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AI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뉴스기사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상숙1, 유인혁2, 김진희3*
1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2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3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An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education using Big Data: Based on News articles and Twitter

Sang-Soog Lee1, Inhyeok Yoo2, Jinhee Kim3*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2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3PhD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는 AI교육에 관한 대중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 AI교육에 대한 11개의 중앙지 뉴스기사와 트위터 게시글을 수집
하여 단어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어빈도 분석은 TF(Term Frequency)기법을, 토픽모델링분석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뉴스기사는 AI분야의 여성인재 육성, 
대학교육과정의 변화, K-12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육과정 변화 등 거시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토픽이, 트위터에서는 
지능형로봇과의 공존시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미래시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코딩교육, 인간의 고유역량개발 등과 
같은 미래역량과 교육방법론 등에 대한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I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방안과 미래 
산업 인재 양성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인공지능교육, 트위터분석, 뉴스기사분석, 빅데이터, 토픽모델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ublic needs for AI education actively 
promoted and suppor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In doing so, 11 metropolitan news articles and 
Twitter posts regarding AI education that have been posted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31, 2019 
were collected. Then, word frequency analysis using TF(Term Frequency) method and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method of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The topics of the news articles 
turn out to be a macroscopic policy support such as ‘training female manpower in the AI field’ and 
‘curriculum reform of university and K-12’, whereas the topics of twitter delineate more detailed social 
perception on future society, such as future competencies and pedagogical methods, including 
‘coexistence with intelligent robots’, ‘coding education’, and ‘humane education competence 
development’.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AI curriculum as well as the basic framework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uture industry.
Key Words : AI Education, Twitter analysis, News Article analysis, Big data, Topic Modeling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Kim(jinhee_kim@snu.ac.kr)
Received March 2, 2020 Revised   March 19,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6, pp. 9-16,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6.009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10

1. 서론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각국 정부는 인공지능

(AI)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이를 자국의 경쟁력으로 
보유하기 위해 AI분야 기술력 확보 및 전문 인재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1]. 예컨대,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 연구 개발 전략[2]을 발표하며, 전 
교육과정에서의 AI 교육의 중요성과 AI기술개발의 기저
가 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을 강조하였
다. 영국과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컴퓨
팅수업 및 프로그래밍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소프트웨어
(SW)교육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5-6학년부터 1년에 17
차시 이상 SW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 17
일, 전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된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3]을 발표하여, ‘AI 인재양성 및 전 
국민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 SW 및 
AI 필수 교육’, ‘전 국민의 AI 평생교육’ 등의 전략을 제시
하였다. 예컨대, 교육부는 AI교육 전문 교원양성을 위해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교육대학원에 AI전공 개설을 지
원하고, 임용과정에서부터 SW와 AI관련 과목 이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AI교육 중점고 선정, 
2020 개정 교육과정 전까지 비교과 중심으로 SW교육과 
데이터 과학 등의 AI 기초가 되는 수업 시수 확대, AI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는 AI교과서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흐름에 따라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AI교육에 대한 인식조사[4,5], 
AI 활용을 위한 교수 학습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6,7], 
해외 AI교육 정책ㆍ교육과정과의 비교연구[8,9]등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부 전
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인위적으
로 표집한 대상으로부터 얻은 제한된 범위의 정보에 근
거하여 AI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이해도 정도 등을 살펴
보았다. 즉, 다양한 교육 이해관계자들(예: 교육부, 교사
ㆍ학생, 광범위한 대중 등)의 의견 및 요구를 실증적 증
거에 기반 한 분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
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공급자(provider), 수요자
(user), 전문가(professional)와 당국자(authority) 등 
다각적인 이해관계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10], AI교육 정책
과 관련된 주요 이해주체를 교육부(정책가)와 학교를 넘
어서 시장 혹은 일반 대중까지 확대하여 다각적인 의견

과 관심 및 인식을 분석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도
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y) 수립과정에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에 따른 증거 산출이 필요하다[11].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도자료나 신문기사등과 같은 텍스트 형
태의 빅데이터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12].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의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에만 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 위주의 정형화
된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텍스트,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
의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 분석 방법
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의 요구나 역동성, 의사
결정을 위한 가치 있는 패턴 및 정보 등의 발견을 제공할 
수 있다[13]. 최근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 
연구에는 주로 텍스트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 수요 분석[14], 과학기술 정책 수
립[15], 교육정보화 정책과 관련된 토픽분석[16] 등이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신속하
게 의견과 수요를 파악함은 물론 차별화된 정책 시사점
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뉴
스기사와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는 AI교육에 관한 다각적인 인
식을 탐색하고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AI교육에 대한 대
중의 요구를 파악하고 AI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AI교육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절차는 다

음과 같다. 뉴스기사와 트위터에서 추출한 AI교육 관련 
주제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과 주제어 간의 상관관
계를 보여주는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
결과는 가시성 제고를 위해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Fig. 
1> 참조).

2.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AI교육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

기사와 SNS의 일종인 트위터를 선정하였다. 뉴스기사의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전문분석 솔
루션을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에서 11개의 중앙
지의 기사 중 사회로 분류된 기사 전문만을 수집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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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트위터의 경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GetOldTweets3과 BeautifulSoup을 이용하여 크롤링
(Crawling)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초등학
교에서 SW교육이 의무화된 시점인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 31까지 빅카인즈와 트위터에서 
‘AI교육’, ‘AI기반교육’, ‘인공지능교육’등의 동일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AI교육과 관련 없는 뉴스기
사와 트위터를 제거한 결과, 총 565개의 뉴스기사와 
1944개의 트위터의 트윗(Tweets)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데이터 전처리

Thesaurus Integration Example
GyoSa SeonSeng, SeonSengNim, SSem, GyoSa, etc. 

MachineLearning Machine Learning, GiGyeHakSeub, GiGye HakSeub, 
etc.

InGongJiNeungT
utor

InGongJiNeung Tutor, InGongJiNeung GyoSa, 
InGongJiNeung SeonSeng, etc.

Youtube You tube, YouTube, etc.
Python Py Seon, Py SSeon, etc. 

InternetGangEui InGang, Internet GangEui, Online GangEui, etc.

Spacing

ㆍ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 
ArtificialIntelligence-based

ㆍ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on→ 
ArtificialIntelligenceGeneration

ㆍSmart Factory → SmartFactory
ㆍIndustrial Revolution → IndustrialRevolution
ㆍProject Based Learning → ProjectBasedLearning

Table 1. Data Preconditioning Process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뉴스기사와 트위터는 AI교육 관
련 전문만을 다루었고, 비정형데이터를 표준화된 정형데
이터로 바꾸고자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에 Python을 

이용하여 중복된 트윗을 제거하여 토픽 모델링의 효율성
을 높혔다. 그 후, 영어, 괄호 및 괄호 안 글자, 숫자, 특수
문자, url, 이메일, 해쉬태그(#) 등을 일괄 삭제하는 정제
작업(cleansing)을 실시하여 분석 대상이 아닌 텍스트를 
걸러냈다. 그 후 KoNLPy[17]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선 토픽 선정이 목적이므로, 명사 
형태소만을 추출하여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말뭉치
(corpus)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 혹은 한 글자
로 나타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소, 분석에 의미
가 없는 일반적인 단어(예: AI교육, 인공지능, 교육)는 제
외하였다(<Table 1>참조).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텍스트로 구성된 비정형데

이터 문서다.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텍스
트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연계성을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
닝이 있으며 그 기법으로는 버즈분석(Buzz Analysis), 
키워드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 토
픽모델링(Topic Modelling)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AI교육에 관한 사회
적인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은 연구대상 문서 안에서 자
주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Term Frequency, TF)에 따라 
그 중요도가 결정된다. 이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값으로 
알려져 있으며[18]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AI교육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
이 된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픽 분석기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기법으로 분석대상인 문서 안에 어떤 
토픽이 존재하는지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확률모형이다. 
확률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토픽에서 잠재하는 변인들을 
유추하고 축소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LDA기법은 방
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서부터 토픽을 추출[19] 및 여
타 토픽 분석과 비교하여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20] 평
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AI교육에 관한 인식에 
관한 뉴스기사와 트위터 등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
에서 잠재된 토픽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ython 
gensim library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Fig. 1. Stud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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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결과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AI교육’ 관련 
뉴스기사와 트위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였고,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출현 빈도수(Term 
Frequency, TF)를 분석하여 상위 100개의 명사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Fig. 2>과 <Fig. 3>와 같이 
정리된 워드클라우드는 빈도 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그 
값에 비례하는 크기로 표현된다.

뉴스기사의 결과(<Fig. 2>참조)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빈도의 키워드는 ‘대학’(175회), ‘학생’(151회), ‘사
회’(122회), ‘기술’(122회), ‘미래’(113회), ‘수학’(113회) 
등의 순인 반면, 트위터 결과(<Fig. 3>참조)에서는 ‘기
술’(280회), ‘로봇’(253회), ‘영상’(211회), ‘미래’(163회), 
‘인간‘(158회), ’딥러닝‘(145회) 등의 키워드 순으로 나타
났다. 뉴스기사와 트위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위 단
어는 ’기술’과 ‘미래’로, 뉴스기사와 트위터 이용자들은 AI
교육을 미래 기술에 대한 학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뉴스기사는 학생들의 미래, 대학, 사
회와 연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트위터에서는 로봇, 영
상, 딥러닝과 같은 AI관련 기술적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News Articles Word Cloud

Fig. 3. Twitter Word Cloud

3.2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뉴스기사와 트위터에서 추출한 AI교육 관련 단어들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LDA기법을 활용하여 잠재된 토픽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LDA는 토픽의 개수를 추정할 때 복
잡도(perplexity)를 대표적인 지수로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텍스트 데이터를 사람이 판단한 토
픽과 복잡도에 기반하여 정해진 토픽 간의 상관
(correlation)을 확인했을 때 부적(negative)이거나 유의
미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21,22]. 이에 단어들의 동시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토픽 응집성‘(topic coherence) 
혹은 ’응집성 점수‘(coherence score)라고 불리는 새로
운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과 토
픽 응집성을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복잡도가 낮
으면서 토픽 응집성이 크게 오르는 첫 지점을 기준으로 
토픽의 수를 정하였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뉴스
기사의 경우는 토픽의 수가 6개일 때 응집성 점수가 크
게 높아졌고(<Fig. 4>참조), 트위터는 토픽이 7개일 때 
크게 높아졌다(<Fig. 5>참조). 따라서 뉴스기사의 토픽은 
6개, 트위터의 토픽은 7개로 정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 <Table 3>와 같다.

Fig. 4. News Article Coherence & Perplexity

Fig. 5. Twitter Coherence & 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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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Key words
1 Student, Major, Big-data, Program, Women, Selection
2 Society, Technology, industrial-revolution, Labor, Change
3 University, Curriculum, Future, Change, Field, Establishment
4 Learning, Technology, K-12, Software, Curriculum, Innovation
5 Application, Technology, Recruitment, Field, Industry, Training
6 Math, Technology, English, Science, Learning, Informatics

Table 2. News Article Topic Modelling

Topic Key words
1 People, Technology, Human, Future, Robot, Era
2 Coding, Technology, Learning, Programming, Need, Smartness
3 Human, Thinking, Knowledge, Cooperation, Creativity, 

Development
4 Developer, Specialty, Technology, Big-data, Manpower, 

Training
5 Video, Deep-learning, Self-driving, Smart-factory, 

Medical-service, Security
6 Online, (free/ free of charge/ no charge), Big-data, 

Block-chain, Coding, Basic-learning
7 AI-era, Future, Technology, Era, Industry, Innovation

Table 3. Twitter Topic Modelling 

먼저, 뉴스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토픽1의 경우, ‘학생’, ‘전공’, ‘빅데이터’, 
‘프로그램’, ‘여성’, ‘선발’ 등의 연관 주제어로 구성되었다. 
이는 AI분야의 여성 인재 육성과 관련된 주제어들로, 기
존의 남성인력 중심의 기술산업 분야에서 여성 전문기술
인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해당 토픽을 ‘AI분야의 여성 인재육성’으로 명
명하였다. 토픽2는 ‘사회’, ‘기술’, ‘산업혁명’, ‘산업’, ‘노
동’, ‘변화’ 등의 주제어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급변하는 4
차 산업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에서 AI교육이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해당 토픽을 ‘직
업교육으로서의 AI교육’으로 칭하였다. 토픽3의 주제어
는 ‘대학’, ‘과정’, ‘미래’, ‘변화’, ‘분야’, ‘개설’ 등으로서 ‘대
학교육과정의 변화’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불리우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등의 기술 구현과 밀접한 전공 강화 및 새로운 전공, 교
육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토픽4
는 ‘학습’, ‘기술’, ‘초중고’, ‘소프트웨어’, ‘과정’, ‘혁신’ 등
의 주제어로 구성되었으며, ‘K-12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다. 토픽5의 주제어
는 ‘지원’, ‘기술’, ‘모집’, ‘분야’, ‘산업’, ‘양성’으로, AI교육
이 4차 산업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인식을 나타내 ‘산업성
장을 위한 AI기술교육’으로 지칭하였다. 토픽6은 ‘수학’, 

‘기술’, ‘영어’, ‘과학’, ‘학습’, ‘정보’ 등의 주제어로 구성되
었다. 이는 ‘AI학습을 위한 기초 교과목’을 나타낸다. 

AI교육에 대한 트위터의 토픽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토픽1은 ‘사람’, ‘기술’, ‘인간’, ‘미래’, ‘로
봇’, ‘시대’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이는 AI를 탑재한 지
능형로봇과의 공존 시대로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시사한다. 토픽2는 ‘코딩’, ‘기술’, ‘학습’, ‘프로그래밍’, ‘필
요’, ‘스마트’ 등의 주제어로 구성되었으며, ‘코딩교육’과 
관련된 주제어들이다. 토픽3에서는 ‘인간’, ‘생각’, ‘지식’, 
‘협력’, ‘창의’, ‘개발’ 등의 주제어로 AI교육에 있어 ‘인간 
고유역량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토픽4에는 ‘개발자’, 
‘전문’, ‘기술’, ‘빅데이터’, ‘인력’, ‘양성’ 등의 주제어를 포
함하여, ‘AI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 양성 교육’으로 명명
하였다. 토픽5는 ‘영상’, ‘딥러닝’, ‘자율주행’, ‘스마트팩토
리’, ‘의료’, ‘보안’ 등으로 ‘AI를 활용한 신산업 시장‘과 관
련된 주제어이다. 토픽6은 ‘온라인’, ‘무료’, ‘빅데이터’, 
‘블록체인’, ‘코딩’, ‘기초학습’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
한 AI관련기술학습‘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토픽7은 ‘인
공지능시대’, ‘미래’, ‘기술’, ‘시대’, ‘산업’, ‘혁명’ 등의 주제
어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AI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적 변
화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이에, 해당 토픽을 ‘AI기반의 
시대변화’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살펴본 AI교육에 관한 
토픽들을 살펴보면 뉴스기사와 트위터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AI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로 인한 시대적 변화는 
AI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기사는 AI분야의 여성인재 육
성, 대학교육과정의 변화, K-12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육과정 변화 등 거시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와 관
련된 주제어가 주로 언급되었으며, 트위터에서는 보다 구
체적인 토픽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지능형로봇과의 
공존시대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모습을 나타내며, 코딩교육, 인간교육역량개
발과 같은 토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새
롭게 요구되는 교육 및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을 나타낸다. 

4. 결론 및 논의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심층적으로 분

석ㆍ고찰하고자 하는 사회적ㆍ학문적 요구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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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교육정
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새로
운 교육적 요구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빅데
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 분석을 위해 주로 사
용되었던 정형화된 데이터(예: 설문조사 등)에 비하여 신
문기사, SNS등과 같은 비정형화된 빅데이터는 특정 정책
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인 AI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분석을 탐색하여 키워드 및 토픽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AI교육 관련 뉴스기사와 트위터 게시글에 대
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및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뉴스기사의 경우 ‘대
학’, ‘학생’, ‘사회’, ‘기술’, ‘미래’와 ‘수학’이 주요 주제어로 
파악되었으며, 트위터의 경우 ‘기술’, ‘로봇’, ‘영상’, ‘미래’, 
‘인간’과 ‘딥러닝’이 주요 주제어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I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거대한 패러다임 변
화에 기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
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와 관여하는 기술 
기반 사회로서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공학, 영상분석, 딥러닝, 빅데이터등 AI관
련기술과 지식에 대한 학습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영국, 인도, 한국, 호주 등 주요 국가
들이 정보처리역량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서 제시하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SW나 AI관련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성장을 위해 SW관련교육과
정을 개선하고 교육에서 필수화를 추진하는 변화와도 부
합하는 결과이다[23-28]. 특히 각 산업 현장으로의 취업
을 앞둔 대학생의 경우, AI관련 기술ㆍ지식에 대한 학습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AI기
술구현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 뉴스기사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AI교육에 있어 수학적 역
량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대학은 AI기술특화 전문교육과정, 융복합형 인공
지능 확장 교육과정 등 각 분야의 AI관련 교과목 및 교육
과정을 점차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29], AI원천기
술 구현에 필수적인 수학, 통계학 등 기초과학 학습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픽 모델링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논

의해볼 수 있다. 먼저, ‘직업교육으로서의 AI교육’, ‘AI를 
활용한 신산업 시장’, ‘산업성장을 위한 AI교육’, ‘AI분야
의 전문가 및 실무자 양성 교육’, ‘온라인을 통한 AI관련
기술학습’, ‘AI분야의 여성 인재 육성’, ‘대학교육과정의 
변화’ 등의 토픽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워드 클라우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전에 발맞추어 새
롭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서의 AI교육과 관련된 토픽들
이다. 특히, AI기술과 지식은 국가 산업ㆍ경제 발전의 주
요 동력으로 인식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30]. 이러한 결과는 AI교육과정이 학
생의 현장적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
언을 지지한다[31]. 그러나 AI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다
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해서 이루어지는 ‘융복합형 AI 
확장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AI자체에 대한 지식과 기술
에 초점을 맞추는 ‘AI기술특화 전문교육과정’ 운영도 중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2]. 또한, 본 연구에서 
흥미롭게 발견된 사실은 AI관련기술역량과 전문성을 갖
춘 우수한 여성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공계 전공 여학생, 미취업 여학
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분석, 오픈소스 
사용법, 코딩 등의 AI관련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토픽 모델링 결과 중 ‘코딩교육’, ‘인간 고유역량개발’, 
‘AI학습을 위한 기초교과’, ‘K-12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육과정 변화’등의 토픽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AI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역량과 교과목이다. 주목할 점
은, 코딩과 같은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ㆍ수
학의 중요성과 협력, 창의력 등의 ‘인간 고유의 역량 강
화’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AI교육은 단순한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AI핵
심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학적 소양과 논리적 사고, 
추론 능력 등의 고차적 사고기능 향상을 위한 학습을 지
원해야 한다. 

아울러, ‘AI기반의 시대변화’와 ‘지능형로봇과의 공존 
시대’ 등의 토픽이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
공지능시대, 인간-로봇의 공존시대로 불리우는 새로운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 학습자들이 
당면할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윤리ㆍ인성교육이 심도있
게 논의해야 한다는 선행연구[33,34]의 제언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는 AI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과 대중의 인식 및 요구를 언론기
사 외에도 SNS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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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해 탐색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AI교육에 대한 여론분석 결과는 기존 AI교
육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새로운 정책/프로그램 
개발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로 하는 산업 인재양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I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 파악과 이
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론기사와 
SNS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 대상을 언
론기사의 경우 빅카인즈(BigKinds)에서 11개의 중앙지
로, SNS의 경우 트위터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한된 기간
을 설정하고 자료 표집을 실시하여 풍부한 담론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연구 결과의 타당성 
혹은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사설, 칼럼, 기획보도 및 탐
사보도 등의 언론기사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의 범위를 보다 확장함으로써 다양
한 여론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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