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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NCS는 지식, 스킬, 태도 등과 같은 역량 구성요소들을 시스템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장에서 다양한 벨의 역량을

키우고 이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 이 있다. NCS는 한 교육훈련 로그램 설계와 업무 장

평가를 한 스펙 개발을 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NCS 련 서비스

신을 해 스 크라는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도입·운 이다. 스 크는 사용자가 손쉽게 폭넓은 데이터를 검색,

수집, 조직화 할 수 있는 랫폼으로 기존의 노동집약 인 데이터베이스 운 체계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

크의 데이터 시각화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존에는 불가능하 던 NCS 련 서비스에 한 새로운

과 운 인텔리젼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NCS 홈페이지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는 스 크을

활용한 NCS 련 서비스 축 데이터에 한 시각화 략과 시보드 설계 그리고 다양한 통계 분석기능 구조에

해 분석하고 이에 한 소개를 하 으며,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한 실무 인 차원에서의 활용방안과 시사 을 제시하 다.

주 어 : NCS, 한국산업인력공단, 스 크,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Abstract  One of the key mission is to develop and prompte the us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which is 

defined to be the systemization of competencies(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required to perform duties at the 

workplace by the nation for each industrial sector and level. This provides the basis for the design of training and 

detailed specifications for workplace assessment. To promote the data-driven service improvement, the commercial 

product Splunk was introduced, and has grown to become an extremely useful platform because it enables the users 

to search, collect, and organize data in a far more comprehensive, far less labor-intensive way than traditional 

databases. Leveraging Splunk’s built-in data visualization and analytical features, HRD Korea have built custom tools 

to gain new insight and operational intelligence that organizations have never had b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NCS homepage. Concretely, applying Splunk in creating visualizations, dashboards and performing various functional 

and statistical analysis and structure without Web development skills. We presented practical use and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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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 명을 당면한 과제로 설정한 많은 국가와 기

업들이 신기술개발과 자동화 그리고 해외로의소싱을 일

상 인 이슈로 받아들이면서 청년층의 노동수요 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어들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의 불확

실성은 비정규· 견직의 고용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로벌 노동시장 역시 통합화가 진 되면서 인력과

자본이동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 교육환경은

여 히 지속 인 미스매치와 마찰 실업상태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EU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통합

후 국가간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졌지만 15세에서 24세까

지의 은 계층의 실업률은 2017년의 경우 9.9%에 달하

고 있다[1]. OECD 국가 역시 기록 인 11.6% 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일부나마 극복하기 해EU는평생 학

습을 진하고 국가 간 인력 이동을 진하기 하여 EU

국가역량체계(EQF: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하여 2008년부터 용을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 자원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해 이와유사한 국

가직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개발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체제를 능력 심

으로 환하고자 2013년부터 산업에 걸쳐 개발하기

시작하 다. 특히 국내의 많은 공기업과 공공기 들이

선도 으로 국가직무능력표 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

교육훈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서서

히 국가직무능력표 기반 채용·교육시스템 도입을 차

늘리고 있으며, 기업 자체 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하여완성도높은교육훈련시스템을 업에 용하고있다.

국가직무능력표 은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

화한 것으로, 직무능력은 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 스킬이나 능력 외에도직업인으로서 기

본 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능력,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역량(지식, 기술, 태도) 등을포함한다. 특정 분

야에서 효과 인 직무 수행을 해 요구되는 역량인 직

무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함으로써 산업 ․직업

특성이 반 된 교육훈련이나 인력양성 로그램의 개

발에 상당한 향을 미치며, 개인이 문지식과 기술변

화 요구에 부응할 수있는역량을효율 으로 갖출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제로도 평가되고 있다[2].

국가직무능력표 은 산업 장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

하는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를 신화 함으로써 산

업 장 직무 심의 인 자원 개발, 능력 심사회 구

을 한 핵심인 라 구축, 고용과 평생 직업능력개발 등

에 기여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NCS 기반의 교육

훈련체제를 하지 못한 일부 취업 비생들의 경우 취업

비과정의 부담을 가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개진되고

있지만, 실무능력과 괴리가 없는 NCS 기반 신 직업자격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자격증이 도태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 감도 상존한다[3].

재 NCS와 련한 연구들은 NCS 학습모듈, NCS 기

반 교육과정편성/운 , 교육과정운 실태조사, 해외우

수사례 기반활용 등의 논문 등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선과 스 크를 활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NC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

비스 품질을 해 재의 NCS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이

를 빅데이터 분석 랫폼인 스 크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연구

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 인 NCS 홈페이지

의 빅데이터 분석사례의 기본 틀을 탐색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분석 랫폼은 스 크이

며, 10여년 부터 국내외에서 빅데이터 분석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스템의 구성도, 통

계분석을 한 메뉴별·기능별 구조, 시보드 화면의 구

성도 스 크 활용을 통한 정책 기 효과에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스 크를 기반으로 하는 NCS 홈

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은 취업 비생, 교육기 , 훈련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청·문의·검색·서비스 사항들

을 바탕으로 지능정보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NCS 활용을 진시키고수요자 맞춤서비스 개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2. NCS 반 사업  현황과 역할

2.1 현황과  사업  동향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개발에 따라 교육훈련

장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운 을 한 사업

을 다각 으로 추진 이며 다양한 NCS 기반 훈련기

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기 을 개발 정비하여 NCS 기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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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847직종을 고시하 으며, 교육부에서도 NCS 개발

에 따라 NCS 학습모듈 개발 사업을 추진하 으며, 2016

년까지 NCS가 개발된 847개 분야의 NCS 학습모듈

개발을 완료하여 직업교육훈련 등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문 학 등에

서도 NCS 기반 교육과정운 이 확 되고 있다. 특히 고

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기반 능력 심 채용

확산 사업을 진행하여 2014년 13개 공공기 을 상으로

2016년에는 100개 공공기 과 14개 공기업에서 NCS 기

반 능력 심 채용을실시하여 NCS의 지속 인확산정책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4].

국가가 주도하는 직무능력표 사업은 유럽국가에서

활발하게 추진된바 있는데, 를 들어 국은 산업계 요

구에 부응하는 직무수행능력 개발 체계를구축하기 해

1986년부터 약 20,000개의 산업별 표 (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이 마련되었으며, 교육·훈련

자격증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기본 으로 NOS 도입목

의 하나는 직업교육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과정의 품질인증에 산업계의 참여를

진시키기 한 것도 있다. 국민들의 일 련 역량제고

를 도모하기 한 국정부의 정책 비 은 의미 있었

지만, NOS를 통한 실제 인 성과는 다소 제한 인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의 이론과 실무의 균형

화된 커리큘럼을 일 는 업 주의 평가 표 으로

체함으로써 직업교육 훈련의 질을 하시키고, 직무

성과의 최 수 에 매달리게 된다는 비 이일어나기 시

작했다. 한 직무능력표 자체로는 최고등 의 역할을

기 하기가 어렵다는 도 지 되고 있다. 결국 더구나

NOS와 VET 련 표 을 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

속 으로 존재했으나 정부의 NOS 사업에 한 지원

단과 련 원회의 사업 단은 NOS의 지속가능성에

해서는 다소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산업별로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지속 으로활용될 것으

로 단되나 그 지 않은 산업에서는 NOS 기반의 직무

교육과 평가는 다소 축될 망이다[5].

독일은 역량(competence)의 개념을 교육시스템 내에

서 논의되는 개인의 능력에 한 총체 인 의미와 실제

업무 역에서 사용되는 직업 능력의 두가지로 해석하

고 있다. 2013년에 도입된 독일 자격 임워크(German

qualifications framework, DQR)는 이 두 개념 모두 반

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역량을 지식의 용, 스킬, 사회

역량, 독립성(autonomy)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정

의하고 있다[5]. 독일은 EU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상

이한 교육체계를 운 하고 있어 EU 국가와의 역량에

한 직 인 비교나 평가가 쉽지 않아 DQR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자격 임워크는 우리나라 처럼 직

업이나 직무에 따라 세화된 역량체계를 제공하지는 않는

다. 그외 1996년 도입된 호주의 직무능력표 은 교육

훈련 로그램이나 패키지에 탑재된 형태로 존재하며, 산

업 장의 근로자가 직무수행을 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6].

2.2 NCS사업  효과 및 향  연

NCS에 한 부분의 연구는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 할 것인가에 한 내용

이 주종을 이룬다. 임윤진과 손다미의 NCS 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그런 경향이 잘 나타나 있

는데, 핵심 키워드는 ‘직무+능력+교육과정+개발’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7]. ‘과정’ ‘직무능력’이 네트워크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특히

문 학에서의NCS 활용은특성화 문 학 육성사업 등

련 사업에서 일종의 필수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다

른 기 에 비해 상 으로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도 그 비 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

한 분야에서NCS 기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를들

어 노규성 등은 NCS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역량모

형을 제안한 바 있으며[8], 의무기록사 직무에 한 NCS

개발[9], 커피 련 민간자격증에 련된 직업기 능력에

한 NCS 련 연구[10]도 발표된 바 있다.

한편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로그램의 효과성은

교육 이(educational transfer) 수 으로 평가하기도 한

다. 교육 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스

킬, 태도 등이 업무에 용․유지되는 정도나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교육 아이디어나 구조 는 행 등

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시 에서 다른 시 으로

달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11]. 교육 이는 교육

훈련이 업의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훈련의효과성을측정하는개념으로 요한의미를갖는다.

국내 연구에서도 NCS의교육훈련 특성은 미취업자

의 진로선택에 한 태도와 성숙도에도 향을 미쳐 간

으로도 교육 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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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이런 결과는 정선정 등의 연구에서도 일부 반

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훈련 에서 NCS를 용한 NCS 기반 훈련과정

과 비NCS 훈련과정의 수료생(각 39,974명, 125,682명)

취업 인원(각 21,487명, 57,338명)에 한 메타분석을 통

해 NCS 기반 훈련과정이 비NCS 훈련과정에 비해 1.175

배 취업할 확률이 더 큼을 통계 으로 검증하 다[13].

한 송형철은 NCS 용 후의 학생 만족도 분석 연구

에서 학업 만족도에 한 평가 차이는 학업환경에서

국가직무능력표 용 이후가 더 우월한것으로 평가했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14]. 한 사회

만족도도 국가직무능력표 용 이후가 높은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수경과 나 선은 NCS 정책이 직업훈련기

의 실제 훈련 운 에 미치는 향분석에서 훈련기 의

NCS제도에 한 인지도에 비해, 훈련수요자인 훈련생이

나 기업의 인지도는 히 낮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15]. 교육훈련의 효과제고를 해서는 훈련수요자의

NCS 제도에 한 공감 와 수용도가 제되어야 하는데

이런상황은 NCS 확산에걸림돌 역할을 할수있음을지

하 다. 훈련수요자들의 NCS 효용성에 한 인식 부

족은 기존 직업훈련의 주가 되었던 자격증 주의 훈련

방식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어 직업훈련기 에추가 부

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NCS 편성비율

을 높게 가져간 훈련기 일 수록 행정업무의 부담감이

더 커지고 훈련시설․장비에 한 추가 수요도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선 기업들은 NCS에서 제

시된 직무역량 보다는 당장 업무 장에서 필요한 개발

이나제작 등의 기본업무를능숙하게 할수 있는숙련도

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교육철학 인 측면에서 직무 문가들에 의해

규정된 NCS의 목표, 능력과 표 , 학습경험, 평가기 에

해교사, 학습자, 는 다른 문가들 간에 나타나는불

일치와 갈등에 한 교육 문제는 아직 본격 으로 이

슈화되지 못하고 있음을지 하고 있다[16]. 특히 실업계

학교나 문 학의 경우 외부 문가에 의해 교육목표가

설정되고 교육내용이 로그램화되면 교수자는 규정된

차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이를 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교수자로서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도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

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일부 부정 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국가가 정책

으로 지원하고 있는 NCS의 도입 확산은 문 학

과 실업계 학교를 심으로 하는 정착되고 있는 NCS 기

반 교육과정과 공기업과공공기 의NCS 기반 채용시험

을 통해 지속 으로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공하는 NCS 련 사이트

와 정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NCS 사업의 정책 확산뿐

만 아니라, 수요자인 취업희망자, 업희망자, 기술의 고

도화를 추구하는 장 기술자, 학의 교육설계 담당자

들에게 NCS 기반 기술과 지식 습득을 명확하고 용이하

게 해 으로써 불필요한 검색과 학습을 여 수 있다.

한 NCS 사업 자체가 이들의 니즈 뿐만 아니라 산업계

요구까지 반 한 것이므로 합성도 높을 수 밖에 없어

교육 이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할 것으로 상한다.

3. 상  개

3.1 빅  도  스플 크  능

스 크는 2004년 미국 샌 란시스코에서 설립된 회

사로 로그 데이터,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 등을 수집

모니터링하여 검색/분류/분석할 수 있는 랫폼을 제공

하고 있다.

스 크는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의 과정을 제공하는 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하여 다양한 규모의 데

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표

방식의 API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로그램에서도 사

용이 가능한 통합 랫폼의역할도 제공을 하고 있다.

재 스 크는 Yelp, BOSCH, TESCO 등에서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 스 크는 웹서버 기반의 액서스 로그를 통한

시스템 진단은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소비자, 기

업 등)들의 이용 행동이나 태도 등을 악하는데에 있어

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스 크는 기구축된 DB, Web server, 센서, SNS 등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도출되는 machine

data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들의다양한

행태인 많이 찾아보는 자료(data), 클릭수, 키워드 검색

수, 방문 페이지등에 한정보를 얻을 수있다[17]. 스

크의 기능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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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nction of Splunk 

• Collect and Index Data - 로그, 매트릭, 클릭스트

림, 웹서버,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와같은

형식과 치에 계없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 Search and Investigate -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자

동으로 표 화하고 통계검색을 통해 매트릭 계산

특정한 조건을 찾을 수 있고, 타임라인을 통해

추세, 패턴 등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 Correlate and Analyze - 이벤트 활동간의 계

를쉽게 악할 수 있으며, 시간, 치, 사용자 정의

검색 결과를 상호 연 시키며, 머신러닝을 사용하

여 이상징후를 악할 수 있다.

• Visualize and Report - 요구사항에 맞는맞춤형

시보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측 시각화를

통해 시스템 리소스 부하를 측 할 수가 있으

며, 리포터를 PDF로 공유 할 수 있다.

• Access from Anywhere - 리자 사용자는 유

선 모바일 표 라우 를통해 어느 치에서

든 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3.2  상  : 한 산업 공단 NCS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 하는 NCS 홈페이지는 블

라인드 채용, 기업 활용, 교육·훈련과정 설계, NCS 미디

어 센터 등을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블라인

드 채용에서는 직무탐색→ 황분석 →취업 비→ 능

력강화의 4단계 정보제공을 통해 채용 로드맵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외에도 채용자료실, 채용가이드북, 채용우

수사례, 형별 평가샘 , 채용 련 사이트 등의 자료실

을 제공하고 있다. 한 온라인학습(이러닝), 카페, 자료

실, Q&A 센터, 면 신고 센터 등의 고객서비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Fig. 2 참고).

Fig. 2. NCS Homepage

NCS 활용 기업들에 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컨설 ,

기업 활용, 카페, 키, 자료실, Q&A 센터 등을 운 하고

있는데, 참고로 2017년 컨설 참여기업은 1,000개이며,

서울 265개, 경기 199개, 주 7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 컨설 결과 활용 운 기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훈련과정 설계에서는 분야별

훈련과정 설계 황, 우수사례, 능력단 활용 베스트, 교

육과정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카페, 키, 자료실, Q&A

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 10,225개의 훈련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다. 이 에서 02. 경 ·회계·사무 분야가

2,486개, 15.기계 분야가 1,101개 순으로 설계가 되어 있

다. NCS 미디어 센터에서는 이미지, 상, 이러닝 등이

제공되고 있다. 재는 상 466건이 제공되고 있다.

4. NCS 사 트  스플 크 활용 략

4.1  시스  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홈페이지를 통해 축 · 제

공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NCS 제도의 기업 활용, 교

육·훈련과정 설계, NCS 미디어 센터 등의빅데이터 자료

를 Splunk Enterprise가 제공하는다양한 알고리즘 상

계 기법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다양한 이해 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NCS 홈페

이지의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을 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장·검색 분석 등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Fig. 3에서와 같이 Splunk Enterprise에서 제공되는 기능

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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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플 크 활용 사

4.2.1 통계  한 메뉴별/ 능별 

NCS 홈페이지에서 스 크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 계자(이용자)에게 제공하기 해서는 통계

분석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NC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별로

통계결과를 제시하기 해서는 DB, WEB, WAS에서 수

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한 기능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NCS 홈페이지의 메뉴별로 스 크를 활용한 통계분

석 략은 Fig. 4와 같고, 기능별로 스 크를활용한 통

계분석 시안은 Fig. 5와 같다. 를 들어 NCS 통합 역

에서는 검색 키워드와 통계 분석을 한 시나리오 정의

가 필요하며. 분석기간은 매일/매주로 설정한다.

분석내용으로는 NCS 련 자료의 통합 검색을 한

검색 키워드, TON N 검색키워드 인기검색어 클릭을

통한 검색 통계분석이 있다. 이를 통한 출력 데이터로는

실시간 키워드 분석/시간별 키워드 분석/연령/지역/성/

요일/사용자 별 키워드 분석/검색 키워드를 통해 속하

는 페이지 분석/추천/연 검색어 분석 등이 있다.

NCS 학습모듈 검색 역에서는 분야별검색/키워

드검색/코드검색 별 통계 분석의 시나리오 정의가 필요

하며, 분석기간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분석내

용으로는사용자가요구하는 NCS 학습모듈검색에서

분야별/키워드/코드별 검색TOP N 분석 통계 클릭한

능력단 /요소 TOP N 분석 통계 등이 있다(Table 1,

Table 2 참고).

출력 데이터로는 분야별검색/키워드검색/코드검색 별

통계 클릭한 능력단 /요수 건수 TOP N 등이있다.

기능별 분석에서는 사용자 계정에 한 분석 기능 설

정이 필요하며, 소셜미디어/아이디/비로그인 사용자 별

속 황 통계 분석을 한 시나리오 정의가 필요하다.

분석기간은 매일/매주이며, 주요 분석내용으로는 사

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황분석을 통해 속하는 소셜

미디어 확 방안 마련과 사용자들의 로그인 방법의 성

향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성과 속가능성 확

를 한 다양한 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로그인/비로

그인 별 속 시간량 통계 분석의 시나리오 정의가 필요

하다.

분석기간은 시간별/매일/매주이며, 분석내용으로는

로그인(소셜미디어/아이디)/비로그인 별 속 시간량 분

석이며, 이를 통해 최 의 콘텐츠 제공방법 분석과 로그

인/비로그인 사용자 그룹의 성향 차이를 분석하여 추후

홈페이지 개편시 극 으로 반 하고자 한다.

참고로 소셜미디어 인증수단은 국내의 표 서비스

인 네이버를 통한 인증,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 페이스북

을 통한 인증, 아이핀을 통한 인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자료의분석을 통해 사용자그룹을 나 는 기 개

발과 로그인/비로그인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콘

텐츠의 차이 도구분할 수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Fig. 3. Big Data analyzing process with Spl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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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보드 화면

NCS 홈페이지의 시보드 시 화면은 Fig.4와 Fig.

5와 같다. 일반 으로 시보드는 뷰의 가장일반 유형

이라고 할 수가 있다. 리자 시보드 화면에서는 로그

인 속 황, 회원가입 황, 고객만족도 평균, 속자

치, 다운로드 황, 시스템 실패와 경고 메세지 황, DB

서버의 CPU 활용률 등을 차트, 테이블, 이벤트 리스트

맵 등의 시각화 결과를 제공해 다.

4.3 활용방안 및 효과

NCS 홈페이지는 NCS 수요자인 취업희망자, 업희

망자,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장 기술자, 학의 교

육설계 담당자 등에게 NCS 기반 기술과 지식 습득과

련된 다양한정보를 시에 제공해야한다. 특히 NCS 활

용의 주수요자인 취업 비생, 기업, 훈련기 등에서의

다양한 요청, 문의사항, 희망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지능

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측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에는 제공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가능

성을 극 화할 수 있다.

NCS 홈페이지를 스 크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랫폼을 부착하여 NCS 련 업부서와 담당자를 한

직 으로 인식이 가능한 다양한 통계 분석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정보의 일반화를확산할 수 있으며, 향후 고품

질 공공데이터로의 활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 크를 활용한 기 효과는 크게 기술 측면, 경

제 , 사회 측면으로 구분할 수있다. 우선 기술 측면

Table 1. Statistical analysis by menu

Table 2. Statistical analysis b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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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스 크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측 랫폼을 용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 축 에따른 자동 개선 로세스

를 통해 가용성을 극 화하며 자원 낭비방지 운 비

감의 효과도 할 수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우선

OPEN API를 통해 연계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분석

할 수 있으며, 스 크 랫폼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기

반으로 2차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분석결과의 가치를 제

고할 수 있다. 사회 측면에서 보면기존 서비스와는 차

별성이 높은 서비스를 련 기 과사용자들에게 제공함

으로써 NCS 활용에 한 〮확산을 극 화 할수있는솔루

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빅데이터 수집 시스

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기 자료를 외부 데이터 수요

처인 다양한 공공기 /교육기 / 련 사용자 등에게 제

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

기가 될 것이다.

5. 결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기술 분석 체계로는 분석

이 어려운 분야에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18].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에는 미처 심을 가지지 못

했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을 찾기에 매우 유용한 도

구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Fig. 4. Samples of NCS Homepage Dashboard 1

Fig. 5. Samples of NCS Homepage Dashboar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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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기업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등 다양

한 기법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도입하고 있다.

4차산업 명 시 를 이끌어 갈 첨단기술로 ICBMA(IoT,

Cloud, Bigdata, Mobile, AI)가 논의되고 있는데(최근에

는 DNA(Data, Network, AI)로도 불리우기도 함) 이 에

서도 가장 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그러나 이러

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수 은 아직도 도입단계이다[19].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 하는 NCS

홈페이지에 한 빅데이터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자 하 다. NCS 홈페이지를 스 크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부분의 연구들은 NCS 학습모듈,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운 , 교육과정 운 실태조사, 해외 우수

사례 기반활용 등의 논문 등에 이 맞추어져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랫폼을활용하여 학문

인 차원에서의 근을 시도하 다는 이다. 둘째, 빅데

이터를 통한 이슈분석을 통해 NCS에 한 사용자 이

슈 자동 감지와 련 주제의 동향 분석을 통해 잠재 인

정책 수요를 발굴할 수가 있다. 한다양한 조건의 이슈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국민 서비

스 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CS 홈페

이지의 고객 목소리 분석(VOC)를 통해서 기능별로 고객

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고객 만족도 요청사항에

한 분석이 가능할수 있다. 기존과 다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의제 발굴과 략 확보를 한 분석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넷째, NCS 홈페이지의 시스템 모니터링

상 분석을통해 이상징후 악이 가능할 수있다. 즉,

제한된 인력으로도 신속한 탐지(네트워크, 서버, 운 체

제의 이상징후를 빠르게 탐지, drill-down으로 원인

악)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업부서 담

당자들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직 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이해 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 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은 맞춤형 민

원 서비스 개발, 콘텐츠 환경 개선, 서비스 최 화 등을

통해 국민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있다. 특

히 수요자들의 새로운 니즈 악 이를 충족시키기

한 최 의 서비스 디자인에상당한기여를할 수있을 것

으로 기 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들어져 가는 일반 기업분야

에서는 빅데이터분석의 가치는 상상을 월할 수 이다.

변하는 소비자 취향을 분석하고 수요 측의 오류를

이는데 있어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 인 정보수집·분석

로세스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내 공공기 의 경우 빅

데이터 분석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일반 기업처럼 경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독 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국민을 소비자로 여기고 이들의 잠재 니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

스를 개발하기 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공

공기 의 빅데이터 분석도구의 도입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과 이를 타 하기 해 필요한 신정책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시 이다.

독일이나 스 스 등 선진국에서 운 하고 있는 NCS

련 홈페이지는 재 국내의 NCS 홈페이지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도

입했는지의 여부, 시스템 활용 사례 등에 한 근이 어

려워 이를 분석하지 못하 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선

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사례등을비교 연구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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