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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물리학’ 수업에서 교과독서 활동으로 작성된 독후감상문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해 교과독서 활동으로 작성한 332편의 물리학 독서감상문을 수집하여 키워드와 

키워드들의 연결 계를 분석하고, STM(Structural Topic Modeling)을 용하여 토픽을 추출하 다. 분석 

결과, 물리학 독서감상문의 주요 키워드는 ‘생각’, ‘내용’, ‘설명’, ‘이론’, ‘사람’, ‘이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키워드의 향력과 연결 계를 살펴보기 해 연결 심성, 매개 심성, 세 심성을 제시하 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물리학 교육과정과 련된 11개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3과목(물리학Ⅰ, 물리학Ⅱ, 과학사), 6개 

역(힘과 운동, 물리, 동, 열과 에 지, 서양과학사,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교육과정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교과 특성을 반 한 교과독서를 보다 체계 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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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relevance of the curriculum by applying topic modeling 

to book reports written as content area reading activities in the ‘physics’ class.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332 physics book reports were collected to analyze the relevance among keywords 

and topics were extracted using STM.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ain keywords 

of the physics book reports were ‘thought’, ‘content’, ‘explain’, ‘theory’, ‘person’, ‘understanding’. 

To examine the influence and connection relationship of the derived keywords, the study presented 

degree 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and eigenvetor centrality. As a result of the topic modeling 

analysis, eleven topics related to the physics curriculum were extracted, and the curriculum 

linkage could be drawn in three subjects (Physics I, Physics II, Science History), and six areas 

(force and motion, modern physics, wave, heat and energy, Western science history, and What is 

science). The analyzed results can be used as evidence for a mor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content area reading activities which reflect the subject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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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  소양과 통합  읽기 능력의 함양을 해 독서 활동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교과독서와 쓰기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학 교과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과학 교과독서 활동이 학습자의 창의성 발달과 학업성취도  

과학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기 때문이다(김주연, 홍승호, 2014; 장혜진, 신 , 2009).

교과독서란 교과학습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독서를 통해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교

과학습과 연계된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교과독서의 개념에 해서 박수자(2005, 41)는 ‘교육과정 

 내용 교과와 연계된 독서’로 정의하 으며, 천경록(2016, 100)은 ‘학교교육에서 교과학습을 

한 독서’로 정의하 다. 이순  외(2019)는 ‘교과학습을 해 교과서 는 교과와 련된 책을 

읽고, 교과학습과 련된 개념이나 내용을 습득하는 활동’을 교과독서로 정의하 다. 여기에는 

교과서나 수업과 련된 도서(단행본)와 함께 다양한 매체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과독서는 교과학습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독서를 통해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으

로,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 교과는 학습 내용이 방 하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독서를 통해 교과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극 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임성만, 2021). 독서를 통해 과학 교과의 

학문  본질과 깊이 있는 과학  지식의 개발, 과학  추론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Hoffman et al., 2015; Michalsky, 2013)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의 자기주도 인 학습을 해

서는 교과독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과학에 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과학 교과에 한 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에 한 이해와 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과독서는 학습활동과 련된 독서 활동으로서 과정 심의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독서 활동은 독서감상문, KWL, SQ3R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교육 장에서는 독서감상

문을 활용한 독서 활동이 가장 보편 이다. 특히, 한국의 ․ 등학교에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

스템을 통해 개인의 독서 이력을 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나 자율활동 등에 교과독서와 련된 내용의 기술을 권장하는 등 공교육 과정에서 

교과독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감상문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책을 읽고 느낀 을 기술하는 것이다. 즉, 독서감상문은 책을 

통해 느끼게 된 생각이나 의견을 표 한 언어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독서감상문에는 감상에 한 

기록뿐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목표,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등이 독서감상문에 나타나는지 여부를 악하여 학습자의 학습  측면에 한 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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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교과에 한 감정이나 생각 등 정서 인 측면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독서감상문은 학습자

의 독서에 한 반응을 능동 으로 기록한 창조 인 결과물이다. 독서감상문에 표 된 단어들을 

학습과 련된 의미론  계의 분석자료로 활용한다면 교과학습에 한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독서감상문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학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독서감상문에 나타

난 키워드가 교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독서감상문에 나타나는 주요한 단어는 어떤 주제

 성격을 나타내는지 등을 토픽모델링을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목표 달성에 교과독서가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분석된 결과는 추후 교과 특성을 반 한 교과독서를 

보다 체계 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개요

교과독서는 교과학습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독서를 통해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교

과학습과 연계된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먼 , 과학 교과의 교과독서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홍상욱 외(2004)는 해석  서술방식의 과학 독서가 과학철학  에서 고등학생들에

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과학 읽기 자료를 활용한 과학 독서 활동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편 된 과학철학  을 변화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 다. 박수 , 최경희, 

이 주(2007)는 고등학교 생명 단원에서 과학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한 태도와 

과학과 련된 진로탐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과학 읽기 자료의 제시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 독서에 한 흥미가 증진되었고 과학에 한 태도의 변화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성민, 신 철(2017)은 고등학교 화학 수업에서 교과 연계 독서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학 흥미도와 학업성취도, 과학에 한 태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과연계 독서 활동을 

한 집단의 과학 흥미도, 과학에 한 태도에서 정 인 변화가 나타났다. 임성만(2021)은 지구과학 

비교사와 등학교 비교사들이 과학 교과독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과학교육에 한 생

각이 어떤 식으로 반 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학교 장에서 교과학습을 한 교수 략

으로서 교과독서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화 , 여상인, 우규환(2022)은 고등학생

을 상으로 과학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에 용한 결과 과학에 한 이미지와 과학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과 련된 직업의 선호에서도 효과가 

확인되었다.

독서에 한 연구는 독자와 텍스트의 만남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한 심에서 

시작된다. 독자가 표 한 언어를 통해 독자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은 독서 연구의 기 가 되며, 

독서감상문은 독자들이 텍스트를 만나고 이에 한 반응을 기록한 결과물로서 독서 후 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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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각이 반 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독서감상문에 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염은열

(2005)은 문학작품을 읽고 을 쓰는 과정을 통해 자기 서사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객 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서사’와 ‘작품 서사’ 활동을 통한 독서치료 방안을 

연구하 다. 김소 (2005)은 독서 인증제로 시행하는 독후감 키워드 검증의 문제 을 지 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독서 인증제를 살펴보고, 감상을 심으로 기술

한 감상문은 인증되지 않는 독후감 키워드 검증 방식의 한계를 지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책 선정의 원리와 어휘 빈도수 조사, 핵심어 조사 등 검증에 합한 키워드 선정 단계를 제시

하 다. 류보라, 서수 (2013)은 학생들의 독후감을 분석하여 독해방식을 조사하 다. 분석 결과, 

학생의 독후감에는 텍스트 내용이 심이 되는 내용 심 측면과 독자가 심이 되는 독해 양상의 

반응 측면이 나타났으며, 단순한 내용 심의 읽기와 반응을 넘어 풍부한 생각을 표 하는 독후감

을 작성하기 해서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는 독서지도 방안에 한 필요성을 제안하 다. 이수상

(2016)은 23편의 독후감 텍스트를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용하여 16개의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 

네트워크와 독후감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이를 바탕으로 심성 분석을 수행하여 추출된 토픽의 

상호연 성을 분석하 다.

Ⅱ. 물리학 교육과정 분석

1. 과학과 교육과정 성격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각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과정 

편성․운 , 교육과정 지원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각 교과에 한 교육과정을 별도

로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 교과에 한 교육과정을 보면, 과학은 사회(역사/도덕 포함)와 

함께 교과 역의 ‘탐구’에 분류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과목으로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 

있고, 일반선택으로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이 있다, 한 진로 선택으로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으로 구분된다(교육

부, 2015a, 16).

과학과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은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 이고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소양을 

기르기 한 교과’로 과학과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5b, 3). 본 연구의 주 상이 되는 

물리학Ⅰ은 ‘모든 자연과학의 기반이 되는 개념을 제공하고, 자연 세계에 한 본질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물리학Ⅱ는 ‘과학기술과 련된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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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물리학Ⅰ에서 학습한 개념을 기 로 심화된 물리 개념과 다양한 탐구 방법을 용하여 물리 

상과 련된 기본 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한 과목’으로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2015b, 123, 133).

특히, 과학  사고력, 과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해결력, 과학  의사소통 능력, 과학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을 과학과 핵심역량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역량은 과학과 공통과목은 

물론이고 선택과목에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2. 물리학 교육과정 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란, 교과의 교육과정이 지향

하는 방향과 학습의 도달 을 의미한다. 목표에는 교과학습의 총  목표와 세부 목표, 학교 이나 

학년군별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과학 교과 한,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과목, 선택

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모두 개별  목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제시되는 목표는 체로 

유사하나 각 교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가운데 일반선

택 물리학Ⅰ의 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교육부, 2015b, 124).

교육과정 목표

일반선택 물리학Ⅰ

자연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에 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물리학의 핵심 개념에 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 이고 창의 으로 해결하기 

한 과학  소양을 기른다.

  가. 자연 상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 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나. 자연과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 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자연 상을 탐구하여 물리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다.

  라. 물리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 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마. 물리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

<표 1> 고등학교 일반선택 물리학Ⅰ 교육과정 목표

3. 물리학 내용 체계  성취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역과 핵심 개념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으로 구분되어 있다. 역은 교과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내는 최상  교과 내용 범주이며, 핵심 

개념은 교과에 한 기 개념 혹은 원리를 의미한다. 일반화된 지식은 학습자가 해당 역에서 

습득해야 하는 보편 인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요소는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하는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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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이며, 기능은 학습 후 학습자가 할 수 있기를 기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과의 

고유한 탐구과정이나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한다. 고등학교 일반선택인 물리학Ⅰ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교육부, 2015b, 125).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힘과 

운

시공간과 

운동
시공간의 측정은 상 성이 있다.

∙동시성

∙질량-에 지 등가성

∙문제 인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해석

∙수학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 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평가

∙의사소통

힘

물체의 운동은 뉴턴 운동 법칙으로 설명된다.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은 물체의 충돌 후에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

∙충격량

역학  

에 지
마찰이 없는 계에서 역학  에 지는 보존된다. ∙역학  에 지 보존

기와 

자기

기

두 하 사이에는 기력이 작용한다
∙원자와 기력

∙에 지 

물질은 기  성질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된다.
∙고체의 에 지띠

∙ 기 도성

자기

류는 자기장을 형성한다 ∙ 류에 의한 자기장

물질은 자기  성질에 따라 자성체와 비자성체로 구분된다. ∙물질의 자성

자기장의 변화는 기 회로에 기 력을 발생시킨다. ∙ 자기 유도

열과 

에 지

에 지 

환

에 지는 환되는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내부 에 지

열이 모두 일로 환되지는 않는다. ∙열효율

동
동의 

성질

동은 반사, 굴 , 간섭, 회 의 성질을 가진다.
∙ 동의 요소

∙ 동의 간섭

동은 정보를 달할 수 있다. ∙ 통신

물리

빛과 물질의 

이 성
빛과 물질은 입자와 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빛의 이 성

∙물질의 이 성

<표 2> 고등학교 일반선택 물리학Ⅰ 내용 체계

한편, 성취기 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 을 의미한다. 성취기 이란 교수학습의 

실질 인 기 이 되며, 각 교과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내용(지식, 기능, 태도)과 학생들이 도달

하거나 도달해야 할 능력과 특성을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성취기 의 체계에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학습 요소, 성취기 에 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는 성취기  해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평가 방법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 교과의 성격, 목표는 교과학습의 기본이 되는 시작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용 체계  성취기 은 궁극 으로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종착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 을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과학

교과를 학습하여 얻게 되는 궁극 인 목표에 한 기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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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 상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교과독서 활동으로 작성된 물리학 독서감상문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지역의 D고등학교 2, 3학년을 상으로 독서감상문 332편을 수집하여 분석

상으로 선정하 으며, 독서감상문은 교과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자, 서명 등의 기본 인 도서 

정보와 감상, 의견 등을 기입하는 별도의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다. 제출된 독서감상문 가운데 담당

교사로부터 통과를 받지 못한 경우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으며, 원본 그 로 엑셀 데이터로 

옮겨 정리하 다. 분석 상으로 삼은 332편의 물리학 독서감상문은 총 40종이 상 도서로 악

되었다. 이 가운데 빈도 15 이상의 도서 정보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순 서명 자 출 사 발행년도 빈도

1 최무  교수의 물리학 강의 최무 책갈피 2019 53

2 나의 행복한 물리학 특강 월터 르 김 사 2012 46

3 빛의 물리학
EBS 다큐 라임 

빛의 물리학 제작
해나무 2014 45

4 부분과 체 배르  하이젠베르크 서커스 2020 42

5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정재승 어크로스 2020 32

6 일반인을 한 인만의 QED 강의 리처드 인만 승산 2001 21

7 최무  교수의 물리학 이야기 최무 북멘토 2019 18

8 물리와 함께하는 50일 조앤 베이커 북로드 2010 16

<표 3> 도서 정보

본 연구는 독서감상문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고 교과독서 활동이 

물리학 교과의 교육과정과 어떠한 연 성이 있는지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물리학 독서감상문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물리학 독서감상문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 사이의 연결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물리학 독서감상문을 통해 도출된 토픽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물리학 독서감상문에서 도출된 토픽은 물리학 교육과정과 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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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가. 언어네트워크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은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단어와 개념을 식별하여,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 인 네트워크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이혜 , 이동일, 이주 , 2010). 

언어네트워크분석은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를 분석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할 수 

있으며, 단어의 연결 패턴을 분석하여 본연의 내용구조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수상(2014)

은 언어네트워크분석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악할 수 있다. 둘째, 텍스트에 드러난 개념과 다른 개념의 계를 시각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심성을 찾아내어 체 텍스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과 어떤 연 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의 의미를 악할 수 있다. 다섯째, 양 인 

방법과 질 인 방법을 모두 용할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주제가 무엇이며, 핵심 개념과 키워드가 

얼마나 연 이 있는지 악하기 해서는 심성(centrality)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심성 분석은 하나의 키워드가 체 네트워크에서 심에 있는 정도로, 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의 악이 가능하다(문 주, 2020). 심성은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심성

(between centrality), 세 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이 있으며, 연결 심성은 특정 키워드가 

주변의 다른 키워드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같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경우 연결 심성이 높게 나타난다(문 주, 2020). 매개 심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의 매개  역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개 심성이 높다는 것은 의미 생성과정

에서 특정 키워드가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에 연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문 주, 2020). 

세 심성은 특정 키워드와 연결된 키워드들의 심성을 고려해 가 치를 부여하여 심성을 

악하는 방법이다. 세 심성은 해당 키워드뿐만 아니라 키워드와 연결된 다른 키워드들의 치

까지 고려하여 그 요성을 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김 , 2015).

나.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텍스트 마이닝의 한 기법으로 언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를 

분석하여 문헌에 숨겨진 토픽을 통계 으로 추론하는 문헌 분석 기법이다(Blei, 2012). 토픽모델링 

기법 가운데 가장 표 인 것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이다. LDA 기법은 

각 문서에 포함되는 주제와 단어들의 배치를 각각의 라미터로 모델링하고, 문서, 단어 등 측변

수로 문서의 잠재변수를 추론한다. 따라서 제 문서 집단의 주제, 각 문서별 주제, 각 단어가 

개별 주제에 포함되는 확률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Ble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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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TM(structural topic modeling)은 LDA와 토픽 출 율(topic prevalence)에서 차이를 

보이는 분석방법으로 다수의 문헌에 잠재 으로 존재할 수 있는 복수의 토픽을 베이즈 추정방식

으로 도출한다(Blei & Lafferty, 2007; Kuhn, 2018). STM은 말뭉치에 포함된 모든 문헌을 구성

하는 단어들의 분포를 활용해서 개별 문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잠재 인 토픽을 도출할 수 있다

(Blei & Lafferty, 2007). STM은 분석 항목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연구자의 단에 따라 결정하는 

인간 심의 통 인 코딩 방식과 달리 문헌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의 분포에 기반해서 베이즈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토픽을 도출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 성을 통제할 수 있다(이 웅, 김성희, 2018).

STM의 생성과정은 <그림 1>과 같이 그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Roberts, Stewart, & Airoldi, 

2016, 990).

<그림 1> STM의 그래  모델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는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우창우, 이종연, 2020; 

한채연, 김우식, 윤동근, 2021)가 다수를 이루며, 독후감 텍스트(이수상, 2016), 일기 텍스트(남춘호, 

2016), 학 교육과정 분석(최재원 외, 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 분석과정

수집된 자료는 R 로그램의 Rhino 패키지를 사용하여 단어 정제 과정을 거쳐 분석에 합한 

형태로 가공하 다. 구체 인 분석의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처리 과정을 수행하 다. 수집된 과학 독서감상문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키워드

를 추출하고, 의미 없는 단어나 과학, 물리, 독서감상문 등 연구주제와 직 인 련이 있는 특정 

용어는 제외하 다. 한, 쌤, 선생님 등 단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들은 가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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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료한 단어 하나를 추출하 으며, 사람 이름의 경우 ‘베르 ’, ‘하이젠베르크’처럼 두 단어로 

분리되는 경우 하나의 이름으로 인식하도록 처리하 다.

둘째, 키워드 빈도분석을 수행하 다. R 로그램의 tm 패키지를 이용하여 단어-문서 행렬

(Term-Document Matrix)을 생성하고 단어의 출  빈도를 조사하 다. 이후 연결 심성과 매개

심성, 세 심성을 악하 다.

셋째, 최 의 토픽 개수를 결정하고 토픽을 추출하 다.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해 STM 패키지

에서 제공하는 Held-Out 가능도(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 의미  일 성(Semantic 

Coherence) 등의 지표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는 <그림 2>와 같이 held-out 가능도와 의미  

일 성이 높고, 잔차가 낮은 지 을 기 으로 최 의 토픽 수를 결정하 다.

넷째, 각 토픽에 이름을 부여하고 물리학 교육과정과 연계된 토픽을 분석하 다. 각 토픽별로 출  

확률이 높은 상  7개 단어와 FREX(frequency exclusivity) 지수가 높은 단어 7개를 추출하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토픽을 토 로 각 토픽의 표 단어들을 조합하여 토픽명을 부여하고 

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그림 2> 최 의 토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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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키워드 분석

수집된 과학 독서감상문 332편에서 처리를 거쳐 추출된 단어는 1,675개 다. 이 가운데 빈도가 

높은 상  키워드를 살펴보면 생각(1360), 내용(865), 설명(728), 이론(664), 사람(629), 이해(533), 

부분(513), 배우다(408), 이야기(341), 느끼다(337) 순이었다. 상  60개 키워드를 <표 4>에, 주요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를 <그림 3>에 제시하 다.

순 키워드 빈도수 순 키워드 빈도수 순 키워드 빈도수

1 생각 1360 21 지식 270 41 요 196

2 내용 865 22 만들다 255 42 과정 192

3 설명 728 23 학문 255 43 처음 188

4 이론 664 24 분야 246 44 이유 185

5 사람 629 25 발 244 45 문제 183

6 이해 533 26 입자 240 46 무엇 182

7 부분 513 27 공부 239 47 상 178

8 배우다 408 28 사실 227 48 복잡 173

9 이야기 341 29 자신 226 49 역학 171

10 느끼다 337 30 강의 225 50 사용 165

11 연구 326 31 원리 225 51 심 162

12 실험 325 32 다루다 220 52 학자 157

13 상 320 33 새롭다 213 53 의미 156

14 시간 296 34 월터르 210 54 에 지 155

15 양자역학 294 35 련 205 55 정도 152

16 흥미 289 36 다양 204 56 학생 152

17 법칙 283 37 아인슈타인 199 57 세계 151

18 어렵다 282 38 재미있다 198 58 양자 151

19 하이젠베르크 275 39 우주 196 59 원자 146

20 개념 272 40 존재 196 60 물질 145

<표 4> 상  60개 키워드

<그림 3> 빈도 기반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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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성 분석

도출된 키워드의 향력과 연결 계를 살펴보기 해 연결 심성, 매개 심성, 세 심성을 

분석하 다. 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하는 척도로 네트워크에서 

특정 키워드의 향력을 단하는 용도로 활용된다(이수상, 2018). 본 연구에서는 물리학 독서감

상문에서 추출한 단어 가운데 네트워크 체에 나타나는 요성을 악하기 해 연결 심성, 

매개 심성, 세 심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결 심성과 매개 심성은 정규화를 통해 0(연결 

계가 없음)에서 1(모든 노드와 연결)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 다. 이에 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순 키워드 연결 심성 키워드 매개 심성 키워드 세 심성

1 생각 0.1941 생각 0.2242 생각 1

2 내용 0.1219 내용 0.0979 내용 0.7420

3 이론 0.0926 이론 0.0909 이론 0.5933

4 설명 0.0835 설명 0.0750 사람 0.5310

5 사람 0.0813 사람 0.0585 설명 0.4831

6 부분 0.0677 시간 0.0512 이해 0.4071

7 이해 0.0587 배우다 0.0486 부분 0.3900

8 배우다 0.0542 법칙 0.0472 배우다 0.3817

9 상 0.0497 이해 0.0455 어렵다 0.3790

10 연구 0.0497 상 0.0420 연구 0.3299

11 법칙 0.0474 연구 0.0375 양자역학 0.2865

12 실험 0.0406 부분 0.0359 흥미 0.2675

13 양자역학 0.0406 실험 0.0330 새롭다 0.2579

14 하이젠베르크 0.0384 지식 0.0240 하이젠베르크 0.2569

15 시간 0.0384 하이젠베르크 0.0231 학문 0.2454

16 새롭다 0.0339 양자역학 0.0215 자신 0.2334

17 어렵다 0.0316 새롭다 0.0178 복잡 0.2284

18 지식 0.0316 다루다 0.0163 다루다 0.2165

19 발 0.0293 역학 0.0160 개념 0.2155

20 개념 0.0293 흥미 0.0160 느끼다 0.2141

21 분야 0.0293 입자 0.0158 분야 0.2082

22 흥미 0.0271 요 0.0153 상 0.2028

23 다루다 0.0271 자신 0.0138 실험 0.1807

24 느끼다 0.0271 발 0.0130 지식 0.1693

25 학문 0.0271 복잡 0.0128 발 0.1646

26 자신 0.0271 분야 0.0110 법칙 0.1574

27 입자 0.0248 개념 0.0091 역학 0.1183

28 요 0.0248 어렵다 0.0063 요 0.1170

29 역학 0.0248 느끼다 0.0051 시간 0.0852

30 복잡 0.0248 학문 0.0041 입자 0.0148

<표 5> 심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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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결 심성의 경우 ‘생각(0.1941)’, ‘내용(0.1219)’, ‘이론(0.0926)’, ‘설명(0.0835)’, ‘사람

(0.0813)’, ‘부분(0.067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키워드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에 연결 심성이 높게 나타

나게 되는데 독서감상문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용이나 이론 등을 학습하게 되므로 

‘생각’, ‘내용’, ‘이론’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높은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매개 심성은 다른 키워드와의 계에서 의미를 생성하는데 매개 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

는 것으로 키워드가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할수록 매개 심성이 높아진다. 매개 심성의 경우 ‘생각

(0.2242)’, ‘내용(0.0979)’, ‘이론(0.0909)’, ‘설명(0.0750)’, ‘사람(0.0585)’, ‘시간(0.05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개 심성의 결과는 연결 심성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세 심성은 해당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다른 키워드의 치까지 고려하여 그 요

성을 악하는 지표로 ‘생각(1)’, ‘내용(0.7420)’, ‘이론(0.5933)’, ‘사람(0.5310)’, ‘설명(0.4831)’, ‘이해

(0.4071)’ 순으로 나타났다. 세 심성의 상  키워드의 결과는 연결 심성과 매개 심성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렵다(0.3790)’, ‘흥미(0.2675)’ 등 상 권 일부 키워드는 연

결 심성과 매개 심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어렵다’, ‘흥미’ 등의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연결성의 빈도는 높지 않지만, 주요 키워드와 자주 연결되는 키워드로 악할 수 있다.

3. 토픽모델링 분석

최 의 토픽 수를 산출한 결과 총 11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키워드를 토 로 토픽명을 

도출하 으며, 이에 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Frequency는 각 토픽이 체 문서에서 등장

하는 빈도(%)를 의미하며, 확률과 FREX순으로 상  7개의 키워드를 제시하 다. 각 토픽에 

한 이름은 추출된 표 키워드를 조합하여 부여하고 문성을 갖춘 교사와 논의하여 확정하 다.

순 토픽
Freq
(%)

키워드

확률순 FREX순

1 인물로 본 과학사 6.7 생각, 사람, 학문, 이, 분야, 내용, 설명 천재, 리처드, 천재성, 이, 단, 직 , 역사 

2 빛의 이 성 7.6 설명, 이해, 양자, 내용, 확률, 이, 역학 반사, 양자, 자, 확률, 기, 경로, 직진 

3 빛과 동 11.1 월터르 , 실험, 생각, 무지개, 강의, 내용, 학생 무지개, 월터르 , 엑스선, 빨 , 행복, 학생, 진자 

4 불확정성의 원리 11.4
하이젠베르크, 생각, 사람, 양자역학, 부분, 원리, 

불확정성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화, 토론, 독일, 철학 , 

보어 

5 빛의 본성 9.7 이론, 입자, 생각, 연구, 실험, 속도, 아인슈타인 입자, 맥스웰, 자기 , 밝히다, 속도, 에테르, 힉스 

6 일반상 성이론 7.4 우주, 질문, 생각, 지구, 흥미, 존재, 내용 역설, 질문, 블랙홀, 빅뱅, 우주, 진화, 원소 

7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9.3 생각, 내용, 사람, 법칙, 이야기, 느끼다, 정재승 머피, 악장, 콘서트, 정재승, 백화 , 랙탈, 음악

8 복잡계 10.9 생각, 부분, 복잡, 내용, 설명, 이해, 상 칭, 이과, 복잡, 용어, 자연, 분자, 혼돈

9 미시세계 10.4 개념, 배우다, 생각, 지식, 공부, 설명, 학문 과목, 최무 , 고양이, 개념, 심화, 기존, 볼츠만

10 특수상 성이론 9.7 내용, 시간, 이론, 상 , 이해, 생각, 배우다 상 , 상 성이론, 시간, 다큐, ebs, 상상, 학기 

11 엔트로피 5.7 에 지, 엔트로피, 생각, 법칙, 사회, 문제, 사람 엔트로피, 증가, 에 지, 측, 열역학, 코로나, 변환 

<표 6>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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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은 ‘인물로 본 과학사’로 천재 인 인물을 심으로 과학의 역사를 설명하고 리처드( 인만) 

등의 용어를 통해 인물을 심으로 과학 인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토픽으로 볼 수 있다. 표 

단어로는 ‘사람’, ‘학문’, ‘천재’, ‘역사’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2는 ‘빛의 이 성’으로 빛의 요한 

성질에는 입자성과 동성이 있는데 확률은 동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자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설명이 포함되는 개념인 빛의 이 성을 설명하는 토픽으로 

볼 수 있다. 표 단어로는 ‘양자’, ‘ 자’, ‘확률’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3은 ‘빛과 동’으로 무지개

는 빛의 동의 성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이며, 엑스선도 빛의 동을 실험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을 제시하는 토픽으로 볼 수 있다. 표 단어로는 ‘실험’, ‘생각’, ‘무지개’, ‘엑스선’ 등이 확인되

었다. 토픽 4는 ‘불확정성의 원리’로 불확정성의 원리는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원리로 이후에 나오

는 양자역학의 큰 기틀이 되는 과학  원리이다. 표 단어로는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 ‘불확

정성’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5는 ‘빛의 본성’으로 맥스웰은 빛이 자기 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며, 맥스웰 이후의 과학자들이 빛에 한 성질(에테르가 없음을 밝 냄, 아인슈타인의 속불변의 

법칙)을 밝힌 내용에 한 토픽이다. 표 단어로는 ‘입자’, ‘맥스웰’, ‘ 자기 ’, ‘에테르’ 등이 확인

되었다. 토픽 6은 ‘일반상 성 이론’으로 블랙홀, 빅뱅 등은 일반상 성이론을 통해 측한 이론이

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을 일반상 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단어로는 ‘우주’, 

‘역설’, ‘블랙홀’, ‘빅뱅’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7은 ‘정재승의 과학콘서트’로 과학에 한 다양한 

법칙과 내용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한 책의 제목과 동일한 토픽이다. 책의 구성을 악장으로 

표시하는 등 음악  요소를 일부 차용한 부분이 키워드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단어로

는 ‘내용’, ‘법칙’, ‘이야기’, ‘콘서트’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8은 ‘복잡계’로 물리학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와 내용이 반 된 토픽으로 표 단어로는 ‘부분’, ‘복잡’, ‘혼돈’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9는 

‘미시세계’로 양자역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표 으로 언 되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미시세계

의 상을 비유 으로 표 하며, 복잡한 과학  원리와 개념 등을 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과정이 

표 된 토픽이다. 표 단어로는 ‘고양이’, ‘설명’, ‘볼츠만’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10은 ‘특수상 성

이론’으로 찰자마다 시간의 개념이 상 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빛의 물리학(ebs 다큐 라임)’

을 통해 특수상 성 원리를 이해하고 있음이 표 된 토픽이다. 표 단어로는 ‘시간’, ‘상 성이론’, 

‘ebs’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 11은 ‘엔트로피’로 엔트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며, 

이 법칙을 통해 에 지 흐름의 측이 가능한 것을 표 한 토픽으로 표 단어로는 ‘에 지’, ‘엔트

로피’, ‘증가’, ‘열역학’ 등이 확인되었다.

4.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각 토픽에서 추출된 키워드와 함께 각 토픽의 표 문서를 확인하여 교과 연계성 여부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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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11개의 토픽은 모두 물리학 교과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교육과정 연계 

항목은 과목, 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로 구분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순 토픽명
교육과정 연계

과목 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1 인물로 본 과학사 과학사 서양과학사 의 과학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

2 빛의 이 성

물리학Ⅰ 물리 빛과 물질의 이 성 빛과 물질의 이 성, 물질의 이 성

물리학Ⅱ 물리 빛과 물질의 이 성 빛의 입자성, 물질의 동성

과학사 서양과학사 의 과학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

3 빛과 동

물리학Ⅰ 동 동의 성질 동의 요소

물리학Ⅱ 동 동의 성질 동의 굴 과 간섭, 자기

과학사 서양과학사 근 의 과학 빛의 본질에 한 학 연구

4 불확정성의 원리
물리학Ⅱ 물리 미시세계의 운동 불확정성의 원리

과학사 서양과학사 의 과학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

5 빛의 본성
물리학Ⅰ 힘과 운동 시공간과 운동 동시성, 질량-에 지 등가성

과학사 서양과학사 의 과학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

6 일반상 성이론
물리학Ⅱ 힘과 운동 시공간과 운동

등가원리, 력 즈 효과, 블랙홀, 

가속 좌표계

과학사 서양과학사 의 과학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

7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과학사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의 본성 과학과 자연의 계, 과학의 객 성

8 복잡계 과학사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의 본성 과학과 자연의 계, 과학의 객 성

9 미시세계
물리학Ⅱ 물리 미시세계의 운동 불확정성의 원리

과학사 서양과학사 의 과학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

10 특수상 성이론
물리학Ⅰ 힘과 운동 시공간과 운동 동시성, 질량-에 지 등가성

과학사 서양과학사 의 과학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

11 엔트로피
물리학Ⅰ 열과 에 지 열역학 법칙 열효율

물리학Ⅱ 열과 에 지 에 지 환 열의 일당량

<표 7>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토픽 1인 ‘인물로 본 과학사’는 과학사 과목의 서양 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의 과학, 내용 요소는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과 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2인 ‘빛의 

이 성’은 물리학Ⅰ, 물리학Ⅱ, 과학사 과목의 물리, 서양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빛과 물질의 이 성, 의 과학, 내용 요소는 빛과 물질의 이 성, 물질의 이 성, 빛의 

입자성, 물질의 동성과 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3은 ‘빛과 동’은 물리학Ⅰ, 물리학Ⅱ, 

과학사 과목의 동, 서양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동의 성질, 근 의 과학, 내용 

요소는 동의 요소, 동의 굴 과 간섭, 자기 , 빛의 본질에 한 학 연구와 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4인 ‘불확정성의 원리’는 물리학Ⅱ, 과학사 과목의 물리, 서양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미시세계의 운동, 의 과학, 내용 요소는 불확정성의 원리,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과 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5인 ‘빛의 본성’은 물리학Ⅰ, 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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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힘과 운동, 서양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시공간과 운동, 의 과학, 

내용 요소는 동시성, 질량-에 지 등가성,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과 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6인 ‘일반상 성이론’은 물리학Ⅱ, 과학사 과목의 힘과 운동, 서양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

며, 핵심 개념은 시공간과 운동, 의 과학, 내용 요소는 등가원리, 력 즈 효과, 블랙홀, 

가속 좌표계,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과 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7인 ‘정재승의 과학콘

서트’는 과학사 과목의 과학이란 무엇인가?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과학의 본성, 내용 

요소는 과학과 자연의 계, 과학의 객 성과 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8인 ‘복잡계’는 

과학사 과목의 과학이란 무엇인가?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과학의 본성, 내용 요소는 

과학과 자연의 계, 과학의 객 성과 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9인 ‘미시세계’는 물리학Ⅱ, 

과학사 과목의 물리, 서양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인 미시세계의 운동, 의 

과학, 내용 요소는 불확정성의 원리, 상 성이론과 양자역학이 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10인 

‘특수상 성이론’은 물리학Ⅰ, 과학사 과목의 힘과 운동, 서양과학사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시공간과 운동, 의 과학, 내용 요소는 동시성, 질량-에 지 등가성, 상 성이론과 양자

역학과 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픽 11인 ‘엔트로피’는 물리학Ⅰ, 물리학Ⅱ 과목의 열과 에 지 

역과 련이 있으며, 핵심 개념은 열역학 법칙, 에 지 환, 내용 요소는 열효율, 열의 일당량과 

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교과독서 활동으로 작성된 물리학 독서감상문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물리학 독서감상문 총 332편을 수집하고, 독서감상문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정제한 

후, 고빈도 키워드를 제시하 다. 인 역할을 수행하는 키워드를 확인하기 한 심성 분석을 

수행하 으며, 토픽 분석을 통해 교과 연계성을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생각(1,360)’, ‘내용(865)’, ‘설명(728)’, ‘이론(664)’, ‘사람

(629)’, ‘이해(533)’ 등이 빈도가 높은 키워드로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독서를 통해 학습

자가 교과와 련된 내용을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 내용과 련된 다양한 내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키워드 간의 연결 계를 살펴보기 해 심성을 분석한 결과, 연결 심성의 경우 ‘생각

(0.1941)’, ‘내용(0.1219)’, ‘이론(0.0926)’, ‘설명(0.0835)’, ‘사람(0.0813)’, ‘부분(0.067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키워드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심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생각(0.2242)’, ‘내용(0.0979)’, ‘이론(0.0909)’, ‘설명(0.0750)’, ‘사람(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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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0.05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심성의 경우 ‘생각(1)’, ‘내용(0.7420)’, ‘이론(0.5933)’, 

‘사람(0.5310)’, ‘설명(0.4831)’, ‘이해(0.4071)’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물리학 독서

감상문에서 향력이 강한 키워드는 ‘생각’, ‘내용’, ‘이론’ 등 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교과독서는 

책 내용에 한 이해와 함께 객 인 이론을 바탕으로 근본 인 원리를 탐구하는 사고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 1은 ‘인물로 본 과학사’, 토픽 2는 ‘빛의 이 성’, 토픽 3은 

‘빛과 동’, 토픽 4는 ‘불확정성의 원리’, 토픽 5는 ‘빛의 본성’, 토픽 6은 ‘일반상 성이론’, 토픽 

7은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토픽 8은 ‘복잡계’, 토픽 9는 ‘미시세계’, 토픽 10은 ‘특수상 성이론’, 

토픽 11은 ‘엔트로피’가 도출되었다.

넷째, 추출된 토픽을 바탕으로 물리학 교과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교과의 교육과정과 련된 

11개 토픽, 3과목(물리학Ⅰ, 물리학Ⅱ, 과학사), 6개 역(힘과 운동, 물리, 동, 열과 에 지, 

서양과학사,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교육과정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학사, 과학의 본성, 

물리, 열역학 등이 핵심 개념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물리학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다수 도출되었다. 특히, 

‘생각’, ‘내용’, ‘설명’과 같은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교과독서가 학습자에게 내용 달과 

함께 다양한 사고력 향상에 정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교과독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 학습자가 정 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상해 볼 수 있는 

단어로 ‘배우다’, ‘새롭다’, ‘흥미’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과독서 활동이 학습자의 지식 형성과 

학습 흥미 유발에 정 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심의 

교과독서 활동을 체계 으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건 한 독서 습  형성에 

능동 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과독서 활동으로 작성된 독서감상문을 활용하여 교과 연계성을 분석하 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학습자를 상으로 한 과 분석자료가 특정 교과의 독서감상문 

332편인 은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교과를 상으로 독서감상문에 나타난 

학습자의 감정이나 의견을 면 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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