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 리학 토픽 트 드 분석*

Timeline-Based Topic Trend Analysi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박  형 (JunHyeong Park)**

류 법 모 (Pum-Mo Ryu)***

오 효 정 (Hyo-Jung Oh)****

목  차

1.  서 론

1.1 연구배경  필요성

1.2 선행연구

2. 이론  배경

2.1 트 드 분석

2.2 토픽모델링

3.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3.2 연구 상

3.3 데이터 처리

3.4 시계열 기반 토픽모델링

4. 연구결과

4.1 ․후기 10년 토픽 분석 결과

4.2 5년 주기 역별 토픽 분석 결과

4.3 시사

5. 결 론

<  록>
본 연구는 이 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 의 변화 속에서 국내 기록 리학 연구동향에 한 심층 인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기록 리학 연구의 발  방향에 해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록 리학 

련 학술지 2종과 문헌정보학 련 학술지 4종을 상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 리학 련 논문을 자동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후기 10년, 5년 주기로 나 고 각각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5년 주기로 나  

토픽모델링은 8가지 기록 리학 주제 역과 매핑하여 각 시기별로 특정 역과 어느 정도 상 계가 있는지를 악하 다. 

그 결과, 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다양한 기록물의 기록화 방안에 한 연구가 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기록 리학, 토픽모델링, 트 드분석, 시계열분석, HDP

<ABSTRACT>
The size and speed of archives and records information have recently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of archives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records management in the country. We collected articles related to archives 

management from 1997 to 2016 from two journals related to archives management and four journals related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The collected articles from the first and second halves of 

the decade were subjected to five-year cycle analysis. As a result, research on electronic records, record 

information services, and archiving methods of various record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Keywords: archives management, topic modeling, trends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H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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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필요성

최근 사회는 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면

서 이 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클라

우드 컴퓨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

터넷 등과 같은 컴퓨터 기술이 성장하면서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역

에 향을 주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 트

웨어의 발 으로 인해 기하 수 으로 증가하

는 빅데이터에 한 분석과 처리가 가능해지면

서 재난 발생 측, 주식 동향 악, 이용자 맞

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가 존 되기 시작하

면서 폐쇄 인 사회분 기에서 개방 이고 공

개 인 사회분 기로 변화하기 시작하 다. 이

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따

라 기록 리학 연구 한 시 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 으로 인해 종이

기록에서 자기록으로 기록 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되면서 기록의 폐쇄 인 리  보존

에서 공개, 열람, 활용 등 서비스 심의 기록

리체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한국기록 리학회, 

2013).

트 드 분석(Trend Analysis)이란 시간에 

따라 차 변화하는 사회의 분 기와 환경에서, 

특정 역에 해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이슈가 되었던 트 드를 분석하고 악하는 것

이다(김난도, 2008). 이를 통해 과거와 재의 

황을 악하고 미래의 트 드에 해 측  

망하는 것이 목 이다. 기존의 트 드 분석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문가평가 등과 같은 방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모된다는 한계 이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마이닝과 같이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 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

는 시 에서 다양한 분야, 역에 한 트 드

를 분석하는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분 기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 의 흐

름 속에서 국내 기록 리학에 한 트 드 분석

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국내 기록 리학 

연구의 동향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

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내 기록 리학 연구의 

발  방향에 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에 따라 분석된 토픽모델

링의 변화를 악함으로써 국내 기록 리학 연

구의 트 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록 리학 

연구 동향과 흐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기존의 트 드 분석 련 선행연구는 문헌조

사나 문가평가와 같은 정성 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와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같은 정량

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정성 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종근(2014)은 2010년 반의 사회

문화를 표하는 트 드를 도출하기 해서 

57건의 미래 망자료를 수집하고, 키워드를 도출

하고 공동집단으로 분류하 다. 그 결과 SNS

문화, 디지털 디스토피아, 웨 , 우먼 워, 웰빙, 

매크로바이오틱, 미디어의 노 , 고령화, 싱

문화, 스테이 이션, 휴식, 창조지식사회,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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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버럭셔리 등 14가지 표 인 트 드를 

도출하고 이에 해 세부 인 분석을 진행하

다. 이진백, 이충권, 차경진(2012)은 IT 트 드

를 분석하기 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

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IT 트 드 토픽 키

워드를 기반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련된 트윗 21,589건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빅데이터, 클라

우드, HTML5, 스마트홈, 태블릿PC, UI/UX

와 같은 IT토픽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빈번하

게 언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안소미 외

(2009)는 차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고령

친화 환경에 한 트 드를 분석하기 해 

｢Environment For Aging 2009｣에서 발표된 

내용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주요 트 드는 그

린디자인, 새로운 기술, 소셜믹스, 증거기반 디

자인, 자족  커뮤니티 5가지가 도출되었다. 박

지애, 박병철, 최안섭(2007)은 공동주택 경

조명의 트 드를 분석하기 해서 42개소의 공동

주택을 직 방문하고, 조명설계회사의 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건축물 형태의 변화에 의

한 디자인의 다양화, LED의 사용증가에 의한 

색과 패턴의 다양화 등이 도출되었다. 

재까지 정량 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트

드 분석 연구는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개수 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진

행된 토픽모델링 방법을 활용한 트 드 분석 

선행연구를 으로 살펴보았다. 유리나, 황

수철(2017)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농

식품 유통분야에 해서 빈도분석, 토픽분석, 

연 성분석을 활용하여 트 드 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2000년  이 에는 도매와 산지

연구가 활발하 으며, 2000년  이후에는 소비, 

식품, 수출입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연, 윤동근(2017)은 재난과 안 사고에 

해 1990년부터 2016년간 배포된 뉴스기사를 수

집하고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재

난안  분야는 특정 사건에 따라 크게 증감하

는 패턴을 보이며, 2000년  후반부터 재난안

교육, 체험, 훈련 등과 같은 토픽들이 심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박주섭, 홍순구, 김

종원(2017)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분

야에 해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20개의 세부

토픽을 추출하고 트 드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 최근 AI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

는 기술들은 텍스트 탐색, 컴퓨터 리, 로그

래  구문, 네트워크 리, 멀티미디어, 무선 네

트워크 기술 등이 있었다. 나상태 외(2017)는 

동  토픽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술에 

한 트 드 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반기

에는 ESS, Service, ICT 순서로 연구가 활발하

으며, 하반기에는 Grid Operation, ESS, Grid 

Plan 순서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태

경, 최회련, 이홍철(2016)은 핀테크(Fintech) 

기술에 해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트 드 분

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핀테크 시장이 성장

할수록 모바일결제를 심으로 융소 트웨어

와 데이터분석, 자산 리 부분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상태 외(2016)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시뮬 이션 분야의 트 드 

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기 자 분야에서 

시뮬 이션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교육  오락 목 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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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악하 다.

기록 리학 분야의 트 드 분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재윤, 문주 , 김희정(2007)은 문

헌정보학 련 학술지 5종을 상으로 기록

리학 련 논문 145건을 수집하고 문헌 클러스

터링과 문헌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트 드 분석을 진행하 다. 이후 2009년도부터 

김규환, 장보성, 이 정(2009)은 3종의 기록

리학 련 학술지를 상으로 1999년부터 2008년

까지 344편의 논문을 수집, 논문 제목의 구문과 

의미구조를 악하 으며, 남태우, 이진 (2009)

은 4종의 련 학술지를 상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399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주제별 

분포, 간행시기별 분포, 학회지별 분포, 연구자

별 분포 등을 분석하 다. 한 김규환, 남

(2009)은 3종의 기록 리학 련 학술지에서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374편의 논문을 

상으로 연구자 특성에 따른 트 드 분석을 

진행하 다. 장로사, 김유승(2009)은 여러 기

록 리학 세부 역 에서 자기록물  정보

학 역에 한 트 드 분석을 진행하 다. 4종

의 련 학술지를 상으로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99편의 논문을 상으로 연구논문의 추이, 

연도별, 연구자별, 학회지별 트 드 분석을 진

행하 다. 이소연(2011)은 2종의 기록 리학 

련 학회지와 4종의 문헌정보학 련 학회지

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기록을 다룬 

논문 57편을 상으로 자기록에 한 연구동

향 분석을 진행하 다. 

최근 연구로는 최이랑(2015)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기록 리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

도서 ․정보학회지를 상으로 기록 리학분

야 논문 479편을 상으로 트 드 분석을 진행

하 다. 손혜인, 남 (2016)은 한국기록 리

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의 기록 리학 련 

학회지를 상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

재된 681편의 논문으로 기록 리학 련 연구

자 배경과 주제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상에서 정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텍스

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트 드 분석 연구가 

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특정 연구분야의 트 드 분석에 있어 토픽모델

링 기법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진행된 

기록 리학 련 트 드 분석 선행연구는 부

분 기록 리학 련 학술지 2종을 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수집된 논문 편수는 손혜인(2016)

의 연구를 제외하면 500건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재까지 국내 기록 리학 분야

의 트 드 분석 연구에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는 진행되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분석 상과 기간을 확 하여 기록 리  

구간에 한 거시 인 연구 동향과 각 기간별 

미시 인 연구 동향 흐름을 악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트 드 분석

트 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특정 역에서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동향, 추세, 유행 등을 의미하며, 트

드 분석이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생산된 과

거와 재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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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한 가설을 만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ulf Pillkahn, 2007; 

안병기, 2003). 트 드 분석은 당시 사회의 공

통 인 심이나 견해 등을 의미하는 ‘시 정

신’을 나타내며, 어떤 특정 역이나 분야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공통 인 주요 심과 

이슈를 악할 수 있다(김종근, 2014).

트 드는 지속되는 시간 인 길이에 따라 마

이크로트 드(Microtrend), 패드(Fad), 트 드

(Trend), 메가트 드(Megatrend)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이크로트 드는 가장 기간이 짧고, 소수

의 사람들만이 동조하는 작은 변화이다. 패드

(Fad)는 ‘유행’을 뜻하며, 단기간에 확산되는 

유행으로 수명이 짧다(이순종, 2010). 마이크로

트 드보다 지속기간이 길고, 사람들의 동조범

도 넓지만 체로 지속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패드라고 불린다(김종근, 2014). 패드와 같이 

단순한 유행을 지나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

도 지속되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을 일

반 인 트 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메가트 드

(Megatrend)는 미국의 미래학자 Jhon Naisbitt 

(1983)가 언 한 용어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한 시  조류를 뜻한다. 보통 10년 

이상 지속되는 유행이나 흐름을 메가트 드로 

보며, 이러한 메가트 드는 세계 인 사회변

동을 일으키거나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요한 역할을 한다(Aburdene, 2005/2006). 이처

럼 여러 가지 트 드의 종류가 존재하지만 실

제 분석하는데 있어 마이크로트 드, 패드, 트

드, 메가트 드와 같이 세분하여 분석하기에

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종합 으로 살

펴보았다. 

기존의 트 드 분석은 주로 문헌조사, 문

가평가, 델 이기법 등과 같은 정성  연구방

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하여 결

과를 도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연구자의 주 인 견해가 반 될 수 있다는 

한계 이 있다(김 정, 조남옥, 신경식, 2015). 

최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같은 정

량  연구방법이 많이 발 하게 되면서, 트

드 분석 방법에서도 정성  분석방법 뿐만 아

니라 정량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차 

증가하게 되었다. 정량  분석방법을 활용한 

트 드 분석은 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객 이고 효율성이 높은 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김 정, 조남옥, 신경식, 2015). 본 연

구에서는 정량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

법  하나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국내 기

록 리학 토픽 트 드를 분석하 다. 

이처럼 트 드 분석은 특정 역에 한 많

은 양의 데이터를 시계열 으로 분석하여 시기

별로 이슈가 되었던 트 드를 악하고 과거의 

트 드를 통해 재의 트 드가 무엇인지 분석

하는 상 악과 이로 인해 미래 트 드를 

망하고 측하는 것이 목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기록 리학의 시간에 따른 토픽 

트 드 분석을 해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

여 과거와 재의 토픽 트 드를 악하고 향

후 국내 기록 리학 토픽 트 드에 해 제언

을 하고자 한다.

2.2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이란 텍스트마이닝 기법  하나로 

특정 텍스트 문서집합을 상으로 잠재된 토픽

들을 추출하여 문서집합의 반 인 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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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기법이다. 최근 트 드 분석, 연구동

향 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면서 심

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텍스트 군집 분석은 

각각의 문서가 하나의 주제에만 해당될 수 있

기 때문에 개별의 문서와 다양한 주제와의 연

성을 악하기가 어려웠다. 반면에 토픽모델

링은 개별 문서가 여러 토픽과 연 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문서의 복합 인 주제를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토픽모델링은 기존의 다른 모델링보다 

실 세계에 더 합한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남규, 이동훈, 최호창, 2017). 주요 토픽모델링 

기법으로는 LSA(Latent Semantic), pLSA 

(Probab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 토픽모델

링 기법을 사용하 다. HDP는 Dirichlet Process

를 계층 으로 용하여 주요 토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주제 개수인 K값을 임의로 

설정하지 않아도 분석과정에서 한 K값을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

되었던 LDA 토픽모델링은 분석하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 분석결과가 많은 향을 받는다. 

한 특정 주제에서 공통 으로 다루는 키워드 

분석에 유리해 주로 거시  측면의 분석에 

합한 방법이다. 반면, HDP 토픽모델링은 데이

터 크기에 따른 분석결과 변화가 LDA보다 

으며, 분석결과에 있어 LDA보다 일반 인 키

워드, 복된 키워드에 향을 덜 받으며 각 토

픽의 특징을 분명히 악될 수 있는 변별력 있

는 키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부

인 트 드 분석에 LDA 보다 효율 이다(박

형, 오효정, 2017). 

3.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

리학 토픽 트 드 분석의 연구방법은 <그림 1>

과 같다. 먼  분석 상인 국내 기록 리학 

련 학술 논문지를 선정, 련 논문을 자동 수집

하 다. 수집한 데이터는 처리과정을 통해 

분석에 합하도록 정제하 다. 정제된 데이터

를 통해 시계열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시계열에 따른 기록 리학 주제 변화

를 분석하 다. 구체 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록 리학 련 학술지를 상으

로 국내학술지 원문 DB사이트인 DBPIA에서 

발간일부터 2016년까지 등재된 학술논문을 자

동으로 수집하 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는 형

태소분석, 명사추출 등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토픽모델링을 수행하는데 합한 포맷으로 

정제하 다. 셋째,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

계열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는데 먼 , 1997년

부터 2006년까지 기 10년,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후기 10년으로 데이터를 나 고 각각 HDP 

토픽모델링(박 형, 오효정, 2017)을 수행하여 

․후기 10년 기록 리학 주제 변화를 분석하

다. 다음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

를 5년 주기로 나 어 각각 토픽모델링을 수행

한 후, 기록 리학 주제 역별 키워드를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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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하여 시계열에 따른 기록 리학의 역별 변화

를 분석하 다. 

3.2 연구 상

본 연구는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 리학 토픽

의 트 드를 악하기 해서 기록 리학 련 

학술지에서 등재한 학술논문을 수집 상으로 

선정하 다. 기록 리학 련 학술지인 ‘한국기

록 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의 학술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

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등 

기록 리학 련 학술논문이 빈번히 게재되는 

문헌정보학 련 학술지 4종을 포함하여 총 6종

의 국내학술지에서 등재한 학술논문을 수집하

다. 각 학술지 발간일부터 2016년까지를 수

집기간으로 선정하고, C# 기반으로 직  구

한 웹크롤러를 활용하여 국내 학술DB 사이트

인 DBPIA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 정보들을 

자동 수집하 다. 수집된 문헌정보학 련 학

술지 4종의 학술논문 에서 기록 리학 련 

논문만을 추출하기 해서 논문명과 키워드에 

“기록”, “아카이 ”, “아카이빙”, “아키비스트”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만을 추출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종합 통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기록 리학 련 학

술지를 살펴보면 ‘기록학연구’는 발간연도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50건의 논문을 수집하

고, ‘한국기록 리학회지’는 발간연도인 2001년

부터 2016년까지 339건의 논문을 수집하 다. 

문헌정보학 련 학술지는 처음 기록 리학 

련 논문이 등재된 시기부터 2016년까지 련 

논문을 수집하 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정보 리학회지’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71건의 논문을 수집하 으며, ‘한국비블리아학

회지’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67건의 논문을 

수집하 다. ‘한국도서 ․정보학회지’는 1997년

부터 2016년까지 45건의 논문을 수집하 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2001년부터 2016년까

지 55건의 논문을 수집하 다. 종합 으로 수

집된 데이터의 기간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이며 총 1,027건의 기록 리학 련 학술

논문이 수집되었다. 

<그림 2>의 상단 그래 는 연도별 기록 리

학 련 논문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록 리학 

련 학술논문은 1997년 ‘한국도서 ․정보학

회지’에서 처음 등장하 으며 2001년 기록 리학 

련 학술지가 등장하면서 발간되는 논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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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집 데이터 종합 통계 그래

격하게 증가하 으며 매년 논문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토픽 분석은 그래  에 표시된 선, 실선과 

같이 2006년 공공기록 리법 개정 기 으로 기

(1997년~2006년), 후기(2007년~2016년) 10년 

토픽 분석과 5년 주기 역별 토픽 동향 분석으

로 진행되어진다.

3.3 데이터 처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 에 한 처리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해야 한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할 때, 데이터 처리

는 분석의 정확도와 성능에 많은 향을 주기 

때문이다. 상세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그림 3>

과 같다. 첫째, 1,027건의 기록 리학 련 논문

의 문서집합을 생성하고 각 문서에 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다. 형태소분석은 이썬 자연어

처리 라이 러리인 Konlpy의 Hannanum 형

태소 분석기를 활용하 다. 둘째, 형태소분석이 

완료된 문서집합에서 명사추출을 한다. 셋째,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기 10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후기 10년,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2~2016 5년 주기로 데이터를 

나 고 각각 토픽모델링 수행에 합한 포맷으

로 벡터화(Vectorizati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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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처리 과정

3.4 시계열 기반 토픽모델링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기록

리학의 시계열에 따른 주제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먼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의 

수집데이터를 2007년 ‘공공기 의 기록물 리

에 한 법률’에서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로 개정된 시 을 기 으로, 1997년부터 2006년

까지 기 10년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후기 

10년의 시계열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다. ․후

기 10년에 한 시계열 주제 변화 분석을 통해 

거시 인 측면에서 기록 리학 연구의 흐름을 

악할 수 있다. 이후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2~2016 5년 주기로 각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후 기록 리학 주제 역에 

한 각 키워드와 매핑을 하여 보다 상세한 시계열 

주제 변화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손혜인(2016)이 제안한 기록

리학 14개 주제분류  련키워드와 ｢공공

기록물 리에 한 법률｣, ｢ 통령기록물 리

에 한 법률｣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8가지 

기록 리학 주제 역과 련키워드를 선정하

다. 기록 리학 주제 역은 크게 기록 리주기 

측면과 기록물 측면으로 나  수 있다. 기록 리

주기 측면은 생산, 리  보존, 평가, 공개․

열람․활용 등 4가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물 측면은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통령

기록물, 자기록물 4가지 역으로 구성된다.

기록 리주기 측면은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3조 3항(“기록물 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정리․이 (移管)․수집․평가․폐기․

보존․공개․활용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에 근거하여 만들었으며, 기록물 측면은 

가장 일반 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과 민간기록물, 공공기록물과 동일하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 리

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34조, 제36조 

등에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기록물을 

기록물 측면의 4가지 역으로 선정하 다. 

설정된 기록 리학 주제 역과 련키워드를 

각 5년 주기로 수행된 토픽모델링에 매핑하면 

해당 키워드가 각 토픽모델링의 여러 토픽에 어느 

정도 연 성이 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각 역이 해당 토픽모델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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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연 성이 있는지 악할 수 있다. 이후 

각 5년 주기 역별 수치 비교를 통해 시계열에 

따른 기록 리학 연구의 흐름과 이슈가 되는 

주제 변화를 악할 수 있다. 

역 키워드

기록 리주기

측면

생산
기록물의 등록 분류 편철, 출처주의, 거 코드, 장서개발, 기록물처리일정표, 기록물

분류기 표, 업무모형, 수집정책, 아카이  구축 방안, 기록화 황, BRM

리  보존
기록물 리의 원칙, 이 , 이 보존, 기록물의 회수,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매체 

 용품 등의 표   규격, 기록 리시스템, 보존포맷, 장기보존

평가
평가제도, 평가모델, 젠킨슨, 쉘 버그, 평가, 평가선별론, 도큐멘테이션, 다큐멘테이션, 

기능 평가, 베어만, 거시 평가 

공개․열람․활용
기록정보서비스, 탐색도구, 시소러스, 기록물 시, 견학, 홍보, 책자, 정보공개, 기록정보

콘텐츠

기록물

측면

공공기록물 앙기록물 리기 , 기록물 리기 , 공공기 , 공공기록, 기록 , 특수기록

민간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메뉴스크립트, 로컬리티 기록화, 집단기억, 사회 기억, 개인기록물, 

공동체 아카이

통령기록물 통령기록물, 통령기록 , 통령기록

자기록물
자기록생산시스템, 디지털 아카이빙, 자우편문서, OAIS, ERMS, DIRKS, 디지털, 

메타데이터, 오 소스, 공개소 트웨어, 디지털아카이

* 손혜인(2016) 참조.

<표 1> 기록 리학 주제 역 

<그림 4> 5년 주기 역별 토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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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후기 10년 토픽 분석 결과

공공기록 리법 개정 기 으로 기 10년, 

후기 10년에 한 HDP 토픽모델링 결과는 

<표 2>, <표 3>와 같다. ․후기 10년에 한 

10개의 토픽과 각 토픽에서 가 치가 높은 상

 8개의 키워드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토픽은 

임의의 순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율이 가장 

높은 토픽부터 낮은 토픽까지 정렬된 결과다. 

따라서 topic1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며 topic2, 

topic3이 다음 순서로 비율이 높고 topic10이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기 10년(1997년~2006년) 토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  “기록학”, “기록 리학”, “기록

리”, “기록물”, “아키비스트” 등 거시  의미

의 키워드가 반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념”, “고찰”은 topic1에서 

가장 상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topic9에

서도 “고찰” 키워드가 높은 순 에 있다. 한 

topic9에서 “조선총독부”, “ 사”, “기록보존

소” 등 역사에 련된 키워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볼 때, 기 10년의 연구는 주로 

기록 리학의 반 인 개념이나 고찰에 한 

연구, 기록 리학과 련된 역사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topic1의 “양성교육”, topic2의 “교육과정”, 

topic4와 topic10의 “양성제도”, topic5의 “교육

로그램”, topic8의 “교과과정” 등 기 10년의 

부분 토픽에서 교육과 련된 키워드가 높은 

순 에 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록

리학 련 교육, 아키비스트 양성교육 등 기 

10년의 기록 리학 연구가 교육 부분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topic1의 “사례연구”, topic3의 “호주”, topic6

의 “러시아”, “일본”, “사례”, “독일”과 같은 키

워드가 높은 순 에 치하고 있다. 이는 기 

10년의 연구가 국외 기록 리학에 한 사례 

련 연구에도 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악

할 수 있다.

후기 10년(2007년~2016년) 토픽 분석 결과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topic8 topic9 topic10

개념 검색분류 자정부
기록 리

제도
리방안

기록 리

체제

기록 리

체제
교과과정 공공기록물 기록 리학

고찰 공공기 공공기
보존

기록물
일체화

기록물

분류기 표
메타데이터 학기록물 자정부 목록기술

기록학 보존 변천 구축
기록 리

제도
기록 리 디지털 지식경 거버 스 검색분류

설립 윤리 호주 근권 검색분류 러시아
자기록

리
아키비스트 기록보존소 베트남

양성교육 교육과정 검색분류 기록 리 디지털화 일본 공공기록물 활성화 조선총독부 기록보존소

기 표 화 표 화 양성제도 참조모형 사례 국가기록물 분류체계 사 진리탐구

표 기록 정보화 기록물 목록기술 독일 일체화 메타데이터 보존 양성제도

사례연구 기술
기록 리

체제
자기록

교육

로그램
변천 자기록 목록기술 고찰 일체화

<표 2> 기 10년(1997년~2006년) 토픽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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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topic8 topic9 topic10

개인기록
기록 리

제도
학기록 큐 이션 운 단 과제

교육

로그램

정보공개

심의회

의무기록

리

학교

기록물

교육

서비스
주립기록 공공기록 기록 시 기업 정책 아키비스트

기록정보

서비스
서비스 평가론

기록물

분류기 표
기록분류 통령기록

메타

데이터

자기록

리시스템
지역

기록사랑

마을
민간기록물

거

코드
개념

기록 시 시소러스
업무 리

시스템
재평가 오 소스 에뮬 이션 자기록물 비 기록 기록 통

기록화 클라우드
구기록물

리기

연구

기록물
클라우드

기록정보

서비스
학습자료용 메타데이터

기록정보

콘텐츠
서양

과학 수집 략 디지털화
건설

기록물
평가제도 서비스

험 리

체계
상기록물

기록경

시스템
미국

민주주의
표 기록

리시스템

앙

행정기

오

엑세스

지방기록

리
활용 도구

국가기록

리체제
연구기록

검색

도구

학 포지터리 법제화 소송기록 참여형 네트워크 컬 션
정보공개

청구
평가기 시

<표 3> 후기 10년(2007년~2016년) 토픽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우선 기 10년 토픽과 비교할 때 

반 인 키워드가 거시 인 의미의 키워드보

다 지역 인 의미의 키워드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opic1의 “개인기록”, “기록화”, 

“과학”, “ 학”, topic4의 “연구기록물”, “건설

기록물”, “소송기록”, topic8의 “민간기록물”, 

“ 상기록물”, topic9의 “의무기록 리”, “연

구기록”, topic10의 “학교기록물” 등 후기 10년의 

기록 리학 연구는 개인기록, 소송기록, 의무기

록 등 다양한 기록물에 한 기록화, 기록 리 

방안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악할 수 있다. 

topic1의 “교육서비스”, “기록 시”, topic4의 

“큐 이션”, “기록 시”, “오 엑세스”, topic5의 

“참여형”, topic6의 “기록정보서비스”, “서비

스”, “활용”, topic7의 “교육 로그램”, topic8의 

“기록정보서비스”, “정보공개청구”, topic9의 

“서비스”, “기록정보콘텐츠” 등 후기 10년에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연구가 많은 심을 받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opic2의 “시소러스”, “표 기록 리시스템”, 

“ 포지터리”, topic3의 “업무 리시스템”, “디

지털화”, topic5의 “ 자기록 리시스템”, “오

소스”, “클라우드” 등 후기 10년 기록 리학

은 기록과 기록 리시스템에 한 디지털화에 

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악할 수 

있다.

4.2 5년 주기 역별 토픽 분석 결과

․후기 10년 토픽 분석을 통해 거시 인 

측면에서 국내 기록 리학의 흐름을 살펴봤다면, 

5년 주기 역별 토픽 분석은 본 연구에서 선정

한 8가지 기록 리학 주제 역별 동향을 5년 

주기로 악하여 보다 세부 인 시계열 주제 

변화 분석을 할 수 있다. 각 역별로 수행된 

토픽모델링을 <표 1>에서 나타난 기록 리학 

주제 역별 키워드와 매핑하여 각 역이 해당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 리학 토픽 트 드 분석  41

토픽모델링과 얼마나 연 성이 있는지 수치화 

하 다. 이를 <그림 5>와 같이 방사형 그래 로 

표 하 으며 수치의 최 값은 1.0, 최소값은 

0.0이다. 해당 토픽모델링이 특정 역에 연 성

이 높을수록 수치는 높아지며 반면, 연 성이 

낮을수록 낮은 수치를 보인다. 우측 흰색 부분

은 기록 리주기 측면에 한 역이고 좌측 

회색 부분은 기록물 측면에 한 역을 나타내

고 있다. 각 역에 해 높은 연 성을 보일수

록 바깥쪽 부분에 근 하며 낮은 연 성을 보

일수록 안쪽 부분에 가깝게 된다. 

먼  기록 리주기 측면의 역을 살펴보면, 

1997~2001에는 생산, 리  보존에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반면에 평가, 활용

에 한 연구는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2~2006까지 

계속되었다가 2007~2011부터 활용에 한 연

구가 차 증가하기 시작하 다. 생산에 한 

<그림 5> 후기 10년, 5년 주기 역별 토픽 동향 방사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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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2002~2006에 잠시 주춤하 지만 이후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리  보존에 

한 연구는 20년동안 꾸 히 심을 받아왔으며, 

평가에 한 연구는 2011년까지 미비하게 진행

되다가 차 증가하게 되었다.

기록물 측면 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7~ 

2001에는 통령기록과 공공기록에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자기록, 민간기록

에 한 연구는 미비하 다. 2002년 이후 자

기록과 민간기록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증

가하게 되었으며 2011년까지 공공기록이 민간

기록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12년 이후 

공공기록에 한 연구는 조  감소하고 민간기

록에 한 연구는 크게 증가하 다. 

특히 자기록 역은 1997~2001을 제외하

면 항상 높은 심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 자기록 역이 처음 많은 

심을 받게 된 2002~2006과 가장 최근 시기인 

2012~2016의 자기록 역에 한 주요 키워

드를 살펴보고 자기록 역에 한 이슈와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 다. 2002~ 

2006, 2012~2016 자기록 역의 주요 키워

드는 <표 4>와 같다. 2002~2006 자기록 역

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록 리시스템”, 

“기록물분류기 표”, “디지털화”, “ 자정부”, 

“공문서” 등 공공기록에 한 디지털화, 공공기

의 기록 리시스템, 자정부에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한 “메타데이터”, “표

화”와 같이 자기록에 한 표 화에 한 연구

가 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12~2016 자기록 역의 주요 키워드를 살

펴보면, “웹사이트”, “SNS”, “클라우드” 등 네트

워크 환경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자기

록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ATOM”, 

“오 소스”, “부산항”, “송 탑” 등 공개소 트

웨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 를 구축하는 

연구, 디지털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연구 등

이 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악할 수 있다.

4.3 시사

분석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후기 10년 토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기 10년은 기록 리

학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 이기 때문에 

기록 리학 반 인 부분에 한 개념 인 연

2002~2006 자기록 역 2012~2016 자기록 역

기록 리시스템 웹사이트

메타데이터 로컬리티

디지털화 기록정보서비스

자정부 SNS

기록물분류기 표 ATOM

공문서 오 소스

행정기 클라우드

기록 리법 부산항

표 화 송 탑

<표 4> 2002~2006, 2012~2016 자기록 역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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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찰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기록 리

학과 련된 역사에 한 연구, 아키비스트 양

성과 교육에 한 연구가 심이 높았다. 한 

국외 기록 리학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기록 리학의 방향과 목 을 찾으려고 노력하

다. 이후 후기 10년 토픽은 2007년 공공기록

리법이 개정되어지는 시 부터 자기록과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심이 차 집 되기 

시작하 으며 학교기록, 소송기록, 연구기록 등 

다양한 민간 기록물에 한 기록화 방안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5년 주기 역별 토픽 분석을 살펴보면, 기록

리주기 측면에서는 기 생산, 리  보존

에 한 연구는 활발하 으나 평가, 활용에 

한 연구는 미비하게 진행되었으나 2007년부터 

활용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 으며 

2012년부터는 평가에 한 연구도 차 증가하

다. 생산, 리  보존에 한 연구는 2002~ 

2006에 잠깐 어들었지만 차 증가하 다. 

기록물 측면에서는 기 자기록, 민간기록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통령기록

과 공공기록에 한 연구가 많은 심을 받았다. 

2002년 이후 자기록과 민간기록 역이 지속

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11년까지 공공기록 

역이 민간기록 역보다 항상 앞서있었지만 

2012년 이후 민간기록 역이 공공기록 역보

다 앞서면서 더 많은 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사회가 발 하고 민주주의에 한 

의식이 향상되어짐에 따라 민간기록에 한 

리의 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합 으로 

기에는 공공기록, 통령기록, 생산, 리  

보존에 한 연구가 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

만 최근에는 자기록, 민간기록, 활용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4차 산업 명 시 로 인해 정

보의 규모가 거 해지고 처리속도가 더욱 빨라

지는 시 의 흐름 속에서, 트 드 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존의 국내 기록 리학 연

구동향에 해 심층 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

으로 향후 국내 기록 리학 연구의 발  방향과 

흐름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 리학 ․후기 10년 토픽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 10년 기록 리학 연구는 

주로 개념 인 연구, 학문  고찰 등과 같은 연

구가 진행되어졌다. 한 기록 리학과 련된 

역사에 한 연구와 국내 아키비스트 양성과 교

육에 한 연구도 심이 높았으며, 국외 기록

리학에 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기록 리

학의 방향과 목 을 탐색하는 연구도 많이 수행

되었다. 이후 기록 리학 연구는 2007년 공공기

록 리법이 개정되는 시 부터 차 자기록

과 기록정보서비스와 련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학교기록, 연구기록, 소송기록 등 

특정 기록물에 한 아카이빙 방안에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5년 주기 역별 토픽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기 기록 리학 연구는 생산 역, 리 

 보존 역, 공공기록 역, 통령기록 

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2년 이후 자기록 역과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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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역이 차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 으며, 

2007년 이후 활용에 한 연구도 차 증가하기 

시작하 다. 2012년 이후에는 자기록, 민간기

록, 활용에 한 연구가 가장 많은 심을 받게 

되었으며, 공공기록은 기에 비해 상 으로 

하락세를 보 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기반 트 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록 리학 연구동향에 해 살펴보

았다. 토픽모델링은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정량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내용분석을 통한 세부 인 

연구동향을 악하는데 다소 한계 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성 인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국내 기록 리학 연구동향에 해 보

다 세부 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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