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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Jinhee & Han, Gayoung. “Research Trend Analysis in Online Education after COVID-19 Using 

Text Min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3 (2021): 171-194.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in online education after COVID-19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the 212 Korean abstracts related to online education from 2020 to April, 2021 in 

Korea. The analysis of text mining and topic modeling were conducted through Textom 5.0 and UCINET 

7.724. Findings revealed that keywords such as ‘class’, ‘learners’, ‘education’, ‘learning’, ‘instructors’, 

‘online’, and ‘university’ were the main ones, and keywords with high centrality were ‘online education’, 

‘class’, ‘learners’, ‘education’, and ‘research’. Additionally, the topics of about 35.6% of the total papers 

were related to the keywords like ‘class’, ‘online education’, and ‘learn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achievements of the research about online education conducted after COVID-19, and 

g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Changsh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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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

으며, 2020년 3월에는 WHO가 팬데믹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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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대학의 약 96%가 개강을 연기하였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대면수업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수

업결손을 피하기 위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한진희, 2021:1). 

코로나19 이전 일반대학의 전체 강좌 대비 온라인수업은 겨우 1.7%에 불과하였

다(황욱선, 박성재, 2020:618).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결정으로 갑자기 시행하게 

된 온라인수업은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온라인수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수업을 위한 준비나 대비가 부족하

였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생겨났다. 급기야 대학 등록금 반환 집

단 소송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은 코로나19가 종

식되기 전까지 집단 감염의 최소화 수단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수업

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 알아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 관련 이슈를 국내 학술지 논문을 통해 파악하기 위

하여 2020년 이후 발행된 국내 학술지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

받은 텍스톰(Textom) 5.0과 UCINET 7.724를 활용하였다. 최근 항공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황욱선, 박성재, 2020:618), 빅데이

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교육학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관련

하여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언론기사 및 인터넷 블로그 등의 데이터에 기반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에 관련된 학술 연구를 대상으로 한 빅

데이터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도입된 온라인수업

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발생한 

키워드의 특징과 토픽을 분석하고, 이해 용이성을 위하여 시각화하여 결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내 학술지 연구에 나타난 온라인수업 관련 키워드는 

무엇인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국내 학술지 연구에 나타난 온라인수업 관련 의미네트워

크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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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코로나19 이후 국내 학술지 연구에 나타난 온라인수업 관련 토픽은 무

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

에서 바라본 온라인수업 관련 해당 이슈들을 분석하고,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

의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교육 현장의 이슈들을 정리한다

는 점에서 문제 진단과 개선 및 관련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II.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수업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으로 인한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교육부에서도 비대

면 온라인수업을 권고하였다. 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수업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온라인수업의 정의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수업이란 방송 또는 통신 수업의 한 형태로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할 때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수업 체제(정광

훈, 2012:2), 물리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보통신 매체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쌍철, 김정아, 2018:117), 혹은 전통적 교실 수업의 대

안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최락인, 조정길, 2019:938)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는 온라인수업을 원격교

육으로 지칭하며, 전통적인 수업처럼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박상훈, 2020:3). 위의 연구를 통해 온

라인수업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한진희, 2021:3). 

온라인수업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시공간에 상관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

고, 온라인수업의 제작,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적으며, 엄

선된 강의자가 미리 준비하여 녹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 편차나 불확실성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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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이성주, 정진욱, 최윤정, 2018).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

고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수업 관련 기존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본 연구

와 비교하여 차이 및 한계가 있다. 김상미(2020:1094)는 ‘코로나(19)’와 ‘교육’, 

‘온라인’과 ‘이러닝’ 중 한 개 이상을 제목과 본문에 포함하는 국내 언론 기사 

602개를 대상으로 텍스톰을 활용하여 키워드 출현 빈도, 중요도, 연결중심성과 

토픽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순히 키워드 제시만으로 국내 이슈 동향을 알아보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도재우, 김수진, 문제웅(2020:668)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2020 원

격수업 운영사례집”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한 57개교를 선정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 공

유되는 원격수업 사례들이 시와 도별로 분산되어 있어 그 접근성이 낮으며, 구성

항목과 작성방식이 다르고, 개별 사례를 풍부하게 담고 있지 않아 교수자원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시한 쌍방향 원격수업

만을 다루고 있고,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30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황욱선, 박성재(2020:621)는 온라인수업의 정책 관련 이슈를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온라인강의’를 키워드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톰

을 활용하여 데이터 마이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온라인강의’ 관련 데이터 수

집 결과 ‘코로나’, ‘대학’, ‘개강’, ‘학점’, ‘답변’ 등이 상위권에, ‘불만’, ‘공지’, ‘이

용’, ‘사이트’, ‘과제’ 등의 단어가 네트워크의 중심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메뉴얼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이슈 파악이 목적이라는 점, 따라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점, 수집 기간이 8개월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손민성, 임미자, 박경환(2021:30)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최근의 소비자 인식

의 변화 추이를 텍스톰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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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육’, ‘온라인수업’, ‘온라인강의’, ‘원격교육’, ‘원격수업’, ‘원격강의’ 등의 검

색어를 활용하여 네이버, 다음, 구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코로나19 이전, 코로

나 촉발 이후, 온라인 개강 직후, 온라인 교육 이후 시점으로 단계를 나누고, 온

라인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현 빈

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수업’, ‘교육’, ‘온라인강의’였으며, ‘온라인교육’ 관련 

키워드 간 네트워크 분석 및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생산한 의견들을 검색 포털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 자료로 활

용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까지 교육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 총 212편의 빅데이터

를 다루고 있다는 점, 키워드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통

계적 양적분석을 통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2.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의미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인터넷의 등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넘쳐나는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정보와 그

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는 크게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화된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형화된 데이터의 약 20%가 자료를 생성

하고 저장, 재사용하는 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추출 

및 가공법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고 부르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정보분류체계에 응용되고 있다(정철우, 김재준, 2012:54). 그러나 그 외 정보

는 워드프로세서, e-mail,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PDF와 같은 복합문서와 

인터넷 페이지와 같은 비정형 텍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불리며 문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

게 활용하는가가 텍스트 마이닝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관

심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닌 문맥(context) 수준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

을 말한다. 즉, 폭발적 정보 증가로 인해 자동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

했으며, 그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특정 주제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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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정근하, 2010:40; 정철우, 김재준, 2012:54). 

텍스트마이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비정형 정보수집, 정보처리, 

정보추출, 정보분석의 4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정보추출과정에서 수학적 모

델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검색엔진 등을 활용

하여 키워드를 도출하는 등에 활용하고 있다(정근하, 2010:41).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해 주제어를 파악하였는데, 토픽 모델링이란 

비정형 데이터 안에서 토픽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 확률적 기법 활용을 통하여 

문서 내 단어 간 연관성을 구하고, 그 주제어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윤

희진, 2020:33). 이를 위해 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모델을 사용한다. 

의미네트워크 분석이란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한 

방법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현상의 원동력을 각각의 개체가 아닌 개별 

행위자가 연결된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의미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구조 관계를 통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최윤정, 권상

희, 2014:250). 즉 네트워크 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상대적 영향력

을 확인하고, 단어들의 관계 내에서 특정 단어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유소

연, 임규건, 2021:51). 다시 말해, 각 단어의 전체 연결망 내 ‘위치’와 ‘구조’를 파

악함으로써, 키워드 간 잠재적 의미와 지식구조의 시각화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

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김승곤, 설현도, 2020:3). 그러므로 의미네트워크 분석

은 주요 단어의 사용 빈도와 단어(node) 사이의 연결(link) 상태, 네트워크 상 연

결 구조 파악을 통해 텍스트가 의도하는 의미의 흐름을 찾는 데에 유용한 방법론

이 될 수 있다(최윤정, 권상희, 2014:252).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크게 자료의 처리 단계와 분석 단계

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국내 학술지 논문의 국문 초록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데이터베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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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정제된 형태로 담고 있는 학술논문 초록은 연구주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신

동훈, 김세현, 2020:341). 손민성, 임미자, 박경환(2021:34)에 따라 ‘온라인수

업’, ‘온라인교육’, ‘온라인강의’, ‘원격수업’, ‘원격교육’, ‘원격강의’를 키워드로 

활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1

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학술지를 검색한 결과 총 237편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분석단위가 되는 국문 초록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복된 논문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총 212편의 논문 초록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위의 키워드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11년 동안 발행된 논문은 중복자료 포함하

여 총 108편 검색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단 16개월 동안 발행

된 논문은 중복자료 포함하여 총 237편 검색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온라인수업이 여러 연구자에게 연구된 중요하고 관심이 높은 연구 대상이

었음을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논문 초록은 비정형 형태의 자료로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

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자료의 정형화 과정이 필요하다(신동훈, 김세

현, 2020:342). 이 연구에서는 텍스톰 5.0을 활용하여 주요 명사를 추출한 이후, 

‘것’, ‘등’, ‘점’ 등의 1글자 단어와 ‘다음’, ‘가지’, ‘동안’ 등의 의미화하기 어려운 

단어를 제외하였다. 키워드로 사용한 ‘온라인수업’, ‘온라인교육’, ‘온라인강의’, 

‘원격수업’, ‘원격교육’, ‘원격강의’를 모두 유의어로 지정하였으며, 학생은 학습자

와, 교수 및 교사는 교수자와 유의어로 지정하였다. 또한 강의는 수업과, 등교 수

업은 면대면 수업과 유의어로 지정하는 등의 정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신동훈, 김세현(2020:342)에 따르면, 텍스트 분석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만을 

고려하면 문서의 특성과 숫자에 따라 타당도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경우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어 출현 빈도만을 고

려하였을 때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단어는 ‘온라인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분석 대상이 논문의 초록이기 때문에 ‘연구’와 ‘결과’ 같은 단어의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의 개별 단어의 중요도를 파

악하기 위해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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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TF-IDF) 값을 고려하였다. TF-IDF는 키워드의 가중치를 구하는 방

법으로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에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로서,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문서들 사이의 비슷한 정도를 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정근하, 2010:42).

또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핵심어가 중

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중심성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어 간

의 연결 구조 파악을 위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를 사용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와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며, 자주 사

용되거나 혹은 다른 핵심어들과 동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경우의 핵심어는 연

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 연결망 내 

주제를 구성하는 중심언어일 가능성이 높다(도재우, 김수진, 문제웅, 2020:652).

가공을 거친 거대한 양의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하여 복잡한 가공 작업을 거치

지 않고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황욱선, 박성재, 2020:621),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직관적 통계분석이 어려운 빅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변정윤, 박용범, 2016).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처리, 정제를 

위해 텍스톰 5.0과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UCINET 7.724를 분

석 도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처리 과정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정보 검색 및 추출

중복 연구 제거

자연어 처리
Textom 활용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

유의어 및 불용어 등 정제화 작업

자료 분석 과정
의미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시각화(노드, 링크)

주제 추출 및 분석 토픽 모델링(LDA)

그림 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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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4.1 빈도분석

다음 표 1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논문의 국문 초록에서 추

출된 명사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20개에 포함된 단어의 출현 빈도(TF), 

TF-IDF 값과 연결중심성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는 ‘온라인수업’으로 총 1,066회 사용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대로 본 연

구의 대상을 추출할 때 사용된 키워드가 ‘온라인수업’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연구(583회)’, ‘결과(311회)’, ‘분석(244회)’, ‘요

인(100회)’과 같은 단어 역시 연구의 대상인 논문 초록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들 단어의 TF-IDF 값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는 ‘수업(786회)’, ‘학습자(594회)’, 

‘교육(509회)’, ‘학습(409회)’, ‘교수자(370회)’, ‘온라인(289회)’, ‘대학(267회)’ 

순이었으며, ‘수업’, ‘교육’, ‘교수자’와 같은 단어는 출현 빈도와 TF-IDF 값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단어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데이

터 사이의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업’, ‘수업’, ‘학습자’, ‘교육’, ‘연

구’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이들 단어가 

주제를 구성하는 중심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

업 관련 연구에서 추출한 단어 중 상위 20개 단어의 빈도수를 그래프로 시각화

한 것이며, 그림 3은 해당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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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단어 출현 빈도, TF-IDF, 및 연결중심성 (상위 20개 단어 기준)

순위 단어
출현
빈도

TF-IDF
연결 

중심성
순위 단어

출현
빈도

TF-IDF
연결

중심성

1
온라인
수업

1,057 133.3 0.196 11 분석 244 118.2 0.071

2 수업 786 227.4 0.158 12 활용 191 154.4 0.054

3 학습자 594 117.9 0.144 13 운영 177 185.5 0.041

4 연구 583 37.1 0.109 14 코로나 163 115.3 0.041

5 교육 509 216.1 0.129 15 효과 152 161.3 0.044

6 학습 409 173.7 0.088 16 진행 151 132.1 0.047

7 교수자 370 234.3 0.095 17 인식 142 165.0 0.041

8 결과 311 72.7 0.071 18 교수 141 133.3 0.047

9 온라인 289 180.5 0.080 19 환경 135 139.6 0.036

10 대학 267 194.1 0.074 20 방법 132 141.9 0.047

그림 2. 키워드 출현 빈도 (상위20개 단어 기준)

그림 3.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상위20개 단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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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에 관한 논문 초록에서 상위 50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온라

인수업’은 ‘운영’, ‘전환’, ‘유형’, ‘만족도’, ‘비대면’, ‘경험’, ‘환경’ 등의 키워드로 

확산되고 있었고, ‘교수자’는 ‘피드백’, ‘역할’, ‘온라인수업’ 등으로, ‘교육’은 ‘과

정’, ‘기관’, ‘환경’ 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 방법을 전환하고 운영한 경험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으로 보여지는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과 

교수자의 역할, 낯선 온라인수업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4.2 의미네트워크 분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UCINET 

7.724의 Net Draw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사각형은 핵심어

를 표현하며, 선(line)은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보여준다. 선의 굵기

는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에 따라 굵어지기 때문에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그 굵기가 굵어진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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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미네트워크 분석 결과

분석 결과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 중심에는 ‘온라인수업’, ‘수

업’, ‘학습자’, ‘교수자’, ‘연구’, ‘교육’, ‘학습’, ‘온라인’ 등의 키워드들이 존재하며, 

주요 단어의 주변에는 ‘만족도’, ‘인식’, ‘환경’, ‘운영’, ‘자료’, ‘지원’ 등이 존재하

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 

및 학습에의 운영, 만족도, 인식, 환경 등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4.3 토픽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의 토픽 모델링을 진

행하였다. 의미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함께 진행하였을 때 쟁점이 되는 

토픽 추출 가능과 토픽의 중요도와 영향을 미치는 정도 파악 및 시각화가 유용하

다는 장점이 있다. 텍스톰에서 기본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픽 수 10개, 토픽 단

어 수 20개로 토픽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추출된 10개의 연구 범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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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 주제 그룹 간 거리 지도

주제 그룹 간 거리 지도(IDM: Intertopic Distance Map)는 각 그룹들 간의 상

호 관련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림 6에 따르면 토픽 그룹 2, 4, 5, 6은 내용적으로 

나머지 다른 그룹들과 거리가 멀다. 이는 이들 그룹에 해당하는 주제가 나머지 

그룹을 포함하는 연구와 중복되는 경우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편의 논문

은 각 그룹 중 하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논문 초록의 단어에 따라 다

양한 그룹의 주제를 비율에 따라 중복으로 가질 수 있다(윤희진, 2020:37). 또한 

토픽 원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빈도 수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큰 원

이 메인 토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λ값이 낮을수록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가 

뚜렷해지고 비교적 빈도가 낮은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λ값을 0.38로 조정하

였다. 토픽 그룹을 구성하는 단어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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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픽 모델링 결과(λ=0.38)

토픽 그룹 % of articles 단어1 단어2 단어3

1 12.5 온라인수업 학습자 만족도

2 2.3 토론 실습 교원

3 9.1 교육 학교 디지털

4 3.1 품질 가정 불평등

5 2.6 역할 연수 의향

6 5.6 학습 효과 영향

7 8.0 온라인수업 교수자 인식

8 10.1 온라인수업 학습자 평가

9 11.2 온라인수업 학습자 역량

10 35.6 수업 온라인수업 학습자

토픽 그룹10은 전체의 35.6%에 해당하는 주제로 ‘수업’, ‘온라인수업’, ‘학습

자’ 등의 단어가 그룹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온라

인수업 관련 연구의 약 35.6%가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습자와 관련된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수업과 학습자 관련 연구는 만족도, 인식, 성취도 등 다

방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1, 그룹3, 그룹7, 그룹

8, 그룹9와 주제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룹1에 나타난 주요 단어는 ‘온라인수업’, ‘학습자’, ‘만족도’ 등으로, 학습자

의 온라인수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 연구를 포함한다. 이시철, 김선영, 박상훈

(2020)은 온라인수업의 강의 평가를 통해 불만족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온라인수

업의 효과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

승우, 김보영(2020)은 온라인수업에의 참여가 자발적인지 혹은 비자발적인지로 

나누어 만족도를 탐색하면서 혼합형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희, 정미

애, 김언진(2021) 역시 대학생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룹9는 ‘온라인수업’, ‘학습자’, ‘역량’이 주요 구성 단어로서, 온라인수업의 

시행 이후 학습자의 역량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 한승욱(2020)은 온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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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수 학습자의 역량과 행동 지표를 

탐색하였고, 김양희(2020)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 핵심역량 

불일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역량 기반 수업 설계의 중요성을 점검하였다.

그룹8은 ‘온라인수업’, ‘수업’, ‘평가’로 이루어진 연구로써, 대면 수업에서 온

라인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제행, 

신진규(2021)은 온라인 체육 수업에서의 평가 결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박현주, 김나형(2020)은 통합과학 수업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룹3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는 ‘교육’, ‘학교’, ‘디지털’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현민, 김미수(2020)는 온라인수업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으로 가상 박물관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시숙(2020)은 어떤 요인이 간호사의 온라인 교육 태도 및 디지털 리터

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술적 조사 연구를 하였다. 이문형, 김

재웅(2020)은 해외 대학과 국내의 인공지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결점을 

찾아보고,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의 양적, 질적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그룹7은 ‘온라인수업’, ‘교수자’, ‘인식’ 등을 포함하며, 교수자의 온라인수업에 

관한 인식 연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사례 

중심 연구였다. 윤혜림, 권정선(2020)은 H 대학의 온라인수업을 운영했던 교수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수업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 있고, 이헌수(2020)는 M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비

교를 하고 있다. 

그룹6은 ‘학습’, ‘효과’, ‘영향’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지연, 성은

모, 이지은, 임규연, 한승연(2020)은 코로나19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된 온라인수

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고민하면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조성일(2020)은 동일 교과를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업 성취

도 비교를 통해 온라인수업 방식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룹4는 ‘품질’, ‘가정’, ‘불평등’ 등의 단어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가정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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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에 따라 교육의 여건 및 학습 격차가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박미

희(2020)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 실태 파악을 통해 학교의 역

할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박혜진, 김한성, 박한우(2020)는 온라

인 개학에 대한 트위터 담화 분석을 통해 사회 경제·지역·문화적으로 소외된 계

층에 대한 교육 불평등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룹5는 ‘역할’, ‘연수’, ‘의향’ 등의 단어를 포함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원의 역할과 교원의 연수에 관련한 연구들이 이 그룹에 포함된

다. 안성훈(2020)은 효과적인 온라인수업을 위해 수업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위

한 교원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민균, 손승현(2020)은 특수

교육 요구를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사의 역량을 탐색하고 체계적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2는 ‘토론’, ‘실습’, ‘교원’ 등을 다룬 연구로써,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실습 교육 및 토론의 어려움 등을 다루고 있다. 윤정윤(2020)은 코

로나19 이후 실습 영역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만족

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현주, 박일수, 설양환, 하문선(2020)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온라인 실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교육실습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있고, 임성만, 정용재, 설양환(2020)은 예비교사의 실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외 대학 4곳과 국내 대학 5곳을 분석하여 필수요소를 추출하였다. 

V. 결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삶과 생활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학계의 연구주제 또한 현실 반

영을 하였다는 점은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연구 개수가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수

업 관련 연구는 2020년 이전 11년 동안 108편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

생한 2020년 이후 단 16개월 동안 237편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교육 현장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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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본 온라인수업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점과 교육 현장의 이슈들을 정리

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의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 논문

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를 통해 ‘온라인수업’, ‘온라인교육’, ‘온라인강의’, 

‘원격수업’, ‘원격교육’, ‘원격강의’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총 237편을 수집하였고, 

중복된 논문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문 초록 정보가 없는 논문은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212편의 논문에서 국문 초록 만을 대상으로 빅데이

터를 구축하였다. 분석 도구 프로그램으로 텍스톰과 UCINET을 이용하였다. 텍

스톰을 이용하여 단어 빈도분석, TF-IDF 값과 연결중심성을 알아보고, 토픽 모

델링을 진행하였으며, UCINET을 활용하여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를 시

각화하였다. 

단어 빈도분석 결과 ‘온라인수업’이 총 1,066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 ‘결과’, ‘분석’ 등의 단어도 출현 빈도가 높았으나, 연구 대상이 논

문의 국문 초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빈도 단어를 추출했을 때, ‘수업’, ‘학습

자’, ‘교육’, ‘학습’, ‘교수자’, ‘온라인’, ‘대학’ 순으로 높은 출현 빈도와 높은 

TF-IDF 값을 보여 중요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

후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는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습자,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경

험한 교수자를 주제로 한 것이 많았으며,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대학에서의 온

라인수업 경험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들 단어의 주변부에 ‘만족도’, ‘인식’, ‘환경’, ‘운영’, 

‘자료’ 등의 단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습자와 교수자의 만

족도 및 인식에 관련된 연구, 온라인수업 운영과 시스템과 같은 환경적 어려움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총 212편의 논문을 토픽 모델링한 결과 10개 주제로 분류 가능했다. 온라인수

업과 학습자(그룹10), 학습자의 만족도(그룹1), 학습자 역량(그룹9), 온라인수업

의 평가(그룹8),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리터러시(그룹3), 교수자의 인식(그룹

7), 온라인 학습의 효과와 영향(그룹6), 교육 여건 및 학습의 격차(그룹4), 교원

의 역할과 연수(그룹5), 온라인 실습(그룹2) 등으로 연구주제는 다양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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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분포는 온라인수업과 학습자에 관한 연구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온

라인수업의 학습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 5.6%, 학습 격차에 관한 연구 3.1%, 

교원의 역할과 교원 연수 주제 연구 2.6%, 온라인수업에서의 실습 문제가 2.3%

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연구주제 그룹1, 3, 7, 8, 9, 10은 연구주제가 겹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라인수업과 학습자 관련 연구가 만족도, 

인식, 성취도, 효과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와 더불어 ‘교

수자’의 키워드 빈도수가 높았고 큰 영향력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토픽 모델

링 분석 결과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수업, 평가, 역할, 인식 등이 나타났

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수자는 온라인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

어서 학습자의 높은 만족도와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교육 주체라

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

는 교수자의 역할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토픽 모델링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의 여건 및 학습 격차

가 일어나는 현상,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교원의 역할과 교원의 연수, 대면 수업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습 교육 및 토론의 어려움 등도 교육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향후 더 많은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상용화되는 현

실의 교육 현장에서도 그 효과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미래교육을 

다방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수업에의 준비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이루어져 오긴 했으

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수업은 급격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이

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미래 교육으로 누구나 예상했던 

온라인 교육의 급격한 전환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

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과 의미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분석 대상이 된 텍스트가 국문 초록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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