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dx.doi.org/10.9716/KITS.2016.15.3.157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산업별 직무만족요인 

비교 조사 : 잡 래닛 리뷰를 심으로*

김동욱**․강주 ***․임재익****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Using LDA Topic Modeling by Industries : 

The Case Study of Job Planet Reviews*

Dongwook Kim**․Juyoung Kang***․Jay Ick Lim****

Abstract

Submitted：April 29, 2016 1
st
 Revision：July 22, 2016 Accepted：July 25, 2016

*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산학 력 선도 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아주 학교 e-비즈니스학과, 학사과정

*** 아주 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교신 자

**** 아주 학교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

As unemployment rates and concerns about turnover keep growing, the need for information is also increasing. 

In these situations, the job reviews which shar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catch people's attention because they 

are usually created by people who worked at the company. The development of SNS and mobile environment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web services that provide job reviews. For example, Jobplanet is a job review service in 

Korea, and Glassdoor.com offers a similar service in the US. Despite this attention, however, research utilizing job 

reviews is insufficient. This paper ask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ratio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by industry, 

using LDA topic modeling and co-occurrence analysis to explore the differences. Through the results of LDA, we find 

that the ratio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are similar by industry.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of co-occurrence analysis 

show that the co-occurrence frequency of some job satisfaction factors appears high: pay and welfare, balance of 

work and life, company culture.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in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by industry. Furthermore, in this paper we suggest how to use the job review data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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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SNS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자

들이 직  제작하여 온라인에 올리는 UGC(User-

generated content)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UGC는 기에는 과 사진 주의 엔터테

인먼트 콘텐츠 형태에서 동 상 주의 정보 제공 

콘텐츠 주로 발 하고 있다(Doopedia, 2016). 

따라서,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UGC를 통해 다

양한 정보를 얻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마 에 

활용하기 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기

업 정보에 한 UGC가 많은 심을 받고 있는데, 

 세계 으로 장기 인 취업난이 심화되고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이직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기업 정보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에서 이루어진 Lakin(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업에 한 정보를 얻을 때 기

업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 가이드라인과 같

은 통 인 정보보다 실제 그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작성한 기업 리뷰를 제공하

는 래스도어(Glassdoor.com)와 같은 웹 서비스

를 더 신뢰한다고 밝 졌다. 한, 6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가족, 친구, 직장동료로부터 구 되는 

정보(Word of Mouth) 다음으로 래스도어와 같

은 웹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하 다. 래스도어는 미국의 기업 정보에 

한 / 직자들의 리뷰를 익명으로 제공하는 웹 

서비스로서, 기업 리뷰뿐만 아니라 연  정보, 면

 리뷰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래스도어를 벤치마

킹한 잡 래닛 (Jobplanet.co.kr)이란 웹 서비스가 

있는데, 잡 래닛 한 래스도어와 같이 기업 

리뷰, 연  정보, 면  리뷰 등을 제공하고 있다.

Lakin(2015)의 연구에 따르면 래스도어나 잡

래닛과 같은 웹 서비스가 최근 고용시장에서 상

당히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을 보여주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이 래스도어와 같은 웹 서비스

를 신뢰한다는 사실은 이 랫폼이 구직자가 기업

을 결정할 때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래스도어 는 잡

래닛과 같은 기업 리뷰 서비스에 열 하는 것일

까? 통 인 기업 정보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제공

하는 기업 리뷰는 익명을 기반으로 실제 근무 경험

이 있는 사람의 기업에 한 솔직한 생각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기업 리뷰의 특징은 직무만족연구

에 있어서 기업 리뷰를 이용하면 직원들의 심층

인 심리를 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하지

만 기업 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인 연구들은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외의 경

우 래스도어의 기업 리뷰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

츠버그의 동기- 생이론에 존재하는 주요한 요인

들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한 연구가 있다(Dekay, 

2013). 이에 비해 국내는 기업 리뷰 데이터를 이용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래스도어인 잡 래닛

의 리뷰 데이터에 해 텍스트 분석 방법론인 

LDA 토픽모델링 기법과 동시출  단어분석 기법

을 도입하여 산업별로 직무 만족 요인에 차이가 

있는 지 탐색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 했던 산업 간 직무만족요인의 비교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직무만족 연구뿐만 

아니라 조직행동연구에 있어서 리뷰 데이터를 이

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

서는 리뷰 데이터 분석에 이용되는 LDA 토픽모

델링과 동시출  단어분석에 해 설명하고 직무

만족이론에 한 선행연구에 하여 서술한다. 제 

3장에서는 구체 인 연구 차  방법에 하여 

서술한다. 제 4장은 연구에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

사   한계에 하여 토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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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LDA 토픽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은 다수의 비구조 인 문서(Unstructured docu-

ment)에서 의 주제와 련된 정보들을 기반으

로 문서를 분류하는 확률 모형이다(Blei et al., 

2003). LDA 방법론은 문서가 작성되는 방식을 다

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먼  어떤 분포를 따르

는 k개의 토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임의로 특정한 토픽을 선택되며, 각각의 토픽들은 

다양한 단어가 출 할 확률을 갖고 있다. 이 때, 

문서는 단어가 출 할 확률 분포에 맞추어서 임의로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Blei, 

2012). 

와 같은 방식으로 문서가 구성될 때 우리는 결

과 문서만 알고 있고, 토픽에 한 확률 분포나 토

픽에 따른 단어들의 확률 분포 등 토픽을 형성하는 

구조들에 해서는 모르고 있다. LDA 토픽모델링

은 이러한 상황에서 확률 으로 숨겨진 구조(hid-

den structure)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확률론 인 

모델링(probabilistic modeling)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 분포 식(conditional probabili-

stic distribution)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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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proportions on th document)

(Topic assignment th words on th document)

(Observed th word on th document)

<Figure 1> LDA Probability Distribution(Blei, 2012)

<Figure 1>은 찰된 데이터 를 이용해서 

모수(parameter) , , 을 추정하는 알고리

즘이다. LDA 토픽모델링은 의 키워드 심으

로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식에 비하여 훨씬 효과

으로 문서들을 분류할 수 있어서 국, 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국외의 경우 Grimmer 

(2010)는 미 상원의원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의 우

선순 를 효과 으로 악하고 측정하기 해 토

픽모델링을 활용했다. 한 Zhao et al.(2011)는 

트 터(twitter)가 통 인 미디어와 비교해서 모

든 뉴스에 해 빠른 정보 달이 이루어지는지 

비교 분석하기 해 토픽모델링을 이용했다. 국내

연구의 경우 Park and Song(2013)은 문헌 정보

학 분야에서 연구동향을 악하기 하여 국내 주

요 학술지에 등재된 최근 30년의 논문 록에 

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했다. 한 최근 소셜 

데이터(social data)를 활용하여 마  략을 수

립하는 데 토픽모델링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Cha 

et al., 2015; Lee, 2015). 이 외에도, Chae et al. 

(2015)는 모바일 앱의 리뷰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

셜커머스와 오 마켓의 이용경험을 비교 분석하기 

해 토픽모델링을 활용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리뷰 데이터를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하여 토픽모델링을 기법을 도입

하고자 한다. 먼  기업 리뷰 데이터를 총 30개의 

토픽으로 분류하고 이들 토픽들의 특성을 악하

여 직무만족요인으로 재분류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산업 간 직무만족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악하

고 조직연구에서 기업 리뷰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2.2 동시출  단어분석 

1980년  Callon et al.(1983)이 소개한 동시출  

단어분석(Co-occurrence Network)은 네트워크 

분석  하나의 방법으로써 동시출  단어들을 이

용하여 문서들 간의 주제 유사도를 측정하는 기법

이다. 동시출  단어분석은 동시출 행렬(C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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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e matrix)를 그래 로 시각화하여 그래

에서 단어 간의 연 성에 해서 나타낼 수 있다

(Callon et al., 1983). 동시출  단어분석에서 단어

의 출  횟수가 많을수록 그래 의 앙에 상

으로 큰 원으로 나타나고 단어의 출  횟수가 으

면 그래 의 가장자리에 상 으로 작은 원으로 나

타나게 된다. 만약 두 단어의 동시출 횟수가 많을

수록 두 노드(node)를 연결하는 링크(link)의 굵기

가 굵어지고 반 로 두 단어의 동시출 횟수가 

을수록 두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굵기가 가늘게 

나타난다(Callon et al., 1983). 이와 같은 동시출  

단어분석 기법은 주로 특정 학문의 지 구조, 연구

주제, 연구동향 등을 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

다(Kim et al., 2015a; Kim and Song, 2014)

특히, 최근에는 토픽모델링과 동시출  단어분

석을 함께 사용하여 토픽의 구조  계를 심층

으로 악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Jin et al. 

(2013)는 트 터(twitter)에서 토픽의 변화 시   

패턴을 악하기 해 동시출  단어분석을 실시하

고 이를 검증하기 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실

시했다. 이 밖에도 Lee(2015)는 그래   토픽모

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댓  그래  개념을 제안하

고 이를 기반으로 이슈를 트랙킹 하는 기법을 소

개하 고, Kim et al.(2015b)은 댓 의 특성을 분

류하는 기법에 해, Lee(2015)는 유용한 리뷰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 다. 

본 연구는 동시출  단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토픽들로 구성된 직무만족요인들의 계  토픽 

내의 단어들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요인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은 개인이 직무에 

해 갖고 있는 태도로서, 직무와 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만족감 혹은 정

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Locke, 1976). 직무만족

도는 1930년 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조직연구분야에서 요한 개념이지만 구성개념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이론  기반이 취약한 

개념  하나다(Bussing et al., 1999; Cho and Ju, 

2001). 

이러한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다양한 방

법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크게 설문조사를 

이용한 방법과 인터뷰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의 경우 주로 우선순

법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표 인 우

선 순 법은 MSQ(Minnesota Satisfaction Que-

stionnaire), JDI(Job Descriptive Index), NSQ

(Need Satisfaction Questionnaire)와 같은 방법

들이 있다(Scarpello and Campbell, 1983). 이 방

법들은 구체 인 직무 상황, 직무와 련된 실질  

요소 는 상황에 해서 5～7 의 리커트(Likert) 

척도나 ‘ /아니오’와 같은 척도로 측정한다. 설문

조사는 질문사항이 간단하여 이해가 용이하고 답

이 쉽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Cho and Ju, 2001). 

반면 설문조사는 질문에 한 정보들만 수집가능

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 측정할 수 있는 한계

가 존재한다(Coughlan et al., 2009). 

이에 비해 인터뷰를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질문

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내용에 해서 

알 수 있고 응답자의 보다 심층 인 심리에 해

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Cranny et al., 

1992). 하지만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설문조

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

에서 인터뷰를 이용하는데 지 않은 어려움이 따

랐다. 그러나 웹 사이트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구

성된 기업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면 인터뷰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기업 

리뷰데이터는 다양한 기업에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 한 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에 한 근로자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연구에서 실시한 측정의 한계 을 보완

하면서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기 해 기업 리뷰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직무만족요인은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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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척도인 JDI(Job Descrip-

tive Index)를 활용하고자 한다(Cho and Ju, 2001). 

1960년 에 개발된 JDI는 직무와 련된 실질 인 

요소에 한 질문을 수행하는 척도로서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검증되어 오고 있다(Jung 

and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잡 래닛에서 평 의 기 으로 사

용되는 JDI 척도와 많은 선행연구에서 요하게 

단하는 척도를 고려하여 직무만족요인을 선택하

다. 그 결과 직무내용(Work Itself, WI), 승진기회 

 가능성(Career Opportunities, CO), 여  복

지(Compensation and Benefits, CB), 업무와 삶

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 사내문화

(Culture and Values, CV), 경 진(Senior Mana-

gement, SM)이라는 총 6가지 직무만족요인을 선

택하 다. 먼 , 직무내용의 경우 직무의 내용이 개

인의 학습, 흥미, 발 과 성장의 기회, 책임감 등을 

제공하는가에 한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직

무내용은 직무 만족도와 높은 상 계를 갖는 것

으로 드러났다(Kinicki et al., 2002). 두 번째로 승

진기회  가능성은 조직 내 이루어지는 승진의 방

법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요인

으로, 만약 회사의 승진 방식이 연공서열에 근거한 

방식일 경우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성과와 련된 

방식이면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여 

 복지는 직  보상인 과 간  보상인 후생 

복지가 얼마나 직무만족도에 향을 주는지 나타내

는 요인이다. 넷째, 업무와 삶의 균형은 직무가 얼

마나 안정 인가 일과 개인의 삶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측정하는 요인이다. 다섯째, 사내 문화

는 회사 내의 문화 으로 존재하는 동료와 상사의 

향을 보여주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경 진은 

회사의 정책 는 경 진들의 선택에 따라서 직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Riketta, 2008).

2.4 산업별 직무만족요인 연구

지 까지 직무만족요인에 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Cho and Ju(2001)는 기업의 공공성에 따

라서 직업만족도와 직업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의 차이에 하여 분석을 했다. 한 Park et al. 

(2009)은 미디어 기업의 창의  조직문화라는 요

인이 다른 직무만족요인들과 비교하여 직무만족도

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 지 연구를 진행했다. 특

히 Clark(1996)의 경우 국인의 직무만족도를 구

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한 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국인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이 되

는 요인을 발견했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의 직무만족도 연구에도 불

구하고 산업 간의 직무만족요인에 한 비교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일 된 기 을 바탕

으로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데, 만약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경우 산업별로 특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기 

어렵다. 한 다양한 산업에 걸친 기업에 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문제

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업 리뷰 데이터를 이용한

다면, 산업 간 리뷰를 쉽게 분류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간 직무만족요인의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직

무 만족에 해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산업은 잡 래닛에서 분류

한 총 10개의 산업을 기 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각

의 분류는 서비스업(Service, S), 제조/화학(Manu-

facture/Chemical, MC), 의료/제약(Medical/ Phar-

maceutical, MP), 유통/무역/운송(Distribution/Trade/

Transportation, DTT), 교육(Education, E), 건

설업(Architecture, A), IT(IT, IT), 미디어/디자인

(Media/Design, MD), 융업(Finance, F), 기 /

회(Organization/ Association, OA)이다.

3. 연구 차  방법

본 연구는 산업별 직무 만족 요인을 비교하기 

하여 기업 리뷰 데이터를 심층 으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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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잡 래닛이라는 기업 리뷰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산업별 직무 만족도에 해 토픽모델링 

 동시출  단어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차는 <Figure 2>와 같

다. 먼  잡 래닛의 실제 기업 리뷰데이터를 웹 크

롤링 방법을 통해 수집한다. 다음 단계로 수집된 데

이터는 잡 래닛에서 구분하는 기 에 따라 10개의 

산업을 기 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단계로, 분류된 

리뷰 데이터는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와 같은 

텍스트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후  처리

된 리뷰 데이터를 LDA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토픽

을 추출한 뒤 해당 토픽을 직무만족요인으로 재분

류하여 산업별 직무만족요인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

다. 한 동시출 단어분석을 통해 토픽 내 단어들 

사이의 계에 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Figure 2> Overall Research Process

3.1 기업 리뷰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수집된 기업 리뷰 데

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직무 만족도

를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은 부분 설문조사를 이

용한 데이터 수집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먼  설문조사는 사회  성 편견 (Social 

desirable bias)이 발생하여 응답자의 솔직한 의견

과 다른 거짓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다(Demaio, 

1984). 를 들면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하여 

설문조사를 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응답이 불이

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응답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설문조사는 미리 

측정할 변수들에 한 질문을 설정하기 때문에 제

한된 결과만 수집된다는 한계 이 있다(Coughlan 

et al., 2009). 이에 비해 기업 리뷰 데이터는 익명

성이 보장되어 직원들의 기업에 한 솔직한 의견

을 알 수 있고, 다양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Chae et al., 2015).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리뷰 

데이터를 이용한 직무만족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직 연구에서 리뷰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 텍스트 분석 과정

기업 리뷰 데이터들은 분석을 해 띄어쓰기, 

문법 오류,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오타 등으로 인

해 한 텍스트  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

구는 처리 된 리뷰들을 토픽을 기 으로 분류하

기 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사용하 다. LDA

는 문서를 주제들의 확률 인 합으로써 인식하고 

주제들을 기 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분류법

에 비해 효과 으로 문서를 분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Chae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R의 lda 패키지를 이용하여 각 산

업별 리뷰 데이터에 하여 30개의 토픽으로 분류

하고 분류된 토픽은 JDI의 6개 요인들로 재분류하

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lda를 통해 분류된 토픽

들 간의 공통 을 악하여 주된 토픽을 악하

다. 를 들면 Chae et al.(2015)는 트 터에 하

여 lda 토픽모델링으로 10개의 토픽으로 분류한 후 

서로 다른 토픽들을 lifestyle이나 expectation이라

는 공통 인 속성으로 표 하 다. 한 Herz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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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는 직무의 어떤 요인이 만족 혹은 불만족을 

일으키는 지 살펴보기 하여, 인터뷰를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직무만족요

인을 악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토픽을 

통하여 하나의 구성  개념을 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잡 래닛의 총평 같은 경우 리뷰

어가 회사에서 겪은 직무에 한 경험에 하여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다. 즉 리뷰어가 기업에 

하여 구체 으로 어떤 요인들이 만족 는 불만

족을 일으키는 지 요약 으로 서술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총평에서 드러나는 토픽을 통해 직

무만족요인에 한 구성  개념을 표 할 수 있다.

보통 토픽을 탐색 으로 분류하지만 조직만족요

인의 경우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JDI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 인 6

개 요인들을 기 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각 

산업 별로 응답자들이 어떠한 직무만족과 련된 

토픽에 하여 이야기하는 지 알 수 있고 토픽들

의 확률을 통하여 직무만족요인의 비율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많은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수행 후 단어들 간의 

구조  유사성을 탐색 으로 악하기 하여 네트

워크 분석을 주로 실시했는데, Chae et al.(2015)는 

토픽에 출 하는 단어들이 어떠한 계성을 가지면

서 출 하는지 알아보기 해 네트워크 분석의 일

종인 동시출  단어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토픽들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계, 구조를 

탐색하기 하여 동시출  단어분석을 실시할 것이

다. 이를 통해 각 직무만족요인에서 단어들이 어떠

한 방식으로 출 하는지 살펴보고 요인들에 하여 

심층 으로 이해할 것이다.

4. 연구 분석  결과

4.1 데이터 수집

기업 리뷰는 R을 이용한 웹 크롤링(Web craw-

ling) 기법을 이용하여 잡 래닛에 올라온 산업 군

별 110개의 회사에 한 리뷰를 수집하 다. 리뷰는 

잡 래닛 서비스를 실시한 2014년 4월부터 2016

년 1월 14일까지 생성된 모든 리뷰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수집된 리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리뷰는 총 만족도를 포함한 총 6가지 종류에 한 

직무만족 수와 기업에 한 총평, 기업의 장 , 

단 에 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본 연구

에서는 기업에 한 총평을 이용하여 직무만족분

석을 실시하 다.

Industry Job review

S 4,809

MC 14,190

MP 3,048

DTT 6,180

E 3,713

A 2,754

IT 11,482

MD 4,544

F 5,128

OA 6,181

Total 62,029

<Table 1> Number of Job Reviews by Industries

*
The acronyms used in this table refer to section 2.4.

4.2 데이터 처리

수집된 리뷰 데이터는 R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처리와 련된 KoNLP, tm, stringr 패키지를 

통해 명사, 형용사, 동사로 추출되어 Term-docu-

ment Matrix로 구축되었다. 이 때 리뷰 작성자의 

띄어쓰기 오류로 인해 의존명사, 조사 등이 명사

로 인식되어 제거가 되지 않은 채로 Term-docu-

ment Matrix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 를 들

어, ‘통신뿐만 아니라 IT, 미디어 등 회사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T’자형 인재로 회

사 내에서 커리어패스를 쌓을 수 있음’과 같은 리

뷰를 보면, ‘뿐만’은 의존명사로써 명사에 붙여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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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0.032)

WI
(0.032)

CB
(0.039)

ETC
(0.028)

CV
(0.028)

WLB
(0.041)

…

회사 
0.067

서비스 
0.059

회사
0.044

회사 
0.051

회사 
0.061

복지 
0.057

…

직원들 
0.045

다양한 
0.042

체계  
0.036

성장 
0.041

기업 
0.033

연  
0.05

…

복지 
0.037

사람 
0.041

시스템 
0.032

기업 
0.039

보수  
0.03

비하 
0.041

…

성장 
0.027

경험 
0.039

복지 
0.025

사업 
0.031

분 기 
0.03

여 
0.036

…

분 기 
0.021

배우 
0.036

동종업계 
0.024

안정  
0.029

문화 
0.027

기업 
0.032

…

생각 
0.020

만나 
0.031

기업 
0.023

매출 
0.021

기업문화 
0.021

회사 
0.028

…

기업 
0.019

사람들 
0.029

체계 
0.023

지속  
0.018

조직문화 
0.019

괜찮 
0.026

…

직원 
0.019

추천 
0.023

비하 
0.021

상황 
0.013

오  
0.018

업무강도 
0.025

…

경 진 
0.017

마인드 
0.018

하 
0.02

새롭 
0.013

자유로운 
0.013

동종업계 
0.02

…

마인드 
0.016

서비스업 
0.014

잡히 
0.02

정체 
0.012

군 식 
0.012

분 기 
0.018

…

<Table 2> Result of LDA Topic Modeling(Service)

*
The acronyms used in this table refer to section 2.3.

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어 문법이 있다. 하지만 

와 같이 띄어쓰기 실수를 할 경우 KoNLP는 패

키지가 띄어쓰기를 기반으로 단어를 구분하여 제

거하기 때문에 ‘뿐만’이 독립명사로 인식이 되어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의존명사, 

조사, 속사를 비롯하여 ‘뿐만아니라’와 같은 띄

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 히 새로운 명사로 

인식되는 542개의 단어들을 불용어(Stopwords) 사

으로 구축하 다. 이 게 구축된 불용어 사 은 

의미 없는 단어를 제거하는 텍스트  처리에 활

용되었다. 

4.3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앞서  처리한 데이터를 R에서 lda 패키지를 

이용하여 10개의 산업별로 각각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총 30개의 토픽으로 분류했다. 

다음의 Table 2는 서비스업의 리뷰 데이터를 이

용한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 

<Table 2>에서 각각의 열은 체 문서에서 출

하는 토픽을 의미한다. 한 각각의 열 내부에 

있는 단어들은 해당 토픽에서 출 하는 단어들을 

나타낸다. 를 들면 다섯 번째 칼럼은 사내문화

라는 직무만족요인으로 재분류된 토픽이고, 각각 

‘회사’, ‘기업’, ‘보수 ’, ‘분 기’와 같은 단어들은 

사내문화라는 토픽에 출 하는 단어들을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한 토픽에 할당된 

숫자와 단어에 할당된 숫자는 각각 체 문서에서 

해당 토픽이 출 할 확률, 해당 토픽에서 각 단어

들이 출 할 확률을 나타낸다. 를 들면 다섯 번

째 토픽의 경우 체 문서에서 2.8%의 확률로 출

하고 ‘회사’라는 단어는 이 토픽에서 6.1%의 확

률로 출 한다는 을 나타낸다. 

와 같이 분류된 토픽들은 각 토픽에 출 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기 으로 분류하 다. 를 

들면 다섯 번째 칼럼의 경우 ‘보수 ’, ‘분 기’, ‘문

화’, ‘기업문화’, ‘조직문화’, ‘자유로운’, ‘군 식’이

라는 사내문화와 련된 단어들의 출 확률이 높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당 토픽을 사내문화와 

련된 요인으로 분류하 다. 하지만 몇몇 토픽의 

경우 토픽에 출 할 확률이 높은 단어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문맥  의미도 고려하여 추출해야 한다. 

를 들면 여섯 번째 칼럼의 경우 ‘복지’, ‘연 ’,  

‘ 여’와 같은 여  복지와 련된 단어들의 출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세 번째 행을 보면 ‘비하

여’라는 단어에서  처리된 ‘비하’라는 단어의 출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아래의 ‘업무강도’, ‘분

기’와 같은 업무와 삶의 균형에 한 단어들이 

높게 출 한다. 이 경우 텍스트  처리 의 리뷰

(raw data)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악하여 토픽을 재분류 하 다. 해당 시

에서는 ‘ 여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괜찮다.와 같은 

업무와 삶의 균형과 련된 문장들이 주로 나타나 

있는 을 활용하여 여  복지가 아닌 업무와 

삶의 균형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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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CO CB WLB CV SM ETC

S 0.311 0.031 0.114 0.204 0.093 0.067 0.180

MC 0.283 0.000 0.137 0.229 0.099 0.028 0.224

MP 0.187 0.032 0.150 0.160 0.198 0.087 0.187

DTT 0.233 0.074 0.080 0.240 0.174 0.060 0.138

E 0.290 0.038 0.070 0.257 0.151 0.062 0.132

A 0.247 0.024 0.157 0.119 0.178 0.062 0.214

IT 0.357 0.026 0.107 0.197 0.101 0.028 0.182

MD 0.394 0.068 0.097 0.098 0.067 0.050 0.226

F 0.286 0.035 0.132 0.188 0.151 0.030 0.179

OA 0.344 0.030 0.027 0.266 0.127 0.000 0.206

<Table 3> Ratio of Job Satisfaction Factors by Industries

<Figure 3> Ratio of Job Satisfaction Factors(Service)

<Figure 3>을 보면 기타요인을 제외한 직무만족

요인  직무내용(WI)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일과 삶의 조화(WLB), 여  복

지(CB), 사내문화(CV)가 간 비율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한 승진기회  가능성(CO)과 경 진

(SM)에 한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은 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산업

에 해 직무만족 요인으로 분류한 결과로서, 각 

산업간 직무 만족 요인에 해 비율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Figure 4>는 이러한 비율을 히트맵

을 통해 시각화여 보여주고 있다. 히트맵은 색이 

진할 수록 더 높은 비율을 표 한다.

<Figure 4>의 히트맵에서 직무만족요인을 기

으로 살펴보면 체 산업에서 직무내용의 비율이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의 종류에 

계없이 근로자들은 리뷰에서 직업만족요인  직무

내용 자체에 해서 가장 많이 말한다는 을 알 수 

있다. 실제 직무만족도 이론에서 직무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직무내용이라는 선행 연

구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Figure 4>에서 직무만족요인  여와 복

지, 일과 삶의 조화, 사내문화의 비율이 기 / 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승진기회  가능성과 

경 진에 한 요인은 체 산업에 걸쳐서 거의 나

타나지 않는 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간 직

무만족요인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 결과만으로 산업 간 직무만

족요인이 왜 비슷한 패턴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동시출  단어분석을 통해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Figure 4> Heatmap for Ratio of Job Satisfaction 
Factors b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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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occurrence Network for Service

4.4 동시출  단어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왜 LDA 토픽모델링 결과 산업 

간 직무만족요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살

펴보기 해 산업별 동시출  단어분석을 실시했

다. 동시출 분석은 각 산업별 출  빈도가 높은 

상  50개의 단어에 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모

든 산업에 걸쳐서 직무만족요인  직무내용(WI)

에 해당하는 단어끼리 동시출 빈도가 높게 나타

났고 여와 복지(CB), 일과 삶의 조화(WLB), 사

내문화(CV)에 해당하는 단어들끼리 동시출 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왜 LDA 토픽모

델링에서 직무내용이 다른 요인에 비해 독보 으

로 높게 나타나고 여와 복지, 일과 삶의 조화, 

사내문화에 한 요인이 비슷하게 나타났는지 설

명해 다. 즉 리뷰 응답자들은 직무만족과 련하

여 주로 직무내용에 해서 이야기한다. 특히, 직

무내용에 하여 이야기할 때 오직 직무내용과 

련된 것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와 복지, 일과 

삶의 조화, 사내문화에 해서 말할 경우 직무내

용을 이야기할 때와 달리  세 요인들에 하여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이 요인들의 비

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Figure 5>는 서비스업에 한 동시출  단어

분석의 그래 이다. 그래 의 우측 하단을 보면 ‘성

장’, ‘경험’, ‘다양한’, ‘업무’, ‘배우’, ‘기회’와 같은 직

무내용과 련된 단어들이 가까이에 치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무내용에 한 단

어는 이 요인에 한 단어끼리만 동시출  빈도가 

높은 걸 알 수 있다. 반면 좌측 상단을 보면 ‘연 ’, 

‘복지’, ‘ 여’와 같은 여와 복지를 나타내는 단어, 

‘힘들’, ‘업무강도’, ‘안정 ’과 같은 일과 삶의 조화

에 한 단어와 ‘문화’, ‘보수 ’, ‘분 기’, ‘기업문

화’와 같은 사내문화와 련된 단어들이 서로 가까

이 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와 복

지, 일과 삶의 조화, 사내문화에 해서 말할 경우 

주로 같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기 / 회에 한 동시출  단어 

분석에 해 보여주고 있다. LDA 토픽모델링 결

과 기 / 회의 직무만족요인의 분포가 약간 다르

게 나타났는데, 동시출  단어분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Figure 6>에서 나타난 결

과를 살펴보면 <Figure 5>의 서비스업에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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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occurrence Network for Organization/Association

과 비슷하게 우측하단에 직무내용과 련된 단어

들이, 좌측 상단에는 여와 복지, 일과 삶의 조화, 

사내문화에 련된 단어들이 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좌측 상단 부분에 ‘안정 ’, ‘직

장’, ‘최고’라는 일과 삶의 조화와 련된 단어들의 

동시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Figure 4>에서 기 / 회의 일과 삶의 

조화와 련된 요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유달리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 / 회의 

경우 약간의 특이성이 찰되지만 체 인 직무

만족요인과 련된 단어들이 분포하는 양상은 다

른 산업과 유사하다고 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산업별 직무만족요인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하여 기업 리뷰 데이터를 이용한 

LDA 토픽모델링과 동시출  단어분석을 통해 비

교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LDA 토픽모델링을 통

해 살펴본 결과 기업 리뷰에서 6개의 직무만족요

인  직무내용, 여  복지,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문화와 련된 요인이 주로 나타났다. 이  

직무내용과 련된 요인의 비율은 체 산업에서 

공통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  복지, 업

무와 삶의 균형, 사내문화의 비율은 직무내용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산업간에 유사

한 분포가 나타났다. 그리고, 동시출  단어분석을 

이용하여 기업 리뷰 데이터를 심층 으로 분석한 

결과 여  복지,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문화와 

련된 단어들이 동시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 간의 직무만족요인의 분포가 유사

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후 산업간 직무만족요인

에 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 된다. 더 나아가 실무에서도 본 연구의 방

법론을 활용한다면 각 기업들은 리뷰 데이터를 통

해 직원들의 직무에 한 만족도를 좀 더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

구는 기존의 조직행동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기업 리뷰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SNS가 기하 수 으로 발달하고 스

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기업 리뷰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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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UGC가 속도로 증가할 추세를 보이기 때

문에 본 연구 결과는 이를 활용한 연구의 하나의 

사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우
선 산업별 직무만족요인에 한 비교 분석을 실시

했지만 분석 결과가 실제 리뷰 데이터를 통해 살펴

본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요인의 비율 차이에 따라 실제 직무만족도에 

한 향력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처리 과정

에서 명사, 형용사와 동사만 추출하여 문법 인 오

류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회사와 같은 의미 으로 

같은 단어를 통일하려 했으나 기술  한계로 인해 

이러한 처리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기

본형 별을 통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직행동연구에

서 리뷰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에서 시사 을 가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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