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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운 하는 직업훈련 통합 산망인 ‘HRD-NET(http://hrd.go.kr)’을 통해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정보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질문게시 을 빅데이터 기법에 가장 최 화된 ‘R' 로

그램을 이용해서 추출하 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직업훈련제도의 유효성, 성, 시각화, 빈도 분석, 연 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카드발 동 상 시청, 공인인증서 문제, 등록오류 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내일배움카드에 한 노동 서에서의 리 처리 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훈련의 수강에 있어 훈련직종 과정, 훈련기 에 따라서 차등화 된 훈련비 시스템과 환 구조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 기 로 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의 훈련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다양한 훈련 산망

시스템 에 한 반 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융합,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직업훈련 산망, 구직자, 실업자교육, 텍스트마이닝

Abstract  In this study, HRD-NET (http://hrd.go.kr), a vocational and training integrated computer network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used to confirm whether job training information required by job 

seekers is being provided smoothly The question bulletin board was extracted using 'R' program which is optimized 

for big data technique. Therefore, the effectiveness, appropriateness, visualization, frequency analysis and association 

analysis of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were conducted through th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ssue of vocational training card, video viewing, certificate issue, registration error, Second, management and 

processing procedures of learning cards for tomorrow 's learning cards are complicated and difficult.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training cost system and the refund structu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raining 

occupation, the process, and the training institution in the course of the training. Based on this paper, we will study 

not only the training system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ut also the improvement of the various 

training computer system of the government department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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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경  목적

산업의 발달과 경제 인 성장으로 인해 기술교육에

한 인식이 재인식 되고 있으며(김정숙, 2011)[1], 경제

침체여 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학을 졸업하고도 거

꾸로 직업교육을 받기 해 직업학교에입학하는 구직자

가 매년 증가하 고(이인희, 2003)[2], 고학력자들의실업

으로 인해 기술교육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기술교육을 을 한 정부의 교육비지원시스템이 활성화

되었다. 2008년부터 시범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 는 구

직자 취약근로자를 상으로 1인당 일정 액을 구직

에 련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다양한

훈련과정이 세분화 하여 운 하고 있다. (김주 ,2010)[3].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네티즌들의다양한 의견

이나 경험, 지식 등을 표 한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

형태의 고객 리뷰들이 방 하게 존재하고있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김근형, 2011)[4]. 네티즌 는 고객들의

품평에 해 신속하게 리하는 기업이나조직들은 량

의 온라인 상품평 이나 고객 리뷰에서 상품이 나 서비스

의 속성들에 한 고객들의 주 의견을 상품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도 하고, 고객의 인식 변화에 발 빠르게

처하고 있는 기업은 트 터와 인터넷에 올라온 기업

련 댓 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사 이미지를 악

하고 응 략을 세우고 있다(정용찬, 2011)[5]. 따라서

고용노동부가운 하는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HRD-Net‘

은 앙정보고용원에서 운 하는 인 자원개발 종합정

보망으로서 직업능력개발에 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를 반 하는 종합정보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김

석진, 2013)[6]. 구직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정보, 홍보 안내사항, 참여방법, 훈련기 훈련의

종류, 취업처 정보 등 실질 으로 구직자에게 필요로 하

는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수강자들은

끊임없이 운 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악하여 어떠한 문제 이 주요이슈인지 확인

하여 향후 직업훈련 산망 운 직업훈련의 방향성

을 수요자의 니즈를 극 으로 반 할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2 연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산망인

‘HRD-NET’의 질문게시 크롤링 하여 빅 데이터 분석

을 시행하 다. 이는 HRD-NET 산망의 유효성

성을 단하고 산망이 개편된 2012년부터 2017년까

지의 6년간의 질문 키워드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수요자

가 궁 해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악하

기 함이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직업훈련 산망 을

이용하는 훈련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특히, 빅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방법들이 지녔던

표본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더욱 정확성이 높은 결과를

제시할가능성이높다. (김경애외, 2017)[7].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직업훈련서비스에 한 사람들의 VOC(Voice

of customer) 질문 빅데이터를 추출하여 직업능력개발

정책 서비스에 한 이슈 요구수요 등을 악하여 시

행의 문제 과 각각의 키워드의 연 분석을 통한 연계

된 시스템 동시 으로 요구되는 시스템 등을 악하

고자 한다.

1.3 연   

세계경제포럼은 가장 주목할 기술로 빅데이터(big

data)를 지목하 다( 채남․서일원, 2013)[8]. 빅데이터

는 용량의 데이터로 장, 수집, 발굴, 분석하는일련의

과정을 거쳐 상 악, 미래 측, 패턴 분석, 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기 단계를 활용하고 있다(유인호,

2012)[9]. 스마트시 의 도래로 인한 통신수단의 획기

인 발달로 비정형 데이터가 체데이타의 80%를 상회하

는 것이 실이며, (송민구․김선배, 2013)[10]. 한, 빅

데이터는 실시간 생성되는 규모의 데이터의 텍스트,

사진, 동 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높은 다양성

의 특징을 지닌 정보 자산이다(Douglas, 2012)[11]. 특히

빅데이터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통계 인 근을 통하

여 개념 간의 연결성과 향 계를 악하고 이를 시각

화함으로써 데이터가 보여주는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유

용한다고 하 다(김선아 외, 2016)[12]. 따라서 비정형화

된 텍스트 데이터인 교육 훈련생의 질문게시 키워드

추출을 통해서 그 의미분석을 통해서 문제 , 개선 , 시

사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한 분석 자료의 수집은 빅데이터 분석솔

루션인 R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구체 으로 분석 자

료를 수집하기 한 키워드는 HRD-NET 질문게시 자

료로써 2012년부터 2017년 11월 재까지의 23,112개의

처리 작업을 거친 최종 키워드를 도출하 다. 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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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걸쳐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시각화

하여 제시하 다. 최종 으로는 체 키워드 들 간의 연

분석을 통해서 선행키워드와 이에 따른 부속 워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개선 등에타당성과 신뢰성을

수 있는 분석을 시행하 다.

2. 용어  정

2.1 텍스트 마 닝(Text Mining)

데이터 마이닝은 방 한 양의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기 해 자동 이거나 반자동 인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하여형태소분석 자연어처리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

는데, 이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라고 한다( 채남,

2016)[13].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내용 분석(Context Mining) 과 네트워크 분석 기

술을 이용한 구조분석(Structure Mining)으로구분할 수

있는데, 내용 분석은 처리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 불용

어 처리를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분류·군집·주제식

별·개념체계 자동구성 등을 수행하며, 구조 분석의 경우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Social Network Analysis)을

표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에 나타난 단 어의

공유된 의미를 토 로 체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 즉 핵심 단 어 사이의 의미론 연 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구조화된 형태의정보를 추출

함으로써 단어의 맥락 의미까지 고려하여 체 데이터

에 한 구조화된 자료를 시각 으로 나타낼 수 있다(박

치성 외, 2013)[14].

2.2 미 (Semantic analysis)

‘의미분석 (semantic analysis)은 자연 언어 이해 기법

의 하나로, 문장의 의미에 근거해서 그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며,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규칙들로 구성된 일종의 형식시스템 이다.’ 라고 정의되

어 있다( 키백과, 2016)[15]. 한, ‘의미분석은 단편 으

로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구분하고, 통합

으로는 문장 구성 성분들 사이의 의미 계(agent-

predicate-object)를 논리 으로 밝 내어 문장의 체

의미를 악하는 것이다(황 숙, 2013)[16].

2.3 R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기

법들 에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네트

워크 분석, 군집분석 등은 기존의 SPSS같은 정형데이타

분석 툴로는 분석할 수 없는 문제 을 개선한 로그램

이다. 본 논문의 경우에도 시각화 연 분석은 R 로

그램이 가장 손쉽게 최 화를 시켜 다. R은 데이터 분

석을 한 통계 분석도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 활용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 으며, 오 소스 로젝트 R

은 통계계산 시각화를 한언어 개발환경을제공

하며, R 언어와 개발 환경을 통해 기본 인 통계 기법부

터 모델링, 최신 데이터마이닝 기법까지 구 ·개선이 가

능한 것이 차별 이다. (김효종 외, 2017)[17].

3. 료수집  가공

3.1 료수집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웹문서를 일정한 간격마

다 자동으로 탐색하고 수집하는 기술을 웹크롤러 라고

한다. (이지희 외, 2013)[18]. 따라서 본 자료는 웹크롤러

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통합 산망인

HRD-NET (http://hrd.go.kr) 의 2012년도부터 2017년

11월 재까지의 고객센터- 질문게시 데이터를 크롤

링 하여 사용하 다.

3.2 료가공

HRD-NET을 통해 크롤링 된 자료는 확장자 가 txt인

ASCII형식의 일로 장되어 R Studio에서 인터 리터

방식으로 읽어서 실행하 다. 데이터는 자연어 상태에서

불용어 처리 등 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필터링을 수행

하 으며, 이때 gsub 함수를 활용하여 숫자, 특수문자,

웹사이트에 메뉴 등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필요한 단어

만 추출하 다. 이후에 KoNLP, wordcloud, arules,

igraph, arulesViz 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키워드 분석과

연 분석을 실시하 다. 시각화된 자료는 연도별 핵심

키워드들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으며, 최종 으로 시기

에 걸쳐 가장 연 성이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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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상 키워드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통합 산망인

HRD-NET(http://hrd.go.kr)의 고객센터 질문게시 을

이용하여 크롤링 한 분석 상 키워드의 개수는 아래와

같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 에 하나인 워드클라우드

(Word Cloud)는 데이터에 한 시각화 기법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조남희 외, 2017)[19]. 아래는 연도별 상 빈

도 키워드를 wordcloud 패키지를 이용한 분석 결과이다.

year Word count

2012 386

2013 2,616

2014 2,638

2015 3,993

2016 4,983

2017 8,516

Table 1. Final analysis data

Fig. 1. Top keywords visualization

HRD-NET의 모든 질문내용을 가지고 종합 분석한

결과 신청(735), 오류(610), 동 상(609), 훈련(552), 카드

(435), 인증서(427)등교육훈련에 등록 동 상 시청 등

차 인 부분의 애로사항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보보안 등 공인인증서 처리, 웹 상의 가입 로그

인 등에 한 시스템 질의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 수강 등록 처리 등의 일련의 과정에 훈련수

요자들의 차 복잡성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4.2 연 (Associative Analysis) 

연 분석이란 자료에 존재하는 항목간의 연 규칙

(association rule)을 발견하는 분석으로, 일반 으로 상

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등의 거래나 사건들의

연 성에 한 규칙을 이용하여, 마 에서 손님의 장

바구니에 들어있는 품목간의 계를 알아본다는 의미에

서 장바구니분석 (market basket analysis)이라고도 한다.

연 분석에 있어 사용되는 분석지표로 지지도

(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가

있으며 지지도는 를 들어 체 사건(Event)에서 특정

이벤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비 으로 해당 규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규칙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지

도 = P(A∩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횟수 / 체

사건 횟수로 표시 할 수 있다. 신뢰도는A를 포함하는 사

건 A와 B가 동시에발생되는비 으로, A라는사건이

발생했을 때B가 발생할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말해

다. 따라서 신뢰도 = P(A∩B) / P(A) 즉, A와 B가 동시

에 일어난 횟수 / A가 일어난 횟수로 표시된다. 향상도는

A와 B가 동시에 거래된 비 을 A와B가 서로 독립된 사

건일 때 동시에 거래된비 으로 나 값이다. 즉, A와 B

가 우연에 의해서 같이 거래된 확률보다 A와 B 사이의

계가 얼마나 더 끈끈한지를 보는 지표이다. 따라서 향

상도 = P(A∩B) / P(A)*P(B) = P (B|A) / P (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횟수 / A, B가 독립된 사건일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표시가능하며, 사건 A와 B사

이에아무런 계가 상호 계가없다면향상도는 1이 된

다. 향상도가 1보다 높아질 수록 이 규칙은 우연히 일어

나지 않았다는 강한 표시가 될 수 있다.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seeing and
hearing

video 0.061 0.962 9.291

enrollment authorized 0.031 0.440 6.809
authorized error 0.013 0.205 1.977
card error 0.016 0.220 2.126
training video 0.010 0.115 1.11
proposal error 0.029 0.232 2.241
charge, own
expense

refunds 0.011 0.833 34.010

authorized,
certification

login 0.011 0.183 4.204

Employee,
card

error 0.011 0.268 2.582

own expense,
refunds

charge 0.011 0.783 47.448

certification real name 0.012 0.961 41.529
attended management 0.017 0.694 30.009

served
Tomorrow
learning card

0.011 0.411 7.260

card issued 0.011 0.158 5.649
secession request 0.012 0.420 16.045
video confirm 0.011 0.106 3.184
training agency 0.029 0.313 9.445

Table 2. Major Keyword support, confidence,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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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분석 자료를 기 으로 ‘시청’ 키워드와 ‘동 상’ 키

워드는 지지도 0.061, 신뢰도 0.962, 향상도 0.291로 매우

높은 연 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비’, ‘환 ’ 키워드의

경우에도 ‘부담 ’과의 연 분석에서 지지도 0.011, 신뢰

도 0.783, 향상도 47.448로 연 키워드 에 가장높은 향

상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 Fig. 2는연 분석을시각화한

것이다.

Fig. 2. Associative Analysis Visualization

Fig. 2는 연 분석의 시각화에서 직업훈련 동 상, 근

로자 카드신청, 공인인증서 등록 인증, 훈련과 훈련기

항목이가장많은연 구조를나타내는것을볼수있다.

5. 결론  향후 연 과제

고용노동부가 주 하여 시행하는 직업훈련 HRD-NET

의 수요자 고객인 직업훈련생들의 질문게시 빅데이터

분석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훈련생이 교육훈련을 신청

하는데 있어 카드발 동 상 시청, 공인인증서 문제,

등록오류 등 차 인 부분이 다소 정확히 소개되지 않

아서 진행 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다

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직업훈련의 활성화와

원활한 교육수강 진행을 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표 인 교육훈련제도인 ‘내일배움카드’ 에

한 노동 서에서의 리 처리 차가다소 수요자들의

질문사항으로 언 됨으로써 훈련수강 출결 리 용도

로 사용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훈련의 수강에 있어 훈련직종 과정, 훈련

기 에 따라서 차등화 된 훈련비 시스템과 환 구조가

훈련생으로 하여 궁 증을 유발하고 원하는 교육훈련

의 검색 등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국가 산으로 집행되고 있는교

육훈련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발 하기 해서는 산

망에서의 차의 간소화, 매뉴얼 등 홍보매체를 통한 쉬

운 이해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양질의 교육을 받기

해 수요자인 훈련생이 교육훈련 기 과정을 선택

함에 있어 좀 더 합리 이고 계획 인 수강이 가능하도

록 하는 컨텐츠의 내실화가 실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은 HRD-NET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이용한 분석이

므로 실제 인 훈련수강생들의 교육훈련의 내실화 련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SNS매체 는 포

털 사이트의 크롤링을 통해서 차 인 부분이 아닌 내

용 인 부분에서의 개선 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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