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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텍스트 시각화는 시각  표 의 재료가 되는 텍스트 자체에 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임의의 텍스트 데이

터를 시각화하기 해서는 해당 텍스트의 특성에 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며, 이 게 도출된 텍스

트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시각화의 목 과 표  근 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스트가 갖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도출된 표 인 시각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시각화에 한 

근 방식에 한 이론  토 를 구축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동일 시각화의 상 텍스트로서  세계

으로 가장 리 알려져 있고, 그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하기 용이하며 따라서 텍스트 시각화 사례가 다양하

게 존재하는 ‘성경’ 텍스트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 다. 사례 분석을 한 기 으로서 텍스트가 갖

는 고유한 특성-내용 , 구조  특성  인용정보-를 도출하고, 각 기 에 부합하는 텍스트 시각화 사례들

을 2-3가지 이상 선정하여 분석에 한 타당성을 높 다. 분석결과 성경 텍스트가 갖는 독특한 특성에 따라 

시각화의 목표와 표  근법이 결정됨을 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 로 향후 더욱 다양한 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 시각화를 한 재료 선택  근 방법에 한 이론  방법론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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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xt visualization begins with understanding text itself which is material of visual expression. 

To visualize any text data, sufficient understanding about characteristics of the text first and the 

expressive approaches can be decided depending on the derive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ext. 

In this research we aimed to establish theoretical foundation about the approaches for text 

visualization by diverse examples of text visualization which are derived through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text. To do this, we chose the 'Bible' text which is well known globally 

and digital data of it can be accessed easily and thus diverse text visualization examples exist 

and analyzed the examples of the bible text visualization. We deriv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ext-content, structure, quotation- as criteria for analyzing and supported validity of analysis 

by adopting at least 2-3 examples for each criterion. In the result, we can comprehend that the 

goals and expressive approaches are decided depending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ible 

text. We expect to build theoretical method for choosing the materials and approaches by 

analyzing more diverse examples with various point of view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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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존에는 텍스트 내부의 단어 빈도수 추출을 통한 단

어  키워드 시각화가 주를 이루었던 텍스트 시각화 연

구 분야는 최근 들어 차 다양한 소재와 표  방법론에 

한 연구로 그 범 와 다양성을 확장해나가는 추세이

다.  마노비치(Lev Manovich)의 ‘햄릿’ 인물 시각화

[1], 3부작 소설 ‘His Dark Material’의 각 권의 진행에 

따른 등장인물 구성의 변화 연구[2],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된 하소설 ‘토지’ 등장인물 네트워크의 동  변화 

분석[3] 등 등장인물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연

구를 비롯하여, 방 하고 복잡한 텍스트 데이터를 다양

한 방식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인터랙

티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시각화의 소재와 

근 방법은 거의 그 한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텍스트 시각화는 시각  표 의 재료가 되는 텍스트 

자체에 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임의의 텍스트 데이터

를 시각화하기 해서는 해당 텍스트의 특성에 한 충

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며, 이 게 도출된 텍스트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시각화의 목 과 표  근 

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스트

가 갖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도출된 표 인 시각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시각화에 한 근 방식

에 한 이론  토 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일 텍스트 데이터에 한 다각도의 시각화 

분석 연구의 상으로는 ‘성경’을 선정하 다. 성경은 

 세계 으로 가장 리 알려진 서 이며, 따라서 어

디에서나 손쉽게 문에 한 디지털 데이터에 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수많

은 텍스트 시각화 사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은 역사서이며 동시에 숨은 교리  상징의 의미가 풍부

히 담겨져 있는 경 으로, 시각화에 시 에 따라 독특

한 해석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무한하며 선행 시각화의 

결과물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 가능하므로 본 동일 

텍스트에 한 시각화 방법론 연구에 매우 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경 텍스트가 갖는 고유의 특성

을 체계 으로 분석한 후, 이러한 텍스트의 특성에 기

인하여 창출된 다양한 시각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시각화의 근 방법론에 한 이론  토 를 마

련하고자 한다.

Ⅱ. 내용적 특성

1. 방대한 내용과 오랜 역사
일반 으로 기독교의 경 을 일컫는 성경은 구약 39

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1,189

장(chapter), 31,039 (verse)로 구성된다[4]. 성경의 

자는 약 4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록 기간은 약 1,600

년[4]으로 그 어떤 역사서나 소설보다 오랜 역사를 담

고 있다. 이러한 방 한 텍스트의 양과 수많은 등장인

물, 그리고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특성은 성경 텍

스트를 쉽고 직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화에 

한 근본  필요성으로 작용한다.

그림 1. Holy Week Timeline/ BibleGateway.com

이러한 내용 악의 용이성 향상을 한 시각화 근

의 표  사례로 BibleGateway.com의 Holy Week 

Timeline[5]을 들 수 있다. [그림 1]은 기독교의 성주간

(Holy Week)에 발생한 사건들을 요일 순으로 나열하면

서, 표  인물과 사건 키워드를 지하철 노선도의 메

타포를 활용하여 표 한 시각화 이미지이다. 아래쪽 확

 이미지를 살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수와 

그를 배신하는 가롯유다의 사건이 당시의 등장인물들

과 함께 순차 으로 나열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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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직  정보 시각화를 통해 4복음서에 걸쳐 악

할 수 있는 내용을 “ 가”, “무엇을”, “어디에”에 기 하

여 직 으로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와 같은 시간-사건-인물의 계 이외에 성경 텍스

트가 갖는 지리  정보를 시간과 연결시켜 악하고자 

하는 시각화의 시도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의 The 

Spread of Christianity in the Bible's book of Act[6]는 

신약 서의 사도신경에서 서술된 30년에 걸친 복음 

도자들의 복음  지역을 순차 으로 보여주기 하

여 상을 활용한 성경 시각화의 사례이다.

 

그림 2. The Spread of Christianity in the Bible's
book of Act/ azbible.com

사도행 에 총 364 차례에 걸쳐 언 된 아시아, 아

리카, 유럽에 걸친 105개의 장소를 지도에 시간 순으로 

을 어 표시하도록 제작하 다. 한 장의 이미지로는 

담기 힘든 ‘시간’이라는 정보를 보다 악하기 용이하고 

역동 으로 달하기 해 움직이는 상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다양한 지역, 오랜 시간에 걸쳐 진

행되는 성경의 내용  정보를 보다 직 이고 손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시각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경 시각화 사례들은 방 한 내용과 매우 오

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사건을 다룬 성경 

텍스트의 악을 용이하기 한 시각화 시도들로, ‘직

 정보 달’이라는 시각화의 근본  목  달성을 

한 시도들로 볼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네트워크
성경이 갖는 1,600년에 걸친 내용  서사는 필연 으

로 많은 수의 등장인물을 포함하게 된다. 텍스트의 정

확한 내용 악을 해서는 등장인물의 정리가 선결되

어야하며, 이러한 이유로 텍스트 내의 심인물과 주변

인물을 구분하거나[7][8] 인물들의 생물학  는 사회

 계 지도를 구축하는 연구[9-12]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Mapping God's Bloodline/ Robert Rouse

유사한 에서 성경 내 등장인물의 연결구조, 즉 

등장인물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다. Mapping God's bloodline[13][그림 3]이 그 한 이

다. 성경의 경우 수의 탄생을 심으로 한 주요 인물

의 기록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God)의 족 계도를 시각 으로 표 할 경우 

역사서와 유사한 심인물 구조도 추출이 가능하다. 이

러한 에 착안한 본 시각화 결과 이미지는 수와 그

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다윗에서 생되는 과

정이 흥미롭게 언 되어 있다. 이러한 족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성경을 순서 로 읽을 경우 획득 불가능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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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순차  사건 발생, 

인간 계 등을 한 에 보여 과 동시에, 내용  서사

를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Mapping God's bloodline이 수의 족 네트워크를 

시각화했다면, Bible Social Network[14][그림 4]는 성

경 텍스트 내에 등장하는 모든 고유명사를 연결하여 성

경의 사회  네트워크를 시각 으로 구축한 사례이다. 

그림 4. Bible Social Network(People and Place)/
Chris Harrison

Chris Harrison은 이를 해 성경 텍스트의 한 구

(verse)에서 각기 다른 고유명사가 동시에 등장할 경우 

이들 사이에 계(connection)를 생성하도록 알고리즘

화하 다. 이러한 기법은 일반  소셜 네트워크의 시각

화 방법론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주요한 단어를 자연

스럽게 연결하는 클러스터링(clustering)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악할 수 있다. 이 게 생성된 계들 

 40회 이상의 계를 갖는 노드만을 수평으로 배치하

여 요도가 낮은 노드들에 비해 가독성을 높 고, 가

지는 계의 횟수에 비례하여 자의 크기를 확 함으

로써 심 단어가 부각되도록 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된 시각화 결과물은 성경의 내용정보를 충실히 

달하는 면에서는 그리 성공 이지 못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시각화 이미지가 

성경 콘텐츠를 정확히, 그리고 충실히 표 해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동일 구  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한 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시간 , 서사

 간극에도 불구하고 인물간 클러스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 구약의 모세를 빈번히 인용하는 신약서

의 경우, 모세와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  간

극이 상당하지만 사상 으로는 한 계가 있음을 

표 할 수 있다. 한 시각화 이미지에 나타나는 ‘바울

(Paul)'과 ’사울(Saul)'의 경우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

고 서로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다. 이는 인물정보의 

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릇된 정보일 수 있으나, 내용

으로는 개종 의 사울과 개종 후의 바울이 교리 으

로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지역이  다르다는 에

서  동떨어진, 무 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듯,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인물 구조를 통해 성경

이라는 복잡한 문서의 악을 해서는 인물 심 역사

서에서 볼 수 없는 통시  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각화 해석법을 통해 쉽게 발견하기 어려

운 숨겨진 교리  본질을 추출할 수 있다.

3. 다양한 장르 서적의 혼합
성경의 표 인 특성 의 하나는 다양한 장르의 문

학 서 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다. 구약성경을 문학 

형태의 에서 분류해보면 법문서(모세 5경) 이외에 

구비(口碑) 설(소돔과 고모라 사건), 시가, 통계, 족보, 

연 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서 한 문학  소

품과(룻기, 에스더), 웅 설(사울, 다니엘, 사사 이야

기)등으로 구성된다. 한 언서인 다니엘서와 스가랴

서는 묵시문학(默示文學)에 속하며, 욥기, 도서, 잠언

의 지혜문학(智慧文學), 시편, 아가의 경우 시가(詩歌)

로 분류된다. 신약성경 한 마찬가지로 복음서(마태, 

마가, 가, 요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 , 

그 밖에 여러 서신서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한다.

성경의 이러한 특성은 독특한 텍스트 시각화 기법을 

창출해내는데, 그 한 사례가 [그림 5]의 Processing 

Bible Visualization[15]이다. 직사각형의 화면을 한 권

의 성경으로 가정하고 왼쪽 상단을 창세기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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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을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으로 지정하고 성경의 

각 장(chapter)을 순차 으로 응시켜 공간을 할당하

다. 이후 성경 체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에 하

여 발견되는 횟수가 빈번할 경우 해당하는 부분의 사각

형에 밝기(brightness) 값을 비례 용하여 성경의 어

떤 부분에 해당 단어가 더 빈번히 등장하는지 직 으

로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에서 제시된 시각

화 결과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들이 발

견된다. 를 들어 수(Jesus)라는 단어는 물론 신약

서에만 등장하므로 캔버스의 아래 부분에만 셀들이 강

조되어 나타나고, 그 에서도 신약 서의 앞부분에 

치한 4복음서에서 해당 단어가 더 빈번히 등장하며 

조 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해 설명

하는 서신서들이 치한 부분에서는 상 으로 낮은 

단어 등장 빈도를 보인다.

그림 5. Processing Bible Visualization/ 
hydrogen2oxygen

Ⅲ. 구조적(형식적) 특성

1. 비순차적 서사구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다양한 장르  성격

을 가진 각 권들이 나열되면서 시간  서사의 사이에 

문학서 는 교훈서가 존재하는 시간 으로 비순차

인 서사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성경의 비순차  서사구

조로 인하여 성경의 독자들이 이를 연 기 으로 악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발견되는데, 이  하나가 ‘1년 성

경읽기 계획 시각화(Visualizing One-Year Bible 

Reading Plans)’[16]이다. 이는 성경을 시간순으로 정렬

한 표에서부터 출발하여 재는 웹 사이트에서 성경을 

시간 순서 로 1년 동안 읽기 하여 하루에 읽어야 할 

만큼의 텍스트를 매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다.

그림 6. Visualizing One-Year Bible Reading Plans

[그림 6]은 시간순 성경읽기 랜을 제공하는 

M'Cheyne One-Year Reading Plan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순서로 성경을 일 년 동안 읽어나갔을 경우, 

읽기가 진행될수록 어떤 권을 얼마나 읽게 되는지를 나

타내는 그래 이다. 이 시각화는 성경이 갖는 역사  

서사 구조의 혼란스러움을 효과 으로 나타낸다. 시편

(Psalms)의 경우 범 한 역사를 포함하는 반면, 네 

권의 복음서가 동시 의 사건을 그리고 있음을 한 에 

악할 수 있다. 즉, 텍스트 데이터의 시각화는 정보를 

직 이고, 일목요연하게 달하는데 목 을 둔 정보

시각화의 근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데이터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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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노이즈 한 시각화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

Chronological Bible이 성경의 비순차  서사구조 자

체를 효과 으로 시각화했다면, Anh Dang의 Gospel 

Spectrum[17]은 정반 로 성경이 갖는 비순차  서사

구조로 인하여 나타나는 서사  간극을 수렴하여 독자

로 하여  그 내용을 효과 으로 악하도록 하는 인터

랙티  시각화 사례이다.

그림 7. Gospel Spectrum/ Anh Dang

신약 서의 4복음서(마태, 마가, 가, 요한)는 모두 

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책들로 일부 복, 상충되는 

기록이 존재하나, 반 으로는 동일한 시 를 아우른

다. 네 권이 동일한 시 / 시간  배경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책으로 분리되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 한 성경의 비순차  구성 구조의 사례이다. 본 

시각화 작품은 이러한 동일 시 에 발생한 사건에 한 

네 가지 각기 다른 에서의 서사를 한 번에 볼 수 있

도록 디자인함과 동시에, 각 복음 주제에 한 출처를 

네 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막 의 길이를 해당 구 의 

길이와 비례하도록 할당하여 각 권별 차이를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동일한 내용  서사가 갖는 

각기 다른 시간 정보를 시각화 하기 한 노력으로서 

색상이나 인터랙션을 이용한 표 인 인 것이다. 이

러한 시각화 결과물을 통해 동일한 시 를 공유하는 각

기 다른 권이 개별 으로 존재할 때에 악이 어려운 

종합 , 세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 다양한 번역, 개역/ 개정판
성경은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책이다. 인간이 문자를 사용한 5천여 년의 역사  성경

만큼 오랜 자취를 남기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자로, 해

석으로 존재하는 는 흔치 않다. 장소, 시간을 가로지

르는 범 한 번역이 일어나는 와 에 편자의 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애 에 성경은 문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문 성경도 수많은 번역 , 혹은 개정 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크게 보자면 원문에 충실하도

록 번역하려는 보수 인 번역법과 의 언어의 습

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극 인 개역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림 8. Quantifying Traditional vs. Contemporary 
Language in English Bibles Using Google 
NGram Data(2010)/ openbible.info

[그림 8]의 Quantifying Traditional vs. Contemporary 

Language in English Bibles Using Google NGram 

Data[18]은 이러한 번역 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

록 시각화한 사례이다. 각 번역서의 데이터를 원문과 

비교하여 변화된 양이 많을수록 수정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고 곧 어려운 고어와 죽은 표 을 극 으로 

개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각화 결과물을 보면 과거

에 보수  일편이던 번역이 로 오면서 다양한 번역

이 존재하며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책의 (edition) 수의 증가에 따른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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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자체의 변화를 시각 으로 다룬 사례는 성경 뿐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재까지 꾸 히 사랑받는 고

문학과 같은 서 의 시각화로서 종종 나타난다[23]. 

Ⅳ. 인 용

1. 내부 인용
성경은 표 인 종교 서 으로서 그 교리를 강조하

기 해 성경 내부에서 의도 인 내용 반복이 매우 빈

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동일 텍스트 내부의 내용을 

인용하는 ‘상호참조(cross-reference)’ 정보를 생성한다. 

이러한 성경 내부의 상호참조 데이터는 성경이 갖는 독

특한 특성인 동시에 주요한 성경 시각화의 재료로서 활

용된다.

그림 9. Bible Cross References between Books/
OpenBible.info

Bible Cross References between Books[19]는 성경 

내 텍스트 간의 상호 유사성을 참조하여 이를 시각화 

하고 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 일부 질문을 제공

하면 세부 심사의 시각화를 통해 패턴을 발견 할 수 

있다. 쪽의 그림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한 후, 특이

에 한 확  시각화 결과 이미지를 살펴보면 어떤 내

용에 해 어떤 방식으로 상호참조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시각화에 따르면 창세기의 ‘요셉의 꿈’과 다니

엘서에서 다니엘이 보는 여러 환상들 부분에서 상호참

조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례로서 성경 시각화의 

가장 리 알려진 작품으로 꼽히는 Chris Harrison의 

Bible Cross-References[14]를 들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Bible Cross-References(2008)/ Chris 
Harrison

성경의 각 장(chapter)을 하나의 막 로 형상화하여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열한 후, 그들 내부에서 발견되

는 상호참조 데이터를 무지개 색깔의 호(arc) 형태로 

매핑하 다. 결과 이미지를 통해 성경 내에는 수많은 

내부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권별 략 인 

치 악을 통해 어떤 권과 어떤 권 사이에 빈번한 상호

참조가 이루어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시

각화 작품의 경우 구체 인 인용 정보의 달에는  

효율 이지 않은데, 이는 성경 내 내부 인용의 경우 성

경, 즉 기독교의 교리를 강조하기 한 특별한 장치로

서 그 의도 인 반복을 통해 얻고자 한 목  -언약과 

믿음- 의 상징화를 시각화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 인 성경의 핵

심의 강조를 본 작품에서는 상호참조의 시각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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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고자 한 것이고, 그 기 에 깔린 신앙인 약속과 

믿음을 성경 내 요 언약인 ‘무지개’를 상징화하여 나

타낸 상징  시각화로서 본 작품을 바라보아야 한다.

2. 외부 인용
성경은 기독교 통을 가진 유럽  북미권의 역사와 

문화 반에 배어있고, 그 사회 습과 윤리를 규정해왔

다. 성경에 기 하여 문명을 일으킨 유럽과 미국 뿐 아

니라 재는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의 향력은 막 하다. 이

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성경이 갖는  하나의 독특한 특

성은 바로 ‘활발한 인용’이다. 최근 SNS 이용 인구의 확

산과 함께 이러한 성경 구 의 인용은 매우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인용 정보  데이터 한 

성경 시각화의 최신 소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1. Tweeting the Bible(2010)/ Stephen 
Smith

2010년 Bible Tech 컨퍼런스[20]에서 발표된 바에 의

하면 트 터(twitter)에서는 2009년 4월 7일부터 2010년 

2월 28일 사이에 230만 건의 성경 구 이 담긴 트윗

(tweets)이 생성되었으며, 무려 1,600만 건 이상의 성경 

구 이 인용되었다고 한다. [그림 11]의 Tweeting the 

Bible[21]은 성경의 모든 장을 처음부터 차례로 나열하

고, 트 터에 인용된 빈도수에 따라 각 장을 의미하는 

정사각형의 채도를 변화시켜 표 하 다. 시각화 결과 

이미지를 통해 체 성경  시편과 잠언의 인용 빈도가 

책 반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남을 직 으로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로마서 8:28, 빌립보서 4:13 과 같은 인

기 구 이 매우 빈번하게 인용됨을 악할 수 있다.

Kushal Dave의 "exegesis"[22][그림 12]는 성경의 문

맥에 따른 사람들의 인용 패턴을 잘 나타내는 시각화 

사례이다. 성경과 같이 인 피인용 상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철하기 한 의심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트

터, 웹 사이트 등에서 특정 논쟁에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 특히 보수 인 교회의 주장에 뒷받침하기 해 

사용하는 경우 특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를 들자

면 낙태(abortion)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

만, 낙태에 해 언 된 웹 사이트에서 련 성경 구

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림 12]를 보면 시편에서의 

응용이 두드러지는데, 실제로 은유 으로 신체의 성스

러움에 해 언 된 내용이 존재한다( : “주께서 내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

편 139:13). 결국 본 시각화는 데이터 자체에 한 분석

이나 트 터의 단순 정량화로는 악할 수 없는, 사람

들의 성경 이용 패턴 정보를 달해 다.

그림 12. exegesis/ Kushal Dave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역사서이면서 경 임과 동시에 철학

서와 문학서인 성경이라는 독특한 텍스트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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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시각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성경 텍스트가 

갖는 방 한 내용과 긴 역사  특성, 수 많은 등장인물

에 따른 인물 네트워크, 다양한 장르 서 의 혼합이라

는 고유한 내용  특성에 따라 성경 시각화의 소재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성경이 갖는 독특한 

비순차  서사구조  다양한 개정, 개역 과 같은 텍

스트의 구조  측면 한 텍스트 시각화의 토픽으로 활

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독특한 시각화 표  기법이 

나타남을 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경만이 갖을 

수 있는 외부 , 내부  인용 정보는 정보 달의 성격

을 강하게 갖는 성경 시각화의 표  사례로 손꼽힘을 

역설하 다.

해당 텍스트가 포함하는 콘텐츠에 한 깊이 있는 이

해와 그가 갖는 특질에 한 체계 인 고찰이 없이는 

시각화의 설계 는 해석법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

다. 동일한 텍스트라도 그 텍스트가 갖는 고유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시각화 근법과 표  방식이 창출될 

수 있다. 이를 해 시각화의 재료가 되는 텍스트 데이

터에 한 체계 인 분석  고찰을 통해 시각화의 목

을 결정하고 이를 한 효과 인 표  방법론을 경정

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를 토 로 향후 더욱 다양

한 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 시각화를 한 

재료 선택  근 방법에 한 이론  방법론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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