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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진로교육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분야

에 있어서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단순처리과정을 거칠 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 예측 프로그램을 설계 제시

하고자 한다.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관찰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트리중 가장 인공지능에 가깝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C4.5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희망 진로를 예측하는 것이다. 판별결과 카파계수는 

0.7을 넘어 상당한 일치도를 보였고 평균절대오차도 0.1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이듯이 많은 연구 및 데이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상담에 활용 진로를 제시하고 수업 

태도 및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e wak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blem of career education in schools has become a big issue. While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services or technologies to effectively hand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field of education, data on students is simply process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design and present career prediction programs for studen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Using observational data from students at the institute, the decision tree is constructed with the 
C4.5 algorithm known to be most intelligent and effective in the decision tree and is used to predict students' path of 
hope. As a result, the coefficient of kappa exceeded 0.7 and showed a fairly low average error of 0.1 degrees. 

As shown in this study, a number of studies and data will be deployed to help guide students in their consultation and 
to provide them with classroom attitudes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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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직업 생태계의 변화, 공
유 경제로의 전환, 탈도시화 및 분산화, 인간성 상실의 

위기 등의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상은 물론 교육 시스템

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1] 특히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성

될 것으로 보고된 바, 이를 대비하여 진로를 준비라고 

탐색하는 진로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1]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IT분야에서는 빅 데이

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기

술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교육분야

에 있어서도 학생들에 대한 빅 데이터가 존재하나 이러

한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 조회, 저장하는 단순처리과정

을 거칠 뿐이다.
향후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통계분석 등을 폭 넓게 

이용하여 교육분야의 빅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규칙이

나 패턴 및 관계를 찾아내어, 실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생산 지능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3]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관찰을 통

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희망진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예측하여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는 프

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Ⅱ. 의사결정트리 

2.1. 의사결정트리 개념

의사결정트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고 규칙을 

생성하는 모형이다. 플로우 차트와 유사하며, 루트 노드

와 리프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루트 노드는 입력된 데

이터의 속성을 분류하여 결정한다. 리프 노드는 결정의 

결과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노드를 의미한다. 그림 1
은 일반적인 의사결정트리의 분리과정을 설명한 그림

이다. 가장 첫 단계의 결정 노드는 뿌리 노드이며 그림 1
의 루트 노드1에 해당 된다. 하나의 대안이 여러 개의 리

프 노드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뿌리 노드에 가까운 단계의 결정 노드일수

록 목표한 대안을 설명하기 용이한 변수이다.[4]

Fig. 1 Example of a decision tree

의사결정트리는 CAHID, CART, ID3, C4.5, C5.0 등
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각각의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 노드의 처리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분류기준, 분류방법이 달라진다. CAHID와 

CART 알고리즘은 통계적 기법을 기반으로 지니 계수

(Gini index), 카이제곱(Chi-Squared statistics), 이득 비

율(Gain rate)의 개념을 사용한다.[5] 

 
  



log 

 데이터샘플
 범주에속할비율

(1)

ID3, C4.5, C5.0알고리즘은 순차적으로 개발된 알고

리즘으로, 엔트로피와 정보이득(information gain)의 평

가지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접

근 방법에 속한다.[5]
본 연구는 학생들의 수업행동 관찰 표준안을 만들고 

이 표준안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 및 진로를 예측하고 추

천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에 

유사한 기반을 두고 있는 C4.5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한다.

2.2.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별 비교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 종류는 ID3 알고리즘,C4.5 
알고리즘,C5.0 알고리즘, CART ,CHAID 알고리즘이 

있으며,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

즘은 C4.5또는 C5.0이다.ID3알고리즘의 수치형 데이터

를 분류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한 알고리즘이 C4.5가 개

발되었으며 다시 이를 보완한 알고리즘이 C5.0이다. 이
들 알고리즘들은 크게 인공지능,기계학습 분야에서 발

전된 ID3,C4.5, C5.0과 통계학 분야에서 개발된 CART, 
CHAID 알고리즘으로 분류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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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의사결정트리의 각 알고리즘의 특징을 구분

해놓았다.[7]

Table. 1 Separation of decision tree algorithms

Algorithm Mmethod Relative

ID3 Entropy Poly separation

C4.5 Information Gain Poly separation & Binary 
separation

C5.0 Information Gain Similar C4.5

CHAID Chi-Square Statistical Approach

CART Gini Index Statistical Approach & 
only Binary separation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소속의 정보

반 학생들의 관찰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의 수업을 대상으로 

관찰교사가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다양한 행동들을 기

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일지에 기록된 학생들의 

희망진로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Table. 2 Number of students per year

Year Number of students

2014 10

2015 13

2016 15

2017 15

표 2에서 보이듯이 4년간의 학생 53명학생의 데이터

를 활용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학

생당 수강한 강의 별 관찰데이터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서 데이터를 총 1038개의 데이터로 늘려서 연구를 실시

하였다.

3.2. 데이터 전처리 및 수치화

Fig. 2 Student observation data

그림 2는 학생 관찰일지의 일부이다 관찰일지는 교

사 및 학생들의 수업중의 행동 및 내용을 관찰교사가 기

록하여 남겨둔 데이터로 관찰교사들이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들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이는 데이터로서는 

훌륭하지만 의사결정트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표 3
과 같이 몇 가지 항목을 정리하여 데이터를 변환 전처리 

및 수치화 하였다.

Table. 3 Data item
Attributes Variable

student student_id
APM 1, 2(1=AM, 2=PM)

hopejob 0 ~ 9(Job category table)
teacher 1 ~ 4

competence 1 ~ 5(unsatisfactory~best)
attitude 1 ~ 5(unsatisfactory~best)
question 1 ~ 5(unsatisfactory~best)

leadership 1 ~ 5(unsatisfactory~best)
communication 1 ~ 5(unsatisfactory~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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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진로는 학생들의 상담일지를 바방으로 학생들이 

기록한 희망진로를 2018년 취업알선 직업 분류표에 따

라서 아래 표 4와 같이 크게 10가지로 분류하였다.

Table. 4 Job category table

Variable Job category

0 management, office, finance, insurance

1 a research and engineering profession

2 Education, law, social welfare, police, 
firefighting and military personnel

3 a health/medical position

4 art, design, broadcasting and sports jobs

5 beauty, travel, lodging, food, expenses, and 
cleaning jobs

6 Sales, sales, driving and transport jobs

7 Construction and mining jobs

8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production jobs

9 agricultural and fisheries jobs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전처

리 및 수치화 시킨 데이터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Fig. 3 Pre-treatment data

Ⅳ.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학생 진로 예측 
프로그램 설계

4.1. 학생진로 예측 프로그램 순서도

학생의 진로예측 및 추천 전체 처리과정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Fig. 4 Flow chart of a career prediction system

그림 4에서 보이듯 첫 번째 관찰데이터를 의사결정 

트리로 제작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두 번째는 데이

터를 입력받고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 세 번째는 

데이터를 변환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제작하는 과정 그

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트리에서 규칙을 추출하여 

진로를 예측 하는 과정을 거친다.

4.2. 의사결정 트리 및 결과

우리가 예측하고자하는 데이터는 학생들이 제시한 

희망진로를 바탕으로 관찰된 학생들의 행동 및 수업 내

용 등을 가지고 의사결정트리 중 C4.5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트리를 구성하면 아래 그림 5와 같이 트리가 구성

된다. 
Number of Leaves : 165
Size of the tree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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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4.5 Decision tree

위 그림 5에서 보이듯이 사이즈는 209 총 노드는 165
개의 크기를 가지는 의사결정 트리가 생성되었다. 그림 

6은 그림 5의 트리중 일부분을 확대한 모습이다.
그림 6은 루트 노드에서 리더쉽 항목에 따라 분기했

고 다음단계에서 학습태도에 따라 분기한 그림이다. 수
업태도가 4등급인 학생을 다시 학습활동에 따른 구분으

로 분리된 부분을 확대해 보았다.

Fig. 6 Part of C4.5 Decision tree

Table. 5 Summary of C4.5 Decision tree
Correctly Classified Instances 828 79.7688 %

Incorrectly Classified Instances 210 20.2312 %
Kappa statistic 0.7293

Mean absolute error 0.1021
Total Number of Instances 1038

Table. 6 Confusion Matrixmary
a b c d e f <-classified as

24 2 1 0 0 0 a = 1
1 36 14 0 1 0 b = 2
2 10 277 30 4 0 c = 3
0 2 80 242 25 0 d = 4
0 0 10 28 127 0 e = 5
0 0 0 0 0 122 f = 9

표 5는 그림5의 의사결정트리를 요약 분석한 표이다. 
위의 의사결정트리들을 분석해보면 총 1038개의 데이

터 중에 79.7688%정도 되는 828개의 데이터가 유의미

하게 사용되었고 20.2312%에 해당하는 210개의 데이

터가 잘못 분류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이는 데이터의 

입력 할 떄 결석이나 지각으로 인하여 학생관찰기록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분류로 표시하였으나 데이터 전처리 

및 수치화할 때 적용시키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나타났다.
관찰자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카파계수는 0.7293

으로 상당한 일치도를 보였다. 평균절대오차는 0.1021
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6의 매트릭스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분류로 보

게되면 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그 희망진로에 따른 진로

추천이 확률로서 제시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되어있는 직업군은에서 한쪽으로 편중된 

예측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과학영재교육원의 소프트웨

어 영재반 학생들이라는 한쪽으로 편중된 데이터이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진로 및 수업내용도 소프트웨어 
영재에 맞는 내용이기에 편중되어 나타 날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직업군은 10개로 분류하였으나 학생들이 희

망하는 진로는 6가지 영역으로 한정되어있었고 이 6 가
지 영역중에서도 연구직 및 과학기술직에 편중되어있

었다.

Ⅴ. 결  론

학생들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생 및 미

래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이다. 기존에는 학생들의 희

망 진로를 전해들은 다음 학생들에게 희망진로를 위한 

학습 방법 및 노력해야할 점들을 추천해주는 수준에 진

로상담이 그쳐 있었다. 
본 시스템의 희망진로 예측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태도 및 성적 등의 다양한 관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희망

진로를 바탕으로 예측진로를 추천할 수가 있고, 희망진

로에 따른 학습 태도 및 공부 방향까지 결정해 줄 수 있

다. 카파계수가 0.7이상의 수치로 상당한 일치도를 보였

고 평균절대오차도 0.1의 수치를 보이는 등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나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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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반에 한정된 데이터기에 희망 진로 및 예측진로가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기에 향후에는 일단 학생들

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

행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제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의사결정트리를 만들어 해석하고 검증하는데 그쳐있기

에 실제 DB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사람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

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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