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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개체계량학  분석을 인문학 분야 인물 연구에 용하기 해 수행하 다. 

연구 상으로 한 인물은 작품뿐만 아니라 종교, 생애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윤동주를 선정하 다. 본 논문에서

는 윤동주 련 연구 1,076건을 수집하여 이 에서 록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220건의 논문을 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식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 으며, 참고문헌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던 121건의 논문을 

상으로 자동시인용 분석을 통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한 록에서 인명, 작품명의 개체를 추출하여 

이들의 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윤동주에 련한 연구 동향은 생애, 시, 실존의식, 비교문학, 번역문학, 

종교  신념에 한 연구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객 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으며, 윤동주와 함께 연구되는 다른 인물이 어떤 작품을 매개로 하여 연구되어 왔는지에 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학 분야의 지 구조를 밝히는데 개체계량학  방법이 유용함을 증명하는 한편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  근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mploys entitymetrics analysis on the research works of Dong-ju Yun. He was a Korean 

poet who was studied by many researchers on his works, religion and life. We collected 1,076 papers 

about Dong-ju Yun and conducted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co-author citation analysis, topic 

modeling analysis to identify the topic trend in the study of Dong-ju Yun. Also we extracted entities 

like person’s name and literature’s title from abstrac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he 

result of this paper enables us to objectively identify the topic trend and infer implicit relationships 

between key concept associated with Dong-ju Yun based on text data. Moreover, we observed sub-research 

topics such as life, poem, aesthetic existence, comparative literature, literary translation, and religious 

beliefs. This paper shows how entitymetrics can be utilized to study intellectual structures in the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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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의 발 은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축 된 연구들에 해 쉽고 빠른 

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문학 분야 데이터베이

스 확장에도 기여하 다. 인문학 분야의 연구

는 연구자 개개인의 주 과 경험, 가치 에 따

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질 연구 심이다. 특

히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분야의 경우 실제로 

연구자가 많은 문학작품을 해보고 오랜 시간 

연구를 해야만 작품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흐름속에서도 하나의 작품이 다른 작품이나 

작가에 어떠한 향력을 미쳤는지를 보려고 하

는 연구가 있었으며(Tonussi 2013), 문학작품 

연구를 상으로 계량서지학  분석을 통해 연

구동향과 작품의 향력을 살펴보려는 연구가 

있었다(윤순근 1992; Hammarfelt 2011). 

한 하나의 문학작품 내에서 등장인물이라는 

개체를 추출하여 이들의 동  네트워크를 보

는 연구도 수행되는 등(김학용 2012) 계량정

보학  연구가 인문학 분야에도 충분히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만 

연구 상으로 했거나, 인용 계 분석을 통한 

연구의 동향 악에만 이 맞추어져 있었으

며, 단일 작품 내에 존재하는 개체들의 계만

을 악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

구에서는 국내 문학작품을 상으로 텍스트마

이닝을 이용한 개체계량학  방법론을 용하

여 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연

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한편 다양한 연구자의 

연구논문 속에 나타난 인물명과 작품명이라는 

개체를 추출하여 이들의 계까지도 추론해 보

고자 한다.

국내 문학작품에 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시험 으로 윤동주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윤동주는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 , 

사회 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된 작가

이기 때문이다. 한 최근에는 윤동주의 삶이 

화로 제작되기도 하 으며, 국내 인물 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인물  

한 명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

용한 LDA방식의 토픽모델링과 자동시인용 

분석 방법을 용하여 윤동주 련 연구의 동

향을 악하고, 새로운 방법론인 개체계량학  

분석을 통하여 윤동주 련한 연구 안에서 인

물명과 작품명 개체를 추출하여 이들의 숨겨진 

계를 추론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

의 용은 기존 인문학자들이 수행했던 선행

연구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새로운 시각

으로 인문학에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과학, 의학 분야를 심

으로 진행되어온 텍스트마이닝  개체계량학

 분석을 인문학에서도 인물의 생애, 작품연

구 분야에 용한 최 의 연구로서 의미를 가

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고, 세부 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방법을 

설명하며, 토픽모델링, 자동시인용, 개체계

량학  방법을 통해 윤동주에 련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문학 분야에 개

체계량학  방법론 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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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문헌의 집합에 숨겨져 있는 토

픽을 발견하기 한 통계 모델의 유형이다. 특히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하 LDA)은 토픽

모델링  가장 표 인 방법으로 각  받고 있

다. Blei, Ng, and Jordan(2003)은 각 문헌에 어

떤 주제들이 분포되어 있는지에 한 확률모형

으로 LDA를 제안하 다. Wang과 McCallum 

(2006)은 LDA 토픽 모델링  시간에 따라 토

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Topics 

Over Time 모델을 제시하 다. 한 Blei(2012)

는 Science 에 수록된 17,000편의 논문과 

Yale Law 을 상으로 LDA 모델을 활용

하 으며, 계량서지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음

을 언 하 다.

국내 사례로 Song과 Kim(2013)은 생물정

보학 분야의 지 구조 분석을 하여 LDA 기

반의 토픽모델링을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10

개의 토픽을 추출하 다. 추출 결과를 통해 주

요 토픽은 계산 의 생물정보학보다는 생물

학  이라는 것을 밝혔다. 한 박자 과 

송민(2013)은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활

용하여 197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문헌정보

학 주요 5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록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한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

표와 비교를 통하여 서로 연결하 다. 실험 결

과 연구주제가 가장 많이 발견된 학문 역은 

정보학과 도서 서비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토픽모델링을 통한 분석은 많은 분

량의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주

 가치와 개인 인 의견을 최 한 배제한 

객 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2.2 자동시인용 분석

동시인용 분석은 Small(1973)에 의해 제시

된 분석방법으로서 두개의 문헌이 나 에 발표

된 문헌에서 동시에 인용되는 것을 근간으로 

학문분야의 지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재

윤(2005)은 국내 문헌정보학의 연구 선 악

을 하여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논문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요 논문에서 

추출한 인용정보를 사용하여 군집 분석  네

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27개의 

복수 논문 군집과 8개의 단일 논문 군집을 도출

하 다. 자동시인용 분석은 인용 분석과는 

다르게 문헌 보다는 연구자를 심에 두는 지

구조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문헌 단 가 아

닌 자 단 의 동시인용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White와 Griffith(1981)는 두 명 이상의 자

가 동시에 같은 문헌에서 인용되는 것은 그들 

사이에 더 한 연 성이 있으며, 문헌동시인

용 분석뿐만 아니라 자동시인용 분석도 주제 

분야 문성을 분석하는데 좋은 도구라는 것을 

주장하 다. 자동시인용 분석은 문헌이 아닌 

자명을 분석 상으로 하므로 자가 특정 주

제를 포 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이용하기 때

문에 연구자가 그 분야의 상세한 서지 정보와 

뚜렷한 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김희 , 조 양 2010; 

McCain 1983; White 1990). 자동시인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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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가지는 단 으로는 인용 지체 상이 있다. 

인용 지체 상이란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

나 동시에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자를 악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시인용 분석을 통해 악한 지

구조에 나타난 연구자와 재 해당 분야를 연구

하고 있는 연구자는 인용 지체 상으로 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재윤 2008). 

2.3 개체계량학

개체계량학이란 기존의 계량서지학이나 계

량정보학이 분석 상으로 했던 개체가 자, 

록, 키워드, , 참고문헌 등 이라면, 이러

한 개체를 간단계의 개체로 보고 이보다 더 

심층 역(micro level)인 주요 용어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추출한 함축 인 정보를 개체

로 하여 통계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는 방법

론으로서 논문이나 연구자의 향력을 좀 더 

질 으로 분석할 수 있고, 기존 연구에서 발견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추론할 수 있는 최

신의 방법론이다(Ding et al. 2013). 이러한 개

체계량학  근은 주요 용어(개체명)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과학이나 의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으며, 재 활발

한 연구가 진행 이다. Ding et al.(2013)은 지

식의 향력을 측정하기 하여 개체계량학을 

제안하 으며 과학 논문의 개체를 <그림 1>처럼 

Macro-Level, Meso-Level, Mircro-Level로 정

의하 다.

이 논문은 당뇨병 치료 물질인 메타포민과 

련 논문을 상으로 인용정보를 활용하여 

련 개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으며 한 

이 결과를 CTD(Comparative Toxicogenomics 

Database)와 비교하 다. 비교 결과 수작업으

로 만들어진 CTD의 상호작용을 해당 연구결과

가 거의 모두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체

계량학의 유용성을 확인 하 다. 

함정은과 송민(2015)은 개체계량학 이론에 

근거해 Swanson의 ABC 모델에 인용정보를 

<그림 1> 개체계량학(Entitymetrics: Di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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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논문 제목  록에서 련 있는 개

체를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하 다. 수집된 논

문의 참고문헌에서 인용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논문의 표제와 록을 상으로 텍스

트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주요 단어를 추출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인용정보 기반 네트워크

에서 발견되는 단어들이 동시출  기반 네트워

크를 통해 발견되는 단어들보다 련 있는 개

체들이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암묵 인 

계도 더 많이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개체계량학이 비단 과학과 의학 

분야에만 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작품과 

인명이 요 개념으로 사용되는 인문학 분야에

도 용 가능하다.

2.4 윤동주 연구

윤동주에 한 인물  작품 연구는 다각

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윤동주 연구에 

한 선행연구를 알아보기 해 우선 가장 최근

에 발표된 논문을 기 으로 윤동주에 한 연

구를 찾아보고, 해당 연구들의 선행연구를 확

인해 보았다. 

김형태(2015)는 윤동주 시의 실존의식 연구

라는 박사과정 논문에서 윤동주와 련된 선행

연구를 시기별로 정리하 다. 우선 윤동주에 

한 최 의 언 은 1947년 정지용에 의해 소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1948년 2월 16일 정음사에

서 유고시 31편을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를 간행하 다. 그리고 1954년에 윤동주 시에 

한 최 의 비평으로 평가받는 고석규의 ｢윤동주

의 정신  소묘｣가 발표되었고, 1960년 에 이

상비, 이유식, 김열규, 최홍규 등에 의해서 윤동

주 시에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한 1968

년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에 백철, 박두

진, 문익환, 장덕순, 정병욱 등의 이 더해졌는

데, 이것도 윤동주 연구에 있어서 소 한 자료

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는 체로 항성을 

심으로 윤동주의 문학사  치에 한 논의

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 에는 윤동주의 개별 

작품 해석에 을 두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다. 1990년 에 들어서면서 윤동주 시에 

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학회지나 

학 논문을 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2000년  이후로도 다양한 방법론

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결론

으로 윤동주 연구는 정신사  측면(주체성, 

항성, 종교성)에서의 연구, 기  사실에 한 

연구, 문학사  치에 한 연구, 비교문학  

연구, 원  확정에 한 연구, 형식  측면의 연

구 등으로 나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연구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우

선 연구 상이 되는 윤동주 련 연구 논문을 

수집하기 해 ‘윤동주’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논문을 수집하 다. 검색된 결과를 상으로 분

석에 활용할 논문명, 록, 발행년도  참고문

헌 정보 추출을 한 원문 PDF를 수집하 다. 

수집된 논문을 상으로 동시인용정보, 작품  

작가의 개체명을 추출한 후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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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개요

3.2 데이터 수집

분석 상으로 한 데이터는 윤동주에 한 연

구이며, ‘윤동주’를 키워드로 하여 국내 학술지, 

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Dbpia와 RISS에서 검

색하 다. 그 결과 Dbpia에서는 432건, RISS에

서는 1,062건이 검색되었다. 문 논문도 찾기 

해 Web of Science에서 Yun dong-ju, dongju, 

dong-ju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87건이 검색

되었지만 이는 모두 한  논문들의 문 버

이었고, RISS에서 검색된 94건의 논문도 부

분 한  논문들의 문 버 이었던 계로 데

이터 복을 방지하기 해 어 논문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결과 으로 수집된 총 

논문 1,581건 에서 어 논문 181건과 자 

정보가 없는 논문을 제외한 1,076건의 데이터

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표 1>에서 보듯

이 체 1,076건의 데이터에서 록을 포함하

고 있는 논문은 220건이었다. 한 원문을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었던 논문 398건  인용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던 논문은 121건이었으며 이를 

상으로 2,569건의 인용정보를 추출할 수 있

었다.

수집된 논문은 196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  학 논문이며, <그림 3>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연도별로 편차는 존재했으나 연구가 양

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록 분석, 인용 정보 분석에 사용된 문헌이 

특정 연도에 치우치지 않고 연도별 연구의 양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분석 기법 분석 상 수집 건수 정보원

토픽모델링을 통한 연구 주제분석, 개체명 

추출을 통한 계 분석
록 정보 1,076건  220건 Dbpia, RISS

자동시인용 분석 참고문헌(인용정보) 121건의 논문에서 2,569건 추출 Dbpia

<표 1> 분석 방법별 데이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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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에 사용된 연도별 논문 황

4. 데이터 분석방법  분석결과

4.1 토픽모델링을 통한 연구 주제 분석

각각의 다른 윤동주 연구들 속에서 개체들이 

갖는 의미를 추론하기 해 윤동주를 검색어로 

하여 추출된 록 220건을 상으로 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한  형태소 분석기 

Komoran(Shineware 2014)을 이용하여 형태

소 분석  불용어를 제거하고 명사만을 추출 하

다. 한 ‘윤동주’와 같이 출 빈도가 과도하

게 높아 성능을 해할 수 있는 단어들은 제거 

하 다. 토픽모델링은 Mallet Topic Modeling 

Package를 사용하 으며, 5개, 10개, 20개, 30

개의 토픽으로 모델링 후 도출된 토픽을 살펴

보았다. 데이터 사이즈와 토픽이 표 하는 주

제를 종합하여 5개의 토픽으로 최종 결정하

다. 토픽 수는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의 제한

  하나이다. 토픽 수는 연구자가 사 에 정

의하게 되는데 개수가 으면 토픽이 일반 이

게 되며 다른 토픽과 잘 구별되는 장 이 있다. 

한 토픽의 개수가 많으면 다른 토픽과 미묘

한 차이가 나거나 의미 으로 겹칠 확률이 높

아진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

양한 개수를 지정해서 모델링 한 후 연구자가 

최 의 개수를 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Asuncion 2010).

<표 2>는 토픽모델링 결과로 나타난 5개의 

연구 역과 주요 단어를 보여주고 있으며 크

게 두 가지 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윤동주

의 삶과 시  상황을 심으로 연구한 토픽 

1, 2와 주요 작품인 간 , 자화상   다른 작

품을 상으로 한 시에 한 연구이다. 첫 번째 

토픽으로 나타난 식민지, 문학사, 강 기, 디아

스포라 등은 윤동주의 출생과 살아온 시 를 

변하는 단어들이다. 특히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북간도 는 만주국, 즉 

윤동주 출생에 한 다문화주의 연구가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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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생애와 

련된 시  배경

기독교  

윤동주 연구

간 , 시  세계, 

조선족 문학

자화상 을 

심으로 한 연구

교과서 

수록 시 연구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식민지 기독교 로메테우스 교과서 텍스트

문학사 정지용 조선족 자화상 이미지

그리움 상상력 고등학생 서정주 학습자

아이러니 세계 문제 참회록 상상력

강 기 문학사 감상문 기념비 김소월

디아스포라 식민지 이야기 문학 교과서

서정시 박두진 낭만주의 김수 스스로

마지막 부끄러움 한국어 기념 정지용

어머니 이미지 문익환 자의식 목소리

부끄러움 가운데 우크라이나 학습자 마지막

<표 2> 윤동주 연구 토픽모델링

타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오문석(2012)의 윤

동주와 다문화  주체성의 문학이 있으며, 주

로 윤동주가 태어나고 살았던 환경이 윤동주 

시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에 한 주제를 다

루고 있다.

두 번째 토픽으로 나타난 단어는 기독교, 세계

, 정지용으로 기독교 신자 윤동주의 삶과 기독

교  세계 에 한 연구와 련되어 있다. 주요 

연구로는 이승하(1999)의 일제하 기독교 시인

의 죽음의식 - 정지용․윤동주 , 류양선(2011)

의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 - ｢十字

架｣를 심으로  등이 있다. 한 정지용과 박두

진은 시와 기독교의 맥락에서 비교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윤동주의 시  세계에 한 연구, 

특히 간 에 한 연구와 련된 토픽이다. 윤

동주의 간 은 한국의 귀토설화와 그리스 신화

를 모티 로 쓴 작품으로 명  낭만주의 시

인인 셀리의 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박호  2012). 한 문익환 목사에 끼친 

향에 한 연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는 자화상 을 심으로 한 윤동주 

작품을 연구한 토픽이다. 한 자화상이 실린 

교과서에 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윤동주

의 자화상 은 윤동주의 표작  하나로 작

품 자체에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의 작품

과도 많이 비교연구 되고 있다. 윤동주와 서정

주는 자화상 이란 작품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

다. 제목이 같고 작가가 다른 두 작품에서 자기

인식, 자기표  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노천명의 자화상 과도 비교연구 

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 연구이다. 

윤동주 시는 김 랑, 김소월, 박두진, 김춘수 등

의 다른 작가의 시와 함께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교과서에 실린 시의 연구에서 다른 시인과 비교 

는 윤동주 시 단독으로 연구되고 있다. 표

으로 정은아(2016)의 윤동주 시 교육 방법

론 연구: <별 헤는 밤>의 ‘읽기  활동’을 심

으로 와 같은 윤동주 시에 한 교육 방법론

인 연구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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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형

태(2015)의 연구에서는 윤동주에 한 연구를 

시기별로 특성을 나 었는데 70년 에 항성

의 문제를 심으로 윤동주의 문학사  치에 

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분석한 것은 토픽 

1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80년 에는 윤동

주의 기  사실에 을 두었던 이  연구

들에 비해 개별 작품 해석에 을 두며 기독

교 의식과 자의식 양상에 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는 것은 토픽 2와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 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

로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분석하

는데 이는 토픽 5번과 같은 내용임을 볼 수 

있었다.

4.2 자동시인용 분석을 통한 연구 주제 분석

자동시인용은 어떤 연구에 있어 다른 논문 

2건 이상을 동시에 인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동

시인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두 자의 연구가 

인용하는 연구에 향을 다는 의미이므로, 

동시인용 빈도를 이용하여 연구의 주요 개념이

나 방법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자동시인용 

분석을 하여 윤동주 련된 연구 원문 121건

을 수집하 으며, 2,569건의 인용정보를 추출하

다. 이를 활용하여 45,961회의 동시인용정보

를 추출하 으며, 5회 이상 동시인용된 자를 

상으로 261개 노드와 1,075개의 엣지로 구성

된 네트워크를 작성하 다. Average Degree는 

8.679로 나타났으며, Density는 0.033으로 나타

났다. 모듈리티는 0.542로 나타났으며 모듈리

티를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12개로 

나타났다. 그  유의한 6개를 상으로 각 커

뮤니티별 연결 심성 상 에 있는 자를 통

하여 커뮤니티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름을 부여 

하 으며, <그림 4>처럼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각 커뮤니티의 라벨링을 해 참고문헌 데이

터를 바탕으로 각 커뮤니티별 연결 심성 상

 자의 논문 제목을 수작업으로 분석하 다. 

첫 번째 커뮤니티에 속한 박경일, Eliot. T.S, 

윤인석, 김효 , McCann. David. R, 리쾨르 폴 

번역문학
한국 사, 

항일

윤동주 시

텍스트 연구

생애

키에르 고르
종교

시의 운율,

릴

박경일 김용직 마 수 임규정 박두진 윤석성

Eliot. T.S. 김윤식 류양선 표재명 최승호 조재룡

홍장학 권 민 왕신 임춘갑 김인섭 장철환

이재철 김 오 송우혜 윤일주 이성복 Rilke

윤인석 오세 최동호 정 종 김지하 김재

김효 김재홍 박호 키에르 고르 김정환 R. M.

고운기 심원섭 정병욱 오오무라마스오 차정식 Rilke. R. M.

최재천 김열규 이남호 지 배 김주연 이정순

McCann. David. R. 김학동 임 순 문익환 김응교 권 웅

리쾨르 폴 이어령 권오만 최문자 김 장석원

<표 3> 자동시인용 커뮤니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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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동시인용 네트워크

등은 인용된 참고문헌의 제목을 살펴본 결과 외

국문학을 다루거나 번역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

했다는 공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커

뮤니티에 속한 김용직, 김윤식, 권 민 등 자

의 문헌들은 한국 사와 련된 윤동주 연구 

는 일제 시 와 같은 시 상을 반 한 연구를 

수행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세 번째 커뮤니티

에 속한 마 수, 송우혜, 최동호, 박호 의 문헌

은 윤동주 시의 상징  표 에 한 연구  문

체론, 실증  근 등 윤동주 시 자체 인 텍스

트를 분석한 논문들이었다. 네 번째 커뮤니티에 

속한 임규정, 표재명, 임 갑은 키에르 고르를 

연구하 으며, 정 종, 오오무라마스오, 지 배, 

문익환은 윤동주의 생애와 련된 논문의 자

라는 공통 이 있었다. 다섯 번째는 박두진, 최

승호, 김인섭, 김지하, 김정환, 차정식 등 기독교

와 신학, 수, 종교 등의 주제를 다룬 자들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섯 번째 커뮤니티

에 속한 윤석성, 조재룡, 장철환, 권 웅, 장석웅

은 시의 운율과 리듬에 해서 공통 으로 논했

으며, 김재 , 이정순 릴 와 윤동주를 연구한 

자라는 공통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한 선행연구(김형태 2015)

에서 분석한 윤동주 연구의 동향과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윤동주의 연구들은 크게 

주체성, 항성, 종교성으로 나 어 볼 수 있는 

정신사  측면에서의 연구, 기  사실에 한 

연구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커뮤니티에서 찾

아볼 수 있으며, 개별작품 해석에 을 둔 문

학사  치에 한 연구는 세 번째 커뮤니티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비교문학  연구는 

첫 번째 커뮤니티와 네 번째, 여섯 번째 커뮤니

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4.3 개체명 추출(인명, 작품명)을 통한 개체간의 

계 분석

토픽모델링에서는 록에 포함된 주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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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상으로 확률  분석을 통해 토픽을 발

견하는 분석방법이며, 자동시인용 분석은 연

구자를 심으로 학문분야의 지 구조를 악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분석방법과 더불어 문학작품 연구에 있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  작품의 계를 추론

해 내기 해 개체계량학  분석방법을 시도하

다. 인물  작품 연구,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

는 윤동주 연구의 록에서 나타난 주요 개체는 

인명, 작품명이다. 윤동주와 다른 시인 는 작

품을 비교연구 할 때 주로 윤동주의 작품에 나

타난 내용과 다른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내용

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윤동주의 작품과 다른 작가의 인명이 록에서 

동시 출 하는 빈도를 분석하게 되면 윤동주의 

작품  어떤 작품이 다른 작가와 많이 비교되

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작품명은 개체명 에서도 독특한 형식을 가

지고 있다. 박용민과 이재성(2014)은 한국어 

제목 개체명 인식  사  구축에서 제목 개체

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단어부터 문장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

며, 제목이 다른 개체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베를린은 지역명이면서도 제목 개체명

이 될 수 있다. 한 제목 개체명은 개체명 인식

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를 들어 역시, 특별시가 미사로 붙

으면 지역 개체명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제목

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

목과 같이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체명 

인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 을 구축하여 사

과 비교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동주 연구에서 

나타나는 작품명 개체를 분석하기 하여 사  

방식을 사용하 다. 사  구축은 윤동주 연구

의 록에서 나타나는 개체를 상으로 하 으

며 사  구축을 한 기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록에서 [ ], “ ”, ｢ ｣,  , ‘  ’ 등과 같이 

특수문자로 묶여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 다. 

작품명 사 은 1차로 특수문자를 근거로 추출

된 목록에 윤동주 작품 목록을 추가하여 구축

하 다. 인명 사 은 특수문자로 묶이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어 록을 검토 후 일부 인

명을 추가 하 다. 각각 구축된 건수는 인명사

은 52건, 작품명 사 은 109건이다. 이 게 

구축된 사 을 두 가지 사 을 기반으로 록

에서 일치하는 인명 개체명과 작품명 개체명의 

동시 출  빈도를 추출 하 다. 인명 개체는 추

출 상 록 220건에서 656개의 개체를 추출 

하 으며, 33개의 고유한 개체가 추출되었다. 

작품명은 총 374회 추출되었으며, 67개의 고유

한 개체가 추출되었다. 하지만 ‘이상’이라는 작

가는 ‘형이상학’, ‘이상 인’ 등의 단어 속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와 비교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오류값이 커져 제외

하 다. 마찬가지로 ‘바다’라는 작품도 ‘바다와 

나비’, ‘바다는 가 울은 물인가’ 등과 같이 

‘바다’라는 작품 하나를 표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삭제하 다. 

<그림 5>는 추출된 개체명 동시출 을 에지

로 하여 이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이다. 네

트워크는 총 93개 노드와 304개 엣지를 가지고 

있으며, 윤동주를 심으로 문학 작품과 연결

되어 있으며, 한 연결된 문학 작품을 매개로 

다른 작가와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윤동주 연구의 많은 부분은 다른 시인과 작



20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7

<그림 5> 작품명과 인명 네트워크

작가 작품명 출 빈도 작가 작품명 출 빈도

서정주 자화상 7 백석 아침 2

백석 로 4 백석 병아리 2

백석 나무 4 백석 삶과 죽음 2

한용운 이별 4 백석 겨울 2

김 균 이별 2 백석 소년 2

백석 공상 2 백석 서시 2

백석 쉽게 어진 시 2 백석 종시 2

백석 이별 2 백석 자화상 2

백석 별 헤는 밤 2 서정주 소년 2

백석 비애 2 서정주 나무 2

<표 4> 동시출 빈도 상  20개 작가와 작품명

품들의 내용 비교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

른 작가의 작품과 윤동주의 작품이 같이 연구

될 때 작가마다 다른 작품을 심으로 비교되

고 있음을 보여 다. <표 4>는 다른 작가와 윤

동주 작품의 동시출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다른 작가와 윤동주 작품의 동시출

 빈도는 서정주, 백석, 정지용을 심으로 나

타났다. 서정주의 경우에는 ‘자화상’이란 동일

한 제목의 작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교연구

가 많이 수행되었지만 백석, 정지용에 비해 연

결되어 있는 작품이 다소 다는 것을 그림에

서 볼 수 있다. 이는 서정주라는 시인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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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한정하여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는 조 으로 백석

의 경우 단일작품과 연결된 빈도는 낮지만 매

우 다양한 작품과 매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한 윤동주의 작품을 매개로 한 다른 작

가의 연결을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백석’과 

‘한용운’은 ‘서시’와 ‘별 헤는 밤’이라는 작품과 

매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분석한 논

문 에서는 이들 간의 계가 한번에 들어가 

있는 논문은 없었다. ‘한국 근 시 연구(김병호 

2002)’ 논문에서 백석과 한용운의 이름만 함께 

언 되었고, ‘한국 근 시의 만주체험 - 시  형

상화와 그 의미(윤여탁 2015)’라는 논문에서 

‘백석’과 ‘별 헤는 밤’이라는 작품의 연결을 볼 

수 있었으며, ‘소리-뜻을 심으로 구성되는 

시의 리듬(권 웅 2013)’ 논문에서 ‘한용운’

과 ‘별 헤는 밤’의 연결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

아 시  상황과 시의 리듬이라는 토픽 안에서 

윤동주의 별 헤는 밤 - 백석 - 한용운의 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개체계량학  분석을 통해 토픽모델링이나 

자동시인용 분석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작

품과 작가의 계를 추론할 수 있었으며, 이러

한 방법론의 용은 윤동주의 작품  다른 작

가와 많이 비교되는 작품을 볼 수 있는 한편 다

른 작가와 어떤 작품을 매개로 비교 연구 는 

공동 연구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개체

계량학  방법론을 윤동주 련 연구에 한정한 

인문학 분야에 용해 으로써 윤동주라는 인

물에 해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객 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분석방법은 크게 세가지

으며, 서지계량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토픽모델링분석, 자동시인용 분석을 수

행하는 한편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체계량학  분석을 용해 으로써 체

인 연구의 동향과 지 구조 분석은 물론 윤동

주의 작품을 매개로 한 다른 작가와 작품들의 

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기존 연구자의 질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

이했기 때문에 개체계량학  방법론이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시작단계에 있어서 매

우 효율 이고 정확한 결과를 제시해 으로써 

연구 방향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단

된다. 하지만 개체계량학  방법을 용할 때

에는 연구 상으로 하는 데이터 양이 풍부해야 

하며,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한

계 이 있다. 특히 국내 인문학 분야 연구는 한

자와 한 을 혼용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오래

되어 자  형태로 분석할 수 없는 논문들이 

상당 수 있었으며, 참고문헌 정리 방법과 양식

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한 데이

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으며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매우 

제한 이었다.

본 연구를 시발 으로 인문학 분야 연구 논문

에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개

체계량학  분석이 활성화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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