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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학교육 평가는 과거 성취도 측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던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학생의 사고와 교육과정,
교수 학습, 프로그램, 교사 지식과 질,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등으로 그 연구 영역을 넓혀왔다. 이러한 시점
에서 그동안 국내 수학교육 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되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KCI 등재지에 게재된 237편의 논문과 SSCI에 게재된 857편의 논문을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연구는 서로 다른 키워드 분포를 보였으며 국내 연구는 시기별로 집중되는
연구 주제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 연구는 총 19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 5개의 유사한 토픽 9개의 상이한 토픽이 출현하였다. 최근 연구 관심이 증가한 토픽은 국외의 ‘교육과정 평
가’와 국내의 ‘학생의 역량 평가’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수학교육 평가 연구의 향후 발전 방
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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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into assessments in mathematics education has broadened from summative assessments focusing
on students achievement to those focusing on students’ cognition,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teacher knowledge
and quality, and affective domains. Considering these changes in assessment research,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ssessment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by comparing 237 articles published in KCI journals with
857 articles published in SSCI journals from 2000 to 2020 August. We used LDA topic modeling to examine research
trends over time.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t keyword distributions by period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s. There were nineteen research topics in both journals; five topics were
similar while nine topics were different. In addition, the hot topic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s were found to be curriculum assessment and student competency assessment, respective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research in domestic mathematics
education.
KEY WORDS: assessment, research trends, comparative study, topic modeling,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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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고 지적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초등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Kim & Pang(2017)

교육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목표를

또한 평가 연구가 전체 연구의 극히 일부분에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는 의도적인 행위이며, 평

불과하므로 균형 잡힌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가는 교육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

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를 판단하는 수단이다(Chae, 2001). 이처럼 교육

수학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적 질적으로 성

과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으며, 교육이

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따르는 수학교육 평가 연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온 것과 같이 평가의 역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도 그 맥을 함께 해왔다(Kilpatric, 1993).

평가가 수학교육의 성장과 학생의 성취도 향상

ㆍ

교육의 지향점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

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국내

듯, 평가의 흐름 또한 교육의 변혁과정과 함께

외 수학교육의 평가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어떤

변화되어 왔다. 과거의 평가는 학습 후 학습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가 부

성취수준의 향상을 측정하거나 경쟁을 통한 순

족한지에 대한 현 주소를 되돌아보고 향후 수학

위 매김을 목적으로 시행된 총괄평가가 주를 이

교육 평가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

루었다. 그러나 학습 결과보다는 과정이 강조되

해볼 필요가 있다.

고 학생의 성취도가 수업, 교육과정, 교사, 학습

그동안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메타적으로 분

동기, 학습 자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석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평가는 과정중심평

수학교육 전반(Pang et al., 2019), 교실 담론과

가,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평가, 프로그램 평가,

상호작용(Cho, Kwon, Bae, & Lee, 2014), 초기 대

교사 지식과 질 평가,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수교육(Han & Kwon, 2018), 수학교사의 교육과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왔다(Ministry of Education

정 자료 활용(Ku & Lee, 2020) 등이 있다. 이처

[MOE], 2017; NCTM, 1995; Wilson, 2007). 이러

럼 수학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연구 동향을 파악

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평가는 다양한 분야

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왔으나 평가 연구 동향에

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과 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

육과정 개정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는 실정이다. 중등 수학교육과 관련된 32개의 평

자료이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게 환류되어

가 연구 문헌을 분석한 Kim & Jung(2012)의 연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토대로

구가 있었으나 분석 대상이 중등교육에 국한되

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MOE, 2017).

고 분석한 문헌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수학교육

ㆍ

한편,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 중요성에도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

불구하고 수학교육에서 평가에 관한 연구는 다

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연구 동향을 분석한 대

른 영역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

부분의 연구들이 수집한 문헌을 일일이 사람의

다. 예컨대, 196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수학교

손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대량의 문헌

육 연구동향을 분석한 Pang, Sun, Cho, Lee, Kim,

을 다루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Kim et al.(2019)은 평가 연구가 전체 연구의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6.71%에 불과하므로 평가 연구의 확산이 필요하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Son & Lee,

2020, Vol. 30,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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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데이터 자체의 특

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는 추구하는 목적에

징에 초점을 맞추어 감춰진 의미를 발굴하는 토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MOE(2017)는 평

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이 주목을 받고

가가 수업에 통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평가를

있다(Blei & Lafferty, 2009). 토픽 모델링을 통해

1) 학생의 학습 과정과 그 결과로 학습된 지식에

데이터 분류와 그 의미 파악에 드는 노력을 줄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일 수 있으며 단어 패턴에 따라 효율적으로 데

평가 2)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

이터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Blei,

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Ng, & Jordan, 2003)

학습 결과에 초점을 둔 평가 3) 교사의 수업에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의 세 가지 목

하여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에 관한 연구동향을

적으로 분류하였다. NCTM(1995)의 수학 교수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

위한 평가 규준에서는 평가의 목적을 학생의 성

연구의 분류와 흐름을 파악하고 서로 비교함으

장과정 모니터링, 교사의 교수 결정을 위한 자

로써 향후 국내 수학교육 평가 연구의 발전을

료, 성취도 측정, 프로그램의 효과성 판단으로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iliams(2007)는 평가
를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형성 평가, 학생의
성과와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가이드로서의

II. 이론적 배경

총괄 평가, 교수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한 평가로 구분하였다. 또한 Niss(1993)는

1. 평가의 목적과 연구 동향 분석

평가의 결과 정보가 어떤 주체에게 제공되는지
에 따라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교육기관

평가는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및 교육행정가로 평가를 분류하였다.

변화하며, 역으로 평가 내용과 방식 그리고 결과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과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가 교사의 교수법, 교육과정 개정, 교육정책 수

평가의 분류가 달라지듯이, 그동안 수학교육 평가

립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OECD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평가 연구를 분류해왔다. 4,559편의 국내 수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Pang et al.(2019)은 평가

위한 핵심역량이 강조되면서 수학적 과정과 역

일반(관련 이론, 방향성, 관점 등), 평가 방법(수행

량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평가, 포트폴리오 등), 평가 문항 및 기준 개발,

(Kim, Park, & Lee, 2015). 이에 따라 학습 결과

평가 실태 및 인식을 평가 연구의 하위 영역으로

에 대한 평가보다는 과정중심평가가 강조되면서

구분하였다. Park & Kim(2011)은 2005년부터 2009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둔 교수 학습으

년까지 국내외 수학교육 논문 587편을 분석하였

로의 변화가 촉구되어 왔다(Hwang & Kim,

으며, 평가 연구를 평가 결과 분석, 평가 실태 및

2018). 이처럼 교육과 평가는 개별적인 관계가

평가 방법 개선, 문항 및 기준 개발로 구분하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평가가 교육에

다. Ha, Pang, & Ju(2010)은 2005년부터 2009년까

어떠한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은 달라진

지 초등수학교육 논문 383편을 분석하고 평가 연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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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새로운 평가 방향, 평가 실태, 평가문항 및

해낼 수 있다(Blei & Lafferty, 2009). 토픽 모델

평가기준 개발 분석,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분석

링의 종류에는 STM(Structural Topic Modeling),

및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토픽 모델링을 활

pLSA(probabilistic

용하여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수

LSI(Latent Semantic Indexing) 등이 있으나 그 중

행되고 있다. 국내외 수학교육 연구 동향을 토픽

가장 널리 활용되는 토픽 모델링 기법은 잠재디

모델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Shin(2020)은 평가와

리클레 할당(Latent

관련된 키워드로 평가, 문항, 시험, 규준, 성취도,

LDA)이다. LDA는 관측할 수 있는 단어들의 패

학교, 학생, 질문, 반응을 제시하였다. 또한 1968

턴을 통해 특정 토픽의 특성을 추론하며, 잠재적

년부터 2015년까지 ESM과 JRME 논문을 분석한

인 토픽들이 무작위로 혼합되어 하나의 문서를

Inglis & Foster (2018)는 과제, 모델링, 지식, 인지,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Blei et al., 2003). 즉, 관

역량, 결과, 수준, 해결, 질, 성과, 성취도, 정보를

측 가능한 단어를 업데이트하며 토픽에 할당되

평가와 관련된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는 단어와 문헌의 잠재적인 변수에 대한 확률

ㆍ

Latent

Semantic

Dirichlet

Analysis),

Allocation;

이하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수학교육에서

추정치를 개선해나간다. Figure 1은 LDA의 문헌

평가는 학생의 학습과 성취도, 교사의 교수, 학교

생성과 관측된 단어의 토픽 할당 과정을 시각화

와 교육과정, 평가 일반과 방법 및 문항 등에 관한

한 모델이다.

일련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평가 분류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말뭉치 내 문헌들의 집합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학교육 평가 연구 동

 : 토픽의 개수

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평가 자체에 초점을

 : 문헌에 속한 단어들의 집합

맞추기보다는 수학교육 연구 동향 전반을 살펴보

  : d번째 문헌에 대한 토픽의 확률 분포( 

고 그 하위 주제로서 평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1,2, ,  ). 를 매개변수(parameter)로 하

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 평가

는 디리클레 분포(  ∼  )를 따름

연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 d번째 문헌의 n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 할

기법인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국내외 수학교육

당(  =1,2, ,  ).   를 매개변수로 하는 다

평가 연구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항 분포를 따름(  ∼     )

2.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
법의 한 종류로서 주어진 텍스트 데이터의 집합
에서 토픽이라는 문서들의 집합을 탐색하기 위
한 통계적 모델이다(Son & Lee, 2020). 연구자의
손으로 처리하기에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

…

…

  : 관측이 가능한 d번째 문헌의 n번째 단어,
토픽  에 따른 다항 확률 분포를 따름(

      
 : 문헌에 대한 토픽들의 사전 확률 분포. 디리
클레 분포의 매개변수
 : k개의 토픽에 대한 단어들의 확률 분포, 
을 모수로 하는 디리클레 분포를 따름

요한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이전에는

Figure 1의 하단 모델에서 원으로 표현된 노

찾을 수 없었던 의미 있는 정보와 구조를 도출

드(node)는 무작위 확률 변수, 음영은 관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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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aphical model representation of LDA(adapted from Blei, 2012; Nabli, Djemaa, & Amorm, 2018)
여부, 직사각형의 판(plate)은 과정의 반복을 의

다. 이러한 과정이 N번 반복되면 4개의 토픽으

미한다.

변수(observed

로 구성된 단어들의 집합으로 문헌이 생성되며,

variable)는   이며  와  는 관측되지 않는

D개의 문헌에 반복 수행되면 문헌의 집합인 말

잠재 변수(hidden variable)이다(Blei, 2012). 따라

뭉치가 생성된다. LDA 기법은 위에서 기술한 과

서 문헌에 어떤 토픽들이 할당되는지 파악하려

정들을 역으로 실시하며, 관측 가능한 단어  

면 관측 가능한 변수인   로부터 잠재 변수들

으로부터 문헌의 토픽 확률 분포   와 단어들의

을 추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

확률 분포  를 추정하는 방법이다(Shin, 2020).

여기서

관측

가능한

한 확률 분포가 가정되지 않으므로 매개변수 ,
와 관측한 증거   을 통해 잠재 변수의 확률

III. 연구 방법

분포를 갱신하며 결과를 추론해 나간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Figure 1은

 개의 문헌과  개의 단어를 포함한 말뭉치에

1. 분석 대상 및 기간

대하여  를 4로 정하고 LDA를 수행했을 때 처
리과정을 표현한 시각적 모델이다. 먼저 연구자

국외 토픽 모델링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

가 매개변수 를 정의하면 d번째 문헌에 대한

향력 지수(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학술지를 선

토픽의 확률 분포   와  의 분포에 주제를 무

정한다(Son

작위로 추출하는 과정인  이 결정된다. 또한

Williams & Leatham(2017)이 영향력 지수에 따라

매개변수 를 정의하면 토픽에 대한 단어 분포

선정한 20개의 국제 수학교육 학술지 중 SSCI

   가 결정된다. 이 후 단어들의 집합   는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수학교육

 에 따라 4개의 토픽에 할당되며    에 따라
토픽에 대한 단어들이 표집되어 문헌에 기술된

&

Lee,

2020).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수학교육 학술지의 경우 수학교육 전문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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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한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수학회>,

<한국수학교육학회>,

Table 1. The number of papers reviewed for
each journal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7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Son
& Lee, 2020).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 8
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내외
수학교육 전문 학술지가 2000년 이후 각각 KCI

KCI

와 SSCI 등재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Shin,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KCI, Web of Science,
ProQuest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 1월 1일부
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KCI 논문 3,459편과
SSCI 논문 4,679편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논문
중 수학교육 평가와 관련된 논문을 선별하기 위
해 ‘수학(mathematics)’, ‘평가(assessment)’, ‘검사

SSCI

Journal
수학교육학연구
학교수학
수학교육
수학교육논문집
초등수학교육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Total
JRME
ESM
ZDM
JMTE
MTL
Total

Count
36
46
29
27
10
33
56
237
113
227
345
95
77
857

(test)’, ‘측정(measurement)’의 키워드를 사용해 데
이터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KCI 논문 237편과
SSCI 논문 857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논문 수집과 수집한 논문의 선별과정은 Figure 2
와 같으며, 선정된 구체적인 학술지별 논문 편수
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토픽 모델링 연구에서는 수집한 서지정보들
중 제목, 키워드, 초록을 주로 활용한다. 이 중
제목과 키워는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
지 못하는데 반해, 초록은 연구에서 발견한 가치
있는 내용을 대표하며 연구의 목적과 문제, 발견
한 사실을 포함한다(Chen, Zou, Cheng, & Xie,
2020; Griffiths & Steyvers, 2004).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키워드와 제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고, 국내외 논문들에 대한 분석의 통일성을 꾀하
기 위해 영문 초록만을 분석하였다.

2. 전처리(pre-processing)
전처리는 두 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R(version 4.0.2)을 분석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단어
를 정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일상적으
로 사용되는 the, is, a, an 등과 같은 불용어
Figure 2. Data retrieval process

(stop-word)와 @, & $, % 등의 특수 기호를 제거
하였으며, 단어의 어근(stem)과 의미를 기준으로
단어를 정제하였다. 예컨대, ‘Programs’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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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형태의 대소문자 표기가 혼합된 단어들을

Mulvenna, 2020) 등이 널리 활용된다. 본 연구에

소문자 단수 형태의 ‘program’으로 변환하였으며,

서는  값을 2에서 30까지로 설정하고 모델의

‘prospective

teacher’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지표인 혼잡도 지

‘preservice teacher’로 통일하였다. 또한 ‘number’,

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혼잡도 지수는 토픽들

‘term’와 같이 수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the

이 서로 명확히 분류되는지 판단하는 지표로서

number of’, ‘in term of’와 같이 일상적인 용어로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델을 의미한다(Blei et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 제거하였다.

al., 2003). 그러나 혼잡도 지수의 특성상 토픽 수

teacher’와

‘pre-service

두 번째 단계에서는 TF-IDF(Term Frequency -

가 늘어날수록 값은 작아지므로 일반적으로 기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적용하여 단어의

울기의 변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을 선택한

출현 빈도를 조절하였다. TF-IDF는 단어 빈도와

다(Inglis & Foster, 2018). Figure 3에서 볼 수 있

역문서 빈도의 곱으로 계산되며, 모든 문서에 흔

듯이 KCI 논문은 8, SSCI 논문은 11을 기준으로

하게 등장하는 단어를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한

혼잡도 지수의 값이 가장 적거나 기울기가 급격

다. 예를 들어, 단어 빈도(TF)만을 기준으로

하게 변화하므로 이를 적합한  값으로 설정하

LDA를 수행한다면 ‘paper’와 ‘article’과 같이 대

였다.

부분의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추출되므로 역문서 빈도(IDF)를 곱하여 이를 조
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TF-IDF를 너무 작은 값
으로 설정할 경우 일상적인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지나치게 높은 값을 설정할 경우 수학
교육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TF-IDF 값
을 1사분위수(first quartile) 이상으로 설정하였으
며, 국내외 논문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3. 최적의 토픽 수 및 토픽 명 선정
LDA분석은 R의 ‘topicmodels’ 패키지를 활용하
였다. 매개변수 는 0.1로 설정하였으며,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 방식으로 1,000회를 반복
하였다. 최적의 토픽 개수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혼잡도
(perplexity; Inglis & Foster, 2018), 조화 평균
(harmonic mean; Griffiths & Steyvers, 2004), 코사
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Cao, Xia, Li, Zhang,
& Tang, 2009). 일관성(coherence; Blair, Bi, &

Figure 3. The perplexities for determining optimal
number of topics(upper: KCI, lower: S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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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토픽 개수에 따라 국내외 수학교육 평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20년

가 연구에 대한 LDA를 수행하고 각 토픽에 해

까지의 연구들을 5년 단위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당하는 원문과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10개의 단

키워드들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핵심 키워

어를 검토하여 적절한 토픽 명을 부여하였다. 예

드를 파악하기 위해 ‘mathematics’, ‘assessment’,

를 들어, 추출된 토픽의 상위 10개 단어 집합이

‘student’, ‘teacher’, ‘result’, ‘analysis’와 같이 수학

{program, gifted, evaluation, underachiever, solving,

교육 평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다른

factor, ability, skill, knowledge, item}로 출현한 경

키워드들에 비해 지나치게 빈도가 높은 공빈출

우 ‘영재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 평가’로 토픽 명

단어는 삭제하였다. 시기별로 10개의 단어를 빈

을 부여하였다.

도순으로 정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으며 시기

수학교육 평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별 10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Word

Cloud로 시

먼저 5년 단위로 키워드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각화한 결과는 Figure 3으로 제시하였다. Word

연구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 후 LDA를 수행하고

Cloud에서 단어의 크기는 빈도를 의미한다.

도출된 토픽들을 토대로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

Table 2와 Figure 4를 보았을 때, 시기별로 국

연구에서 유사한 토픽과 상이한 토픽을 분류하

내 연구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는 수행

여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평가 연구의 관심 영

(performance), 프로그램(program), 수업(lesson), 교

역을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 선형 회귀분석을 수

육과정(curriculum)이며, 국외 연구에서는 문제

행하고 Hot 토픽과 Cold 토픽을 도출하였다.

(problem)와 과제(task)가 꾸준히 최빈값으로 등장
했다. 이러한 단어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해당 시기의 수학교육 평가 연구를 대표하는 단

IV. 결과 분석

어들이며,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수학교육 평가 연구는 수행평가, 프

1. 시기별 키워드 분석

로그램 평가, 수업 평가, 교육과정 평가 순으로
평가 연구의 주된 대상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수 있으며, 국외 수학교육 평가 연구는 시간의

Table 2. The top 10 most frequently used words in KCI and SSCI by period
KCI
2000-2004
2005-2009
2010-2014
1
performance
program
lesson
2
factor
lesson
item
3
level
method
program
4
type
development
level
5
problem
level
curriculum
misunderstand
6
problem
problem
ing
7
curriculum
ability
ability
8
task
curriculum
standard
9
knowledge
learning
knowledge
10
system
performance
pisa
이전 시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시기별로

R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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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
curriculum
lesson
item
competency
problem
program

SSCI
2000-2004
2005-2009
2010-2014
problem
problem
task
conception
knowledge
problem
strategy
understanding knowledge
development
teaching
teaching
task
preservice
preservice
practice

classroom

level

2015-2020
problem
knowledge
teaching
task
classroom
practice

standard
knowledge
task
practice
learning
achievement
teaching
conception
learning
development
textbook understanding development conception
conception
learning
classroom
learning
understanding
skill
새롭게 출현한 키워드는 Bold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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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ord Clouds by period in KCI and S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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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무관하게 문제와 과제에 대한 평가 연구

정의 특성을 국외 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하려는

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수학적 과정을 중

ㆍ

다음으로 이전 시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

심으로 국외 수학과 교육과정의 경향을 비교 분

기별로 상위 10개 단어에 새롭게 출현한 키워드

석한 Shin(2011)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들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키워드가 출현한 시기

2000-2014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2015-2020년

의 원문을 검토하여 어떤 연구가 새로이 출현했

에 새로이 출현한 키워드는 역량(competency), 교

는지 분석하였다. Table 2를 보았을 때, 국내 연

과서(textbook),

구의 경우 2005-2009년에는 능력(ability), 수업

이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

(lesson), 방법(method), 프로그램(program)이 등장

정의 영향으로 교과서와 성취기준에 대한 연구가

하였다.

않았지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과 통합한 수학 교

2010-2014년에 새로이 출현한 키워드는 문항

과 역량 중심의 과정중심평가 적용을 분석한

(item), 규준(standard), PISA이며, 이는 국가수준학

Jeon & Lee(2019)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2000-2009년에는

등장하지

성취(achievement)로 나타났으며,

업성취도 평가와 국제 수학성취도 비교평가인

국외의 경우 2005-2009년에 학습(learning), 예

TIMSS나 PISA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성

비교사(preservice)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는 학

취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한

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 요인을 분석한

다. 2010-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연구와 예비 교사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분석

에 나타난 중학교 수학과 성취수준별 학업성취

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

특성을 분석한 Lee & Jo(2014)의 연구가 그 예이

다. 교실 환경이 중학생의 수학 학습과 성취도에

다. 또한 단어 ‘규준’의 등장은 국내 수학 교육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Tarr, Reys, Reys, Chav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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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h, & Osterlind(2008)와 예비교사의 수업 분석

(problem), 프로그램(program)의 5개였으며, 국외

기술을 연구한 Morris(2006)의 연구가 그 예이다.

는

2000-2009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2010-2014년

(development), 지식(knowledge), 학습(learning), 관

에 새로이 출현한 키워드는 수준(level)이며, 이

행(practice),

는 학습경로(learning trajectory)에 대해 증가된 관

(teaching), 이해(understanding)의 9개 단어로 나타

심과 함께 학생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세분화하

났다. 이는 국내 연구가 시계열에 따라 주요 키

려는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연구

워드가 다소 변화하는데 반해, 국외의 경우 시간

로는 학생들의 길이 학습에 대한 경로를 평가한

의 흐름에 관계없이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는 일

Sarama,

&

정한 출현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또한 국외

McDonel(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015-2020

연구에서는 수학적 이해와 개념, 발달, 지식과

년에는 기능(skill)이 새로 등장하였다. 주로 수리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키워

기능(numeracy skill), 뺄셈 기능(subtraction skill),

드가 주로 등장한데 비해, 국내에서는 교육과정,

기하학 기능(geometry skill) 등과 관련되며 유치

수업, 수준, 문제, 프로그램에 관한 키워드가 독

원생과 저학년 학생들의 수학 관련 기능을 평가

립적으로 출현하였다.

하는

Clements,

연구가

Barrett,

주를

Van

이루었다.

Dine,

양적

교실(classroom),

개념(conception),

문제(problem),

과제(task),

발달

교수

역량

(quantitative competency)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

2. 국내외 유사한 토픽 분석 결과

의 비형식적, 형식적 수리 능력을 분석한 Van
den Heuvel-Panhuizen & Elia(2020)의 연구가 그
예이다.

LDA 수행을 통해 도출된 국내외 연구들의 토
픽들을 비교한 결과 Table 4와 같이 5개의 유사

지속적으로 연구가 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 토픽이 추출되었다. 토픽에 속하는 키워드들

Table 2에서 전 시기에 걸쳐 3회 이상 등장하는

은 각 토픽에서 출현 확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

개의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유사한 토픽들을 구

시하였다. 국내의 시기별 공통 출현 키워드는 교

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적 모델 평가’, ‘예비교

육과정(curriculum), 수업(lesson), 수준(level), 문제

사 평가’, ‘대규모 평가’, ‘교육과정 평가’ 학생의

Table 3. Commonly used words in KCI and SSCI, respectively(rearranged based on alphabet order)
2000-2004
curriculum
level
problem

KCI
2005-2009
2010-2014
curriculum
lesson
level
problem
program

2020, Vol. 30, No. 4

curriculum
lesson
level
problem
program

2015-2020

2000-2004

curriculum
lesson

classroom
conception
development
knowledge

problem
program

SSCI
2005-2009
2010-2014
classroom
conception
development
knowledge
learning

conception

knowledge
learning
practice
practice
problem
problem
problem
task
task
task
teaching
teaching
teaching
understanding understanding understanding

2015-2020
classroom
conception
development
knowledge
learning
practice
problem
task
teaching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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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imilar topics in KCI and SSCI
KCI
Keyword(top 10)
model, task, modeling, evaluation,
수학적 모델
attitude, performance, item, tool, factor,
평가
constructed
preservice, framework, pck(pedagogical
예비교사
content knowledge), perception,
평가
misunderstanding, professional,
evaluation, program, literacy, tool
naea(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대규모 평가
achievement), item, pisa, gender, score,
level, gap, timss, related, social
textbook, evaluation, curriculum,
교육과정
difficulty, type, unit, item, question,
평가
achievement, standard
competency, evaluation, key, cognitive,
학생의 역량
perception, ability, solving, peer,
평가
student, tool
공통된 키워드는 Bold 표시함
Topic

※

SSCI
Keyword(top 10)
modeling, model, solution, problem,
process, element, instructional,
otl(opportunity to learn), activity, type
preservice, instructional, quality,
flexibility, psts(pre-service teachers’),
reasoning, conception, professional,
belief, efficacy
pisa, attitude, emotion, international,
achievement, motivation, country, item,
validity, comparison
curriculum, textbook, national, reform,
word, algebra, arithmetic, geometry,
standard, trajectory
competency, cognitive, communication,
interaction, boy, relationship, language,
lesson, girl, knowledge

Topic
수학적 모델
평가
예비교사
평가

대규모 평가
교육과정
평가
학생의 역량
평가

역량 평가‘로 나타났다. 토픽에 할당된 키워드와

problem,

원문을 검토하여 토픽들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

(opportunity to learn), activity, type}와 같이 문제

보았으며, 특정 문서가 해당 토픽에 할당될 비율

해결 과정, 교수 요인, 학습 기회, 활동 유형 등

인 ‘gamma’ 값을 기준으로 토픽별 대표 논문을

에 대한 모델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선정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수학적 모델링 경험과 모델링 역

토픽별로 분류된 논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ocess,

element,

instructional,

otl

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링 모듈을 평가하
는 Anhalt, Cortez, & Bennett(2018)의 논문이 대

첫째, ‘수학적 모델 평가’에 대한 국내외 연구
의 공통 키워드는 {model, modeling}으로 평가

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교사

평가’의

공통

키워드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거나 수업, 학

{preservice, professional}로 나타났으며 예비교사

생, 인지적 요인에 대한 모델링과 이에 대한 평

의 수학적 지식, 정의적 영역, 전문성을 평가하

가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위 주제에 대한

거나 예비교사가 문항, 수업, 동료 등을 평가하

차이점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만의 키워드는

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위 주제에 대한

{evaluation,

차이점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만의 키워드는

attitude,

performance,

item,

tool,

factor, constructed}로서 수행평가, 태도 평가, 평

{framework,

가 도구, 구조화된 문항 평가 등에 초점이 맞추

evaluation, program, literacy, tool}로서 평가틀, 교

어져 있으며 Koh, Han, & Lee(2013)의 ‘교구를

육학적 내용 지식, 평가에 대한 인식, 오개념, 프

활용한 수학적 과정의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

로그램과 평가도구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

구-중학교 수학을 중심으로-’가 대표적인 논문으

표적인 논문은 Ko, Park, & Lee(2016)의 ‘초등 예

로

비교사들의 수학교과에서의 평가에 대한 인식’

나타났다.

반면,

국외의

경우

{solution,

pck,

perception,

mis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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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 연구만의 키워드는

었는데, 국내는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의

{instructional,

reasoning,

의미로 주로 활용되며, 국외는 CCSSM(Common

conception, belief, efficacy}로서 교수의 질, 유연

Core States Standards for Mathematics)에서 사용

성, 추론, 개념, 신념, 효능감 등 예비교사에 대

된 수학교육과정 규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

한 인지적 혹은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초점을

다. 국내만의 키워드는 {evaluation, difficulty,

두고 있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 유형,

type, unit, item, question, achievement}로서 난이

성취도, 예비 중등 수학교사들의 메타인지 행동

도, 유형, 단원, 문항, 발문, 성취기준 등을 평가

사이의

&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논문은

Bulut(2010)의 연구가 대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다.

Kang, Kim, Park, Lee, Cha, & Koh(2010)의 ‘2009

셋째, ‘대규모 평가’의 공통 키워드는 {pisa,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평가가 나아가야

item}으로 PISA, TIMSS 등의 대규모 평가를 통

할 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의 키워드는

해 성별, 국가, 문항 등의 변인을 비교하는 연구

{national,

들이다. 공통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를

geometry, trajectory}로서 문장제, 대수, 기하, 학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naea, gender, score, level,

습 경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네덜란드의 개

gap, timss, related, social}로서 국가수준학업성취

정 교육과정이 수학적 사고 평가를 반영했는지

도평가(NAEA)와 TIMSS 결과에서 성별, 수준,

분석한 Drijvers, Kodde-Buitenhuis, & Doorman

사회적 요인 등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2019)의 연구가 대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다.

관계를

quality,

밝힌

flexibility,

Demircioğlu,

Argün,

reform,

word,

algebra,

arithmetic,

대표적인 논문은 Lee & Lee(2011)의 ‘PISA수학

마지막으로 ‘학생의 역량 평가’ 의 공통 키워

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한국 학생들의 성차 추이

드는 {competency, cognitive}로 나타났으며, 역량

의 배경 요인 연구’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의 키

평가도구를 개발하거나 학생 역량을 평가하는

워드는 {attitude, emotion, international, achievement,

방법에 대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내만

motivation, country, validity, comparison}로서 태

의 키워드는 {evaluation, key, perception, ability,

도, 감정, 동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과 국가 간

solving, peer, student, tool}로서 역량과 관련된

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었

학생의 인식과 능력, 문제 해결과 평가도구에 초

다. 대표적인 논문은 PISA 2003과 TIMSS 2003

점을 두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논문은 Kim &

의 평가 결과의 일부를 조망하고 수학 수행 능

Han(2018)의 ‘수학 문제해결 역량 평가도구 개

력과 실생활 맥락에서의 적용 능력 측정에 대한

발’로

시사점을 제시한 Ferrini-Mundy & Schmidt(2005)

{communication,

의 연구로 나타났다.

language, lesson, girl, knowledge}로서 언어, 수업,

넷째,

공통

반면,

국외만의

interaction,

boy,

키워드는
relationship,

키워드는

지식, 관계,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 의사소통 역

{textbook, curriculum, standard}로 나타났으며, 교

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대표적인 논문은 학생

육과정을 기반으로 평가 문항이나 방향에 대한

의 추론, 시공간 관계, 문제 해결과 문제 제시,

반영 실태를 분석하거나 학생의 수학성취도에

조합 추론 등에 관하여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

방법을 제안한 English(2016)의 연구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평가’의

나타났다.

다. 다만 ‘standard’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
2020, Vol. 30,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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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에서 서로 유사한 토픽이 나타나지만 연

에서 나타난 토픽은 ‘영재 및 기초학력 프로그

구의 초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램 평가’, ‘교사 평가 기준’, ‘평가 실태 및 활용’

수

키워드는

이며 국외는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요인’, ‘대학

{program, tool, item, type, framework}, 국외 연구

수학 강의 평가’, ‘수업에서의 학생 평가’, ‘컴퓨

의 특징적인 키워드에서는 {belief, reasoning,

터 도구 평가’, ‘교사 교육’, ‘수학성취도에 미치

conception, flexibility, motivation, interaction}과 같

는 가정 요인 평가’로 나타났다. 이 중 ‘교사 평

은 단어들이 여러 토픽에서 출현하였다. 이는 국

가 기준’과 ‘교사 교육 평가’는 교사의 역량이나

내외 수학교육 평가에 관한 유사한 토픽이더라

지식을 평가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도 국내 수학교육 평가 연구는 평가도구나 평가

국내 연구가 평가 기준(evaluation standard)의 요

틀,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 초점을 두며, 국외 수

소(element)와 요인(factor)의 개발(development)에

학교육 평가 연구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평

초점을 맞추었는데 비해, 국외 연구는 교사 교육

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과

있다.

국내

연구의

특징적인

ㆍ

발달 연구(TEDS;

Teac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y), 개입(intervention)과 피드백

3. 국내외 상이한 토픽 분석 결과

(feedback), 반응(response)과 같이 교사의 역량 개
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토픽으

LDA 수행 결과, Table 5와 같이 국내외 연구
에서 9개의 상이한 토픽이 나타났다. 국내 연구

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토픽들은 키워드 구성에서 상이한 단

Table 5. The distinct topics in KCI and SSCI
Topic

KCI
Keyword(top 10)

program, gifted, evaluation,
영재 및 기초학력
underachiever, solving, factor, ability,
프로그램 평가
skill, knowledge, item

Topic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
대학 수학
강의 평가
수업에서의
학생 평가

교사 평가
기준

evaluation, standard, instruction,
development, element, question,
knowledge, classroom, factor, process

컴퓨터 도구
평가

교사 교육
평가
평가 실태 및
활용

item, question, error, correct,
response, survey, feedback, answer,
application, descriptive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

SSCI
Keyword(top 10)
achievement, cognitive, factor, skill,
strategy, reasoning, intervention,
representation, growth, score
proof, geometry, quality, university,
lecture, logical, engagement,
reasoning, college, quality
lesson, children, skill, competency,
reasoning, strategy, response,
numeracy, item, diagnostic
computer, technology, instrument,
tool, reasoning, attitude, solution,
formative, project, skill
teds(teac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y), intervention,
mck(mathematical content knowledge),
reflection, feedback explanation,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resource, dynamic, response
home, parents, belief, achievement,
discourse, perceived, attitude,
perception, neg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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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포를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영재 및 기

Grover & Connor(2000)의 연구로 나타났다. ‘수

초학력 프로그램 평가’와 ‘평가 실태 및 활용’이

업에서의 학생 평가’는 수업에서 학생의 기능

독립된

키워드

(skill)과 역량(competency), 추론(reasoning), 전략

‘program’은 여러 토픽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지

(strategy), 반응(response)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만 ‘영재와 기초학력 학생에 관한 프로그램 평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수업에서의 학생 평가가

가’에 관한 연구가 국내 연구에서 하나의 독립

독립적인 토픽으로 출현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

된 토픽으로 나타난 점은 국외 연구와 차별화되

내에서도 수업 중 학생의 수행평가나 과정평가

는 점이다. 대표적인 논문은 Kim & Hwang(2010)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다른 출현 토

의 ‘영재학급에서의 수학영재프로그램 평가에

픽들에 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국

관한 연구’로 나타났다. ‘평가 실태 및 활용’은

외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

설문(survey)에 대한 답변(answer)을 바탕으로 적

사한다. ‘컴퓨터 도구 평가’는 컴퓨터(computer)

용(application) 실태와 피드백(feedback)에 관심을

기술(technology)을 활용한 평가 도구(tool)와 장

둔 연구들로서 Kim, Cho, & Joo(2012)의 ‘서술형

비(instrument)에

평가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

(formative

울시 소재 초등교사를 중심으로-’가 대표적인 논

(project)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컴

문으로 나타났다.

퓨터로 구현한 피아제의 임상 인터뷰가 학생의

토픽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

assessment)와

연구로서
관련하여

형성평가
프로젝트

국외 연구만의 특징적인 토픽들 중 ‘수학성취

수학적 사고와 통찰력에 관한 형성평가에 적합

도에 미치는 인지적 요인’과 ‘수학성취도에 미치

한지를 평가한 Ginsburg, Lee, & Pappas(2016)의

는 가정 요인’은 모두 수학성취도와 관련된 요

연구가 대표적인 논문으로 나타났다.

인에 관한 연구이지만 그 요인이 인지적 영역인
지 가정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인지 여부에 따라

4. 시계열 토픽 분석

서로 다른 토픽으로 나타났다. ‘수학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의 대표적인 논문은

가. 시계열에 따른 토픽 비중 분석

학습 기회와 과제의 인지적 요구가 수학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Cueto, Ramirez, &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 연구의 연도별 토픽 비

Leon(2006)의 연구로 나타났으며, ‘수학성취도에

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에 관한 대표적인 논

지의 자료를 곡선추정 단순회귀선을 통해 살펴

문은 수학에 대한 부모의 관점이 학생의 수학적

보았으며 그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가로축은

내용 채택과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년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토픽이 해당 연도의

Hawighorst(2005)의 연구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대학 수학 강의 평가’는 증명(proof)이나 기하

먼저 국내 연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학(geometry) 강의의 질(quality)과 대학생 참여

토픽 비중이 감소하는 토픽은 ‘수학적 모델 평

(engagement)에 관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논문은

가’, ‘영재, 기초학력 프로그램 평가’, ‘교사 평가

미국 30개 대학의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기하학

기준’에 관한 연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감

과정의 내용과 설문 응답을 분석하고 평가한

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추

2020, Vol. 30,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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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earch trends of KCI and SSCI journals
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토픽 비중이 증가하는 연

변화가 크게 없는 연구들은 ’예비교사 평가’와

구 주제는 ‘교육과정 평가’, ‘학생의 역량 평가’,

‘대규모 평가’이며 시간에 따른 증감 변화는 보

‘평가 실태 및 활용’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역량

이지만 대체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냈다.

평가’는 일부 구간에서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국외 연구의 경우 비중이 감소하는 토픽은 ‘학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평가 실

생의 역량 평가’, ‘예비교사 평가’이다. ‘학생의

태 및 활용’은 2005년까지 비중이 증가하다가

역량 평가’는 2000년과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

이 후 유지되는 추이를 보였다. 이 중 가장 주목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예비교사 평가’는 전반적

할 만한 토픽은 ‘교육과정 평가’인데 2015년 이

으로 연구 비중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역량

을 보였다. 증가 추이를 나타낸 토픽은 ‘수학적

중심의 다양한 평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

모델 평가’와 ‘교육과정 평가’이며 일부 구간에

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토픽 비중의

서 감소 경향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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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의 국외 연구들은 증감
을 반복하며 그 비중이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전
반적으로 연구의 비중이 유지되는 추이가 나타
났다.
국내외 연구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주목할 점
은 ‘수학적 모델’과 ‘학생 역량 평가’의 연구 경
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내 연구에
서 ‘수학적 모델’은 감소, ‘학생 역량 평가’는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이
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나. Hot and Cold 토픽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토픽별 비중에 대
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계열 회귀분석
의 유의확률(p-value) 값이 95% 유의수준에서 유
의미하고 회귀계수 값이 양수(+)인 경우 Hot 토
픽, 음수(-)인 경우 Cold 토픽,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토픽은 Neutral 토픽으로 분류하
였다. Hot 토픽은 시계열에 따라 연구의 비중이

Table 6. Result of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Hot/Cold/
Regression
p-value
coefficient
Neutral
수학적 모델 평가
-.087 .708
예비교사 평가
.033 .888
대규모 평가
.019 .339
교육과정 평가
.154 .505
.595 .004
Hot
KCI 학생의 역량 평가
영재, 기초학력
-.130 .573
프로그램 평가
교사 평가 기준
-0.96 .677
평가 실태 및 활용
.078 .736
수학적 모델 평가
.359
.11
예비교사 평가
-.313 .167
대규모 평가
-.191 .406
교육과정 평가
.455 .038
Hot
학생의 역량 평가
-.195 .398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135 .559
인지적 요인
SSCI 대학 수학 강의
-.142 .539
평가
수업에서의 학생
-.33 .564
평가
컴퓨터 도구 평가
.164 .478
교사 교육 평가
-.023 .923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296 .192
가정 요인
Topic

증가되고 있는 토픽, Cold 토픽은 연구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토픽을

의미한다(Griffiths

&

Steyvers, 2004). Table 6은 국내외 토픽들의 시계

나타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

열 회귀분석 결과이며 Hot 토픽은 ‘Hot’, Cold

국내의 Hot 토픽은 ‘학생의 역량 평가’로서

토픽은 ‘Cold’, Neutral 토픽은 ‘-’로 표시하였다.

2006년 이후부터 그 연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국내 연구의 ‘학생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 변화의 원

역량 평가’와 국외 연구의 ‘교육과정 평가’가 2

인을 살펴보면,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

개의 Hot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의

된 OECD DeSeCo 프로젝트와 수학 교과의 핵심

토픽은 Neutral 토픽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역량을 언급한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

국내 연구의 ‘교육과정 평가’의 경우, 시계열 분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Hwang & Kim, 2018). 또

석에서 2015년 이후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였으

한 2015년 이후 연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교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

육과정 평가’ 연구의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구간에서 연구 비중이

(Figure 5 참조). 관련 연구로는 9개국의 수학과

감소하였으므로 데이터의 값을 선형 회귀선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핵심역량을 파악한 Kim et

2020, Vol. 30,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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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수학교육 평가 연구의 동향을 시계열

국외의 Hot 토픽 ‘교육과정 평가’는 2000년부

변화에 따라 세밀하게 다룬 연구가 없다는 점에

터 2005년까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0년까지는 감소하고 이 후 다시 증가하는 추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를 보였다. 즉, 2000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첫째,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된 토픽과 독자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00년과 2010년 설

인 토픽이 존재하며, 토픽별로 주로 연구되는 하

정된

보인다.

위 주제는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LDA 수행 결

NCTM(2000)에서 학교수학의 원리와 규준을 발

과, 국내 수학교육 평가 연구에서는 8개의 토픽,

간함에 따라 규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이

국외 수학교육 평가 연구에서는 11개의 토픽이

로 인해 규준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 평가

분류되었다. 분류된 토픽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

연구가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규준 기반 중

한 토픽 5개와 상이한 토픽 9개가 나타났는데,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 평가(Reys, Reys, Lapan,

먼저 유사한 토픽으로는 ‘수학적 모델 평가’, ‘예

Holliday, & Wasman, 2003), 교사의 지식과 규준

비교사 평가’, ‘대규모 평가’, ‘교육과정 평가’,

기반 교육과정에 의해 구성되는 학습 맥락 유형

‘학생의 역량 평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된

의 체계화(Chinnappan & Lawson, 2005)가 있다.

토픽일지라도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하위

또한 수학에 대한 국가 교육 규준을 수립하기

주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 수학교육 평

위해 CCSSM이 2010년에 발표됨에 따라 규준에

가 연구의 경우 평가도구, 평가틀, 프로그램, 문

관한 교육과정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

항 등에 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국

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

외 수학교육 연구에서는 신념, 추론, 개념, 인지

교하고 평가하는 연구 또한 새로이 연구자들의

적 유연성, 동기, 상호작용과 같이 인지적·정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CCSSM과 관련된

적 영역의 평가에 보다 주목하고 있었다. 상이한

탐구 기반 학습의 잠재적 문제 탐색에 관한 연

토픽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는 ‘영재 및 기

구(Schoenfeld & Kilpatrick, 2013)와 에스토니아,

초학력 프로그램 평가’, ‘교사 평가 기준’, ‘평가

핀란드, 스웨덴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를 비교

실태 및 활용’의 3개 토픽이 나타났다. 이는 국

분석한 연구(Hemmi, Bråting, & Lepik, 2020)를

내 연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개발한 프로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램을 평가하고 현장에서의 평가 결과를 환류

규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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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

V. 결론 및 논의

다. 반면, 국외에서는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인지적 요인’,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가정 요인’, ‘대학 수학 강의 평가’, ‘수업에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수학교육

의 학생 평가’, ‘컴퓨터 도구 평가’, ‘교사 교육

평가 연구를 여러 토픽으로 대별하고 이들이 어

평가’의 6개 토픽이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나타

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시기별 변화가 어떠

났다. 이는 국외 연구에서 수학성취도와 관련된

한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요인 탐색과 평가, 컴퓨터 도구 활용과 수업에서

그 전망에 대해 시사점을 제언한 여러 연구가

의 학생 평가, 교사 교육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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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시기별로 변화하는데 반해, 국외 연구의 연구 주
제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일관된 경향을 보
였다. 키워드의 시기별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을

‘교육과정 평가’와 국내 연구의 ‘학생의 역량 평
가’가 유의미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는 Hot 토픽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수학교육 평가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때, 국내 연구는 수행 평가, 프로그램 평가, 수업

첫째, 수학교육 평가 연구가 명확한 방향성을

평가, 교육과정 평가 순으로 주된 연구 경향이

갖고 일관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시기별 키워

바뀌어져 왔으나 국외 연구에서는 문제와 과제

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학교육 평가 연

에 관한 평가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온 것으로

구는 시기별로 집중된 키워드가 다르게 나타났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으며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연구 키워드도 국외

키워드를 추출하였을 때, 국내 연구에서는 10개

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의 키워드 중 5개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출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문제와 과제가 일관된

했으나 국외 연구에서는 9개의 키워드가 시간의

최상위 연구 키워드로 출현한 국외 연구와 대비

흐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되는 결과이며, 국내 연구에서 초점을 갖고 연구

결과는 국내 연구가 시기별 특정 이슈에 보다

하는 주제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

물론,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주목하고 이

론 국외 연구 또한 특정 이슈와 관련된 연구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

수행되지만,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된 연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지속성과 깊

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의 집중된 연구도 중요

셋째, 수학교육 평가 연구의 특정 토픽들은
자연스러운 증감 패턴을 나타내기 보다는 특정

하지만 한 분야에 대한 일관된 연구 수행도 함
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ㆍ

시기에 크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계열 토

둘째,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

픽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의 총 8개 토

가 연구가 확산되어야 한다. LDA와 시기별 키워

픽 중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토픽은

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에서 5개의

‘수학적 모델 평가’, ‘영재, 기초학력 프로그램

유사한 토픽이 나타났으나 이에 따르는 상위 키

평가’, ‘교사 평가 기준’이며, 증가 경향을 보이

워드들은 다르게 출현하였다. 특히, 국외 연구가

는 토픽은 ‘교육과정 평가’, ‘학생의 역량 평가’,

추론, 개념, 신념, 동기 등의 인지적·정의적 측면

‘평가 실태 및 활용’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 연

의 평가에 주목하는데 비해, 국내 연구는 평가

구에서 비중이 감소하는 토픽은 ‘학생의 역량

틀, 프로그램, 도구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

평가’와 ‘예비교사 평가’이며 비중이 증가하는

다. 이는 최근 국내 수학교육 평가 연구가 다양

토픽은 ‘수학적 모델 평가’와 ‘교육과정 평가’로

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연구의 비

나타났다. 이 외 토픽들은 시간에 따른 일부 증

중은 학생 성장의 모니터링이나 교수 결정을 위

감 변화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연구의 비중은

한 정보 제공의 목적보다 학생 성취도 측정과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판단에 보다 집중되었다는

경향 변화를 보인 토픽은 2개이며 국외 연구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취도 측정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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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평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장

하였으나 연구의 초점이 주로 초 중등 수학교

참조 평가의 측면에서 수학적 가치, 동기, 이해,

육 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수학 강의와 같은 고

추론과 같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

등교육 평가 연구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연구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하므로 대학 수학 강의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ㆍ

셋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 평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학교육 평가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LDA 수행 결과, 국외 연구에서 ‘교사 교육 평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컴퓨터 도구 평

가’가 특징적인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중재, 수학

가’는 국내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국외

내용지식, 교수학적 내용지식, 피드백, 반응 등

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 나타났다. 이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

는 Pang et al.(2019)이 교육공학과 교구에 대한

다.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교사 평가 기준이나

국내 연구가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

지식에 관한 단어들만 도출되어 교사 평가에 관

연구도 이러한 수학교육 연구 경향의 직 간접

한 방법과 대상이 국외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이

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를 활용

는 현직 교사 연구가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 활

한 평가는 채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대규모 학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Shin(2020)의

생을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고 학생의 발달에

연구와 유사하다. 즉, ‘예비교사 평가’가 국내외

관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연구에서 유사한 토픽으로 도출된 것과 달리, 현

다(Ginsburg et al., 2016). 이러한 생산성과 효율

직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 비해

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외에서는 컴퓨터를 활용

국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

한 평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e.g.,

다. 수업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과정이며 교

Aldon & Panero, 2020; Foster, Anthony, Clements,

사의 전문성은 수업에 대한 자기 연찬 과정에서

Sarama, & Williams, 2016; Hoogland & Tout,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교사의 전문

2018). 국내에서도 컴퓨터와 공학 기술을 활용하

성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의 교과 지식, 학생과의

여 전통적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상호작용, 교사 교육 프로그램, 수업의 질, 수업

이 시도되고 있으나 국외에 비해 연구의 관심은

관행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피드백이 수행되

저조한 실정이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어야 할 것이다.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도구 활용에

넷째, 대학 수학 강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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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연구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LDA 수행 결과, 기하, 추론, 증명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내외

과 관련된 대학 수학 강의와 질을 평가하는 ‘대

수학교육 평가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토

학 수학 강의 평가’가 국외 연구의 독립적인 토

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연구 흐름을 조망하고 수

픽으로 출현하였다. 이는 대학교 수학 강의가 예

학교육 평가 연구의 후속 과제를 제언하였다. 본

비 교사의 수학 교과 지식 발달에 중요한 역할

연구 결과가 추후 수학교육 평가 연구 발전에

을 함을 인식하고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예비교사 교육에 대한 토픽이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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