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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의 교육분야 연구 동향 분석: 2006-2016 

김용숙, 신길현*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Education Research Trends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06-2016

 Yong-Sook Kim, Gil-Hyun Shi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근 10년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논문에 게재된 교육분야 연구 련 논문

분석을 통하여 연구동향을 악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 있는 연구를 한 방향과 학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분석 상이 된 교육학 련 논문 143편을 분석기  따라 연도별 논문 수, 연구자 공별, 
자수별, 연구 상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별(연구유형, 자료분석)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연도별 논문 수는 2015년이 31편

으로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공별은 유아교육 공 77명, 교육학 공 64명 순으로 나타난 반면, 상
으로 그 외 교과목 공 련 연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수별로는 2인 51편, 단독이 44편 순이 는데, 
4명 이상의 공동연구는 총 10편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별로는 유아가 28편, 유아교사가 24편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는 철학․역사․심리․사회가 35편, 교사교육이 27편순이었고, 유아교육분야에서는 교사교육, 발달심리․부모 순으

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양 연구  상 연구가 47편이, 자료분석방법은 차이검증  t-검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동향 분석을 계기로 한국산학기술학회가 향후 연구논문의 고른 게재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계의 균형 있는 발 에 

기여하기를 기 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trend of research in the field of education contributed theses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Society」in the 10 year period from 2006 to March, 2016, and provide the basic data 
needed for further research projects. It provides the direction for balanced academic research. The 143 theses 
contributed over this 10 year period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number of thesis per year, major of the 
researchers, number of co-authors, object of research, subject of research, and research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greatest number of theses were published in 2015. There were 77 researchers who majo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more than 64 researchers who majored in Education, while few researchers majored in other fields of 
study.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by two co-authors was 51, that by one author was 44, and that by more than
four researchers was 10. The numbers of papers whose object of research was infant and teacher education were 28
and 24, respectively. The number of papers whose subject of research was philosophy, history, psychology, or social 
science was 35, and that involving education was 27. There were 47 papers whose method of research was 
quantitative research. The most prevalent method of data analysis was difference verification. Through this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we expect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academic wor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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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산학기술학회는 산학 동을 통한 성공  기술의 

확 ․발 ․보   기술개발 략에 과학 으로 근

하여 산학 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보교류를 도모함으

로써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국가발 에 기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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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99년에 설립되어 지난 15년간 꾸 한 연구결

과 발표를 토 로 기술개발의 이론 립과 다양한 기술개

발성과를 달해왔다. 그 결과 국내 최고의 명실상부한 

산학 력  다제간 융합 문학회로 성장해 왔다. 우수

학술논문지 66개  32 로 선정된 한국산학기술학회논

문지(JKAIS)는 년12회, 유수의 명 인덱스에 등재를 

앞두고 있는 The Smart Computing Review는 년6회, 산
학 력 우수사례와 국가 성장 동력을 주제로 하는 특집

기고 년2회 발간되고 있다.
한 국문논문지는 2000년에 창간하여 2005년에 한

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2008년에 등

재논문지로 선정되어 2016년 재 한국연구재단 논문지 

계속평가에서 학진 등재 ‘유지’평가를 받아 학술논문으

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세부연구 분야는 기계/재료, 기/ 자, 

정보통신, 토목/건축, 환경/화공/에 지, 의․생명공학, 
사회과학/교육, 문화산업(디자인, , 술), 국방 등으

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독창성이 인정되고 학술  산

업발 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태제[2]는 연구란 ‘어떤 사실을 발견하거나 학인하

기 하여 체계 이고 과학 으로 근하는 작업’ 는 

‘증거가 없는 상식을 체계 , 구체 , 논리 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인하여 이론을 정립하여 주는 작업’이라고 하

다[1]. 따라서 연구분야 별 혹은 특정 역에서의 연구

동향분석은 연구주제와 방법이 지 까지 어떠한 방향으

로 연구되고 있는지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그 분

야의 지식기반 구축을 공고히 하는데 용이하다[3]. 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와 흐름을 하게 반 하

고 있는지를 분석 으로 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지의 발 과제를 탐색하는데 보탬이 된다

[4]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5]는 학술지 내용분석법에 

의한 교육학 연구동향분석결과 교육행정과 고등교육분

야의 발표수가 늘고 있으며, 실천 인 교육분야 연구, 국
제지표와 안에 한 비교연구, 방법론의 정교화, 연구

분석단 의 다양화를 제언으로 제시하 다. [3]은 학술

지 ⌜한국교육⌟논문의 연구동향분석에서 교육행정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최근 고 추리

통계를 활용한 연구가 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학술

지의 정체성과 성격을 보다 강화하기 한 지속 인 노

력이 요구된다고 하 다. [6]은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혼

합방법연구 동향분석을 통하여 학술지 논문심사자의 

문성을 철 히 검증하고, 논문평가서의 심사기 을 구체

화․세분화 고려를 제언하기도 하 다. [7]도 20년간 게

재된 논문을 상으로 주제의 동향과 상 계를 살펴 

앞으로의 연구주제  발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 다. 
[8]은 교육행정학의 표 문학술지 한국교육행정학의 

연구동향분석을 통해 연구동향  연구 활동의 특성을 

설명하 다. 그리고 [9]는 지역평생교육의 연구동향의 

특징을 악하 고, 앞으로의 지역평생교육의 장  

연구의 발 을 한 비 인 논의를 제공하 다. 이
듯 폭넓은 교육학 련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유아 교육․보육 분야도 유아교육연구가 활발해

지기 시작하는 1990년 에 미래유아교육학회, 한국 유

아보육학회, 한국보육교육복지학회 등 유아 교육 련 

여러 학술단체들이 창립하고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유

아 교육․보육 련 연구는 수 으로 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10]. 특히 양질의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이원화된 국가수 의 유아교육과정과 표 보육

과정을 통일하여 2012년 만5세 리과정을 유치원과 어

린이집에 동일하게 용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만3∼4
세 연령별 리과정을 확  용하 다. 이를 계기로 

[11-17](재인용)유아 교육에 련된 연구들이 양 ․질

으로 증가되었고 이들의 연구동향을 악하여 유아교

육 연구의 방향을 검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을 재정립

하고자 하는 선행연구가 꾸 히 이루어져가고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2016.8.3.)자료에 의하면, 우리나

라 등재지  등재후보지 1629학회에서 교육 반에 걸

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물들을 유

목화하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연구의 질  향

상을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학문  통이 수

립되기 해서는 그 분야의 문 인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학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서로에 

한 비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표출시키는 것이 바로 논문지의 발간이라 하겠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한국산학기술논문에 

게재된 교육연구분야 련 논문 분석을 통하여 연구동향

을 악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균형 있는 연구를 한 방향과 학술 방향을 제

시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 
와 같은 연구목  달성을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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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tndard of analysis

Year of
study

① 2016year ② 2015year ③ 2014year 
④ 2013year ⑤ 2012year ⑥ 2011year 
⑦ 2010year ⑧ 2009year ⑨ 2008year 
⑩ 2007year ⑪ 2006year ⑫ 2005year 
⑬ 2004year

Researchers 
majors

① Early Childhood Education 
② Education ③ Child Welfare / Child 

Development 
④ Other Education(Computer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Educational 
Technology)

By number of 
researchers

① Alone(1) ② 2people ③ 3people 
④ 4people ⑤ 5 or more people 

Target-specific 
research

① Infant ② child ③ Children (elementary) ④ 
Middle schooler 

⑤ high school student 
⑥ College student ⑦ adult 

첫째, 최근 10년간 교육 련 논문의 연도별 총 발표논

문 수는 어떠한가?
둘째, 최근 10년간 교육 련 논문의 연구자 공자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최근 10년간 교육 련 논문의 연구자수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최근 10년간 교육 련 논문의 연구 상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최근 10년간 교육 련 논문의 연구주제별 연

구동향은 어떠한가?
여섯째, 최근 10년간 교육 련 논문들 연구방법별 (연

구유형, 자료분석)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상 논문은 2006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근 10년간 한국산학기술학회에 게재된 학술

논문  검색서버에 등록된 교육연구 분야 련 논문 

143편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기술학회의 검색서버에 

등록된 논문  연구제목, 연구주제, 내용을 확인하여 교

육연구분야와 련이 있는 논문 403편을 1차 수집하

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연구분야의 연구가 

없어 연구 상에서 제외하 고, 한국산학기술학회지와 

춘계  추계학술 회 논문집에 복 게재된 논문은 제

외하 다. 그리고 교육학 련(유아교육 공, 아동복지/
아동학 공, 체육교육 공, 교육공학 공 등)인 논문으

로 재분류하여 총 143편을 최종 선정하 다. 
한국산학기술논문지에서 발간한 논문의 수는 2004년

106편, 2005년 91편, 2006년 212편, 2007년 214편, 
2008년 271편, 2009년 545편, 2010년 633편, 2011년 

781편, 2012년 806편, 2013년 840편, 2014년 913편, 
2015년 1047편, 2016년 170편이며(총 6629편) 춘계․

추계학술 회논문집 2004년 160편, 2005년 87편, 2006
년 190편, 2007년 187편, 2008년 225편, 2009년 500편, 
2010년 586편, 2011년 471편, 2012년 219편(총 2625
편)이다. 

2.2 분석절차

본 연구의 차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이 등재

학술지로 선정된 후 게재된 2006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발간된 논문들을 각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심으로 교

육과 유아교육분야를 자료 수집하 다. 선행연구고찰, 
자료 분석 기 수립, 비분석, 1차 분석, 2차 분석, 쓰

기의 과정을 거쳤다.
비분석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교육 분야 

연구논문 20편을 연구자 2명이 분석기 에 의거하여 

[17, 19-29]를 거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연

도별, 연구자 공별, 연구자수별, 연구 상별, 연구주제

별, 연구 방법별, 자료분석별 분석에서는 연구자간 내  

일치도가 94.2%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해 두 연구자가 연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

어서, 둘 이상의 복수의 주제항목과 연구 상, 연구방법, 
자료분석에 해 모두 반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함께 

분류하 다. 를 들어 이혜 ; 이인희(2015)의 논문의 

경우 연구 상을 단일 상으로 볼 수 가 없어 복하여 

분석하 다. 

2.3 분석기준 및 방법

2006년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교육연구 분야 학술논

문 총 143편을 각 범주별(연도별, 공별, 연구자수별, 
연구 상별, 연구주제별, 연구유형별)로 분석하 다.

각 범주에 포함되는 하 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 sect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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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opics 

① Philosophy and History (culture), 
psychological and social 

② Operations Management Authority ③ 
Training content ④ Training Methods ⑤ 
Educational Evaluation 

⑥ Teacher training ⑦ Developmental 
Psychology ⑧ parents 

The 
research 
methods 

by 

Research 
Type

① Quantitative research ② Qualitative 
Research ③ Literature Review 

Data 
analysis

① Basic Analysis ② Verification difference 
③ Relationship verification 
④ Structural equation

2.3.1 연구연도별 분석기준

본 연구는 한국산학기술논문지에서 교육분야가 연

별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하여 2006년부

터 2016년 3월까지 한국산학기술논문지에 개제된 논문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2.3.2 연구자전공별 분석기준

연구자의 공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21]의 연구에

서 사용한 분석기 을 본 연구의 분석기 에 맞도록 수

정·보완하여 유아교육 공, 아동복지/아동학 공, 그 외 

교육 공(체육교육, 교육공학등)으로 구분하 다. 한 

분석 상 논문 연구자의 공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를 

모두 반 하여 분석하 다.

2.3.3 연구자수별 분석기준

연구에 참여산 연구자의 수는 단독 연구(1인), 2인, 3
인, 4인, 5인 이상으로 구분하 다. 

2.3.4 연구대상별 분석기준

연구 상별 분석 기 은 [22-23]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기 을 본 연구의 분석기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일반 연구 상은 상자 연령에 따른 유형

은 생애 주기별로 아, 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 학
부모, 성인으로, 교직에 종사하는 연구 상은 비교사, 
유아교사, 원장  일반 교사로 구분하고 문헌도 연구

상에 포함하 다. 한 분석 상 논문의 연구 상이 2가
지 이상일 경우 이를 모두 반 하여 분석하 다.

2.3.5 연구주제별 분석기준

연구주제별 분석기 은 2011년에 발표된 유아교육백

서  유아교육 연구 동향과 2004년에 발표된 ⌜유아교

육연구⌝의 연구동향분석에서 사용한 분석기 을 본 연

구의 분석기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철학과 역사(문
화)․심리․사회, 기 운 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
육평가, 교사교육, 발달심리, 부모로 구분하 다. 한 

분석 상 논문의 연구주제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이를 모

두 반 하여 분석하 다. 연구주제별 분석 범주와 세부

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topics Analysis

Research topics Cebu area

Philosophy and 
History (culture) 

Psychological and 
Social

Thought, history, History of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The concept of education‧Significance. 
View of Children․Early Childhood Education,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ducational theory, 
Historical Changes of Education,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perations 
Management 

Authority 

Facilities‧Facility Management, Finances‧Office 
Management, Curriculum, Human Resource 
Management, Nutrition‧Health‧Safety Management, 
Parents and community cooperation, Policy

Training Content

Curriculum-Framing, Program analysis and model 
development, Training content, Teaching strategies 
and methods, Effect and evaluation of education, 
Configurations and space, Education and childcare 
environment, Administration‧Financial Development 
Tools

Training Methods
didactics, Integrated teaching methods, Play 
activities, Professor of media, Development Tools, 
Etc

Educational 
Evaluation

Teacher evaluation, Infant rating, Program 
Evaluation, Assessment Tool, Etc

Teacher Rraining

Current and immediately prior training of teachers, 
Teacher qualifications, Teacher behavior and roles, 
Commitment to education and the actual,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ren's cognitive, language , Social, emotion, 
Study on physical development

Parents
Parent Education Program, Parents of child rearing, 
role, Interaction with parents and children, Research
for the home environment variables

2.3.6 연구방법별 분석기준

[24-29]은 교육 분야의 연구방법 분류를 해서는 분

류자의 , 연구 상의 특성, 연구 설계에 따라 다양한 

분류기 이 용될 수 있다고 하 는데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양 연구( 찰, 상 , 실험, 조사), 질 연구(문
화기술, 문헌)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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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 2people 3people 4people 5 or more 
people

06 1

07

08

09 1 4

10 1 4 1 1 2

11 6 4 4 1

12 8 5 6 1

13 7 9 5 1

14 7 18 4 1

15 11 10 8 2

16 5 5

All 45 51 37 7 3

2.3.7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기 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

통계, 다 응답), 차이검증(카이검증, t검증, 분산분석, 
공분산분석), 계검증(상 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으로 구분하 다. 분석 상 논문들  연구내용과 목

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복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한국산학기술논문지  교육분야 연구의 연도별, 연
구자 공별, 연구자수별, 연구 분야별, 연구 상별, 연구

주제별, 연구방법별 동향에 해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교육분야 연도별 동향비교

한국산학기술논문지의 교육분야 연구의 연도별 동향

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3편이 게재되었다. 
2006년부터 1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2009년 5편, 2010
년 9편, 2011년 15편, 2012년 20편, 2013년 22편, 2014
년 30편, 2015년 31편으로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nual Education Sector Trends

Spec. A total of paper Respondents Percentage

2006year 212 1 1

2007year 214 0 0

2008year 271 0 0

2009year 545 5 3

2010year 633 9 6

2011year 781 15 10

2012year 806 20 14

2013year 840 22 15

2014year 913 30 21

2015year 1047 31 22

2016year 107 10 7

All 6629 143 100

3.2 연구자전공별 연구의 동향비교

연구자 공별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아교육 공

자 77편(49%), 교육학 공자 64편(41%), 아동복지나 아

동학 공자 9편(6%), 그 외 교과목 교육 공자가 발표

한 논문의 수는 7편(4%)으로 나타났다. 

Table 4. Trends in research studies major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Early Childhood Education 77 49

Education 64 41

Child Welfare / Child Development 9 6

Other Education 7 4

All 157 100

3.3 연구자수별 동향비교

연구자수별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가 2인 

51편(35.66%), 1인 44편(31.47%), 3인 36편(25.87%), 4
인 7편(4.9%), 5인이상 3편(2.1%)으로 나타났다.

Table 5. Authors by number of year

3.4 연구대상별 동향비교

연구 상별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아 28편(17.28 
%), 유아교사 24편(14.81%), 학부모 19편( 11.73%), 문
헌18편(11.11%), 청소년  학생 각 17편(10.49%), 아
동, 일반교사, 성인, 비교사, 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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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History, 

psychological, 
social

Operations 
Management 

Authority

Training 
content

Training 
Methods

Educational 
Evaluation

Teacher 
training

Developme
ntal 

Psychology
parents

06 1

07

08

09 1 1 1 1 1

10 2 3 1 1 1 1

11 3 3 6 1 2

12 7 1 5 3 1 3

13 9 2 3 2 3 3

14 4 1 7 3 2 6 4 3

15 7 2 3 2 1 10 1 5

16 5 2 2 1

All 35 4 23 21 6 27 10 17

Table 6. Research target-specific trends

Infant child paren
ts

Prese
rvice 
teach

ers

Early 
Child
hood 
Teac
her

princi
pal

Child
ren

Teen
ager

Colle
ge 

stude
nt

Gene
ral 

Teac
her

adult literat
ure

06 1 1 1
07
08
09 1 1 1 1 2 2
10 3 1 1 2 2 1
11 2 1 2 2 1 1 2 6
12 1 5 2 3 3 3 1 1 2
13 1 5 4 3 2 5 1 1 3
14 8 5 1 6 2 1 4 2 1 3
15 1 3 5 3 8 1 2 5 2 2
16 1 1 1 1 1 3 1 2 2
All 4 28 19 6 24 3 10 17 17 9 7 18

3.5 연구주제별 동향비교

연구주제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철학, 역사  심리, 
사회는 35편(24.47%)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교육이 27
편(18.80%), 교육내용 23편(16.08%), 교육방법 21편
(14.68%), 부모 17편(11.88%), 발달심리(10%), 교육평

가, 기 운 리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분야 연구주제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교사교

육 22편(20.75%)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발달심리

와 부모 각 18편(16.98%), 교육내용 16편(15.09%),철학

과 역사, 심리, 사회와 교육방법 각 13편(12.26%), 기
운 리와 교육평가가 각 3편(2.83%)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earch topics Trends

Table 7-1. Infant Education Research topics Trends
Philosoph
y, History, 
psychologi
cal, social

Operations 
Managem

ent 
Authority

Training 
content

Training 
Methods

Education
al 

Evaluation

Teacher 
training

Developme
ntal 

Psychology
parents

06
07
08
09 1 1 1
10 2 1 1 1
11 2 3 3 2 3
12 2 3 2 2 3
13 1 3 1 1 3 4
14 4 1 6 3 2 6 6 2
15 5 2 2 3 8 3 3
16 1 2 1
All 13 3 16 13 3 22 18 18

3.6.1 연구유형별 동향비교

연구유형별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 연구  상

연구가 47편(3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연구가 

30편(21.68%), 조사연구가 27편(20.98%)으로 나타났다. 
질 연구에서는 문헌연구가 17편(17.48%)으로 부

분을 차지하 으며, 문화기술연구는 4편(4.2%)으로 나

타났다. 

Table 8. Research Trends by Type

Research 
Type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observe relation Experiment Research Culture 
Technology literature

06 1
07
08
09 1 1 3
10 1 4 2 2
11 3 3 2 7
12 8 5 4 1 2
13 1 13 2 4 2
14 13 9 3 2 3
15 8 6 11 2 4
16 3 1 3 1 2
All 1 50 31 30 6 25

3.6.2 자료분석방법 동향비교

자료분석방법 동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t-검증 

52(24.41%), 분산분석 51(23.94%), 회귀분석 41(19.25%), 
구조방정식 19(8.92%), 공분산과 상 분석 11(5.16%), 
기술통계 10(4.69%), 카이검증과 교차분석 7(3.29%), 빈
도분석과 다 응답 2(0.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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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Research data analysis by distribution

division 
yearly

Basic Analysis Verification difference Relationship 
verification

Struct
ural 

equat
ion

Frequ
ency 

Analy
sis

Cross
tabs

Descr
iptive 
statist

ics

Mult
iple 

respo
nses

X²
Test

t-
Test

Anal
ysis 
of 

varia
nce

Anal
ysis 
of 

covar
iance

Correl
ation 
Analy

sis

Regre
ssion 
Analy

sis

2016 3 3 3 1

2015 1 3 2 14 17 9 8

2014 1 11 15 3 10 3

2013 2 2 7 11 5 3 12 4

2012 1 2 2 4 3 3 4 3 3

2011 1 2 3 4 3 2

2010 1 2 1 6 1

2009 2 1 1 2

2008

2007

2006 1 1 1

All 2 7 10 2 7 52 51 11 11 41 19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근 10년간 

한국산학기술논문에 게재된 교육연구분야 련 논문 분

석을 통하여 연구동향을 악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필

요한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 있는 연구를 한 

방향과 학술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수행되었다. 2000년
부터 2005년까지 교육분야의 논문은 한편도 발표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2006년부터 발표된 

논문을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기 해 련연구를 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의 총 논문 수는 2009

년부터 그 해와 비교해 두 배 정도 증가하 는데 이 

이유는 KCI등재지로 선정되면서 논문지 연12회 발간을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교육분야 련 연구는 2006년
에 1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체 인 연도별 동향은 

2007년-2008년을 제외하고 2011년 15편, 2012년 22편, 
2013년 22편으로 꾸 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속 으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1년도부터 게재되

는 논문의 비율이 10%이상으로 비율이 향상되었고 

2014년도부터 게재되는 논문의 비율이 2011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가 교육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요한 논문지

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자 공별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아교

육 공자가 연구 발표한 논문의 수가 교육분야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교육학 공자순이었다. 이
는 한국산학기술학회가 이공계열 학술지 임에도 불구하

고 교육학 특히 유아교육 련 연구자들이 많은 신뢰와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논문에 한 자 수 동향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인 연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단독 연구, 3인 공

동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4인과 5인 

이상의 자는 2006년에 1편, 2010년에 2편 이후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학문의 연구경향

이 학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보다 심층 이고 복잡한 

연구를 폭넓고 정확하게 연구하는데 있어서 2인 는 3
인의 공동연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연구 상별 동향은 유아, 유아교사를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 열린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29]에서의 결과와는 조 으로 2012년 리과정

이 시행되면서 ‧유아 교육  보육에 한 심과 요

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철학, 역사  심리, 사

회가 가장 많았으며,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철학과 역사, 
심리, 사회와 교육방법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유아교

육의 목 이나 가치 정립 등 한국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

립이 필요한 시 에서 이 분야에 한 깊은 심이 요구

된다고 한 [28]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 기 운 에 

한 연구비율이 조하게 나타났는데 교육  유아교육 

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기 평가, 기 운

리에 효율 으로 수행되기 한 장참여와 용을 포함

한 실제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여섯째, 연구방법 연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양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질 연구에 비해 양 연구에 

편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후 교육학 

분야에서 질  연구방법이 세계 으로 확 되고 있는 추

세임을 감안할 때 논문지의 균형 있는 발 을 해 다양

한 연구방법 활용방안 모색이 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

례연구는 구체 인 상이나 사회  사례에 해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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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층 이고 집 인 연구로 교육 분야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 특히 연구 상의 변화를 잘 반 할 수 있고, 
하나의 상을 체 인 맥락에서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고려해 연구해가는 과정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가 

교육 분야에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자료분석방법은 t-검증과 분산분석 방법을 활용

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연구가 체의 약 65%를 차지하

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로그램, 교수방법 등에 

한 연구들이 증가하 고 이들 연구의 부분이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기본 인 연구 설계로 하기 때문이라는 

[29]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와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에 기 하여 ‘한국 교육학’

과 ‘한국산학기술학회’의 발 과 정체성 확립을 해 추

후 연구와 련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의 교육분야 이외에도 연구분야 별

로, 다른 유사한 국내외 학술지와 비교․분석 연구함으

로써 이 논문지의 연구의 질, 성과에 한 보다 깊은 논

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연구동향 분석을 계기

로 한국산학기술학회가 향후 연구논문의 고른 게재를 통

하여 우리나라 학계의 균형 있는 발 에 기여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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