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에 등장한 인공지능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봇,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충격에 빠졌다. 영화나 SF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것으로 여겼던 인
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인간 지
능활동의 최고라고 여겨지던 바둑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창조물인
인공지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혹은 기
대심으로 인류가 만들어 낸 이 새로운 발명품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던 수업 조교가 인공지능이었음이 밝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혀졌고, 곧 이어 한 법률 사무소에 인공지능이 취업을 했다는 소식
도 들렸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재 존재하는 여러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로봇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에게 위협이 아니며,

그 중에는 기자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11%에 이른다고

획기적인 개인화 정보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다.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 신문매체가 본 연구진이 개발한 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스스로 배우고 이해하는

고리즘이 작성한 기사를 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

능력이 저널리스트들에게 새롭게 요구된다.

연 미래의 저널리즘은 어떻게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까?
로봇 저널리즘이란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자료
의 수집, 분석, 기사에 포함 주요 내용 판별, 기사 본문 작성, 배포 등
을 수행한다. 로봇 저널리즘은 미국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
학교의 StatsMonkey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1) 이미 미국에서는
내러티브 사이언스(Narrative Science)나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
(Automated Insights) 등의 회사가 AP통신, 포브스(Forbes) 등의 언
론 매체에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주로 속보성이 요구되거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LA타임즈(LA Times)는 퀘
이크봇(QuakeBot)이라는 뉴스 로봇(news robot)을 운용하고 있
는데, 지진이 많은 LA 지역에서 주목할만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를 즉시 기사화하여 LA 타임즈 시스템에 송고한다. 이 과정에 걸리
는 시간은 불과 수 초 이내로, 사람이 정보를 분석하고 기사를 작성
하여 송고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Columbia Journalism School)은 최근 발표
한 리포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뉴스 로봇이 리포터와 편집자보다
빠르게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1 Allen, N. D., Templon, J. R., McNally, P. S., Birnbaum, L., & Hammond, K. J.
(2010). StatsMonkey: A Data-Driven Sports Narrative Writer. In AAAI Fall
Symposium: Computational Models of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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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재무 보고와 같은 분야에서 정부 활동의 감
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하

을 획득했다. 이후에도 삼성이 잇따른 추가 득점을 뽑아내면

기도 했다.2)

서 승리를 지켰다. 한화는 4점으로 승리를 노렸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로봇 기사의 생성
국내에서 로봇 저널리즘 연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팀은 지난 해 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프로야구 기사를 생
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15년 프로야구 전 경기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한 기사는 250자 정도의 단문으로 경기의 결
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수준에서 제공되었다.3) 그리고 지난 1월

1회 초 한화는 1사 2루 득점찬스를 맞이하였으나 로사리오
의 우익수 플라이와 김태균의 우익수 플라이로 득점에 실패
했다. 그 후 4회 초에는 로사리오의 2점 홈런으로 선취 2득점
했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양성우의 쓰리번트 실패와 김경
언의 병살타로 추가득점에 실패했다.
4회 말 삼성은 2사 1, 2루 상황에서 조동찬의 볼넷으로 2사

부터는 로봇 기사의 작성 분야를 증권 분야로 확대하여 매일 알고

만루 상황을 만들고 이흥련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제자리

리즘이 작성한 800자 분량의 증시 시황 기사를 작성, 파이낸셜 뉴스

로 돌려세웠다.

를 통해 배급하고 있다.

5회 초 한화는 2사 2루 상황에서 상대 3루수 조동찬의 실책
으로 선취 1득점했다.

기사 사례 1 - (2015년 10월 19일) 두산 1:2 NC

5회 말 삼성은 2사 2, 3루 상황에서 이승엽의 포수 파울플라
이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NC는 19일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에서 두산을 2:1, 1점

6회 초 한화는 무사 1, 2루 득점찬스를 맞이하였으나 장민석

차로 간신히 꺾으며 안방에서 승리했다. NC는 스튜어트를 선

의 삼진과 김경언과 김태균의 더블플레이 아웃으로 추가득

발로 등판시켰고 두산은 장원준이 나섰다. 팽팽했던 승부는

점에 실패했다.

8회말 0아웃에 타석에 들어선 지석훈에 의해 갈렸다. 지석훈

6회 말 삼성은 2사 1, 2루 상황에서 배영섭의 1타점 2루타로

은 두산 함덕주를 상대로 적시타를 터뜨리며 홈으로 주자를

동점을 만들었다.

불러들였다. 지석훈이 만든 1점은 그대로 결승점이 되었다.

7회 초 한화는 조인성의 1점 홈런으로 1점 앞서나가기 시작

NC는 두산의 9회초 마지막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19

했다. 그 후 8회 초에는 1사 2루 득점찬스를 맞이하였으나 장

일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민석의 삼진과 김경언의 좌익수 플라이로 차이를 벌리지 못
했다.

올해 2월부터 생성하기 시작한 야구 기사는 작년보다 좀더 풍부한

8회 말 삼성은 무사 2루 상황에서 상대 정우람의 폭투로 경기

정보를 담고 있다. 1200자 분량으로 늘어난 기사에서는 제목을 자

를 원점으로 돌려세웠다. 그 후 10회 말에는 1사 1, 2루 상황

동으로 만들어 내고, 각 경기의 회별 요약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에서 조동찬의 데드볼로 1사 만루 상황을 만들고 상대 조인
성의 포일로 짜릿한 끝내기를 기록했다.

기사 사례 2 - 한화와의 아슬아슬한 경기....삼성의 진땀승

(2016년 5월 17일, 한화 4 對 5 삼성, 포항)

결국 경기는 삼성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오늘 경
기 결과에 따라 삼성은 시즌 9위에서 6위(승률 0.486)로 상

17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삼성과

승했다. 한편 한화는 5연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현

한화의 경기에서 삼성이 한화에게 5:4로 역전승했다. 삼성은

재 10위로 승률은 0.250으로 리그 최하위이다. 팀은 9안타 2

10안타 기록을 내며 한화를 주저앉혔다. 삼성은 0:2로 뒤지

홈런 2볼넷 3타점 4득점으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서 팬들은

던 4회 말, 삼성은 먼저 이흥련이 때린 1루타를 터뜨리며 2점

아쉬워했다.

2 Howard Jr, J. W. (2014). Courts of appeals in the federal judicial system: A study of the Second, Fifth, and District of Columbia Circui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https://www.facebook.com/kbaseball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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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계

즘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기사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알고

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

리즘의 장점이 속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정확성이

해야 한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저널리즘 프레임워크’는 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증시 시황 기

를 데이터 수집(Data Crawling), 이벤트 추출(Event Extraction), 중

사와 같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데이터를 표현해야 하는 일

요 이벤트 선별(Key Event Detection), 기사의 분위기 결정(Mood

이 빈번한 경우 숫자를 잘못 기입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사람에게

Detection), 뉴스 기사 생성(News Article Generation)의 총 다섯 단

는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지만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에서는

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데이터 크롤링

상상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사용자에게 기사가 필요로 하는 시점

(crawling)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컬 서버에 저

에 바로 최신의 데이터로 생성을 하는 것이나(on-demand), 사용

장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 이어지는 이벤트 추출 단계

자의 질문 사항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응답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

는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정보로 변환한다. 세 번째 단계

이 가능하다.

인 중요 이벤트 선별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찾아낸 여러 이벤트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저널

중에서 기사에 포함될 만한 의미있는 이벤트를 찾아낸다. 이때 통

리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로봇 기자가 작성하는

계, 머신러닝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다음 단계에

알고리즘 기사는 철저히 데이터와 전제 조건들에 의존하여 작성된

서는 이전 단계들을 거치며 도출된 여러 이벤트들을 맥락적으로 고

다. 기사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

려하여 전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든다. 관점은 뉴스 기사의

화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야구, 증시, 날씨 등처럼 정보가 수치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같은 사건을 다뤄도

될 수 있고 같은 형식의 데이터가 반복되어 주어지는 분야가 로봇

긍정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가 형성되는 원인이 된다. 마

저널리즘이 활약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알고리즘은 수치

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와 해석을 종합해 추출된 중요 이

로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대

벤트에 따라 실제 기사를 작성한다.

해서는 어떤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지만, 가치의 판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 컴퓨터의 속

단이 개입되는 일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 알고리즘은 인간 기자와

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2초 미만의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편의

달리 새로운 내용을 질문하거나 그 동안 없었던 새로운 현상에 대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속보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알고리

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의 대처하거나, 대중의 여론을 형
성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언론의 기
능도 물론 수행할 방법이 없다.
개인화된 정보 서비스로서의 로봇 저
널리즘
로봇 저널리즘의 등장은 기존의 저
널리즘을 대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는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컴
퓨터와 인터넷의 혁명적인 등장 이
후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매
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
은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한 정보 과
다 현상에 직면하였다. 저널리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요 이벤트를 분석 후, 야구 경기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화면

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게이트 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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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keeping: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사, 선택하는 일 또는 그 과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개개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에 의

인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바다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한 직무 대체 확률 순위에서는 조사대상인 406개 직업 가운데 기자

따라서 로봇 저널리즘을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는 369위로 분류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기자의 대체 확률은 비

보다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의 바다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

교적 높은 순위는 아니다. 그러나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

를 어떻게 찾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바라

지는 동작을 하거나,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

보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저널리

는 콘크리트공, 도축원, 제품조립원 등이 대체 확률에서 최상위에

즘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지 이해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세부적으로 보면 저널리즘에서도

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저널리즘의 전통적인 가치가 로

비슷한 방식의 역할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봇 저널리즘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혹은 로봇 저널리즘

미래의 저널리즘 환경은 매우 중요한 사람의 역할과 그들을 보조하

이 저널리스트의 일자리를 빼앗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새

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역할로 나뉘게 될 전망이다. 분명 미리 짜

롭게 등장한 기술을 이용해 개인화된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여진 일이나 매일 비슷한 형식의 반복적인 기사의 작성에 있어서는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알고리즘이 훨씬 우수하다. 따라서 일부 저널리스트가 하던 일은

인공지능의 연산량과 속도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저널리스트에게

나다. 피곤해 하지도 않고 24시간 쉼 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알고리즘과 잘 어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

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하게 자료를 분류하는 일도 가능하

는 능력이다. 앞서 언급한 법률사무소에 등장한 인공지능도 변호사

다. 예컨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몇 년간 촬영된 비디오 자료를 사

의 일을 빼앗기보다는 사건과 관련 있는 법조문을 조사하는 등 변

람이 일일이 돌려볼 필요 없이 순식간에 내용을 인식할 수 있고, 수

호사가 창의적인 통찰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

십 년간 쌓인 방대한 양의 과거 기사를 검색하는 능력도 사람과 비

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할 바 아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이용하면, 기존에 제한적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의 인공지

이던 개인화된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능에 대한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공상과학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개개인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반응은 실제 과학 발전의 모습과 거리가 있

를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전달 시기와 전달 방법까

다’며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IBM의 롭

지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하이(Rob High) CTO도 고객 응대 로봇을 개발하면서 ‘사람을 대신

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 등장할 문제점은 무엇일지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보완해주고 강화시켜 주는 쪽에 집중할

고민해야 한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펜만 가졌던 저널리스트들에게 카메라와 같은 영상장비가 주어
지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면서 이를 활용하는 새로
운 능력이 요구되었듯, 인공지능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
지능을 저널리스트를 위협하는 경쟁자로서 경계할 것이 아니라, 인
공지능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저널리스
트들이 스스로 배우고 이해해야 할 때이다. 미래에는 저널리스트들
이 양적으로 힘들어 하거나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작업들은 이제 로
봇 저널리즘을 통해 더 똑똑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
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들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스탠포드대학에서 개발한 ‘동영상 이미지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태깅해주는 시스템’ 4)

4 Karpathy, A., Toderici, G., Shetty, S., Leung, T., Sukthankar, R., & Fei-Fei, L. (2014). Large-scale video classification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172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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