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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딥러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언어모델을 구축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말뭉치를구성하는단어의순서나인접여

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언어모델을 구축하는데, 학습이

종료되면 일종의 부산물로써 각 단어의 분산표현(단어

벡터)을 얻을 수 있다[1]. 단어벡터를 구할 수 있는 기

법으로는, 통계 기반의 SVD, 딥러닝 기반의 CBOW 및

LSTM 기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으로 구한 단어벡

터를 사용하면 특정 단어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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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기형도 시의 핵심 이미지 분석

Deep Learning Application for Core Image
Analysis of the Poems by Ki Hyung-Do

고광호*

Kwang-Ho Ko*

요 약 전후방 단어들의 인접 여부 혹은 후방 단어들의 순서를 학습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인 SVD, 딥러닝 기법인

CBOW, LSTM으로 단어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된 단어벡터를 기형도의 시에 적용하여 핵심 이미지를 대

표하는 단어들과 유사도 높은 단어를 구해서 분석해 보았다. 시적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연산되기도 하지

만 그 단어가 사용된 시적 맥락에서는 기준 단어와 유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단어벡터

를 활용하면 핵심 이미지를 대표하는 단어들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의 다른 단어들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 기

법인 SVD 및 딥러닝 기법인 CBOW와 LSTM으로 구한 단어벡터의 유사도 및 유추 연산을 통해 대상 시를 다양하

고 심도 깊게 분석할 수 있다.

주요어 : 딥러닝, 단어벡터, 기형도, 유사도, 유추, 이미지

Abstract It’s possible to get the word-vector by the statistical SVD or deep-learning CBOW and LSTM 
methods and theses ones learn the contexts of forward/backward words or the sequence of following words. It’s 
used to analyze the poems by Ki Hyung-do with similar words recommended by the word-vector showing the 
core images of the poetry. It seems at first sight that the words don’t go well with the images but they express 
the similar style described by the reference words once you look close the contexts of the specific poems. The 
word-vector can analogize the words having the same relations with the ones between the representative words 
for the core images of the poems. Therefore you can analyze the poems in depth and in variety with the 
similarity and analogy operations by the word-vector estimated with the statistical SVD or deep-learning CBOW 
and LSTM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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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또한 특정 단어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원하

는 단어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는 다른 단어를 유추할

수도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문학 작품을 말뭉치로 사

용하여 단어벡터를 구한 후 작품의 핵심 이미지와 유사

한 단어를 단어벡터로 찾아 그 타당성을 평가해 보았

다. 또한 작품의 핵심 단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

관계와 유사한 다른 단어를 단어벡터로 구했다. 역시

이 단어들이 작품에서 드러난 독특한 관계와 어울리는

지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문학 작품으로 기형도의 시를

선정했는데, 기형도 시인은 약 90편의 시가 실린 유고

시집 한 권만 남기고 30세의 나이로 1989년에 요절했다

[3]. 따라서 기형도의 시는 분량이 그리 많지 않고 그

핵심 이미지가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

어 본 연구에 적절한 대상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SVD, CBOW 및 LSTM 기법으로 구한 단어벡터를 기

형도의 시에 적용하여 그 이미지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및 동일한 관계로 유추한 단어를 찾아 그 타당성을 각

각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인접 여부

및 단어 순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단어벡터를 문학 작

품에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해 보았다.

Ⅱ. 본 론

1. 단어벡터 : SVD, CBOW, LSTM

말뭉치에 대한 대표적인 딥러닝 기법으로는 CBOW

(Continuous Bag of Words)와 LSTM(Long Short-Term

Memory) 등이 있다. CBOW의 경우 단어의 전후방에

인접한 단어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LSTM의

경우에는 단어의 후방에 이어지는 단어들의 순서를 학

습한다. 즉, CBOW의 경우 단어의 순서와 관계없이 전

후방의 인접 여부만 학습하고, LSTM에서는 후방에 이

어지는 단어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다.

통계 기반의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기법도 있는데, 이는 전후방 단어의 인접 여부를 표현

한 동시발생행렬(Co-occurrence Matrix)을 이용한다.

SVD는 동시발생행렬에 확률 개념을 도입하여 계산된

PPMI(Positive Point-wise Mutual Information)를 직교

/대각 행렬로 특잇값 분해한 후 차원 감소 연산을 적용

하여 얻어낸 단어벡터를 이용한다[4]. CBOW와 LSTM

에서 얻은 단어벡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SVD의 단어벡

터 역시 유사도 높은 단어 및 동일한 관계의 단어를 유

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대표적인 언어모델

구축 기법인 SVD, CBOW 및 LSTM의 단어벡터를 간

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VD의 경우, 단어 x와 y가 인접할(동시 발생

할) 확률 개념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PPMI에 특잇

값 분해 및 차원 감소 연산을 적용하여 얻은 U2을 단

어벡터로 사용한다.

  log



  max 

∙∙ 

     

위 식에서 P는 확률을, S는 대각행렬을 의미한다. 또

한 직교행렬 U에서 n번째 열의 값만 취하여 단어벡터

로 사용한다. 동시발생행렬의 경우 대부분의 원소의 값

이 제로이기 때문에 직교행렬 U의 앞쪽 열의 값이 크

고 후방으로 갈수록 작아지므로 이를 차원 감소시킨 U2
를 단어벡터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CBOW의 경우 그림 1과 같은 딥러닝 계

층을 통해 학습시켜서 단어벡터를 구한다. 말뭉치를 구

성하는 단어의 앞뒤에 인접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라벨

1을, 그 외의 단어에 대해서는 라벨 0를 부여하여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적용한다. 즉 라벨에 따라

교차엔트로피오차(CEE, Cross Entropy Error)가 최소

가 되는 매개변수( , )를 경사하강법으로 계산

한다. 학습 종료 후 입력 맥락(context)에 대한 임베딩

(embedding) 가중치 을 단어벡터로 사용한다. 은닉

층 결과(Hidden), 딥러닝 점수(Score) 및 손실함수

(Loss)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한다.

∙ 

 ∙∙

  

마지막으로 LSTM의 경우 그림 2와 같은 딥러닝 계

층을 구성하여 학습시키고, 역시 입력 단계의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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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단어벡터로 사용한다. LSTM에서는 시간 단위

(time size)에 해당하는 연속된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임

베딩한 결과에 LSTM 연산을 수행하여 내부적으로 사

용되는 메모리셀 값과 다음 계층으로 전달되는 은닉층

값을 연산한다. 그 연산식은 그림 3에 정리하였다.

특히 LSTM 연산에 드롭아웃(Dropout)을 적용하여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예방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어파인(Affine) 연산의 결과에 소프트맥스(Softmax)를

적용하여 확률을 계산하고, 이 확률값과 라벨을 비교하

여 계산된 교차엔트로피오차를 손실함수로 이용한다.

이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화되도록 경사하강법을 적용

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시킨다. 이상의 단어벡터를 연

산하는 각 기법들의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1. CBOW 모델 계층
Figure 1. Layers of CBOW Model

그림 2. LSTM 모델 계층
Figure 2. Layers of LSTM Model

그림 3. LSTM 셀의 연산
Figure 3. Calculations of LSTM Cell

Method SVD CBOW LSTM)

Window
size

5 5 10
(time size)

Wordvec
size

40 150 150

Founda
-tion

Statistics Deep
Learning

Deep
Learning

Charac-
teristics

PPMI

Dimension
reduction

Word
embedding

Binary

classificatio
n

Word
embedding

2 LSTM
layers

Dropout
rate = 0.5

W e i g h t s
tying

표 1. 단어벡터 기법의 특징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Word -vector Methods

앞에서 살펴본 SVD, CBOW, LSTM을 적용하기 위

해 기형도의 유작 시집(입 속의 검은 잎』(기형도, 문학

과지성사, 1989년))을 말뭉치로 사용하였다. 응집확률

(cohesion probability) 기법을 적용하여 체언과 조사를

분리하고, 각종 구두점, 줄바꿈 기호 등을 삭제하여 말

뭉치로 사용하였는데, 말뭉치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가

11,346개이고, 어휘 수는 4,447개 이다. 이 말뭉치에 대

해 단어벡터는 각 어휘(4,447개)에 해당하는 벡터 값을

의미하며, 이 벡터를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및 벡터 연산을 적용할 수 있다. 원하는 단

어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구하거나, 원하는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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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관계에 있는 단어를 연산할 수 있는 것이다.

2. 기형도 시의 핵심 이미지

기형도는 ｢위험한 가계 1969｣, ｢삼촌의 죽음｣, ｢폭풍
의 언덕｣, ｢엄마 생각｣ 등의 작품에서 유년 시절 경제
적인 궁핍함과 가족들의 죽음(아버지, 삼촌, 작은 누나

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기형도

는 80-90년대의 가난, 우울함, 죽음 등을 상징하는 시인

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특히 1989년 그는 현실에서 죽

음을 맞이하였고, 그 죽음이 그의 시적 정서와 맞물리

며 90년대 초반 기형도는 그로테스크한 죽음의 미학을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5].

기존의 기형도 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도정(道

程)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연구[6]; 안개나 강, 빗물처럼

흐르는 유체와 벽처럼 고정된 고체의 대조적인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연구[7]; 소외된 주체가 길을 나서는 유목

민적 이미지를 들뢰즈의 탈영토화 개념으로 접근한 연

구[8]; 개인적인 내면을 위주로 전개된 시와 사회참여적

인 내용의 시로 구분하여 두 가지 성격의 주체가 공존

함을 밝힌 연구[9]; 기형도 시에 드러난 비극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10]; 기형도 시를 심리치료에 활용하

는 방안에 대한 연구[11]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 기형도가

유년시절을 보낸 광명시 소하리에 대해 검토해보면, 기

형도의 시의 핵심적인 이미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하리는 전형적인 변두리 시골에서 공장 건립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변해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형성되는 위성도시

혹은 배후도시는 대부분 이러한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

서 농촌에서 도시로 변모해가는 양상을 일반적으로 보

인다. 따라서 서울 주변부의 도시들은 소규모 공동체

마을 중심의 촌락에서 중소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변모

해가면서 거의 특색이 없는 무명(無名)의 도시화를 겪

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양천이 소하리를 관통

하는데, 기형도는 ‘안개’라는 시에서 소하리 주변 도시

화의 스산함을 묘사하였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시

는 입 속의 검은 잎(기형도, 문학과지성사, 1989년)에
서 인용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

끼고 경악할 때까지.

(……)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

니다.

(……)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안개｣

안양천 주변에 아침저녁으로 끼는 안개 속을 지나다

니는 여공들과 취객들의 모습을 애잔하고 무심하게 그

리면서도, ‘안개의 주식’을 가진 ‘여공들’의 ‘아이들은 공

장으로’ 가게 되는 자본주의의 무정함도 잘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기형도의 시는 자본주의의 황폐함, 도시

빈민들의 애잔함에 어울리는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할

수다.

또한 이렇게 배후도시로 밀려난 사람들이 자본주의

와 관료주의의 사회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우울감을 겪

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형은 카프카적이다. 카프카적인

인간형은 어떤 목표를 상실했지만 높은 공감능력 때문

에 아름답고도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벤야민이 묘사한

인간형이다[12]. 카프카적인 인간을 기형도는 애잔하고

도 무심하게 표현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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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춥고 큰 방에서 서기는 혼자 울고 있었다!

(……)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할 만한 지나침｣

눈이 내리는 어두운 밤 관공서의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남자를 지켜보았던 나는 어느 날 그 남

자를 떠올리고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관료주의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고통 받는

남자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도 비슷하다는 연민과 공

감의 감정을 카프카적인 주체인 화자가 느끼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고향을 오래전에 떠나온 실향민에 가까

운 정서를 갖고 있다. 핵가족화 되고 마을 공동체가 사

라지는 환경에서 어릴 적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기형도는 잘 표현하고 있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엄마 생각｣

열무, 배추, 시든 해의 이미지로 고된 어머니의 삶을,

찬밥과 혼자 훌쩍이는 아이의 이미지로 불우한 유년시

절을 형상화하고 있다. 숙제를 하며 일 나간 엄마를 기

다리는 소년의 안타까움은 도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형도의 시는 공업화되어 가는 배후도시를

이미지화 하고, 관료체계 하의 카프카적인 인간의 괴로

움을 울음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유년 시절의 고달픔과

그리움을 애잔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배후도

시, 공감능력, 유년시절에 대한 향수 등이 기형도 시의

핵심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3. 단어 벡터 적용 : 유사도 및 유추

기형도 시의 핵심 이미지로 파악되는 ‘공장화 및 도

시화’에 대해서는 ‘도시’와 ‘공장’을 대표적인 시어로 선

정하였다. ‘카프카적 인간의 우울감’을 대표하는 시어로

는 ‘관공서’, ‘서류’를 선정하였고, ‘유년에 대한 향수’를

대표하는 시어로는 ‘엄마’와 ‘누이’를 각각 선정하였다.

시의 핵심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어는 직관적으로 선정

하였다. 이 단어들과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단어벡터로

찾아보면 표 2 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소 미묘한 뉘앙스의 시어들이 추

천됨을 알 수 있다. 즉 직관적으로 찾은 키워드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들의 유사도가 높게

연산된 것이다. ‘도시’라는 시어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

로는 ‘빠지다’, ‘당황하다’, ‘내리다’, ‘아프다’, ‘노인들’,

‘천국’ 등이 벡터 연산되었다. ‘천국’이나 ‘노인들’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단어와는 다소 무관하게 느껴지나 이

단어들이 사용된 기형도의 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천국’이라는 단어는 다

음의 시에 등장한다. 지면상 줄바꿈 등을 생략하였다.

그대, 아직 내게 무슨 헤어질 여력이 남아 있어 붙들

겠는가. 그대여, 엑스자로 단단히 구두끈을 조이는

양복 소매 끈에서 무수한 달의 지느러미가 떨어진다.

떠날 사람은 떠난 사람, 그대는 천국으로 떠난다고

장기 두는 식으로 용감히 떠난다고 짧게 말하였다.

하늘나라의 달. (...) 어차피 내가 떠나기 전에 이미

나는 혼자 였다. 그런데 너는 왜 천국이라고 말하였

는지. 네가 떠나는 내부의 유배지는 언제나 푸르고

깊었다. 불더미 속에서 무겁게 터지는 공명의 방 그

리하여 도시, 불빛의 사이렌에 썰물처럼 골목을 우회

하면 고무줄처럼 먼저 튕겨 나와 도망치는 그림자를

보면서도 나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 가끔은

시간을 앞질러 골목을 비어져 나오면 아, 온통 체온

계를 입에 물고 가는 숱한 사람들 어디로 가죠 꿈을

생포하러예 누가요 꿈따위는 없어 모두 어디로,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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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상은 온통 크레졸 냄새로 자리 잡는다. 누가

떠나는 죽든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살아

있으라, 누구든 살아 있으라. (...)

-｢비가 붉은 달｣

위 시에서 화자는 도시의 병동에서 앓고 있는 병자

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도시의

병동에서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그 천국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낙관보다는 ‘꿈따위는 없’는 자포자기의 감정을

천국에 투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도시’라는 단

어와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단어인 ‘천국’이 기형도 시

의 어느 맥락에서는 ‘도시’와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어벡터를 활용하면 놓치기 쉬

운 미묘한 시어의 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2에서, SVD와 CBOW의 결과는 거의 비슷

하지만 LSTM의 결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카프카

적인 인간의 우울감과 공감에 대한 대표 시어로 선정된

‘관공서’와유사도가높은단어로 SVD와 CBOW는 ‘변하다’,

‘희미하다’, ‘새어나오다’ 등의 단어를 공통적으로 추천

했지만, 이와 달리 LSTM의 경우 ‘자격’, ‘예배당’, ‘삼촌’

등의 단어를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기법별로 단

어벡터 연산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

다. 즉, SVD와 CBOW는 전후방 단어의 인접 여부로,

LSTM은 후방 단어의 순서를 기준으로 단어벡터를 연

산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접 여부만 따지는 SVD와

CBOW의 결과가 유사하고, 이와는 다르게 후방 단어의

순서를 기준으로 단어벡터를 연산하는 LSTM의 결과는

표 2. 단어벡터로 구한 핵심 이미지와 유사도 높은 단어
Table 2. Similar words to the core image recommended by
word vectors
이
미
지

키
워
드

연관어 (Similarity)

SVD CBOW LSTM

공장화
및
도시화

도
시

빠지다 빠지다 세우다
믿다 당황하다 내리다
천국 나가다 지치다
가방 믿다 쉬다
꽂히다 잊다 꺼내다
아프다 성탄목 노인들

공
장

빨리다 빨리다 수은주
걸음 찬다 실패
찬다 앞서다 물
앞서다 걸음 변화
숨구멍 숨구멍 빠르다
식물 가다 높다

관료적
(카프카
적)
인간의
우울과

그에
대한
공감

관
공
서

변하다 변하다 자격
희미하다 새어나오다 예배당
희다 희미하다 삼촌

새어나오다 희다 입김
들키다 덩어리 안심하다
송전탑 멀다 거울

서
류

봉투 봉투 사각
눈길 눈길 석탄
허리 허리 보행
처량하다 당황하다 칼끝
헤매다 헤매다 펌프
황혼 스팀 풍병

유년에
대한
향수

엄
마

오시다 오시다 가늠하다
시장 시장 김장
해 열무 틈
숙제 걱정 헤매다
시들다 배추 타박타박
배추 삼십 놓다

누
이

몸 약값 햇살
약값 몸 망토
비비다 마늘 휴식
뽀쁠린 뺨 눈보라
뺨 뽀쁠린 스위치
마늘 구부러지다 담장

표 3. 대표적인 시어의 관계에 해당하는 유추 단어
Table 3. Corresponding analogue words to the relations of
the representative poetry words

이미지 / 키워드
유추어 (Analogy)

SVD CBOW LSTM

(공장 및 도시화)

공장 - 여직공
||

밭 - ?

지나다 사건 성냥불
생각하다 한밤중 독서
묵다 사소하다 기도
처음 개 상점
사람들 작년 망토
감자 아이 골목

(관료적 인간의
우울)

사무실 - 서류
||

집 - ?

아버지 아버지 소리
어머니 어둠 여자
여자 어머니 아이들
누이 떠오르다 우리
소리 위로 기억
하늘 액체 풀잎

(유년에 대한 향수)

누이 - 꽃
||

행인들 - ?

소리 검다 더럽다
검다 종소리 빵
저녁 교회 폐허
어머니 지나가다 죽다
물 명랑하다 장마통
세상 어머니 무수하다

(남녀 주체의 차이)

사내 - 눈물
||

여자 - ?

추억 맑다 발자국
아버지 박수 유리
시간 감동 공기
친구 냄새 빛깔
돌아가다 다스리다 어둠
다시 울먹이다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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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유의하면서 유사도를 파악

한다면 좀더 유의미한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는 핵심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어들의 관계에

서 유추된 단어들을 단어벡터로 연산해 보았다. ‘유년에

대한 향수’를 대표하는 시어로 ‘누이’와 ‘꽃’을 선정하고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는 ‘행

인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연산한 것이다. 기형도의 시에

서는 어린 나이에 죽은 ‘누이’를 ‘꽃’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행인들’과 ‘누이-꽃’

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로, ‘소리’, ‘어머니’, ‘검다’,

‘폐허’, ‘빵’, ‘지나가다’ 등의 단어가 추천되었다. ‘행인들’

이라는 단어는 ‘흔해빠진 독서’에 등장하는데 그 분위기

나 의미를 원문의 시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휴일의 대부분은 죽은 자들에 대한 추억에 바쳐진다.

죽은 자들은 모두가 겸손하며, 그 생애는 이해하기

쉽다. (...) 수북한 턱수염이 매력적인 이 두꺼운 책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불행한 생을 보냈다. 위대한

작가들이란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다 갔다. 그들이

선택할 삶은 이제 없다. (...) 그럴 때마다 내 손가락

들은 까닭 없이 성급해지는 것이다. 휴일이 지나가면

그뿐, 그 누가 나를 빌려가겠는가 나는 분명 감동적

인 충고를 늘어놓을 저 자를 눕혀두고 여느 때와 다

를 바 없는 저녁의 거리로 나간다. 휴일의 행인들은

하나같이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다. 그러면 종종

묻고 싶어진다. 내 무시무시한 생애는 더 많이 대부

분 쓸모없는 죽은 자들을 당신이 좀 덜어가 달라고

-｢흔해빠진 독서｣

이 시에서 화자는 휴일에 맑스의 책을 보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까닭 없이 성급해지는’ 마음으로 저녁

의 거리에 나가보자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행인들’이

보인다. 이 행인들은 무심하거나 방관하는 타자들이 아

니라 화자와 공감하는, 혹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

를 이입시킨 대상으로 파악된다. ‘누이-꽃’의 관계에서

유추된 ‘행인들-빵’에서 ‘빵’이라는 단어는 이 비유적인

관계와는 다소 무관한 단어로 보이는데, ‘빵’이 등장하

는 다음의 시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자.

김은 블라인드를 내린다.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나는 침묵이 두렵다 침묵은 그러나 얼마나 믿음직한

수표인가 내 나이를 지나간 사람들이 내게 그걸 가

르쳤다. 김은 주저앉는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한번

꽂히면 어떤 건물도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김은

중얼거린다. 이곳에는 죽음도 살지 못한다. (...) 그러

나 물을 끝없이 갈아주어도 저 꽃은 죽고 말 것이다.

빵 껍데기처럼 김은 상체를 구부린다. 빵 부스러기처

럼 내겐 얼마나 사건이 많았던가, 콘크리트처럼 나는

잘 참아왔다. 그러나 경험 따위는 자랑하지 말게 그

가 텅텅 울린다. 여보게 놀라지 말게, 아까부터 줄곧

자네 뒤쪽에 앉아 있었네 김은 약간 몸을 부스럭거

린다. 이봐, 우린 언제나 서류뭉치처럼 속에 나란히

붙어 있네, 김은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아주 얌전히

명함이나 타이프 용지처럼 햇빛 한 장이 들어온다.

김은 블라인드 쪽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가볍게 건드

려도 모두 무너진다. (...) 또다시 어리석은 시간이 온

다. 김은 갑자기 눈을 뜬다. 갑자기 그가 울음을 터

뜨린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엉망이다. 예정된 모든 무

너짐은 얼마나 질서 정연한가 김은 얼굴이 이그러진

다.

-｢오후 4시의 희망｣

사무실에서 ‘김’과 화자가 나누는 대화나 상황을 묘

사한 시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김’이라는 인물은 사무

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해 하는 인물로, ‘한 번 꽂히

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도시에 절망하고 있다. 이 ‘김’

이라는 인물의 태도와 마음 상태를 구부러진 ‘빵 껍데

기’나 ‘빵 부스러기’로 묘사하고 있다. 앞에서 ‘행인들’을

화자의 절망적인 마음을 투사한 대상으로 보았는데, 여

기서 ‘빵’을 이용해 우울한 주체의 마음상태를 비유적으

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은 ‘누이’를 비

유적으로 묘사하는 ‘꽃’과 비슷한 관계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즉, ‘누이-꽃’이 죽어서 상실된 대상에 대한 비

유적 묘사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행인들-빵’은 화자의

마음 상태를 투사시킨 대상과 그 대상의 상태를 비유적

으로 묘사한 사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유추 단어를 통해서 시의 핵심 이미지를 더욱 깊

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론

전후방에 인접한 단어 혹은 후방 단어의 순서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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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CBOW 및 LSTM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기법

들과 동시발생행렬을 이용하는 통계학 기반의 SVD 기

법들을 활용하여 단어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 단어벡

터를 이용하면 유사도가 높은 단어나 유사한 관계를 형

성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단어벡터를 기형

도의 시에 적용하여 시의 핵심 이미지에 해당하는 시어

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찾고, 핵심 시어들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는 다른 단어들을 유추해보았다.

직관적으로 선정한 시적 핵심 이미지를 표현한 대표

시어와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을 단어벡터로 찾아보면

일반적인 이미지가 다소 기준 시어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사용

된 시의 맥락에서는 기준 시어와 유사한 이미지를 표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VD 및 CBOW의 추천 단어와 LSTM의 추천 단어

가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각 기법들의 연

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SVD 및 CBOW는 전후방

단어의 인접 여부를 기준으로, LSTM은 후방단어의 순

서를 기준으로 단어벡터를 연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의 핵심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 두 개를 선

정한 후 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

하는 다른 단어를 단어벡터로 유추해보았다. 이 추천된

단어들 중 다소 무관한 단어들도 있으나 그 단어들이

사용된 시를 살펴보면 비슷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딥러닝 혹은 통계 기반의 단어

벡터를 활용하면 유사도가 높은 단어 혹은 유사한 관계

의 단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단어들

중에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들도 있지만 그 단어들

을 다시 살펴보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의미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시에 대한 좀더 깊고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통계 혹은 딥러닝

기반의 단어벡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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