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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text big data analytics)을 활용하여 교육부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 것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 사이

에 공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교육부의 보도 자료 25개와 국내 10대 종합일간지의 기사 625개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 중 잠재 디리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픽

을 추출하고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부 문서에서는 3개, 신문 기사에서는 7개의 잠재된 토픽이 나타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주로 다루는 토픽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유사한 세 가지 토픽(추진 배경, 운영 방안, 결과 활용)이 나타났지만 중점을 두는 내용에 차이가 발견되었고, 

신문 기사에서는 이 외에 4개의 토픽(평가 방식, 고등교육의 질, 대학의 책무성, 대학의 홍보)이 추가로 나타나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관심과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축적되어 있는 많은 양의 텍스트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 종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구체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정책 이해 주체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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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 교육부는 전국의 298개 대학들(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

가를 시행하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간 균형발전과 고등교

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규모를 줄이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2014a)에 따라 도입되었고,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

도록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활용

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김정민, 201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모든 대학을 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 및 재정 지원 정도에 차이를 두는 구조개혁 조치에 활용할 것으로 명시(교육부,

2014a)되어 대학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행 과정과 평가 결과 활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이견 제시와 찬반 논란(한겨레, 2015.08.31.; 중앙일보. 2015.09.02.)이 발

생하는 등 많은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남궁근, 2014; 이영, 2014; 이기종, 2015; 이영학,

2016).

다수의 선행연구들(남궁근, 2014; 이영, 2014; 이원근, 2014; 강창동, 2015; 반상진, 2015; 박순

진, 2016; 신정철, 2016; 이영학, 2016)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나 대학구조개혁법에 관심

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서 수행된 김미란 외(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 평가지표 특성만을 다룬 연구들(김성열, 오범호,

2014; 강성환, 한대희, 2015)과 한국교육평가학회 세미나의 토론 자료들(김신영, 2014; 서민원,

2014; 이기종, 2014; 이원석, 2014), 그리고 이기종(2015)의 연구 정도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체

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일부 지표

에만 초점을 두거나 한정된 문헌에 기초한 내용 분석 및 방안 제시 등으로 제한된 범위의 분석 

및 쟁점 도출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충분한 정보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와 같은 언론 자료는 교육에 대한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ckmore & Thorpe, 2003; 하연섭, 2010; 황하성, 손승혜, 장윤재, 2012). 국가인적자원개

발에 대한 언론의 관점을 분석한 임경수, 이희수(2009)와 교육정책과 언론의 관계를 다룬 김병

주, 김태완, 김은아(2006), 하연섭(2010), 박성태(2011) 등의 연구들은 언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실제 교육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도 신문기사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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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기종(2015)은 구조개혁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신문기사 30개를 이용해 의

미 연결망 지도를 제시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실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다룬 신문기사 중 극히 일부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관

심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언론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

여 어떤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숫자

나 범주형 자료와 같은 정형 자료(structured data)뿐만 아니라 책, 보고서, 신문 기사, 법원 판례 

및 판결문, 웹 페이지, 이메일 등 수많은 다양한 문서자료, 비디오, 이미지 등의 비정형 자료

(unstructred data)의 생성, 저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Gan et al., 2014; Daniel, 2015), 이

러한 자료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기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

트웨어가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식이나 저장, 관리 및 분석의 정도를 뛰어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Manyika et al., 2011)한다. 최근에는 자료의 크기로만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덜 구조화된 특징을 의미하는 다양성(variety)과 어떠한 정보를 발

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가치(value)에도 주목하고 있다(Einav & Levin, 2014; Daniel,

2015).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이론, 방법과 해석을 발전시키고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잠재

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어(White & Breckenridge, 2014), 이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다(Gan et al, 2014; George et al., 2014; Daniel, 2015; HanChen, MaoShan

& Peng, 2016).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analytics)은 실시간 자료이며 이전에 많이 다루어지

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관찰 자료인 빅데이터로부터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와 의미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이재성, 홍성찬,

2014; Daniel, 2015; Zakir, Seymour & Berg, 2015).

특히 비정형 자료의 대표적 형태인 텍스트(text) 자료를 이용하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

은 텍스트 형태의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방법론이 

가지는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문제를 최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과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정다미 외, 2013; Hannigan, 2015;

Matthies & Corners, 2015; Moreno & Redondo, 2015; Guo et al., 2016). 텍스트 분석 기법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의 지식 발견(knowledge-discovery in text,

KDT)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Moreno & Redondo, 2015).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잠재적 정보(latent

intelligence)를 추출해 내는 무감독 학습(혹은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 methods) 방법

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대용량의 텍스트에 내재된 주제나 토픽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Steyvers & Griffiths, 2004, 2007; Blei, 2012; HanChen, MaoS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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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 2016)으로,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은 신문기사를 분석에 이용하여 전체 내용

으로부터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토픽들을 추출하고 토픽의 변화 경향이나 작성 주체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하였다(e.g., Newman et al., 2006; Yang, Torget & Mihalcea, 2011; DiMaggio, Nag

& Blei, 2013; 강범일 외, 2013; 정다미 외, 2013; 이호엽 외, 2014).

이 연구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보도 자

료들과 주요 신문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일부 문헌이나 제한된 연구 대상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에만 기초

한 것과는 달리, 그동안 교육부와 주요 신문들이 제공했던 많은 양의 광범위한 관련 자료들을 

토픽 모델링이라는 대표적인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구조개

혁 평가에 대한 쟁점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보도 자료들과 주요 신문들의 

기사들에서 주로 어떤 토픽들이 나타나며,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보도 자료들과 주요 신문들의 기사들에서 추출된 토픽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쟁점들이 나타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내용 및 진행 과정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특성화 및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

운 평가체제 도입(교육부, 2014a)으로, 2015년 시행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필수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이용한 절대평가 방식의 평가

이며,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일반대와 전문대를 분리하

여 평가하고,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교육부, 2014b;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종파 종교지도자 양성대학과 같이 

특수성이 확인되는 일부 대학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반대학의 경우 2단계 평가,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시행해 5개 등급(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하였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 계획’(교육부, 2014a)에 따르면 강제적인 정원 조정이 예고되었으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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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강제적인 정원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현재 상위 세 개 등급(A, B, C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 평가 등과 연계하

여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는 반면, 하위 등급(D, E등급)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 조치

와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교육부, 2015a).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은 2015년 11월부터 4년제 대학 32개 대학과 전문대 34개 대학을 대상으

로 시행되었다(교육부, 2015b; 한국대학신문, 2015.11.09).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주관으

로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단을 파견해 대학관계자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학의 

학사 구조, 특성화, 학생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컨설팅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해당 대학은 학내 구성원 등 의견 수

렴을 통해 이행과제 의견서를 제출하고 컨설팅 위원단과 면접을 통한 이행 과제 합의를 거쳐 

최종 구조개혁 이행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과제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2017년 정부 재정지원제한에서 제외할 것

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 업무 진행 과정의 일시와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 진행 과정

일   시 내   용

2013년  8월  1일

2014년  1월 29일

2014년  4월  7일

2014년  5월~ 9월

2014년  9월 30일

2014년 11월 11일

2014년 12월  1일

2014년 12월 24일

2014년 12월 26일 

2015년  4월  3일

2015년  4월 28~30일

2015년  5월 

2015년  6월

2015년  7월

2015년  8월 31일 

2015년 10월 27일 

2015년 11월

2016년  2월

2016년  3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발족 및 회의 개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공청회 개최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 정책연구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 공청회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 내 대학평가본부 신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확정 발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1단계 자체평가보고서(정성평가용) 제출

 1단계 일반대 면접 평가 시행

 1단계 정량평가용 지표별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완료

 (일반대 4일, 전문대 11일)

 전문대 면접 평가 시행, 2단계 자체평가 및 자료 제출

 2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 실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개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시작

 컨설팅 대상 학교의 구조개혁 이행 계획서 제출

 구조개혁 이행 계획서 실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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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현재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논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세 가지 연구 방법들을 주로 

활용하였고, 몇 가지 특징적인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연구 방법들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방법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첫째, 의견 조사 방법을 활용한 정책 제언 도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미란 외

(2014)의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등교

육에 대한 기존 구조개혁 및 평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

가 및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정책 제언

을 제시하였다. 이태희, 김종인(2015)은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준거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좌담회,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모의평가 방법을 활용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성열, 오범호

(2014)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66개 대학의 정량지표 자료를 

활용한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를 추정한 후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별･설립별 감축규

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강성환, 한대희(2015)는 전문대학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지역별 차이

와 2011년도부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전문대학의 정량지표 값의 수준이 상승하고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하는 평준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문헌 분석이나 의미연결망지도 분석을 활용한 쟁점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창동

(2015)은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목적의 모순성, 내용의 오류성, 결과의 정치성에 

대한 쟁점을 부각한 바 있다. 한편, 이기종(2015)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구

체적 배경과 평가의 개요를 소개하고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 등을 고찰했는데, 특히 구조개혁 또

는 구조조정이라는 표제어와 연결된 30개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 연결망 지도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표제어간 연결 중심성 정보를 기초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각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실증자료 분석 연구의 경우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일부 평가지표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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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견 조사와 문헌 분석 연구들의 경우는 

연구자들의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집된 매우 제한적인 자료나 정보만을 이용하여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쟁점들

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의 평가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와 제언을 진행하였다.

첫째, 평가와 평가지표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원근(2014)과 반상진

(2015), 강창동(2015)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 확보 

및 단기간의 일괄적인 평가로 대학 소재 지역 등 특성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기종(2015)의 경우 현행 평가 준거가 이론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평가지표 측면에서 김신영(2014)과 이영(2014)은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평가지

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할 것

을 지적한 반면, 이영학(2016)은 정량지표만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정성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누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남궁근

(2014)은 교육부가 정부주도의 대학평가체제와 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

학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평가에 반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

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기종(2015) 또한 시장 주도의 구조개혁은 대학의 경쟁력 차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대학의 질적 제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지방대학의 도태

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서로 대립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반면 반상진(2015)은 대학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으로 개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신정철(2016)도 대학 상황에 대한 지식과 대

학 평가에 축적된 경험이 있는 기관이 평가를 주관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평가의 목적과 결과 활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김춘란(2014)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가 대학특성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여 기존의 대학 평

가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 반면, 윤지관(2014), 서민원(2014), 강창동(2015) 등은 정부가 일방적

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평가 결과를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

화하여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거론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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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이 교육부의 보도 자료들과 주요 신문들의 기사에서도 나타났는지, 나타

났다면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혹은 이 외의 또 다른 쟁점들이 존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

다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나은 논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 

빅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며, 규모, 다양성, 복잡성, 속도 증가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정지선, 2011).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적은 표본으로 큰 모집단을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전형적인 통계학을 따르지 않고 확보된 빅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는 빅데이터 속의 패턴 혹은 모형을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개발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knowledge-discovery in databases)이라 할 수 있다(Daniel, 2015).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자동적으로 해석 가능한 패턴을 찾아내거나 예측하는 형태로 지식 

발견이 주로 시행되는 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데이터에서 모형을 발견하거나 더 크고 다양

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Romero &

Ventura, 2010).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비정형 혹은 무정형의 특징을 지닌 자연어 텍스트를 특정한  

목적에 유용한 정보 추출을 위해 분석하는 과정으로(Witten, 2005), 기존 정보 이상의 새로운 시

각과 예측을 위한 패턴 혹은 전환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ardon, 2014). 일반적으

로 책이나 글, 웹페이지 등에 나타나는 문서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의 게재글, 댓글 등

에 나타나는 텍스트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만을 이용하면 여러 문서에 존재하는 복잡성

을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문서와 단어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서

와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 사이에 토픽(topic) 계층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잠재 

정보를 추출하여 모형을 만드는 토픽 모델링을 주로 이용한다.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최근에 정립, 발전하고 있는 가장 주목받는 방법으로(Jockers, 2014), 정책 및 의사 

결정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HanChen, MaoShan & Peng, 2016).

토픽 모델링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텍스트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개의 문서

의 종합을 의미하는 코퍼스(corpus)를 가장 상위 수준이라고 하면, 바로 아래 하위 수준은 문서

가 되고, 문서 안에 포함된 단어들은 최하위 수준이 된다.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적 과정은 가정

되는 확률 분포가 다를 뿐 개념적으로는 위계적 선형 모형과 다르지 않다(Blei, Ng & Jordan,

2003). 이 때 문서와 그 안의 단어 사이에 잠재적인 토픽을 가정하여, 문서는 여러 가지 토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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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혼합체이고,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픽은 확률 분포를 따라 생성된다는 아이디어

에 기초하는 것이 토픽 모델링이다(Blei, 2012; Blei, Ng, & Jordan, 2003; Steyvers & Griffiths,

2004, 2007). 즉, 어떠한 문서를 단어자루(a bag of words)로 간주하고 그 안에 다수의 토픽이 

존재하는데, 잠재된 각 토픽은 일정한 단어들이 그 순서나 배열에 상관없이 뭉쳐서 나타나므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어떠한 토픽 안에서 함께 등장한 횟수가 많은 단어들은 

그 특정 토픽에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관찰 정보를 근거로 잠재된 토픽을 추론한다.

토픽 모델링은 토픽의 수를 정하면 토픽에 포함된 단어들과 각 단어들이 그 토픽에 속할 확률 

및 각 문서가 어떤 토픽으로 구성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산출해 주므로 연구자의 사전 지식이나 

분류 작업(labeling) 없이 대량의 문서를 빠르고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남춘호,

2016).

이러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신문자료를 이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로는 언론매체의 정파성을 분석한 강범일 외

(2013)의 연구와 법률 관련 기사와 법 개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호엽 외(2014)의 연구 등이 

있다. Grimmer(2010)는 미국 상원들의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의원들이 강조하는 의제가 무엇이

며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홍보하는지 분석하였고, 많은 양의 일기자료에서 의미 있는 토픽을 추

출하기 위해 활용하거나(남춘호, 2016), 공공기관 문서, 신년사, 외교문서를 사용한 경우(백영민 

외, 2014; Shirota, Hashimoto, & Sakura, 2014; 박종희 외, 2015; Das, Sun, & Dutta, 2016), 학문

분야의 논문을 모두 수집하여 특징적인 주제와 연구 경향을 살펴본 연구(박자현, 송민, 2013; 송

혜지 외, 2013; Wang et al., 2016), 강의 계획서의 내용을 자료로 이용한 연구(Apaza et al., 2014)

등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활용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LDA 알고리즘 기반

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텍스트 빅데이터를 이용해 중요 토픽을 추출하고 그 실제적 의미와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 사이에 공개된 교육부의 보도 자료들과 주요 신문

들의 기사들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1). 교육부 문서는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1) 교육부는 2012년도에 21개교의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는 등 평가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3년 업무계획(교육부, 2013)을 통해 대학에 대한 상시적 구조개혁을 위해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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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검색을 이용해 검색되는 보도 자료들 중 “대학구조개혁 평가”용어를 정확히 포함하는 25개 

문서를 직접 다운받아 텍스트 자료로 전환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25개 중 교육부 업무나 정책 등

에 대한 보도 자료는 13개, 신문 기사에 대한 정정 및 해명 자료는 12개였다. 신문 기사는 국내 10대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

레, 한국일보)가 제공하는 기사 전문으로, 역시 동일한 용어를 포함하는 총 625개 기사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각 일간지 홈페이지에서 기사 전문을 수집하였는데, 홈페이지에 접근이 제한

적이거나 연구가 설정한 기간 안의 기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

국일보의 경우는 검색포탈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

는 “빅카인즈” (http://www.kinds.or.kr) 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신문기사 전문은 컴퓨터 프로그래

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의 뷰티풀수프(beautifulSoup) 모듈을 이용하는 웹크롤링(web-crawling)

기법을 적용하여 출처, 제목, 게시일, 인터넷 연결정보인 링크(link), 본문을 자동으로 수집하였고,

교육부 문서와 마찬가지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용어를 포함하는 기사만을 추출하였다. 총 글자 수

가 500자 미만인 기사는 속보, 인사, 포토 및 영상 관련 뉴스로 파악이 되어 분석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2>는 기사 수집 결과를 신문사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 신문사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사 수

경향

신문

국민

일보

한국

일보

문화

일보

서울

신문

세계

일보
한겨레

조선

일보

중앙

일보

동아

일보
계

47 73 66 24 63 96 55 78 45 78 625

2. 자료에 대한 사전 처리 및 분석

교육부 문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 형태의 기본 정보, 즉 작성자, 작성처 등과 그림을 제

거하고, 그 이외의 표들은 표 프레임 없이 내용을 확보하여 모든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

다. 신문 기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신문사별 고유 문구나 연결되는 기사 

제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거하고 기사 본문만 텍스트 파일

로 만들었다.

수집한 모든 텍스트 파일을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호, 숫자, 영문을 제거하고 일부 혼용되

는 단어2)를 일치시킨 후 한글자연어처리 KoNLP 패키지를 이용해 명사만 추출3)하였다. 추출된 

입하기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도입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

된 2013년 1월 1일을 자료 수집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 “학생들”을 “학생”, “구조조정 평가”를 “구조개혁 평가”, “사립대학”을 “사립대” 등과 같이 동일한 의미이

나 다른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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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중 일반명사, 고유명사가 아닌데도 오분류 되어 나타난 단어4)나, 단위, 순서 등을 나타내는 

단어5) 등을 불용어(stopwords)로 처리하고,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맞지 않아 동일한 단어임에도 

다른 단어로 인식하는 경우를 하나로 일치시켰다6). 더불어 거의 대부분의 문서에 나타나는 “대

학”, “평가”, “구조개혁”, “교육”의 네 단어는 그 단어의 등장 자체로 토픽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차별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모든 문서에서 단 한번만 등장하는 단어 또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자료에서 제외하였다7).

사전 처리를 수행한 자료에 대해 R 프로그램의 tm, stringr, topicmodels, lda패키지를 이용하

여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과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을 만들고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rün & Hornik(2011)이 제안한 복잡도(perplexity)를 구하였다.

복잡도는 임의로 연구 자료를 훈련 자료(training data)와 시험 자료(test data)로 나누어 훈련 자

료로 얻은 모델을 시험 자료에 적용하였을 때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복잡도가 낮을수록 

더 좋은 모델임을 의미한다(Battisti, Ferrara & Salini, 2015). 토픽 모델링에서 문서는 많은 수의 

토픽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고, 각 문서마다 포함된 토픽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전체 문서를 모았을 때 실제로 수많은 토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포함

하는 많은 수의 토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타당화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토픽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Battisti, Ferrara & Salini, 2015).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중요하면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자 하므로 제한된 수의 토픽이 필요하고, 이러한 토픽의 수 결정을 

위해서 복잡도를 구하여 이 값을 최소화하는 토픽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결정된 토픽의 수에 따라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도록 잠재 디리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LDA 알고리즘은 베이지안 통

계학에 기초하여 토픽의 확률이 디리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 형태의 사전 분포를 따른

다는 것을 가정하고, 개별 문서는 토픽의 확률적 분포로 표현되고 각 토픽은 단어의 확률적 분포

로 표현되는 구조를 이용해 문서 안의 단어들이 어떤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는 생성

확률 모델(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이다. LDA는 통계적 추론의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3) “요즘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와 같은 문장은 한글자연어처리 패키

지를 이용하면 “요즘 대학 학과 통폐합 강도 구조조정 진행”으로 명사만 추출된다.

4) “마침내”, “이제” 등과 같은 부사

5) “첫째”, “둘째” 등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6) “지원 체제”는 “지원체제”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서 울시”를 “서울”로 일치시킴

7) 대부분의 문서에서 나타나는 네 단어와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여도 토

픽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네 단어가 토픽을 설명하는 단어 목록의 상위에 위치하고 두 개 이상의 

토픽의 상위에 나타난 경우도 있어 토픽의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강범일 외(2013), 박종희 외(2015), 남춘호(2016) 등도 동일한 이유로 빈번하게 나타난 단어들을 제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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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게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데 유용하며, 해석가능하고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는 토픽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을 가지는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Steyvers & Griffiths, 2007;

Mimno & McCallum, 2008). 특히 LDA는 여러 개의 토픽이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서들을 분석

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단어나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

을 분리 혹은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Born, Scheihing, Guerra, &

Cárcamo, 2014), 디리쉴레 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출된 토픽 간에 독립성이 두드러지므로 

추출된 토픽에 여러 자료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단어보다 특징적인 단어들이 나타나게 된다

(김규하, 박철용, 2015).

LDA는 베이지안 모형이므로 사후 확률의 근사치를 주어진 자료로부터 반복적으로 추론하여 

토픽을 추출하는데, R 프로그램에서는 variational expection-maximization(VEM) 추정법과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기법들 중 하나인 붕괴된 기브스 표집(collapsed Gibbs

sampling) 을 추론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Grün & Hornik(2011)의 연구에서 보도 

자료를 이용한 예와 동일하게 반복회수를 1000으로 설정한 붕괴된 기브스 표집을 이용하여 토

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8)

Ⅳ. 연구 결과 

1.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주요 사용 단어 

총 25개의 교육부 문서에 나타난 명사는 총 1,823개였고, 수집된 625개 주요 신문들의 기사에

는 총 10,711개 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3>은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30개 단어들을 제시한 것이다. “발표”, “결과”, “정부”, “정원” 등 17개 단어가 

교육부 문서와 신문기사에서 모두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 Grün & Hornik(2011)의 연구에서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잡도(perplexity)를 고려하여 동

일한 조건에서 VEM과 붕괴된 기브스 표집을 이용한 토픽 추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붕괴된 기브스 표집

을 적용할 때 더 적은 수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토픽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Grün &

Hornik(2011)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더 적은 수의 토픽을 추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붕괴된 기브스 표집 

추론 방식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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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빈도가 높은 단어 

교육부 문서 신문 기사

문서 수 단어 문서 수 단어

20 계획, 내용, 발표 300개 이상 정부, 정원, 결과, 지원, 발표

19 결과 281~299개 감축, 학교

16 전문, 지방, 지표 261~280개 사업

15 방안, 예정, 정부, 정원, 추진 241~260개 입학, 교수, 추진, 계획

14 대상, 사업, 연계, 재정지원, 지원 221~240개
총장, 재정지원, 제한, 사회, 

전문, 경쟁, 운영

13 감축, 노력, 도입, 운영, 특성화, 현장 201~220개 지표, 특성화, 국가, 대상, 방안

12
교육과정, 반영, 실시, 여건, 질, 

개최, 검토
181~200개

학과, 지역, 필요, 지방, 장학금, 

문제, 취업

* 굵은 글씨는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 30개 중 각 문서에서만 나타난 것들을 표시한 것임. 

교육부 문서에서는 “내용”, “예정”, “연계”, “노력”, “도입”, “반영”, “개최”, “검토” 등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홍보 및 내용 전달을 위한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 기사에서는 “학교”, “입학”, “교수”, “총장”, “경쟁”, “학과”, “장학금”, “취업” 등 대학 현

장과 관련이 높은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토픽 분석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복잡도를 고려해 교육부 문서들의 적절한 토픽 개수를 결

정한 결과 3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9) 다음의 <표 4>는 교육부 문서들에 대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추출된 토픽에 포함된 15개 단어를 제시한 결과이다. 각 토픽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순서대로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해당 토픽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를 제시하였다.

<표 4> 교육부 문서에 대한 토픽과 포함된 단어 및 해당 문서 수 

토픽명 포함 단어 문서수 

토픽1 추진 배경
방안, 노력, 실시, 참여, 국가, 중심, 개선, 부담, 비율, 사회, 

인구,  필요, 학과, 질, 대학교육
6

토픽2 운영 방안
지방, 계획, 운영, 현장, 교육과정, 반영, 개최, 의견, 협의, 

고려, 연구, 위원회, 적극, 적용, 제한
5

토픽3 결과 활용
내용, 발표, 관련, 결과, 지표, 예정, 추진, 대상, 사업, 

재정지원, 정부, 정원, 주요, 지원, 감축
14

9) Grün & Hornik(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10등분 교차검증(10-fold cross validation) 방식으로 토픽의 수를 

2개부터 50개까지 설정하여 복잡도를 구한 후, 값이 감소하는 폭이 완만해지는 지점의 토픽의 수를 선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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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결과는 단어들의 집합만을 제공하므로(강범일 외, 2013; Matties &

Corners, 2015) 토픽명은 단어들이 갖는 의미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부여한 것이

다. 교육부 문서들의 첫 번째 토픽에는 “방안”, “노력”, “실시”, “개선”, “인구”, “필요”, “질”,

“대학교육”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추진 배경 및 필

요성을 나타내는 맥락에 등장하는 단어들로 판단되어 해당 토픽명을 ‘추진 배경’으로 명명하였

다. ‘추진 배경’ 토픽을 나타내는 문서의 개수는 6개였다. 두 번째 토픽은 “지방”, “계획”, “현장”,

“교육과정”, “반영”, “협의”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미와 맥락을 고려할 때 대학구조개

혁 평가 시행 혹은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나타내어 “운영 방안”으로 토픽명을 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문서의 개수는 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문서에서 나타난 토픽은 세 번째 ‘결과 활

용’ 토픽으로 모두 14개 문서가 이에 해당되었다. ‘결과 활용’에는 “발표”, “관련”, “예정”, “지

원”, “사업”, “재정지원”, “감축”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신문들의 기사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 복잡도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토픽의 수

는 7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출된 7개 토픽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 15개를 순서대로 제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신문 기사에 대한 토픽과 포함된 단어 및 해당 문서 수 

토픽명 포함 단어 문서 수

토픽1 추진 배경
필요, 경쟁, 사회, 감소, 고교, 문제, 인구, 졸업생, 고등교육, 

정책, 상황, 강조, 질, 방향, 현실
88

토픽2 평가 방식
지표, 감축, 정원, 지방, 발표, 방식, 정량, 수도권, 지적, 단계, 

사립대, 확보, 계획, 취업률, 지역
110

토픽3 운영 방안
지원, 추진, 과정, 계획, 시행, 제도, 등록금, 예정, 개선, 학기, 

학과, 장관, 대상, 운영, 확대
65

토픽4 결과 활용
정부, 제한, 재정지원, 결과, 발표, 전문, 장학금, 국가, 재정, 

내년, 퇴출, 감축, 학자금, 정원, 국회
90

토픽5
고등교육의 

질

특성화, 운영, 인재, 우수, 역량, 취업, 양성, 사업, 협력, 산학, 

프로그램, 분야, 세계, 선정, 강화
111

토픽6
대학의 

책무성

총장, 학교, 교수, 구성, 요구, 촉구, 관계자, 국립대, 책임, 주장, 

사퇴, 정상, 반발, 학내, 반대
109

토픽7
대학의 

홍보

선정, 신입생, 학과, 재학생, 학부, 설명, 모집, 장학금, 취업, 

성적, 선발, 졸업, 전공, 수준, 포함
52

첫 번째 토픽은 교육부 문서에서와 같이 ‘추진 배경’으로 토픽명을 정하였는데, 포함된 단어를 

살펴보면 “필요”, “감소”, “문제”, “인구”, “고등교육”, “질” 등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배경

인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토픽은 “지

표”, “지방”, “정량”, “수도권”, “지적”, “단계”, “취업률” 등이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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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도권 대학 등 대학 소재지 특성을 반영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을 나타내고 있어 ‘평가 

방식’으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토픽부터 순서대로 ‘운영 방안’, ‘결과 활

용’, ‘고등교육의 질’, ‘대학의 책무성’, ‘대학의 홍보’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고등교육의 질’ 토픽

은 대학의 특성화와 우수 인재 양성 등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맥락을 같이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책무성’ 토픽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등급(D, E 등급)으로 판정되어 이

에 대한 총장 및 대학 본부, 관계자의 사퇴 등 일련의 과정을 겪은 대학들과 연관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의 홍보’ 토픽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A 혹은 

B등급을 받은 지방 대학의 경우 대학 홍보를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기사 내용에 포함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나타나는 단어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가 방식’, ‘고등교육

의 질’, ‘대학의 책무성’ 토픽이 나타난 신문기사의 수가 100개 이상으로 나타났고, ‘대학의 홍보’

와 ‘운영 방안’ 토픽을 주로 다룬 신문기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적었다.

3.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토픽 변화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교육부 문서에서 추출된 3가지 토픽과 신문 기사에서 추출된 

7가지 토픽별로 각 토픽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문서가 해당 시기 전체 문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 교육부 문서 토픽별 토픽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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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진 배경’ 토픽의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족된 2013년 

8월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된 2014년 1월에 교육부 문서에 등장하였다가 2014년 12월 

기본 계획의 확정 발표와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발표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운영 방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지표가 발표된 시기에 교육부 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토픽이었다.

‘결과 활용’은 교육부 문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토픽으로, ‘추진 배경’이나 ‘운영 방안’ 토픽

과 같이 특정한 교육부 발표 시기의 문서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 1월 대학구조개

혁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나타난 신문 기사 토픽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추진 배경’ 토픽은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을 준비하던 2013년과 2014년 

신문 기사에 나타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는 관심 토픽으로 등장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운영 방안’ 토픽의 경우

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공청회와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시기에 나타난 신문 기사에 나타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결과 활용’의 경우 2013년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시기 이후 꾸준히 

나타나다가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 신문 기사에 나타난 비율이 급격하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활용’ 토픽과 유사하게 ‘평가 방식’ 토픽도 2014년 12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이전에는 꾸준하게 등장하는 토픽이었지만 발표 이후 신문 기사에서 다뤄진 비

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질’의 경우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토픽이었고, ‘대학의 책무성’ 토픽의 경우 2015년 5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1단계 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문 기사에서 다루어진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고 

2015년 8월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는 신문 기사에 지속적으로 주요 토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홍보’ 토픽은 대부분 2014년 12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발표  

이후에 주로 등장하였는데 2015년 8월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신문

기사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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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문 기사 토픽별 토픽 비율의 변화  

4. 교육부 문서와 신문기사 비교

토픽 모델링은 문서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작성자가 특정한 토픽 하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글을 작성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얻은 통계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

은 단어들의 집합은 잠재된 토픽의 내용과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이들 두 주체가 어떠한 인식

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추진 배경’, ‘운영 방안’, ‘결과 활용’ 토픽이 모두 나타나 문서에 

잠재된 관심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추진 배경’과 ‘운영 방안’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

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교육부의 ‘추진 배경’ 토픽에는 “노력”, “실시”, “참여”, “국가”, “필요”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관련 주체들의 노력과 필요성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문기사는 “경쟁”, “감소”, “고교”, “문제”, “방향”, “현실”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문제 환경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방안’ 토픽에서도 교육부는 “현장”, “반영”, “개최”, “협의”, “적극” 등 소통과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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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는 운영방안을 주로 문서에서 언급하는 반면, 신문 기사에서는 “지원”, “추진”, “과정”,

“시행”, “개선” 등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활용’ 토픽의 경우는 “발표”, “결과”, “재정지원”, “정원”, “감축” 등 다수의 동일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확률이 높아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결

과에 대한 인식 및 표현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기사에서는 이 세 가지 토픽 이외에도 ‘평가 방식’, ‘고등교육의 질’, ‘대학의 책무성’, ‘대

학의 홍보’라는 네 가지 토픽이 추출되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부 보도 

자료와 주요 신문들의 기사들을 자료로 하여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문서 안에 

내재된 토픽을 추출하고 변화 양상과 내용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교육부 문서에서는 ‘추진 

배경’, ‘운영 방안’, ‘결과 활용’의 3가지 토픽이 추출되었고 이 중 ‘결과 활용’ 토픽을 다룬 문서

의 수가 가장 많았다. 신문 기사에서는 이에 더하여 ‘평가 방식’, ‘고등교육의 질’, ‘대학의 책무

성’, ‘대학의 홍보’의 총 7가지 토픽이 추출되었고, ‘고등교육의 질’, ‘평가 방식’, ‘대학의 책무성’

토픽을 포함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서에서 우세하게 나타

나는 토픽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육부 문서의 경우 ‘결과 활용’ 토픽이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 이전 초기 단계에

서는  ‘추진 배경’ 토픽이 주로 나타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는 대학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시

행과 관련한 공청회 및 시행 계획 발표 시기 이전에는 ‘평가 방식’에 대한 토픽이 주로 나타났다.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실제로 실시되어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운영 방안’, ‘결과 

활용’ 토픽에 초점을 둔 신문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의 책무성’ 토픽을 다룬 기사들이 많아졌는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2단계 서면·현

장 평가 실시 시기와 맞물려 대학의 반발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음을 시사하였다. 대학구

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주로 ‘고등교육의 질’, ‘대학의 책무성’, ‘대학의 홍보’ 토픽

을 다룬 신문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에 미친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 시기 신문들의 주요 관심이었음을 나타낸다.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 간 관심을 갖는 토픽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추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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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운영 방안’, ‘결과 활용’에 관련한 토픽은 교육부 문서와 주요 신문들의 기사에서 모두 추출

되어 공통의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진 배경’과 ‘운영 방안’에 대한 토픽들에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의 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육부 문서의 ‘추진 배경’

토픽에서 “국가”, “중심”이 주요 사용 단어로 나타난 반면, 신문 기사에서 추출된 토픽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주체로서 논의되었던 대학, 교수, 전문가 등의 단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궁근(2014)과 이기종(2015)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와 대학 중 누가 대학구조

개혁 평가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견이 쟁점으로 존재함을 확인한 것으로, 다만 

교육부 문서에 비해 신문 기사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결과 활용’ 토픽에 다수의 동일한 단어들이 나타났지만, 윤지관(2014), 서

민원(2014), 강창동(2015) 등의 주장처럼 대학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감독과 연관될 수 있는 “제

한”, “퇴출”, “학자금” 등의 단어들은 신문 기사에서 주로 나타나 교육부 문서보다 대학에 대한 

제재 측면을 강조하였음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주요 신문들의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문서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토픽들이 추가

로 나타났는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 방식’ 자체와 대학교육의 질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담겨져 있는 ‘고등교육의 질’, 평가결과 발생한 대학의 반발과 진통, 수습 과정에 

대한 논의가 담겨있는 ‘대학의 책무성’ 토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기사 분석에서 나타난 ‘평가 방식’ 토픽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쟁점들 중 하나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공정성,

객관성 등 평가 방식의 방향성에 대한 단어들의 사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평가지표, 정원 

감축, 정량 평가, 평가 방식, 2단계 평가 등의 표현들이 나타나 어떻게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시행

되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 수준의 토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서의 쟁점과 비교하여 교육부와 주요 신문들이 갖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와 주요 신문들의  

토픽 분석에서 유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로 차이가 나타났고, 일부 쟁점에 주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토픽에 사용된 단어들을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교육부 문서는 

평가의 주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음에 반해, 주요 신문들의 기사는 대학에 대한 

통제, 대학이 직면한 문제 상황 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함으로써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과 결과 활용 측면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표제어 간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여 퇴출, 재정지원제한, 부실 대학 등의 

연결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기종(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외의 쟁점들,

즉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 평가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등은 교육부나 신문 기사의 토픽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 수준에 그치고 있었음을 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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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박세훈(2015), 신정철(2015), 이기종(2015) 등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하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해 교육부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들의 

관심과 쟁점이 좀 더 다양하게 제기되고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쟁점은 정책 진행 단계 및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필요한 쟁점이라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와 신문 기사가 꾸준히 관심을 갖는 쟁점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시기에 따

라 관심을 갖는 토픽들이 변화하여 수시로 쟁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대

학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진 배경’이나 ‘평가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

다가, 그 이후에는 ‘대학의 책무성’이나 ‘고등교육의 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신문들이 특정 쟁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보다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나 일반 대중의 관

심에 초점을 맞추어 수시로 쟁점을 바꾸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강창동(2015), 박세훈(2015), 박순

진(2015), 신정철(2015), 이기종(2015) 등이 제기한 바와 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내용이나 운

영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논의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보도 자료나 신문 기사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해 이러한 쟁점들

에 관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많은 양의 문서 자료들을 분석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석에 활용한 토픽 

모델링은 통계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의 집합으로 문서에 잠재된 토픽의 내용을 추론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주요 관심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에 따라 관심과 쟁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체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비교하여 교육부와 주요 신문들 간에 부분적인 인

식의 차이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신문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더 다양한 관심

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이후 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질이나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관심과 변화의 방향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 문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부와 주요 신문들 간 

토픽의 특징이나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비교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신문 기사의 경우 10대 종합 

일간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TV, 그 외의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뉴스 등의 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관련 문서와 언론 매체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자료의 종류나 작성자의 특성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쟁점을 세밀하게 비

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교육 정책 연구를 위하여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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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토픽 모델링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LDA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의 사전(prior) 및 사후(posterior) 분

포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고, 토픽 간 상관을 가정하는 상관 토픽 모델(correlated topics

model), 작성 시간이나 작성자 등 문서의 특성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디리쉴레 다항 회귀 

토픽 모형(Dirichlet-multinomial regression topic models) 등 다양한 형태의 토픽 모델링 모형

들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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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ssues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Using Text Big Data Analytics
10)

Kim, Ji-Eun*

Baek, Su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revealed by the Government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using

text big data analytics. The topic modeling, especially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lgorithm, was

applied to extract and analyze the issues amongst 25 press releas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625 articles in 10 major daily newspapers from January 1
st

2013 to April

30th 201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ree issues were found from the documents of MOE, and

seven issues from newspaper articles. In addition to this, the MOE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represented 3 similar issues, i.e. 'background', 'management plan', and 'application of

result', even though their main focus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There were also 4 additional

issues, i.e. 'evaluation methods',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e accountability of

university', and 'public relations of university', only from newspaper articles showing the

varying interests.

This study discloses that analyzing the text data using text big data analytics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to find out the social issues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policy, such as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and to guide the advanced direction

towards the future policy.

Key words: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Text Big Data Analytics,

Topic Model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Government Press Release,

Newspaper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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