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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2000년에 들어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가 한국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인기를 끄는 것을 확인해보고

작품의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도구인 빅데이터

로 접근한 논문이다. 언론 기사 검색을 통해 『페스트』의 인기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330여

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작품 자체에 대한 어휘 빈도수 분석까지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이 텍스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와 프랑스어판 워드클라우드를

사용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카뮈는 소설『이방인』으로 한국 사회에 알려진 작가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 이후 카뮈는『페스트』의 작가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합리적이지 못한 세계의 부

조리에 대해 권태로 반항하는 인간상을 그린 『이방인』에 비해, 『페스트』는 연대를 통한 저항의 힘이 얼마나 중요

한지 깨우쳐 주는 작품이다. 카뮈의『페스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지구적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대처해 나

아가야 할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페스트』에는 도시폐쇄와 격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오랑시 시민들의 절절한 재난 상황을 보여주는 한편, 보건대를 조직하여 페스트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인물들을 보여

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페스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독자들에게 작가 카뮈를 새

롭게 인식하게 해 준 작품이다.

주요어 : 알베르 카뮈, 『페스트』, 포스트 코로나,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 빅카인즈, 어휘빈도수

Abstract This dissertation’s object is to confirm the drastic popularity of La Peste of Albert Camus in Korea 
post-corona society using big data as the mean of inductive research. Analyzing news articles concerning 
Camus and investigating word frequency of the book La Peste will affirm the implications La Peste has on 
current Korea society as the outbreak spreads. As an analysis tool, Bigkinds of Korea Press Foundation and 
Nuagedemots, the French version of Word Cloud were used. For the past 30 years, Albert Camus has been 
known in Korea as the writer of L’étranger, but after the epidemic, he earned more reputation with La Peste. 
Compared to L’étranger that rebelled against the world's absurdity with ennui, La pest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sistance accompanied by solidarity. La peste conveys hope by depicting disastrous situations of 
citizens who confront the plague by organizing a health college. The novel delivers a lot of ethical inspiration 
to humanity in this exceptional circumstance of COVID-19.

Key words :  Albert Camus, La Peste , Poste Corona era, Big Data, Wordcloud, Bigkinds, Wor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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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국의 가디언(Guardian)지는 2020년의 소설로 알베

르 카뮈(Albert Camus)의 『페스트La Peste』를 다니

엘 디포의 『페스트, 1665년 런던을 휩쓸다A Journal

of the Plague Year』와 함께 선정했다. 디포의 소설이

영국소설임을 감안하면, 영국의 저명일간지가 꼽은 프

랑스 소설 카뮈의 『페스트』는 가히 그 인기가 상당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1]

소설 『페스트』가 이토록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예상하다시피 2020년 전세계가 진통을 겪었던 코

로나(COVID-19) 사건과 페스트 전염병의 진행 경과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세계에 걸친 확산세와 『페스트』 속 병세의 경과는

도시봉쇄와 격리, 불안과 우울,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불신 등의 현상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코로나를 겪은 2020년의 지구인들은

『페스트』에 나온 인간심리와 사회현상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게 된다.

국내에서의 『페스트』의 인기도 영국의 사례와 같

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영풍문고나 교보문

고 등에서 베스트셀러 섹션에 고전소설이 등장하는 사

례가 거의 드물었는데, 올해는 카뮈의『페스트』가 당

당히 베스트셀러 섹션에 세워져 있었다. 소위 인지도

높은 온라인서점, 예스24나 알라딘에서도 메인화면에

카뮈의『페스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페스트』는 2020년 한 해 동안 eBook과 양장판 등

18권의 다양한 판본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2019년까지

지난 30여년간 한국에서 번역되었던 『페스트』 번역

본이 32판본이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한 해에 18

권의 판본의 출판은 가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중강연에서 『페스트』의 인기도 상당해

졌다. 전공생들의 관심을 넘어서서 대학의 교양강의에

서 『페스트』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공감을 불

러일으켰고 도서관이나 지자체 대중 인문 강연 프로그

램에서도 곳곳에 『페스트』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

다.

한국 사회에서 『페스트』의 갑작스러운 인기를 확

인할 수 있는 한 사례로 다양한 언론 기사 검색을 예로

꼽을 수 있다. 온라인 언론 기사 검색에서 『페스트』

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왜 이러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

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페스트』 소설의 어휘

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어떤 면에서 공명하여 독자

들이 울림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도 인기의 근

원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페스트』를 연구하는

것은 없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휘를 연구는 것은

코퍼스와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최근에 전

개되었다. [2] 하지만 이런 연구는 문법 규칙에 치우친

언어학적 어휘 연구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의 주된 경

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이다.

이 글에서는 『페스트』의 갑작스러운 인기을 확인

하고 작품의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던져주는 시

사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도구

인 빅데이터로 접근하고자 한다. 언론 기사 검색에서

『페스트』의 인기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330여 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작품 자체에

대한 어휘 빈도수 분석까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분

석해볼 것이다.

Ⅱ. 국내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

1. 포털 사이트의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

카뮈의 『페스트』에 대해 2020년 한국의 반응을 살

펴보기 위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면, 네이버에서는

2017년 27건, 2018년 117건, 2019년 29건인데 2020년 한

해 921건으로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카뮈의『페스트』와 관련

된 기사는 2017년 40건, 2018년 123건, 2019년 35건인

데 반해 2020년 1,120건으로 역시 기사가 폭증하였다.

이런 언론 기사 건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구

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세검색을 실행해보면 둘 사

이의 밀접한 관계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네이버 뉴스에

서 '카뮈 페스트'에 대한 검색 결과는 921건에 해당하

는데, 이 중 상세검색을 통해 "코로나" 어휘를 검색해

일치하는 결과는1) 810건이 검색된다. 2020년에 카뮈의

1)네이버 상세검색으로 <카뮈 페스트>와 <카뮈 페스트 “코
로나”>을 실행해본 결과값이다. <카뮈 페스트 “코로
나”> '카뮈 페스트'에 대한 검색 결과 중 "코로나"가 정
확하게 일치한 상세검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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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가 네이버에서 921건으로 껑충 뛰었던 이유

는 코로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 다음 뉴스의 카뮈 『페스트』의 2020년 1,120건

중에서 “코로나”가 검색되는 건수도 950건으로 검색되

고 있어서 『페스트』와 코로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빅카인즈에 의한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상에는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몇몇 사이

트들이 존재한다.2) 이 사이트 중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여 국내에서 언론 기사로 최대량의 데이터를 보

유하고 있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국내의 『페스트』

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빅카인즈는 국내 언론 기

사에서 『페스트』를 다루고 있는 건수뿐만 아니라 어

떤 내용으로 『페스트』를 다루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카뮈에 관한 언론 기사 트렌드는 코로나와

『페스트』의 연관성이 짙다는 것을 보여준다. 빅카인

즈에 알베르 카뮈 작가를 검색해보면 2020년 한 해와

지난 30년간의 검색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래 빅카

인즈 분석을 이용하여 검색해본 결과이다.

그림 1은 1990년에서 2020년까지 알베르 카뮈에 관

한 언론기사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2020년 한 해에 알베르 카뮈에 관한 언론기사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990년부터 한국에서는20여건 전후로 꾸준히 작가

알베르 카뮈를 언론 기사로 다루고 있다. 그러다가 코

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한때 114건까지 훌쩍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3)

2) 국내에서 트렌드를 검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이트는 대략 
빅카인즈, 썸트렌트, 구글 트렌트, 네이버 데이터랩 정도를 
우수사이트로 꼽을 수 있겠다. 이 네 개의 사이트 모두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각자 특색있는 분야가 다르다.
빅카이즈는 국내 언론 기사의 빅테이터를 다루고 있다.
썸트렌트는 상품별 최근 트렌트를 검색해볼 수 있고, 구글 
트렌트는 세계적 트렌트를 검색해보는데 탁월하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국내 검색어의 순위와 검색량을 수치화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 [3] 참조
3) 2016년 한때 카뮈의 검색 건수가 100여건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의 언론 기사들은 국내 대표 카뮈 연구가인 김화영 
교수가 카뮈의 고향이자 소설 『이방인』의 무대인 알제리를 
다녀와서 쓴 작품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이 출간되어 
갑작스런 인기를 누렸다. 또한 카뮈의 『페스트』를 각색하여 

그림 1. 1990년~2020년까지의 알베르카뮈에 관한 언론 기사 건
수 그래프

Figure 1. The number of Albert Camus-mentioned articles in
recent 30 years

그림 2. 2020년의 알베르 카뮈에 관한 언론 기사 건수
Figure 1. The number of Albert Camus-mentioned articles in

2020

그림 2를 보면 2020년 1월에 한국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학교와 기업들이 방역에 맞춰 재택수업과 재

택근무를 시작할 즈음인 3월에 카뮈의 언론 기사 검색

건수는 11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관계도 분석 면에서 카뮈라는 작가가 어떤

관련어들과 함께 기사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3을

보면 장소로는 프랑스, 파리, 알제리, 유럽 등으로 카뮈

와 관계가 짙다. 카뮈가 알제리 출신으로 프랑스 파리

에서 활동했던 작가이므로 이 결과는 당연하다. 다른

인물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사르트르 작가, 카뮈의 스승

인 장 그르니에, 한국의 대표적 카뮈 연구자이자 번역

가인 김화영 등이 검출된다. 키워드로는 소설가, 지식

인, 철학자, 편집자, 혁명가, 이방인, 혁명가 등이 등장

만든 뮤지컬 <페스트>가 소위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서태지가 노래에 참여하여 공연함으로써 잠시 언론 기사에서 
검색 건수가 5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본 논문의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페스트』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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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카뮈는 1942년에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이름

을 널리 알렸으며, 『시지프 신화』, 희곡 「칼리굴라」

등을 발표하며 1940년대에 소설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

린다. 1947년에는 칠 년여를 매달린 끝에 탈고한 『페

스트』를 출간하는데, 이 작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

키고 카뮈는 비평가상을 수상한다. 더불어 2차 세계대

전 전후 기간 동안 지하신문인 콩바(combat)의 편집국

장으로 일하면서 나치로부터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 활

동했다. 이와 같은 카뮈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당대 작

가로서 유명했고 대표적 지식인이자 철학자로 불리게

되었으므로 키워드의 결과는 상당히 관계성이 높다(그

림 3 참조).

그림 3. 1990년~2020까지의 한국 사회에서 카뮈에 대한 인식
Figure 3. Korea society’s recognition concerning Camus in

recent 30 years

그림 4.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카뮈에 대한 인식
Figure 4. Korea society’s recognition concerning Camus in 2020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카뮈에 대한 관계도를 살펴보

면 지난 30년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많다. 공간에

있어서 프랑스, 파리, 유럽, 알제리 외에 중국과 우한이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 있

어서 사르트르나 김화영 외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한 한국의 인물들인 정은경, 유일한, 문재인 등이 추가

되었다. 키워드를 볼 때 코로나, 코로나19라는 어휘가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카뮈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그림 4 참조).

빅카인즈의 키워드 트렌트와 관계도 분석을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관어 분석을 보여주는 워

드클라우드를 실행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1990~2010 카뮈에 관한 언론 기사 워드클라우드
Figure 5. Wordcloud based on articles regarding Camus in

recent 30 years

그림 6. 2020년 카뮈에 관한 언론 기사 워드클라우드
Figure 6. Wordcloud based on articles regarding Camus in 2020

그림 5와 그림 6은 카뮈에 관한 언론 기사를 각각

1990~2020년까지,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회자되었던

키워드를중심으로워드클라우드를실행해본것이다. 이

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 사회에서 카뮈라는 작가는 지

난 30여 년간늘그의소설『이방인』의작가로대변되

어왔으나, 2020년 한 해에 갑자기 소설『페스트』로 대

표되는 작가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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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과 최근 1년의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카뮈

의 『이방인』과 『페스트』는 연대의 작가로 재해석

되고 있다는 결과가 의미하는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카뮈의 작품 중 여러 명작이 있지

만, 『이방인』과 『페스트』가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

라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방

인』은 1942년에 출판되었고, 『페스트』는 1947년에

출판되었다. 두 소설은 카뮈를 부조리에 대한 반항이라

는 카뮈 사상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두 소설은 부조리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는 방법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5] 『이방인』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을 부정과 권태를 통해 표현한다면,

『페스트』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긍정

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6] 그리고 『이방인』은 고립

과 소통의 단절을 통해 부조리를 보여주는 데에 반해,

『페스트』는 연대와 참여를 통해 부조리를 보여준다

는 차이를 보인다.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현실 간의 부조리로 괴로워하면서 세

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방

식의 반항을 선택하는 반면, 『페스트』의 주요인물인

의사 리유와 보건대의 타루는 페스트로 겪게 된 부조리

한 환경에 대해 타인과 사회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연대를 통해 부조리에 반항한다. [6]

2020년의 한국에서 『이방인』보다는『페스트』를

선택한다는 것은 카뮈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의미한다.

카뮈는 고립과 부정을 통해 부조리를 다루었던 작가에

서 연대와 긍정을 통해 부조리한 세계에서도 소통의 끈

을 놓지 않으려는 작가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다. 즉, 실존주의 작가로 규정되어 있는 카뮈를 세상과

의 단절을 통해 실존을 규정하는 작가가 아니라 연대와

소통의 메시지로 실존을 전하는 작가로 한국의 독자들

에게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Ⅲ.『페스트』에 대한 어휘 빈도수 분석

페스트는 3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장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어휘들에 대한 데이터

는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는 프랑스어판 워드클라우드와 코퍼스를

선택하여 이 소설의 인물과 어휘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

석해보았다. 프랑스어 분석에 있어서는 한글 번역본보

다는 프랑스어 원작의 어휘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것

이기 때문에, 갈리마르 출판사의 프랑스어 원작을 활용

하여 어휘 빈도수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7] 분석

도구로는 프랑스어판 워드 클라우드인

nuagedemots(https://nuagedemots.co/)를 활용하였다.

표 1은 그 결과치이다.

표 1. 『페스트』의 어휘빈도수 https://nuagedemots.co/
Table 1. Word frequency of La Peste
526Rieux(리유) 299 Tarrou(타루) 283 peste(페스트)

250docteur(의사) 231ville(도시) 201Rambert(랑베르)

141Cottard(코타르) 134 Grand(그랑) 132 mort(죽은,죽음,사망자)

86malade(아픈,병자) 67maison(집) 66 Paneloux(파늘루)

65concitoyens(시민) 64rat(쥐) 61raison(이유)

57maladie(병) 55épidémie(전염병) 51malade(아픈) 

55 mal(악,재난,어려움,곤란) 50 rue (길,도로)

48Père(신부님) 43fièvre(열) 42seul(홀로)

40quartier(거리) 39mourir(죽다) 38Dieu(신)

38personne(아무도) 37peine(고통,겨우) 36hôpital (병원)

36longtemps(오랜동안) 35doute(의심) 34amour(사랑)

33travail(일) 33vérité(진실) 44fléau(재앙,재난) 

32mer(바다) 32semaine(일주일) 32journaliste(기자)

31cœur(마음,심장) 31long(긴,기나긴) 31juge(판사) 

31mesures(조치) 31Castel(카스텔) 30concierge(수위)

30sûr(확실한) 30corps(몸) 30difficile(어려운)

29Oran(오랑) 29séparation(이별,헤어짐)

28souffrance(고난,고통) 28douleur(고통,통증) 27cri(외침)

26narrateur(서술자) 25Gonzalès(곤잘레스) 

24préfecture(도청) 24ordre(명령) 24terre(땅,육지) 

23attendre(기다리다) 23employé(직원,노동자) 

23Richard(리샤르) 23hôtel(호텔) 23malheur(불행) 

23métier(직업) 22ombre(그늘) 22Othon(오통) 

22 spoir(희망) 22foule(군중) 21public(공중, 시민) 

21peur(겁,두려움) 20prêche(설교) 19 ourire(웃다)

17sang(피) 16larmes(눈물) 15habitude(습관,일상)

15aimer(사랑하다) 15mauvais(나쁜) 15désir(욕망,열망)

15volonté(의지,의향)14séparés(헤어진사람들,생이별한이들)

14pays(국가) 14cité(도시,단지) 14souvenir(추억)

14force(무력,힘) 14lieu(장소) 14sanitaire(위생시설,보건의)

14prisonnier(죄수) 13ordinaire(평범한,일상의)

13obligé(의무적인) 13impossible(불가능한)

13sourire(웃다) 13prêtre(신부) 13médecin(의사)

13victime(피해자) 13Jeanne(잔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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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어휘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소설

『페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를 파악할 수 있다.

고통과 불안에 대한 어휘들은 다양한 어휘로 제시되

어 있다. 구토, 고통, 고난, 통증, 힘듦, 한탄, 탄식, 피로,

피곤 등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전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담겨 있는 고립, 봉쇄, 기다림, 절망 등을 의미

하는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로 제시되

어 있다. 반면 희망, 기대, 행복과 같은 어휘들은 빈도

수도 약하고 다양한 어휘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 페스트, 죽음, 환자, 병, 전염병 등의 어휘들은

전염에 대한 재앙, 재난, 도시 시민 등의 어휘에는 도시

전체의 남녀노소들이 정신적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래의 워드클라우드는 『페스트』에 등장하는 표 1

의 어휘를 반영하여 실행된 것이다. 인물명과 도시명을

제외하고 의미를 담은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를 중심으

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7. Camus의 La Peste 에 대한프랑스어어휘워드클라우드
Figure 7. Wordcloud of La Peste

오랑 시의 남녀노소 모두는 낮에도 밤에도 전염과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그림 7에서『페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

휘들을 워드클라우드로 만들었을 때, 고유명사는 제외

하였다. 사실 고유명사는 대개 등장인물의 이름이기 때

문에 분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장인물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였을 때, 의

사 ‘리유’가 독보적으로 많은 526회에 등장하였다. 보건

대를 조직하여 시민 자율에 의해 조직하였던 ‘타루’가

299회 등장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수치이다. ‘의사

(docteur)’라는 단어가 250회가 등장하였는데 이때의 의

사는 리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상 리유와 의사의 어휘빈도를 계산해보면 거의 독보적

으로 리유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카뮈는 리유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

는 시선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뮈는 리유의

시선에 통해 페스트가 발병한 처음 시점에서부터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연명하

며, 여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서술해나간다. 카뮈는

가끔은 리유를 서술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리유가 작품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대리인으로 등장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3Raoul(라울) 12 ambulance(구급차) 12inquiétude(불안)

12avenir(미래) 12lutter(싸우다) 12saint(성스러운)

10heureux(행복한) 11isolement(격리,고립) 11amitié(우정)

10âme(영혼,마음) 10espérer(바라다,희망하다)

10asthmatique(천식,기침) 10souffert(고통당한)

10terrible(끔찍한) 10fatigué(지친,피곤한)

4inquiétants(근심하는자들) 4torpeur(무방비,무기력)

4énervement(신경질적으로) 4nerveux(신경성의)

4désespéré(절망한) 4rêve(꿈) 4poids(무게,부담) 

4craindre(겁내다) 4justice(정의) 4haine(증오)

4abandon(유기,버리기) 4rire(웃음) 4héroïsme(영웅주의) 

4héros(영웅) 4recul(후퇴) 4victoire(승리) 3souffler(헐떡이다)

3méchanceté(악의) 3souffrir(고통당하다)

3vomissement(구토) 3douloureux(고통스러운) 

3s’inquiéter 3émotion(감정) 2déplorer(한탄하다)

2satisfait(만족스런) 2préoccupations(염려,근심)

* 이외에도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être, avoir 동사와
같은 술어의 어미변화, 접속사, 이중어 등 텍스트의 의미전달에 무
의미한 단어들은 제외한 후 어휘빈도를 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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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오랜 동안 한국사회에서 알베르 카뮈는 소설『이방

인』으로 알려진 작가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 이후 카뮈는『페스트』의 작가로 한국의 독자들

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빅데이터의 결과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카뮈의

『페스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줌으로써 2020년 한국사회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

았다.

빅데이터가 속도와 볼륨감에 치중한 나머지 정확성

과 질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물론 있다. [2] 하지

만 카뮈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가 2020년의 트렌트로 소

설 『페스트』에 대한 급진적 인기를 증명하는 데에는

무척 유용하였다. 빅데이터 검색 결과치는 『페스트』

가 2020년의 화제작이 되면서 카뮈에 대한 한국인의 인

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만들어낸

『페스트』와의 절묘한 주제 일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논문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은 한국의 독자들의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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