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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학 교육현장에서 강의와 관련한 수많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 관심 있게 볼 부분은 
학생들의 서술형 강의평가이며, 본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서술형 강의평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으로 먼저 학기가 끝난 후 수행된 강의평가에서 동일학과 유사과목을 강의했던 교수자 2인을 선택하고 학생들이 평
가한 서술형 강의평가 내용에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학습자 상호작용과 관련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코사
인유사도 분석을 이용해 상호작용 점수를 도출한 후 기존의 5점척도 강의평가 점수와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텍스
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자 상호작용은 주로 흥미, 기회, 열정, 재미, 참여, 유
익, 친절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5점 척도 강의평가 점수와 새롭게 도출한 서술형 강의평가 점수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점수라는 새
로운 지표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학과단위 또는 학교단위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정성적, 

정량적 강의평가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강의평가, 상호작용분석, 코사인 유사도

Abstract  A number of non-structured data associated with lectures in the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have 
been generated and it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s written comments lecture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udent interaction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t 
universities, and to provide some insights into improving the student evaluation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So,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steps that create interaction score, collect student’s written comments 
satisfaction, and analyze an individual professor score. There are a number of limitations to this study. The 
limitation is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narrow sample of the overall studen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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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강의평가에 한 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

부 학에서는 강의평가 수를 기 으로 교수자를 평가

하는 비 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외래교수에 해서는 

다음 학기 수업진행에 한 주요 기 으로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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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의평가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해 모든 학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학 강의가 연구와 더불어 학

이 사회에 내놓는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생산물이고, 

따라서 강의의 질은 학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

기 때문이다[1]. 이런 에서 일종의 품질 리 체계에 해

당하는 강의평가는 아주 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의를 

담당한 교수입장에서도 강의평가의 결과를 거울로 삼아 

자신이 맡았던 강의를 그 소비자인 학생들이 어떻게 느

는지, 강의의 내용과 방식 등에 해 학기 에 교수에

게 직  말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강의평가는 교수-학생 간 소통과 상호작

용을 보완하는 유용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

존의 강의평가는 1부터 5까지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이고, 일부 학생들은 수업 반에 한 단순한 분

기나 느낌으로 일 인 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 이런 객 이지 않은 강의평가 수로 교수를 평가

하는 것은 매우 험할 수 있으며 이에 한 보완이 필요

하다. 

한편, 최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의 발 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비정형화된 데

이터를 이용해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기술들이 있

는데 텍스트 문서로부터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과 감정을 

나타내는 패턴을 이용해 특정 상에 한 의견이 정

인지 는 립, 부정인지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 등이 이에 속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나 학생 모두에게 객 성 결

여라는 이유로 문제 이 끊이지 않는 정량  강의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술  평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 수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에 한 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강의만족도와 상호작용

2.1.1 강의만족도

만족도는 소비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주 인 반응의 결과를 의미한다. 마찬가지

로 강의만족도란 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한 주  반

응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며[3], 강의만족도는 교육의 

질과 서비스 수 을 가늠하는 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량  강의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객 인 교육의 질과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제로 강의만족도의 부분

을 이루는 것은 특정 유형의 물음들에 한 정량 인 

답이다. 학생은 주어진 물음마다 1부터 5까지의 항목가

운데 하나를 택해 답하게 되는데 강의평가의 정량  부

분에는 수강생 수와 수강반의 분 기 같은 다양한 요소

가 향을 미친다. 학생들이 얼마나 엄 한 정신으로 평

가 문항들에 답하는지도 일률 이지 않다[2]. 학생들은 

항목마다 고심을 해 가며 체크를 하기도 하지만, ‘이 강의

는 4과 5를 번갈아 가며’나 ‘이 강의는 별로 으니 3으로 

깔고 가끔 4로’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강의평가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통계 으로 

객 성을 갖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4]. 강의평가를 강

의의 질을 높이는 장치로 제 로 활용하기 해서는 세

한 방식과 각 문항의 표 까지 포함해서 강의평가의 

방법론에 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강의평

가의 존재의미를 가장 잘 반 하는 정성  서술 부분에 

한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5].

2.1.2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반 으로 상호작용은 두 사람 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방향 의사소통으로 서로에게 향을 

주었을 때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6].  

한,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은 첫째,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의 계형성을 의미하고 둘째, 정서  상호작용뿐만 아

니라 지  상호작용을 진하며 셋째, 사회  기능을 형

성하기 한 행동  교육을 의미한다[7]. 즉,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

는 것만 아니라 지 , 정서 , 사회 으로 포 인 학습

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8]. 한

편, 강의만족도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는 매우 

요한데 효과 인 상호작용은 학습내용 측면보다 실제

학습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9,10]. 

련연구로 최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발 에 따른 상

호작용과 강의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업분 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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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의 서술  평가를 이용해 교수자의 상호작용 수를 

계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빅데이터 분석

2.2.1 빅데이터 개념

최근 기업  공공기  등 축 된 데이터의 장 을 결

합하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

으며[12] 다양한 산업 분야로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규모 측면과 업무 로세스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데이터 규모 측면에서는 재의 방식으로 장, 

리 분석할 수 있는 범 를 과하는 데이터를 의미한

다[13]. 그리고 업무 로세스 측면에서는 렴한 비용으

로 규모 데이터의 고속 수집, 발굴, 융합, 분석과 가

치추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  기술을 의미

한다[14]. 기존의 정형(Structured)화된 형태의 자료 뿐 

아니라 반정형(Semi-Structured), 비정형(Unstructured) 

등의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2.2.2 빅데이터 처리기법

빅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한 빅 데이터 처리 기법은 

크게 분석 기술, 표  기술로 나뉜다.

부분의 빅 데이터 분석 기술과 방법들은 기존 통계

학과 산학에서 사용되던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자

연 언어 처리, 패턴 인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최근 소셜 

미디어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기법들 에

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네트워크 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목 받고 있다[15].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를 시각 으로 표 하기 한 기술로 표 인 것으

로는 R ( 로그래  언어)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 도

구로 활용하 다.

3. 서술형 상호작용 점수 도출

3.1 연구단계

정성  평가 수 는 상호작용 수를 도출하기 

해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지역 K 학 e-비

즈니스경 과과 2학년 학생들의 서술  강의평가를 모두 

취합하고 유사단어 분석  R의 텍스트 분석을 반복 으

로 처리하여 상호작용 키워드 9개를 추출하 고, 기존의 

상호작용 연구들과 비교하여 [Fig. 1]과 같이 도출하 다.

Analysis Step Details Analysis

Step 1: 

Interaction Score

- Collect the total descriptive data of 2nd 

grade Student

- Nine keyword a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 extract with R-package

Step 2: 

Sample Collect

Analysis of the rating describe 2nd students 

with similar subject

Step 3: 

Individual Professor 

Score analysis

-Cosine similarity analysis

-Calculating the interaction score of individual 

professors

<Table 1> Analysis Step

[Fig. 1] Interaction keyword by WordCloud

3.2 서술형 상호작용점수 계량화

정성  평가 수 는 상호작용 수를 계량화하기 

해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산술식을 활용하

다. 코사인 유사도는 어떤 개수의 차원에도 용이 가

능하여 흔히 다차원의 양수 공간에서의 유사도 측정에 

자주 이용된다. 를 들어 정보 검색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단어 하나하나는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고 문

서는 각 단어가 문서에 나타나는 회수로 표 되는 벡터

값을 가진다. 이러한 다차원 공간에서 코사인 유사도는 

두 문서의 유사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16]. 

이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클

러스터들간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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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도가 0°일 때의 코사인값은 1이며, 다른 모든 각

도의 코사인값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이 값은 벡터의 크

기가 아닌 방향의 유사도를 단하는 목 으로 사용되며, 

두 벡터의 방향이 완 히 같을 경우 1, 90°의 각을 이룰 

경우 0, 180°로 완 히 반  방향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다. 이 때 벡터의 크기는 값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

는다. 코사인 유사도는 특히 결과값이 [0,1]의 범 로 떨

어지는 양수 공간에서 사용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

면 [Fig. 2]와 같고, 본 연구에서는 각 키워드에 5 씩 임

의로 배정하 다.

[Fig. 2] Concept of Cosine Similarity

3.3 서술형 상호작용 점수 도출

[Fig. 3]은 학생들의 서술형 데이터를 이용한 교수별 

상호작용 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써 2인 교수자에 

한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에서 상호작용과 련한 키워드 

횟수를 추출하고 이를 상호작용 기 수로 도출하 다

(interaction_score). 이후, 교수별 상호작용 키워드에 해

당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이를 벡터 값으로 

장(professor_1, professor_2)하고 이를 통해 각 교수자 

수(pro_1, pro_2)를 산출하 다. 코사인 유사도 산술에 

의해 1에 가까울수록 정성  상호작용 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1(pro_1)의 코사인 유사도 

수가 0.93, 교수자2(pro_2)의 코사인 유사도 수가 

0.76으로 각각 산출되었는데 이는 교수자1(pro_1)이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학생들이 지각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량평가 수에 비례해 

정성 (서술형) 상호작용 수도 동일한 순 로 나타났

으며 교수별 상호작용 수와 기존의 정량평가 수는 

<Table 2>와 같다.

[Fig. 3] Analysis Process by R Package

Quantitative Score Qualitative Score

Professor 1 4.49 4.65

Professor 2 3.94 3.82

<Table 2> Analysis Result

정성  상호작용 수로 비교해 보면 기존 강의평가 

수가 높은 교수가 더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량  평가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의

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숫자로 나열된 척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서 얻어진 결과보다 좀 더 복잡한 인간의 감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최근 학 교육의 변화로 공 자 심에서 수요자 

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교수나 교사 심에

서 학생 심  과정 심으로 변화되는 시 에서[18],  

본 연구는 학 강의평가에 한 문제 을 지 하고 이

를 보완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즉, 학생들이 입력

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이용해 상호작용 수 는 

상호작용 평가 수를 개발하여 기존의 정량평가를 보완

하고자 하 는데, 이를 해 빅데이터 분석의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숫자로 표 된 수 속에 드러나

지 않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객 으로 듣고자 했

다. 이를 해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입력한 강의평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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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상호작용 키워드를 이용한 수를 도출하고 기존의 

5  척도 강의평가 수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과 의미를 

도출하 다. 결과 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교수자에게 

원하는 의미를 악할 수 있었는데 흥미, 기회, 열정, 재

미, 참여, 유익, 친  등이 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교

수자는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이런 부분에 한 상호작용

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로토타입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세

한 기 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학

과·학부 는 학교단 의 상호작용 라이 러리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용함으로써 세 하고 정확한 결

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특히, 학에서는 한 가지 기

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5  척도로 이루어진 정량 평가와 

병행해서 활용한다면 기존의 강의평가에서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 에 한 객 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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