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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기술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R은 통계 기반의 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환경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성경데이터를 분석한다. 성경 중에서 신약성경의 4복음서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먼저 성경데이터를 수집

하고 분석을 위한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후 R을 이용하여 어떠한 텍스트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빈도 조사를 수행하며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한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쌍으로 표현하고 단어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소셜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성경을 분석한다.

ABSTRACT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that can store and analyze data and obtain new knowledge has been adjusted for 
importance in many fields of the society. Big data is emerging as an important proble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ut the mind of continuous technology is rising. the R, a tool that can analyze big data, is a 
language and environment that enables information analysis of statistical bases. In this paper, we use this to analyze the 
Bible data. We analyze the four Gospels of the New Testament in the Bible. We collect the Bible data and perform 
filtering for analysis. The R is used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of what text is distributed and analyze the Bible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in which words from a sentence are paired and analyzed between words for accurate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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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

고, 미래 경쟁력의 자원의 원천이 되며, 관련 기술의 발

전,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으로 빅 데이터에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분

석할 수 있는 도구인 R은 통계 기반의 정보 분석을 가능

하게 하는 언어와 환경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신약전서의 4복음서를 데이터의 빈도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법에 관련된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구현한 워드 클라우드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

각화하기 위해 R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워드 클라우드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로로 표

현한 4복음서 분석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 5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는 데이터 마이닝, 텍스

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빅 데이터 분석연구가 있었다[1-3]. 
[4]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

산으로 생산된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과 인프라 기

술에 대해 기술하고 한글 텍스트 데이터를 R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usesejongdic()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명

사만 추출하는 방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5]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 통계 패키지인 R을 이

용하여 대기오염의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의 데이터 시

각화를 통하여 나타내었고, 데이터 시각화 방법별로 통

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분석과 연계하여 어떤 특징이 있

는지를 나타냈다. 2차원의 히스토그램과 선점도, 상자

그림, 3차원 산점도와 투시도 등 다양한 방법의 그래프

를 구현하여 오존농도와 설명 변수들 간에 어떠한 관련

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6]은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검색 결과를 효

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검색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

행했다. [7]에서는 성경의 텍스트 데이터를 성경전체,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세오경, 사복음서 데이터 분석결

과를 각각의 워드 클라우드 형태 그림으로 표현하여 성

경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주는 메시

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Ⅲ. 데이터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R을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

하고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셜 네트워크 그

래프를 생성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성경 데이터는 

‘컴퓨터전문인선교회(CTM)’의 성경타자통독에 있는 

개역개정판을 기준으로 한 텍스트(txt)파일의 데이터이

며, 이중에서 신약의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분석하였다. 먼저 단어의 빈도수를 분석하고 워

드클라우드로 표현하였으며, 한 문장에서 단어간의 관

계성을 분석하여 소셜네트워크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데이터의 분석과정은 그림1과 같다.

한글 단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KoNLP 패키지를 사용

하였다. KoNLP는 한국어 텍스트 기반 연구를 위한 형

태소 분석기 및 형태분석법을 제공하는 패키지이다.
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한글 명사를 추출 함수인 

‘extracNoun’ 함수를 사용하여 성경에서 명사를 추출하

였다. 이후 원하지 않는 가비지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2자리 이상의 명사만 추출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필터링 된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여 테이블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

하였다. 
상위30위의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그래픽으

로 출력하였고 단어를 노드로 표현하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에지로, 그 관계의 빈도를 노드의 크기로 표현한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사용자 사전을 구축해 해당

되는 단어를 추출 및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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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Analysis Process and Programming Code 
as R

Ⅳ. 성경 데이터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워드 클라우드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성경 중에서 4복음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란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

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텍스트가 많이 언급될수록 단어

를 크게 표현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법 등이 

있다. 
워드 클라우드는 단순히 단어의 반복됨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어 간의 관계성을 알기 힘들

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단어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 문장에서 나오는 단

어들을 쌍으로 표현하고 그 횟수를 분석하는 소셜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4복음서중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의 단어의 빈도와 한 문장에서 출현하는 단어 쌍의 빈도

를 나타낸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에 비하여 매우 조직적

이고 논리적이며 구약(舊約)과의 관계를 강조, 그 인용

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를 구약 예

언의 완성자이자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구세주)로 

보고 유대인에 대한 예수의 사명을 강조한 점이다. 표와 

같이 단어는 예수, 사람, 제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

어 쌍은 (예수, 제자), (예수, 사람)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Word cloud and SNA Graphs in Matthew

그림 2는 표 1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윗 그림은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아랫 그

림은 단어를 노드로 표현하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에

Frequency of words Frequency of word pairs

예수 278
사람 197
제자 88
말씀 59
아버지 59
하나님 57
대답 56
하늘 49
아들 47
무리 47

('예수', '제자') 46
('예수', '사람') 44
('예수', '대답') 31
('예수', '무리') 28
('예수', '말씀') 25
('하늘', '아버지') 22
('나무', '열매') 21
('예수', '하나님') 17
('아들', '하나님') 16
('아들', '아버지') 14

Table. 1 Frequency of words and word pairs in Matt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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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표현하였으며 그 관계의 빈도는 노드의 크기로 표

현한 소셜 네트워크이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

음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구약의 예언을 연결시켜 기술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인 다윗, 선지자 등의 단어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출현하였다. 
표 2는 4복음서중 두 번째에 나오는 마가복음에서의 

단어의 빈도와 한 문장에서 출현하는 단어 쌍의 빈도를 

나타낸다. 표와 같이 단어는 예수, 사람, 제자의 순으로 

마태복음과 거의 유사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단어 쌍은 

(예수, 사람), (예수, 제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Frequency of words and word pairs in Mark

Frequency of words Frequency of word pairs

예수 256
사람 156
제자 78
하나님 54
말씀 44
무리 41
귀신 36
요한 30
대답 23
대제사장 22

('예수', '사람') 60
('예수', '제자') 44
('무리', '예수') 33
('하나님', '예수') 26
('예수', '말씀') 23
('제자', '사람') 22
('포도주', '부대') 16
('하나님', '나라') 14
('귀신', '예수') 14
('사람', '하나님') 14

그림 3은 표 2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윗 그림은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아랫 그

림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이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

서보다 내용이 적어 빈도가 적게 나타났으며 복음서의 

특징이 예수탄생은 물론 그의 설교내용도 일체 쓰지 않

고, 오직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업적만을 생생히 

묘사한 데 있다. 따라서 예수-사람-하나님의 연관 관계

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두드러지게 출현하였다. 

Fig. 3 Word cloud and SNA Graphs in Mark

표 3은 4복음서중 세 번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서의 

단어의 빈도와 한 문장에서 출현하는 단어 쌍의 빈도를 

나타낸다. 표와 같이 단어는 예수, 사람, 하나님의 순으

로 타 복음서와 거의 유사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단어 쌍

은 (예수, 사람), (사람, 하나님)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Frequency of words and word pairs in Luke

Frequency of words Frequency of word pairs

예수 260
사람 235
하나님 127
말씀 72
아버지 53
제자 50
대답 47
나라 47
무리 47
아들 41

('예수', '사람') 69
('사람', '하나님') 37
('하나님', '나라') 35
('예수', '무리') 31
('예수', '하나님') 30
('예수', '말씀') 23
('예수', '제자') 23
('귀신', '사람') 22
('아버지', '아들') 22
('예수', '대답') 18

그림 4는 표 3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윗 그림은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아랫 그

림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이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초로 기술한 것과는 달리 이방인

에 의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자 가난한 자, 죄인, 약자

에게 관심을 둔 사회적 복음이고 여성과 어린이의 복음

으로, 인간의 개성과 그리스도의 인성(人性) 및 성령과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워드클라우드와 소셜네트워크 그래프에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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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d cloud and SNA Graphs in Luke

표 4는 4복음서중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의 

단어의 빈도와 한 문장에서 출현하는 단어 쌍의 빈도를 

나타낸다. 표와 같이 단어는 예수, 사람, 아버지의 순으

로 타 복음서와 거의 유사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단어 쌍

은 (예수, 사람), (제자, 예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Frequency of words and word pairs in John

Frequency of words Frequency of word pairs

예수 309
사람 190
아버지 160
하나님 84
제자 82
말씀 79
세상 78
유대인 69
사랑 57
대답 55

('예수', '사람') 57
('제자', '예수') 55
('예수', '대답') 49
('아버지', '세상') 37
('아버지', '사랑') 32
('예수', '아버지') 31
('유대인', '예수') 30
('예수', '말씀') 29
('사랑', '주님') 26
('대답', '사람') 25

Fig. 5 Word cloud and SNA Graphs in John 

그림 5는 표 4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윗 그림은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아래 그

림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이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교

리를 유독 강조하여 ‘사랑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한

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랑 등의 단어들이 

워드클라우드와 소셜네트워크 그래프에 출현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을 이용하여 성경데이터의 4복음서

의 단어와 단어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 R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워

드클라우드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내어 시각화함으로써 

빈도 수에 따른 키워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한 문장에서 나

오는 단어들을 쌍으로 표현하고 그 횟수를 분석하는 소

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4복음서를 분석한 결과 각 복음서에 출현하는 단어

의 빈도와 단어 간의 관계성이 복음서 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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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향으로서 성경을 세분화하고, 성경의 분석하여 배

출되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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