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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이 연구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살피고 
기존의 언어자료와 차별화되는 언어 데이터 개발을 통해 데이터 편향성을 완화함
으로써 윤리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첨단의 인공지
능 시대에 그리스 시대로부터 비롯된 윤리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Tay)가 사용자들과 대화하면서 학습한 인종차별적 언행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이나 MIT 연구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노먼
(Norman)이 드러낸 싸이코패스 성향은 인공지능의 개발에 윤리적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인공지능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성, 인종, 지역을 포함한 데이터의 편향성
으로부터 인공지능의 결함이 시작된다.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구축하는 음성 데이터는 
기존의 음성 데이터에서 그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유발화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지역별 연령별 화자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
여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배제에 기인한 편향성을 완화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 방언, 자연언어처리, 윤리학, 편향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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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윤리학이다. 

첨단의 인공지능 시대에 그리스 시대로부터 비롯된 학문이 재조명되는 이유는 무

엇일까?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성희롱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인공

지능 챗봇 ‘테이(Tay)1)’는 사용자들과 대화하면서 학습한 인종차별적 언행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또한 MIT 연구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노먼(Norman)2)’

이 드러낸 사이코패스 성향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적 성취만으로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이 서비스 개발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까? 당연히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

적으로 관여하겠으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는 대부분 성, 인종, 지역

을 포함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채용에 활용

하려고 시도했던 AI는 여성 지원자들을 배제시키는 성향을 드러냈고, 미국 법원에

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한 인공지능 ‘COMPAS’는 흑인의 재범률을 

실제보다 높게, 백인의 재범률을 실제보다 낮게 예측하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언어의 지역적 편향성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윈터라

이트 랩(Winterlight Labs)이라는 캐나다의 스타트업에서 청각적 신호로부터 알

1) 마이크로소프트사(MS)에서 2016년에 제공했던 트위터 기반의 챗봇 서비스이다. 서
비스 개시 후 16시간 만에 혐오와 인종차별과 같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
다. 문제가 된 트윗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와 히틀러에 대한 찬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ina, 2016). 이와 같은 사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7년에 ‘AI 디자인 원칙’과 ‘AI 윤리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며 AI의 윤리적 문
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2) 2018년에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싸이코패스 성향의 인공지능이다. 의도적으로 
죽음 등 어두운 내용의 게시물을 통해 훈련을 받은 결과, 심리 테스트용으로 제시
된 그림을 보며 일관되게 시체, 피 등을 연상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AI 개발에 알고
리즘 자체보다 학습용 데이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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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3). 그 성능은 매우 획기

적이어서 음성을 듣고 90% 가까운 정확도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단점이라면 데이터를 온타리오 지역에서 수집한 까닭에 온타리오 방언 사용자들만 

정확히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보면, 향후에 개발될 

의료 관련 인공지능 기술의 정확도가 방언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데이터의 편향성 때문에 일부 방언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의 의학

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이 연구에서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살피

고 기존의 언어자료와 차별화되는 언어 데이터 개발을 통해 데이터 편향성을 완화

함으로써 윤리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자연언어처리와 윤리학 

1.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의 대두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했다4). 과거에 NLP 분야에서 윤리

적 고려가 등한시되었던 이유는 연구 대상이 인간이 아닌 텍스트였기 때문이다5). 

3) 이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Balagopalan et al.(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4) Leidner and Plachouras(2017, 31)에 의하면, 자연언어처리(NLP)에서 윤리적 문

제를 다루는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전통적인 윤리학을 
NLP에 적용하는 응용 윤리학 연구이다. 윤리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아리스토텔레
스, 밀, 칸트의 논의를 NLP 윤리학에 적용시키는 방식이다. 둘째,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함의들에 관한 컴퓨터 과학 분야의 연구
들이 존재한다. 이들 논의는 주로 개인정보, 편향성, 차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육에 관련된 직업윤리의 문제를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

5) 전통적으로 연구 윤리의 문제는 인간을 피실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를 상정한다. 
의학, 생명공학, 사회과학 등 인간이 피실험자로 참여했을 경우에 대한 윤리적 고려
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위한 절차는 세
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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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텍스트는 작가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작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를 특정하기 힘들며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문 기사이거나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어서 작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소설 등의 텍스트들이 주로 활용이 되었다(Hovy and Spruit 

2016). 이처럼 작가와 텍스트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반

으로 하는 NLP 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영향을 따지는 윤리적 고려는 등한시되었다. 

과거의 NLP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가 등한시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NLP 연구의 

영향력이 실험실 내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텍스트에 언어학적으로 주석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일반인들이 NLP 연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일어

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자연언어처리에 관한 연구는 IRB의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관행이 굳어진 원인은 자연언어의 연구 대상인 데이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는 미미하다고 간주한 데에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이래에 상황은 매우 급변하였다.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빅데이터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자. 빅데이

터 안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의 특성, 행위, 상호작용 등 일상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빅데이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에 흩어

져 있거나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분석되던 데이터를 통합하고 재분석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회적, 경제적 경향을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인간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빅데이터에 의해 인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 접어들었

음을 의미한다. SMS(Social Media Service) 데이터를 활용한 NLP 연구가 증가

하면서 텍스트의 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SMS의 

사용자들은 기술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실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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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들: Floridi 모델을 중심으로

Floridi가 자연언어처리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윤리적 주체(ethical agent)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제안한 이후에 정보윤리학(Information Ethic

s)6)은 큰 진전을 이뤄냈다. Floridi는 정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내재적인 윤리

적 가치(ethical value)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며, 자연언어처리의 과정에서 윤리적 

주체의 행위를 정보 자원(information resource), 정보 생산(information 

product), 정보 대상(information target)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는 

윤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정보권역(Infosphere) 내에서 수용자에게 미치

는 영향 근거하여 판단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NLP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접근이 

각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그친 데에 비해 메타윤리적인 접근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윤리학이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에 존재론에 기반을 둔 설명을 시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래 [그림 1]은 

Floridi(2006)의 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RPT 모델(Floridi, 2006) 

6) Froehuich(2004)의 논의에 의하면, ‘정보윤리학(information ethics)’이라는 용어
는 1980년대에 Koenig et al.(1981)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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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di(2006)는 기존의 윤리적 논의들이 정보 자원에 대한 윤리학, 정보 생산에 

대한 윤리학, 정보 환경에 대한 윤리학 등으로 세분되어서 논의되었던 점을 비판하

며, 자연언어처리 전반에 걸친 윤리적 논의를 총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자원(Resource), 생산(Product), 대상(Target)의 머리글자를 따서 자신의 

모델을 RPT 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1]에서 윤리적 주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 

아래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의 행동을 할 것이라 가정한다. 윤리적 주체의 가치 

판단이나 행위는 모종의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윤리적 주체는 다른 정보

(Product)를 생성해 내기 위해 기존의 정보(Resource)를 활용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보 환경(Target)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의 특징은 정보의 생산, 

자원, 그리고 정보의 생산 과정의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한 데에 있다7).

먼저 ‘자원으로서의 정보 차원(R)’에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Floridi(2006)

의 관점에 의하면 윤리적 주체가 보다 많은 양의 질이 좋은 정보를 얻는다면 좀 

더 정확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많을수록 좋다’라는 입장은 윤리적 

측면에서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정보의 취득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밟고 정보 

제공자에게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은 양과 질이 훌륭한 정보라는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우선시된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 아래에서는 윤리적인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 특정 정보에 대해 자발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여기

에서 윤리적인 목표란 익명성의 보장, 정보의 공정한 이용, 편향성 배제 등을 들 

수 있다. 자원으로서의 정보를 대하는 윤리적 태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려 하기보다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Fort et al.(2011)에서는 MTurk를 활용한 정보 자원 수집 과정의 윤리적 문제

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MTurk는 ‘Mechanical Turk’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의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가능케 하는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이다8). 

MTurk는 두 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이 된다. 우선 청구인(requesters)은 

7) 아래에서 제시하는 RPT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주로 Floridi(2006)를 바탕
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8) 이 시스템은 온라인 마켓으로 널리 알려진 아마존에 의해 개발이 되었으며 자연언
어처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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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Human Intelligence Tasks)’라고 불리는 작업을 생성시킨다. 청구인이 

유의할 점은 ‘어떤 방식으로 복잡한 작업을 단순하게 분할할 것인가와 어떤 방식으

로 사례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대부분의 사례는 매우 적은 금액(한 문장의 외국어

를 번역하는 데에 미화 5센트를 지급하는 식)이다. 우선 시간당 2 달러 미만에 

그치는 저임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나9)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터커

(Turker, 작업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있다. 터커들은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집단 교섭권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을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한 처지이다. 윤리적 주체의 입장에서 MTurk는 동일한 비용으로 다량

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시스템임이 분명하나 정보를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착취라는 윤리적 문제 때

문에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크라우드소싱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는 

정보 자원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보 환경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RPT 모델에서 ‘생산으로서의 정보 차원(P)’에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Floridi(2006)의 모델에서 윤리적 주체는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 윤리적 주체는 정보 환경의 제한과 절차 내에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즉 정보의 생산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정보 자원을 생산한 

가장 고전적인 예는 UNIX의 철자교정기(Spell)에서 찾아볼 수 있다(Leidner and 

Plachouras 2017). 1978년에 개발된 철자교정기 버전에서는 내재된 사전에서 

발견되지 않은 단어는 이메일에 의해 개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사전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었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철자교정기 

사용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Bentley 1986). 최근에 정보 생산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는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MS)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가장 빈번하

게 등장하는 사례는 챗봇을 활용한 가짜 팔로워의 양산이다.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팔로워 숫자는 계정 사용자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지표가 된다. 특정한 계정에 챗봇

9)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동일한 작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십
분의 일 정도까지도 중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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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가짜 팔로워를 늘리면 계정의 신뢰성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이에 영향

을 받은 진짜 팔로워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SMS에서 

정상적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을 높인다. Thieltes et 

al.(2016)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생산이 현실 정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선에서는 챗봇을 활용하

여 극우적인 주장이 트위터에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으로서 정보 차원(T)’에 대해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정보 주체

의 행위가 개인 정보의 침해, 해킹, 보안,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하는 정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분석이 이와 관련을 맺는다. 

Floridi(2006)에서는 해킹을 정보 자원의 윤리적 문제로 오분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해킹을 정보 자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정보에 접근을 했을 뿐,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해커들의 변명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해킹에 대해 

윤리적으로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해킹에서 핵심적인 논제는 승인 없이 접근한 정보를 

가지고 윤리적 주체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다. 승인 없이 접근한 정보가 정보 

환경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가 더욱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Leidner and Plachouras(2017)는 자동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하

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연언어처리 시스템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

(accountability)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런던식 발음을 사용하는 젊은 남성 

금융종사자에게 원활하게 작동하는 대화 시스템이 스코트랜드식 발음을 사용하는 

노년의 여성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 보자(물론 저자들이 영국인이

기 때문에 제시한 예이다). 아마도 스코트랜드식 발음을 사용하는 노년의 여성들은 

대화 시스템의 샘플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게 다른 대안은 주어지

지 않는다. 결국 정보 시스템이라는 정보 환경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 셈이며 이는 정보의 편향성(bias)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

다. 대화 시스템의 구문 분석기 개발자나 구문 분석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의 한계를 정확히 사용자들에게 전달한 책

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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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점과 시사점 

1. 데이터 편향성의 유형과 성격

Friedman and Nissenbaum(1996, 332)의 정의에 의하면, 편향성은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체계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들은 원인에 따라 편향성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

하였다. 첫째, 편향성은 사회 기관, 사회적 관습, 사회적 태도 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를 기존 편향성(pre-existing biases)이라고 부른다. 둘째,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시스템이 사회적 맥락에서 편향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기술적 

편향성(technical biases)이라 부르며, 그 원인으로 기술적 제약과 결정을 들 수 

있다. 셋째, 우발적 편향성(emergent biases)10)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맥락 아래에서 디자인된 시스템이 다른 맥락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할 때를 가리

킨다.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NLP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을 Hovy and Spruit(2016)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자.

1.1. 데이터 상의 배제

언어 자체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인구 

통계학적 편향성(demographic biases)을 드러낸다. 이러한 편향성은 잠재적인 

특성을 띠며 데이터에 상존하며 머신러닝에서 발생하는 과적합(overfitting)11)의 

원인이 되곤 한다. 자연언어처리 모델은 암묵적으로 모든 언어들이 학습 데이터와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업을 수행한다. 당연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편향된 

10)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우발적 편향성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는 기존에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각이
나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페이
스북 사용자들이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11) 과적합(overfitting)은 학습데이터에 정확히 적용이 되는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적
용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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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 경우에 그 구성이 상이한 데이터에 대하여 기능이 저하되

거나 작동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인구통계학적 편향성의 잠재적 결과로 배제 또는 대표성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제나 대표성의 결여 자체가 과학적 연구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위협한다. 이러한 결과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음성

인식 시스템이다. 남녀의 차이에 따른 음성 인식 비율의 차이는 남성 화자의 

인식률이 높았다는 결과(Ali et al. 2007)와 여성 화자의 인식률이 더 높았다

(Goldwater et al. 2010)는 결과가 각각 존재한다. 남녀 차이 이외에 방언에 

기인한 편향성 역시 보고된 바 있다. 영어의 예(Wheatley and Picone 1991)와 

아랍어의 예(Droua-Hamdani et al., 2012)는 학술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들인 

반면에 한국어의 예는 자연언어시스템의 작동 오류에 대한 일화들12)이 전해지

는 수준이다.

1.2. 데이터의 과일반화

배제가 데이터에서 비롯된 시스템의 결점이라면,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

의 문제는 모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NLP에서 사용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기술은 이미 다양하게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유튜브나 아마존 등에서 제공하는 추천작은 NLP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이

고13) 온라인 사기 방지(fraud detection)를 위한 다양한 기술 역시 사용자 특성으로

부터 추론한 결과를 적용한다. SMS 사용자의 연령, 성, 인종 등을 예상하는 애플리케

이션은 사용자 특성을 추론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Mohammady and 

12) 중앙일보 2017년 10월 18일자 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LG 에어컨의 대화 시스
템의 시연 중에 조성진 부회장의 “니 머꼬?”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
한 보완을 통해 방언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홍보 기사이다. 

13)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을 추천 엔진(recommendation engine)이라
고 부른다. 현재 많은 IT 기업들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추천 엔진은 특정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상하는 학습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정보 
분석 시스템이다. 현재 온라인 마켓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들이 원하
는 품목을 찾아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추천 엔진은 사용자가 가
장 선호할 만한 품목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술은 아마존,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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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otta(2014)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특성을 예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태깅된 트위터 사용자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내용, 사회적 연결망으로

부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한 모델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사회 연결망을 

분석하여 트위터 사용자들의 연령, 성별, 인종 등을 예상하고 분류한다. 

1.3. 연구 주제와 데이터의 노출(explosure)

앞서 언급한 데이터 상의 배제와 데이터의 과일반화는 NLP 시스템 알고리즘 

차원의 문제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에 관한 문제는 학계 전반의 경향성과 관련이 

깊고 연구 설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문제이다. 학계의 주목도와 동향에 따라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거나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폭력이나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특성을 특정한 인종이

나 집단에 연계시키는 일은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특정한 인구통계

학적 집단의 언어의 처리가 어렵다는 결과가 반복이 된다면 이러한 집단의 연구는 

어렵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결국은 연구의 결과가 편향성의 

확대와 최종적으로는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NLP에서 인도유럽어 계통의 데이터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다른 어족의 데이

터에 비해서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불균형성은 특히 라벨링

이 된 데이터(labeled data)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라벨링이 이루어

진 데이터는 몇몇 언어에 한정되어 있다. Hovy and Spruit(2016)에 의하면 2013

년에 수집된 트위터의 데이터 가운데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31개 

중에 11개는 트리뱅크 분석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트리뱅크와 같은 

구문 분석의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 분석의 결과는 더욱 적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

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점보다 더욱 NLP 연구의 편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NLP 개발도구가 영어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 중심의 언어 도구 

개발이 언어유형론적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형론적으로 구분이 되는 언어에 영어의 형태론이나 통사론을 적용한 분석

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NLP 개발 현장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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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편향성의 해결 방안

NLP 시스템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는 특정한 패턴에 대한 학습으

로 귀결된다14).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서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와 가까운 

곳에 ‘의사’가 나타나는 패턴이, 또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와 가까운 곳에 ‘간호

사’가 나타나는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앞서서 제시한 ‘기존 

편향성’에 해당이 된다. 즉 사회적 관습이 데이터의 편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같은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남성을 의사로, 여성을 간호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희귀하다. 특히 소

수자들은 정보 환경에서 소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놓기 때문에 그들이 생성한 

데이터가 대용량의 데이터 안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로는 IT 개발자들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상업적인 차원에서 사회

적 소수자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종적인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이나 

방언 사용자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이 된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정보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으며 방언 사용자들의 언어는 대부분 구어로서 생산되기 때문

에 텍스트 형식으로 수집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NLP 시스템의 완성도는 알고리

즘과 더불어 학습용 데이터의 질에 달려있다.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면 알고리즘의 

특성 상 문제는 증폭이 된다. 사회적 소수자가 배제된 데이터는 이들에게 정보 

환경에서 차별로 귀착됨은 이미 살핀 바 있다.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데이터 셋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차별적인 결과를 드러낸 NLP 시스템의 데이터 셋 구성을 새롭

게 편집하고 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편향성을 제거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안은 

데이터 셋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배제에서 

14)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NLP 시스템에서 단어 임베딩의 광범위한 활용
을 들 수 있다. 단어 임베딩은 데이터에 나타나는 단어에 대응하는 밀집된 실수 벡
터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다. 컴퓨터상에서 숫자로 표현되는 단어에 의미적 속
성을 부여해 준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NLP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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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인구통계학적 편향의 해결 방안은 과대표성을 드러내는 집단을 학습 데

이터로부터 비중을 줄이거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다. 최근에 제시된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은 현재의 인구 구성비를 학습데이터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Mohammady and Culotta 2014). 모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편향성을 완화시

키는 방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전형성을 드러내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앞서 제시한 ‘남성’과 ‘의사’의 연결고리를 삭제함으

로써 편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Ⅳ. 음성 데이터 구축 디자인과 윤리적 고려

1. 학술 목적의 음성 데이터 디자인의 특성

우리는 Ⅱ장에서 실험실 수준의 NLP 연구와 NLP 연구가 실험실을 벗어나 사회

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음성 데이터에 대한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는 실험실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 주를 이루다가 음성 합성이나 

AI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 시스템 등이 상용화되면서 관련 기술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서상규·김형정(2005)에 따르면, 음성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순수 연구 목적이나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구축한 음성 데이터

가 있다. 언어학적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음성 데이터는 전사 

작업 이후에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의 언어학적 주석 작업을 거쳐서 활용된다. 

다음으로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이나 음성 합성(speech synthesis)과 

같은 NLP 연구 목적으로 구축한 음성 데이터가 있다. 이들 데이터는 음성 파일에 

대한 분절(segmentation)과 라벨링(labelling) 작업을 거쳐 실험이나 상업적 목

적으로 활용된다. NLP 연구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에 대한 디자인은 공개되거나 

기존 연구에서 정리된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언어학적 연구 목적을 중심으

로 한 음성 데이터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성 데이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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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 층위의 전사 및 언어학적 주석이 부여된 음성 코퍼

스이다(신지영 외 2015). 이 가운데에 자유 발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살펴보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자유로운 대화 발화를 수집한 것으로서, 연령에 따라 

성인(20-30대)과 청소년(중2, 고2), 초등학생(초등학교 1 3 6학년), 아동(3~8세) 

DB로 구성되었다.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화자의 수 53명 54명 39명 57명

어절 수 61,334 65,825 119,546 174,409

분량 25시간 9시간 13시간 19시간

<표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센터 자유발화 DB 구성 

신지영 외(2015)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음운 전사와 운율 

라벨링이 되어 있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으나 지역적으로는 서울 방언을 대

상으로 했다는 점과 성인의 경우 20-30대 화자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에 맞추어 구축한 음성 

데이터는 규모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며 외부에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개별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차원에서 구축한 음성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음성 데이터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국어 구어 전사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이다15). 아래의 <표 2>에

서는 세종 구어 말뭉치의 장르적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의정(2018)에서 지적한 

바처럼, 세종 구어 말뭉치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서 데이터의 분포 조사 없이 입수 

15) 세종계획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관한 한국의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크게 문어, 구어, 병
렬, 역사 말뭉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그 가운데에 구
어 말뭉치에 해당한다. 이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와 형태소 분석 말뭉치로 나뉘는데, 
배포판을 기준으로 원시 말뭉치는 약 100만 어절, 형태소 분석 말뭉치 역시 약 
100만 어절이다. 원래 10년간 구축한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의 경우 420만 어절의 
규모이지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까닭에 100만 어절만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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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상호작용성 공공성 텍스트 유형

독백(24.44%)

공적(18.66%)
강연, 강연(라디오), 강의, 강의(TV), 
개회사/폐회사, 발표, 설교, 주례사, 

설교(라디오), 행사발화

사적(5.77%)
경험담 이야기하기, 동화 들려주기, 

영화줄거리 이야기하기

대화(75.56%)
공적(46.09%)

구매대화, 뉴스(TV), 방송대화(라디오), 
방송대화(TV), 상담, 상담(라디오), 

수업대화(대학), 인터뷰, 인터뷰(TV), 
주제대화, 진료대화, 토론, 토론(TV), 
토론식강의, 토의, 참여식강의, 회의

사적(29.47%) 일상대화, 전화대화, 주제대화

<표 2> 세종 구어말뭉치의 장르 구성(안의정, 2018) 

안의정(2018)에서는 이 말뭉치의 장르적 구성에서 일상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대화의 비중은 75% 가량을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에 일상대화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의 23%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일상대화 데이터를 요구하는 IT 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프로젝트를 주도한 

기관이 주로 대학이었기 때문에 강의나 강연, 수업과 발표, 회의 등의 대학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데이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역시 큰 한계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역과 분포를 고려한 음성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계획이 국가에서 주도한 대규모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자의 연령과 

성별의 분포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처럼 전체 발화자 가운데에 20대의 발화자

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연령 미상

으로 분류되는 발화자의 비율이 52%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음성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화자의 구성에 대한 고려와 정보 수집을 등한시하는 경우에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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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별 분포의 불균형 역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1998년
-2005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나이
미상

성별
합계

성별
구축
비율
(%)

남성 99 686 223 294 259 172 2,601 43,374 63.94%

여성 154 852 263 52 59 18 831 2,229 32.89%

성별 미상 0 0 0 0 0 0 215 215 3.17%

연령별 
합계

253 1,583 486 346 318 190 3,647 6,778 100%

연령별 
구축비율

3.73% 22.69% 7.17% 5.10% 4.69% 2.80% 53.81% 100%

<표 3> 1998-2005년 세종 구어말뭉치 성별 및 연령별 분포(서상규, 2006) 

지금까지 살펴본 학술적 음성 데이터는 앞서서 논의한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 인구통계학적 

편향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20대와 30대에 데이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동과 노년층에 대해서는 배제의 위협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대표성이 

결여된 데이터의 구성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자동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삼성에 다니는 30 대 남성 회사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시스템이 70 대의 

은퇴한 여성 교사와의 대화에서는 작동이 어려우리라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현실세계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Ⅱ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음성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영향력이 실험실 내에 국한되었을 

때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음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학문적 관심 아래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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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방언 인공지능 데이터의 성격과 윤리적 함의

2.1. 한국어 방언 인공지능 데이터

2020년 9월에 착수하여 2021년 2월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 아래에 진행된 국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16). 인공지능 시스템이 방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의사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의식 아래에 방언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5개 권역(강

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의 일상대화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문자

로 실시간 변환하고 해당 텍스트를 방언 음성과 비교, 합성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로 구축된 방언 데이터는 음성 발화, 음성 인식, NLU17), 

NLG18)를 포함한 NLP 전 분야와 온라인 심리상담, 상담 챗봇, 스마트 스피커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제품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규모의 방언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한국어 음성 데이

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음성 데이터가 다양한 대화 도메인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지만 그 구성이 표준어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이다19). 한국어 방언을 다섯 개의 권역(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으로 나누고 10,000명 이상의 화자가 총 15,000 시간의 음성 데이

16) 이 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관 기관인 ㈜솔트룩스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사업제안서의 작성 과정에는 필자를 포함한 경북대학
교 연구팀이 참여하였다.

17)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약자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자연언어를 변환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18)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의 약자로 기계가 자연언어를 생성해 내는 과
정을 가리킨다.

19) 신지영 외(2015)에서 보고한 ‘한국인 표준 음성 DB’는 상대적으로 대규모(3천명 
목표)의 인원을 전국 단위에서 수집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 
다만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와 문장이나 문단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음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특성이 뚜렷이 반영된 데이터라
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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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셋을 생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특정주제 

(10개 내외) 및 분야로 자유롭게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녹음된 음성 자료를 전사 

단위로 편집하고 개인 정보 및 불필요한 내용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녹음자료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를 체결하여 향후 자료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화자의 연령별 분류는 총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1그룹은 

10대와 20대로 구성을 하고 2그룹은 30대, 3그룹은 40대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0-9세20)나 70세 이상은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포함될 경우에 3그룹에 포함시켰다. 화자의 지역과 연령의 

분포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지역
1그룹 2그룹 3그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강원도 800 800 400 2,000

경상도 800 800 400 2,000

전라도 800 800 400 2,000

제주도 800 800 400 2,000

충청도 800 800 400 2,000

합계 4,000 4,000 2,000 10,000

<표 4> 화자의 지역과 연령 분포

2.2.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의 윤리적 함의

앞서 Ⅱ장에서, 정보의 자원(Resource), 생산(Product), 대상(Target)과 윤리

적 주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Floridi(2006)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가 보여주는 윤리적 함의에 대해 RPT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 물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아동의 
음성 데이터를 제외시킨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재
권·이경미(2011)에서는 유아의 음성으로 훈련시킨 음성인식기의 성능이 유아의 음
성을 인식하는 데에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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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언 AI 데이터’는 ‘자원으로서의 정보 차원(R)’에서 정보의 취득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자

에게 녹음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녹음된 음성 자료 및 저작권 이용 

허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발화 참여자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노출되지 않도

록 전사 단계에서 비식별화 과정을 거쳤다. 국가 주도의 데이터 수집 사업이니만큼 

과거 학술적 목적의 데이터들이 사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공개가 불가능했던 사정은 확연히 개선이 되리라 기대한다. 실제로 향후에 개발되

는 데이터와 저작 도구 등을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주도 아래 배포할 계획이

다. 또한 발화 참여자들에게 비교적 공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일은 이익을 중시하

는 사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기에 가능하다. 이 사업 

역시 ‘MTurk’와 마찬가지로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활용하나, 국가사업의 특성상 

발화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착취

의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는 ‘환경으로서 정보 차원(T)’에서도 윤리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윈터라이트 랩(Winterlight 

Labs)의 예를 다시 떠올려 보기 바란다. 에어컨의 인공지능이 방언을 인식하지 

못하면 리모컨을 사용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렵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가능성은 이미 성큼 다가온 암울한 미래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데이터 셋의 다양화이다. 이번 사업

을 통해 과거에 도외시되던 지역 방언의 자유대화를 방대한 규모로 수집하여 제공

함으로써 기존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데이터를 다양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음성 데이터가 주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는 특히 노년층이 데이터 상에

서 배제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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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인 AI 기술 확장을 

위한 단기간 내 대량의 AI 학습데이터는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어 대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셋의 대부분은 표준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NLP 시스

템에서 다양한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이 필요

하다. 이 사업에서 구축하는 음성 데이터는 기존의 음성 데이터에서 그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유발화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지역별 연령별 화자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배제에 기인한 편향성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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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Problems and Solution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llection of Dialect Data as a Sta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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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ge of AI, ethics is the most popular field. Why is science 
originating from the Greek era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in the 
era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ase where the service was 
interrupted due to the racist speech and behavior learned by AI chatbot 
Tay while talking with users, or the psychopathic tendency revealed 
by Norman, a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by the MIT research 
team. These are examples that show the importance of ethical 
consid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AI. So why does AI cause ethical 
problems? This is because AI learns based on biased data. The 
deficiencies of AI begin from the bias of data including gender, race, 
and region.

The Korean dialect AI data construction project is a state-led data 
construction projec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voice data built in this project is very valuable 
in that it collects free speech, which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absolute amount of the existing voice data is insufficient, and it is 
col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speakers by age by 
region. It offer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bias caused by exclusions 
in the data.

Keywords : Dialect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thics, Bias,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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