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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이를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R은 통계 기반의 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환경이다. 
대학은 최고의 학문기관으로서 시대의 발전과 요구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유지해 왔다. 따라서 대

학의 학과명을 분석하면 현 시대의 요구와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R
을 이용하여 전국에 2․4년제 대학, 대학원의 학과를 분석한다. 학과 명칭을 수집하고 각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과 명

칭의 빈도를 조사하며 대학에 어떤 학과 명칭이 자주 사용되는지를 파악한다.

ABSTRACT

As the IT technology is progressing, the big data becomes more important and is exploited on the various industry. 
The R is the language and the environment analyzing the big data. The university which is the highest level of the 
academic organization keeps opening and maintaining the departments anticipating the needs of the progressing trends. As 
analyzing the names of the departments opened at the universities,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e requirements and the 
needs of the recent trend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names of the departments presented at the 4 year universities 
using the R. To do this, we collect the names of the departments and measure the frequency of the names in order to 
know the department of major frequently presented at th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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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

한 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R은 통계 기반의 

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환경이다. 
대학은 최고의 학문기관으로서 시대의 발전과 요구

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유지해 왔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명을 분석하면 현 시대의 요구와 기

술의 발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

터 분석도구인 R을 이용하여 2016년~2018년의 전국에 

2․4년제 대학의 학과를 분석한다. 학과 명칭을 수집하

고 각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과 명칭의 빈도를 조사하며 

대학에 어떤 학과 명칭이 자주 사용되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신설되고 폐과된 학과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도 조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양한 분

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관련연구

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대학의 학

과 정보를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2016년~2018년 각 대

학의 학과의 빈도를 분석하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

의 그래프로 표현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는 데이터 마이닝, 텍스

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빅 데이터 분석연구가 있었다. [1]
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

으로 생산된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과 인프라 기술

에 대해 기술하고 한글 텍스트 데이터를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sesejongdic()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명사

만 추출하는 방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 통계 패키지인 R을 이용하

여 대기오염의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의 데이터 시각화

를 통하여 나타내었고, 데이터 시각화 방법별로 통계적

인 방법을 활용한 분석과 연계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를 나타냈다. 2차원의 히스토그램과 선점도, 상자그림, 
3차원 산점도와 투시도 등 다양한 방법의 그래프를 구

현하여 오존농도와 설명 변수들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3]은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검색 결과를 효

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검색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

행했다. [4]에서는 성경의 텍스트 데이터를 성경전체,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세오경, 사복음서 데이터 분석결

과를 각각의 워드 클라우드 형태 그림으로 표현하여 성

경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주는 메시

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5][6][7][8].

Ⅲ. 데이터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전국 대학의 학과를 빅데이터 분석도

구인 R을 이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그래프로 표

현한다. 먼저 각 대학에 어떠한 학과가 있는지를 조사하

기 위하여 대학 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에서 제공하는 학과정보를 이용하였다. 2016년, 2017
년, 2018년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년도의 데이터는 19열로 구

성되며 2016년 42,789개, 2017년 45,569개, 2018년 

45,452개로서 총 133,810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데이터

이다. 데이터의 분석과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Data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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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차 분석 결과 같은 학과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분석되는 학과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경영

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등 같은 의미의 학과명임

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과(단어)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

생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전처리 과정으로 필

터링을 수행하였다. 필터링에서는 먼저 특수문자를 삭

제(예 컴퓨터·전자에서 · 삭제)하였고 학과명에서 “학
과”, “학부”라는 어미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어미를 삭제하는 경우에 수학과, 철학과 등의 

학과명에서 학과를 삭제해서 의미가 회손되는 경우는 

전처리를 하였으며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등 공

학, 과학 등의 단어로 끝나는 경우에도 학과를 삭제할 

때 전처리하고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
차 분석에서도 단어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문제

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전자학과”의 경우 “컴
퓨터”와 “전자”라는 두 개의 단어로 분리되어 분석되어

야 하는데 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는 한계가 발생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사전을 구축하여 단어를 

분석할 계획이며 본 논문에서는 1차와 2차 분석만을 기

술한다.

Ⅳ. 데이터 분석 결과 및 비교

본 논문에서는 R을 이용하여 전국에 2․4년제 대학

의 학과를 분석하였다. 학과 명칭을 수집하고 각 데이터

를 분석하여 학과 명칭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2는 총 133,810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근 3년간 4

년제 대학의 기존학과를 추출하여 과의 분포를 워드클

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분석 결과이다. 워드클라우드에

는 분포가 50이상인 학과만을 나타내었다. 표 1과 같이 

경영이 453회, 간호가 450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

으며 사회복지, 건축, 영어의 순서대로 많이 나타났다. 

Fig. 2 Word cloud of existing departments of universities 
for recent 3 years(min=50)

Table. 1 Distribution of existing departments of 
universities for recent 3 years

Department frequency Department frequency

경영(Business) 453 컴퓨터(Computer) 294

간호(Nursing) 450 수학(Mathematics ) 257

사회복지
(Social Welfare) 432 유아교육

(Childhood Education) 242

건축(Architecture) 407 화학(Chemistry) 238

영어(English) 379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231

그림 3은 총 133,810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근 3년간 2
년제 대학의 기존학과를 추출하여 과의 분포를 워드클

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분석 결과이다. 워드클라우드에

는 분포가 30이상인 학과만을 나타내었다. 표 2와 같이 

사회복지가 468회, 유아교육이 419회로 가장 많은 빈도

를 보였으며 간호, 치위생, 전기의 순서대로 많이 나타

났다. 4년제 기존 학과와의 분포를 비교하면 취업에 유

리한 사회복지, 유아교육, 치위생, 물리치료 등이 상위

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영어, 수학, 행정 등의 인문계열

의 학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특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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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d cloud of existing departments of colleges 
for recent 3 years(min=30)

Table. 2 Distribution of existing departments of colleges 
for recent 3 years

Department frequency Department frequency

사회복지
(Social Welfare) 468 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155

유아교육(Childhood 
Education) 419 경영(Business) 151

간호(Nursing) 233 자동차(Automoblie) 139

치위생
(Dental Hygiene) 167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24

전기(Electrical 
Engineering) 161 건축(Architecture) 113

Fig. 4 Word cloud of new departments of universities 
for recent 3 years(min=3)

Table. 3 Distribution of new departments of universities 
for recent 3 years

Department frequency Department frequency
사회복지

(Social Welfare) 16 디자인(Design) 7

경영(Business) 13 전자(Electronic 
Engineering) 7

소프트웨어
(Software) 11 글로벌비즈니스

(Global Business) 6

컴퓨터(Computer) 10 상담심리(Counseli
ng Psychology) 6

간호(Nursing) 7 전기(Electrical 
Engineering) 6

그림 4는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의 신설된 학과를 추

출하여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분석 결과이다. 워
드클라우드에는 분포가 3이상인 학과만을 나타내었다. 
표 3과 같이 사회복지 16회, 경영 13회로 가장 많은 빈도

를 보였으며 소프트웨어, 컴퓨터, 간호의 순서대로 많이 

나타났다. 

Fig. 5 Word cloud of new departments of colleges for 
recent 3 years(min=3)

Table. 4 Distribution of new departments of colleges for 
recent 3 years

Department frequency Department frequency

간호(Nursing) 12 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6

유아교육(Childhoo
d Education) 12 세무회계

( Tax Accounting) 5

전기(Electrical 
Engineering) 10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5

사회복지
(Social Welfare) 8 호텔관광

(Hotel Tourism) 5

아동보육(Child Care) 7 경영(Busines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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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최근 3년간 2년제 대학의 신설학과를 추출

하여 과의 분포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분석 결

과이다. 워드클라우드에는 분포가 3이상인 학과만을 나

타내었다. 표 4와 같이 간호 12회, 유아교육이 12회로 가

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전기, 사회복지, 아동보육의 

순서대로 많이 나타났다. 4년제 신설 학과와의 분포를 

비교하면 기존 학과의 분포와 같이 취업에 유리한 아동

보육, 세무회계, 호텔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냈다.

Fig. 6 Word cloud of changed departments of universities 
for recent 3 years(min=50)

Table. 5 Distribution of changed departments of universities 
for recent 3 years

Department frequency Department frequency

경영(Business) 548 행정(Public 
Administration) 305

건축(Architecture) 480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47

컴퓨터(Computer) 460 전자(Electronic 
Engineering) 226

영어(English) 361 경제(Economics) 195

사회복지
(Social Welfare) 348 기계(Mechanical 

Engineering) 175

그림 6은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의 변경된 학과를 추

출하여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분석 결과이다. 변
경의 의미는 학과(전공)명, 소속단과대학, 소속학부 등

의 변경된 경우이며 원시자료에서는 폐과로 표기되어 

있다. 워드클라우드에는 분포가 50이상인 학과만을 나

타내었다. 표 5와 같이 경영 548회, 건축 480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컴퓨터, 영어, 사회복지의 순서대

로 많이 나타났다. 

Fig. 7 Word cloud of changed departments of colleges 
for recent 3 years(min=30)

Table. 6 Distribution of changed departments of colleges 
for recent 3 years

Department frequency Department frequency

사회복지(Social 
Welfare) 255 자동차(Automoblie) 120

간호(Nursing) 241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20

피부미용(Beauty) 138 경영(Business) 116

건축(Architecture) 124 유아교육(Childhoo
d Education) 91

컴퓨터정보 
(Computer Information) 122 산업디자인(Industr

ial Design) 87

그림 7은 최근 3년간 2년제 대학의 변경 학과를 추출

하여 과의 분포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분석 결

과이다. 워드클라우드에는 분포가 30이상인 학과만을 

나타내었다. 표 6과 같이 사회복지 255회, 간호 241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피부미용, 건축, 컴퓨터정보

의 순서대로 많이 나타났다. 4년제 변경 학과와의 분포

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나 피부미용과 같이 2년제 대

학에 많이 개설된 학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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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을 이용하여 전국에 2․4년제 대학

의 학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2
년제와 4년제를 나누어 기존, 신설, 변경된 학과의 데이

터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도구 R을 이용하여 수

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 형태의 그

림으로 나타내어 시각화함으로써 빈도 수에 따른 키워

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과의 단어들로 구성된 사용자 사전을 구축하고 학과

명에 들어간 의미 있는 명사를 추출하여 새롭게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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