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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민원 질의응답의 소통수단으로 보편화된 Q&A 게시 에는 반복된 질문들이 자주 등록되어 민원업무를 효율 으로

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학 홈페이지의 Q&A 게시 에 게재된 비정형 데이터를 심으로 학생 심의 질의

응답집(FAQ)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최근 3년간 690건의 게시물에서 주요 핵심어를 추출하고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심성 분석 핵심어 사이의 계성을 악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진행하 다. 분석결과 민원질의에서 가장 심성이

높은 핵심어는 신청, 교과목, 학 , 이수, 졸업, 승인, 기간, 공, 포털, 학과 등의 순이었다. 한 주요 핵심어들은 수업, 학 ,

학생활동, 장학 , 도서 , 생활 , 정보화, 통학 역의 8개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토 로 질의횟수가 많은 내용을 분야

별로 정리하여 FAQ를 구성한다면 반복 인 질문에 한 민원응 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학 구성원간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 의미 연결망 분석, 질의응답, 자주하는 질문, 구조 등 성, 에고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e Q&A board is widely used as a means of communicating service enquiries, and the ne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nquiry system has risen because certain questions are being repeatedly and frequently registered.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 student-centered FAQ, centered on the unstructured data posted on the university 

homepage’s Q&A board. We extracted major keywords from 690 postings registered in the recent 3 years, and 

conducte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words and the centrality analysis 

in order to carry out network visualization. The most central keywords found through the analysis, in order of 

centrality, were application, curriculum, credit point, completion, graduation, approval, period, major, portal, 

department. Also, the major keywords were classified into 8 groups of course, register, student life, scholarship, 

library, dormitory, IT and commute. If the most frequent questions are organized into these areas to form the FAQ,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ser convenience and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by 

simplifying the service enquiry process for repeated questions, as well as enabling smooth two-way communica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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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학에서는 구성원과의 소통에 주안 을 두고

그들의 목소리에 매우 극 인 처를 하고 있다.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고객이라는 인식을가지고 소통을

한 창구 역할인 민원 서비스에 집 인 투자를 하고

리하고 있다. 학생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달하고

새로운 제안을 할수 있는 민원 서비스는필수 이며,

학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요한 수단이 된다[1]. 과거

직 방문이나 유선으로 이루어졌던 민원 서비스는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보 률 증가로 인터넷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근이 가능해졌고, 그

에 따라 온라인 민원의 양도 크게 증가하고있다[2]. 이러

한 변화에 발맞춰 학에서는 민원을효율 으로 처리하

기 해 홈페이지에 Q&A(questions and answers) 게시

을 운 하여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답해주고불편을 최

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 으로 홈페이지에 민원을 질의하기 한 차는

Q&A 게시 의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쓰기 버튼

을 러 진행하는데,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나 그 질문에

한 답변 등을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은 궁 한 것이 있을 때 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 일로 문의를 하고, 담당부서는 반복된 질문에 한

개별 응 로 인해 업무가 과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패턴은 학기 나 학기 말이 되면 학사 련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여 담당부서의 업무부담은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힘들어지게 된다[3]. 따라서유사하거나 반복

된 질문들이 자주 등록되는 Q&A 게시 을 운 하는데

있어 새로운 민원처리 로세스를 고려하여 효율 으로

업무를 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해 각 학은 Q&A 게시 을 운 함

과 동시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게시 을

구성하여 질문을 작성하기 이 에 미리궁 증을 해소해

주고자 한다. FAQ는자주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여 게시 에 올려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공통 인

질문에 한 답변을 개설하여 민원을 사 에 해소토록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4]. 실제 공공기 에서 FAQ 서

비스를 구 하여 운 한 결과 기존에등록되었던 질문의

수보다 22%의 유사질문이 감소하 다는 연구결과로 미

루어볼 때[5], FAQ 서비스는 학생과 행정 담당자 모두

민원해소를 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노력 등의

감효과를 수 있다.

FAQ의 구성은 자주 찾는 질문에 한 답변이기 때문

에 정확하고 체계 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학생이 원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가를 단하는 기 인 정보수 (구성의 체계성, 정보의

충분성, 련 정보 연계성),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검색수 (검색기능 제공여부,

검색 편리성, 검색기능 다양성, 검색속도), 홈페이지에서

FAQ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단하는 근수

( 근성, 질의응답연계성, 화면이동시간, 페이지 이동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학 홈페이지의 FAQ 서비스는 학생의 질문내

용에 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내용별, 업무별

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율 인데[6], 보통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 담당자들의 경험 단에 따른 범주화를

통해 구성된다[4]. 이는 수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력

과 더불어 내용간의 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분류 등으

로 인해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나

타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담당자의 주 에 치우지지 않

게 통계 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텍스트 내

용분류 등의 내용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의미

연결망 분석은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의미 연결망 분

석은 언어로 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나타낼만한 개념을

단어의 형태로 추출하고, 그들 간의 동시출 과 같은 연

계를 토 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텍스트의 의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7].

이에 본 연구는 학 홈페이지의Q&A 게시 에 게재

된 비정형 데이터를 심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

한 특정 단어 간 계와 구조를 통해 학생 심의 FAQ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1) 민원질의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악

하기 해 주요 단어를 추출하고 출 빈도를 계산한다.

2) 주요 핵심어 사이의 계를 악하기 해 네트워크

심성 분석으로 향력이 큰 허 역할의 핵심어를 확

인한다. 3) 핵심어들이 어떤 의미에 따라 하 그룹으로

분류되며 핵심어들 간의 계질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구조 등 성 분석을 진행하 다. 4) 특정한 노드를

심으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정 핵심어를

심으로 한 네트워크 연결을 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한 FAQ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보다 객 인

정보를 수 있고, 행정 담당자들에게는 분야별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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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핵심 키워드 연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FAQ

구성의 논리성, 체계성 향상 련부서와 유기 업무

조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론적 경

2.1 미 연결망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언어

로 된 텍스트에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핵

심 인 역할을 하는 단어인 핵심어를 부여하며, 언어 메

시지 내에서 구성되는 연결 계를 악하고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언어 메시지의 다양한 특성을분석하는 것이다

[7]. 네트워크는 기본 으로 노드(node)와 링크(link)로

이루어지는데, 언어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고, 단어들 간의

계가 네트워크의 링크가 된다. 따라서 노드 사이의

계를 분석하여 체 인 구조를 악하고 한 문장에서

함께 출 하는 단어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단어

사이의 계를 의미 연결망 형태로 시각화 할 수 있다.

한 특정 단어가 사용된 빈도만을 고려하여 의미를 찾

고자 했던 통 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달리

특정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악하여 단어 사이의 구조 계를 악할 수 있다[8].

이런 배경에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려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

자치단체의 민원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으로 활용하는

연구[9] 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연구경

향[10], 학술지의 상호인용 네트워크[11], 언론매체에 보

도되는 기사 헤드라인[12], SNS를 활용한 메시지 구조

[13],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품목 간의 연 계[14], 시

별 한국 가요의 가사[15]에 이르기까지 차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을 종합해보면 의미 연결망 분석은 노드와 링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계를 통해 텍스트에 담긴 의미의 흐름을

악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2.2 심  

노드 간의 계에 따른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어떤 역

할을 담당하거나 어떤 향을 미치는 것인지 악하는

것은 요하다. 일반 으로 네트워크의 심을 분석하기

해 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노드

가 심에 어느 정도 근 한가를 표 하는 방법이다[16].

심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네트워크에서 맺어지는 노드

사이의 계 어느 측면에 을 맞추어 심을 측정

하는지에 따라 연결(degree) 심성, 근 (closeness)

심성, 매개(betweenness) 심성, 세(eigenvector)

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연결 심성은 다른 노드와의 연결된 정도를 심으

로 보는 개념으로 연결된 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

라 인 기 이 되며, 근 심성은노드와 노드 사

이에 얼마만큼 가깝게 있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노드 사

이의 거리가 핵심이 된다. 그리고 매개 심성은 한노드

가 다른 노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개자 역할

을 수행하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개역할에 을 맞추

어 심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가지며, 세 심성은 노

드의 향력 는 요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연결된

이웃노드의 심성이 높으면 연결한 노드의 심성도 증

가한다는 을 반 한 것이다[18]. 본 연구에서는노드

간의 연결 정도와 연결된 계에서 발생하는 향력을

심으로 악하는 것이 주요 목 이기 때문에 Doerfel

& Connaughton(2009)의 연구를 따라 요성에가 치를

둔 세 심성을 심 으로 활용하 다[19,20].

2.3 조적 등

네트워크에서 노드들과의 계는 노드들의 연결 형태

나 구조를 나타내는데, 등 성(equivalence)은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이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의 계 패턴

을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개념이다. 다시 말해 어떤 노

드들이 직 인 링크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구조 으로

서로 유사한 계의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 등 의 계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드들이 서로 동일한 치에

있을 때 구조 등 성이라고 하고, 구조 등 성 집단

내의 노드들은 서로 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18].

본 연구는 구조 등 성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분

석을 활용하 는데, 이 방법은 노드들 간연결 계의 패

턴에 하여 피어슨 상 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노드들의 블록(block)을 식별하여 블록들간의 계를

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CONCOR 분석은 노드들의 집합

에 해당되는 블록을 악하고 이러한 블록들 간의 계

도 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드들의 계가 명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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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로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한 네트워크에

서 보다 의미가 있는 하 집단을 구분해 낼 수 있다.

2.4 에고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분석의 에 따라 체 네트워크(whole

network)와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로 분류할 수 있

다. 체 네트워크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네트워크 체

의 모습을 악하는데 의미가 있는 반면 에고 네트워크

는 지정된 몇 개의 에고 노드만을 상으로 하여 이들과

직 링크를 형성하고 있는 노드들, 그리고 그 노드들 간

의 링크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악할 수 있다. 여기

서 에고는 개인, 집단, 조직, 커뮤니티를 의미하는데[18],

네트워크에서 개별노드들은 모두 에고가 될 수있다. 즉

에고 네트워크는 심을 가지는 노드를 심에 두고 그

심과의 계로 모든 사항이 집약된다[21]. 이를 종합해

보면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체 네트워크에서 에고 노

드와 연결되는 노드들로 구성되는 부분네트워크의 특성

을 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

네트워크를 상으로 한 CONCOR 분석 이후 네트워크

내 특정 노드를 심으로 련된 이웃 노드들 간의 특성

을 악하기 해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추가 으로 시

도하 다.

3. 연 계

3.1 료

본 연구는 충북 소재 S 학교 홈페이지의 Q&A 게시

에 게재된 민원질의 게시물을 분석 상으로 하 다.

구체 으로 Q&A 게시 은 기획, 학사, 학생복지, 시설,

취업, 국제교류, 인터넷, 기타 등 8개 분류로 세분화되었

고, 자료는 분류, 질문제목, 질문날짜, 질문내용, 답변제

목, 답변날짜, 답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질의 게

시물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373건이등

록되었지만, 학교정책 시설변경 등의 이유를 고려해

서 최근 3년간 690건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 다.

3.2  

본연구를 수행하기 한분석 차는 Fig. 1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는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8개 분류로 세분화된 민원 게시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데

이터 셋을 구성한 후 R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진행

하 다. 한국어 텍스트 처리를 해 R의 KoNLP 패키지

를 활용하여 각게시물을 상으로 필요 없는단어 특

수문자, 복되는 단어를 제거하고 사 에 등록되지 않

은 단어를 추가하여 명사를 추출하 다. 이와 같은 데이

터 처리 작업을 완료한 후 핵심어의 출 빈도를 계산

하고, 주요핵심어 간의 의미 계를확인하기 해 단

어 × 단어의 동시출 매트릭스를 산출하 다[22].

이후 산출된 1 mode 매트릭스를 통해 주요 핵심어 간

계성을 확인하고자 Ucinet을 이용하여 심성을 산출

하 다. 체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의 역할, 치, 특

성, 향력 등에 한 악은 요한 부분인데, 네트워크

체 구조의 에서 심 인 노드를 탐색하고자 세

심성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핵심어 간의 군

집 계를 확인하기 해 NetDraw를 활용하여 의미 연

결 계망을 시각화하 다. 특히 정한 수 의 핵심어

들의 블록간 유사성 집단을 찾아내기 해 CONCOR 분

석을 실시하고, 특정 노드와 연결된 이웃노드들 간의 링

크 계를 상으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Data
Collection

Pre-
processing

Analysis Visualization

Fig. 1. Semantic Network Analysis Process

4. 연 결과

4.1 핵심어   심   

Table 1은 핵심어의 출 빈도와 세 심성을 분석

하여 상 20개의 핵심어를 비교한 결과이다. 먼 민원

질의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출 한 핵심어는 ‘신청’(755

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인’(373회), ‘장학 ’(342

회), ‘지 ’(309회), ‘교과목’(299회), ‘기간’(289회), ‘포

털’(286회), ‘학 ’(267회), ‘등록’(261회), ‘ 세 명포인

트’(241회) 등의 핵심어가 많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Q&A 게시 의 민원은 체로

학사행정, 장학제도, 사활동 등을 심으로 한 질문이

상 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 빈도에 따른 핵심어들은 과 하게 표되

거나 는 요한 키워드 임에도 불구하고 출 빈도가

낮아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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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Keyword Frequency Rank Keyword Eigenvector Centrality

1 신청(application) 755 1 신청(application) 0.457

2 승인(approval) 373 2 교과목(curriculum) 0.238

3 장학 (scholarship) 342 3 학 (credit point) 0.233

4 지 (payment) 309 4 이수(completion) 0.188

5 교과목(curriculum) 299 5 졸업(graduation) 0.182

6 기간(period) 289 6 승인(approval) 0.178

7 포털(portal) 286 7 기간(period) 0.173

8 학 (credit point) 267 8 공(major) 0.171

9 등록(registration) 261 9 포털(portal) 0.169

10 세 명포인트(point) 241 10 학과(department) 0.159

11 졸업(graduation) 222 11 장학 (scholarship) 0.151

12 학과(department) 214 12 수강신청(course application) 0.139

13 성 (grade) 205 13 인정(recognition) 0.139

14 이수(completion) 202 14 기 (standard) 0.138

15 생활 (dormitory) 202 15 성 (grade) 0.129

16 기 (standard) 189 16 취득(acquisition) 0.12

17 공(major) 184 17 수강(course) 0.112

18 이용(use) 183 18 등록(registration) 0.106

19 등록 (tuition) 182 19 선택(selection) 0.105

20 사(volunteer) 178 20 시스템(system) 0.103

Table 1. Top Keywords Frequency & Eigenvector Centrality

A block

C block

B block

F block

E block

D block

G block

H block

Fig. 2. Structural Equ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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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핵심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 인 네트워크의

구조 에서 심 인 핵심어를 확인하기 해 세

심성을 분석하 다. 세 심성이 높은 핵심어를 살

펴보면 ‘신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과목’, ‘학 ’, ‘이

수’, ‘졸업’, ‘승인’, ‘기간’, ‘ 공’, ‘포털’, ‘학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어 분석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세 심성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

드들의 심성을 고려하여 노드의 심성을계산하기 때

문에 단순히 텍스트에서 출 빈도를 탐색하는것 이상을

고려한다. 따라서 세 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향력이 높은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출 빈도가 높은 핵심어와 세

심성이 높은 핵심어를 비교해보면 ‘신청’은 핵심어 분석

과 심성 분석결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민원질

의 게시물에서 강력한 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승인’, ‘장학 ’, ‘지 ’의경우 출 빈도는 높지만 세

심성은 빈도에 비해 심성이 낮게 나타났고, ‘ 세 명

포인트’, ‘생활 ’, ‘등록 ’, ‘ 사’의 경우 세 심성의

순 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핵심어

들과 한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체 의미 연결망

내에서의 역할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과목’,

‘학 ’, ‘이수’의 경우 출 빈도는 낮지만 세 심성은

빈도에 비해 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수강신청’, ‘인정’,

‘취득’, ‘수강’, ‘선택’, ‘시스템‘의 경우 출 빈도의 순 에

는 들지 못했지만 세 심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력이 높은 노드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체 의미 연결망 구조에서 향력이 높은 핵

심어와 자주 연결되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4.3 조적 등  

노드들 사이에 나타나는 계의 다양한 패턴에 따라

등 계의 집단을 구분하기 해 Fig. 2와 같이

CONCOR 분석을 하 는데, 민원질의는 크게 8개블록으

로 나타났다. A 블록은 ‘학 ’, ‘수강’, ‘ 공’, ‘교양’, ‘교과

목’ 등의 핵심어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과 련된 내용이

라고 할 수 있고, B 블록은 ‘신청’, ‘기간’, ‘휴학’, ‘복학’,

‘개강’ 등의 핵심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사와 련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 블록은 ‘등록’, ‘ 사’, ‘센터’,

‘기 ’, ‘헌 ’ 등의 핵심어로 구성되어 있어 사와 련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D 블록은 ‘승인’, ‘장학 ’, ‘

세 명포인트’, ‘장학재단’, ‘수혜’ 등의 핵심어로 구성되

어 있어 장학과 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Fig. 3. E Block Ego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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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 Block Ego Network Analysis

Fig. 4. F Block Ego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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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 블록은 도서 , F 블록은 생활 , G 블록은 정보화,

H 블록은 통학과 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4 에고 네트워크  

체 네트워크 에서 볼 때 E 블록, F 블록, G 블

록, H 블록은 상 으로 은 수의 핵심어로 의미 연결

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된 구성 노드들 간의 특

성을 악하고자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Fig.

3과 같이 E 블록(도서 )은 ‘열람실’, ‘소음’, ‘ 출’, ‘노트

북’, ‘반납’, ‘좌석’ 등의 핵심어와 연결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고, Fig. 4와같이 F 블록(생활 )은 ‘생활 비’, ‘추가

합격’, ‘환불’, ‘흡연’, ‘사감’, ‘성 ’ 등과 연결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Fig. 5와 같이 G 블록(정보화)은 ‘로

그인’, ‘메일’, ‘오피스’, ‘계정’, ‘아이디’, ‘무료’ 등의 핵심어

와 연결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Fig. 6과 같이 H 블록

(통학)은 ‘통학버스’, ‘통학증’, ‘인원’, ‘하차’, ‘출발’, ‘소요

시간’ 등과연결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네트워

크에서 상 으로 큰 4개 블록과 작은 4개 블록의 분류

결과는 각각의 핵심어들이 고유한 역을형성하면서 상

호간의 일정한 연 패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결론  제언

5.1 연 약  결론 

민원 질의응답의 소통수단으로 보편화된 Q&A 게시

에는 유사하거나 반복된 질문들이 자주 등록되어 민원

업무를 효율 으로 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심의 FAQ 서비스 구 을 해 학 홈페

이지 Q&A 게시 에 게재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

한 후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자

주 등장하는 핵심어 간 연 패턴을 악하 다. 보다 구

체 으로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R을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 핵심어의 출 빈도를 산출하고,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Ucinet을 이용하여 핵심어들 간의 연결구조 악

심성을 분석하 으며, 네트워크 시각화 도구인

NetDraw를 이용하여 키워드 간네트워크 시각화를 진행

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원질의 게시물에서 핵심어를 확인하기 해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 상 주요 핵심어는 ‘신청’, ‘승인’,

‘장학 ’, ‘지 ’, ‘교과목’, ‘기간’, ‘포털’, ‘학 ’, ‘등록’, ‘

세 명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네트워크 내

에서 향력을 갖는 단어를 찾기 해 심성을 분석한

Fig. 6. H Block Ego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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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세 심성이 높은 핵심어는 ‘신청’, ‘교과목’, ‘학

’, ‘이수’, ‘졸업’, ‘승인’, ‘기간’, ‘ 공’, ‘포털’, ‘학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출 빈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요한 의미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

고, 출 빈도가 낮더라도 맥락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심으

로 민원질의를 악하고 FAQ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하 블록들의 구조 계를

악하기 해CONCOR 분석을실시한결과 8개의 블록이

생성되었고, 각 블록은 수업, 학사, 사, 장학, 도서 , 생

활 , 정보화, 통학으로구분되었다. 한 은수의 핵심

어로 구성된 블록들의 특성을 악하기 해 에고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서 블록은 ‘열람실’, ‘소음’,

‘ 출’, ‘노트북’, ‘반납’, ‘좌석’ 등의 핵심어와 연결이 강하

게 나타났고, 생활 블록은 ‘생활 비’, ‘추가합격’, ‘환

불’, ‘흡연’, ‘사감’, ‘성 ’ 등의 핵심어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보화 블록은 ‘로그인’, ‘메일’, ‘오피스’, ‘계정’, ‘아이디’,

‘무료’ 등의 핵심어와연결이 강하게 나타났고, 통학블록

은 ‘통학버스’, ‘통학증’, ‘인원’, ‘하차’, ‘출발’, ‘소요시간’

등의 핵심어가 강하게 나타났다.

본연구는 학생 심의 FAQ 구성에 있어 주요 핵심어

와 그 계성을 악하여 학행정에실제 으로 용할

수 있다는 에서 학문 ,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그

간 민원질의 련 분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의미 연결

망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시도하여 내용분석으

로 악할 수 없었던 핵심어들 간의 계성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상호유기 계를 이루

고 있는 블록 구조를 통해 세부 인 구조 특성을 단

하여 행정 담당자들에게 구체 인 도움을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를들어 생활 련 FAQ의 경우 생활

비 납부기한, 추가합격 기 , 환불방법 차, 흡연 시

벌 , 사감실 화번호, 생활 신청 시 성 기 등으로

구성할 수있고, 통학의 경우 통학버스운행 시간표, 통행

증 발 신청, 승차인원 기 , 지역별 출발 하차시간,

지역별 소요시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5.2 연 한계  향후 연 향 

본 연구결과를 토 로 FAQ를 구성한다면 반복 인

질문에 한 민원응 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

자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학 구

성원간의 원활한 양방향소통이가능할것으로 기 한다.

그 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에 한 구체 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

의 민원은 수강신청 성 확인, 장학 신청기간 등 주

요 시 에 따라 반복 으로제기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Q&A 게시 에 게재된 민원질의 게시물을 통합 분석하

여 시기별로 사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시기에 따른 분야별로 조회건수를

주기 으로 악함으로써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생들의

주요 심사항을 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학 홈페이지의 Q&A 게시 뿐만 아니라 오

라인 민원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소셜 네트워크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를통한 민원 등도지속 으로

리하여 학생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질문의 빈도와 원인, 요청 서비스에 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

어 오피니언 마이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미 연결망 분석기법을 교육수

요자 만족도 조사의 비정형화된 개방형 응답에 용하여

불만족 민원에 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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