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경  목적

고용노동부는 재 한민국 국민의 근로조건, 직업안

정, 직업훈련, 실업 책, 고용보험, 근로자복지후생, 노사

계 조정 등 노동에 한사무를 장해오고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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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한민국 정부가 운 하는 의견수렴 고충처리 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

노동부 민원․정책 게시 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 계, 산업안 , 임 정책, 근로기 법

등의 민원․정책에 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는 R 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

화, 빈도 분석, 연 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 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 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 임 의 격 인상으로 인한 자 업

자 근로자의 경제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세한 사업장

의 안 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한 제도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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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Policy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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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R program Big Data method,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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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re as follows: First, disagreement of wage concept and labor - management conflict were found as complaints 

factor due to complex wage structure in Korea and lack of awareness among labor and management Second, And 

there are various complaints caused by the economic panic of the workers etc. Third, in the absence of safety 

awareness of small business sites An industrial disaster is constantly occurring,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work-family connection is l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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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민의 소득보장 과 고용지원 정책이 주요한 사업을

이루고 있다.(이미화, 2015)[1]. 상세한 업무로고용 고

용보험 정책,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고용평등과 일·가

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 과 련된 정책, 근로자

의 복지후생, 노사 계 노사 력, 산업안 보건 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다.

최근 청년들의 과도한 스펙 쌓기, 고시 비, 고실업,

취업, 임 , 비정규직화(유지 , 2016)[2] 등의 청년

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GM 사태

등 기업 특정 산업의 부실로 발된법정 리, 회사

부도 등에 의한 근로자의 량실업 사태 등의 문제 을

낳고있다. 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이 시 에 직

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통한 빠른 재취업 스스로의 능

력을 부단히 학습시키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며(이재고

외, 2012)[3], 노사 계 부문도 립 노사 계의갈등요

소 등을 재하고 효율 으로 응하는 합리 노사정

계수립이 필요하나, 스 스 국제경 개발원 노사 계

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한국은 평가 상 58개국 56

로 노사 계에 있어 최하 권이다.(김성건 외, 2016)[4]

와같이 요한 고용 노동 계를 다루고있는 고

용노동부의 업무 국민들은 어떤 부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지 에 한 빈도 연 도를

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정책결정에

등에 참고하여 반 할 개연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국민 참여 포털시스템) 는 한민국 정부에

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

라인 공공민원창구이다. 본 논문은 국민신문고의 고용노

동부정책에 한 민원내용 빈도수가높은 키워드

그와 연 된 키워드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사업에

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고용노동부의정책 방

향에 한 시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  

본 연구에서는 한민국 정부의 민원․참여․제안의

공간인 ‘www.people.go.kr’의 '민원․정책 질의응답‘ 게

시 을 크롤인 하여 빅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 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국민들이 단하는 애로사항 정

책제안사항 등의 주요한이슈를 악하기 함이며, 2017

년 5월7일 부터 2018년 5월 6일까지의 1년간의 민원

정책에 한 질의 내용을상용화된 빅데이터 툴인 R 로

그래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R은 오 소스이며 완

무료이다. 사실상의 연구자들이나 문통계학 종사나 의

표 이라고 할 수 있다.(최경호 외, 2015)[5]

1.3 연   

세계경제포럼은 가장 주목할 기술로 빅데이터(big

data)를 지목하 다( 채남 외, 2013)[6]. 빅데이터는 규

모, 변화, 속도, 복잡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의

미 없던 데이터가 처리 분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이다(문 진 외, 2016)[7]. 정부 3.0

의 ‘ 소벤처정책’ 기업과 소기업의 상호의존 계

가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련 규제

법령 개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조 복

외, 2013)[8].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분석 목 에 따라 기술 분석

기법(descriptive Analytics), 측 (predictive), 처방

(prescriptive) 분석 기법이 있는데(이재덕 외, 2018)[9].

본 논문에서는 기술 분석기법을 통해서 서비스 련

이미 발생된 데이터를 기 으로 계획사항과 진행상황,

문제 상황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용하 다. 최근 요

한 데이터 원천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상의 텍스트

이미지, 동 상, 음성 데이터 등은 표 인 비정형 데이

터라고 할 수 있다. (채정기, 2015)[10]. 따라서 비정형화

데이터인 정부신문고 민원․정책 게시 의 각종 고용노

동부 련 민원의 키워드 추출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

고 민원인들이 가장 궁 해 하고 불편해하는 이 무엇

인지를 악하여 시사 , 방향성 등을 제시하 다.

연구의 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자료 수집은 국민

신문고에 이썬 크롤링 로그램을 이용하 다. 추출

된 자료의 가공에는 R Studio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KoNLP, Stringr 패키지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명사를 추

출하 으며, gsub() 함수를 이용하여 불용어 삭제 등

처리를 통해 무의미한 용언, 특수문자, 숫자 등을 제거하

다. 이때, 추출된 명사 상 빈도키워드를

wordcloud 패키지를 이용하여 시각화를 수행하 다. 이

후 연 분석을 한 트랜잭션 변환을 수행하고 각 키워

드별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

를 구하여 선행키워드와 종속키워드의 연 도를 최종

으로 분석하 다. 체 인 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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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 program analysis process

2. 연

2.1 텍스트 마 닝(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은 텍스트 형태의 인터

넷 등온라인상 에등재된게시 는 댓 등의비정형

데이터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사용하

는 것으로 키워드가 아닌 맥락 수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를 분석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자

연어 처리 기술과 형태소 분석 기술을 사용하며 빈도와

확률 분석을 통해핵심 단어를 추출하며, 이러 한 텍스트

마이닝은 정보 검색, 정보 추출, 텍스트 범주화, 텍스트

군집화, 텍스트 요약, 기계 학습, 통계학, 자연어 처리, 데

이터 마이닝 등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근웅

외, 2018)[11]. 형태소 분석은 어 을 형태소 단 로 분리

하고 각 형태소에 한 품사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

다. (김장 , 2017)[12].

2.2 웹크 러(Web crawler)

웹크롤러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방 한양의 웹문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 수집 탐색한다. 수집된 웹문서

들 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변환하여 데이터베이

스에 장한다. (김효종 외, 2017)[13].

웹크롤러는 다운로더, 장소, 스 러 등 세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요한 모듈은 스 러 이다. 스

쥴러는 ' 론티어(frontier)'로도 알려져 있는 방문할

URL의 큐를 유지하고, 하나 는 그 이상의 다운로더를

특정 순서로 큐에서 순서 로 나오는 그 URL에 보내게

된다. 다운로더는 각 URL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색해서

구문 분석 후 장소 모듈에 보내며 나 에 색인화 되고

검색하게 된다. 장소 모듈은 해당 페이지에서 검색

된 메타데이터를 스 러에 제공하게 되는데 메타데이

터는 스 링정책을 구동시키는데 요한 정보가된다.

Fig. 2. Web crawler structure

2.3 연 (Associative Analysis) 

데이터 마이닝 역에서 하나의 거래나 사건에 포함

되어 있는 항목들의 련성을 악하여 둘 이상의 항목

들로 구성된 연 성 규칙을 도출하는 탐색 자료 분석

방법을 연 분석 이라한다. (노윤환, 2015)[14]. 손님의 장

바구니 품목간의 마 효과를 알아보는 데서 유래한

분석으로 장바구니 분석(market basket analysis)라고도

한다. 연 분석의 알고리즘으로 R 로그램의 Apriori 알

고리즘을 이용 하여 연 계를 분석하 다. Apriori 알

고리즘은 연 규칙 분석을 해 사용되는데, 사건 A가 일

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확률 을 나타내는 것으로사

건 A와 사건 B 사이에 연계에 한 규칙을 찾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곽철완, 2013)[15]. 연 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가 있

다. 지지도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뜻하는

지표로 아래와 같으며,

   Pr∩

신뢰도는 A가 발생한경우이후B가 발생하는 경우의확

률로 아래와 같다.

 Pr
Pr∩

향상도는 신뢰도 값을 B가 발생할 확률로 나 값으로

신뢰도 값의 우연성 과 실제성을 단하는 지표로서

 Pr × Pr

Pr∩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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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료  정제

3.1 료수집  가공

웹 사이트 국민신문고(www.people.go.kr) 의 ‘민원․

제안․참여’ 카테고리의 ‘민원․정책 질의응답’ 게시 의

항목을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크롤링 하 으며, 기간은

2017년 05월 7일에서 2018년도 05월 7일, 기 은 앙행

정기 으로 ‘고용노동부’를선택하여 체 민원을 추출하

다.

이에 추출된 항목은 총 584개의 민원이었으며, 이를

텍스트 일의 형태인 유니코드로 장하여소스 데이터

로 사용하 다.

크롤링 된 데이터는 R studio application을 이용하여

명령을 실행하 으며, 로그램의 특성상 단 인터

리터 방식으로 명령을 실행하여 에러검출등을 시행하

다. 추출된 텍스트에 KoNLP, wordcloud, stringr,

arules, igraph, arulesViz 등의 패키지를 이용하여 명사

추출, 불용어 제거, 시각화, 연 도 추출, 연 분석 시각

화 등을 시행하 으며, 최종 으로 연 규칙을 통해 한

문장에서 포함된 메인키워드와 그에 따른종속키워드 간

의 계를 최종 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 인구문 분석

주요 이슈, 시사 등을 도출하 다.

3.2 결과

3.2.1 상 키워드   연

R Studio를 통해서 유의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총

2397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이 상 빈도를 차지

한 키워드는 퇴직 (72), 여(71), 수당(69), 안 (64), 연

차(56), 사용(55), 가능(49), 실업(48), 리(47), 신청(39),

지 (36), 근로자(35), 육아휴직(31)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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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frequency keyword

분석결과를 통해서 한국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소

기업 등에서 퇴직 임 지 련 분쟁 임 미

지 등 의 사안이 잦은 것으로 추정되며, 근로기 법에

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주로 임 과

련된 질의가 상 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실업 여, 육

아휴직 등의 이슈가 많았는데, 종합 으로 볼 때

WLB(Work & Life Balance) YOLO(you only live

once) 가 고용노동 부문에도 반 된 것으로 추정되며, 근

로시간 단축, 인 이션으로 인한 임 상승압력, 고노

동 문직 기피 상 복지(well-being) 에 한 여가의 가

치인식 변화를 그 로 반 하고 있다. (장유미, 2013)[16].

한 시각화 패키지인 wordcloud2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수 비 이미지 시각화를 진행 하 으며, 국민신문

고에서 고용노동부 련 민원․정책 항목에 가장 이슈화

된 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Fig. 4. Top keywords visualization

연 분석을 실시한 이후 주요한 연 키워드 간의 지

지도, 신뢰도, 향상도는 아래와 같다.

Table 1. Major Keyword support, confidence, lift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Re-employment extra pay 0.01 1.0 8.46

middle calculate 0.01 1.0 41.7

middle severance pay 0.01 1.0 8.11

warning fire 0.01 0.85 45.5

Early extra pay 0.01 0.87 7.40

Minimum wage include 0.01 0.72 23.5

safety emplacement 0.01 0.09 7.82

Time work 0.01 0.46 11.7

unemployment supply 0.01 0.20 12.1

delivery salary 0.01 0.72 5.98

extra pay Weekly 0.03 0.26 7.61

Parental leave apply 0.01 0.19 2.89

safety Health care 0.02 0.25 9.12

* The arc where lhs and rhs occur simultaneously
** The probability that rhs and lhs will occur simultaneously when lhs
occurs

*** Confidence divided by r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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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분석 자료를 기 으로 ‘재취업’ 키워드와 ‘수당’ 키

워드는 지지도 0.01, 신뢰도 1.0, 향상도 8.46으로 로 매우

높은 연 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 간’, ‘퇴직 ’ 키워드

의 경우에도 지지도 0.01, 신뢰도 1.0, 향상도 8.11로 높은

련성이 있으며, 2018년도 최 임 련 포함여부를

그 로 반 하는 ‘최 임 ‘ 키워드와 ’포함‘ 키워드의 경

우 신뢰도 0.09, 향상도 23.5로 가장 높은 연 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각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고용노동부의 최근

정책 최 임 , 퇴직 , 재취업 실업수당, 출산

육아휴직, 주휴수당, 안 리 등에 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임 과 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함으로써 여 히 복잡한 임 구조 사용자

근로자의 근로기 미숙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Fig. 5. Associative Analysis Visualization

그림은 표 1에 나와 있는 주요한 연 키워드에 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시각화 시킨 그림으로 집

으로 연차-수당-지 등 연차수당 등 근로자 임 련

그룹, 보건 리-산업-안 등 산업안 산업재해

련 그룹, 여-실업-퇴사-신청 등 퇴직 실업자 지원

에 련된 그룹들이 으로 연 되어키워드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향후 연 과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국

민신문고의 고용노동부 련 민원․정책에 한 분석결

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퇴직 ,

최 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한 임

개념의 불일치로 인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노사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며, 근로기 법 의 정부차원의 다각화된 홍보 임 체

계의 원활한 이해를 한 개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둘째, 2018년 노사 간 가장 큰 이슈 에 하나인 최

임 의 경우 자 업자의 경제 사정, 물가인상, 청년 실

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흡한 부분을 그 로 드러내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한 생산직, 제조업 등 여 히 산업안 의 사각

지 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 교육 산업재해 등에

한 효과 인 책 안 근로를 한 방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심각한 인구 감소 인구 벽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혼인 출산의 장려를 해서는 일 가정 병행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필수 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가 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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