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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다문화 련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하여 다문화와 련한 국내 학술 문헌을 수집하여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 토픽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 

련 연구에서의 심 연구 토픽을 시기별로 추 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찰하 고, 그 결과 핫 토픽으로는 

‘다문화 사회통합’과 ‘학교 다문화 교육’이 찰되었으며 콜드 토픽으로는 ‘문화정체성과 민족주의’ 련 토픽이 

찰되었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opics discussed in academic papers on multiculture in 

Korea to figure out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In order to do topic analysis,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based topic modeling methods are employed. Through the analysis, it is 

possible to track topic changes in the field and it is found that topic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schools’ are hot topics, and topics related to ‘cultural identity 

and nationalism’ are cold topics among top five topic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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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한국사회는 2000년  들어서면서 이주노동

자와 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로 변모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민족이나 인

종, 문화 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로 한 국

가나 사회 속에 여러 다른 생활양식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국가기록원 2019). 국제사

회에서 단일민족 단일국가 체제의 순수한 이념

 유형을 표하는 나라  하나인 한국이 다

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행

정안 부의 보도자료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 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

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

녀는 모두 186만 1,084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총인구(51,422,507명) 비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게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

가 되어 가면서 다문화에 한 사회 , 정책 , 

학문  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다

문화와 련한 다양한 학회가 설립되고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많은 학자들의 학술활동이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국내 다문화 련 연구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문화 련 연구가 어

떤 주제를 심으로 발 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문  유행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등 그 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와 련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보고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심의 흐름을 추 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목표와 기 효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련 국내 주요 학술 

문헌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토픽을 분석하여 다

문화 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문화 련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련 국

내 연구 동향의 시간 흐름에 따른 토픽의 변화

를 살펴보기 해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

고자 한다. 

토픽 모델링 기법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

용한 통계 추론 모델로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연구자의 주 에 향을 받을 수 있는 연구주제

에 한 평가를 문헌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더욱 객 이고 명확하게 연

구 주제를 분석하여 낼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

를 통해 다문화 련 국내 학술 연구에서의 연

구주제의 변화와 그 양상을 종합 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반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주로 비구조화된 텍스트 문서

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기 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주제  동향을 

악하는데 효과 인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 실, 이인주, 이 경 2018). 토픽 모델링은 

체 문서 집합에서 나타나는 의미론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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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기 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

로 문서 집합 내에 숨겨져 있는 토픽을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픽 모델링은 어떤 문서의 토픽이 여러 

개의 추상 인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토픽은 여러 단어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을 제하고 있다.

LDA는 문헌 내의 잠재된 토픽을 추정하는 것

으로 어떤 단어들을 어떠한 토픽에서 선택하여 배

치할 것인지 각각의 라미터(parameter; α, β)

로 모델링하는 기법이다. 문헌, 단어 등 찰된 

변수(w)를 통해 문헌의 구조 같은 잠재 변수

를 추론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궁극 으로 

체 문서 집합의 주제들과 문서별 주제 비율 

 각 주제에 포함될 단어들의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LDA는 우선 디리클  확률 분포(Dirichle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활용하여 문서의 잠

재 인 확률을 설정한 다음 깁스 샘 링(Gibbs 

sampling)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서의 

토픽과 단어에 한 확률 값을 추정한다. 이러

한 LDA의 장 은 어떤 토픽과 단어에 한 사

 정보가 없는 비지도 생성 모델(unsupervised 

generative model)이기 때문에 각 토픽과 련

한 모든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다

(Blei et al. 2003). 반면, 데이터의 양이 거나 

정규분포의 환경에는 합하지 않다(Liu, Zhang, 

Chang and Sun 2011; Wang and Blei 2013). 

<그림 1>에서 박스로 표 된 M과 N은 

(plate)으로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M

은 개별 문서를 나타내고 N은 해당 문서에 

한 토픽과 단어를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을 의

미한다. α는 각 문서별 토픽의 분포에 한 디

리클  분포의 설정값을 의미하고, β는 각 토

픽의 단어 분포에 한 디리클  분포의 설정 

값을 의미한다. θ는 개별 문서에 한 토픽 분

포를 의미하고, z는 특정 문서 내의 단어에 

한 토픽을 의미하며 w는 특정 단어를 의미한

다. <그림 1>에서 w만 짙은 색으로 표 되었는

데, 이는 w만 찰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은 잠

재되어 있어 찰이 불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α는 문서와 토픽 간의 도를 나타

내는데, α의 값이 커질수록 문서의 집합이 더 

많은 수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α의 값이 낮아질수록 문서의 집합은 더 은 수

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β는 토

픽과 단어 사이의 도를 의미하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토픽이 더 많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Graphical model representation of LDA from “Latent Dirichlet Allocation,” by Blei, D. 

Ng, A. and Jordan, M. 2003.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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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이 값이 낮을수록 더 은 수의 단

어로 토픽이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LDA를 활용하는 경우 주어진 문서 집합에 해 

토픽의 수나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의 수를 사용

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

만 LDA는 토픽 내 단어들 간의 계를 알기 어

렵다는 단 이 있다(안성주, 양정진 2018). 

LDA 기법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하는 

경우 토픽 모델링의 결과의 품질은 설정된 α와 

β의 값에 많은 향을 받는다. 따라서, LDA 기

법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의 경우 최 의 α와 β

의 값을 찾아 내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련 국내 학술잡지에 

실린 논문을 상으로 LDA 분석의 장 을 최

한 활용하기 해 논문의 제목, 자 키워드, 

록 모두를 상으로 최 의 토픽 수를 찾고 

이를 통해 다문화 련 연구의 토픽을 분석하

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2.2.1 다문화 련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와 련한 연구는 일반 인 학문과는 

달리 다양한 학문에 두루 걸치는 학제  성격

이 강하다. 다문화와 련한 주제는 교육학, 언

어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와 련한 연구 동향 분석은 주로 다문

화라는 거시 인 개념을 상으로 학문 반에 

걸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보다 특정 학문 분

야 내에서 미시  개념으로서 다문화와 련한 

연구 동향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상 으로 다문화와 련한 연구 동향을 거시

으로 분석한 연구는 은 실정이다. 

다문화와 련하여 특정 세부분야가 아닌 일

반 분야의 연구를 상으로 다문화와 련한 연

구의 동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김세 (2018)

과 장임숙, 장덕 , 이수상(2011)의 연구가 있다. 

김세 (2018)은 국내에서 진행된 다문화 연

구를 상으로 주요 연구 주제를 추출하여 다문

화 역의 지 구조의 특성과 변화를 악하기 

해 한양 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에서 제

공하는 다문화 아카이 (CSMR Archive)에 수

록된 다문화 련 논문정보  국문 록 정보

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텍

스트를 정련한 후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분석과 텍스트 연결망 분석을 통해 토

픽을 분석하 다. 

장임숙, 장덕 , 이수상(2011)은 한국 다문

화 지식체계의 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 후보 학술지를 상으로 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활용한 키워드 동시출 을 통한 연결

망을 분석하여 다문화 연구가 활성화된 학문분

야의 분야별 핵심 주제와 다문화 지식구조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상의 두 연구는 다문화 

련 연구의 연구 주제와 연구 동향을 분석하

기 하여 각각 록 는 자 키워드를 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다문화와 련한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에 있어서 특정 학문 역에 한정하여 연구 동

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다

문화의 주제는 교육학, 언어학, 지역학 등에서

부터 건축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범

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모든 학문 분

야를 포 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보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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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학문 역에 한정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진(2019)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연구  한국 학생 상의 다문화교육과 련

한 논문을 상으로 연구의 특징  경향을 내

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 다. 

장은 과 이정아(2018)는 국내 다문화교육 

연구  이 언어와 련한 연구 동향을 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실린 련 연구

를 토 로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을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다문화와 련한 

특정 학문 역 는 주제에 한 논문을 상

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분석에 활용하는 자

료를 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계량서지학 도

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내용

분석을 통한 질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악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의 악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이내의 자료를 상

으로 분석하게 되므로 분석의 상으로 선별된 

자료의 양이 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 텍스트

마이닝이나 계량서지학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에서는 컴퓨터의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자료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로 많은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2.2.2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연구는 다양한 분

야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연구로는 강범일, 송민, 조화순(2013), 

박자 , 송민(2013), 진설아, 송민(2016), 박

형, 오효정(2017), 이상연, 이건명(2014), 배정

환, 한남기, 송민(2014), 이 실, 이인주, 이

경(2018), 김세 (2018) 등의 연구가 있다.

강범일, 송민, 조화순(2013)은 웹에서 선 

후보와 련한 국내 신문자료의 기사를 수집하

여 해당 기사에 나타난 토픽을 분석하기 해 

LDA 기반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제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18  선 후보

들의 기사에서 형성되는 주제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제들이 매체별로 보이는 차이, 주제

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내용의 차이, 시기별 주

제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박자 , 송민(2013)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하여 문헌정보학 분

야의 주요 학술지 4종에 실린 논문의 록을 수

집하여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자들의 주요 연구주제

를 규명하고 문헌정보학의 주요 연구주제의 연

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새롭게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는 연구주제(hot topics)와 연구의 인기가 

어들고 있는 연구주제(cold topics)를 밝히고

자 하 다.

진설아, 송민(2016)은 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학제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정보학 분야의 학

술지 20종을 상으로 논문의 제목과 록을 

상으로 LDA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실행하여 

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체 토픽과 개별 학술지

의 토픽 분포를 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

학 분야 학술지의 학제  특성을 분석하 다. 

박 형, 오효정(2017)은 국내 기록 리학 분

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해 LDA 기반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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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모델링 기법과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을 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토픽 모델링 기법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하 다. 이를 통해 LDA 토픽 모

델링은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에 향을 많이 받

으며 일반 인 키워드가 많아 각 토픽의 특징을 

악하기 어려운 반면, HDP 토픽 모델링은 고

빈도 키워드에 상 으로 은 향을 받으며 

각 토픽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각 토픽의 특징을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상연, 이건명(2014)과 배정환, 한남기, 송

민(2014)은 SNS상에서의 토픽 트랜드를 분석

하기 해 트 터로부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

윗에 나타난 토픽을 분석하기 해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LDA와 

같은 토픽 모델링의 방법이 트 터와 같은 SNS

상의 데이터에도 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나

아가 SNS상의 이슈 변화를 추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실, 이인주, 이 경(2018)은 분야의 

을 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

년 동안의 가상 실과 련한 논문의 연구동

향을 분석하기 해서 LDA 기반의 토픽 모델

링 기법을 사용하 고 이를 통해 10년 동안 가

상 실과 련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제

(hot topics)과 소멸되는 주제(cold topics)를 

도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김세 (2018)은 1993년 이후부터 2016년까

지 국내에서 발간된 3,242편의 다문화와 련

한 논문  국문 록 정보가 확인된 2,334편의 

논문을 심으로 국문 록에 하여 LDA 기

반 토픽 모델링 분석과 연결망 분석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연구가 교육, 이

주, 정책 토픽을 심으로 논의가 개되었으

며 시기에 따른 세부 주제  연구 상, 연구 

방향의 변화가 있음을 찰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용한 연구 동향의 분석이 문헌정보학, 정보학뿐

만 아니라 분야, 다문화 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LDA 기반의 토픽 모델

링 기법을 용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주제를 분

석하고 한 이러한 주제를 다양한 시기별로 분

석함으로써 주제의 변화를 추 하여 연구 동향

을 분석하 다. 이러한 방법을 용하는 주제분

석  연구 동향 분석은 SNS 분야에도 용되

었으며 트윗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SNS상

의 텍스트에 나타난 주제 분석과 이슈의 변화를 

추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문화와 련한 연구동향 분석은 주로 다문

화 역 내의 세부분야와 련한 논문을 상

으로 내용분석에 기반한 주제 분석을 통한 연

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다문화와 련한 모든 역에 한 주제 분석 

 연구 동향 분석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수행되었다.

특정 학문 분야의 학술지 논문을 상으로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을 용한 연구

는 토픽 분석을 해 주로 논문의 록을 활용

하 으며 논문에 나타난 텍스트 체를 상으

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LDA 기반

의 토픽 모델링을 용한 주제분석에서 텍스트

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토픽 분석에 소요되

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연구 수행에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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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 으로 분석이 용이

한 록을 분석의 상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

타난 상으로 생각된다.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을 다문화 주

제 분야에 용하는 것은 토픽 모델링을 문헌정

보학과 같은 특정한 단  학문 역에 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다문화 련 연구가 

특정 단 학문 분야 내에서 연구되기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범 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특정한 하나의 학문 역을 다문화와 련

한 학문 역이라고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픽 모델링을 다문화 

주제 분야에 용하여 해당 주제 분야의 이슈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범 한 학문 역에서 

다루어지는 특정 주제(다문화)와 련한 이슈

를 추 하므로 연구의 동향을 밝히는 것은 여

히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

야에서 진행된 다문화와 련한 국내 연구를 

상으로 록이 아닌 논문 체의 내용을 상으

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여 다문화와 련한 국

내 연구의 주요 토픽을 규명함으로써 다문화 

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범   방법
 

3.1 연구 질의

본 연구를 한 연구 질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련 국내 학술 문헌에 나타나는 

토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가?

(2) 최근 5년 동안 새롭게 떠오른 주요 토픽

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최근 10년 동안 꾸 히 심을 보이는 핵

심 토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2 데이터의 수집 범  

다문화 련 국내 학술 연구의 연구주제 변

화를 악하기 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등재 후보 학술지를 상으로 ‘다문화’라는 키

워드를 포함한 논문 약 8,000건  텍스트로 원

문 입수가 가능한 논문을 한정하 다. 논문의 

발행 시기는 앞에서 수집한 논문의 가장 빠른 

발행년도인 2000년 이후 발행된 학술 논문을 

상으로 하 다. 

3.3 방법

3.3.1 텍스트의 수집  처리

본 실험 연구에 사용될 텍스트를 수집하기 

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

에서 키워드로 “다문화”라는 단어를 포함한 논

문을 망라 으로 수집하 다. 이 게 수집된 문

헌의 텍스트를 제목, 키워드, 록 등으로 구조

화하 다. 수집된 텍스트를 활용하여 토픽 분석

을 하기 해서 각 논문의 텍스트를 코모란 한

형태소를 분석기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 각 논문의 텍스트  명사만을 추출하

여 해당 명사 단어군을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 

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추출된 단어를 살펴

보고 한 형태소분석기의 성능 제약으로 인해 

잘못 분석한 단어들은 별도로 형태소분석기를 

한 이용자사 에 해당 단어를 추가하여 한  

형태소분석기의 성능을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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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경로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kci

코퍼스 크기 논문 5,345개

수록 기간 2007년 ~ 2018년

<표 1> 코퍼스 기본 정보

<그림 2> 국내 다문화 련 학술 논문 발행 추이

3.3.2 토픽 분석 방법

처리 과정을 통해 정제된 텍스트를 활용하여 

토픽분석을 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Matlab

의 Text Analytics Toolbox를 활용하여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한 후 이를 활용하여 토

픽 분석하 다. LDA 토픽 분석의 경우, LDA 

토픽 분석 결과의 품질 향상을 해서는 문서

와 토픽 간의 도를 나타내는 α의 값을 최

의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즉 해당 코

퍼스 내에 존재하는 토픽의 개수(α)를 몇 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LDA 분석결과로 나타나는 

토픽의 품질이 결정되므로 최 의 토픽 개수를 

찾는 작업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LDA 기반 

토픽 모델링에서는 식별가능한 단어(w)이외의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감추어져(latent)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 인 토픽의 개수를 명확히 정

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한 방법으로 LDA 모

델에 용할 최 의 토픽의 개수를 선정하기 

하여 토픽의 개수가 수집된 체 코퍼스 내에 

최소 10개에서 최  30개의 숨겨진 토픽이 있음

을 가정하고 최 의 토픽 수를 찾기 하여 각 

토픽 모델을 시뮬 이션하 다. 

<그림 3>은 수집된 각 논문에 표 된 제목, 

자 키워드, 록 모두를 하나의 문서에 포함된 

텍스트로 간주하여 하나로 묶고 LDA 토픽 모

델을 작성하여 각 모델별로 혼란도(perplexity) 

값의 변화를 추 한 그림이다. <그림 4>는 수집

된 각 논문에 포함된 자 키워드만을 상으

로 하여 LDA 토픽 모델을 작성하여 각 모델별

로 혼란도 값의 변화를 추 한 그림이다. <그림 

3>을 <그림 4>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림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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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토픽 수와 혼란도의 상 계 - 

제목, 키워드, 록

 <그림 4> 토픽 수와 혼란도의 상 계 - 

키워드

비교  완만하고 매끄럽게 혼란도의 값이 토픽 

수와 반비례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반면, <그림 

4>의 경우 간 간 혼란도의 값이 감소하다가 

크게 돌출하는 경우(토픽수 12, 16, 21, 24, 28, 

30)가 여러 번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림 4>로 표 된 실험에서 자 키워드만을 

상으로 토픽 분석을 하 기 때문에 <그림 3>의 

실험과 비교하여 볼 때 제공되는 텍스트의 양

이 상 으로 매우 은 결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의 경우에도 간 간

에 미세하게 두드러지는 부분(토픽수 19, 22, 

26, 29)이 식별되는데, 이러한 지 에서 토픽 

분석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통계  확률이 변화

하는 지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

으로 토픽 모델 생성을 해서 키워드만을 이

용하는 신 코퍼스 내의 각 논문을 표 하는 

제목, 자키워드, 록 모두를 포함하는 텍스

트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을 생성하 다.

본 연구에서 LDA 토픽 분석에서 토픽과 단

어 사이의 도를 설정하는 β의 값으로는 50을 

기본으로 설정하 다. 이는 하나의 토픽을 표

하는 연  단어의 수가 50개임을 의미한다. 

β의 값이 다르게 변화함에 따라 결과로 제시되

는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의 종류와 수가 달라

지게되므로 α의 설정 값과 마찬가지로 토픽의 

품질에 향을 미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0

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각 논문의 텍스트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토픽 수를 60개까지 더 늘려 실험한 결과

를 보면 토픽 수 29개까지의 혼란도의 값이 조

씩 감소하다가 토픽 수 30개에서 그 값이 갑

자기 증가하는 것을 <그림 5>와 같이 찰하

다. 이를 통해 볼 때, 체 코퍼스 내에 존재하

는 잠재 인 토픽의 수를 29개로 보는 것이 실

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합하다고 단하여 

이후 토픽 수를 29개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물론 토픽의 수를 지속 으로 증가시

켜 실험을 진행하면 혼란도의 값이 최소가 되

는 지 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토

픽의 수가 매우 많아지게 되어 본 연구의 주제

인 다문화 련 연구분야의 주요 연구동향을 

추 하는데 분석해야 하는 토픽의 수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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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토픽 수와 혼란도의 상 계 - 제목, 키워드, 록 

(토픽 수 10~60개)

많아 오히려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

을 것이다. 여기서 복잡도의 값이 작다는 것은 

해당 토픽이 실제 문헌의 사례를 기계학습을 

통해 잘 반 한다는 의미이지 사람이 잘 이해

하고 해석하기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픽의 수를 설정하고 토픽을 분석한 후, 2002

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시계열별로 다문화 련 

연구 토픽 트랜드의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앞

서 설정한 29개의 토픽에 한 트랜드의 변화를 

추 하 다.

4. 다문화 련 토픽 분석 

4.1 연도별 연구 토픽 트랜드

연도별 연구 토픽의 트랜드를 분석하기 해

서 각 연도에 발행된 모든 논문의 제목, 자 키

워드, 록에 나타난 텍스트를 각 연도별 하나

의 문서로 간주하여 모으고 이를 상으로 앞에

서 분석한 토픽 모델을 용하여 각 연도별 문

헌에 나타나는 토픽의 분석을 시도하 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29개의 토픽의 확

률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다문화 련 국내 연

구와 련하여 연도별 연구 토픽 트랜드의 변화

를 추 하기 하여 체 29개의 토픽  토픽 

확률 분포의 상  5개의 토픽(설정 값 p>0.045)

을 선정하고 이를 추 하 다.

이를 통해 선정한 상  5개의 토픽을 구성하

는 상  단어는 <표 2>와 같다.

4.1.1 토픽별 주제

(1) 토픽 1. 학교 다문화 교육

토픽 1을 구성하는 단어의 군집을 활용하여 

토픽 1이 다루고 있는 토픽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7>과 같이 워드 클라우드로 정보

를 시각화하 는데, 이를 통해 나타난 토픽 1의 

주제를 살펴보면 학교를 심으로 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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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토픽별 확률 분포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단어 Score 단어 Score 단어 Score 단어 Score 단어 Score

교육
교사
문화
한국어
과정
역량
유아
학습
인식
로그램

가정
연구
분석
효능
교수
음악
능력
학생
미술
교과서
태도
학교
감수성
모형
내용
비

국어
수용
활동
경험

0.225
0.031
0.029
0.026
0.025
0.024
0.020
0.018
0.015
0.015
0.012
0.012
0.012
0.011
0.011
0.011
0.011
0.011
0.010
0.010
0.010
0.009
0.008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6

가정
이주
결혼
여성
응

아동
가족
사회
청소년
자녀
이민자
연구
문화
노동자
수용
계

국제결혼
분석
스트 스
효과
부모
양육
국제
발달
경험
언어
이론
인식
태도
행동

0.068
0.059
0.058
0.056
0.031
0.028
0.028
0.026
0.019
0.018
0.018
0.017
0.013
0.012
0.011
0.010
0.010
0.009
0.009
0.009
0.008
0.008
0.008
0.008
0.008
0.007
0.007
0.007
0.006
0.006

문화
교육
주의
사회
언어
상호
문학
다양성
통합
인종
동화
정체성
이
차별
타자
공간
정책
윤리
시민
소수자
국제
차이
이해
공동체
인권
정치
소설
소통
용

미국

0.062
0.059
0.054
0.044
0.034
0.020
0.018
0.017
0.016
0.015
0.015
0.014
0.013
0.012
0.012
0.010
0.009
0.009
0.008
0.007
0.007
0.007
0.007
0.007
0.006
0.006
0.005
0.005
0.005
0.005

문화
정체성
주의
한국
민족
시민
국가
사회
종교
공동체
통일
갈등
디아스포라
국민
미디어
기독교
국

의식
역사
도시
민족주의
통

선교
주민
세계
교회
읽기
네트워크
시민권
도서

0.059
0.036
0.029
0.026
0.023
0.021
0.016
0.015
0.013
0.013
0.013
0.011
0.011
0.010
0.010
0.009
0.009
0.009
0.009
0.008
0.008
0.008
0.008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사회
정책
외국인
가족
통합
지원
이민
주민
지역
복지
청소년
주의
이주
범죄
인권
센터
서비스
요인
입국
활동
도

제도
경찰
로그램

체계
보호
학교
국제
이민자
지방

0.095
0.071
0.052
0.040
0.038
0.033
0.022
0.022
0.021
0.017
0.013
0.012
0.012
0.012
0.012
0.011
0.011
0.010
0.008
0.008
0.008
0.008
0.007
0.007
0.007
0.006
0.006
0.006
0.006
0.006

<표 2> 토픽별 주요 단어(상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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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교육에 한 것임을 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픽 1의 잠정 인 주제를 “학교 다

문화 교육”으로 명명하 다. 

<그림 7> 토픽 1의 워드 클라우드 - 학교 

다문화 교육

(2) 토픽 2. 결혼 이주 여성 

<그림 8>을 살펴보면 두 번째 토픽 모델의 

심 단어군이 다문화와 련한 가정, 결혼, 여

성, 이주 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를 바

탕으로 토픽 2의 잠정 인 주제를 “결혼 이주 

여성”으로 명명하 다. 

<그림 8> 토픽 2의 워드 클라우드 - 결혼 

이주 여성

(3) 토픽 3. 문화 교육  다양성 

토픽 3은 <그림 9>와 같이 문화, 교육, 주의, 

사회, 언어, 상호, 문학, 다양성 등의 심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픽에 포함된 단어에 상호

문화주의, 다원주의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으

로 미루어 보아 상호문화주의를 해당 토픽의 주

제  하나로 볼 수 있겠다. 한 다른 토픽의 

상 어에 포함되지 않은 문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문학과 련한 다문화 연구

도 이 토픽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토픽 3의 잠정 인 주제를 “문화 교육 

 다양성”으로 명명하 다.

<그림 9> 토픽 3의 워드 클라우드 - 문화 

교육  다양성

(4) 토픽 4. 문화 정체성과 민족주의

네 번째 토픽의 심어는 <그림 10>과 같이 

문화 정체성, 민족, 주의 등으로 표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픽 4의 잠정 인 주제를 “문

화정체성과 민족주의”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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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토픽 4의 워드 클라우드 - 문화 

정체성과 민족주의

(5) 토픽 5. 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

다섯 번째 토픽의 심어는 <그림 11>과 같

이 사회, 정책, 외국인, 가족, 통합 등으로 표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픽 5의 잠정

인 주제를 “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으로 명명

하 다. 

<그림 11> 토픽 5의 워드 클라우드 - 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

4.1.2 토픽 트랜드 분석

앞에서 살펴본 토픽들이 2002년 이후의 년

도별 트랜드 변화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국내 다문화와 련한 연구가 2000년  

반에는 토픽 4(문화정체성과 민족주의)와 

련한 연구가 활발하 던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 12> 연도별 토픽 트랜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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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픽에 한 연구가 에 비해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토픽 5(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의 경우에는 해당 토픽과 련한 

연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가하고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토픽 

1(학교 다문화 교육)의 경우 2006년 이후부

터 꾸 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토픽 2(결혼 이주 여성)와 련한 연구는 

2007년도에 정 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다소 

감소하 으나 최근까지도 지속 으로 연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은 국내에서 진행된 다문화 연구를 

상으로 요 연구 토픽을 추출하여 다문화 

역의 토픽의 흐름을 악함으로써 해당 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을 악하고자 하 다. 기존

의 선행 연구에서는 다문화와 련한 연구자료

의 수집 범 를 작은 하  분야로 제한하여 연

구자가 직  내용 분석을 행하는 연구들이 많

이 진행되었다. 한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  아카이  내에 수집된 

자료들을 상으로 국내 다문화 련 논문의 

토픽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

단의 인용색인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를 상으

로 특정 주제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다문화와 

련된 논문의 제목, 자 키워드, 록을 모두 

포함한 텍스트를 상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포 으로 다문화 련 연구 토픽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 연구 토픽의 흐름을 분석하기 

해 LDA 분석을 시행하 는데, 최 의 LDA 모

델을 선정하기 해 각 모델의 토픽 수를 달리

하여 실험한 후 해당 모델의 혼란도를 비교하여 

가장 안정된 모델을 선정하 다. 그 결과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코퍼스를 상으로 하 을 경우 

29개의 토픽 수가 가장 합한 것으로 악되었

다. 이 게 선택된 LDA 모델을 토 로 각 연도

별 연구 문헌의 토픽을 비교하고 그 흐름을 추

하 다. 이를 통해 수집된 코퍼스의 수록 기

간 반기에는 문화, 정체성, 주의, 한국, 민족, 

시민 등으로 표되는 “문화정체성과 민족주

의”의 주제(토픽4)가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근

래에 와서는 이에 한 심이 상 으로 어

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반 으로 상 군에 포

함된 주요 토픽들은 2008년 이후 지속해서 연구 

토픽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토픽 1(학교 다문화 

교육)과 토픽 5(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는 최근 

5년 동안 다른 토픽에 비해 두드러지게 주목받

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련 연구에서의 최근 요 심사를 식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문화 련 연구의 토

픽의 흐름을 통해 최근 5년간 지속 으로 다문

화와 련한 사회 통합 문제가 주요 이슈 음

을 볼 때 앞으로도 이 토픽에 한 심이 지속

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한 학교 교육에서

의 다문화와 련한 이슈들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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