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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최근 5년간의 과학영재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

보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국내 학술 데이터 RISS, KISS, DBpia를 선정하여 국내 학술논문 292
편을 수집해 2,404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과학영재교육
연구물 수는 2019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과학 영재교육 관련 연구에서 상위 10개의
주제어는 ‘학생’, ‘프로그램’, ‘초등’, ‘수업’, ‘창의성’, ‘영재교육’, ‘인식’, ‘교사’, ‘교육’, ‘활동’으로 나타
났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로는 총 10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최근 5년간 과학 영재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진 연구주제는 ‘과학 영재학생의 정의적 특성’, ‘중등 과학 영재학생의 특성’,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과학고와 과학영재고의 교육활동’, ‘과학 영재학생의 인지적 특성’, ‘과학영
재교육 정책’, ‘과학영재학생과 창의성’, ‘과학영재학생들의 연구수행교육’, ‘과학영재학생의 학업과 진
로선택’, ‘과학 영재학생의 과학 개념’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특정 토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나, 2019년으로 올수록 토픽 간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가
한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과학영재교육, 연구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science gifted education-related research for the last 
5 years using LDA topic modeling.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2,404 keywords of 292 domestic 
academic papers were analyzed using RISS, KISS, and DBpia.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searches in science gifted education has been decreasing since 2019. In the science gifted education 
research, the top 10 keywords were ‘students’, ‘program’, ‘elementary school’, ‘class’, ‘creativity’, ‘gifted educa-
tion’, ‘awareness’, ‘teacher’, ‘education’, and ‘activity’. Second,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analysis, 10 topics 
were derived. Research topics mainly conducted in science gifted education for the past five years are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science gifted students’, ‘Characteristics of science gifted students in middle school’, ‘Develop-
ment and application of science gifted education programs’, ‘Education programs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cience gifted students’, ‘Policy of science gifted education’, ‘Science gifted students 
and creativity’, ‘Research conducting education by science gifted students’, ‘Academic and career choice of 
science gifted students’, ‘Science concept of science gifted Students’. In the past, the proportion of specific topics 
was relatively high, but the proportion between topics does not differ significantly as 2019 approaches.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ore recent it comes, the mor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evenly without being 
biased toward on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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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0년 1월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년
후인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제정․공포
되면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
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
고난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영재교육(영재교육
진흥법, 2000)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3
년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는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제1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08
∼2012)｣을 필두로 2013년 제2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2013∼2017)｣을 거쳐 현재는 제3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18∼2022)｣을 통
해 과학영재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과학인재를 발굴

하기 위한 과학 영재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
되었는데, 1983년 과학영재교육원 설치와 함께 과
학고 설립을 최초로 2020년인 현재는 영재학교는 8
개, 과학고는 20개에 이른다. 2019년 영재교육 통계
연보에 따르면 영재교육 분야별 학생 수에 있어 과
학과 수․과학 융합분야만 62%일 정도로 영재교육
에 있어 과학영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
에서도 과학영재교육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 
학문이 발전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로 학문

영역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더 나은 연구진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연
구들의 대상, 주제, 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동향에
대한 정기적 분석은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육동인, 2017). 동향 연
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이론적 발전이나 그 추세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을 파
악함으로써 전체 연구의 흐름 속에서 특징적 변화
들을 파악할 수 있다(김진모와 전영욱, 2005). 이처
럼 연구 업적들을 확인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가 어
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전망하
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국내
과학영재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

어왔다.
과학영재교육을 대상으로 한 동향 연구(권언근

과 김윤경, 2009)에서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이
루어진 국내 학술지 논문 430편을 대상으로 연구주
제를 분석하였고, 이후 수행된 연구(강경희, 2010)
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틀을 설정하여 1999년
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학술지 논문 191편을 5가
지 분석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 2016년 연구(이정
석과 김용권, 2016)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56편을 대상으로 과학
영재교육 내에서의 STEAM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였고, 같은 해 이루어진 과학 영재교육 관련
연구(윤진아와 서혜애, 2016)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학술지 논문 275편을 대상으로
문헌분석 및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가장 최근 국내 과학영재교육 관련된 연구동향 연
구는 2015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였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후속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최근의 과학영재교육 연구동향을 분석
하여 현재 국내 과학영재교육 연구가 어떤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
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과학영재교육 관련 동향

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분석기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각
학술지에 발표된 과학영재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 연구방법, 분석방법 등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선행된 분석 틀에서 제공되는 빈도수와
같은 기술적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추세
나 경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aylor, 2005). 또한, 연구자의 관점과 주관성에 의
존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
려운 측면도 존재한다(김재우와 김동진, 2019). 이
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분석이다. 특히, 텍스트 마
이닝의 연구 방법인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연구주
제의 분석은 연구 내용의 의미를 추출하는 새로운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양적, 질적 연구가 결합되
어 학문적인 기여가 크며(손유진, 2017), 각종 문서
를 다양한 주제들로 연관 추론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박자현, 2013, Blei et al., 2003). 또한, 키
워드 빈도 분석 및 언어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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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상적인 양적 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한다(김갑
철과 노현종,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동향 분석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LDA기반 토픽모델링
을 활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
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동향 분석 연구(김창식 등, 
2017; Chen, 2018; Hyun-Lim, 2018)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과학영재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동
향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
법을적용한연구를통해토픽모델링의가능성과타
당성을 확인하고, 최근 과학 영재교육 연구주제들
의 변화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국내 과학영재교육 연구의 출현빈도

는 어떠하고,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가?
둘째, 최근 국내 과학영재교육 연구의 주요 토픽

과 그 흐름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의 한 기법인데, 텍

스트 마이닝 절차는 많은 선행연구(김근형과 오성
열, 2009; 배상진과 박철균, 2003; 정철우와 김재준, 
2012; Tan, 1999)들에서 제시되었다. 대체로 2단계
나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분석을 진행한 후 분
석결과를 토대로 의미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도출
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
트 마이닝 절차를 자료수집 →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분석 → 분석 결과 도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Fig. 1과 같다.

2. 연구 대상
국내 과학 영재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할 자

료의 수집은 연구물의 누락을 최소화하고자 국내
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며, 방대한 자료를 가진 국
내학술 데이터베이스(RISS, KISS, DBpia)를 선정하
여 활용하였다. 최근 연구되지 않은 기간의 동향을
충분히 살펴보고자, 5년간(2015년∼2019년)의 연구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
다. 자료 수집을 위한 키워드는 ‘과학 & 영재’를 사
용하였고, 이러한 기준을 통해 최초 수집된 논문
490편에서 중복된 연구물 및 주제와 관련 없는 내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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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연구물을 제외하고, 최종 292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논문으로부터 제목과
초록만을 추출해 연도별로 메모장에 취합하였다. 
텍스트 데이터에 띄어쓰기, 오자, 탈자 등 오류가
있을 경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모장 취합 시
논문 제목과 초록을 원문과 비교하고 확인하는 작
업을 거쳤다. 논문 초록은 전문을 대표하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단어
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Gatti et al., 2015; Griffiths 
& Steyvers, 2004; Sun & Yin, 2017) 토픽모델링을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

 
3. 데이터 전처리
추출된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인 자연어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전처
리 과정은 ‘R-version3.6.3’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tm”패키지, “stringr”패키지, “KoNLP”패키지를 활
용하였는데, “KoNLP”패키지는 R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수동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
하기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린 단어들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buildDictionary함수를 이용
해 필요한 단어들을 업데이트한 후 연구를 진행하
였다. 우선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말뭉치(Corpus)
로 구성한 후, 의미가 중복되는 괄호 속 단어, 특수
문장 기호, 숫자 등을 삭제하였고, 두 개 이상의 단
어로 결합되어 있는 단어는 지정어로 처리하였다. 
의미가 같은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고, 의
미를 갖지 않는 접속사나 논문에서 범용어로 사용
되는 ‘목적’, ‘연구’와 같은 불용어(stopword)는 삭제
하였다. 다음으로 R프로그램의 extractNoun함수를
활용해 명사만을 추출하여, 명사 말뭉치를 구성하
였다. 데이터 전처리 예시는 Table 1과 같다. 
위 과정을 거쳐 추출된 명사는 여전히 비정형 데

이터이므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

환해야 한다. 따라서 추출된 명사말뭉치를 문서-단
어 행렬(DocumentTermMatrix, DTM)로 저장하였다. 
DTM의 행에는 문서, 열에는 단어가 제시되는데, 
단어와 단어의 빈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최종 2,404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

4. 분석 방법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자료나 문서의 텍

스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모형을 만들어 기존
키워드 분석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의미를 탐
색하는 분석 기법이다(황서이와 황동열, 2018). 토
픽모델링은 문서와 단어로 구성된 행렬을 기반으
로 문서에 잠재되어(latent) 있다고 가정되는 토픽
(topic)의 등장확률을 추정하는 일련의 통계적 처리
과정(Blei and Lafferty, 2007; Blei et al., 2003)으로
각종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
절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양승준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의 여러 기법 중 Blei의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활용하고
자 한다. 

LDA는 주어진 주제 하에 특정 문서와 그에 사용
된 단어가 추출될 수 있는 확률과정을 바탕으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는 확률모형이다(김수현 외, 
2019). LDA기법을 통해 특정문서나 문서 집합에서
숨겨진 의미정보인 토픽을 추출해낼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은 Fig. 2와 같이 시각화할 수 있다.
그림에서 M은 전체 문서의 집합, N은 특정 문서

의 단어 집합을 의미한다. w는 단어를, θ는 문서
내에 주제들의 확률분포를, z는 각 주제를 구성하
는 단어들의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α는 디리클레
분포의 매개변수, 즉 topic들의 사전확률 분포를 의
미하며, β는 토픽 내 단어의 사전확률 분포를 의미
한다. 이때 실제 관찰 가능한 변수는 w이며 α, β, 
θ, z는 모두 잠재 변수가 된다. LDA 알고리즘에서
는 주어진 문서와 사전에 정의된 문서 내에 토픽들

Table 1. Examples of data preprocessing

처리 전 처리 후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과학영재고등학교 → 영재고

의대, 의학대학, 의과대학 → 의과대학

하기, 가지, 하였, 들이 →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 삭제

연구결과, 분석결과, 유의미, 첫째, 둘째, 대부분 → 논문에서 범용어로 사용되는 단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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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전확률 분포인 α와 β의 파라미터 값을 활용해
z와 θ를 추정한다(김성근 등, 2018). 

LDA로 토픽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토픽의 수를
사전에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 토픽 수 결정은 연
구자의 추정에 근거하여 투입되기에 해당 토픽 수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당화 논리가 병행되어
야 한다(유정옥, 2019; Blei et al.,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R프로그램의 “ldatuning”패

키지의 FindTopicNumbers함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토픽개수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토픽개수의 범위
를 지정하게 되는데, 총 4개의 지수(Griffithes2004, 
Deveaud2014, CaoJuan2009, Arun2010)를 통해 이 범
위 내에서 최적의 토픽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Griffiths and Steyvers (2004)가 제안한 Griffithes2004 

지수와 Deveaud et al. (2014)이 제안한 Deveaud2014 
지수는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의 k값이 적
절한 잠재토픽개수이다. Cao et al. (2009)이 제안한
CaoJuan2009 지수와 Arun et al. (2010)이 제안한
Arun2010 지수는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시점에서의
k값이 적절한 잠재토픽 개수이다. 이에 따라적절한 
토픽개수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며 탐색하였고, Fig. 
3에 따라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10개로 설정하였다.
토픽의 개수를 추출한 후 “topicmodels”패키지의

LDA함수를 활용하여 미리 구축해 두었던 DTM을
통해 10개의 잠재토픽을 추출하였고, 각 토픽을 구
성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 핵심 토픽을 추론하였다. 
토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때 단어만으로는 충분
치 않은 경우가 있어 [토픽×문서] 행렬을 통해 각
문서가 가진 잠재 토픽의 확률값을 이용해 개별 토
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잠재토
픽의 연도별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
근 5년간의 과학 영재교육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도별 연구 규모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과학영재교육의 연구 동향을

Fig. 2.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process (Blei et al., 
2003, p.997).

Fig. 3. Sett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topics through lda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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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해 우선 발행된 논문의 수를 살펴보았
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국내 과
학 영재교육 연구물들을 조사한 결과, 2015년 69편, 
2016년 60편, 2017년 58편, 2018년 54편, 2019년 51
편으로 양적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과학 영재교육 관련 연구물은 2000
년대 급격한 양적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영재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최호성, 2016), 2017년으로 올수록 과학
영재교육 관련 비판 기사가 증가하는 등(박경진 외, 
2017), 사회적 인식 수준의 하락과 같은 이유로 영
재교육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러한 현상이 과학 영재교육 관련 연구물의 양적 감
소세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발표된 연구물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축한 DTM에서 출현 단어와 빈도수를 추출
하였다. 논문 검색을 위해 사용한 키워드가 ‘과학
& 영재’였기 때문에 관련된 단어인 ‘과학’, ‘영재’, 
‘과학영재’는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2,404개의 단어 중 제외 단어를 삭제
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생’이 1,619회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이외에 ‘프로그램
(428회)’, ‘초등(427회)’, ‘수업(394회)’, ‘창의성(346
회)’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빈도 분
석 결과, ‘학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과학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수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초등’이라는 단어를 통해 학교
급으로는 초등학교의 과학영재교육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창의성’ 관
련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학술지를 통

해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10개의 토픽을 추출하
였다. 토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때 단어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 [토픽×문서] 행렬을 통해
각 문서가 가진 잠재 토픽의 확률값을 이용해 개별
토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토픽에
대한 확률값이 0.9 이상인 문서들을 대상으로 문서
제목을 검토하여, 각 토픽별 도출된 단어와 함께
토픽의 핵심 주제를 추론하였다. 예를 들어, 토픽 3
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과학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
그램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초등과
학영재의 공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적정기술 기반 초등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과학 영재를 위한 비형식 교육으로
서의 영월 지역 과학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
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토픽 3의 핵심 주제를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도
출된 개별 토픽의 핵심 주제와 단어는 Table 3과 같
다. 또한, 각 연도별 토픽의 점유율 변화와 t-SNE 
(t-stochastic neighbor embedding)를 통해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Fig. 4 및 Fig. 5와 같
다. 도출된 토픽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t-SNE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변형
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R프로그
램의 Rtsne패키지를 활용하여 t-SNE를 수행하였다. 
t-SNE는 통한 시각화 결과, 각 토픽에 속한 문서들
이 같은 토픽에 속한 문서들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서들의 군집화는 잘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토픽1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학생’, ‘과학영

Table 2. High frequency word (Top 20)

No. 단어 빈도수 No. 단어 빈도수

1 학생 1,619 11 진로 272

2 프로그램  428 12 문제 262

3 초등  427 13 탐구 254

4 수업  394 14 능력 267

5 창의성  346 15 개발 225

6 영재교육  335 16 과정 219

7 인식  320 17 관계 208

8 교사  293 18 학습 206

9 교육  279 19 활용 199

10 활동  276 20 실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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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문제’, ‘초등’, ‘과학’ 등이었다. 토픽1의 [문서
×단어] 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

서들이 모두 초등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비
교하는 연구논문을 다루고 있었다. 초등 과학영재

Table 3. Definitions of keytopics and keywords per topic

토픽 토픽명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토픽1 과학 영재학생의 정의적 특성
(초등학생 중심)

학생 과학 과학영재 초등 진로 상관 능력 사회 관계 영향 영재
자기조절

토픽2 중학교 과학 영재학생의 특성
(인지적 특성 중심) 탐구 실험 과학 학생 활동 단계 과학영재 인식 전략 유형 설계 능력

토픽3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 과학 창의성 학생 개발 영재 적용 수업 과학영재 문제 향상
활용

토픽4 과학고와 과학영재고의 교육활동
과학 프로그램 영재교육 인식 학생 과학고 교육 활동 영재고 학교
과학영재 공학

토픽5 과학 영재학생의 인지적 특성
(초등학생 중심) 

학생 과학영재 문제 과학 유형 질문 초등 영재 과정 발견 행동
영재교육

토픽6 과학영재교육 정책
과학영재 과학 영재교육 영재 역량 학생 진로 모델 검사 경험 교육
핵심역량

토픽7 과학영재학생과 창의성 과학 학생 영재 수업 창의성 초등 태도 평가 학습 효과 인식 과학영재

토픽8 과학영재학생들의 연구수행교육
교사 과학영재 학생 인식 윤리 교육 R&E 과학자 영재교육 전문 조사
요인

토픽9 과학영재학생의 학업과 진로선택
학생 과학영재 진로 학업 학교 영향 자기효능감 관계 공감 스트레스
확인 문항

토픽10 과학 영재학생의 과학 개념
개념 학생 관계 구성 이해 집단 과학영재 변화 소집단 생성 상호작용
수준

Fig. 4. Probability values of topic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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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성격, 과학지향도, 자기효능감, 과제집착
력 등을 일반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논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토픽1의 핵
심 주제를 ‘과학 영재학생의 정의적 특성(초등학생
중심)’이라고 추론하였다. 선행연구(강경희, 2010)
에서는 과학 영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영
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비교하는 연구에 비해 훨씬
많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픽1이 두 번째로 많은 확률
값을 차지하면서,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토픽1의 연구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이
라는 점에서 상위학교급 학생들에 비해 뚜렷한 특
성을 나타내지 않아 단독연구보다는 일반학생들과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도별로 분석했을 때
토픽1의 경우 2017년까지는 다른 토픽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는 다른 토픽들과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통해 최근 들어서는 초등 과학영재학생들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그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픽2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탐구’, ‘실험’, 

‘과학’, ‘학생’, ‘활동’ 등이었다. 토픽2의 [문서×단

어] 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
이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실험설계, 가설설정 능력,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 문제인식을 주로 다루고 있
었다. 따라서 토픽2의 핵심 주제를 ‘중학교 과학 영
재 학생의 특성’이라고 추론하였다. 중학교 과학 영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학생들의 탐
구능력, 가설설정 능력 등 인지적 특성을 주로 다
루고 있었다.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보다 통
합 탐구 활동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며, 해당 학교급에서 다루어지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역할로 인해 탐구활동이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
된다.
토픽3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프로그램’, ‘과

학’, ‘창의성’, ‘학생’ 등이었다. 토픽3의 [문서×단
어] 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
이 과학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효과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토
픽3의 핵심 주제를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추론하였다. 그간 이루어진 선행연구
들에서 프로그램 연구자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이
는 연구 대상이라고 밝혔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과학 영재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Fig. 5. Visualization of topic modeling results through t-S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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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적용 연구는 높은 확률값을 가지며, 최근 5
년간 주로 연구되어 온 주제로 나타났다. 과학영재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과학 영
재교육에 필수적이며, 전반적 교육 정책의 맥락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
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 과학 창의성 계발
등을 위해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단어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토픽
3은 2018년까지는 다른 토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제였으나, 2019년에
는 다른 토픽들과 비중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통해 최근 들어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그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픽4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과학고’, ‘영재

고’, ‘학교’, ‘활동’ 등이었고, 이러한 단어를 통해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고등학교와 관련된 토픽
으로 추정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핵심 주제를 알아
보기 위해 [문서×단어] 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이 토픽4를 구성하는 논문은 주
로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입학생, 교
육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였기에
‘과학고와 과학영재고의 교육활동’으로 추론하였
다. 고등학교 관련 연구인 토픽4는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토픽1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는 않지만, 최근 5년간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토픽5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학생’, ‘과학영

재’, ‘문제’, ‘과학’, ‘질문’ 등이었다. 토픽5의 [문서
×단어] 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
서들이 토픽1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대상을 위주
로 하는 연구논문들이 많았다. 연구주제는 토픽1과
는 달리 문제해결력, 질문생성능력, 과제수행에서
의 특성 등 과학 영재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다루고
있어 ‘과학영재학생의 인지적 특성(초등학생 중심)’
으로 추론하였다. 선행연구(윤진아, 2016)에서는 인
지적 특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한 바 있
는데, 본 연구에서도 10가지 토픽 중 하나로 나타
났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
타났다고 할 수 있다.
토픽6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과학영재’, ‘과

학’, ‘영재교육’, ‘역량’ 등이었다. 토픽6의 [문서×단
어] 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

이 현장에서의 과학영재교육이 아닌 거시적인 관
점에서의 과학영재교육의 인재상, 과학영재교육 정
책, 과학영재교육 발전 방안 등을 주로 다루고 있
었다. 따라서 토픽6의 핵심 주제를 ‘과학영재교육
정책’으로 추론하였다. 과학 영재교육 정책관련 연
구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진 않으나, 최근 5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흐
름을 살펴보면 2016년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
로 보이는데, 2016년은 제2차 ｢과학영재 발굴․육
성 종합계획(2013∼2017)｣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므
로 이전에 수립된 계획을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파악하
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토픽7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과학’, ‘학생’, 

‘수업’, ‘창의성’ 등이었다. 토픽7의 [문서×단어] 행
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이 과
학 영재학생들의 과학창의성 관련 주제를 주로 다
루고 있었다. 따라서 토픽7의 핵심 주제를 ‘과학 영
재학생과 창의성’으로 추론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는 과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최
근 5년간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 영재
교육에서 과학적 창의성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므로
(서혜애, 2004) 이와 같은 연구가 최근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픽8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교사’, ‘과학영

재’, ‘인식’, ‘윤리’ 등이었다. 토픽8의 [문서×단어] 
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이
과학영재학생들의 연구수행이나 연구윤리교육을
관련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토픽8의
핵심 주제를 ‘과학영재학생의 연구수행교육’으로
추론하였다. 토픽8은 다른 토픽들에 비해 최근 5년
간 큰 변화추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변동이 거의
없이 꾸준한 연구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확률
값이 높은 문서를 검토한 결과, 토픽8의 핵심 주제
가 연구 수행교육이기 때문에 주로 R&E 프로젝트
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고 학생들과 연구윤
리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를 대상
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
토픽9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학생’, ‘과학영

재’, ‘진로’, ‘학업’ 등이었다. 토픽9의 [문서×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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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이
과학영재학생들의 진학이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같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토픽9의
핵심 주제를 ‘과학영재학생의 학업과 진로선택’으
로 추론하였다. 토픽8의 경우, 확률값이 높은 논문
을 검토한 결과, 진로나 진학 또는 학업 스트레스, 
학업 무기력 관련 연구가 많았는데, 연구 주제가
진로인 만큼 초등학생들보다는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 또한, 과거 이루
어진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관련연구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논문편수가 상대적으
로 저조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최근 5년간 상대적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꾸준
히 이루어지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흐름
을 살피면 2017년과 2018년에 그 비중이 다소 증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
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진로교
육에 대한 강화가 과학 영재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토픽10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개념’, ‘학생’, 

‘관계’, ‘이해’ 등이었다. 토픽10의 [문서×단어] 행
렬을 살펴본 결과, 확률값 0.9 이상인 문서들이 과
학영재학생들의 개념 관계망 비교, 개념 변화, 과학
기초개념 이해와 같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토픽10의 핵심 주제를 ‘과학영재학생의 과
학 개념’으로 추론하였다. 토픽10은 토픽1, 2와 마
찬가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재학생들의 특성이
라고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제를 분류
할 때 과학 영재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을 따로 분류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특성이라는 포괄
적인 주제 대신 과학 개념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로
나타났다. 토픽10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확률값
을 가진 토픽으로 나타났고, 2019년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 토픽으로 보인다. 선행연구(강
경희, 2010; 윤진아, 2016)에서는 2015년까지 과학
영재학생의 특성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
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토픽1, 토픽2, 토픽
5, 토픽9와 같이 영재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999년부터 2019년
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과학 영재학생들
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부터 최근까
지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과학 영재의 특성
에 관심을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국내 과학영재교육 분야
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토픽모델링을 시도하였다.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학술 데이터 베이
스(RISS, KISS, DBpia)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
년까지 과학영재교육관련 학술 논문을 수집하였다. 
29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구의 출현
빈도와 주요 키워드, 주요 토픽과 그 흐름을 파악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과학영재교육 연구의 연구물 수는

2019년으로 올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
10개 키워드는 학생, 프로그램, 초등, 수업, 창의성, 
영재교육, 인식, 교사, 교육,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과
학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이라
는 단어를 통해 학생 중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수업’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는
영재학생들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과학영재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창의성’에 대한 연구
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결과로는 총 10개의 토픽

이 도출되었다. 최근 5년간 과학 영재교육에서 주
로 이루어진 연구주제는 토픽1 과학 영재학생의 정
의적 특성(초등학생 중심), 토픽2 중등 과학 영재학
생의 특성, 토픽3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토픽4 과학고와 과학영재고의 교육활동, 
토픽5 과학 영재학생의 인지적 특성(초등학생 중
심), 토픽6 과학영재교육 정책, 토픽7 과학영재학생
과 창의성, 토픽8 과학영재학생들의 연구수행교육, 
토픽9 과학영재학생의 학업과 진로선택, 토픽10 
과학 영재학생의 과학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토픽3은 최근 5년간 가장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프로그램, 과학, 창의성, 개발, 영재, 적용, 수업, 문
제, 향상,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토픽3의 경우
2017년까지는 그 비중이 다른 토픽에 비해 컸으나, 
2018년, 2019년에는 다른 토픽들과의 비중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토픽2의 경우 2018년까지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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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토픽 간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연구가 한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진행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의 한 기법인 토픽

모델링을 통해 최근 5년간 과학 영재교육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간 출간된 국내 과학영재교육 관련
논문의 수는 양적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국내 과학 영재교육 연
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과학 영재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주로
과학 영재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그간 비교적 적게 이루어졌던 연구들, 예를 들
어, 연구대상 측면에서는 교사대상 연구, 연구 주제
측면에서는 영재교육 정책관련 연구, 진로 관련 연
구, 창의성 관련 연구 등도 확대되어 진행된다면
국내 과학 영재교육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이루어진
국내 과학 영재교육 관련 연구는 정성적 분석방법
인 내용분석법을 주로 활용하여 그 한계가 존재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
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으며, 핵심어 도출과 함께
토픽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분석방법의 활용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최근 5개년(2015년∼2019

년)으로 설정하여 과학영재교육과 관련된 최근 연
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분석기간을 확대하
거나 분석대상을 영재교육의 전 분야로 확대하여
연구 동향을 살핀다면 그간 이루어졌던 영재 교육
의 주제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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