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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현직 직원에 의한 산업정보 유출 비율이 80%에 이르나 산업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뉴스기사나 정보유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그 원인들을 처우나 인사 불만 등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현직 직

원들이 익명 기업리뷰 웹사이트에 남긴 기업에 대한 평가 텍스트를 분석하여 기업에 대한 불만 내용들을 더욱 구체

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어떠한 불만사항이 퇴직이나 퇴사, 나아가 산업인력유출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해 불만 분야에 대한 의미사전목록을 제시하고 부분문법그래프(LGG)를 구축하였다. 또한 텍스트 분석 결과

에서 나타난 전현직 직원들의 불만사항과 기존 연구들에서 설문을 통해 정리한 인력유출 원인을 서로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석된 불만을 바탕으로 기업불만 해소를 통한 인력유출 방지 방안을 간략 제시하였다. 기존 설문 위주

의 산업 인력 유출에 대한 분석에 더하여, 웹 크롤링을 통한 자유롭고 솔직한 불만 분석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As industrial information disclosure by insider's rate is around 80%, most of relevant researches explain briefly its 
causes are discontent of salary or human resources system. This paper scrapes texts on Jobplanet, an anonymous company 
review website and analyzes discontent keyword by 7 related area and their contexts to find out more details on brief 
causes referred above.

After drawing LGG (Local Grammar Graph) by each areas with related dictionary list, this paper shows an example 
of concordance as a proof and several ways for human resources leakage prevention. Finally, text analysis results are 
compared with previous researches based on survey with limited questions and answer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ee discontent analysis with company review text and provide more specific, granular and 
honest discontent vocabu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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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 정보 유출, 산업기밀 유출등과 같은 산업스파이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정보

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직원에 

의한 내부유출이 80%를 차지하며 협력업체 직원의 숫

자까지 더하면 기술유출 주체의 90%가 관련 업무를 하

는 직원이라고 한다. 특히 산업보안에 의한 의식이 대기

업보다 낮은 중소기업에서의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기술유출의 원인이 금전유혹, 개인영

리, 인사 및 처우 불만으로만 조사되었기에[1] 더 구체

적인 불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

적이다. 해당 불만을 해소하거나 최소화시킴으로써 직

원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불만으로 인한 정보 유출 횟수

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불만이 

반드시 정보 유출(정보 절도)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기업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퇴사나 이직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기업리뷰를 분석하여 전현직 직

원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여 기존 연구에 나타난 이직 및 정보유출 원인과 비교한

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석 방법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

은 문서정보추출이나 오피니언 자동 분류를 위한 연구

에 부분문법그래프, LGG(Local Grammar Graph) [2], 
[3]를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영화평 문서의 

오피니언 분류 연구[2]에서는 제한된 언어적 정보를 바

탕으로 대다수의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들이 주로 통계

에 의해 수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어휘, 통사, 의미적 언

어 기술을 통해 더욱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웹 문서 정

보추출과 자연어처리 관련 연구[3]에서는 웹 문서 정보

추출을 위해 웹 텍스트를 검토하여 자연어 문장들을 추

출하였다. 신문사의 주식의 등락과 관련한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LGG를 구축하여 주식정보 등락과 관련한 영

역의 의미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리뷰 텍스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기업 불만에 관한 사전 목록 및 LGG를 구축하여 구

체적인 불만사항들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콘코던

스(용례 색인, Concordance)로 LGG의 기능 및 실제 결

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불만해소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주로 설문이나 문

헌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던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다. 

또한 세부 의미 분야별 의미사전을 구축하고 동사, 형용

사 기본사전을 통해 활용형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어

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추후 의미사전 목록을 추

가하여 더욱 다양한 불만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 텍스트마이닝 연구들[4], 
[5],[6]에서 명사 위주의 사전을 제시했다면 본 연구에

서는 의미사전 목록에 명사뿐만 아니라 서술어를 함께 

제시하여 더욱 확실한 불만 내용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

다.
산업정보유출 방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는 인력

관리를 통한 방지 방안으로는 정보유출 행위자와 행위

의 원인에 대한 연구[7],[8]와 정보유출을 직원절도행위 

중 정보절도로 정의한 연구[9]가 있다. 정보절도를 정보

유출행위로 정의하고 그 원인을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9]. 특히 소속 기업불만과 

관련하여 인원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10]가 있었

다. 그리고 설문을 통한 직원들의 퇴사 원인 연구[10], 
[11]들이 있었다. 퇴사한 직원들의 이직원인 연구[10]에
서는 임금이나 직무 혹은 승진, 감독자 및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불만이 발생할 경우 이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입사원 대상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 조

기퇴사 원인 연구[11]에서는 근로여건 (근로시간, 보수, 
승진, 장래전망, 근로환경 등) 불만족이 빠른 퇴사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
앞의 연구들을 통해 산업정보유출의 원인과 이직 및 

퇴사의 원인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설문

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설문 항목이나 답변에 나

온 항목들만이 연구 결과로 수집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이직 및 퇴

사 원인 유형을 구분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얻은 구체

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산업인

력유출 원인을 도출하고 유출 방지 방안을 모색한다.

Ⅱ. 연구방법 - 기업 내부자 불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익명 기업리뷰 텍스트를 분석하

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불만에 관한 의미 사전을 구

성한다. 다음으로 LGG를 통해 구체적인 불만사항들의 

패턴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콘코던스를 통해 LGG의 

기능을 검증하고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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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내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설문을 통해 진행되

었던 연구보다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총 7
개의 세부 의미 분야별 의미사전을 구축하고 동사, 형용

사의 활용형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어휘 변화 가능성

을 고려한다.

2.1. 익명 기업 평가 웹사이트에 언급된 전현직 직원의 기

업 리뷰 텍스트 수집

특정 기업에 대한 리뷰가 아닌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익명 기업 리뷰 웹사이트인 잡플

래닛(www.jobplanet.co.kr)에 2018년 7월 21일 기준 총 

19189개 기업의 기업리뷰가 등록되어 있었고 1개 기업 

당 1건씩의 기업리뷰를 수집하였다. 특히 실제 근무 경

험이 확실하게 드러나기에 일반 상품 후기나 댓글, SNS 
텍스트보다 내용에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불확실한 

질문, 허구적인 내용이 적다고 판단하여 잡플래닛의 기

업 리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잡플래닛

의 기업 리뷰는 전체 리뷰, 장점, 단점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이 중 전체 리뷰(따옴표 내부) 부분만을 크롤링하

여 텍스트 분석에 사용하였다. 장점 및 단점 하위 텍스

트의 경우 이미 긍정적, 부정적 특성이 드러나기에 가능

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 전체리뷰 부분을 선택하였

다. 수집한 부분은 [그림1]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다. 
파이썬 3.7.0 버전에서 Beautifulsoup 패키지를 사용

[12],[13]하여 약 2만 건의 기업 후기 (1기업 당 후기 1건, 
총 19189건)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Fig. 1 Crawling part of Jobplanet review (captured)

2.2. 유니텍스 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분석 

유니텍스(Unitex)는 사전과 문법 기반의 다국어 코퍼

스 분석 프로그램으로써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마른라발

레 (Paris-Est Marne-la-Vallée) 대학교의 LIGM 연구소

에서 개발되었고 오픈소스(http://unitexgramlab.org/)로 

공개되어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4]. 약 22개의 언어를 지원하며 사용하려는 언어별 사

전을 적용하여 코퍼스를 분석할 수 있다. 코퍼스를 구축

하는 데에는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였으나 파이썬용 

한국어 정보처리 패키지 KoNLPy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는 해당 패키지에 포함된 한국어 사전의 품질 때문이다. 
복합 명사가 과도하게 분리되어[15] 원래의 의미를 찾

기 힘들어지거나 복합 동사나 서술어의 원형이 잘못 추

출될 경우 전체적인 빈도 계산이나 의미 분야별 어휘 추

출 작업에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코

퍼스에 사용된 텍스트를 그대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
리고 자유롭게 작성되는 온라인 후기의 특성상 띄어쓰

기가 무시되고 새로운 유형의 복합어들이 많이 생성되

므로 그런 특성을 가진 어휘들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

었다. 한국어사전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 상태의 유니텍

스 프로그램은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한국어 단어를 제

대로 구분하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유니텍스를 통하여 

띄어쓰기 기준으로만 분리된 모든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어들을 의미 분야별로 분류하고 유니텍스 그

래프 모듈을 통하여 LGG[16]를 구축하였다. 전체적으

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의미, 
행위 분야별 키워드들을 분류하고 불만 관련 문장 패턴

을 구축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2.3. 키워드 유형 분류 및 의미 사전 구축

기업리뷰에 등장한 키워드들을 구분하여 의미 분야, 
주체, 행위별 유니텍스용 의미 사전을 구축하였다. 복합

어와 복합어절의 경우 텍스트 본문에 나타난 대로 띄어

쓰기가 무시된 내용은 무시된 채로 기재하였다. 개별 어

휘들의 빈도보다 다양한 키워드 유형(type)을 추출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문제 토픽 모델링 연구[4]에서는 토픽 선정을 위해 뉴스 

기사 텍스트를 분석했는데 한글 보통명사들만을 추출

하여 관련 서술어에 의해 전체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가 

변경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빅데이터 기반 

정보 추천 시스템 연구[5]에서는 의료관련 텍스트 데이

터 분석을 통해 질환의료키워드사전을 구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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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과 함께 사용되는 서술어 사전도 포함된다면 더

욱 정확한 질환 관련 정보 검색과 추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영문 익명 기업리뷰 사이트 텍스트를 분석하여 직

원 만족도와 기업 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6]에서

도 명사로만 이루어진 의미 분야별 키워드를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사전 목록에 명사와 서술어를 포

함하여 더욱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한 언어 자원을 구

축하려 한다.

Ⅲ. 익명 기업 리뷰 텍스트 분석 결과

3.1. 전현직 직원의 퇴사 (인력유출) 원인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 각종 기호 및 ‘하다’ 등의 기본 

서술어 등을 제외한 유의미한 키워드들을 살펴보았다. 
500건 이상의 고빈도어들은 사람(직원) 3804건 <19.4%>, 
없다(부재하다, 전무하다, 부족하다, 제로) 3393건 

<17.3%>, 분위기(문화) 2635건 <13.4%>, 발전(성장, 미
래, 전망) 1924건 <9.8%>, 연봉(월급) 1382건 <7.1%>, 
배우다(배울 점) 1281건 <6.5%>, 추천(비추천 포함) 
1157건 <5.9%>, 복지(복리) 1100건 <5.6%>, 체계(시스

템) 1083건 <5.5%>, 야근(야간) 655건 <3.3%>, 환경(공
간) 647건 <3.3%>, 퇴사(이직, 사직) 535건 <2.7%>의 

순서로 나타났다. 
‘추천’의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

되었고 “야근이나 박봉도 견딜 수 있는 분에게는 (이 회

사 입사를) 추천합니다.”와 같이 반어법으로 사용된 경

우도 다수였다. 그러므로 ‘추천하다’라는 키워드 자체

가 많다는 것만으로 추천받는 기업이 다수라고 할 수 없

었다. 
우선 상위 고빈도어 중에서 유일한 서술어인 ‘부재하

다/없다’의 대상들을 세부 의미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1
에 기재하였다. 각각의 어휘들이 부재한다고 생각해보

면 앞으로 살펴볼 7개의 의미 분야별 불만 내용과 큰 차

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잡플래닛에 등록된 

익명기업리뷰가 보통의 상품 및 서비스 후기들과 다른 

점은 싫다, 나쁘다, 불편/불쾌하다 등의 불만을 나타내

는 직접적인 부정어휘 없이 ‘부재’한다는 사실 전달만

으로 부정적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들이 다수 존재한

다는 것이다. 표1을 보면 체계, 인력, 복지, 보상, 휴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배려와 인정’이 없고 ‘전문성과 기

술력’이 없으며 ‘배울 점’과 미래가 없음으로써 기업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기 다

른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전현직 직원들이 ‘부재한다’
는 사실만으로 유사한 내용의 부정적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Table. 1 Examples of Negative Vocabularies by Absence

Area Vocabulary

System system, process, culture of organization

Human leader, human resource, person in long service

Environment resting room, window, safety equipment

Rest work life balance. holiday, vacance, weekend

Benefit welfare, benefit, education, supporting

Salary pay, salary, bonus, allowance, reward

Mood future, recognition, care, regard, consideration 

Work professionalism, task, mission, competitiveness

다음은 상위 (500건 이상) 고빈도어 순서로 유사의미

를 가지거나 동일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을 

정리한 것이다. 인물, 분위기(문화), 연봉, 복지, 야간근

무(야근), 물리적 근무환경(공간), 인사(퇴사, 이직, 사
직) 총 7개 분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빈도어 중 

‘발전’과 ‘배우다’의 경우 이미 언급한 ‘성장, 미래, 전
망’ 및 ‘배울 점’ 외의 세부 키워드 유형은 찾을 수가 없

어서 따로 소제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각 유형의 개별 

어휘들은 ‘존재’하거나 언급됨으로써 부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유형과 부정 서술어나 ‘부재’함으로써 부정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3.1.1. 인물 관련 - 사람(직원) 19.4%
경영진 (중립-CEO 간부 경영진 고용주 고위급 과장 

오너 팀장, 부정-독재자 윗놈 윗대가리 악덕대표), 그 외 

인물 (중립-사원 인력 직원 사람 가족, 부정- 꼰대 꼴통 

낙하산 똥차 빌런 양아치)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업 및 경영진의 태도와 관련하여 ‘취급’, ‘대접’, 

‘대우’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소모품 <101건> 부속품 가

축)을 사전 목록으로 구축하였다. 긍정 어휘(예우 배려 

상호존중 상호존칭 존대 존칭)의 경우 ‘없다’와 호응하

여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식의 불만으로 연결되

었다. ‘차별, 불평등, 무시(하다)’와 같이 그 자체로 불만 

극성을 가지는 어휘들도 다수였다. 정규직(비정규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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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168건으로 다소 낮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리뷰 개수가 높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3.1.2. 분위기, 문화 관련 - 분위기(문화) 13.4%
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하여 그 자체로 불만인 내용

(가부장적 강압적 강제적 경직적 고압적 편파적 권위주

의 보수적 봉건적 비체계적 전근대적 군대식 남성중심 

주먹구구식)과 중립 및 긍정적(애착 인간적 능력인정 

활기 생기 성취감 연대감 존중)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동료애’와 같은 어휘는 ‘있다/느끼다/크다’ 등과 함께 

사용되어 긍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없다/부재하다’ 
등과 함께 사용되면 불만을 나타내므로 긍정적 어휘는 

서술어와 함께 실제 내용을 파악해야 했다.

3.1.3. 임금 관련 - 연봉(월급) 7.1%
임금 관련 다양한 표현(급여 연봉 월급 기본급 보수 

임금)이 나타났고 기타급여(보너스 수당 경비 복지비)
관련 표현들이 확인되었다. 급여 및 연봉이 적다(낮다 

작다 짜다 박하다)는 언급과 임금이 밀린다, 혹은 체불

된다(안 나오다 떼이다 못 받다)는 내용도 다수 있었다.

3.1.4. 복지 및 휴가 관련 - 복지(복리) 5.6%
복지제도(복지 건강검진 교육 리프레쉬 복리 복리후

생 혜택) 및 휴가(휴무 월차 연차 반차 휴식)관련 어휘들

이 추출되었다. 어휘들 자체에는 부정 극성이 없지만 

‘없다’, ‘사용하지 못하다’ 등의 서술어와 호응하여 부정

적 사실을 나타내는 리뷰들을 다수 확인하였다.

3.1.5. 근무시간 관련 - 야근(야간 근무) 3.3%
근무시간과 관련한 표현(워라밸 근무시간 업무시간 

여가생활 자기생활 개인시간). 그 자체로는 중립이지만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다’, ‘근무시간이 길다’, ‘업무

량이 많다’와 같이 부정적 언급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

고 ‘강제 야근‘과 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근

무에 대한 불만도 다수였다.

3.1.6. 근무환경 관련 - 환경(공간) 3.3%
물리적인 근무환경 중에서 공간(근무시설 구내식당 

휴게시설 휴식공간 기숙사 사무실), 환경(업무환경 간

접흡연 한여름 공기 추위 햇볕), 위치(교통편 근무위치 

시골 외지), 불편함(덥다 좁다 더럽다 허름하다 춥다)등
으로 구분하였다. ‘휴식공간이 없다’와 같이 부재하여 

불만이 되는 항목도 있었다. 기존 설문을 통한 연구에서

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다.

3.1.7. 채용, 인사 관련 - 퇴사(이직, 사직) 2.7%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기업의 부정적 행위 (해고

하다 퇴사시키다 자르다 내보내다 갈아치우다 노동착

취), 직원의 부정적 행위(퇴사 <295건> 이직 <219건> 
사직 <21건> 나가다 그만두다 떠나다 관두다), 직원의 

긍정적 행위 (오래근무 근속하다 진급하다), 고용관련 

부정(인력난 인사적체 고용불안정 좌천 자리싸움)등으

로 분류되었다. 쉽게 해고하고 해고당하는(권고사직당

하다 나가야하다 아웃당하다), 쉽게 이직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

한 언급이 많았다. 

3.1.8. 소론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관련하

여 7가지 의미 분야별 사전 목록 일부를 예시하였다. 부
정적 어휘가 ‘없다(안하다)’와 결합하여 ‘야근 안하다, 
차별이 없다’와 같은 긍정적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였지

만 긍정적 어휘가 ‘없다(부재하다)’와 함께 사용되어 부

정적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였다. 결국 기존 연구

[6]에서 설문을 통해 첫 번째 퇴사 사유로 선정된 “근로

여건 (근로시간, 보수, 승진, 장래전망, 근로환경 등) 불
만족” 및 산업정보유출의 원인 연구[2],[4]에서 언급한 

“처우 불만”, “인사 불만”과 같은 내용인 것이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 나타난 직원 불만의 세부 내용

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수이지만 범죄와 관련된 어휘들 (비리, 성범

죄, 횡령, 탈세 등)도 나타났다. 빈도가 10 이하로 낮아

서 따로 유형을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범죄 관련 어휘들

의 경우 언급 자체만으로 부정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기존 설문을 통한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

던 의미 분야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퇴사하였다, 퇴사할 예정이다’라

고 분명하게 언급한 리뷰는 거의 전무하였다. 다만 2개 

분야의 불만이 중첩되거나 한 가지 분야의 불만 정도가 

클 경우 퇴사나 이직을 결심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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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 불만 LGG (Local Grammar Graph) 구축

LGG 방법론은 유한문법(Finite Grammar)모델로 정

규문법과 문맥자유문법 사이의 표현력을 가지는 모델

로써 프랑스의 전산언어학자인 모리스 그로스(Maurice 
Gross)가 제안[2]하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

는 방향성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형태로 구현

되며 LGG 문법을 통해 제한된 어휘적 현상이나 일반 통

사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용적 표현들을 효율적

으로 기술할 수 있다. 유니텍스 프로그램의 그래프 모듈

에서 생성 후 유한상태 오토마타 (Finite-State Automata)
로 자동으로 컴파일되어[2] 실제 텍스트 분석 작업에 적

용이 가능하다.
앞에서 정리한 의미 분야별 사전목록을 바탕으로 

LGG를 구축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대표 및 경영진 관

련 불만LGG’ 1개만 제시한다. 전체 LGG는 직원 불만

과 관련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12]

Fig. 2 LGG for CEO & Managers Discontent

대표 및 경영진 관련 불만 LGG(그림 2)에서는 중립

적인 키워들들은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여 부정적

인 내용으로, 부정적인 키워드들은 언급된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서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술어뿐만 아니라 ‘구시대적’, ‘군대식’, ‘강압적’, ‘수
직적’과 같이 전반적인 분위기 서술(<General Mood- 
Negative>)에 나타난 사전 목록들과 호응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3.3. 기업 불만 콘코던스 확인

다음은 대표 및 경영진 관련 불만 LGG에 대한 콘코

던스 예시이다. 결과 일부를 캡처한 그림 3의 파란 색 밑

줄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LGG를 통한 의미 분야별 불만 

내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ncordance Example for CEO Discontent LGG

기존 연구들에서는 퇴사나 이직 및 산업정보 유출의 

원인이 첫째로 금전적인 문제(낮은 보수 및 적은 금전적 

보상, 처우불만)에 있다고 하였는데[1],[10] 그뿐만 아니

라 임직원들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기업의 분위기도 

직원 불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퇴사나 이직의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Ⅳ. 전현직 직원의 불만 해소 및 퇴사(인력 유출) 
방지 방안

직접적으로 산업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력이 유출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정보유출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산업정보보호는 물론이고 장기

적으로는 채용비용 감소 등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전현직 직원들은 기업의 분위기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였다. 부정적인 분위기(군대문화, 꼰대문화, 강압적, 
강제적, 상하수직 관계)를 개선하여 대표를 비롯한 경영

진들이 일반직원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일반직원

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직원들의 퇴사 의

지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체계가 없고 전망 (미래, 발
전)이 없다는 불만과 관련하여 전사적으로 업무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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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미래비전을 직원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없애고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수당 지급

도 당연하다. 복지 체계가 없거나 사용이 힘든 기업은 

직원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배울 점이 없다’는 불만과 관련하여서는 직무 교육이

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배

울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

도를 바꾸고 인력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

다면 일반 직원들도 그러한 분위기와 문화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 방면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인 ‘애사심’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산업 인력 및 산업 정보 유출 방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익명 기

업리뷰 텍스트를 분석하여 기존의 설문을 통한 연구에

서 ‘보수 불만, 처우 불만, 승진 누락’등으로만 분석된 

인력 및 산업 정보 유출의 원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

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을 중요시하는’, ‘직원을 쉽게 해고

하지 않는’, ‘다양한 교육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적절

한 기본급 및 수당, 복지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미래 

비전이 있는’, ‘경영진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는’ 분위기

의 기업으로 바뀌고 ‘ 정보보호 관련 체계가 있는’ 기업

이 된다면 퇴사율도 감소하고 더불어 내부인력의 자발

적인 이직이나 스카우트에 의한 산업 정보유출의 위험

도 낮아질 것이다. 
이는 기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대비 웹사이

트 등에 공개된 온라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좀 더 다양

하고 자세한 불만 내용과 퇴사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의미사전과 LGG, 
콘코던스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텍스트마이닝 방법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분석에 사용한 익명 기업리뷰 텍스트들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한계점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직원의 경우 직원 자체의 태

도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데도 기업 탓만 하는 식의 

리뷰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한 회사와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또 다른 

차원의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추후 CEO 및 경영

진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분석을 하거나 직원들이 기업

에 대해 만족하는 내용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 작업과 같

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결과 비교에 

의한 상호 간의 불만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뿐만 아니

라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며 해당 교

육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욱 효과적인 산업인력 유출 방지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대문화, 군대분위기, 가족기업, 가족

회사’와 같이 어휘 그 자체로는 극성(긍정이나 부정)을 

가지지 않는 표현이 특정 의미 분야 (기업 리뷰 텍스트)
에 사용됨으로써 부정 극성을 나타내거나 반어법을 사

용하여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 

자체로 확실한 극성을 나타내는 어휘뿐만 아니라 의미 

분야에 따라 극성이 달라지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극성

이 생겨나는 표현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교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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