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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을 실행하

였다. 빅데이터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자기효능감 기

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지 조절과 행동 조절로 분류한 후 텍스트 가치 계수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교육, 학업, 학업성취도, 
성취, 에듀, 조절, 도전, 스스로, 자신 등의 자기효능감 관련 텍스트가 인지 조절 및 행동 조절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
스트 가치 계수가 높게 평가된 단어들은 향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설계에 핵심 단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ducted text mining about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Naver Blogs, which take high ranks 
on websites. At first, we constructed data-set based on text data collected through text mining of big data. After that, we classified 
self-efficacy based texts on data-set into cognitive control and behavior control and then, evaluated the text value coefficient.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it was found that texts related to self-efficacy such as education, study, academic achievement, 
achievement, edu, adjustment, challenge, self, and self were highly related to cognitive control and behavior control. It is expected 
that words with high text value coefficients can be used as key words in the design of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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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최근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환경이 전 생애에 걸친 삶의 과정으

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러닝(e-Learning)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지고 있다[1]. 성공적인 이러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추고 시간 관리, 학습 과정 검토, 학습 목표 설정 

등의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이처럼 학습 환경이 인터넷 기반의 

이러닝으로 확장되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태도가 그 무

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COVID(Coronavirus Disease)-19와 

같은 전염성 강한 질병이 유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재택 수업 

방식으로 이러닝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개

수업(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가입자 수는 급증하

고 있다.
2019년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

교육 학습 참여율은 41.7%로 만25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0명 

중 약 4명이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성인들의 평생교육 학습 수행 후 평생

교육 학습에 관한 개인실태를 개인 영역, 직업 영역, 사회 영역

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개인 영

역에서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77.7%, 교양함양 및 지식 

습득 등의 자기계발 71.6%, 건강 관리 70.4%로 나타났다. 직업 

영역에서는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68.2%, 고용안정 

63.7%, 취업 · 이직 · 창업에 도움 60.4%, 성과급 · 연봉 등 소득 

증대 53.2%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는 친목 도모 증

진 67.4%, 자원봉사 및 지역 사회적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 

59.9%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생교육 학습은 직업 및 사회 영역

의 비중보다 개인 영역의 비중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의 평생교육 학습은 직업이나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도 필

요하지만,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시작한 평

생교육 학습에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성

인학습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평생교

육 학습에 중도포기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자신의 환경이나 능력에 따른 개인적인 

신념이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자 반두라(Bandura)는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에 관한 판단을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라고 정의하였다[4-5].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행동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과제 수행 여부, 노
력의 정도, 지속성, 개인의 깨닫는 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

다. 자기효능감은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기통제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교육적, 상담적 개입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평생교육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작용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6]. 현시점에서 성인의 자기주도 

평생교육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통제력 및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요소들을 포함한 상담이나 심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교육 학습 중도포기자 중에서 자신의 환

경이 아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에 관한 판

단 즉, 자기효능감을 원인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자기

주도학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기효

능감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추출하여 분석한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방법의 하나로 자연

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

출, 가공하는 목적의 기술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존재하는 

블로그, 카페, 뉴스와 같은 비구조적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 이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학습자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여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에서 중요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2-1 이러닝과 자기주도학습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이러닝을 

이용한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탑재한 

이러닝은 본래 가지고 있던 편재성, 휴대성 그리고 접근성을 기

반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영어 이러닝에 관한 

학습은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학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7]에 의하면 영어 학습의 경우 온라인 인강 듣기 부분이 가

장 빈도수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튜브 및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다. 유튜브는 시각적인 어학 도

구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학업 스타일과 맞물려서 공부 스트레

스 없이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을 편하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새로운 학습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들은 

실제 미국 드라마 시청을 효과적인 영어학습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기관 밖에서도 교수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이

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미국 드라

마 시청도 이미 훌륭한 학습자료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8].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와 같은 이러닝 기반의 학습을 대중들

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

에 포기하는 학습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및 미국 드라마 

시청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영어 이러닝 평생교육 

학습에서 영어 의사소통 의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주도학

습 역량과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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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이러닝 선택을 

학습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교육자 및 전문 상담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기주도 학습자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7]. 
[9]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

함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

는 활동 예시를 제안하였다.
예시 1 : 교수자는 학생들과 함께 학업계획과 학업일정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예시 2 : 유튜브나 온라인 공개수업(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료 사이트 등을 교

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탐색해보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
예시 3 : 학습자들이 학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함으로

써 자신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사전학습, 수업 활동 및 수업 후 

과제나 보충 활동, 학습 과정 성찰일지 작성 등을 포함하는 제

반 학습 과정을 정리하도록 요청한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

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고취하며 좀 더 능동적이고 창

의적인 학습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2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훨씬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신이 가진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타고난 지능 및 적성 등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

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10]. 이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

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의 주된 근원이 되고 나아

가 개인의 삶을 이끄는 요소로 볼 수 있다[11].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학문화한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

하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자 기스

트(Gist)와 미첼(Mitchell)은 자기효능감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에 필요한 동기 및 행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판단이라고 하였으며 이든(Eden)과 아비램(Aviram)은 성공

을 위해 필요한 정서적 · 신체적 · 지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 자체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12-13].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학업적 효능감과 자기조절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업적 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 상

황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

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

응과 같은 자기조절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

기대라고 할 수 있다[14].
자기주도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자기효

능감을 높이는 데는 학습 동기가 효과적이다[15]. 여기서 학습 

동기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인이 가진 

자주성, 독립성, 자기 주도성은 내적 강화 때문에 충족되는 내

적 동기를 말한다. 즉, 외부의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학습의 의의를 두는 동기이다. 외적 동기는 외적

인 목적에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학습에 동기가 없거

나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16]. 이러닝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을 기반

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적 및 

외적 학습 동기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대처방

식이 필요하다.

2-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학습시스템 연구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와 같이 

정형화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데이터 마이닝

은 이미 실용성을 갖추고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는 비정형데이터로 존재하고 있

으며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가

공하는 기술을 텍스트마이닝 기술이라고 한다.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관심분야와 인터

넷에 존재하는 동영상, 이미지, 문서 등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

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평가와 리뷰를 작성하여 양질의 콘텐츠

를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학습 콘텐

츠를 제공하는 편의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DB; Data Base)를 통한 적합한 핵심 및 연관 키워드 생성한다. 
둘째, 생성된 핵심 및 연관 키워드를 통한 학습 콘텐츠를 크롤

링(Crawling)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셋째, 학습자는 크롤링

된 콘텐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습 후 평가와 리뷰를 작성한

다. 넷째, 각 분야의 학습 콘텐츠를 평가와 리뷰 순으로 등록하

여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학습자의 등록된 관심 분야를 통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적합하고 범주에 맞는 키워드를 도출하여, 온라인에 존재하는 

동영상, 이미지, 문서 등의 학습 콘텐츠를 제목, 리뷰, 댓글을 분

석하여 크롤링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

게 된다. 제공된 콘텐츠는 학습자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통합적

으로 관리 되며, 평가와 리뷰를 통해 다시 콘텐츠를 검증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여 적합한 

정보를 획득하고 의미를 정제하여 범주화할 수 있는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학습자가 습득하려고 하

는 학문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식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학습자들이 능동적

으로 지식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은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자아개념, 자신감, 창의성을 발견하고 계발시키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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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방법으로 더욱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관심 분야의 적합한 콘텐츠를 쉽고 간

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개념 및 전략 등 다양한 이론

적 지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자기주도학습 운영계획 또는 

학습 분야에 따라 학습자가 원하는 학문 분야의 콘텐츠를 손쉽

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수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이러닝, 무크 등 다양한 학

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있지만, 교수자의 일방적인 콘텐

츠 제공 방식은 자기주도 학습에 맞지 않고 이러닝 및 무크는 

학습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검색하고 찾아야 하는 불편함

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

하여 학습자의 관심 분야에 맞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웹 크롤링

에 사용하기 위한 처리 방법으로 활용하여 자기 주도 학습에 필

요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17].
 

Ⅲ.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텍스트 가치 

평가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 

  
3-1 자기주도학습 방법과 평생교육 학습 현황

 
최근 통계청에서는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의 자기주도학습 방법별 한국교육종단조사 결과를 게시하

였다[18]. 게시된 한국교육종단조사 결과를 연도별로 단위 소

계를 통합하여 자기주도학습 방법별 비율을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23%), 주변 인물들의 조언을 활

용 (17%), 인쇄 매체를 활용(16%), 도서관 방문(14%), TV · 라
디오 · 비디오를 활용(12%), 축제 · 박람회 · 음악회 등 참여

(11%), 역사적 ∙ 자연적 ∙ 산업적 장소 방문(7%)의 순서로 나타

났다. 그림 1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최근 자기주도 학습시 컴퓨

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가중사례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자기주

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 학습의 기회 또한 광범위해

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학습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 학습을 경험

한 학습자들은 처음 의도와 달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학습방법별 비율

Fig. 1. Percentage of Learning Methods by Self-directed 
Learning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 학습

에 참여한 만 25~7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중도 포기한 학습

자를 대상으로 중도 포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실태 조

사를 시행하였다. 시행 결과를 게시한 통계청 자료[19]를 기반

으로 평생교육 학습 참여의 중도 포기 요인별 해당 비율을 표시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평생교육 학습 참여의 중도 포기 요인 

Table 1. Exit factors during lifelong learning 
Cause type 2017 (%) 2018 (%) 2019 (%)

cause 1 39.8 39.3 32.2

cause 2 3.1 10.1 24.3

cause 3 9.4 14.6 11.8

cause 4 10.6 8.2 9.2

cause 5 12.4 12.3 8.1

cause 6 11.4 2.1 7.6

cause 7 2.4 1.4 3.4

cause 8 6.7 4 0.8

cause 9 2.5 1.4 0.7

cause 10 1.7 6.6 1.9

위의 표 1에서 제시하는 10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원인 1 :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 원인 2 :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원인 3 : 동기, 자신감 부족

· 원인 4 :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

· 원인 5 :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 원인 6 : 건강상의 이유로

· 원인 7 :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 원인 8 :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 원인 9 : 교육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원인 10 : 기타

원인 8에 해당하는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와 

원인 9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는 오프라인 

학습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학습으로 개설되는 과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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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 과목의 경우 이러닝으로 대체될 수 없는 실습 또는 

현장학습 위주의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인이 도

출되었으리라 예상한다. 동기, 자신감 부족에 해당하는 원인 3
과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에 해당하는 원인 7은 환경적인 요

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성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중도 

포기가 결정되었음을 함축하고 있다. 
평생교육 학습자의 경우 대부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동기, 자신감 부족에 해당하는 원인 3
의 경우 2017년도 9.4%, 2018년도 14.6%, 2019년도 11.8%에 해

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평생교육 학습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에 성인이 선택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위와 같

이 성인의 경우에도 동기 및 자신감 부족 그리고 같이 학습에 

참여할 친구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계획했던 평생교육 학습을 중

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따른 중도 포기 비율 검토

Fig. 2. Review bounce rate according to subjective 
disposition 

3-2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이러닝과 같은 편리한 평생교육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

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인학습자들이 자기효

능감을 높여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 비중이 높은 

평생교육 학습에서 최종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자기주도학습 기반

의 평생교육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과 평생교육 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 마이

닝 기법을 이용하여 연관된 텍스트를 수집하고 추출하여 텍스

트의 출력 빈도수를 기반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기주도학습 클리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상담 심리 분야에서도 python 및 R 언어를 이용하여 웹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광범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0]. 본 논문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선택한 자기주도학습 방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학습 방법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행하여 텍스트를 수집, 추출, 분석

하고자 한다. 최근 블로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매체로 네이버 블로그를 집계[21]한 것에 기반을 두

어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표 2. 2017년 상반기 블로그 점유율 순위

Table 2. Blog occupancy rankings in 2017
Ranking Blog name Occupation rate(%)

1 naver 66.2

2 daum 17%

3 tistory 7.5%

4 egloos 2%

5 etc. 7.4%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은 과정으로 python에서 제공하

는 bs4의 BeautifulSoup과 selenium webdriver등의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설계

하고 구현하여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였다. 

그림 3. 네이버 블로그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설계

Fig. 3. Text mining design based on NAVER blog

1단계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고, 2단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진입한다. 3단계에서는 네

이버 블로그에서 3가지 검색 요소(검색 키워드, 검색 건수, 검
색 기간)를 입력한다. 4단계에서는 크롬(Chrome)을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크롤링한다. 5단계에서는 크롤링된 비구조적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추출 및 분리하는 정

제 과정을 통하여 구조적 데이터로 재구성한다. 마지막 6단계

에서는 구조적 텍스트 데이터를 txt, csv, xls 형식의 데이터 파

일로 저장한다. 설계된 텍스트 마이닝 방식 3단계에서 검색을 

위해 사용된 키워드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이다. 검
색 기간은 2017년~2019년을 기준으로 매월 100건씩 텍스트 데

이터를 수집하여 블로그 제목, 블로그 내용, 블로그 소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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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데이터셋을 만들고 구조적 형식

으로 재구성한 후 txt, csv, xls 파일의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저

장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실행한 결과 2017년~2019년 월별

로 100건씩 총 4800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수집 후 분리된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2018년 1월 데이터셋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4. 네이버 블로그 기반의 크롤링 결과

Fig. 4. Result of crawling based on NAVER blog 

저장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출력된 빈도수(frequency)를 기

반으로 그림 5와 같이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그림 5. 텍스트 빈도수 기반의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Fig. 5. Visualize in wordcloud based on text frequency

그림 6. 텍스트에 해당하는 빈도수 그래프

Fig. 6. Frequency graph corresponding to text

그림 6은 수집된 빅데이터에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중

심으로 빈도수를 출력한 그래프이다. 최근 3년간 네이버 블로

그에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을 실행한 결과 성취, 목표, 능력, 검사, 과외, 교육, 동기, 역량, 
코칭 등의 텍스트가 높은 빈도수로 출력되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에서 자신감과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며 

자기주도학습(SL; Self-directed Learning)검사와도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자기주도학습 검사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행동원인

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수준별 맞춤 클리닉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 도구를 의미한다[22]. 자기

주도학습 검사 도구의 조절 구성 요인을 [22]에서는 동기 조절

(motivation control), 인지 조절(recognition control), 행동 조절

(behavior control)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동기 조절영역

에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학습 목표 성향(숙달 목표, 수행 접근 

목표, 수행 회피 목표), 자기 결정성까지 총 4가지 구성 요소 포

함하였다. 인지 조절영역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를 인지 전략

으로 그리고 계획, 점검, 조절을 상위 인지 전략으로 하여 총 6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다. 행동 조절영역에는 행동통제, 시
간 및 환경관리, 도움 추구의 총 3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행하여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22]에서 제시한 

자기주도학습 검사 도구의 동기 조절, 인지 조절, 행동 조절의 3
가지 구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텍

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출력된 빈도수 높은 총 40개의 텍스트는 

성취, 목표, 능력, 검사, 과외, 교육, 동기, 역량, 코칭, 학업, 시간, 
진로, 학업성취도, 수업, 스스로, 인지, 결과, 에듀, 자신, 평가, 
방법, 수준, 습관, 자존감, 진단, 행동, 자아, 전략, 조절, 도전, 수
행, 영어, 학원, 혜윰, 메타, 요인, 핵심, 플렉스, 향상, 활동 순으

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22]에서 정리한 개념을 기준으로 텍스트 마

이닝을 통해 구조적 형식으로 재구성된 데이터셋에서 동기 조

절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자기효능감과 연관되는 텍스트로 분

류하였다. 그 결과 동기 조절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성취, 교육, 
동기, 학업, 강좌, 학업성취도, 스스로, 에듀, 자신, 자존감, 진단, 
자아, 조절, 도전에 해당하는 14개의 텍스트가 자기효능감과 연

관된 텍스트로 선별되었다. 이렇게 선별된 자기효능감과 관련

이 높은 텍스트 14개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인지 조절과 행동 조

절과의 상관성을 그림 7과 같이 요약한다. 

그림 7. 자기효능감 관련 텍스트의 빈도수

Fig. 7. Frequency of texts related to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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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주도학습의 3가지 조절 요소로 분류된 텍스트

Table 3. Text categorized into three control elements of 
self-directed learning

text frequency
motivation

control
recognition

control
behavior
control

achievement 169,200 O O

goal 131,600 　 O

ability 126,900 　 O 　

inspection 122,200 　 O 　

tutoring 94,000 　 　 　

education 94,000 O O O

motivation 89,300 O 　 　

ability 79,900 　 O O

coaching 75,200 　 O O

study 70,500 O O O

time 65,800 　 　 O

course 65,800 O 　 　

academic
achievement

65,800 O O O

class 61,100 　 O 　

myself 61,100 O 　 O

recognition 61,100 　 O 　

result 56,400 　 　 　

Edu 56,400 O O O

self 56,400 O 　 O

evaluation 56,400 　 O 　

way 51,700 　 O O

level 51,700 　 　 　

habit 51,700 　 　 O

self-esteem 47,000 O 　 　

diagnosis 47,000 O 　 　

behavior 47,000 　 　 O

ego 42,300 O 　 　

strategy 42,300 　 O O

control 42,300 O O O

challenge 37,600 O O O

perform 37,600 　 　 O

english 37,600 　 O O

academy 37,600 　 O O

haeyum 37,600 　 　 　

meta 32,900 　 　 　

factor 32,900 　 　 　

main point 32,900 　 　 　

flex 28,200 　 　 　

improving 28,200 　 　 　

activity 28,200 　 　 　

그림 8. 자기효능감 관련 텍스트의 빈도수 그래프 

Fig. 8. Graph of frequency of texts related to self-efficacy

Ⅳ. 텍스트 가치 평가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에서 

언어들 사이의 연결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한 후 의미를 찾아

내기 위해서 텍스트를 해체한 후 다시 조합하여 텍스트가 전달

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주요 개념의 단순 빈도

수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각

적으로 파악하여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행한 결과 추출

된 40개의 텍스트 중에서 14개를 자기효능감 관련 키워드 샘플

로 분류한 후 이를 동기 조절 텍스트의 범주로 정의하였다. 그
리고 동기 조절 텍스트 14개를 그림 9와 같이 다시 인지 조절, 
행동 조절의 범주로 정의하였다. 

그림 9. 동기 조절 텍스트를 기반으로 인지 조절과 행동 조절 

영역으로 분류

Fig. 9. Classification of Motivation control text into 
Recognition control and Behavior control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분류된 14개의 동기 조절 텍스트를 대

상으로 인지 조절, 행동 조절 범주 영역과의 상관성에 대한 텍

스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 (1)과 같은 텍스트 가

치 계수(TVF; Text Value Factor)를 정의한다. 

   ×                                   (1)

위의 식 (1)에서 인지 조절 가중치(RCW; Recognition Control 
Weight)는 아래의 식 (2)를 통해 계산하고, 인지 조절 가중치는 

인지 조절 빈도수(RCF; Recognition Control Frequency)를 이용

하여 처리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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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사용된 행동 조절 가중치(BCW; Behavior Control 

Weight)는 아래의 식 (3)을 통해 계산하고, 행동 조절 가중치는 

행동 조절 빈도수(BCF; Behavior Control Frequency)를 이용하

여 처리하였다. 

  








  



 

  




×                                               (3)  

본 논문에서 텍스트 가치 계수 정의에 사용된 동기 조절 영

역은 자기효능감 관련 키워드에 해당하는 샘플 추출을 기반으

로 처리되었고 자기효능감 관련 키워드 추출은 본 연구에 참여

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의하여 분류되었다. 식 (2)와 식 (3)을 

통해서 인지 조절 가중치와 행동 조절 가중치를 계산한 후 식 

(1)을 이용하여 동기 조절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텍스트의 인

지 및 행동 조절과의 상관성에 대한 텍스트 가치 계수를 평가하

였다. 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텍스트 가치 평가를 위한 식 

(1) ~ 식 (3)을 이용하여 자기효능감에 해당하는 14개의 텍스트

를 대상으로 인지 및 행동 조절을 기반으로 텍스트 가치 계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을 보여준다. 

표 4. 텍스트 가치 평가

Table 4. Evaluation of Text value 

text rank TVF
control

RCF RCW BCF BCW

education 1 0.20 94,000 0.26 94,000 0.14

study 2 0.15 70,500 0.19 70,500 0.11

academic

achievement
3 0.14 65,800 0.18 65,800 0.10

achievement 4 0.13 - - 169,200 0.26

Edu 5 0.12 54,600 0.15 54,600 0.08

control 6 0.09 42,300 0.12 42,300 0.06

challenge 7 0.08 37,600 0.10 37,600 0.06

myself 8 0.05 - - 61,100 0.09

self 9 0.04 - - 56,400 0.09

motivation 10 0.00 - - - -

course 10 0.00 - - - -

self-esteem 10 0.00 - - - -

diagnosis 10 0.00 - - - -

ego 10 0.00 - - - -

total 　 1.00 364,800 1.00 651,500 1.00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22]에서 

제안한 자기주도학습 검사 도구의 조절 요인 3가지 중에서 동

기 조절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관련 텍스트의 인지 조절 및 행

동 조절과의 상관성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처리하였다. 그 결

과 동기 조절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관련 텍스트의 인지 조절 

및 행동 조절과의 상관성에 대한 텍스트 가치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 1순위 : 교육(0.20)
· 2순위 : 학업(0.15)
· 3순위 : 학업성취도(0.14) 
· 4순위 : 성취(0.13) 
· 5순위 : 에듀(0.12) 
· 6순위 : 조절(0.09) 
· 7순위 : 도전(0.08) 
· 8순위 : 스스로(0.05) 
· 9순위 : 자신(0.04)
· 10순위 : 동기, 강좌, 자존감, 진단, 자아(0.0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의 텍스

트 마이닝을 이용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텍스트

가치를 검증하였다.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구

조화된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진단 

요인 중 자기효능감 기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지 조절과 행

동 조절로 분류한 후 텍스트 가치 계수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

과 교육, 학업, 학업성취도, 성취, 에듀, 조절, 도전, 스스로, 자
신 등의 텍스트가 인지 조절 및 행동 조절과 연관성이 높은 텍

스트로 출력되었다. 동기, 강좌, 자존감, 진단, 자아 등의 텍스트

는 인지 조절 및 행동 조절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

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검사 도구의 

조절 구성 요인을 동기 조절, 인지 조절, 행동 조절에 해당하는 

3가지 요소로 한계를 두어 분석하였다. 향후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행동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수준별 맞

춤 클리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

법을 기준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

습자 개인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진로성숙도 등의 영역으로 다

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온라인 공개수업, 유튜브, 미국 드라마 시청 등과 같은 

이러닝을 평생교육학습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인학습자들

에게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클리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자기주도학습 클리닉 프로그

램 개발 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심 단어 추출의 기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

을 기준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장한 후 온라인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클리닉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성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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