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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우리 민족의 표 인 민요이면서 동시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을 정보알고리즘 기법을

도입하여 후렴구를 심으로 계통도를 분석하고 아리랑들 사이의 상 계는 본문 단어 심으로 분석하

다.아리랑의 계통도 분석은 생명체의 진화 계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인 다 서열정렬 기법을 사용하 다.

분석한아리랑106개 에서38개아리랑이빠른템포를가지고있었으며,나머지68개아리랑이느린템포

를 가지고 있었다.이를 바탕으로 후렴구 기반 아리랑 계통도를 완성하 다.아리랑 본문 단어는 아리랑에

있는 단어와 아리랑 제목을 노드로 하는 bipartate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로부터 73개 아리랑 104개

의 핵심 단어를 추출하 다.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아리랑들 사이의

상 계를분석하 다. 한,네트워크연결계수가1인노드를단계 으로제거하여핵심네트워크를구축

한 다음 네트워크 기반으로 아리랑들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다.그동안 아리랑을 어원 심의 인문과

학이나음률 인 근을통하여아리랑의어원,계통도,상 계를분석하려는연구가있었다.본연구에서

는이러한시도를벗어나과학 근방법인정보알고리즘을사용하여아리랑을분석함으로써세계 인문

화유산의 상을 한층 더 높이고 객 인 결과를 통해서 아리랑의 화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 그 방법론을 제시하 다.

■ 중심어 : 아리랑 후렴구상관관계 아리랑가사 상관관계 정보 알고리즘

Abstract

AnarirangisthemostfamousKoreanfolksongandwasregisteredinUNESCO(Unitied

NationsEducational,ScientificandculturalOrganization)asanintangibleculturalheritagein

2012.Mostarirangsarecomposedoftextandrefrainparts.Genealogyofthearirangwas

classifiedinrefrainpatternsbyusingmultiplesequencealignmentalgorithm.Therearetwo

differentrefrainpatterns,slowandfastmelodies.Of106arirangs,38and68arirangscontainfast

andslow melodies,respectively.73arirangsand104theirkeywordswereextractedfrom

bipartatearirangnetworkthatcomposedofarirangs,textworks,andtheirrelationships.The

correlationamongthearirangswasanalyzedfromtheselectedarirangsandkeywordsbyusing

pairwisecomparisonmatrix.Also,analysisofcorrelationamongthearirnagswasperformedby

stepwiseremovalofthesingledegreenodesfrom thebipartatearirangnetwork.Inthisstudy,

arirangswereanalyzedingenealogyandcorrelationamong arirangsbyusing informatic

algorithmandnetworktechnology,inwhicharirangresearchwillbeconstructedasteppingstone

forthepopularizationandglobalizationofthearirangs.

■ keyword : Arirang Correlation of Burden Correlation of Arirang Text Inform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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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리랑은 표 인 한국의 민요로써 한민족 구성원

이라면 구나아리랑을알고즐겨부르는것이 실이

다.아리랑은“아리랑” 는“아라리”와같은유사한구

이후렴에들어있는 민요의 총칭으로 지역과 시 에

따라다양한선율과내용이진화되어 승되고있다[1].

재까지 승된 아리랑의종류와곡수를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약 60여 종(version)3천6백여 수

(variation)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 아리랑

이2012년12월유네스코(UNESCO)인류무형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아리랑 단어의 유래에 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

데,‘아리랑고개를넘어간다’는말을근거로지명인것

에무게가실리고있다[2].이병도는북조선에서남쪽으

로내려오는교통로인자비령에있는하선령고개를지

칭한다고하 다[3].자비령은낙랑의남계를이루는

요한곳으로낙랑은흔히‘악랑’ 는‘락랑’으로발음되

고다시‘알라’ 는‘아라’를소리나는그 로 은것

이다.따라서 아리랑 는‘아라’는‘알라’ 는‘낙랑’으

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이에 해 국어학자인 양주동은 고어의 진화 에

서아리랑의유래를분석하 는데,아리랑이고개를지

칭하는지명임은이병도의주장과일치한다.그러나양

주동은 아리랑의 원음은 ‘아리령’이며 ‘령’자는 ‘領’자의

음이며 ‘아리’는 국내의 아리와 유사한 음을 가진 령이

다수존재한다고주장한다[4]. 동여지도의지명을보

면,평안도분산의아이진(阿耳鎭),경상도기장의아이

수(阿爾熢燧),충청도 동의어리산(於里山),강원도

원주의어로 (於路峴),평안도철산의어랑산(於郞山),

평안도 삭주의 오리동(吾里洞),함경도 함경의 오로

(吾 村)은 모두 ‘아리’,‘어리’,‘오리’를 지칭하는 지명

이다.따라서아리랑은‘아리’와같은지명을가진모든

고개를지칭하는말이라고주장한다[4].이와같이연구

결과를볼때‘아리랑’은우리나라도처에있는‘아리’와

유사한고개를가진지명을일컫는말이라고결론을지

울 수 있을 듯하다.

부분 아리랑은 본문과 후렴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렴구의 형태는 3.3.4구,3.4.6구,5.5.4구, 는 5.5.6구

등과 같이 그 낱말의 수를 심으로 구분하고 있다[5].

를들면,본조아리랑의후렴구는‘아리랑아리랑아라

리요’이므로3.3.4구의 표 인 이며,긴아리랑의후

렴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려’이므로 3.3.6구의

표 인 이다.이외에도 강원도 아리랑과 진도아리

랑은 각각 5.5.4구(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요)와

5.5.6구(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낫네)를 표

한다[5].

아리랑은 원래 한 지방의 노래 던 것이 경기,서도,

강원, 남 등지에 걸쳐 다양한 내용과 곡조를 가지고

국으로확산된노래이며곧민요이다[6].아리랑은본

문의내용에따라크게4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생활

성,사회성,염정성(艶情性),풍류성이 그것이다[7].생

활성을 노래한 아리랑은 본조아리랑과 정선아리랑,사

회성을 노래한 아리랑은 본조아리랑과 별조아리랑,염

정성을노래한아리랑은 양아리랑,강원도아리랑,본

조아리랑,풍류성을 노래한 아리랑에는 정선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이 있다.

그림 1. 아리랑 곡조를 기반으로 한 아리랑의 음악적 계보[8]

1997년 한국민요집 제5집에 수록된 “아리랑 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한 음악 연구”에서 이보형은 아

리랑의근원과변천을음악 계보를통해서알아보았

다[8].비록본문과 승지역이다르더라도곡조가같은

것끼리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음악 계보를 정리하

는데 아리랑의 근원은 ‘정선아라리’라고 하 다[그림

1].‘정선아라리’를근원으로‘아리랑세상’,‘경기도자진

아리랑’을 거쳐 ‘아롱타령’을 연결고리로 경상도아리랑

의 심인 ‘양아리랑’으로 계보가 연결되었으며,‘남

도아리랑’을거쳐 라도아리랑의 표 인‘진도아리

랑’으로 이어졌다.끝으로 ‘본조아리랑’은 ‘성천아리랑’

과‘온조아리랑’으로그계보를잇고있다.최근에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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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어 아리랑 종류

서울·경기 SK1 ~ SK12
1)본조아리랑, 2)긴아리랑, 3)강원도아리랑, 4)한오백년, 5)여주아리랑, 6)양평아리랑, 7)수원 아리랑타령, 8)안성 아
리랑타령, 9)양평(자탄)아리랑, 10)양평(자탄)아리랑2, 11)서울제 정선아리랑, 12)구아리랑 

강원도 KW1 ~ KW23

1)정선아라리, 2)정선아라리2, 3)정선아라리3, 4)정선 엮음아라리, 5)정선 팔경아라리, 6)태백 아라레이, 7)태백아라
리 8)횡성 어러리, 9)횡성 어리랑타령, 10)평창아리랑, 11)평창아라리, 12)명주 자진 아라리, 13)인제아라리, 14)인
제 뗏목아리랑, 15)영월아라리, 16)강릉자즌아라리, 17)강릉자즌아라리2, 18)양양아라리, 19)소양강 뗏목아리랑, 
20)양구얼러지, 21)홍천아리랑, 22)원주아리랑, 23)아리랑 뽕 따러 가세

충청도 CC1 ~ CC12
1)중원아라성, 2)단양아라리, 3)제천어러리, 4)증평아라리, 5)여주어리랑, 6)음성어러리성, 7)충주 아리랑타령, 8)제
천 아리랑타령, 9)옥천아리랑, 10)서산아리랑, 11)대전 콩밭매는소리, 12)해방가 아리랑

경상도 KS1 ~ KS14
1)밀양아리랑, 2)경상도아리랑, 3)예천아리랑, 4)광복군아리랑, 5)울릉도 아리랑, 6)양산아리랑, 7)부산아리랑, 8)창
원아리랑, 9)하동 사리랑타령, 10)문경새재 아리랑, 11)문경아리랑, 12)영천아리랑, 13)대구아리랑, 14)상주아리랑

전라도 JR1 ~ JR13
1)진도아리랑타령, 2)진도아리랑, 3)보길도 아리랑, 4)아리롱 서리롱, 5)아롱타령, 6)화개아리랑, 7)장흥아리랑, 8)해
남아리랑, 9)무등아리랑, 10)완주아리랑, 11)무주아리랑타령, 12)신안아리랑, 13)고흥아리랑

제주도 JJ1 ~ JJ3 1)제주 조천아리랑, 2)제주도 아리랑(조천), 3) 제주 아리리리리 동동

북한 NK1 ~ NK22

1)영천아리랑, 2)경상도아리랑, 3)서도아리랑, 4)해주아리랑, 5)안주아리랑, 6)청진아리랑, 7)태평아리랑(성진), 8)이
북아리랑, 9)아리랑, 10)잦은아리랑, 11)아라리요, 12)신아리랑, 13)삼일포 아리랑, 14)북간도 벌판, 15)이 내 신
세, 16) 살피막 신세, 17)이 땅 이 거리, 18)단천아리랑, 19)온성아리랑, 20)무산아리랑, 21)통천아리랑, 22)고성아
리랑

일본 JA1 ~ JA2 1)아리랑, 2)이츠키 자장가

중국
 CH1 ~ 
CH13

1)쪽박의 아리랑, 2)기쁨의 아리랑, 3)아리랑 연곡, 4)장백의 새 아리랑, 5)아리랑 망향가, 6)정선아라리(중국), 7)광
복군 아리랑, 8)얼쑤 아리랑, 9)아리랑, 10)강원도 아리랑, 11)강원도 아리랑2, 12)새 아리랑, 13)연변아리랑

미국 US1 1)상항아리랑

러시아 RU1 ~ RU3 1)사할린본조아리랑, 2)사할린본조아리랑2, 3)아리랑 엮음

독일 GR1 ~ GR3 1)아리랑 쓰리랑, 2)하리랑 노래, 3)아리랑가

표 1. 한국문화콘텐츠닷컴에 실린 121개 아리랑 및 지역적 분류

민족 체에가장 리 알려진 본조아리랑에서 아리랑

의근원을찾으려는노력이있었으나이아리랑은1920

년 당시에가장 유행했던아리랑인 경기자진아리랑

을편곡하여만든것으로알려졌는데[8],음악 계보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의 연구는 아리랑

을 인문학 근방법에 따라 계통을 분류하고 아리랑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다.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다른 근 방법인

정보과학 기술 인 근방법을통해서아리랑사이

의 상 계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세계 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과학에

서 주로 사용하는 다 서열정렬(multiplesequence

alignment)알고리즘을도입하여후렴구를 심으로아

리랑사이의계통도를 분석하여 아리랑들사이의진화

계를분석하고자하 다. 한분문에등장하는내용

을 심으로 네트워크 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matrix)기법을사용하여아리랑사이의연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

랑을 객 이고도 과학 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함으

로써아리랑의가치를한층더높이는계기를만드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

1.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연구에사용된121개아리랑가사는한국문화콘텐

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에 있

는음악분야 에서‘겨 의노래아리랑’으로부터얻었

다[표1].본연구에서사용한121개아리랑을지역별로

정리하 으며긴 제목의 아리랑을 표시하기어려워약

어를사용하 다. 를들어,서울경기지역의아리랑은

약어인SK(서울경기의약어)를앞에쓰고아리랑종류

에서 사용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 다.SK1은

서울·경기지역 아리랑인 ‘본조아리랑’을 의미하며,

NK22는 북한아리랑 에서 ‘고성아리랑’을 의미한다

[표 1].

121개 아리랑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 2,741개를

추출하여 아리랑 가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한 노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4410

(node)로 사용하 다.

후렴구는 121개 아리랑가사 에서 ‘한오백년’과 같

이 후렴구가 없는 아리랑 15개를 제외한 106개 아리랑

으로부터선별하 다.106개아리랑의후렴구에등장하

는단어 에서최소한5번이상등장하는등장횟수상

20개의 단어를 추출하 다.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는‘아리랑’으로221번이었으며두번째많이등장한단

어는79번으로‘고개’다.5번등장하는단어는‘쓰리’,

‘가세’,‘주게’등3단어 다.이상 20개후렴구단어의

집합을 기반으로 생명체의 진화를 분석하는 다 서열

정렬알고리즘을 용하여아리랑계통분류체계 는

아리랑 진화 계보도를 만드는데 활용하 다[그림 2].

2. 후렴구 분석 알고리즘 및 시각화

두 개 이상의 생명체를 DNA염기 서열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기반으로진화 는 발생학 계

를 분석하는알고리즘은 생명정보학 분야에서 리 이

용되고 있다.이 다 서열정렬 알고리즘은 비교하고자

하는생명체의 염기서열을가능한모든 상 계를 비

교 분석하여 실제 진화 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계

통수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다[9].후렴구에 최소한 5

번 이상 등장하는 후렴구 단어를 심으로서열정렬한

결과를다 성열정렬알고리즘을사용하여도출하 으

며 이 결과를 시각화하기 하여 EBI(European

BioinformaticsInstitute)에서 제공하는 ClustalW2-

Phylogeny 로그램을 사용하 다(http://www.ebi.ac.uk

/Tools/phylogeny/clustalw2_phylogeny/).

3. 본문 내용 분석 알고리즘 및 시각화

아리랑 본문을 심으로 상 계 분석을 해서 네

트워크와 비교행렬 알고리즘을 도입하 다.네트

워크는 노드라 불리는 구성요소와그들 사이의의상호

계를 링크로 연결함으로써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복

잡한 상을쉽게이해할수있다.아리랑가사네트워

크는아리랑에 등장하는 단어와 아리랑 제목을 노드로

하고,각 아리랑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를 연결하는 링

크로하여bipartate네트워크를구축하 다.따라서아

리랑가사네트워크는두개의서로다른노드(아리랑

제목과그아리랑에등장하는단어)와링크로구성되어

있다.네트워크의시각화는싸이토스 이 (cytoscape)

로그램을 사용하 다[10].

아리랑 본문을 심으로 각 아리랑 사이의 상 계

를 분석하기 해서는하나의아리랑에만 등장하는단

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 단어는 네트워크상에서

링크가 하나 뿐인,즉 연결계수(degree)가 1인 노드를

의미한다.복잡한아리랑가사네트워크[그림3A]를단

순화하기 하여 연결계수가 1인 노드를 제거하 다

[그림3B].추출한핵심아리랑과단어를 비교행렬

알고리즘을이용하여상 계를분석하 다[11].

비교행렬이란집단 속에서 모든 가능한 짝을비교하는

사용하는방법으로두집단과평균간의차이를비교하

는 알고리즘이다.

아리랑 CC1과 CC12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는 1개

기에 1로 표시하 고,JR1과 KS1에 함께 등장하는

단어는 12개 기에 12로 표시하 다[그림 4].그림 4에

서 의가로축과좌측의세로축에나열한아리랑의순

서는알 벳과번호의순으로나타냈다.따라서 비

교행렬에서먼 CC1,CC10,CC11,CC12,CC2의순으

로 나열하 으며 마지막에는 SK8을 배열하 다.배열

한총아리랑제목은73개 다.가장많은단어를공유

하는것은16이었으며가장낮은단어를공유한것은1

이 다.따라서 그림 4는 1에서부터 16까지 공유한 단

어의 수를 직 표시하 으며동시에검은색의 밝기를

16단계로 나 어 상 인 크기로 표시하 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아리랑들 사이의 상 계를 분

석하 는데,구축한아리랑biparate네트워크에서 연결

계수가1인노드를단계 으로제거하다보면 진 으

로네트워크의크기는작아지고핵심단어와핵심아리

랑으로연결되는데,이를통해서도아리랑들사이의상

계를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후렴구에 의한 아리랑의 계통도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그림 2].하나는 음률의 템포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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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렴구를 중심으로 계통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한 아리랑의 계통도

교 빠른 “아리 아리 쓰(스)리 쓰(스)리” “아리 아

리랑쓰리쓰리랑”이며,다른하나는템포가느린“아리

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이다.후렴구가 있는 아리

랑106개 에서34%인38개아리랑이빠른템포를가

지고있었으며나머지66%인68개아리랑은느린템포

를 가지고 있었다.

10개이상의아리랑을보유하고있는지역은서울·경

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 라도,북한, 국이

었다.템포를 기 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3부류로 나

수 있는데,지역별 아리랑 노래 65%이상이 느린 템

포를가진지역은서울·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

으며,북한과 국은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가 약

50% 다.유일하게 라도 지역에 있는 11개 아리랑

에서 9개 아리랑이 빠른 템포 으며,나머지 2개 아

리랑이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과 국 아리랑은 다른 지역의 어느 아리랑으로

부터 해졌느냐에 따라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라

도와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고르게 받아드린것으로추

정할 수 있다.왜냐하면 북한과 국에는 다른 지역의

이름을가지고있는아리랑을그 로가지고있기때문

이다. 를들어,북한에는경상도의‘천아리랑’과‘경

상도아리랑’을가지고있으며 국에도‘강원도아리랑’

과 ‘정선아라리’를 가지고 있다.

라도 지역의 아리랑의 부분이 빠른 템포를 가지

고있는아리랑(82%)인이유가이지역이비교 넓은

평야를가지고있기때문에아리랑이일을하면서빠르

게 는신명나게부르는노동가성격의아리랑일가능

성을 알아보았다.본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라도 지

역의 아리랑들이 노동가에 집 되어있는 것은 아니었

다.따라서 라도 지역의 이러한 분포가 노동가 성향

을띄고있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재까지3,600

여수가알려져있는데,121개만을 상으로한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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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리랑과 아리랑에 포함된 단어로 구성된 bipartate 네트워크. (A) 전체 네트워크는 2,862

개 노드와 8,308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음. (B) 연결계수가 1인 노드를 제거한 축약 네트워

크는 723개 노드와 4,030개 링크로 구성되어 있음.

기때문에아리랑수를확장하여분석하더라도같은결

과가 나온다면 다른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본연구에서분석한총아리랑수는121개 으며,본

문에서추출한단어는무려2,741개 다.본문에등장하

는 단어를 심으로아리랑사이의상 계를 알아보

기 해 먼 아리랑 제목과 그 아리랑에 등장하는 단

어를노드로하고아리랑에포함하는단어가있는경우

를 링크로 연결하여 bipartate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그림 3].

한아리랑에단한번등장하는단어가있다(연결계수

가 1인 노드)[그림 3A].이 경우 이 단어는 단 하나의

아리랑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아리랑과의 상

계분석에는도움이되지않는다.따라서연결계수가1

인노드를모두제거하고비교 단순하게축약된네트

워크를 다시 구축하 다[그림 3B].

구축한 축약 네트워크의 노드 수는 723개 는데,이

는121개의아리랑과602개의본문단어로구성된것이

다.이와 같이 단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는

여 히 복잡하다.이를 극복하기 하여 한 단어가 최

소한 5개의 아리랑에 나타나는 단어만을 선별하기

하여 노드의 연결계수가 4이하인 단어를 제거하 다.

104개본문단어가최소한5개이상의아리랑에등장하

는것으로나타났다.가장많이등장한단어는‘임’으로

20개의아리랑에등장하 으며그다음으로‘큰애기’와

‘님’이었다.‘임’과 ‘님’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있는 표 에 충실하고자 합치지

않았다.최소 5개 아리랑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는‘고

향’을포함한31개단어가있었다.이조건에충족한본

문 단어는 총 104개 단어 으며 이에 해당하는 아리랑

은73개 다.73개아리랑에등장하는104개단어를그

룹(104개그룹)으로묶어아리랑사이의상 계를

비교행렬 알고리즘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그림 4].

비교행렬을통해서분석한결과,가장많은16개

단어를 공유하고 있는 아리랑은 ‘정선아라리’와 ‘진도

아리랑타령’이었다[표2].그다음으로공통단어가14번

공유하고 있는 ‘정선아라리’와 ‘양아리랑’이 있으며

‘인제아라리’와 ‘정선아라리’도 같은 수만큼의 단어를

공유한다.표2에는두아리랑사이에최소한공유하는

단어가9개이상인아리랑 을보여주고있다.이에속

하는아리랑은총13개아리랑으로강원도지역아리랑

이 부분이며,경산도 지역 아리랑은 ‘양아리랑’과

‘천아리랑’이 있으며, 라도지역 아리랑은 ‘진도 아

리랑타령’이 이에 속한다.

13개 아리랑 에서‘원주아리랑’을 제외하고는 이들

아리랑 가사가 다른 아리랑에 비해 비교 길다.아리

랑 사이의 친 한 정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긴 아리랑

가사를가지고있기 때문에 공통으로존재하는 단어가

많을수밖에없는한계가분명이있다.본연구에서아

리랑가사의길이를보정하지않고있는가사그 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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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쌍대비교행렬을 사용하여 분석한 73개 아리랑에 등장하는 공통단어 기반 아리랑 사이의 상관관계 비교.

사용하여 분석하 다.그 이유는 가사가 길기 때문에

서로공유하는 단어가 많기는 하지만 공유하는 단어가

많다는것은같은심정이나생활을노래한것이고결국

두 아리랑 사이에 친 도(는 도)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록 표 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그림 4에서 제

시한비교 낮은 도를가진아리랑사이의상

계도역시의미있다고하겠다.이에속하는 부분아

리랑은 가사가 짧은 편이다.가사가 짧기 때문에 공유

하는단어는 지만두아리랑사이의상 계를분석

하는데충분하다. 를들어그림4에서왼쪽의CC2

상단의CC3은각각‘단양아라리’와‘제천어러리’를표시

한 것인데,이 들 두 아리랑 사이에는 3개의 단어를 공

유하고있다.따라서 도가높은아리랑이아니더라

도 그림 4의 비교행렬 결과를 통해서 한 아라랑과

다른아리랑들 사이의 상 계가어느 정도인지분석

할 수 있다.

비록 특정 지역이름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경상도아

리랑(NK2)과 경상도의 경상도아리랑(KS2)사이에는

공유하고있는단어가“4”인데,그만큼의 도가있

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북한에서 즐겨 부르는 경상도

아리랑은 경상도 지역에서유래했거나 경상도 지역 사

람이 북한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변형시켜부른것으로추정할수있다. 다른 가서

울·경기도지역의강원도아리랑(SK3)은3개단어이상

을 고유하고 있는 아리랑의 종류만 14개다[그림 4].이

아리랑은강원도지역의‘정선아라리’를포함하여가장

많은 6개 아리랑과 계가 있으며,충청도 지역의 3개,

경상도 지역의 3개 아리랑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외에도 국의 ‘아리랑 연곡’과 북한의 ‘천아

리랑’과도연 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오히려북한

의‘천아리랑’은경상도의‘천아리랑’과는공유하는

단어가 2개로 이들보다 낮았다.비록 후렴구는 정확하

게 일치하지만[그림 2],본문 가사에 공유하는 단어가

낮다는것은경상도아리랑이북한지역으로이동한후

그 지역에서의생활상이 가사에 새롭게 반 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다른 본문 내용을 심으로 아리랑들의 상 계

를 분석하기 해 핵심 네트워크를 사용하 다.그림

3B에서보는바와같이연결계수가1인노드를제거하

더라도 여 히 복잡하다.연결계수 1인 노드를 제거하

면 다른연결계수가1인노드가새롭게생성된다.이

는 아리랑 네트워크의 뭉침계수(clusteringcoefficient)

가 0(zero)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구조 특징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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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연결계수가1인노드를단계 으로제거한

다면 비교 쉽게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5는11단계를거쳐연결계수가1인노드를제거

하여 구축한 핵심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보는바와같이‘쪽박의아리랑’은‘님’,‘돈’, ‘산’을노

래하고있으며,‘음성어러리성’은‘꽃’,‘정든님’,‘낭군’을

노래하고있다.동시에아리랑들사이의상 계분석

이 가능한데,‘제천 아리랑타령’,‘쪽박의 아리랑’,‘무등

아리랑’은 ‘산’을 노래하고 ‘긴아리랑’,‘보길도아리랑’,

‘음성어러리성’은다같이‘정든님’을노래하고있다.만

약 검색하고자하는아리랑제목이없다면연결계수 제

거 단계를 앞으로 당겨 9 는 10단계에서 분석할 수

도 있으며 만약 단계가 무 복잡하여 분석이 어려

우면 더 많은 노드를 제거하여 12 는 13단계에서 분

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본문으로부터 추출한 아리랑 사이의 밀접도 순위. 

도 순 아리랑
1(16)* 정선아라리-진도 아리랑타령

2(14)
정선아라리-밀양아리랑

인제아라리-정선아라리

4(13) 인제아라리-진도 아리랑타령

5(12)

밀양아리랑-진도 아리랑타령

인제아라리-밀양아리랑

정선아라리2-인제아라리

8(11)

인제 뗏목아리랑-인제아라리

원주아리랑-예천아리랑

태백아라리-정선아라리

횡성 어리랑타령-정선아라리

12(10)
횡성 어리랑타령-밀양아리랑

정선아라리2-정선아라리3

13(9)

창원아리랑-진도 아리랑타령

태백아라리-진도 아리랑타령

횡성 어이랑 타령-진도 아리랑타령

예천아리랑-밀양아리랑

인제 뗏목아리랑-밀양아리랑

원주아리랑-밀양아리랑

원주아리랑-정선아라리

인제아라리-명주 자진 아라리

횡성 어리랑타령-인제아라리

횡성 어리랑타령-인제 뗏목아리랑

*괄호안의 숫자는 두 아리랑 사이에 공존하는 단어의 수를 의미

따라서 뭉침계수가 0(zero)인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연결계수가1인노드를단계 으로제거하여원하는아

리랑을네트워크상에서무엇을노래하고어느아리랑과

도가 높은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Ⅳ. 결 론

지 까지 승된아리랑은약60여종3천6백여수에

이르는것으로추산되나정확하게알수는없다.이모

든 아리랑을 수집하여데이터화한다면 그 용량은 빅데

이터(bigdata)수 일것이다.따라서유네스코문화유

산으로등재된것을 계기로 빅데이터인 우리의 아리랑

을 수집 정리하는 작업과 연구는 매우 요하다.

향후 3,600여수의 아리랑이 수집되어 DB화 된다면,

아리랑을 심으로 어원 심의 근원문제의합리 인

정착,음률 심의 아리랑 사이의 계통도 분석,아리랑

본문을 심으로아리랑사이의상 계분석등에

한연구를인문,사회, 술 인 근방법을통해서분

석하는 것도 매우 요한 연구 의 하나이다.동시에

수집될 아리랑을 세계문화유산에 걸맞고 세계인이 공

감할수있는정보과학 기술 인방법으로분석하는

연구도 매우 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3천6백여 수에 이르는 아리랑이 수집

되기 에 먼 한국문화콘텐츠닷컴에 수록된 121개

아리랑을 심으로 정보과학 기술 인 방법을 도입

하여아리랑사이의계통도 상 계분석을시도하

다.이를 해 도입한 방법은 복잡계를 분석하는 기

술의 하나인 네트워크 분석[12],생명체의 진화 계를

찾아주는다 서열정렬알고리즘[9], 아리랑본문내

용 심의 상 계를 분석하는 비교행렬 알고리

즘[11]을 도입하 다.

아리랑 121개 에서 후렴구가 있는 106개 아리랑에

나타나는 후렴구의 배열을 심으로 생명체의 진화

계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분석하 다[그림

2].생명체의진화를분석하는알고리즘은아미노산수

인 20개 단어의 배열만을분석할수 있는약 이있다.

다시 말해,20개 이상의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아리랑

의 계통 계를 분석하기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106개 아리랑만

을분석하고향후빅데이터로써아리랑을분석할수있

는지에 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 기에 후렴구에

상 으로 많이 등장하는 상 20개 단어를 선발하고

배열하여 아리랑 사이의 계통도를 분석하 다.



정보 알고리즘 기반 아리랑의 계통도 및 상관관계 분석 415

그림 5. 11단계를 거쳐 노드를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얻은 핵심 네트워크

흥미 있는 것은 아리랑은 후렴구를 심으로 분류하

을때빠른템포의아리랑과느린템포의아리랑으로

확연히분류된다는 이다.빠른템포의아리랑은다시

‘아리 아리 쓰이 쓰이 아라리요’와,‘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아라리가났네’로나 수있다[그림2].당시생

활의한과애잔함이묻어나는느린템포의아리랑이다

수를차지했으며 이러한 아리랑 템포는 지역 인분포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연구에서분석한106개아리랑의후렴구는가능하

지만 향후 DB화된 아리랑 수가 많아진다면 핵심 단어

20개로만 비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따라서

빅데이터로써 아리랑을 분석하기 해서는 후렴구 단

어20개가아닌이보다더많은후렴구의단어를도입

하더라도분석할수있는확장된아리랑분석알고리즘

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생명체 진화에 매우

유용하게상용되고수십년동안검정된알고리즘이기

에 보완한다면 향후 빅데이터로써의 아리랑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가사 심의상 계분석을 해서복잡계

상을 분석하는기술인네트워크 기법을 먼 용하여

아리랑에 등장하는 단어를 심으로 아리랑과의 계

를분석하고자하 다.특히,121개의아리랑과그안에

등장하는단어가무려2,741개이기때문에단순화할필

요가 있다.먼 아리랑과 그에 등장하는 단어를 노드

로하고어떤아리랑에단어가등장하면링크로연결하

는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그림 3A].상 계를 분석

하는데 향을 미치지 않는 연결계수가 1인 노드를 제

거하여 비록 단순하지만 축약된 네트워크 구축[그림

3B]하여 본문 단어 심으로 아리랑 사이의 상 계

를 분석하 다.최소한 5개 이상의 아리랑에 등장하는

단어 104개를 선택하고 그 단어가 있는 아리랑들 사이

의 계를 비교행렬 알고리즘으로 표한하여 시각

화 하 다[그림 4].

이 방법을 통하여 두 가지 상 계 정보를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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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데,하나는 도 상 아리랑 사이의 상

계이며다른하나는최소한연 이있는이리랑사이

의연결고리를찾을수있었다. 도가가장높은아

리랑는 ‘정선아라리’,‘진도 아리랑타령’,‘인제아라리’,

‘양아리랑’이었다.우리나라아리랑의기원을‘정선아

라리’에 있다고 볼 때[13],이 아리랑을 심으로 라

도 지역의 표 아리랑인 ‘진도 아리랑타령’과 경상도

지역의 표아리랑인‘양아리랑’이연결되는것은이

미잘알려져있으며[8]본연구결과에서도이를뒷받

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아리랑 사이의 도가 낮더라도

두 아리랑 는 한 아리랑과 연 이 있는 다수의 아리

랑들사이의상 계에 한 정보를 추가 으로제공

하고있다[그림4].특히,공유하고있는단어의수를제

시함으로써 상 계 빈도를 정량 으로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복잡계 분야에서 복잡한 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14].데이터의 양이 많

은 경우 무 복잡하여 분석이 어려울 때 네트워크를

단순화시켜핵심네트워크를구축하거나[15]모듈구조

를 도출하여복잡한 상을분석하려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16].이러한 핵심 네트워크나 모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리사용되는알고리즘이‘K-코어’알고리즘

[17],MCODE(MolecularCOmplexDEtection)기법

[18],SNN(SharedNearNeighbor)알고리즘[19]등이

있다.본 연구에서 뭉침계수가 0(zero)인 네트워크에서

연결계수가1인노드를단계 으로제거함으로써핵심

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제시하 다.

2012년 12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아리랑이 향

후 세계 속의아리랑과 세계인의 아리랑으로 발돋움하

기 해서는아직도발굴하지 못한아리랑을 발굴하여

빅데이터로써의 아리랑 자료 축 과 인문학 분석이

필요하다.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수정 보

완하여빅데이터를분석할수있을정도로끌어올리는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그동안어원 심,근원 심,음율 심의아리랑분석

을탈피하여정보과학 기술 인기법을도입하여분

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련 정보를 도

출하고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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