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Ⅴ-C : 한국학융합콘텐츠 135

I. 서론

  <적벽가>는 삼국지연의를 기반으로 한 작품군으로 

창본과 소설본 형태로 다양한 이본을 남겼다. <적벽가>

의 성립과 이본 계통을 고찰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

해 진행되었으나 직관에 의존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단락 유사도에 기반한 컴퓨터 문

헌 분석 방법론을 <적벽가>에 적용해보고 기존 연구의 

계통 분류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자료의 내용 분석과 단락별 유형 분류

1. 자료의 유형 인코딩 

  본 연구는 적벽가 전집 1~7권에 수록된 작품들을 

기초 자료로 삼는다. 적벽가 전집에는 총 54종의 이본

이 실려 있는데, <적벽가>의 계통과 특징을 뚜렷이 보여

줄 수 있는 이본 46종을 연구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컴퓨터 문헌 분석 방법론의 기반 작업을 마련하기 위

해서 <적벽가>의 서사 단락과 단락별 유형이 반영된 작

품 전체 이본의 데이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적벽가>

의 이본에는 형태에 따라 C, P, S, E의 식별 ID를 부여하

였고, 각 이본의 내용 단락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

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분류한 단락을 전산화된 원시 코

퍼스로 구성하였고, 유형별로 인코딩하였다.  

  

2. 내용 단락과 유형 분류

  <적벽가>의 각 이본에 따라 개별 단락의 미세한 차이

까지 측정하기 위해 공통 서사 단락을 ‘대단락(L1)’, ‘중단

락(L2)’, ‘소단락(L3)’, ‘소소단락(L4)’, ‘소소소단락(L5)’의 

계층 구조로 분석하였다. 이는 내용 단락의 상호 대비와 

관계를 살피기 위해 상위의 서사 단락을 인물과 사건의 

분화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적벽가> 전체 이본의 각 내용 단락에 인코

딩한 기본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작품의 

유형 표지를 추출하였고, 변별되는 내용 단락을 기호로 

나타낸 작업 테이블을 구축하였다. 

▶▶ 그림 1. 이본별 내용 단락 유형 테이블  

  

  

  그림 1은 <적벽가>의 이본별 내용 단락을 유형화 하여 

정리한 테이블로 각 내용 단락마다 고유의 일련번호가 

부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작품의 내용 단락 유형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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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컴퓨터 문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적벽가> 이본의 계통을 분류하고 기존 이본 연구를 검토한 것이다. <적벽가> 이

본의 공통 서사단위는 5개의 계층으로 파악되며, 146개의 개별단락을 산출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집 분석 방법과 계통의 분

기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작품의 계통과 이본간의 거리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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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렇게 분류한 <적

벽가>의 내용 단락은 총 146개로 산출된다. 

Ⅲ. 계층적 군집 분석과 이본 계통의 분기 
분석

1. 개별 이본의 계층적 군집 분석
 

  그림 2는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한 <적벽가> 이본의 

군집 분포를 보여주는데, <적벽가>의 이본은 크게 A그룹

과 B그룹으로 나누어진다. 

  A그룹에는 완판 계열의 이본이 군집을 이룬다. A1그

룹은 무신양책본(EJUN03)과 그 파생작으로 보인다. A2

그룹은 무신서계본(EJUN02)과 그 주변 이본이며, A3그

룹은 정미구동본(EJUN01)과 주변 이본들로 판단된다. 

  B그룹에는 창본에 가까운 이본들이 분포한다. B1그룹

에는 창본 그리고 창본과 내용 단락을 공유하는 이본이 

위치한다. B2그룹도 창본 계열이면서 삼국지연의의 

서사 단락을 공유하는 작품이 군집을 이룬다. 이 그룹의 

이본은 단가, 가사 등 가요사설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다. 

B3그룹은 창본 계열의 작품이면서 비교적 장편인데, 삼

국지연의의 서사 단위를 공유하며 문어체의 문장의 비

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2. 개별 이본의 계통 분기 분석 

  그림 3은 계통 분기 분석을 통하여 <적벽가> 이본의 

계통 분기를 시각화 한 것이다. <적벽가>는 크게 A그룹

과 B그룹의 이본군을 형성하고 있다. 

  A그룹은 완판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미구동

본(EJUN01), 무신서계본(EJUN02), 무신양책본(EJUN03)

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그 외에 낙장본이나 내

용 단락의 편차가 큰 이본들이 이 그룹에 묶여 있다. 

  B그룹은 기본적으로 창본으로 파악된다. B1그룹의 임

방울본(CLBU)과 정광수본(CJKS), 박봉술본(CPBS)과 송

순섭본(CSSS), 정권진본(CJKJ)과 김연수본(CKYS)은 서로 

가깝게 위치하여 밀접도가 높다. 이들이 사제 관계이거

나 사설을 공유하는 관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동진

본(CPDJ), 이선유본(CLSU)은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데, 이들 창본은 중고제 혹은 고제 판소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2그룹도 창본 계열의 작품인데 유일서관본(PYIB)의 

형성 또는 파생에 관여한 이본으로 판단된다. B3그룹은 

삼국지연의와 관련성이 높은 작품들로, 이본간의 밀접

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문헌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적

벽가> 계통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컴퓨터 문헌 분석 기

법 중 계층적 군집 분석법과 이본 계통의 분기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 두 가지 분석을 통하여 <적벽가> 이본의 

계통과 이본간의 거리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적벽가>의 이본간 거리를 확인함

으로써 각 이본의 개별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 성과를 시

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적벽가>의 이

본군에 대한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밖에 컴퓨터 문헌 분석 방법 중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분석 등의 방법론은 추후 다시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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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적벽가> 이본의 계층적 군집 분석 

▶▶ 그림 3. 계통의 분기 분석에 

따른 <적벽가> 이본의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