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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in home economics education using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The 586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between July, 2003 and December

2018 were examined using Neckinger 4, a social network analysis software. The frequency and centrality measures(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were calculated for the words appeared throughout the whole period, and the

centrality analysis and LAD(Latent Dirichlet Allocation) were conducted for the four sub-perio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words are parents, culture, unit, health, career, consumption, practicality, etc. The words such 

as parents and management scored high in degree centrality; parents and male students in closeness centrality; and male students

and units in betweenness centrality. Second, when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words such as education, family, purpose, class,

middle school, and school appeared most frequently across the periods; but some words such as ‘purpose’ (in period 3 and

4), or ‘process’ (in period 4) were salient only in certain periods. Third, the words with high centrality were consistent regardless

of the types of centrality within each period. Fourth, the topic analysis using LAD showed that curriculum, textbook, family 

healthiness, teaching-learning, evaluation, dietary life, appearance management, and consumption were the topics consistently 

appeared across all periods. The topic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deepened. New topics such as teacher training and safety 

appeared in later periods, possibly due to the curriculum and national policy changes, and housing as a less represented topic 

is suggested as an area that needs further research attent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 in that it allows researchers to identify 

the major research interests and the trends in research by researchers in home econom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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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1989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 현재

까지 매년 4회기에 걸쳐 연구논문이 출간되고 있다. 이 논문들

은 가정 교과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연

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교과교육학의 현

장에서의 적용과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서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며 발전하고 있다. 학술대회와 더불어 학술지는 

학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및 개념 정립을 통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문 공동체의 중심적 학술 활동 중 

하나이다(Yang, 2011). 따라서 학술지에 개재되는 연구논문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의 과거,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의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과교육의 연구는 가정과교육의 연구는 

생활세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 교육의 여러 측면들

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 및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자 수 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가 창간 3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의 과거, 현재, 미래

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전까지 가정과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Yoon 

(2001), Yoon, Lee와 Kim(2005), Cho, Jun과 Lee(2009), Kim, 

Kwon과 Lee(2014)의 연구가 있다. 또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지의 교과 내용학 영역별로 이루어진 연구동향 분석(Cho, Lee, 

Lee, & Joo, 2009; Jang, 2007; Kim & Rhee, 2005; Kim, 2016; 

Moon & Lee, 2009)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연구자의 수, 연구 

주제, 연구 방법론을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들로서 주로 각 

분류에 해당하는 연구들의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

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연구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

로, 전반적인 동향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이점은 있으나 각 

연구의 관계망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최근 활용되는 연구방법으로 소

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 활용되고 

있다(Barabasi, Albert, & Jeong, 1999; Lee, 2011). 이 방법은 

연구자 또는 연구 주제들 간의 구조를 네트워크로서 파악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 동향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Yoon, Kim, & Seo, 2016). 

SNA를 이용한 가정교육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으로는 연구주

제 네트워크 분석(Kim, Lee, & Kim, 2018)과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Lee, Kim, & Kim, 2019)이 있다. 이 연구들은 2010년 이

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

학회지, 한국기술교육학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각 학술지에 나타난 주제어 또는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을 분석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하나의 문헌에 저자들이 제시한 주제어들의 동시출

현 빈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저자들이 제시한 주제어 외의 주제에 대한 내용은 분석에 포

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들에서는 세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를 횡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

으므로 연구주제의 종단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초록 또는 

논문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문장 또는 문단 내에서의 주제어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방법이 있

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저자들이 선정한 주제어 외의 

다른 개념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제어의 동시출현을 논문 단위가 아닌 문단 또는 문장 단위

에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주제어 간의 연관성을 통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문헌 내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 보다 구

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정

과교육학회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진

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하여 주제어 간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는 연구동향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Lee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화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지의 국문초록이 제공되었던 2003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

지 발표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논문의 국문초록을 네트워

크 텍스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주제어 간의 연관성과 

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연구 

주제어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제들에 대한 언급방식을 토픽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가정과교육 분야의 학문적 지식 체

계와 새로운 연구주제 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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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가정교육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연구

가정교육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은 Hwang, Han과 Hong(1995)

이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가정학의 주제 중 가정과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제

시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 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를 중심으

로 한 연구 동향 분석은 1989년 창간호부터 1998년까지 10년 

동안 발간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한 Yoon(2001)의 연구로부

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연구

의 주된 연구 영역은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과교육 내용 등으로 나타

났다. 그 후 Yoon 외(2005)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발간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학술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교육학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

로 교육과정, 교과서, 가정교과인식, 교육평가 등의 순으로 

연구 주제가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가정교육 분야의 세

부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가정과 교과교육학, 가족학, 

가정관리와 소비생활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생활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Cho 외(2009)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학술대회

의 주제를 분석하였을 때 가정교과와 관련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가정과교육의 대응 방안, 교수⋅학습과정이나 수업, 그

리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제시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원 양성제도가 변화하던 시기인 199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주제는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주었다.

Kim 외(2014)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한국가정

과교육학회지의 논문 중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교수⋅학습 방법의 이론적 체계 정립

을 위한 연구 주제가 부족하며,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한 연구나 교수⋅학습 모형에 학습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주제들이 많았음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였다.

그 이후에는 가정과교육 전반에 관한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보다는 각 내용 영역에 대한 학술논문의 동향 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다. 즉 가정교과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Yu 외(2008)

의 연구에서는 교과의 정체성 탐색,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

학습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 외에 Cho, 

Lee, Lee와 Joo(2009)의 인간발달 영역, Lee(2017), Yun(2019)

의 식생활 영역, Moon과 Lee(2009), Jin(2013), Ryu(2014) 등의 

의생활 영역, Jang(2007), Park, Yu, Lim, Lee와 Cho(2007)의 

주생활 영역, Kim과 Rhee(2005)의 소비생활 영역, Kim(2016)

의 안전교육 영역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동향 분석

이 계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Lee, Kim과 Cho(2019)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가

정과교육학회지의 논문 발간현황과 형식,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 시기동안 주제

어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청소년’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교과, 교수⋅학습과정안, 자아존중감, 가정과교육, 가정과

교사, 중학생 순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 대상의 연구가 가

장 많으나, 그 외의 주제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통합연구, 교과내용연구나 교

과내용 통합연구와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확대됨

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회지의 주제어 표기가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어 표기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SNA를 이용한 가정교육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은 Kim 

외(2018)와 Lee 외(201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2010년 

이후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뿐만 아니라 한국실과교육학

회지, 한국기술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Lee 외(2018)의 연구에서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가 

교과의 전반적 내용과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 교과교육학 관련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과교육

은 생활문화 또는 인구문제 등과 관련되며,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을 통한 실천적 문제 중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다고 하였다. Kim 외(2018)는 SNA를 이용하여 공저자 네트워

크의 구조적 속성과 그 중심성을 분석하여 저자들의 학술적 

영향력 및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SNA를 활용하여 

2010년 이후의 가정과교육과 연관된 학술지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두 연구는 저자들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에 한정하여 SNA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 다양한 주제어를 모두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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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에 대한 연구동

향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연구내용의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적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타 연구 분야에서

는 논문 전문 또는 초록 등의 텍스트를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를 구성함으로써, 연구들 또는 연구주제들 간의 연관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동향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가정과교육학

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 네트

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문장을 분

해하여 단어별로 분류하고,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빈도를 이용하여 단어 간의 연결 구조를 표시함으로써 구축되

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 방법이다(Choi & 

Park, 2011; Popping, 2000). 즉,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텍스

트에 기재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하고, 이러한 

링크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를 분석한 후, 분석된 결과를 토

대로 현상을 해석하는 기법이다. 네트워크 분석의 장점은 네

트워크상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하여 보여줌으로써, 데이터만

으로 파악하기 힘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Cho, 

2011). 따라서 최근에는 연구의 주된 관심사를 함축적으로 표

현해 준다고 볼 수 있는 주제어와 초록 등의 텍스트를 분석함

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들이 추구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두드러지고 있다(Kim, Kwon, & Jeong, 

2015).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특히 연구 동향의 흐름을 거시적

으로 분석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Wasserman 

& Faust, 1994), 이는 주제어와 초록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들이 추구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이다(Kim et al., 2015). 또한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 통계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머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연구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Kwak, 2014).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를 노드(node)라고 하는데(I. 

Lee, 201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는 단어가 노드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링크(link)는 노드 간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

며, 두 노드, 즉 구성 요소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이다(I. Lee, 2012; Yang, 2017). 기존의 

분석 방법이 개별 노드의 속성을 파악한 후 이를 중심으로 설명

하였다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각 노드들의 연결 관계의 특성

과 영향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I. Lee, 2012). 네트워크 분석에

서는 링크의 강도(strength) 혹은 링크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보 

획득이나 흐름이 강해지며, 링크된 노드들은 관계나 상호작용

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Lee, 2011).

중심성(centrality)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의 지표 중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

에서 특정 노드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지표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를 

알 수 있다(Kwak, 2014). 대표적인 중심성 지표는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이 있다(Freeman, 1979; Perra & Fortunato, 2008).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 연결중심성은 한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와 

연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해당 학문 

분야의 주된 연구 주제어를 알 수 있게 한다(Cha & Kim, 2016). 

근접 중심성은 특정 주제어가 얼마나 다양한 주제어들과 논문

에서 동시 출현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는 전체 지식구조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수치가 높을수

록 영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Lee & Park, 2016). 매개 중심성

은 주제어들 간에 ‘중재’ 또는 ‘매개’ 역할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함께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어들을 알 수 있게 한다(Cha & Kim, 2016). 따라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은 앞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 또는 영

역 간 융합 연구 주제 탐색 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토픽 모델링(topic-modeling) 또는 토픽 분석 기법

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Kim, Park, Lee, & Chung, 2016;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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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ung, & Song, 2013; Lim, Lim, & Lee, 2014). 이는 문서를 

이루고 있는 주제어들을 바탕으로 문서에서 토픽(topic)을 도

출하기 위한 기법으로(Hong & Choi, 2017), 확률⋅통계 분석

을 활용하여 해당 텍스트의 주요한 토픽이 무엇인지 확률적으

로 계산함으로써 텍스트에 잠재되어있는 주제들을 찾아내고, 

그 주제들 간에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Blei, 2012; 

Kang, Song, & Jho, 2013). 따라서 토픽 분석은 기존의 네트워

크 분석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의미까지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 볼 수 있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법 또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알

고리즘으로, 주제어 간의 유사성을 조건부 확률분포로 계산하

여 주제를 추론함으로써, 문장 또는 문단과 같은 조건을 선택

하여 다양한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Blei, 

Ng, & Jordan, 2003).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토픽 분석, 특히 LDA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Guerreiro, Rita, & Trigueiros, 2015; 

Hong & Choi, 2017; Kim et al., 2016; Lim et al., 2014; Park 

& Song, 2013; Song et al., 2013). 그러므로 LDA 기법을 가정과

교육학 연구 분야에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가정과

교육 분야의 지식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정

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가정과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과교육 연구 분야의 주제어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주제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가정과교육 연구 분야의 주제어 네트워크의 주

요한 주제어는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가정과교육 연구 분야의 주요 연구 토픽은 시

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분석 대상 및 자료의 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중 DBPia 데

이터베이스에 국문초록이 포함되어 있는 2003년 7월부터 2018

년 12월까지의 연구논문 총 586편으로 하였다. 특히 해당 논문

들의 국문초록을 엑셀파일에 텍스트로 저장하였다. Netminer 

4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능을 이

용하였다. 이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읽어 

들이면, 문장의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문서-단어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생성, 저장된다. 이때 주제어는 두 글자 

이상의 명사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이렇게 추출한 단어에 

대한 전처리를 시행하였다. 전처리 작업에서는 연구자 3인이 

참여하여 동일 개념 및 지식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

로 인식될 수 있도록 띄어쓰기와 기본적인 표현방식을 통일시

켜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Choi & Lee, 2017; S. Lee, 

2012), 분석에 포함할 주제어 목록과 동의어 사전을 구축하였

다. 이런 방법으로 586편의 논문의 초록의 단어들을 정제한 

결과 616개의 단어가 최종분석 데이터에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주제어 수

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분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출현빈

도가 낮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서에서 나타나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주제어들을 제거하는 간명화 과정을 거치는데, 기술적

(descriptive) 성격이 강한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상, 분석에 포

함시킬 주제어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르

는 것이 일반적이다(Cyram, 2017). 본 연구에서는 Netminer를 

이용하여 먼저 586편의 논문에서 5회 미만으로 출현한 단어

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558개의 주제어가 데이터로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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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558개의 주제어 중에서 각 문서에 

대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척도

인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계

산하여 TF-IDF값이 0.5 이상인 주제어들을 제외시켰다. 또한 

20회 이상의 문장에서 출현한 단어들만을 분석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232개의 단어가 최종 추출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단어

들이 문서에서 동시출현 하는 빈도를 이용하여 주제어-주제

어 간의 1-mode 매트릭스(word network)로 변환하였다. 이때, 

매트릭스의 생성을 위한 근접성 계산하기 위한 단위는 문서

(document)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동출현을 계산하는 윈도

우 크기는 3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즉, 두 주제어가 문장 내에

서 3단어씩 묶어서 보았을 때 공동출현 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공동출현 빈도가 낮은 주

제어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네트워크 구조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왜곡된 결과 산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조언(Park, Lee, & Lee, 2016)에 따라 공동출현 빈도를 

확인한 결과 주제어 모두 3 이상의 공동출현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들의 지식구

조 확인을 위한 중심성 지표로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node betwee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동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를 4개의 시기로 나누

어 연구 주제를 파악하는 텍스트마이닝기법으로 토픽분석 방

법 중 하나인 LDA 분석을 시기별로 실시하여 연구 주제 네트

워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초록이 제공된 16년간의 연구를 4년 간격, 즉 2003년-2006

년, 2007년-2010년, 2011년-2014년, 2015-2018년으로 나누었

는데, 이는 교육과정 개정시기와도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대

상의 적용을 받는 교육과정은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총 5개의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의 수시 

체계로의 전환과 현장 적용 시기를 고려해 하나의 시기로 병

합하여 다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시기는 7차, 2007개

정, 2009(2011) 개정, 2015개정의 4개 교육과정 고시를 기준으

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된 시기는 고시 시기와 시차가 있어 결과의 해석에 있어

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시기 

구분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와 현장 적용 시기, 각 시기 교육

과정의 특징 등의 연관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IV. 연구결과

1. 전반적 경향

1) 빈도분석

<Table 2>는 2003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한국가정과교육학

회지에 투고된 전체 논문 총 586편에서 나타난 주제어를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20위까지 제시한 것이다. TF-IDF

가 0.5 이상으로 높았던 단어들은 가정, 가정교과, 기술, 가족, 

경험,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과목, 과정, 교육과정, 목적, 설

문지, 성별, 수업 등의 단어들로 이러한 기본단어들을 제외한 

단어들 중에서는 부모, 문화, 단원, 건강, 진로, 소비, 실천성 

등의 단어순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중심성 분석

<Table 3>는 정제과정을 통하여 축소된 232개의 주제어들 

간의 1-mode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주제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연결중심성의 경우, 실과교육, 교육과정, 교과

서, 가정과교육, 학생부모, 관리, 건강, 단원, 소비, 섭취의 순서

로 높게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은 부모, 남학생, 건강, 관리, 

단원, 문화 등의 순서였다. 한편 매개중심성의 경우 남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단원, 건강, 부모, 관리, 문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시기적 변화 분석

1) 시기별 워드 클라우드

각 시기별로 연구동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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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8년까지의 16년간의 연구를 4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대하여 각 키워드들이 TF-IDF가 0.5이상인 문헌에서 

등장한 빈도수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린 결과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제1시기에는 교육, 가정, 목적, 중학교, 과정, 수업, 

학습, 학교, 청소년 등의 단어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

로 나타났다. 제2시기에도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유사하

였으나, 순서가 약간 달라져 교육, 가정, 목적, 수업, 중학교, 

학습, 학교, 과정, 환경 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고, 제3시기에

는 교육, 목적, 가정, 과정, 중학교, 수업, 학습, 학교, 청소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목적’의 출현빈도가 높아졌다. 또

한 제4시기에는 교육 다음으로 목적, 과정, 가정, 청소년, 수업, 

학습, 중학교, 평가, 학교의 순으로 나타나 ‘목적’, ‘과정’ 등의 

단어들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시기별 중심성 분석

중심성이 높은 단어의 시기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4시기에 대하여 각각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시기에 많이 출현한 단어들과 주제어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어들에는 차이가 있었

Period

(Notice of 

curriculum revision)*

Implementation dates 

of the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Features and emphasis*

Corresponding 

period in current 

research

7th

curriculum

(1997. 12. 30)

2001. 3. 1: 중1

2002. 3. 1: 중2, 고1

2003. 3. 1: 중3, 고2

2004. 3. 1: 고3

� 5-10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실과[기술⋅가정], 전학년 필수이수

� 11, 12학년 선택과목 : 가정과학

� 통합 내용 및 내용 영역 중심 접근

� 보통교육적⋅교양교육적 접근

� 실천⋅비판적 특성(자주적 참여 강조)

Period 1

(2003-2006)

2007 Partial 

revision

(2007. 2. 28)

2010. 3. 1: 중1

2011. 3. 1: 중2, 고1

2012. 3. 1: 중3, 고2

2013. 3. 1: 고3

� 성취기준 제시

� 5-10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실과[기술⋅가정], 전학년 필수이수

� 11, 12학년 선택과목: 가정과학

� 비판적 접근

� 실천적문제해결특성(자기주도적인 삶)

Period 2

(2007-2010)
2009 The 

revised 

curriculum

(2009. 12. 23)

2011. 3. 1: 중1, 고1

2012. 3. 1: 중2, 고2

2003. 3. 1: 중3, 고3

� 성취기준 제시

� 총론 개정

� 5-9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실과[기술⋅가정], 전학년 필수이수

� 10, 11, 12학년 선택과목: 기술⋅가정, 가정과학

� 7-9학년 중 집중 필수이수(20% 증감 대상)

� 비판적 접근

� 실천적문제해결특성(자기주도적인 삶)

2011 The 

revised 

curriculum

(2011. 8. 9)

2013. 3. 1: 중1

2014. 3. 1: 중2, 고1

2015. 3. 1: 중3, 고2

2016. 3. 1: 고3

� 성취기준 제시

� 각론 개정

� 5-9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실과[기술⋅가정], 전학년 필수이수

� 10, 11, 12학년 선택과목: 기술⋅가정, 가정과학

� 비판적 접근

� 실천적문제해결 특성(자기주도적인 삶)

Period 3

(2011-2014)

2015 The 

revised 

curriculum

(2015. 12. 1)

2018. 3. 1: 중1, 고1

2019. 3. 1: 중2, 고2

2020. 3. 1: 중3, 고3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6. 3. 1)

� 핵심역량, 일반화된 지식, 핵심개념 제시

� 백워드 설계에 기반한 교육과정

� 과정중심평가 강조

� 성취기준 제시

� 5-9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실과[기술⋅가정], 전학년 필수이수

� 10, 11, 12학년 선택과목: 기술⋅가정, 가정과학

Period 4

(2015-2018)

Note: Reconstructed from Heo et al., (2013). p. 99.

Table 1. Classification of research periods in relation to curriculum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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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각각 구하

여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시기별 상위 10개의 단어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중심성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일정하였다. 제1시기에는 관리, 

만족도, 남학생, 의복, 영양, 부모, 단원, 자원, 요구도, 아동 

등의 단어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2시기에는 단원, 건강, 관리, 부모, 남학생, 의복, 역할, 

주거, 관심, 실천성 등의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3시

기에는 건강, 부모, 단원, 관심, 문화, 자아존중감, 자녀, 진로, 

섭취, 의사소통 등의 순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제4시기에

는 소비, 부모, 안전, 자녀, 스트레스, 문화, 진로, 실천성, 섭취, 

건강 등의 단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어들로 나타났다.

<Table 5>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주

제어 네트워크의 시기별 변화추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Table 4>에서의 중심성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던 TF-IDF 

0.5 이상의 값을 갖는 키워드들도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므로 

<Table 4>의 결과값과는 차이가 있다. 이때 각 시기별로 연관

성이 높은 단어들 간의 관계만을 축약하여 산출한 네트워크인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Node betweenness centrality

1 부모 0.281 남학생 0.573 남학생 0.061

2 남학생 0.281 부모 0.572 단원 0.048

3 관리 0.277 관리 0.566 건강 0.040

4 건강 0.273 건강 0.565 부모 0.038

5 단원 0.247 단원 0.559 문화 0.037

6 실천성 0.229 문화 0.553 관리 0.037

7 남녀 청소년 0.221 실천성 0.550 실천성 0.032

8 문화 0.216 소비 0.542 남녀 청소년 0.032

9 관심 0.216 남녀 청소년 0.541 학습자 0.031

10 역할 0.212 관심 0.538 관심 0.031

11 만족도 0.212 만족도 0.537 역할 0.029

12 소비 0.208 역할 0.536 만족도 0.028

13 학습자 0.195 학습자 0.533 목표 0.028

14 자녀 0.190 목표 0.532 수행 0.026

15 목표 0.190 진로 0.531 진로 0.026

16 진로 0.186 식품 0.531 소비 0.023

17 자아존중감 0.182 의복 0.524 연수 0.018

18 수행 0.177 발달 0.521 자녀 0.018

19 안전 0.169 안전 0.520 안전 0.017

20 식품 0.169 가치 0.519 가치 0.017

Table 3. The results of centrality analysis (Top 20)

Rank Keyword n

1 부모 309

2 문화 271

3 단원 271

4 건강 259

5 진로 254

6 소비 251

7 실천성 250

8 관리 239

9 목표 227

10 만족도 215

11 섭취 213

12 식품 198

13 남녀 청소년 194

14 남학생 178

15 관심 178

16 실험 173

17 자아존중감 169

18 학습자 168

19 의복 165

20 식사 157

Table 2. Keyword occurrence frequency rank (T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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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net을 이용하였으며, 5 이상의 값을 갖는 링크만이 표시되

도록 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각 그림

은 PFnet의 단어 간 연관 네트워크를 Spring map으로 표현한 

것으로, 연결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의 크기에 따라 노드

의 크기를 표시하였으며 연결빈도의 가중치(weight)에 따라 

연결선의 굵기를 달리하였다.

위의 스프링 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정’-‘교육’-‘과

정’-‘학습’-‘활동’의 연결은 4시기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

난다. 그만큼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제는 지속적 관심의 대상

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시기에는 키워드 ‘가정’과 

‘교육’, ‘청소년’, ‘수업’ 등과의 연결이 강하였으며, ‘교육’이

라는 주제어는 ‘진로’, ‘인성’, ‘환경’, ‘문화’ 등의 주제어들과

도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제2시기부터는 ‘가정’과 ‘교육’은 여전히 강한 연결

을 보이나 ‘청소년’은 ‘교육’(2시기) 또는 ‘학교’(3시기)를 통

해서 ‘가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에도 ‘교육’은 

‘진로’, ‘환경’과는 강한 연결을 보이나, 기존에 강한 연결이 

있었던 ‘문화’ 또는 ‘인성’ 등의 주제어는 ‘청소년’ 또는 ‘학교’

를 통한 간접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단원이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생활’ 등으로 명명되면서 

생겨난 추세로 여겨진다. 또한 제1시기는 7차 교육과정이 반

영되고 있으면서 가정교과가 필수교과로서 자리매김한 시기

였으며, 청소년 대상의 가정과교육을 적용하는 수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던 데 비하여 제2시기에 해

당하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는 기술⋅가정이 10학년에

서 선택교과로 되는 등 가정교과의 필수교과로서의 위치에 

관한 논의가 지속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으므로(Lee et al., 

2010) 가정과교육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정’과 ‘교육’

이 강하게 연결되면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수업이나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다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제4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교육과

정과 관련된 연결 외에는 강한 연결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학교에 적

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제4시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

Period 1: 2003-2006 Period 2: 2007-2010

Period 3: 2011-2014 Period 4: 2015-2018

Figure 1. Word cloud by period



1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1, No. 4

하여 핵심역량과 핵심개념이 제시되는 등 교육과정의 구성이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차이를 보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과 현장 적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 개념들이 강한 연결을 

In-Degree centrality

Period 1:

2003-2006

Period 2:

2007-2010

Period 3:

2011-2014

Period 4:

2015-2018

1 관리 0.179 단원 0.146 건강 0.170 소비 0.168

2 만족도 0.167 건강 0.146 부모 0.160 부모 0.153

3 남학생 0.155 관리 0.136 단원 0.124 안전 0.143

4 의복 0.149 부모 0.131 관심 0.124 자녀 0.128

5 영양 0.131 남학생 0.121 문화 0.119 스트레스 0.122

6 부모 0.119 의복 0.117 자아존중감 0.108 문화 0.122

7 단원 0.119 역할 0.117 자녀 0.108 진로 0.112

8 자원 0.107 주거 0.107 진로 0.098 실천성 0.107

9 요구도 0.101 관심 0.102 섭취 0.098 섭취 0.107

10 아동 0.101 실천성 0.097 의사소통 0.093 건강 0.107

Closeness centrality

Period 1:

2003-2006

Period 2:

2007-2010

Period 3:

2011-2014

Period 4:

2015-2018

1 관리 0.477 단원 0.467 건강 0.459 소비 0.454

2 만족도 0.454 건강 0.459 관심 0.445 부모 0.452

3 남학생 0.454 관리 0.456 단원 0.433 안전 0.434

4 자원 0.439 역할 0.438 부모 0.424 실천성 0.429

5 의복 0.435 부모 0.437 문화 0.419 문화 0.419

6 영양 0.428 의복 0.431 실천성 0.418 건강 0.419

7 단원 0.424 식품 0.428 진로 0.415 진로 0.415

8 학습자 0.419 관심 0.424 자아존중감 0.402 섭취 0.415

9 실천성 0.415 남학생 0.422 의사소통 0.402 설계 0.413

10 요구도 0.414 전통 0.417 자녀 0.398 자녀 0.412

Node betweenness centrality

Period 1:

2003-2006

Period 2:

2007-2010

Period 3:

2011-2014

Period 4:

2015-2018

1 만족도 0.110 단원 0.108 건강 0.117 소비 0.129

2 관리 0.108 건강 0.094 단원 0.102 안전 0.097

3 남학생 0.097 관리 0.071 관심 0.094 부모 0.086

4 단원 0.090 남학생 0.064 부모 0.082 진로 0.079

5 의복 0.078 역할 0.064 문화 0.078 스트레스 0.074

6 영양 0.069 의복 0.054 관리 0.074 문화 0.068

7 학습자 0.060 부모 0.054 실천성 0.062 설계 0.064

8 자원 0.055 식품 0.052 진로 0.062 실천성 0.064

9 요구도 0.044 만족도 0.047 식품 0.061 건강 0.062

10 어머니 0.043 설계 0.044 섭취 0.054 자녀 0.059

Table 4. The results of centrality analysis by period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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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보다는 다양한 개념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 

고무적인 측면도 있으나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3) 시기별 토픽(Topic) 비교

이러한 주제어 네트워크가 어떤 하위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주제를 파악하는 토픽 분석방법

의 하나인 LDA 분석을 시기별로 실시하여 연구 주제 네트워

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LDA 분

석을 위한 2-모드 네트워크는 문단(paragraph)으로 설정하였

으며, MCMC 기법을 이용하여 각 시기별로 10개의 주요토픽

을 추출하였다. 먼저, 제1~4시기의 LDA 분석 결과 각 토픽에 

포함된 주제어와 그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파악한 주제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1시기에는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 단원별 활동(교수⋅학습), 교육과정, 식생활, 부모-

자녀 관계, 소비, 가족건강성, 교수학습평가, 의복과 외모관리, 

교육과정/교과서/문화교육 등의 10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던 

것에 비하여 두 번째 시기인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교

사연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소비문화, 교육과정, 교과

서/주거, 의복과 외모관리, 진로/환경, 식품안전, 프로그램/활

동, 식생활 등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세 번째 시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3시기에는 교사연수, 교육과정평가, 소비/환

경/실천성, 의복과 외모관리, 안전단원, 교수학습과정, 문화와 

진로, 학교 스트레스, 식생활(남학생), 가족건강성 등의 토픽

이 추출되었고, 제4시기, 즉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기에

는 실천적 교수⋅학습, 연수(전통문화), 가족건강성과 실천성, 

주거 환경 단원, 식생활, 소비/의복, 교육과정, 외모와 자아존

중감, 안전, 실험⋅실습 평가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어떤 토픽들은 전체 4시기에 거쳐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개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한 토픽들로는 교육

과정, 교과서, 가족건강성, 교수⋅학습, 평가, 식생활, 의복과 

외모관리, 소비 등이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등장한 토픽들

도 시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며 나타났다. 제1시기의 

토픽들에 비하여 이후 시기의 토픽들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제1시기에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교과서/문화교육이 두 개의 토픽으로 나타

Period Spring map of network

Period 1: 

2003-2006

Period 2: 

2007-2010

Period 3:

2011-2014

Period 4:

2015-2018

Table 5. Spring maps of the network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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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pic Key Words

Period1:

2003-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 환경, 자아존중감, 성별, 중학생

단원별 활동(교수⋅학습) 활동, 단원, 기술가정교과, 실천성,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가정, 과목, 가정교과, 과정

식생활 학교, 섭취, 식사, 식품, 영양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부모, 자녀, 스트레스, 의사소통

소비 청소년, 소비, 구매, 경험, 학교

가족건강성/진로 가족, 진로, 건강, 가정교과, 가정

교수⋅학습과정 수업, 학습, 평가, 교수⋅학습과정안, 실험

의복과 외모 관리 만족도, 의복, 외모, 관리, 교복

교육과정/교과서/문화교육 교과서, 과정, 교육, 문화, 목표

Period2:

2007-2010

교사연수 가정, 프로그램, 실천성, 실험, 연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가족, 부모, 청소년, 건강, 자아존중감

소비문화 청소년, 문화, 소비, 중학생, 소비자

교육과정 교육, 가정, 교육과정, 과정, 한국

교과서/주거 교과서, 단원, 기술가정교과, 주거, 중학교

의복과 외모관리 의복, 관리, 외모, 교복, 만족도

진로/환경 환경, 과목, 진로, 가정교과, 역할

식품안전 평가, 과정, 식품, 실천적 문제, 안전

프로그램/활동 학교, 활동, 중학교, 프로그램, 관심

식생활 수업 수업, 학습, 교수⋅학습과정안, 섭취, 식사

Period3:

2011-2014

교사연수 가정, 프로그램, 연수, 목적, 교육

교육과정/평가 과정, 평가, 교육, 목표, 교육과정

소비/환경/실천성 환경, 소비, 교육, 실천성, 청소년

의복과 외모관리 만족도, 의복, 외모, 교복, 관리

안전 단원 활동, 교과서, 단원, 안전, 기술가정교과

교수⋅학습과정 수업, 학습, 교수⋅학습과정안, 실험, 중학교

문화와 진로 교육, 과목, 가정교과, 문화, 진로

학교 스트레스 학교, 중학생, 중학교, 스트레스, 아동

식생활(남학생) 식품, 섭취, 식사, 남학생, 영양

가족건강성 가족, 청소년, 부모, 건강, 자녀

Period4:

2015-2018

실천적 교수⋅학습 과정 수업, 학습, 활동, 교수⋅학습과정안, 실천적 문제

연수(전통문화) 가정, 문화, 연수, 교육, 전통

가족건강성과 실천성 가족, 건강, 역할, 의사소통, 실천성

주거 환경 단원 교육, 환경, 교과서, 단원, 주거

식생활 섭취, 식사, 관리, 식품, 영양

소비/의복 청소년, 소비, 의복, 성별, 구매

교육과정 교육, 과목, 과정, 가정교과, 교육과정

외모와 자아존중감 부모, 진로, 자아존중감, 외모, 자녀

안전 학교, 프로그램, 교육, 안전, 활동

실험실습 평가 평가, 기술가정교과, 실험, 실습수업, 문항

Table 6. LDA results of the network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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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데 비하여 제2시기에는 교육과정이 단독으로 나타

났으며, 제3시기는 교육과정이 평가와 결합되어 나타났고, 제

4시기에는 교육과정이 단독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과정

에 대한 토픽 또한 제1시기에는 단원별 활동, 교수⋅학습/평가

의 2개 토픽이 추출되었으나, 제2시기에는 프로그램/활동, 제3

시기에는 교수⋅학습 과정이 단독으로 나타났던 데 비하여 

제4시기에는 실천적 교수⋅학습 과정이 추출되었으며, 평가

는 실험⋅실습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또한 소비의 경우, 제1시

기에는 단독으로, 제2시기에는 소비, 문화, 제3시기에는 환경, 

실천성, 4시기에는 의복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의복과 외모관

리의 경우, 제3시기까지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제4시기에는 

자아존중감과 연관되어 나타났다. 식생활 역시 모든 시기에 

동일하게 등장하였으나 제3시기에만 남학생과 결합하여 등장

하였다.

시기에 따라 다르게 추출된 토픽을 비교하여 보면, 제1시

기에 비하여 제2시기에 새로이 추출된 토픽으로 교사연수와 

안전 등이 있다. 제2시기의 안전은 식품이라는 주제와 결합하

여 식품안전으로 나타났으며, 제3시기에는 교과서의 단원으

로 안전이 도입되면서 안전단원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교사연

수의 경우, 제4시기에는 교사연수가 전통문화와 함께 나타났

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제1시기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라는 주제로 나타났으며, 제2시기에는 부모-자녀 관계와 함께, 

가족건강성과 연관되어 등장하고 있으며, 제4시기에는 외모

와 결합되어 나타난 점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어이나 제1시기에는 가족건강성, 

제2시기에는 환경교육, 제3시기에는 문화, 제4시기에는 외모

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주거의 경우, 제2시기와 제4시기에만 

교과서와 함께 또는 단원으로서 등장하여 상대적으로 토픽으

로서의 중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2003년 

7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

된 논문의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가정과교육 분야의 연구동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중 DBPia 데이터베이스에 국문초록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논문 총 586편으로 하였다. 특히 분석에는 

Netminer 4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주제어들의 출현빈도와 함께 중심성 분석(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동향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시기를 총 4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대하여 주제어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주제를 파악하는 토픽 분석 방법인 LDA 분석을 실시

하여 연구 주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부모, 문화, 단원, 건강, 진로, 소비, 실천성 등이었다. 

주제어들 간의 1-mode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주제어 네트워크

를 분석한 결과, 연결중심성의 경우, 부모, 관리, 건강, 단원, 

소비, 섭취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은 부모, 남학

생, 건강, 관리, 단원, 문화 등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은 남학생, 

단원, 건강, 부모, 관리, 문화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두 

중심성을 비교하면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도출된 주제

어들은 비슷하였다. 이는 부모, 남학생, 건강, 관리, 문화에 

관한 주제어가 다양한 주제어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연구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제어임을 의미한다. 즉, 이들

은 가정과교육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주제어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얻고 있어, 이 주제어들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개중심성의 경우 남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단원, 건강, 부모, 관리, 문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7차 교육과정부터 가정교과목이 남녀 공동 이수가 되면서 남

학생이 연구 주제로 꾸준히 등장하였음을 보여준 Kim과 

Lee(2018)의 연구 결과와도 연관성을 가지는데, 앞으로도 남

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16년간의 연구를 4개 시기

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중심성이 높은 단어의 변화추이를 살

펴보기 위하여 시기별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4시기 모두 

교육, 가정, 목적, 수업, 중학교, 학교 등 출현 빈도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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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은 유사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빈

출 단어들의 순서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목적’의 경우 제1, 2시기에 비해 제3, 4시기에 그 출현 빈도가 

높아, 네 시기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교육’의 바로 뒤를 

잇고 있었으며, ‘과정’ 역시 제4시기에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

고 있어 최근 10년간 ‘목적’이나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계로 변환되면서, 학교현장

에서의 가정과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과정에 부합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

수⋅학습의 결과 보다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최근

의 교육과정의 강조점이 연구자들의 관심사에 반영되었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네 시기에 대하여 각각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출 단어들과 지식네트워크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단어

들에는 시기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시기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았던 ‘관리’의 경우 제2시기에는 중심성의 

순위가 하락했고, 제3, 4시기에는 중심성의 순위가 10위 안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의 경우 제1, 2, 3시기에는 10위 

안에 속하지 않았지만, 제4시기에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

다. ‘안전’ 역시 제4시기에 높은 순위를 나타냈던 주제어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관리, 의복, 영양, 부모 등의 

추상적 수준에서 자녀, 스트레스, 문화, 실천성, 소비 등의 개

인의 실제 삶에 관한 구체적 관심사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소비’와 ‘안전’

이라는 단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사회

적 관심사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생활환경을 다루는 가정과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네 시기별로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각각 구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시기의 상위 10개의 단어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즉, 중심성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또는 ‘교

육’, ‘청소년’ 등의 주요어들이 다른 주제어들과 연결되는 양

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정-교육-과정-학습-활동의 연결은 4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 주제가 한국가정과교육학

회지의 주된 관심 주제임을 알 수 있으며, 2015년 이후의 제4

시기에는 주제어들 간에 강한 연결을 보이는 경우가 낮아 주

제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넷째, LDA 분석을 통해 네 시기의 토픽 변화를 알아본 결

과, 시기별로 추출된 토픽에 차이가 있었다. 네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한 토픽들은 교육과정, 교과서, 가족건강성, 

교수⋅학습, 평가, 식생활, 외모관리, 소비 등이었다. 이는 가

정과교육학의 관심사가 중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교육과 관

련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와 더불어 가정과교육 내용 

중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소비생활 영역에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주거 영역을 제외한 가정

과교육학의 전 영역에 대한 연구들이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4개 시기의 토픽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빈출 주제어를 비

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1시기의 토픽들에 비하여 이후 시

기의 토픽들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주제는 꾸준

히 등장하고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제의 초점이 변화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세부적

인 관심사가 시기별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본 

결과로 비추어볼 때, 교육과정이라는 주제 중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세부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평가로 관심사가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천적 교수⋅학습 과정 토픽의 경우 실천적 문제 중

심 교육과정의 관점이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반영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제4시기에 이르러서야 토픽으

로 추출된 점은 주목할 만한데,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자나 현장 교사들의 시각, 또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보다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픽 중 ‘소비’의 경우, 제1시기에는 단독으로, 제2시기에

는 소비, 문화, 제3시기에는 환경, 실천성, 제4시기에는 의복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의복과 외모관리의 경우, 제3시기까지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제4시기에는 자아존중감과 연관되어 나

타났다. 이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한 토픽이 점차 다양한 토픽

들과 결합되고 또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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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문화의 일부로 바라보아 가치적이고 실천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복과 외모관리도 스스

로를 치장하는 행위로만 단순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적 행위들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연

관시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연구주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실천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제1시기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라는 주제로 나타났으며, 제2시기에는 부모-자

녀 관계, 가족건강성과 결합되어 나타났고, 제4시기에는 외모

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진로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어이나 제1시기에는 가족건강성, 제2시기에는 환경교육, 제3

시기에는 문화, 제4시기에는 외모와 관련되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진로 등은 가정과교육의 결과

변수로서의 의미가 큰 주제들로, 가정과교육의 다양한 내용 

분야와 결합되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시기에 새로이 추출된 토픽들도 있었는데, 교사연

수와 안전 등이 그 예이다. 교사연수는 제2시기와 제3시기에 

추출되었는데,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교사연수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지며,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장 교사

들의 역량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사

가 고조된 결과로 보인다. 안전은 제2, 3, 4시기에 추출되었는

데, 제2시기에는 식품안전, 제3시기에는 안전 단원 그리고 제4

시기에는 안전으로 추출되어 시기별로 안전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시기의 안전 단원은 안전에 관해 

강조하기 시작한 국가정책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주거의 경우, 제2시기와 제4시기에만 교과서와 함께 

또는 단원으로서 등장하여 상대적으로 토픽으로서의 중요성

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Yoon 외(2005)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주거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 연구결과와 연결할 수 있다. 즉 2003년 

이후에도 주생활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가정과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관심사들의 순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된다. 특히 가정과교육 분야의 연구주제가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다변화되고 구체화되고 고도화되

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다. 또한 연구 주제어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이러

한 분석결과는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 자체가 가정과교육 분야의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의 분석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과교육 관련 연구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외의 학술지에도 게재된 경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

라서 가정과교육 분야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학술지들에 게재

된 연구들을 포함하여 포괄적 동향분석을 실시한다면, 가정과

교육 분야의 연구에 대한 보다 완전한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16년간의 

전반적 연구동향 분석이 주된 주제였기 때문에 각 세부 연구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연구에

서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 30년의 연구를 종합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앞으로 가정과교육의 미래 지향적 연구 동향을 

제안하는 연구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이외의 가정과교육

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통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더불어 가정과교육의 내용학 부분에서 주생활 분야의 연

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아 내용학별 균형 있는 연

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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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이용하여 가정과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003년 7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586편의 논문의 주제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인 Netminer 4의 텍스트분석 도구를 이용하

여 주제어들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시기별 LD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부모, 문화, 단원, 건강, 진로, 소비, 실천성 등이었다.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은 부모, 관리가 가장 높았고, 근접중심성은 부모, 남학생, 매개중심성은 남학생, 단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를 4개 시기로 나누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시기 모두 교육, 가정, 

목적, 수업, 중학교, 학교 등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은 유사하였으나, 시기별로는 제3, 제4시기에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제4시기에는 ‘과정’ 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중심성 분석 결과 중심성의 종류와 무관하게 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LDA 분석을 통한 토픽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 교육과정, 교과서, 

가족건강성, 교수학습, 평가, 식생활, 외모관리, 소비 등은 모든 시기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4개 시기의 토픽은 점차 다양화되

고, 세분화되며,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와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새롭게 등장한 토픽인 교사연수와 

안전이 주제어로 도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연구의 관심이 낮았던 토픽은 주거임이 드러나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가정과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관심사들의 순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9월 1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