

핵 0.017 기술 0.025 

평양 0.017 규제 0.025 

파괴 0.017 평양 0.017 

탄핵 0.017 탄핵 0.017 

차 0.017 킬러 0.017 

지배 0.017 추락 0.017 

중국 0.017 중국 0.017 

일본 0.017 자율 0.017 

올림픽 0.017 인류 0.017 

산업 0.017 올림픽 0.017 

발전 0.017 살상 0.017 

문재인 0.017 북한 0.017 

멸망 0.017 나라 0.017 

러시아 0.017 기기 0.017 

대통령 0.017 기계 0.017 

날개 0.017 과학 0.017 

나라 0.017 핵 0.008 

기술 0.017 필요 0.008 

경제 0.017 터미네이터 0.008 

2019년도

내향연결 중심도 외향연결 중심도

대통령 0.068  여자 0.068  

단체 0.045 남자 0.045 

혁명 0.023 주도 0.023 

프린터 0.023 조류 0.023 

처 0.023 자율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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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내향연결 중심도 외향연결 중심도

차별 0.023 인공지능 0.023 

주행 0.023 안면 0.023 

주도 0.023 시민 0.023 

정보 0.023 스마트 0.023 

전략 0.023 소득 0.023 

인식 0.023 성적 0.023 

인공지능 0.023 성 0.023 

여자 0.023 산업 0.023 

시티 0.023 빅 0.023 

세금 0.023 문재인 0.023 

성적 0.023 문 0.023 

성장 0.023 디 0.023 

발전 0.023 대통령 0.023 

리얼돌 0.023 기술 0.023 

독감 0.023 국민 0.023 

데이터 0.023 국가 0.023 

대상 0.023 과학 0.023 

뉴스 0.023 공수 0.023 

남자 0.023 개인 0.023 

기술 0.023 가짜 0.023  

Table 5 The top 25 vocabulary and centrality of inward 
connection centrality and outward connection 
centrality from 2020 to October 22, 2021

2020년도

내향연결 중심도 외향연결 중심도

로봇 0.133  남자 0.233  

개발 0.100 로봇 0.167 

여자 0.067 여자 0.100 

섹스 0.067 기술 0.067 

발전 0.067 과학 0.067 

남자 0.067 치료제 0.033 

필요 0.033 자율 0.033 

주행 0.033 인간 0.033 

정보 0.033 윤리 0.033 

정권 0.033 소아 0.033 

인간 0.033 섹스 0.033 

애자 0.033 성적 0.033 

성욕 0.033 백신 0.033 

봇 0.033 문재인 0.033 

목소리 0.033 개인 0.033 

리얼돌 0.033 가짜 0.033 

대체 0.033 필요 0.000 

대상 0.033 주행 0.000 

뉴스 0.033 정보 0.000 

2020년도

내향연결 중심도 외향연결 중심도

기준 0.033 정권 0.000 

기술 0.033 애자 0.000 

치료제 0.000 성욕 0.000 

자율 0.000 봇 0.000 

윤리 0.000 발전 0.000 

소아 0.000 목소리 0.000 

2021년도(~10월 22일까지)

내향연결 중심도 외향연결 중심도

문제 0.047  알페스 0.081  

알페스 0.043 여자 0.072 

데이터 0.038 정보 0.043 

대화 0.034 데이터 0.038 

인권 0.026 남자 0.038 

수집 0.026 인권 0.030 

인간 0.021 인공지능 0.030 

윤리 0.021 인간 0.030 

생각 0.021 성 0.030 

사람 0.021 문제 0.030 

교육 0.021 사람 0.026 

혐오 0.017 개인 0.026 

처벌 0.017 수집 0.021 

여자 0.017 대화 0.021 

성희롱 0.017 기사 0.021 

아이돌 0.017 한국 0.017 

기사 0.017 카톡 0.017 

학습 0.013 서비스 0.017 

페이크 0.013 혐오 0.013 

페미 0.013 페이크 0.013 

카톡 0.013 차별 0.013 

침해 0.013 윤리 0.013 

차별 0.013 아이돌 0.013 

사용 0.013 실제 0.013 

번방 0.013 사용 0.013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기사와 댓글과 같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한 주요 이슈와 국

민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버 포털에 등록된 기사

와 기사 댓글을 수집하고, 키워드와 빈도, 연결 중심성을 연도

별로 분석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도출한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

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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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공지능 개발윤리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기술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

다. 특히 인공지능 구현에 따른 침해 등 역기능 방지와 인공지

능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 윤리기준 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

였다. 이후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년 11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2021년 5월)’, 3018억원 

규모의 ‘사람중심 AI원천기술사업(2021년 11월)’ 발표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활용성과 수익성 외 기술 오용, 데

이터 편향성 등과 같은 인공지능 개발윤리 이슈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기간(2017년 1월 1일 ~ 2021년 10월 22일) 동

안 인공지능 개발윤리 관련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키워

드는 ‘인간’, ‘여자’, ‘로봇’, ‘말’, ‘한국’ 등 이었으며, 이 중 ‘인

간’, ‘사람’, ‘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으로 높은 빈

도수를 보였다. 

둘째, 데이터 양과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공지능 개발윤

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막연한 주제보다 개별적인 사건에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과 2019년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로봇과 이와 관련된 윤리, 정부 발표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2020년도에는 리얼돌 관련 이슈, 

2021년도는 개인정보 활용, 젠더 갈등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

히, 2021년 1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서비스 종료, 딥페이

크 영상 처벌 관련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적극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특정 이슈가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증폭하는 계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여론이 

인공지능 개발윤리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등 시의성 있

는 대응과 정책 결정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한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

록 정보제공의 축을 정부 외 사회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며, 정

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여론 분석은 기존 대면 조사를 

대체하여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COVID-19’를 기점으로 우리사회에서 비대면 온라

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적절한 방법이다. 물론, 본 연구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최근 온

라인뉴스의 구독자들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특정집단들에 의해 여론이 조

작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분석 시 유의해야 하며, 이는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량의 댓글을 게시하는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다음 통제 변수화하여 분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딥러닝 방법을 적용하여 댓글에 사용되는 

단어와 댓글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개발윤리에 대

한 국민 정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1년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자체연구과

제 ｢인공지능 개발윤리 교육과정 기획 연구｣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참고문헌

1. 강지연･김수경･노승국(2019).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뉴스기사 댓글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 대한간호과학
회지, 49(6), 736-747.

2. 강형석･양장훈(2019). 한국어 단어 임베딩을 위한 Word2vec 

모델의 최적화.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4), 825-833.

3. 관계부처 합동(2019). 인공지능 국가전략.
4. 관계부처 합동(2020).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5. 관계부처 합동(202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안).
6. 국경완(2019).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적용 사례. 정보

통신기획평가원.

7. 김명주(2017).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한국통
신학회지, 34(10), 45-54.

8. 김용학(2016).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9. 김정･이주홍(2017). Word2vec을 활용한 RNN기반의 문서 분

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7(6), 560-565.

10. 김진우･조혜인･이봉규(2018). 온라인 뉴스 베스트 댓글의 특

성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8), 1489-1497.

11. 문광수･김슬･오세진(2013).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댓글

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3(12), 201-211.

12. 백창원･노승국(2020). 성범죄 사건에 대한 포털 뉴스 기사 및 

사용자 의견 데이터 분석: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
구, 34(3), 41-72.

13. 변순용(2018). 인공지능로봇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인

공지능로봇윤리의 4원칙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7, 233-252.

14. 송충한(2020).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
향 조사. 한국연구재단.

15. 유재흥･추형석･강송희(2021). 유럽(EU)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 



김마리 박서하 노승국

공학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202244

현황과 시사점 : 원칙에서 실천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6. 이병엽･임종태･유재수(2013). 빅 데이터를 이용한 소셜 미디

어 분석 기법의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211-219.

17. 이상원 외(2018).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사회적 

여론에 대한 다 범주 감성 분석. 지능정보연구, 24(4), 51-66.

18. 이성준(2020). 증강현실 기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만

족도 영향 요인들에 대한 고찰: 네이버 <스노우> 서비스를 중

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417-428.

19. 이은주･장윤재(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

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
국언론학보, 53(4), 50-71.

20. 이찬주･임종섭(2018). 언론 프레임의 온라인 문화적 공명이 

여론 틀 짓기에 미치는 영향 관계. 한국언론학보, 62(4), 

82-121.

21. 전인성･김수환･송기상(2021). 국내 인공지능 교육 정책 동향 

및 기관별 운영 현황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
문집, 25(1A), 99-103.

22. 정낙원･김성욱(2020). 네이버, 다음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여

론조사 뉴스 댓글에 나타난 댓글 여론과 적대적 언어 분석. 

미디어융합연구, 28, 58-106.

23. 최은창(2016),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28, 18-21.

24. 한상기(2016), 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 이슈와 윤리문제. 한국
멀티미디어학회지, 20(3). 41-52.

25. 허유선(2021), 인공지능 시스템의 다양성 논의, 그 의미와 확

장-인공지능의 편향성에서 다양성까지. 철학·사상·문화, 35, 
201-234.

26. Martin Upchurch(2018). Robots and AI at work: the Prospects 

for singularity. New Technology, Work and Employment, 

33(3), 205-218.

27. Michael C. Horowitz(2019). When speed kill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deterrence and stabil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2(6), 764-788.

28. Hagendorff, T.(2020). The Ethics of AI Ethics: An Evaluation 

of Guidelines. Minds and Machines, 30, 99-120.

김마리 (Kim, Marie)

2005년: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 학사

2007년: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 석사

2011년: 독일 필립스대학, 막스플랑크 토양미생물학연

구소(MPI Marburg) 생화학 박사

현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과학기술정책, HRD

E-mail: mrkim@kird.re.kr

박서하 (Park, Suh-ha)

2022년: 경찰대학 행정학과 학사

현재: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데이터사이언스, 사이버보안

E-mail: criti0728@gmail.com

노승국 (Roh, Seung-kuk)

2001년: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2003년: 포항공과대학교 전자및컴퓨터공학부 산업공학

전공 공학석사

2014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공학박사

현재: 경찰대학 행정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데이터사이언스, A.I.

E-mail: skroh@polic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