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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KCI 등재지에 게재된 493편의 국내 수학과 교육과정 논문을 LDA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는 8개의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그 중

‘교육과정 이행과 평가’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또한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라 토픽들은 다르게 출현했으며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중점 방향과 부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학과 교육과정의 발전

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493 domestic mathematics curriculum articles published in KCI's listings from 1997 to 2019

using LDA topic modeling. As a result, domestic mathematics curriculum research could be categorized into eight

topics such as 'context in a curriculum', 'analysis a curriculum by the mathematical concept', 'form, system,

meaning, and character of a curriculum', 'i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curriculum', 'tasks in a curriculum', 'analysis of a curriculum based on ability',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The topic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curriculum' was identified with

the lowest proportion. Also, we performed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weight of topics in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curriculum, and ‘analysis of a curriculum based on ability' appeared as a ‘hot topic’.

Furthermore, topics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curriculum. Some of the

appeared topics showed a tendency to match the emphasis of the highlight in a mathematics curriculum. Based on

the results, future studies should develop frameworks for mathematics curriculum studies and extend the field of

mathematical curriculum studies to make progress. Furthermore,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examine the

enactment, feedback, and competency evaluation in the mathematic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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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과정(curriculum)은 경주하다(to race)를 의미하는

라틴어 ‘currere’ 에서 기원한 용어로서 교육의 목적지를

향해 학생들이 나아가야할 경주로(race-course)를 의미한

다”(Wong, Zhang, & Li, 2014, p. 609). 학생들이 교육과

정이 의도한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먼저 경주로인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설계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Lim & Kang, 2010). 이 과정에서 교

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치기를 바라는 형태로 변화하며, 가

르칠 교육과정은 다시 학생의 학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육과정은 설계 과정에서

의도한 교육과정 내용이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구

조화된 학습 경험이라 볼 수 있다(Li & Lappan,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교 수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모든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

해 조직된 것이며(Schmidt, McKnight, Valverde, Houang,

& Wiley, 1997),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

하고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 수학적 요소를 선별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교육과정의 전달 과정을 고려할 때, 수

학과 교육과정은 학생 경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

교육과정의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을 문서화한 교

육과정(written curriculum) 2) 교사가 교육과정의 이행을

위해 의도한 교육과정(intended curriculum) 3) 실제 교실

에서 이행된 교육과정(enacted curriculum) 4)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experienced curriculum)이나 달성한 교

육과정(attained curriculum) 등을 모두 포함한다(Stein,

Remillard, & Smith, 2007). 따라서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

학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교수와 학습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Burkhardt, 2014).

수학과 교육과정은 사회문화적 맥락, 수학교육에 관한

정치적 이슈, 교사의 지식, 학생의 학습 등 학교수학과 관

련된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여러 요

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Li & Lappan, 2014). 그러나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

는 순서와 방식, 요인들 사이의 균형, 조직되는 방식에 따

라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이는 수학

과 교육과정이 무엇을 강조하고 어떻게 이행되기를 요구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

이 학습하기를 바라는 수학 내용과 실제 학습 사이의 “매

개 역할”을 수행하며(Stein, 2007, p. 362), 그 역할은 수

학과 교육과정의 변혁과정에 따라 함께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대응

과 노력이 오롯이 담기게 되며, 이러한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비교를 통해 다듬어나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Kwon, Lee, Lee, & Han, 2019).

따라서 수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

고 변화되어 왔는지 고찰하는 과정은 연구자들과 교육과

정 개발자들에게 수학과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안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질적으로 우수한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

해주기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은 나라마다 다른 교육 체

계 내에서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 국내 수학과 교육과

정 또한 1차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혁의 과정을 거쳐 왔으며, 해당 시기에 이슈가 되

는 교육계의 아젠다(agenda)와 주도적인 수학교육의 이론

적 사조에 따라 수학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

적이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학과 교육과

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양적ㆍ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위 주제별로 살펴보면,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Cho & Kim, 2013;

Choi & Lee, 2014),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ㆍ분석한

연구(Hwang, 2008; Shin & Ro, 2000), 교육과정의 발달

과 이론에 관한 연구(Chang, 2015; Lee & Paik, 2000;

Paik, 2004),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Choe & Hwang, 2004; Lee & Yim, 2005) 등이 있

다.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

의 경우, 전반적인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하위

주제로 분류된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들(e.g.,

Pang, Sun, Cho, Lee, Kim, Kim, & et al., 2019; Park &

Kim, 2011)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게다

가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자가 일일이 분류틀에 따라 주

제를 분류하고 빈도를 세는 방법을 활용해왔다(Jin &

Ko, 2019). 이와 같은 방식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므

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이

면에 감춰진 의미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이러

한 한계를 벗어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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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발굴(mining)할 수 있는 기술 중 토픽 모델링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Shin, 2020). 토픽 모델링을 통

해 분석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에서 효율적으로 의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른 국내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구 동향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하

였다.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가 변화해온 방향을 탐구함으

로써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학과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안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 분석 선행 연구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크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수학교육의 전반적

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하위 주제로 분류된 수학과 교

육과정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수

학과 교육과정을 특정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전반적인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3～50년 기간 동안 약 200～4500편의 논문을 대상

으로 연구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에 따라 수학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Kwon & Choi(2008)

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수학교육 논문 235편을 대상

으로 연구주제, 내용영역, 연구방법, 지역을 분류하고 분

석하였다. 또한 Pang et al.(2019)은 1960년부터 2019년까

지 국내 수학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4,559편의 논문을 수

집하고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측면으로 분석 단위

를 분류하여 10년 주기로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활

용하여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최근 새

로이 등장하고 있다. Shin(2020)은 2000년부터 2019년까

지 KCI 등재(후보)지 논문 3,114편과 SSCI 등재지 논문

1,636편의 연구 동향을 23개의 토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으며, Jin & Ko(2019)는 470편의 국내 수학교육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을 5개의 토픽으로 분류하여 수학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수학교

육 연구의 종합적인 패러다임을 살펴볼 수 있고 다른 주

제들과의 연결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나(Pang et al.,

2019), 각 하위 영역들에 대한 정밀한 메타분석이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육과정 연구의 경우 국가 교육과

정 개정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적용 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3년 혹은 5년과 같이 특정 기간별로 연구 동향

을 분석한 연구들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의 흐름

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학과 교육과정

이라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Kim, Kim, & Kwon(2012)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국내 수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논문 124편에 대해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을 분석

했으며, Kwon, Kim, & Kim(2011)은 Kim et al.(2012)과

동일한 논문 124편에 대해 주제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

다. 위의 연구들은 국내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의 발자취

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의 일부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연구에 대해 분석한 최신

연구가 없고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수행된 빈도 분

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에 이루어진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켜 최신 연구 동향을 밝히고 자동화된 데

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의 효율적인 분

석을 수행하였다.

2. 토픽 모델링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한 종류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과 자연어 처리에서 토픽이라는

문서들의 집합을 탐색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이다. 빅데이

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는데 용이

하며 텍스트의 양보다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를 주된 관심사로 둔다(Moon, 2020). 토픽 모델링

의 활용을 통해 비정형화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숨겨진 지식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언어 텍스트 집

합을 대표할 수 있는 토픽을 범주화할 수 있다. 또한 토

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분포를 활용하여 토픽과 토픽,

토픽과 단어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다.

문서의 토픽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SI(Latent Semantic

Indexing)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중 현재 가장 널리 활

용되는 기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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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이하 LDA)이다. LDA는 문서들의 집합인 말

뭉치(corpus)로부터 토픽들을 추출하는 확률 모델이며

(Blei, 2012), 한 문헌이 여러 개의 잠재된 토픽으로 표현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LDA의 목적은 문헌을 여러

개의 토픽으로 분해하는 것이며, 토픽들은 문헌에 포함된

단어에 대한 베이즈 확률 분포(Bayesian probability

distribution)로 나타난다. 베이즈 확률은 어떤 가설의 확

률을 추정하기 위해 관측 가능한 증거를 업데이트하면서

발생할 확률의 추정치를 개선해나가며, 다음과 같이 베이

즈 정리로 표현할 수 있다.

   
  

위 식에서 는 A의 사전 확률, 는 관측 가

능한 B의 사전 확률,  는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조건부 사후 확률,  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우도 확률(likelihood probability)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할 선험적 확률을 가정하고 추가적

인 관측을 통해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추론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베이즈 정리는 확률을

물리적 속성으로 간주하는 고전 통계학의 연역적인 추론

과는 달리 확률을 귀납적이고 실증적인 추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베이즈 확률 원리에 따라 LDA는 귀납

적인 과정을 통해 토픽을 문서에 할당한다(Blei, Ng, &

Jordan, 2003). [Fig. 1]은 LDA의 문서 생성 과정을 시각

화한 모델이다.

[Fig. 1] Graphical model representation of LDA(from Blei,

Ng, & Jordan, 2003)

 : 전체 문헌의 집합

 : 토픽의 개수

 : 문헌에 속한 단어들의 집합

 : d번째 문헌에 대한 토픽들의 확률 분포(=1,2

,…, ). 를 매개변수(parameter)로 하는 디리

클레 분포( ∼ )를 따름.

: d번째 문헌의 n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 할당(

=1,2,…, ). 를 매개변수로 하는 다항 분포를

따름( ∼)

: 관측이 가능한 d번째 문헌의 n번째 단어. 토픽

에 따른 다항 확률 분포를 따름(

    

 : 문헌에 대한 토픽들의 사전 확률 분포. 디리클레

분포의 매개변수

 : k개의 주제에 대해 V개의 단어가 생성될 확률 분

포인 k × V 행렬의 매개변수

[Fig. 1]에서 원(node)은 무작위 확률 변수(random

probability variable), 직사각형의 판(plate)은 처리 과정의

반복(replication), 음영은 관측 가능 여부를 의미한다(Blei,

2012). 은 실제 관측 가능한 변수(observed variable)

이며 다른 변수들은 숨겨진 변수(hidden variable)이다

(Blei, 2012). 따라서 문헌에 어떤 토픽들이 할당되는지 파

악하려면 관측이 가능한 단어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문헌

별 토픽의 확률 분포()와 단어별 토픽의 확률 분포

()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한 확률

분포가 가정되지 않았으므로 관측 가능한 증거()와

매개변수인  , 를 통해 잠재 변수의 확률 분포를 갱신

하며 통계적으로 추론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베

이즈 정리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LDA의 핵심 목적은 특정 단어가 어떤 토픽에 할당되

는지를 탐색하여 문헌의 집합을 토픽들로 분류하는 것이

다. 특정 단어가 관측되었을 때 그 단어가 특정 토픽에

할당될 조건부 확률은   로 표현되며, 이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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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와 주제별 단어 분포   의 곱에 비례한

다. 는 실제 관측치인 상수 값이므로 확률 분포의

최댓값을 추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계

산된 값들 중에서 우도 확률이 가장 높은 를 찾아내

게 되면 문헌 내의 단어들이 어떤 토픽에 할당되어야할

지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토픽 모델링은 조건부 확률분포에 따라 단어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주제를 추론하므로 연구자의 주

관성이 배제되는 특징을 지닌다. 예컨대, 기존 연구방법이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자의 선지식에 의존한 분석틀을 기

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반해, 토픽 모델링은

이러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데이터 자체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주제의 특성이 연

구자의 주관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분포된 단어의 패턴에 따라 추론되므로 더욱 강력한 텍

스트 모델링의 구축이 가능하다(Blei et al., 2003).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기간

해외에서 실시한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연구 동향 분

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를 기준으로

학술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의 경우 영향력

지수가 대동소이하므로(Jin & Ko, 2019),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학교육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수학교육학회>,

<대한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수학회>, <한국초등수학

교육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7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의 분석 기간은 7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교육

과정까지의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

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와 ‘초등수학교육’이 1997년, ‘학교

수학’은 1999년에 창간되었으므로 1992년에 고시된 6차

교육과정까지의 연구는 학술지 창간년도와 맞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97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학술지인용

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록된 논문을 검색

하여 총 3,394편의 KCI 등재(후보)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수학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논문 493편을 선별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학술지별 논문

편수는 [Table 1]과 같다.

Journal Count

1 The Mathematical Education 76

2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54

3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85

4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30

5 School Mathematics 105

6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85

7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58

Total 493

[Table 1] The number of papers reviewed for each journal

수집한 논문의 하위 주제는 제목, 국문초록, 영문초록,

키워드, 저자로 구분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토픽 모델

링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하위 주제가 달라지는데, 연구

동향 분석이 목적일 경우 일반적으로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을 선정한다(e.g., Choi & Kwak, 2019; Shin, 2020).

그러나 제목의 경우 결론과 시사점 등이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으므로 연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오롯이 담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초록을

토픽 모델링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국문 초록이

누락된 경우를 피하고 분석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 영

문 초록만을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1)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

토픽 모델링은 추출한 단어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단어가 선정

되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초록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 각

종 수식어와 관용어 등이 사용되므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교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텍스트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묶고

대소문자를 통일시키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불용

어(stopword)를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elementary’,

‘primary’는 ‘elementary’로 변환하고 ‘Activity’, ‘activities’

와 같이 대소문자 표기와 단ㆍ복수 형태가 다른 단어를

소문자 단수 ‘activity’로 통일했으며 ‘in this pap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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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 (B) =9

[Fig. 2] 2D spring map by the number of topics

‘paper’와 같이 분석과는 상관없지만 빈도가 높은 단어들

을 제거하였다. 또한 수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 의미

로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 모두 제거하였으며(e.g.,

‘number’와 ‘term’이 ‘a number of’, ‘in term of’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명사와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

은 모두 제거하였다. 형용사를 포함한 이유는 형용사가

수학교육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다수 포

함하기 때문이다(Shin, 2020).

2) 토픽 수의 타당성 검토

LDA 분석은 Netminer 4.4.3 버전을 이용하였다. LDA

분석 시 매개변수  ,  , 반복 수행 횟수, 토픽 개수 는

연구자가 사전에 정의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

는 0.1, 는 0.01(Zhao, Chen, & Zen, 2015), 반복 수행

횟수는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 방식으로 1,000회를

반복하였다. 토픽의 개수를 설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혼잡도(perplexity) 지수를 검토하는 방법(Blei

et al., 2003), 토픽의 수를 조정해가며 토픽 내 단어 분류

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방법(Griffiths & Steyvers, 2004)

등이 있다. 그러나 혼잡도 지수에 의한 모델 평가는 연구

자의 추론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Chang, Gerrish,

Wang, Boyd-Graber, & Blei, 2009), 본 연구에서는 토픽

개수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Griffiths & Steyvers의

방법과 더불어 2D Spring Map과 토픽 간의 코사인 유사

도(cosine similarity)를 함께 확인하였다. 코사인 유사도

는 토픽을 n차원의 벡터 좌표로 보았을 때 토픽 간의 각

도를 바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두 토픽 간의

각도가 라면 cos를 거리로 측정하여 그 유사도를 판

단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cosine similarity(, )║║║║

∙



×



 ×

만약 두 토픽 간의 각도가 0°라면 cos 로서 최

대가 되고 직교하면 cos 으로 최소가 되며, 코사

인 유사도가 낮다면 토픽별로 중복되는 단어가 적으므로

잘 분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Fig. 2]는 를

7과 9로 설정한 2D Spring map이다. 가 9인 경우 토픽

간의 분류가 정확하지 못하고 단어가 서로 혼재되어 있

으나, 를 7로 설정한 경우 9로 설정한 경우에 비해 토

픽 간 분류의 정확성이 향상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와 [Table 3]은 토픽 내 상위 10개의

단어를 추출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가 7인 [Table 2]의 경우 토픽 간 코사인 유사도가 0.1이

하로 유지되나 가 9인 [Table 3]의 경우 토픽 간의 유

사성이 [Table 2]에 비해 더 높으므로 를 7로 설정하는

것이 토픽들 간의 분류성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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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2 3 4 5 6 7
1 0.1 0 0.1 0.1 0.1 0.1
2 0.1 0 0.1 0 0.1 0
3 0 0 0 0.1 0 0
4 0.1 0.1 0 0.1 0.1 0.1
5 0.1 0 0.1 0.1 0.1 0.1
6 0.1 0.1 0 0.1 0.1 0.1
7 0.1 0 0 0.1 0.1 0.1

[Table 2] Cosine similarity matrix(=7)

Topic 1 2 3 4 5 6 7 8 9
1 0.1 0.1 0.1 0.1 0.1 0.1 0.1 0.2
2 0.1 0.1 0.2 0.1 0.1 0.3 0.2 0.3
3 0.1 0.1 0.1 0.1 0.1 0.1 0.1 0.1
4 0.1 0.2 0.1 0.2 0.1 0.2 0.3 0.3
5 0.1 0.1 0.1 0.2 0.1 0 0.1 0.1
6 0.1 0.1 0.1 0.1 0.1 0 0.1 0.2
7 0.1 0.3 0.1 0.2 0 0 0.2 0.3
8 0.1 0.2 0.1 0.3 0.1 0.1 0.2 0.1
9 0.2 0.3 0.1 0.3 0.1 0.2 0.3 0.1

[Table 3] Cosine similarity matrix(=9)

3) 토픽 명 지정 및 분석 시기

LDA를 통해 각 교육과정별 토픽들을 도출한 뒤, 각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10개 단어와 그 단어의 원문을 검

토하여 타당한 토픽 명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토픽의

상위 10개 단어의 집합이 {comparison, activity, fraction,

revised, japan, country, china, north korea, america,

singapore}일 경우 토픽 명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ㆍ분석’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7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

정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개정 교육과정’, ‘2009개

정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로 나누어 각 시기별 토

픽들을 추출하고 수학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연구의 패

러다임과 시기별 연구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

았다.

Ⅳ. 분석 결과

1. 7차 교육과정～2015개정교육과정 LDA 분석 결과

7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교육과정까지 수학과 교육

과정 연구를 토픽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LDA를 수행

한 결과, 8개의 토픽이 [Table 4]와 같이 추출되었다. 토

픽의 키워드들은 LDA 알고리즘에 따라 각 토픽에서 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Topic
(ratio)

Topic label Keyword (top 10)

Topic1
(0.1046)

Context in a
curriculum

real life, model, angle, ability,
knowledge, context, digital,
relationship, situation, mic

Topic2
(0.1349)

Analysis
curriculum by the
mathematical
concept

concept, number, statistical,
graph, probability, geometry,
definition, decimal, ratio,

natural

Topic3
(0.1146)

Form, system,
meaning, and
character of a
curriculum

standard, element, structure,
system, characteristic,

expression, meaning, term,
basic, framework

Topic4
(0.1546)

I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
curriculum

measurement, instruction,
strategy, property, area,
operation, application,
calculation, topic, digit

Topic5
(0.0709)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curriculum

storytelling, classroom,
achievement, proportion,
discussion, lesson, course,
survey, function, science

Topic6
(0.1368)

Tasks in a
curriculum

task, difficulty, figure,
cognitive, domain, basis,
understanding, algebra,
connection, pattern

Topic7
(0.1066)

Analysis of a
curriculum based
on ability

problem, competency,
thinking, idea, direction,
creativity, reasoning,
quantity, future, change

Topic8
(0.1770)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comparison, activity, fraction,
revised, japan, country, china,
north korea, america,

singapore

[Table 4] Topics and keyword in topics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7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교

육과정까지 수학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교육과정

의 맥락, 수학적 개념에 의한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의

형식, 체계, 의미 및 특징 분석, 교육과정의 교수와 적용,

교육과정 이행과 평가, 교육과정의 과제,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ㆍ분석의 8가

지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Topic5: 교육과정

이행과 평가’가 7.09%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Topic8: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ㆍ분석’은 17.7%로서 토

픽들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분류된 토픽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토픽에 포함된 논문들을 검토하고

논문별 토픽 분포를 토대로 대표적인 논문을 선정하였다.

예컨대, 논문들은 Topic1: 95.4%, Topic2: 2.2%, Topic3:

1%, Topic4: 0.4%, Topic5: 0.3%, Topic6: 0.3%, Topi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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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opic8: 0.2%의 형태로 토픽 분포가 드러나며 확률

이 가장 높은 토픽에 논문이 할당된다. 따라서 Topic1의

대표논문을 선정할 경우, Topic1에 속한 문서들 중 확률이

가장 높은 논문을 Topic1의 대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토픽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맥락’은 교육과정 전체 혹은 특정 단원을 중심으로 실생

활을 연계한 수학적 상황과 모델 등을 살펴보고 교육과

정 개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들로써

대표적인 논문은 ‘맥락성 관점에서 본 수학교과서의 문제

분석’(Kim, Park, & Heo, 2012)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

학적 개념에 의한 교육과정 분석’은 자연수, 기하, 확률과

통계 등에서 등장하는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

들로써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정당화 방안을 탐색한 Lee

& Ha(2011)의 ‘중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을 통한 정당화

방안 탐색’이 대표적인 논문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형식,

체계, 특징 분석’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조직 구

성을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들을

포함하며 Han(2010)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의 쟁점: 2006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

로’가 대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교수

와 적용’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수업에서 실제로 이행하

기 위해 교사들의 관점과 지도 전략 등을 다룬 논문들로

써 Chung & Lew(2006)의 ‘보기보다 쉽지 않다: 초등 수

학교육과정에 대한 수학교사의 인식’이 대표적인 논문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과정 이행과 평가’는 교육과정

을 교실에 적용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의

관점을 분석하거나 교육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논문

들로써 대표적인 논문은 Park(2019)의 ‘예비교사의 초등

수학교과서 활용에 대한 관점’이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과제’는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들의 수준이나 학생들의 이

해정도를 분석한 논문들로써 Choi(2019)의 ‘고등학교 <수

학>교과서에 제시된 교과 역량 과제 분석’이 대표적인 논

문이다. 일곱째,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석’은 창

의성, 역량, 문제해결, 추론 등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분석한 논문들로써 대표적인 논문은 Hwang(2018)

의 ‘2015 개정 수학 교과서에 반영된 창의·융합 역량 요

소 탐색: 중학교 1학년 그래프 단원을 중심으로’이다. 마

지막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ㆍ분석’은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별로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한 논문들

을 포함하며 Kim(2019)의 ‘한국과 뉴질랜드의 수학과 교

육과정 비교 연구’를 대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다.

LDA로 분석한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의 토픽들을 살펴

본 결과,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초점

을 맞춘 연구(Topic1, Topic2, Topic6), 교육과정의 구성을

결정하는 수학적 능력에 관한 연구(Topic7), 교육과정의

형식과 특징 등 교육과정의 틀(framework)에 관한 연구

(Topic3), 교육과정을 수업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연구

(Topic4, Topic5), 다른 교육과정 체계와 비교하는 연구

(Topic8)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토픽들은 문서별 확률

분포를 통해 가장 확률이 높은 토픽으로 분류된 것이며,

실제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토픽들이 혼합된 형

태를 취한다. 예컨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교과서

에 제시된 원주율과 원의 넓이 지도 방안의 비교ㆍ분석

(Choi, 2018)’의 경우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적 이해를 증

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교육과정 체계와 다른 국가

의 교육과정 체계 내의 특정 수학적 개념을 비교ㆍ분석하

고 있다. 이 논문의 경우 ‘Topic7: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

교ㆍ분석’에 속할 확률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Topic2: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분석’과

‘Topic6: 교육과정의 과제’에 포함될 확률도 각각 30.1%.

18.6%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들은 교

육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으

며(Hjalmarson, 2008), 연구자가 어떤 요인에 중점을 두고

연구들을 살펴보는가에 따라 분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2) 시계열 토픽 분석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라 토픽별 추이가 어떻게 변

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별로 추세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교

육과정 시기, 종속변수는 개별 토픽의 교육과정 시기별

비중으로 두고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이 때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인 경우에서

회귀계수가 (+)인 경우 Hot 토픽, (-)일 경우 Cold 토픽

으로 표현하였다(Griffiths & Steyvers, 2004). 교육과정

시기별 토픽 비중은 [Fig. 3], 교육과정 시기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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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ight of topics according to curriculum period

[Tabl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y curriculum period

Topic Regression
coefficient

P-value Hot/
Cold

Context in a
curriculum -1.168 0.697 X

Analysis curriculum by
mathematical concept

1.516 0.476 X

Form, system, meaning,
and character of a
curriculum

1.806 0.405 X

Curriculum instruction
and application

-1.904 0.181 X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curriculum

-0.590 0.730 X

Tasks in a curriculum 0.250 0.807 X

Analysis of a curriculum
based on ability

2.742 0.025 Hot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0.380 0.626 X

시계열 토픽 분석 결과, 8개의 토픽 중 7개의 토픽은

시계열에 따른 비중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1개의 토픽은 Hot 토픽으로 도출되었

다. Hot 토픽은 ‘Topic7: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

석’으로 나타났으며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수학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

다. 그동안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자동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감

각과 안목을 기르고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Pang, 2014). 따라서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한 7

차 교육과정부터 ‘수학 교과 역량’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수학적 지식의 습득보

다는 수학적 사고력의 함양을 강조한 수학과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에 영향을 미쳤

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시기별 토픽 모델링 분석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교육과정별로 LDA를 실시하고 시기별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 강조하는 수학교육의 중점 방향을 간략하게 요약

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토픽 모델링 수행 결과,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교육

과정에서는 6개의 토픽,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

육과정에서는 7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수학과 교육과정

시기별 토픽들과 수학교육의 방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추출된 토픽이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점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 상위 10개 단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통해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에서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Fig. 4]는 시기별로 출현하는

단어들을 빈도수에 따라 핵심 단어 60개를 추출하여

Word Cloud로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단어의 크기는

해당 단어의 출현 빈도를 의미한다.

[Fig. 4] Word Clouds by curriculu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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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Curriculum 2007revised curriculum 2009revised curriculum 2015revised curriculum

Emphasis
direction
in a

mathemati
cs

curriculum

ㆍMathematical power
ㆍUnderstanding & acquiring
of mathematics knowledge
and skill
ㆍDevelopment of
mathematical thinking
ㆍCurriculum by level
(supplement, reinforcement)
ㆍUtilizing educational
materials

ㆍDevelopment of
mathematical thinking
ㆍMathematical communication
ㆍMathematical connection
ㆍMathematical value
ㆍEmphasizing of affective
domain
ㆍUtilize engineering tools

ㆍMathematical creativity
and character
ㆍMathematical communication
ㆍMathematical thinking
ㆍMathematical process
ㆍMathematical connection
ㆍ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values
ㆍIntroduction of storytelling
and standard achievement
ㆍUtilize engineering tools

ㆍMathematical competency
- Problem solving
- Reasoning
- Ceativity and convergence
- Communication
- Information processing
- Attitude and performance
ㆍMaterialization of standard
achievement and competency
ㆍEmphasizing of statistical
activity
ㆍUtilize engineering tools

Topic1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Topic2 Mathematical definition
and character

Analysis curriculum by
mathematical concept

Tasks in curriculum Analysis curriculum by
mathematical concept

Topic3
Instruction and

activity in classroom
Communication in

classroom
Standard
achievement

Standard
achievement

Topic4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knowledge

and skill using
computer technology

Proportion reasoning
and probability &

statistics

Core competency
and mathematical

thinking
Competency

Topic5 Analysis material of
curriculum

RME(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Storytelling Statistical thinking

Topic6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Utilize engineering
tools

Continuity between
nuri curriculum and

elementary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Topic7 ㆍ ㆍ Algebra Fraction

[Table 6] Result of LDA according to curriculum period

[Fig. 4]에서 나타나는 단어를 빈도순으로 5개씩 추출

하였을 때, 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understanding’,

‘activity’, ‘comparison’, ‘material’, ‘term’, 2007개정교육과

정 시기에는 ‘real life’, ‘communication’, ‘computer’,

‘freudenthal’, ‘mathematisation’, 2009개정교육과정 시기에

는 ‘storytelling’, ‘number’, ‘term’, ‘task’, ‘measurement’,

2015개정교육과정 시기에는 ‘competency’, ‘task’, ‘number’,

‘statistical’, ‘fraction’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어들은 시

기별로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단어들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해당 시기의 수

학과 교육과정 연구를 대표하는 단어라 볼 수 있다. 이

중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로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7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교육과정까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는 ‘이해’, ‘실

생활’, ‘스토리텔링’, ‘역량’ 순으로 주된 연구의 흐름이 변

화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추출된 토픽들은 시기별 수학과 교육과정이 강조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의 이해와 습득’, ‘교육 기자재

의 활용’은 ‘Topic4: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의 이해’로 나타났으며,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수학적 의사소통’과 ‘공학적 도구 활용’은 ‘Topic3: 교실

에서의 의사소통’, ‘Topic6: 공학적 도구의 활용’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결성을 강조한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Topic6: 누리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결성’

이 토픽으로 추출되었으며 통계적 활동을 강화한 20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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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육과정에서는 ‘Topic5: 통계적 사고’가 토픽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해당 시기별로 강조하는 수학교육의 방향이

토픽으로 추출된 것은 연구에 대한 관심이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특정 개념이나 방법에 집중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다만, 수학적 가치’는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픽의

상위 10개 단어에 추출되지 않았으며 2015개정교육과정

에서 강조한 6가지 수학적 역량 중 ‘정보 처리’와 ‘태도

및 실천’에 관한 단어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점 방향들을 연구들이 모두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도입하는 내용과 개

념이 그 시기의 핵심 연구 토픽으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교과역량,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Topic3: 성취기준’, ‘Topic4: 핵심 역량과 수학적 사고’,

‘Topic5: 스토리텔링’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기준과 교과 역

량을 구체화한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Topic3: 성취기준’,

‘Topic4: 역량’이 연구의 핵심 토픽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새로이 도입되는 개념들이 해당 시기의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의 대상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Topic1 : 교육과

정 및 교과서 비교ㆍ분석’ 연구는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

교육과정 전 시기에 걸쳐 추출된 토픽이다. 상위 10개 단

어를 살펴보았을 때 {japan, US, china, england, north

korea, singapore} 등과 같이 비교 대상이 된 나라들이 나

타났다. 이는 여러 국가들과 국내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과거부

터 최근까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가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보고한 Pang et al.(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함께 추

출되는 단어들은 변화를 보였다. 상위 10개 단어에서 국

가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은

{social, philosophical, culture}, 2007개정교육과정은

{fraction, similarity, decimal, activity, angle, system},

2009개정교육과정은 {system, assessment, topic}, 2015개

정교육과정은 {measurement, proportion, ratio, quantity,

framework}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연구에서 분석 초점을 두는 주제가 조금씩

변화해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연구된 수학과

내용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2007개정교육과정의 경우

‘비례 추론과 확률ㆍ통계’가 대표적인 내용 영역으로 추출

되었으며 상위 10개 단어는 {proportion, ratio, reasoning,

statistical, ability, rate, achievement, probability,

percentage, knowledge}로 나타났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서 주로 연구된 내용 영역은 ‘대수’이며 상위 10개 단어는

{number, fraction, algorithm, division, model, decimal,

letter, multiplication, operation, algebra}이다. 2015개정교

육과정의 경우 ‘분수’가 대표적인 내용 영역으로 나타났으

며 {fraction, meaning, representation, model, difficulty,

term, visual, algorithm, representation, mixed}가 상위

10개 단어로 추출되었다. 이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수학 내용이 교육과정 시기별로 달라졌으며 특정한 수학

적 개념이나 영역이 해당 시기의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의 주된 분석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만의 분석틀과 모델의 개발

이 필요하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문서들

은 토픽들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수학과 교육과정의

여러 요인들이 혼재되어 표현된다. 이처럼 수학과 교육과

정 연구는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고 한

가지 범주에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범주를 아우르는 경우

가 많으므로(Kwon et al., 2011), 어떤 범주에 초점을 두

고 연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를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수학과 교육과정의 여러 모델

중 Stein et al.(2007)의 모델은 시간적인 단계에 따라 수

학과 교육과정을 분류하여 문서화된 교육과정, 의도된 교

육과정, 이행된 교육과정, 달성된 교육과정으로 구분된 교

육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Hjalmarson(2008)은 교

육과정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분류하여 개념 체계, 표현

체계, 목적, 교육학적 틀, 수학적 내용으로 구분된 교육과

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토픽 모델링 결과 분류된

토픽들은 이 모델들과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Table 4]의 ‘Topic2: 수학적 개념에 의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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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교육과정 구성 요인 중 수학적 개념이라는 분석

대상이 드러나지만 Stein의 모델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

는 교육과정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Topic4: 교육

과정의 교수와 적용’의 경우 Stein의 모델에서 ‘의도된 교

육과정’과 ‘이행된 교육과정’에 해당하나 Hjalmarson의 모

델에서 어떤 구성 요소를 다루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Topic8: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ㆍ분석’의 경우

여러 교육과정 체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Stein의 단계적

모델과 Hjalmarson의 구성 요인 모델 모두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수학과 교육과정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혼합된 연구 범주를 명시적으로 드러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과 모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학과 교육과정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의 확산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시기별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성취기준, 스토리텔링, 교과 역

량이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토픽으로 그대로 추출되었으

며, 통계적 사고를 강조하고 성취기준과 교과 역량을 구체

화한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또한 통계적 사고, 성취기준,

역량이 토픽으로 추출되었다. 이처럼 해당 시기의 수학과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방향과 추출된 토픽들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가 수학교육

의 시대적 이슈와 부합됨을 의미한다. 물론, 수학과 교육

과정이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기존의 수

학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정은 시간의 변화에 따

라 강조하는 특정 요인이 달라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일관

성을 유지해야 하며, 근본적인 수학과 교육과정 변화를 꾀

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소의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기 이전

에 여러 요인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접근 방식과 체계적인

구조화가 요구된다(Van den Akker, 2004). 따라서 시대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학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학과 교육과정의 활용과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토

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분류한 8가지 토픽 중 ‘교육과정

이행과 평가’는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비중이 가장 낮았

다. 이는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실태나 그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국내 수학교육 연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활

용 측면보다는 자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한

Pang et al.(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수학과 교육

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자에 의해 문서화된 교육과정부터

학생의 학습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단계를 거치며 학생의

학습 정도와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되고 발전한다

(Stein et al., 2007). 따라서 수학과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의 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넷째,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점 방향과 부합하는 균형

잡힌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토픽

을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점 방향과 비교한 결과에서 볼

때 ‘수학적 가치’, ‘태도 및 실천’, ‘정보처리’와 같은 능력

은 각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신장하기를 기대하는 능

력임에도 불구하고 토픽 단어로 출현하지 않았다. 이는

수학교육 연구 동향에서 ‘태도 및 실천’, ‘정보처리’가 토

픽으로 추출되지 않았다는 Shin(202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강

조하는 여러 요인들 중 특정 능력만을 갖추기를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개념들과 여러 역량들 사이의 조

화로운 관계를 보는 안목을 갖추기를 요구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결국, 수학적 내용과 능력은 독립적

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

후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여러 능력들이 균형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역량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 ‘역량’에 관한

토픽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시계열 토픽 분석에서

역량 관련 토픽이 Hot 토픽으로 나타났으나 그 역량을 평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Kim & Pang, 2017). 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ㆍ분

석’이나 ‘교육과정 이행과 평가’에서 ‘assessment’, ‘evaluation’

등 평가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추출되고 있으나 원문을

검토하였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충족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역량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지향한 교과 역량을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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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체화하고 교사들에게 지도의 방향성을 안내하려면

역량 평가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침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수학과 교육과

정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LDA 토픽 모델링 기법

을 활용하여 연구 흐름을 조망하고 수학과 교육과정 연

구의 후속 과제를 제언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데

이터를 손쉽게 분류하고 이면에 숨겨진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나 몇 가지 제한점

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픽 모델링은 입력값에

따라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따른다. 즉, 이론적 근거에 따라 요인을 분류

하고 그 관계를 살피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보다는 변인들을 수학적 공식에 따라 자

동적으로 분류하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에 가깝다. 따라서 연구자가 추출된 토픽과 단어

들을 검토하여 암묵적으로 그 관계를 추론할 수는 있으

나 토픽 간, 단어 간의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다. 예컨대,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RME(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Storytelling’이 토픽

으로 등장했을 때([Table 6] 참조), 2007개정교육과정 시

기에 집중되었던 ‘RME’ 연구를 통해 2009개정교육과정에

서 ‘Storytelling’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실제 토픽 간 맥락을 토픽 모델링에서는 확인

하기가 어렵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값을 지정하는  ,  ,

의 설정에 따라 토픽의 분포가 다르게 추출될 수 있으

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 경우 0.1(Zhao,

Chen, & Zen, 2015), 50/(Griffiths & Steyvers, 2004)

등이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고 는 혼잡도 지수(Inglis &

Foster, 2018), 연구자의 추론에 근거한 분류(Griffiths &

Steyvers, 2004), 토픽 관계 맵(Jin, & Go, 2019) 등을 통

해 설정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 간의 통

일된 설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 주제와 데이

터의 크기, 추론에 근거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할 필요

가 있다. 향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후속 연구에서는 토

픽 간 맥락과 토픽 수의 선정 및 분류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더욱 정교한 연

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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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Topic Topic label Keyword(top 10)

7th
curriculum

Topic1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comparison, country, japan, US, china, social, philosophical,
england, west, culture

Topic2 Mathematical definition and character definition, characteristic, geometry, number, basis, system,
theory, development, structure, strand

Topic3 Instruction and activity in classroom
activity, instruction, graph, strategy, fraction, model, context,

algorithm, didactic, classroom

Topic4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knowledge
and skill using computer technology

understanding, algebra, calculator, difficulty, program,
computer, technology, knowledge, skill, pattern

Topic5 Analysis material of curriculum material, term, area, basic, error, meaning, learner,
guidebook, formula, workbook

Topic6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achievement, standard, assessment, instruction,
process, questionnaire, attitude, survey, performance

2007revised
curriculum

Topic1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comparison, japan, fraction, country, similarity, US, decimal,

activity, angle, system

Topic2 Analysis curriculum by mathematical concept
concept, method, graph, misconception, expression, answer,

geometry, error, reinvention, sense

Topic3 Communication in classroom communication, activity, area, figure, classroom, difficulty,
task, cognitive, children, algebra

Topic4 Proportion reasoning and
probability & statistics

proportion, ratio, reasoning, statistical, ability, rate,
achievement, probability, percentage, knowledge

Topic5 RME(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real life, freudenthal, netherlands, mathematisation, spatial,

strand, intuitive, mic, treatment, realistic

Topic6 Utilize engineering tools
computer, course, digital, software, calculus, gsp, function,

engineering, algebra, difficulty

2009revised
curriculum

Topic1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comparison, system, assessment, country, japan, china, topic,
singapore, china, national

Topic2 Tasks in curriculum task, probability, statistical, practice, lesson, instruction,
cognitive, direction, procedure, connection

Topic3 Standard achievement standard, achievement, term, definition, meaning, estimation,
communication, characteristic, perspective, strategy

Topic4 Core competency and mathematical thinking
competency, key, classroom, problem, expression, thinking,

reasoning, creativity, relationship, future

Topic5 Storytelling
storytelling, story, real life, situation, application, angle,

survey, context, principle, implementation

Topic6 Continuity between nuri curriculum and
elementary curriculum

continuity, children, nuri, ability, figure, level, element,
domain, kindergarten, basis

Topic7 Algebra number, fraction, algorithm, division, model, decimal, letter,
multiplication, operation, algebra

2015revised
curriculum

Topic1
Compare and analysis curriculum and

textbook
japan, measurement, new zealand, proportion, ratio,
singapore, quantity, country, north korea, framework

Topic2 Analysis curriculum by mathematical concept
number, function, area, integral, infinite, calculus, series,

cognitive, knowledge, notation

Topic3 Standard achievement standard, achievement, expression, character, principle,
change, variable, perspective, probability, decimal

Topic4 Competency competency, element, key, vocabulary, character, property,
factor, core, steam, creativity

Topic5 Statistical thinking
statistical, task, level, graph, thinking, opportunity, digital,

literacy, distribution, ratio

Topic6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activity, assessment, instruction, pattern, discussion,
correspondence, basis, lesson, improvement, diversity

Topic7 Fraction
fraction, meaning, representation, model, difficulty, term,

visual, algorithm, representation, mixed

<Appendix 1> Topics and keyword by curriculum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