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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관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기사들을 한국언론재단

의 빅카인즈(BIGKinds)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한 후, 총 54개 언론사의 ‘고교학점제’ 관련기사들을 추출하였다. 그 다음, 추출된 ‘고

교학점제’ 관련 기사들을 대상으로 뉴스트렌드 분석, 네트워크 지도 구현, 핵심어 추출 및 워드클라우드 제

시 등의 연구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결과는  ‘고교학점제’의 정책 진행 과정성의 과제 및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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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 이수하

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1].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문재

인 정부는 ‘고교학점제을 통해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가겠다

고 공약하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까지 부분 도입하고, 

2025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2].

고교학점제는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의 

중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3].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부의 대입정책 및 고교 교육과정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국가의 교육 정책을 보통 언론매체

를 통해 획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기사들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분석 및 제시하는 

것이다.

위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들의 건수와 뉴스트렌드(어느 시기에 

관련 기사 노출이 많은지)를 분석한다. 둘째, 관련기사들의 네트워크지

도와 핵심어들의 워드클라우드를 구현하여 제시한다. 

II. Research Methods

1. Analysis target

본 연구 분석대상은 뉴스검색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4]에

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sus 11월 30일까지 ‘고교학점제’로 

검색한 언론매체 기사들이다.

2. Major research methodology & Tools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뉴스 데이터를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으로 새로운 뉴스 정보 제공 

및 검색하는 시스템이며, 2016년 4월 19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연구방법론은 빅카인즈(BIGKinds)에서 

제공하는 관련기사건수, 뉴스 트렌드 분석, 핵심어 추출 및 워드클라우

드 분석 등이다.

Ⅲ. Results of related articles

1. News trend of related articles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

까지 국내 총 54개 언론사를 통해 총 2,484건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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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관련 언론 기사의 뉴스 트렌드는 다음 그림과 같다.

Fig. 1. News Trend of related articles

2. Network map of related articles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 총 2,484건의 네트워크 그림은 다음 그림과 

같다.

Fig. 2. Network map of related articles

3. Wordcloud of keywords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 총 2,484건에서 추출한 핵심어(keyword)

들의 워드클라우드는 다음 그림과 같다.

Fig. 3. Wordcloud of Keywords

Ⅳ. Conclusions

본 연구는 최근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들을 언론기사 검색 시스템인 빅카인즈

(BIGKinds)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총 2,484건이 언론사를 통해 제공되었다. 그 관련 기사들의 

뉴스 트렌드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지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핵심어들을 워크클라우드로 구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주요 교육정책들의 객관적인 언론보도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의 과제 및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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