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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온라인 미디어에서 수집된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된 포털사이트 뉴스, SNS 서비스, 블로그,의 빅데이터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오피니언마이닝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안 진행돼왔던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성과의 평판 및 

향후 논의될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한국식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선진

화된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의 예측 및 성과요인 분석을 통하여 차후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한 의사결정 예측분석의 해결책

이 마련될 수 있으며,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 및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식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아가야할 중장기

적 발전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big data analysis for South Korean software education in order to derive the reputation of the 

performance of domestic software education that has been implemented thus far and related agendas that will be discussed later 

centering on the opinion mining analysis technique based on the big data from domestic software education related portal news, SNS 

services, and blogs collected through online media over the last three years. In addition, based on the foregoing, advanced future-oriented

education systems can be predicted and the performance factors can be analyzed so that big data based solutions for decision making 

prediction analysis can be prepared later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plans to promote creative convergence talent cultivation and 

software education can be sought to accurately set the direction of mid/long-term development in which Korean style software education

should go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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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R&D 사업이 끈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빅데이터

를 활용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ICT · BT · Smart-City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관련 조직과 법을 신설하

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교육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아직 더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도 

특정 부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우수한 IT 인프라에 힘입어 점차 교육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

한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년 간 축적된 대용량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빅데

이터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교육과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컴퓨팅 사고력 

등을 중심으로 창의 · 인성 · 융합 교육 등 각 부처가 교육 체질을 개선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다년간 수행

해오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정보들이 산재해있다[1]. 국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반적

인 시스템 분석을 진행하면서 교육과 국민 간의 이질감을 줄이는데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량화시켜 측

정할만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소셜 미디어 서비스 같은 온라인 매체의 급성장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여론평가 기준의 새로운 하나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 망을 활

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쌍방향 소통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와 

함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평판 분석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상의 사회적 이슈가 온라인 매체

의 여론에 의해 공공의제에서 정책의제로 바뀌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 

상의 여론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책의제 설정에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여론평가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2]. 이러한 추

세에 발맞추어 정부 내 공공기관들은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대다가 아닌 일대일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와 같은 국가정보자산을 개방 및 공유하고 있다. 한편 2018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

된 소프트웨어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핫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여러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좌담

회나 학회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무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따른 개선책 등 많은 교육의제들이 도출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배정시간으로서 기존의 과목별 배정에서 소프트웨어 교

육이 차지하는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뜨거운 난상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

기 전 가장 필수적인 단계가 바로 교육의제의 형성인데 이 의제설정의 적절성 여부가 향후 교육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의 효과적인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효과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제도출을 위해 최근 3년간 국내 소프

트웨어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동향을 대상으로 하여 소셜 미디어와 포털 뉴스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 상에서 수집된 비정형데이터

를 빅데이터화 하여 이를 오피니언마이닝 분석 기법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도출함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의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교육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대용량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습을 위한 교육용 빅데이터의 활용방법과 그에 대한 질의 빈도는 다

양한 변수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모델은 교육정책의 성과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 로드맵 모델로 삼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 교육정책의 분석방법은 정책의제가 사전에 외부로 노출

되었을 때만 관련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교육정책 개선에 주관적인 키워드를 통해 정책의제를 설정해왔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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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육용 빅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토대로 교육정책 의제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교육 시스템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는 있지

만 질의 되지 않은 불특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교육정책 의제의 설정이나 비교가 가능한 참고 데이터의 수요로서만 필요하게 

된다.

2.2 비정형 데이터의 오피니언마이닝 분석

오피니언마이닝은 소셜 미디어나 포털 뉴스 같은 온라인 매체로부터 수집한 정형 혹은 비정형텍스트에 대하여 긍정, 부정, 중

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며, 특정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시장규모 예측, 소비자 반응, 입소문 분석 등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분석 

기법이다[3,4]. 이 기술은 긍정 · 부정을 표현하는 어휘정보를 추출하고, 오브젝트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된 문장을 인식하여 특정 

의견 글이 포함된 패턴의 합으로 서버 내 입력된 감성사전을 기준으로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를 측정하여 얻어진 결과 값을 그래

프 등으로 시각화가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비정형데이터로부터 보다 의미 있는 정보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피니언마이닝은 감성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연어처리와 컴퓨터언어학 분

석에 쓰이는 기술인 텍스트마이닝의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5].

2.3 비정형 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 분석

텍스트마이닝은 자연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보데이터를 추출해내고, 다른 정보데이터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텍스트가 가진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등의 보통의 정보검색 그 이상의 결과 값을 얻어낼 수 있으며, 문서요약, 특성추출 등이 텍스

트마이닝의 핵심연구분야이며 그 응용분야는 매우 다양하다[6]. 문서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거

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응용이며, 사용자 웹 상에서 문서를 찾는 것을 도와주거나 사용자 프로필의 생성 및 분석, 

문서에 쓰인 자연언어 식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의 분류 및 군집화, 문서분류 정보를 이용한 문서 재해석, 문서의 요약 

· 번역 · 탐색, 시계열 정보의 획득을 통한 시장 및 위험도 분석, 문서 색인, 문서 여과 및 추천, 대표적 키워드나 토픽 추출 등이 가

장 대표적 응용분야라 할 수 있다.

3. 분석 방법론 및 절차

3.1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오피니언마이닝 분석 프로세스는 비정형데이터를 기준으로 소셜 미디어 작성 글이나 포털 뉴스 댓글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 관한 대중 여론평판 및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온라인 매체 상에 분포되어 

있는 블로그, 트위터, 포털 뉴스의 3가지 항목을 핵심 키워드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된 비정형데이터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긍정 · 부정에 따른 감성단어의 극성 분류 및 감성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감성사전 개발

의 전체 시스템 구성은 데이터의 수집 · 저장 · 전처리를 위한 스토리지 서버, 자연어 처리 및 감성단어의 형태소 분석을 위한 자연

어 처리 학습모형, 오피니언 추출을 위한 감성사전 구축 서버전환 단계의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피니언마이닝 분석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관련 비정형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류, 데이터 전처리, 감성사전 

구축, 오피니언마이닝 분석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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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ed flow rate according to analysis conditions

3.2 빅데이터의 평판분석을 위한 한국어 문법 기반의 전처리 설계

한국어 문법에서 오피니언마이닝 분석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어의 전처리 설계와 문법상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사전에 포함할 단어의 후보군을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수집

된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처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상치 및 틀린 값들은 데이터의 수치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문장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 혹은 감성단어가 될 수 있는 중요 단어들을 추출하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미국에서는 영문법

에 대한 감성단어를 추출할 경우 SWN (SentiWordNet)을 활용하여 쉽게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SWN은 영문법을 적용

하여 감성정보를 담은 사전으로 감성 분류와 오피니언마이닝 분석을 위해서 의미 있는 긍정, 부정의 감성수치를 부여하여 구축

된 어휘사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300여개 이상의 연구그룹에서 활용되고 있다. SWN의 특징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에 

속하는 147,278개의 영어단어들을 기반으로 동의어 집합들로 어휘 사전으로써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 값의 총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 되어 있다. 

즉, SWN은 문법 알고리즘의 구조상 영문법의 문장 감성추출에 특화 되어있지만 한국어 문장에서 감성단어를 추출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측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entiWord Net을 배제하였고 한

국어 문법의 감성단어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워드 필터링

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특수문자 및 영문과 불용 어휘들을 모두 필터링을 통하여 제거 하였다. 명사 추출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

법상 형태소의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 의미 없는 용어 및 한 글자 텍스트를 제거하였다. 이는 단어의 

가중치에 의해서 하나의 문서를 기준으로 관사 및 추임새, 불필요한 용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다. 세 번째 접속사 형태의 동일 

단어를 구분하여 감성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분류하였다. 네 번째 동음이의어와 이름동의어를 구분하여 하나의 감성사전 API

에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줄임말과 신조어를 제거하되 위키피디아 및 국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만을 반영하여 필터

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3.3 감성사전 구축을 위한 동음이의어와 이음동의어의 분류 모델 

한국어 문법에서의 효율적인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위한 고려대상으로 단어의 이해이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존재한다. 이를 동음이의어라고 하며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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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의 분류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낱말이 존재하며 이를 이음동의어라고 한다. 동음이의어와 이음

동의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Table 1. Examples of homonyms and synonyms

형 태 단어 의미

동음이의어(Homonym)

부치다

- 힘이 부치는 일이다.

- 편지를 부친다.

- 논밭을 부친다.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인쇄에 부치는 원고.

붙이다

- 우표를 붙인다.

- 불을 붙인다.

- 감시원을 붙인다.

- 조건을 붙인다.

- 별명을 붙인다.

이음동의어(Synonym)
스마트폰

- 휴대폰

- 휴대전화

- 핸드폰

- 모바일폰

선박 - 배

이와 같은 문법은 오피니언마이닝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되는 단어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미에 대한 테이블 분류를 수행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배” [boat]라는 의미는 물 위에서 움직이는 “선박”과 같은 의미이지만 과일에

서의 “배” [pear]와 신체적 의미에서의 “배” [stomach]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3.4 감성사전 구축을 위한 한국어 기반의 반의어 형태 구성 

평판분석은 하나의 문장에서 긍정 단어와 부정단어의 횟수를 평균으로 종합하여 문장에서의 긍정도와 부정도로 평판을 분석

한다. 하지만 긍정단어 뒤에 부정문으로 결론적 어휘를 포함한 반의어(Antonymy)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장들을 분석하면 전

체적인 문맥상에서 긍정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마지막 단어가 부정일 경우 문장 전체 흐름의 맥락에서 부정적 미래예시를 보이

는 반의어가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성사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긍정 단어가 문장 내부에서 사후 단어에 대한 반어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어휘에 대한 단어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긍정어휘로 고려

하되 부정어휘로 전환되어질 예측 어휘를 필터링하여 별도의 데이터 사전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연관된 단어의 집합을 구성한다. 오피니언의 감성 판별에 있어서 각 문장에서의 긍정과 부정이 얼마나 출현하였는지에 비례하여 

그 문장을 판단하기에는 정확도가 저하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어법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문장에서 긍정 단어와 단어의 가

중치가 높게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문장에서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 해당 문장은 부정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단어에 대한 연관 규칙을 적용하여 감성사전을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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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화형 감성사전 구축

의미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전처리 수행을 통하여 도출된 단어들은 감성단어 후보 그룹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결과 값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성단어 후보 그룹으로 선정된 단어들의 상위 20%를 추출하여 감성

단어로 최종 선정하였다. 하위 그룹에 분포된 데이터들은 가중치가 높거나 의미 있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지만 긍정 · 부

정 · 중립 · 기타로 태깅하여 극성 분류를 수행할 경우 대부분 중립 내지 기타 극성에 가까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어 집합들은 사전에 제거하였다. 한편 감성단어로 최종 선정된 상위 20%의 단어 중에서도 중립과 기

타 극성에 해당하는 단어도 존재하며, 이는 해당 단어의 가중치가 매우 높거나 문서상의 빈도수가 매우 높은 상위 단어집단에 해

당된다.

Fig. 2. sensitive word provision for selection

4. 분석 결과

4.1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식 소프트웨어 교육의 온라인 매체 평판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및 축적하고 이에 따른 전처

리 수행을 하였다. 또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 문법의 설계 기법 및 이에 따른 반의어 대응, 동음이의어, 이음동

의어 규칙 분류, 연관 단어의 분해를 수행하였다. 비교 분석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텍스트 단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관된 규칙을 적용하여 규칙적으로 빈도수가 많이 발생한 단어 40,000개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단

어 중 긍정단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명사를 중요단어에 일부 포함하였다. 두 번째, 한글자로 인식하는 어휘는 모두 필터링 

과정에서 배제하였으며 단어와 단어사이의 연관성 빈도가 높은 동사 및 반의어 등을 추출하였다. 세 번째, 온라인 뉴스 기사의 특

징상 일반 댓글의 수준이 아닌 전문 기자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이므로 비속어 및 불특정 용어의 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숫

자 및 특수기호와 신조어 및 인터넷 언어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줄임말의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 

“멘붕” 이라는 타이틀의 문장에서 멘붕은 멘탈 붕괴의 축약어로써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는 다는 의미로 위키피디아

(Wikipedia) 및 지식백과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신조어이다. 하지만 부정 단어의 판단보다 품사의 용법 즉, 명사(N)와 명사(N) + 

명사(N)로 구분하기가 불명확한 단어로 치부하고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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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프트웨어교육의 평판 분석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교육” 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당 년도에 따른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를 퍼센트로 분류하였다. 블로그와 뉴스기사를 중심으로 2017년도 평판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항목에서 80%이상이 긍정

적인 단어가 도출되었으며, 부정적인 단어는 20%내외를 나타냈다. 이 시기에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 시행 단계를 앞두

고 있는 실정이라 부정적인 단어로는 “사교육”, “미흡”, “불안정” 등의 견해가 도출되었으며 긍적적인 단어의 상위 키워드로는 

“재미있다”, “놀이” 등이 등장하였고 빈도수가 높은 비 감정단어로는 “코딩교육”, “사고력”, “창의”, “4차산업” 등이 도출되었다. 

Fig. 3. Opinion Mining Analysis of Software Education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긍정률이 전년도 대비 4~5%정도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도

부터 2019년도 상위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는 “컴퓨팅사고”, “생각”, “자유” 등이 등장하였으며, 부정 단어에서는 2017년과 동일

하나 “막연”, “어려움”, “불안”, “수능” 등이 추가되었다. 기존 2017년도에는 도입에 따른 우려와 사교육비 증가에 집중된 반면 

도입 이후에는 코딩교육에 따른 준비 미흡과 제도적 차원의 개선들이 도출됨에 따라 현재 코딩 교육의 컬리큘럼의 재편이 필요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데이터에서는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하여 여론에 따른 긍정도에 비해서 부정도가 저조한 경우로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교육의 재편이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년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보다 부정요인이 조

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이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정 단어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교육”이라는 단어가 큰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재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교육”이라는 단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인 요소가 대폭 감소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현 분석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긍정단어에서 

연관된 기사의 내용들을 역추적한 결과 소프트웨어교육의 긍정적인 요인의 증대보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사들에서 긍정적

인 단어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내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팅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 

사례를 기반한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재편이 되고 있으며, 프로그래밍에 포커스를 맞춘 개념이 아닌 사고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왜 소프트웨어교육이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프

트웨어 교육”의 키워드로 빈도수의 뚜렷한 요인으로 “컴퓨팅사고”외에 “AI”, “기업”, “프로그램”, “제공”, “융합교육” 등이 발생

되었는데, 본 단어들을 활용하여 연관된 의미를 재분석하고 웹상에서 추적분석한 결과로 긍정적인 요인이 대폭 높은 이유는 소

프트웨어교육을 연계한 다른 사업들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교육에서 도출된 “기업”

이라는 추가 검색어의 경우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젊은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블로그와 기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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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AI”의 검색 결과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AI까지 다루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사의 글들

에 의해서 본 분석 결과가 긍정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긍정에서 도출된 “개선”이라는 용어는 좋은 의미로의 개

선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의 개선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면 시간이 흐

를수록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국형 소프트웨어교육의 다양한 개편

과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기존의 교육용 빅데이터의 활용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데이터 조회 및 빈도수 관계 등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일률적 분석모델은 교육정책 의제설정에 대한 성과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한 분석기법은 

정책의제가 사전에 제시된 경우에만 관련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관적인 키워드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이 진행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정책 의제 도출을 위한 오피니언마이닝 분석 

데이터를 정책의제 설정에 활용할 경우 온라인 매체 상의 광범위하고 방대한 양의 비정형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이 가능하며, 수

치상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과 값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으로 국내 웹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평판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웹 상에 도출된 의견은 학습자 및 교수자 중심의 

평판이 아니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의견이 포함됨에 따라 차후에는 실제 교육을 제공받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정량적인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특정한 단어 또한 테마에 따라서 긍정단어가 부정이 될 수 있고, 부정 단어가 긍정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도가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정제 과정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분석 논리에 기반 한 정책의제의 도출에 힘입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소프트웨어 교육 프

로그램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반드시 필요한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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