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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개 신학과 복음주의, 립 인 신학  입장을 가지는 학술지와 색인어, 자를 상으로 계량서지

학  분석 방법을 용하 다. 구체 인 분석방법은 평균 연결 군집화, 이웃 심성 척도, 로 일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하 다. 특히 자 간 계를 분석할 때에는 자 사이에 핵심 공유 색인어를 악해서 

연구 주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학술지 분석에서는 9개 학술지가 크게 개 신학과 복음주의의 

두 개 군집으로 나뉘어졌지만, 개 신학을 지향하는 장로교단 학술지인 장신논단만 복음주의 군집에 속하 다. 

두 군집의 색인어 분석에서도 개 신학과 복음주의가 두 군집을 표하는 주요어로 나타났다. 자 분석에서는 

9개의 군집이 산출되었다. 이 에서 4개의 군집에는 주로 개 신학을 연구하는 장로교단 신학자들이 포함되었으며, 

5개 군집에는 장로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신학자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학술지와 색인어, 자에 한 

계량서지학  분석 모두에서 일 되게 개 신학 군집과 복음주의 군집을 도출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journals and index terms, authors of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neutral theological position by using bibliometrical analyzing methods. The 

analyzing methods are average linkage and neighbor centralities, profile cosine similarities. 

Especially,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s, we interpreted the research topic 

by finding the key shared index terms between the authors. In the journal analysis results, 9 

journals were largely clustered together in the two clusters of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but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that is thought to be a reformed journal 

was clustered in evangelical cluster. In the index terms analysis results of the clusters,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were key words representing the two clusters. In the authors’ analysis 

results, we had 9 clusters and the Presbyterian theologian studying the reformed theology had 

the four clusters and the non-Presbyterian theologian had the 5 clusters. Therefore, we consistently 

had the two clusters of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in all the analysis of the journals 

and the index terms,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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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 과 방법

1.1 연구의 목

학술지 논문의 색인어를 계량서지학  방법

을 용하여 그 학술지의 지식구조를 밝힘으로

써 그 학문 역의 연구경향이나 학자들의 학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그 학문 역의 재 

상황을 악하거나 미래의 방향을 측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을 용하는 연

구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역에서 흔하지만, 키

워드 분석을 심으로 차 국내에서도 인문사

회과학 역에까지 계량서지학  연구가 확산

되고 있다(이수상 2013). 인문학 역에도 작문

(김혜연 2017), 한국어 교육(장경미 2017), 독

서(김  2015), 작가분석(최상희 2017), 국

학(최은진 2016), 신학(유 , 이재윤 2016a) 

등의 분야에서 계량서지학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신학 역은 교회와 분리할 수 없으

며, 기독교인의 삶과도 한 련을 가진다. 

따라서 신학 역의 분석 결과는 교회에 향

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과 무 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존

재하기 때문에 교 의 신학을 분석함으로써 세 

요소의 상 계를 밝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신학은 복음주의신학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교 와 상 없이 복음

주의를 지향한다는 교회가 다수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단이다. 다시 

말해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교단이 장로교단

이라는 말이다. 한국장로교회는 4개의 주요 교

단으로 나뉘고, 그 교단들은 모두 신학 학원을 

운 하고 있다. 그 신학 학원들은 장로교단으

로 장로교신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장로교신학

은 개 신학 는 칼빈주의로도 불린다. 한국장

로교역사와 련해서 허순길(2001)에 의하면 

한국의 기 선교사들은 미국의 장로교회 소속

이었지만, 부분 보수 인 복음주의자들이었

다. 그리고 한국장로교회 목사들의 설교도 장로

교회의 설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자들도 장로교회에 속해 있

었지만 장로교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다른 교 의 교회로 넘나들게 되었다. 허순길

이 언 한 이러한 경향은 지 도 유효한 것으

로 보인다.

의 내용에 따르면 특정한 교 에 속하는 것

이 그 교 의 신학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학자도 자신이 속한 교 의 신학을 

따르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한 교 의 신학 경

향을 악하는 것은 그 교단의 신학교회와 신자

들의 삶에도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속

해 있는 한국장로교회의 학술지와 신학교 교수

들 과 개신교 부분의 교 가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신학 학술지와 자들을 분석하는 것

은 한국 신학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에게

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의 장로교단

과 개 신학 련 학술지의 색인어와 복음주의

를 표방하는 학술지들의 색인어를 분석함으로

써, 두 신학의 신학  경향의 차이를 밝히고, 장

로교단들이 개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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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려고 하 다. 더불어 신학자들의 주요 연

구주제를 분석하여 그 신학자들이 개 신학과 

복음주의신학 에서 어떤 신학  입장을 지지

하고 있는 지도 밝히려고 하 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 상으로 <표 1>과 같이 복음주의신학

회의 학술지 2종, 립 인 학술지 2종, 개 신

학 련 학술지 5종을 분석 상으로 선택하

다. 총 9종의 학술지 에서 연구재단 등재지가 

6종이며, 장로교단 학술지 3종(신학정론, 신학

지남, 고신신학)은 등재지가 아니지만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포함시켰다.

학술지 분석에서는 평균 연결 군집화(average 

linkage clustering) 기법, 색인어 분석에서는 

가  네트워크를 한 지역 심성 척도인 이웃

심성(neighbor centrality; NC) 척도(이재윤 

2015)와 ward 군집화 기법, 자 분석에서는 

로 일 코사인 유사도와 병렬최근 이웃클러

스터링(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PNNC) 알고리즘(이재윤 2006b)을 이용한 패

스 인더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자 간 공유 

색인어 분석을 용하 다. 이 에서 자 간 공

유 색인어 분석 기법은 김수정과 이재윤(2016)

이 학문 분야 단  분석에서 학문 분야 사이에 

공통된 색인어를 분석한 방법을 응용하여 자 

간 계 분석에 용한 것이다.

1.3 연구 질문

첫째, 학술지들이 개 신학과 복음주의의 두 

개의 군집으로 분리되는가?

둘째, 첫 번째 분석 결과 생성된 두 군집의 

색인어 분석에서는 개 신학과 복음주의의 신

학  특색이 구분되는가?

셋째, 자들의 주요 연구 역과 소속 신학

교가 학술지 분석과 색인어 분석처럼 개 신학

과 복음주의의 신학  경향을 나타내는가?

2. 선행연구

신학 학술지의 색인어를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국내 학술지 9개

를 상으로 분석한 논문이 처음인 것으로 보

학술지명 발행기

성경과 신학(Bible and Theology; BT)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약연구(Korean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 KENTS) 한국복음주의신약신학회

한국조직신학논총(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KJST) 한국조직신학회

신약논단(Korean New Testament Studies; KNTS) 한국신약학회

한국개 신학(Korea Reformed Theology; KRT) 한국개 신학회

장신논단(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KPJT) 장신교단(장로교회)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JRT) 합신교단(장로교회)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y Quarterly; PTQ) 총신교단(장로교회)

고신신학(KOSIN Theological Journal) 고신교단(장로교회)

<표 1> 학술지명과 발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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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Yoo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신학  입장을 가지고 있는 9개 신학학

술지를 분석하 다. 이후에는 미국의 웨스트민

스터 신학 학술지(유 , 이재윤 2016b)와 칼

빈 신학 학술지(유 , 이재윤 2016a)의 최  

간행본을 포함한 체 학술지를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 으며 데이터의 시기를 구분하는 새로

운 방법을 제안하 다. 더불어 신학학술지의 

자와 주요 연구 분야를 제시한 최 의 논문이

었다. 

3. 복음주의와 개 신학

3.1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성경의 용어인 복음에서 유래되었

다. 임경근(2017)은 세말기에 구원의 개인 인 

측면과 스스로 성경읽기를 강조한 로마교회의 

작가들을 복음  는 복음주의자라는 뜻의 어 

단어인 ‘evangelica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후에 복음주의(evangelism, evangelicalism)라

고 불 다. 그리고  복음주의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17-18세기 경건주의자들은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으며, 소그룹과 개

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하 다.

한상화(2000)는 복음주의 용어의 혼란에 

해서 언 하면서, 복음주의의 용례 9가지를 소

개하 다. 그만큼 복음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개 신학과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하

거나 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사

용하기도 한다. Stone(1999)은 복음주의를 이데

올로기, 운동, 공동체 는 복음과 련된 사상

체계나 정신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McGrath 

(1999)는 복음주의에서는 복음을 신자 개인의 

주 인 확신이나 체험으로 보기도 한다. 따

라서 복음주의의 의미 범 가 매우 넓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음주의는 교 나 교리

에 한정된 좁은 개념이 아니라 집합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임경근 2017). 루니아(1984)는 다

음과 같이 복음주의의 특징을 정리하 다. 첫

째는 성경을 권  있는 하나님의 말 으로 받

아들이며,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수 그리스도와의 개인 인 체험을 강조하며, 

셋째, 성도를 도와 선교 역에 매진하도록 

하는 세 가지로 정리하 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 를 인정하는 

것에서는 개 신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만, 성경해석의 다양한 을 인정함으로써 

개 신학과의 차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성

령의 도우심으로 수 그리스도와의 개인 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신앙을 개인 인 

차원으로 제한하여 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

조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의 교회  차원을 경시

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신자가 도와 선교

에 매진하는 것이 비성경 인 것은 아니지만 

신자의 모든 삶의 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 신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3.2 개 신학

개 신학은 종교개 에 근거한 용어로서, 종

교개 가 던 칼빈의 신학에 많은 향을 받아

서 칼빈주의라고도 불린다. 임경근(2017)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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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 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인간인 ‘나’에게 을 두

었던 루터와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가 개 신

학과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분기 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한 지식,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에 

한 지식(타락, 율법도 신구약성경, 보자 그

리스도의 삼 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리는 

방법(성령, 믿음, 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

능하게 하는 외부  수단(교회)을 심으로 개

신학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 다. 그리고 

Warfield(1970)은 성경, 하나님, 창조, 인간, 타

락, 은혜, 그리스도, 주님, 성령, 복음, 선행, 교

회, 종말을 개 신학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

는데 칼빈이 제시한 개 신학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개 신학을 확립한 버

코 는 자신의 서인 조직신학(1996)에서 개

신학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하나님/신론(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

심), 하나님과 인간의 계/인간론(원시 상태의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은혜언약 안에 있는 인

간), 그리스도의 격과 사역/기독론(그리스도

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직분), 

구원 사역의 용/구원론, 교회와 은혜의 수단/

교회론(교회와 은혜의 수단), 마지막 날의 일들

/종말론(개인  종말론과 일반  종말론) 등 6

가지인데, 칼빈과 워필드의 개 신학 주요 개념

과 유사하다. 가장 최근에는 임경근(2017)이 개

신앙의 특징을 하나님 심, 하나님의 

주권, 성경 심, 교회 심, 신앙과 삶의 일치, 

기독교 세계  등 7가지로 제시하 다. 임경근

이 제시한 내용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와 기독

교 세계 은 개 신학의 주요 용어들을 그리스

도인의 삶에 용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임경근은 개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개 신앙을 사용하 는데, 그 신앙

의 내용이 개 신학에서 나온 것이므로 두 용

어는 유사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 신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

경,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등의 주요 개념을 

요약할 수 있으며, 복음주의와 다르게 16세기

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념들이 일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의 구

원과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와 다르게 하나

님을 먼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와 개 신학의 신학  내용을 교회로서 개인의 

삶에 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4. 계량서지학  분석

4.1 기본 통계

신학학술지의 색인어는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복음주의신학회의 학술지 2종, 립 인 

학술지 2종, 개 신학 련 학술지 5종에 실린 

학술논문에서 수집하 다. 이 에서 연구재단 

등재지 6종이 포함되었으며, 개 신학 련 학

술지 에서 장로교단 학술지 3종은 등재지가 

아니지만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포함시켰다.

총 6,760종의 색인어가 14,743회 출 하 다. 

동일한 용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다르게 표기

된 경우에는 빈도가 높거나 외래어표기법에 맞

는 표 형태로 통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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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BT 14 22 24 34 31 33 48 48 41 44 339

JRT 17 18 15 15 16 20 25 15 23 21 185

KENTS 5 19 23 22 24 31 29 33 25 21 232

KJST 17 16 25 25 27 38 34 32 27 26 267

KNTS 31 31 32 32 29 34 38 33 34 30 324

KOSIN 6 8 9 12 9 8 11 11 10 10 94

KPJT 29 32 13 31 43 62 57 41 48 47 403

KRT 21 21 18 21 24 41 35 38 26 30 275

PTQ 48 40 46 35 31 36 34 47 38 32 387

총합계 188 207 205 227 234 303 311 298 272 261 2,506

<표 2> 연도별 논문 수 

학술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BT 92 149 166 251 228 195 317 343 293 287 2,321

JRT 87 93 96 89 74 97 134 84 115 118 987

KENTS 25 98 131 133 147 169 161 202 155 113 1,334

KJST 72 65 125 151 175 239 185 182 164 156 1,514

KNTS 178 172 187 198 173 219 230 212 204 192 1,965

KOSIN 36 47 68 89 52 54 67 71 64 56 604

KPJT 158 167 70 184 239 337 304 233 276 260 2,228

KRT 122 136 119 149 165 272 239 244 172 176 1,794

PTQ 243 213 245 186 153 174 161 249 211 205 2,040

총합계 1,013 1,140 1,207 1,430 1,406 1,756 1,798 1,820 1,654 1,563 14,787

<표 3> 연도별 색인어 수 

4.2 학술지 분석 결과

9개 학술지에서 6,760종의 색인어가 사용된 

횟수를 9 X 6,760 크기의 행렬로 표 한 다음 

학술지 사이의 색인어 유사도를 코사인 계수로 

산출하여 <표 4>와 같은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얻었다.

코사인 유사도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평균연

결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계층

 군집화가 이루어졌고, 4개 군집 분할을 선택

하 다. KOSIN 학술지가 별도의 군집으로 나

타난 이유는 기본통계에서 밝 진 것처럼 논문

과 색인어 수가 다른 학술지에 비해서 매우 

어서 개별 군집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연결 군집화 기법을 바탕으로 9종 학술

지의 군집 기반 네트워크 CBNet을 <그림 2>와 

같이 생성하 다. 이 그림에는 학술지별 주요

어를 표시하 다. 주요어는 각 학술지에 출

한 색인어 에서 출 빈도가 상  5  이내인 

색인어이다. <그림 3>은 4개 군집의 주요어를 

표시하 다.

군집 3, 4의 주요 공통어를 보면 4개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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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JRT KENTS KJST KNTS KOSIN KPJT KRT PTQ

BT 1.000 0.444 0.366 0.472 0.442 0.519 0.594 0.592 0.532

JRT 0.444 1.000 0.276 0.292 0.294 0.351 0.315 0.545 0.578

KENTS 0.366 0.276 1.000 0.240 0.668 0.223 0.279 0.279 0.237

KJST 0.472 0.292 0.240 1.000 0.310 0.322 0.539 0.494 0.358

KNTS 0.442 0.294 0.668 0.310 1.000 0.188 0.342 0.283 0.268

KOSIN 0.519 0.351 0.223 0.322 0.188 1.000 0.461 0.477 0.504

KPJT 0.594 0.315 0.279 0.539 0.342 0.461 1.000 0.451 0.396

KRT 0.592 0.545 0.279 0.494 0.283 0.477 0.451 1.000 0.635

PTQ 0.532 0.578 0.237 0.358 0.268 0.504 0.396 0.635 1.000

<표 4> 9종 학술지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

<그림 1> 코사인 유사도 데이터를 활용한 평균연결 군집화에 의한 계층  군집화

<그림 2> 9종 학술지의 평균연결 군집 기반 네트워크(CBNet)와 학술지별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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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균연결 군집 기반 네트워크(CBNet)의 4개 학술지 군집별 주요어

모두 ‘개 신학’과 ‘칼빈’을 포함하고 있다. ‘칼

빈’은 개 신학을 완성한 신학자이므로 군집 3, 

4는 개 신학 군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군

집에 포함된 3 종의 장로교 학술지인 신학지남

(PTQ), 신학정론(JRT), 고신신학(KOSIN)은 

개 신학을 지향하는 학술지들이다. 그리고 한

국개 신학은 학술지 이름에서 그 지향하는 신

학  특색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장신논

단(KPJT)은 장로교단 학술지이지만 개 신학

을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장로

교단 학술지와 차별성을 보 다.

1군집은 신약학 련 학술지로서 ‘ 수 그리

스도’, ‘바울’, ‘요한복음’을 주요 공통어로 가진

다. 군집 2에서는 ‘하나님’이 세 학술지 모두에

서 공통 주요어이며, ‘선교’와 ‘바르트’는 두 학

술지에서 공통 주요어로 나타났다. 선교는 복

음주의 진 에서 강조하며, 바르트는 개 신학

과는 다른 신학  경향을 보이는 신학자이다. 

특히 KPJT와 KJST가 ‘바르트’를 공통 주요어

로 가짐으로써 ‘개 신학’과 ‘칼빈’을 주요 공통

어로 가지는 군집 3, 4의 개 신학과는 다른 신

학  경향을 보 다.

4개 군집마다 각 군집에 속한 학술지에 공통

으로 많이 출 한 색인어를 군집별 주요어로 

정했다. 먼  색인어의 학술지별 출 비율(해당 

색인어 빈도 / 색인어 체빈도)을 구한 후, 군

집에 속한 각 학술지마다의 출 비율의 기하평

균이 높은 색인어를 군집별 주요어로 지정했다.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을 구한 이유는, 군집 

소속 학술지  어느 하나에서라도 출 비율이 

0인 색인어는 군집을 표하는 주요어가 될 수 

없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에는 군집

별로 주요어 5개씩을 표시하 다.

군집 3, 4는 학술지별 주요어와 유사하게 ‘개

신학’과 ‘칼빈’이 포함되었으며, 두 군집 모두

에서 ‘한국교회’도 주요어로 나타났다. 군집 1, 

2의 공통 주요어는 ‘ 수 그리스도’이었으며, 군

집 1은 신약학 학술지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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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2의 ‘교회’는 군집 3, 4의 ‘한국교회’ 보다는 

포 인 용어가 주요어로 포함되었다.

4.3 색인어 분석 결과

앞 장의 학술지 분석 결과 네트워크에서 ‘개

신학’을 주요어  하나로 포함하는 왼쪽의 

학술지 4종(JRT, KRT, PTQ, KOSIN)을 A

집단, 그 지 않은 나머지 오른쪽의 5종 학술지

를 B집단으로 구분하 다. A 집단에 속한 학

술지들은 개 신학을 지향하는 장로교단 학술

지 3종과 한국개 신학이 포함되어 개 신학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B 집단에 속한 5종의 

학술지 에는 복음주의신학 련 학회에서 발

행한 2종과 개 신학이나 복음주의에 속하지 

않는 립 인 학술지 2종과 장로교단 학술지

이지만 학술지 군집 분석에서 다른 장로교단 

학술지와 분리된 1종의 장로교단 학술지가 포

함되었다. 학술지 군집 분석을 근거로 B 집단

은 복음주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집단에 속한 학술지의 게재 논문에 나타난 색

인어 사이의 동시출  계를 이용하여 주요 

연구주제를 분석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군집 주요어는 색인어의 출

빈도를 기 으로 선정한 것인데, 고빈도 주제

어는 해당 논문집합에 나타난 연구 주제 반

을 고르게 반 하지 못하고 특정 연구 분야로 

편 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

기 해서 색인어 동시출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색인어의 입지에 한 지역 심성 척도를 

측정하 다. 자동시인용 네트워크에서 국지

인 의 지역 심성 척도가 각 주제별로 

핵심 자를 고르게 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고 밝 져 있기 때문이다(이재윤 2006a), 이 

연구에서는 가  네트워크를 한 지역 심성 

척도인 이웃 심성 척도(이재윤 2015)를 용

하 다.

A집단에 속한 4종의 학술지의 논문은 총 

941건이었고, 여기에 출 한 색인어는 총 2,846

종, 2번 이상 출 한 색인어는 681종이었다. A

집단의 941건의 논문  1% 이상에서 출 한 

색인어, 즉 10회 이상 출 한 색인어 62종을 동

시출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B집단에 속한 5종 학술지의 논문은 총 1,565

건이었고, 여기에 출 한 색인어는 총 4,745종, 

2번 이상 출 한 색인어는 1,119종이었다. B집

단의 1,565건의 논문  1% 이상에서 출 한 

색인어, 즉 16회 이상 출 한 색인어는 54종이

었다. B집단의 논문 수가 군집 A보다 많기 때

문에 색인어의 수가 군집 A의 62종보다 많아

지도록 출 빈도 기 을 16보다 낮춘 결과, 14

회 이상 출 한 색인어 65종을 동시출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A집단에서는 ‘개 신학’이 체의 13.07%인 

123건의 논문에 출 해서 가장 비 이 높았고 

‘칼빈’이 8.29%(78건), ‘한국교회’가 6.80%(64

건)으로 2 와 3 를 차지했다. B집단에서는 

‘ 수그리스도’가 체의 7.60% 인 119건의 논

문에 출 해서 가장 비 이 높았고, ‘바울’이 

5.62%(88건), ‘하나님’이 4.60%(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색인어는 <표 

5>와 같다.

집단 A의 출 빈도 상  색인어 62개(열)와 

2회 이상 출 한 색인어(행) 681개간의 동시출

을 악하여 681행×62열 행렬을 도출한 후, 

62개의 상  색인어가 681종의 색인어들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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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집단의 출 빈도 상  색인어 62종 B집단의 출 빈도 상  색인어 6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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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3

부흥 13

평양 부흥운동 13

잠언 13

기독론 12

성 12

해석학 12

로마서 12

구원 12

복음주의 12

웨슬리 12

정 12

청교도 12

종말론 11

요한계시록 11

정체성 11

성찬 11

구속사 11

WCC 11

목회자 11

기도 10

어거스틴 10

은혜 10

기독교인 10

섭리 10

목회 10

바빙크 10

보자 10

수그리스도 119

바울 88

하나님 72

하나님나라 60

믿음 57

교회 55

선교 54

칼빈 51

요한복음 50

종말론 48

성령 47

삼 일체 44

기독론 43

한국교회 41

설교 41

율법 35

마가복음 34

칭의 33

신학 33

성 31

해석학 31

바르트 30

복음 30

성경 29

로마서 28

기독교교육 27

요한계시록 27

계시 27

기독교 26

정체성 25

사랑 25

구원 24

사도행 24

윤리 24

마태복음 24

유 교 23

가복음 22

복음주의 21

루터 20

배 19

성찬 19

제자도 19

공동체 18

갈라디아서 18

비유 18

말 17

종교 17

개 신학 16

성화 16

기도 16

어거스틴 16

몰트만 16

생명 16

정의 16

인간 15

문화 15

죽음 15

내러티 14

성경해석 14

구조 14

창조 14

고린도 서 14

평화 14

기독교상담 14

수사학 14

<표 5> 2개 집단별 출 빈도 상  색인어

각 동시출 한 681개의 빈도를 로 일 벡터

로 간주하여 62개 색인어 사이의 로 일 코

사인 유사도를 산출하 다. 즉 62개 색인어 사

이의 동시출 빈도를 계 값으로 그 로 사용

하지 않고, 각 색인어가 다른 색인어와 동시출

하는 패턴이 유사한 정도를 산출하여 색인어 

사이의 계도로 사용하 다. 이 게 한 이유

는 상  색인어 사이의 직  동시출 빈도는 0

인 경우가 많아서 계가 풍부하지 못하고 

무 성긴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시출  로 일이 유사한 정도로 코사인 유사

도를 산출하여 색인어 사이의 정 한 계를 

도출하 다.

집단 A에서 출 빈도 상  색인어 62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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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 코사인 유사도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계층  군집화 기법의 일종인 Ward 기법으로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4>의 덴드로그

램과 같다. 

이 군집화 결과로부터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을 <그림 5>와 같이 도출하 다.

<그림 4> 집단 A의 출 빈도 상 어 62종의 Ward 군집화 결과(7개 군집 표시)

<그림 5> 집단 A의 출 빈도 상 어 62종의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 

(노드의 크기는 이웃 심성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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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네트워크에서의 지역 심성 척도인 이

웃 심성 척도로 62종 색인어의 요도를 측정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

단 A에서는 ‘개 신학’이 2 와 격한 차이로 

1 로 나타났으며 ‘칭의’, ‘성화’, ‘칼빈’, ‘증보자’

가 5  이내에 포함되었다. 집단 A에 포함된 

주요 색인어들은 개 신학과 련된 용어로 구

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단 A는 개 신학 집

단으로 보인다.

집단 B에서 출 빈도 상  색인어 65종의 

로 일 코사인 유사도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계층  군집화 기법의 일종인 Ward 기법으로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6>의 덴드로그

램과 같다.

이 군집화 결과로부터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을 <그림 7>과 같이 도출하 다.

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개 신학 10.64

칭의 5.28

성화 4.55

칼빈 3.73

보자 3.52

성령론 3.50

수그리스도 3.06

교회론 2.96

성찬 2.61

언약 2.53

성경 2.47

주해 2.32

교회 2.26

목회상담 2.26

구약성경 2.14

한국교회 2.07

개 교회 1.87

웨슬리 1.87

설교 1.77

박윤선 1.74

기독론 1.69

부흥 1.68

성령 1.62

목회자 1.58

잠언 1.55

기도 1.53

정 1.48

성경 1.46

평양 부흥운동 1.44

WCC 1.40

청교도 1.39

바울 1.30

종교개 1.28

로마서 1.27

기독교 1.19

섭리 1.19

선교 1.10

삼 일체 1.08

복음주의 1.04

구원 0.99

믿음 0.96

한국장로교회 0.82

목회 0.82

구원론 0.78

신약성경 0.76

박형룡 0.68

구속사 0.59

배 0.52

하나님 0.50

은혜 0.46

어거스틴 0.45

성 0.43

신학 0.40

정체성 0.38

해석학 0.37

교육 0.32

총신 0.31

바빙크 0.25

요한계시록 0.21

기독교인 0.18

종말론 0.17

기독교교육 0.12

<표 6> 집단 A의 출 빈도 상 어 62종의 이웃 심성 측정 결과

<그림 6> 집단 B의 출 빈도 상 어 65개의 Ward 군집화 결과(6개 군집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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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집단 B의 출 빈도 상 어 65개의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 

(노드의 크기는 이웃 심성에 비례)

가 네트워크에서의 지역 심성 척도인 이

웃 심성 척도로 65개 색인어의 요도를 측정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

단 B에서는 ‘칭의’가 1 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 수그리스도’가 2 고 ‘설교’, ‘하나

님’, ‘내러티 ’가 5  이내에 포함되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칭의’는 5 의 이웃 심

성을 보여서 최상 권의 색인어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최근 한국신학계에서 칭의에 한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집단 

B에서 2 인 ‘ 수 그리스도’도 집단 A에서 7

로 상 권에 포함되었다. 즉 ‘칭의’와 ‘ 수그

리스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 으로 심 

색인어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두 집단에서의 입지가 크게 엇갈리는 주

요 색인어도 에 띈다. 집단 A에서 2 와 격

한 격차를 보이며 이웃 심성 1 던 ‘개 신학’

은 집단 B에서는 최하 권인 61 에 불과했고, 

집단 A에서 3 던 ‘성화’는 집단 B에서는 42

에 머물 다. 반면에 집단 B에서 4 인 ‘하나

님’은 집단 A에서는 49 에 불과했고, 집단 B에

서 8 로 나타난 ‘복음주의’는 집단 A에서는 39

에 머물 으며, 집단 B에서 이웃 심성 5 인 

‘내러티 ’는 집단 A에서는 출 빈도 상  색인

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즉, ‘개 신학’과 ‘성화’

가 상 으로 집단 A에서 두드러진 입지를 차

지한 색인어인 반면, ‘하나님’, ‘복음주의’, ‘내러

티 ’는 상 으로 집단 B에서 두드러진 입지

를 차지한 색인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B의 신학

 경향이 복음주의와 련이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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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칭의 5.52

수그리스도 4.96

설교 4.13

하나님 4.04

내러티 3.55

문화 3.48

율법 3.47

복음주의 3.47

바울 3.28

제자도 3.21

정체성 2.95

생명 2.89

성령 2.87

정의 2.47

평화 2.44

몰트만 2.31

말 2.23

선교 2.08

성경 2.02

칼빈 1.83

사랑 1.74

믿음 1.73

마가복음 1.73

구원 1.72

교회 1.72

종말론 1.53

요한복음 1.47

기도 1.47

삼 일체 1.44

성찬 1.43

인간 1.42

성경해석 1.41

로마서 1.41

비유 1.37

계시 1.32

사도행 1.31

복음 1.29

해석학 1.28

하나님나라 1.28

구조 1.26

루터 1.22

성화 1.21

신학 1.15

갈라디아서 1.11

가복음 0.82

창조 0.75

종교 0.73

마태복음 0.68

한국교회 0.56

윤리 0.55

성 0.52

공동체 0.45

죽음 0.42

배 0.40

기독론 0.40

고린도 서 0.37

유 교 0.37

바르트 0.36

기독교교육 0.30

어거스틴 0.27

개 신학 0.26

기독교 0.21

수사학 0.17

요한계시록 0.08

기독교상담 0.05

<표 7> 집단 B의 출 빈도 상 어 65종의 이웃 심성 측정 결과

따라서 학술지 군집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집단 A는 개 신학의 신학  특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 신학’뿐만 아

니라 ‘성화’는 구원 이후에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개 신학과 련이 깊다. 

집단 B의 주요 색인어 에서 ‘하나님’과 ‘내러

티 ’는 집단 내에서 이웃 심성 순 는 높지

만, 네트워크의 하  군집의 심에 치하지

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신학 경향

과는 상 없는 립 인 용어이며, ‘내러티 ’

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이어서 

신학  특색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에 ‘복음주의’는 이웃 심성 순 도 높으며, ‘칭

의’와 ‘ 수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네트워크의 

하  군집의 심에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음주의가 집단 B에서 신학  특색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으며, 집단 B의 신학

 경향을 표한다고 볼 수 있다.

4.4 자 분석 결과

9종 학술지에 10년 간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47명을 주요 자로 선정하 다. 

주요 자의 공과 소속, 그리고 학술지별 게

재 논문 수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선정된 47명 자를 공별로 살펴

보면 신약신학 17명, 조직신학 13명, 역사신학 

4명, 실천신학 4명, 구약신학 3명, 선교신학 2

명, 설교학 2명, 기독교윤리학 1명, 기독교교육

학 1명이며, 소속신학교별은 총신 16명, 합신 7

명, 고신 6명, 장신 3명, 백석 3명, KC 2명, 숭실

 2명, 안양  1명, 한일 장신 1명, 웨신 1명, 

성  1명, 나사렛 1명, 남신 1명, 서울신 1

명, 강남  1명으로 나타났다. 공별로 신약신

학 공 연구자가 가장 많은 것은 신약신학 

련 학술지가 2종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소속신학교별에서 총신과 합신, 고신 등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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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공 소속
집단 A 집단 B

합계
BT KPJT KJST KENTS KNTS KRT PTQ JRT KOSIN

1 최윤배 조직신학 장신 2 6 6 10 24

2 최홍석 조직신학 총신 24 24

3 이승구 조직신학 합신 2 6 1 13 22

4 문병호 조직신학 총신 3 18 1 22

5 송 목 신약신학 고신 10 1 2 8 21

6 정일웅 실천신학 총신 1 5 14 20

7 김 한 조직신학 숭실 2 14 2 18

8 창학 구약신학 합신 17 17

9 이상웅 조직신학 총신 2 14 16

10 이은선 역사신학 안양 6 1 9 16

11 박용규 역사신학 총신 1 15 16

12 이상원 기독교윤리 총신 2 14 16

13 권연경 신약신학 숭실 9 6 1 16

14 김병훈 조직신학 합신 1 1 13 15

15 이한수 신약신학 총신 4 2 8 14

16 윤철호 조직신학 장신 8 6 14

17 김길성 조직신학 장신 14 14

18 김문 신약신학 KC 10 4 14

19 박노식 신약신학 강남 5 9 14

20 신 우 신약신학 총신 1 4 4 4 13

21 신득일 구약신학 고신 2 10 12

22 이신열 조직신학 고신 2 2 8 12

23 배재욱 신약신학 남 2 4 5 1 12

24 김창훈 실천신학 총신 4 8 12

25 김진수 구약신학 합신 2 1 9 12

26 김학유 선교신학 합신 12 12

27 문병구 신약신학 서울신 1 7 4 12

28 한천설 신약신학 총신 6 5 11

29 채은수 선교신학 총신 11 11

30 이상규 역사신학 고신 1 1 9 11

31 이오갑 조직신학 KC 1 1 9 11

32 심상법 신약신학 총신 2 4 5 11

33 이 직 실천신학 총신 11 11

34 김상훈 신약신학 총신 6 1 4 11

35 이찬석 조직신학 성 1 8 1 10

36 최갑종 신약신학 백석 2 3 4 1 10

37 최 숙 신약신학 웨신 1 6 3 10

38 임 효 실천신학 고신 10 10

39 차정식 신약신학 한일장신 1 9 10

40 채 삼 신약신학 백석 1 6 3 10

41 조병수 신약신학 합신 10 10

42 이승진 설교학 합신 4 1 5 10

43 류응렬 설교학 나사렛 4 6 10

44 강용원 기독교교육 고신 4 6 10

45 김경진 신약신학 백석 3 2 2 3 10

46 강웅산 조직신학 총신 4 6 10

47 김요섭 역사신학 총신 4 3 3 10

<표 8> 주요 연구자의 공  소속과 학술지별 게재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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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신학교에 소속된 연구자가 반 이상을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신은 장로교

단 신학교이지만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이한 은 상  5명이 모두 장로교단 신

학교 소속이었으며, 5명 에 4명이 조직신학 

공자이었다.

자 사이의 계를 악하기 해서 각 

자의 논문에 부여된 색인어를 비교하 다. 주

요 자 47명의 논문에 1번이라도 사용된 색인

어는 1,997종이었다. 자 47 × 색인어 1,997종

의 행렬을 작성한 후, 각 자 사이의 유사도를 

코사인 계수로 산출하 다. 다음 과정에서는 47

명의 주요 자들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

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가  네트워크 분석 

로그램인 WNet(이재윤 2013)을 사용해서 패

스 인더 네트워크를 생성하 다. 한 WNet

을 사용해서 PNNC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 <그

림 8>  <표 9>와 같이 9개 군집이 자동으로 

도출되었다.

주요 자 47명의 패스 인더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핵심 연결선은 모두 46개이다. 두 자 

사이에 연결선이 생성되어 있다는 것은, 두 

자가 공통 으로 사용하는 색인어가 다수 존재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두 자가 공통 으로 

사용한 색인어를 ‘공유 색인어’라고 할 수 있다. 

공유 색인어에 해서 두 자가 각자 사용한 

횟수를 곱한 값을 ‘색인어 공유도’라고 명명하

고, 두 자 사이의 색인어 공유도가 10 이상인 

색인어는 모두 핵심 공유 색인어로 선정하 다. 

색인어 공유도가 10 이상인 색인어가 없으면 

<그림 8> 주요 자 47명의 패스 인더 네트워크 

(PNNC 알고리즘에 의한 9개 군집별로 표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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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번호 소속 연구자

1 최윤배, 송 목, 이은선, 김병훈, 이신열, 김학유, 이오갑, 김요섭

2 최홍석, 김 한, 이상웅, 김길성, 채은수

3
이승구, 문병호, 창학, 이상원, 윤철호, 배재욱, 김창훈, 김진수, 최 숙, 차정식, 조병수, 이승진, 류응렬, 
강웅산

4 정일웅, 박용규, 이상규

5 권연경, 이한수, 문병구, 한천설, 이찬석, 최갑종, 김경진

6 김문 , 김상훈

7 박노식, 신 우, 심상법

8 신득일, 이 직

9 임 효, 채 삼, 강용원

<표 9> PNNC 군집화 결과로 도출된 9개 자 군집

가장 공유도가 높은 1개의 색인어를 핵심 공유 

색인어로 선정하 다. 패스 인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46개의 연결선마다 이 게 선정된 핵

심 공유 색인어는 <그림 9>에 제시하 다.

쪽 네트워크의 심 간선( 쪽 앙의 군

집3-a에서 문병호부터 아래쪽으로 김요섭, 이

오갑, 이신열, 최윤배, 이상웅으로 이어지는 경

로)에 개 신학자들이 있고, 복음주의 자들

<그림 9> 주요 자 47명의 패스 인더 네트워크에 

자 간 핵심 공유 색인어를 표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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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병호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군집 3-b

(설교), 8(주해), 9( 수그리스도, 믿음), 5(바

울), 7(요한복음)과 같이 주변부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개 신학자들이 상 으로 연구 

주제가 하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에 복음주

의 자들은 공통 주제가 희박하여 분산된 연

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된다. 쪽 군집은 

복음주의 주제어와 연결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이오갑을 심으로 ‘칼빈’을 공유

하는 자들(군집1 일부)이 포진하며, 이오갑

의 왼쪽으로는 ‘한국교회’를 공유하는 자들

(군집4), 왼쪽 아래로는 ‘요한복음’을 공유하는 

자들(군집6)이 자리 잡았다. 오른쪽 아래의 

최윤배를 심으로 ‘칼빈’과 ‘개 신학’, ‘성령’을 

공유하는 자들(군집1 일부)이 있으며, 그 오

른쪽으로는 ‘개 신학’, ‘박형룡’, ‘신학’을 공유

하는 자들(군집2)이 이어진다. 따라서 아래

쪽 군집은 개 신학 주제어와 연결되어 있다.

에 띄는 부분은 문병호를 심으로 하는 

군집 3-a의 일부가 ‘개 신학’과 ‘ 수그리스도’

를 핵심 색인어로 공유한다는 이다. 신학

으로는 개 신학자이면서 수 그리스도를 연

구하는 이 자 군집이 복음주의 군집의 앙

에 치하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 자들이 

모여 있는 반면 개 신학 련 자들은 주로 

아랫부분에 있지만 동시에 개 신학과 복음주

의 군집을 연결하는 군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의 핵심 공유 색인어 결과를 바탕으

로 <표 9>의 자군집을 재구성하면 <표 10>과 

같으며, 세부 그룹은 군집번호에 -a와 -b를 부

기하고 호로 묶어서 표시하 다. 앞선 <표 8>

의 공과 소속 신학교별 데이터와 <표 10>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그룹이 만들어진 군집은 1, 3 군집이며, 

1군집 소속 자 사이에는 체 으로 칼빈을 

공유하고 있지만 핵심 색인어로 개 신학을 공

유하는 세부그룹(1-a)과 그 지 않은 세부그

룹(1-b)으로 나뉜다. 3군집은 수 그리스도와 

개 신학이 핵심 공유 색인어인 세부그룹(3-a)

과 설교가 핵심 공유 색인어인 세부그룹(3-b)

으로 나뉜다.

군집번호 공유색인어 소속 연구자 세부 그룹

1
(개 신학, 성령) 

(칼빈)

1-a (최윤배, 김병훈, 이은선, 이신열)

1-b (이오갑, 송 목, 김학유, 김요섭)

2 개 신학, 박형룡, 신학 최홍석, 김 한, 이상웅, 김길성, 채은수

3
( 수그리스도, 개 신학)

(설교)

3-a (이승구, 문병호, 창학, 이상원, 윤철호, 배재욱, 최 숙, 차정식, 조병수)

3-b (류응렬, 김창훈, 김진수, 이승진, 강웅산) 

4 한국교회 정일웅, 박용규, 이상규

5 바울 권연경, 이한수, 문병구, 한천설, 이찬석, 최갑종, 김경진

6 요한복음 김문 , 김상훈

7 마가복음 박노식, 신 우, 심상법

8 주해 신득일, 이 직

9 수그리스도, 믿음 임 효, 채 삼, 강용원

<표 10> PNNC 군집화 결과로 도출된 9개 자 군집의 핵심 공유 색인어와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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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소속한 신학교별 분석을 앞의 학술

지 군집 분석과 비교하면, 세 군집의 자 27명 

에서 21명이 장로교단 신학교 소속으로 나타

나서, 세부 그룹이 생긴 1, 3 군집과 2군집은 학

술지 분석의 개 신학 군집에 속하는 자들로 

보인다. 특이한 은 자분석에 포함된 장신 

소속 연구자가 모두 1, 2, 3군집에 포함되었다

는 이다. 장신 소속 연구자의 수가 다른 장로

교단 연구자보다 었지만, 3명 모두 개 신학 

군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

술지 분석과 자 분석에서 장로교단 신학자들

이 개 신학과 련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자 군집의 주제 해석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해서 앞의 <표 8>에 제시했던 자들의 공

과 자 군집을 교차 비교하는 <표 11>을 작성

하 다. 이를 보면 1, 2, 3군집에서 조직신학 

공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약신학 5명, 

역사신학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신약신학 공

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1, 2, 3 군집에 

속한 5명을 제외한 12명 에서 11명이 군집 5, 

6, 7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바울이 핵심 공유 

색인어인 5군집에 6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5, 

6, 7 군집에 속한 연구자들은 신약신학의 연구

자이며, 복음주의와 신약학에서 선교와 도에 

더 많은 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군집

의 자들은 복음주의 연구에 더 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앞의 <그림 9>의 패

스 인더 네트워크에서 상단 부분에 치한 군

집 3, 5, 7, 8, 9의 자들은 신약신학, 실천신학, 

설교학, 조직신학 연구자들이 다수이다. 네트워

크의 하단 부분에 치한 군집 1, 2, 4, 6의 자

들은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공자들이 

부분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개 신학 련 학술지 5종과 

립 인 학술지 2종, 복음주의 련 학술지 2종 

군집  공

번호 공유 색인어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구약신학
기독교
윤리

설교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기독교
교육

1-a 칼빈, 개 신학, 성령 3 1

1-b 칼빈 1 1 1 1

2 개 신학, 박형룡, 신학 4 1

4 한국교회 2 1

6 요한복음 2

3-a 수그리스도, 개 신학 3 1 1 4

3-b 설교 1 1 2 1

5 바울 1 6

7 마가복음 3

8 주해 1 1

9 수그리스도, 믿음 1 1 1

<표 11> 자 군집과 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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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9개의 학술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앞에

서 설정한 연구질문 3가지를 심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 분석에서 개 신학과 복음주의 

군집이 구분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평

균연결 군집화 결과 2개의 개 신학 학술지 군

집과 2개의 복음주의 학술지 군집이 도출되었

다. 군집 3과 4에 포함된 학술지 4종은 모두 ‘개

신학’과 ‘칼빈’을 주요 색인어로 공유하고 있

으므로 이들을 개 신학 련 군집으로 정하

고 4종의 학술지를 집단A로 명명하 다. 나머

지 두 군집에 속한 학술지 5종은 집단B로 명명

하 다. 집단B 에서 군집 1에 속한 학술지 2

종은 모두 신약학 련 학술지로서 ‘ 수 그리

스도’, ‘바울’, ‘요한복음’을 주요 색인어로 공유

하고 있고, 군집 2에 속한 학술지 3종에서는 ‘하

나님’이 공통 주요어이며, ‘선교’와 ‘바르트’는 

그  두 학술지에서 공통 주요어로 나타났다. 

선교는 복음주의 진 에서 강조하며, 바르트는 

개 신학과는 다른 신학  경향을 보이는 신학

자이므로 이들을 복음주의 련 군집으로 정

하 다.

둘째, 학술지 분석 결과 생성된 두 집단의 색

인어 빈도와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개 신학과 

복음주의의 신학  특색이 각각 명확히 확인되

었다. 집단A의 색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는 ‘개 신학’이 월등한 차이로 이웃 심성 1

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  5  이내에는 

‘칭의’, ‘성화’, ‘칼빈’, ‘증보자’ 등의 개 신학 

련 색인어로 채워졌다. 반면에 집단B에서는 

‘개 신학’이 최하 권인 61 로 나타나서 집

단B가 개 신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오히려 집단A에서 심성 순  39 에 

머물 던 ‘복음주의’가 집단B에서는 8 로 높

게 나타나서 집단B가 복음주의와 련이 깊음

을 보여 다. 한편 집단B의 이웃 심성 순  

상 권은 ‘칭의’, ‘ 수그리스도’ 등 신학  특

색이 뚜렷하지 않은 색인어가 차지하 다. 이

로써 개 신학 학술지들은 개 신학과 련된 

성격이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반면에, 복음주의 

학술지들은 복음주의의 특정 주제에 집 하기 

보다는 개 신학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 신학 

학술지들은 주제의 공통성이 강한 반면, 복음

주의 학술지들은 상 으로 주제의 공통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분석 결과 3개의 군집을 이룬 개

신학자들은 상 으로 연구 주제가 하

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에, 6개의 군집을 이룬 

복음주의 자들은 공통 주제가 희박하여 분산

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신

학자들의 3개 군집에는 주로 장로교단 신학교 

소속의 조직신학 공자들이 속하 다. 나머지 

6개 군집의 신학자들은 ‘바울’과 ‘신약신학’, ‘실

천신학’ 등의 복음주의와 련된 색인어를 공

유하고 있었으며, 장로교단 이외의 신학교에 

소속된 신학자들이 많았고 일치되지 않은 다양

한 분야 공자가 포함되었다.

결론 으로 9종의 학술지를 개 신학과 복음

주의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자 분석에서도 

체로 개 신학 연구에 심이 높은 신학자와 

복음주의 연구에 심이 높은 신학자들이 구분

되었다. 공통 색인어와 자 소속을 살펴본 결

과 개 신학은 뚜렷하게 결집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복음주의 연구는 상 으로 

결집된 정도가 느슨한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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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로는 구약학 련 학술지를 

포함시키지 못한 과 보다 폭넓은 국내 신학 

학술지의 색인어와 자를 분석하지 못한 을 

들 수 있다. 한 연구 성과 에서 단행본을 

다루지 못한 도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단행

본을 출간하는 연구자도 논문을 지속 으로 발

표하면서 련된 주제의 단행본을 발표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주요 연구 주제는 체로 반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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