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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화 네트워크도 다른 사회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멱함수 분포 특성을 지닌 척도 없는 네트워크로 알

려져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상 된 한국 화 799편에 등장하는 배우  감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성을 분석하 다. 화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로 부터 3편 이상을 

연출하고 70%이상의 백만 객을 동원한 감독 에서 화 편당 객 수가 높은 상  10명의 감독을 추

출하 다. 한국 화 799편을 객 동원력에 따라 3등 으로 구분하고 각 등 에 일정 편수 이상 출연한 

배우들을 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그리고 70% 이상의 백만 객 동원율을 가진  편당 객 동원

수가 높은 상  20명의 배우를 추출하 다. 배우  감독 30명이 출연하거나 연출한 화를 심으로 

2000년  한국 화의 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르별 상   동원력을 

가진 화배우와 화감독을 도출하 다. 이 핵심 네트워크로부터 향후  동원력이 높은 화를 제작

할 수 있는 감독, 배우, 장르의 조합을 2010년의 실제 상황과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궁극 으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화 객 동원력을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영화 네트워크∣관중 동원력∣멱함수 분포∣사회 네트워크∣

Abstract

Movie network as a social network shows power-law distribution that is one of distinct 

properties in scale-free network. We constructed movie network from 799 Korea movies that 

screened from 2000 to 2009 and analyze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network. The 799 movies 

was classified three groups as a spectator mobilizing power. One million spectators mobilizing 

power movie was denoted the first class. The best 10 movie directors who produced at least 

three movies for ten years and had 70% the first class movie of them were selected. We also 

preferred the best 20 movie actors who played at least five movies for ten years and had 70% 

the first class movie of them. We re-constructed core movie network that composed the best 

10 directors, the best 20 movie stars, and 157 movies that were produced by the directors or 

were played by the movie stars. We predict a possible  combination of the director and movie 

actor as a category of the movie that has highly spectator mobilizing power. Here, we provide 

insight and method for producing high spectators mobilizing power movies 

■ keyword :∣Movie Network∣Spectator Mobilizing Power∣Power Law Distribution∣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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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세기 후반에 태동하기 시작한 복잡계 과학은 통

인 과학의 환원주의 사고로부터 체주의로 환하

는 새로운 과학  방법론과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1].

복잡계란 일정 수 이상의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 서 구성 성분들의 성질이외에 창발  성질을 보여

주는 계로서 주식시장, 수억  컴퓨터가 연결된 인터넷 

네트워크, 생명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계를 말한다. 이

러한 패러다임은 수학과 물리학을 이용하여 복잡계의 

성질을 분석하고 미래 행동을 측하는 것에 이 맞

추어지고 있다[2]. 이 복잡계 과학의 하나인 네트워크는 

이러한 복잡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회 네트워크[3]

나 생명체 네트워크[4]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노드라 불리는 구성요소( )와 그들 사이

의 상호 계를 링크(연결선)로 단순화한 것으로, 최근 

바라바시 등의 인터넷[5], 단백질[6], 사산물[7]의 척

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의 연구로 이어

져왔다.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 상을 분석하는 네트워

크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계를 분석하는 네트워크[8-10], 정보의 나 이라

크 병 반  서명과 같은 정보 유포의 네트워크[11], 

화배우 네트워크[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 네트워크와 유사한 구조  특성을 가지는 할리

우드 화배우 네트워크[ 화 배우(노드); 212,250, 출

연 계 수(링크); 3,045,787]도 링크의  수에 따른  

노드의 분포함수가 멱함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형 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12][13]. 멱함수를 나타내는 식 y = 

α·xγ에서 γ는 연결선수 지수를 나타내는 인자인데, 할

리우드 화 네트워크는 2.3이었다[13]. 

최근 한국 화 네트워크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다. 발표 된 한국 화 네트워크  객동원 안 성

에 한 연구는 상  20 안에 속하는 감독과 배우 

심으로 객 동원력을 분석하 는데, 네트워크 심보

다는 자료의 통계학  분석을 주로 수행하 다[14]. 다

른 하나는 한국 화 100선에 등장하는 화배우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패턴을 분석

하는 연구이다[15]. 한국 화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화의 객 동원

력을 분석하는 것은 화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정보

를 도출하는 좋은 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지

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 된 한국 화 799편을 토

로 한국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객 동원력을 분

석하 다. 화는 크게 작품성과 흥행성에 을 맞추

어 화의 가치나 요성을 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작품성에 해서는 객 인 데이터가 부족하

기 때문에 배제하고 동원된 객 수를 심으로 동원력

을 분석하고자 하 다. 

Ⅱ.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

1.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정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 상 된 화정

보는 한국 화데이터베이스[16]에서 추출하 다. 한국

화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901편이 있지만 한국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서 다큐멘터리, 만화 화, 외

국인 출연 화를 제외한 799편을 본 연구의 상으로 

하 다. 왜냐하면 이들 화는 체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

기 때문이다. 를 들어, 2007년에 상 된 심형래 감독

의 디워는 비록 8,426,973명의 객을 동원한 객 동원

력이 높은 화이지만 출연한 배우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화 배우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클러스

터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 화를 

람한 객 수는 년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는 54편 화가 상 되었으며 동원된 

객 수는 8,814,282명이었다. 2005년에는 81편 화가 상

되었고, 동원된 객 수는 2000년에 비해 약 11배가 

높은 98,666,757명이었다. 이는 2000년에 백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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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화는 2005년도 천만 을 동원한 화와 같은 

동원력을 가진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연도별 

객 수의 차이를 보완하기 하여 편당 객 수가 가장 

높은 2005년의 편당 약 1,218,000명을 기 으로 각 년도

의 객 수를 보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 다[표 1]. 

2005년 기  당해 연도 보정 객 수는 다음과 같이 보

정하 다.

2.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는 화, 감독, 배우를 노드로 하고 화를 

연출한 감독과  출연한 배우를 서로 연결(링크)하여 구

축하 다. 일반 으로 화는 감독과 주연 배우를 심

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를 연

출한 감독이나 출연한 배우의 배역, 화에 기여한 기

여도에 계없이 동일한 결합세기를 부여하여 네트워

크를 구축하 다. 이러한 동일한 가 치를 주었을 때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감독이나 주연 배우 뿐

만 아니라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배우에 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화배우 네트워크의 시각

화는 싸이토스 이 (cytoscape) 로그램 

(http://www.cytoscape.org/)을 사용하 다.

표 1. 연도별 상영된 영화에 동원된 실재 관객수와 보정관객

수 비교

3. 관객 동원력 분석

객 동원력을 분석하기 하여 화를 3등 으로 나

었는데, 상 된 화 총 799편 에서 1등 은 백만 

이상의 을 동원한 화 264편(33%), 2등 은 십만 

명이상 백만 명 미만을 동원한 화 247편 (31%), 3등

은 십만 명 미만의 객을 동원한 화 288편 (36%)

이다. 

화 799편을 연출한 감독은  511명이었으며, 이 

화에 출연한 배우의 총수는 2,569명이었다. 이들 에서 

객 동원력이 뛰어난 감독과 배우를 선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인 으로 10년 동안 최소한 3편 이상을 

연출하면서 백만 이상의 을 동원한 화가 70%이

상인 감독을 상으로 하 다. 배우의 경우는  최소한 

백만 을 동원한 화에 5편 이상 출연하면서 출연

한 화의 70%가 백만 을 돌 한 화에 출연한 

배우를 상으로 하 다.  

Ⅲ. 연구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상 한 한국

화는 799편 ([그림 1]A에서 붉은 원), 연출한 감독은 

511명 ([그림 1]A에서 녹색 다이아몬드), 출연한 배우

는 2,569명 ([그림 1]A에서 푸른 삼각형)이었다. 이들을 

노드로 하고 화를 연출하거나 출연한 계를 링크로 

하여 한국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데, 노드 수는 

3,879, 링크 수는 13,812, 네트워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름이 11을 나타냈다[그림 1A]. 네트워크의 구조  특

징을 확인하기 하여 연결 수에 따른 노드의  분

포 함수를 측정하 는데, 일반 사회 네트워크가 보여주

는 특징인 멱함수 분포를 보여주었으며, 척도 없는 네

트워크임을 확인하 다[그림 1B]. 

네트워크에서 연결선수를 많이 가지는 노드를 허

(hub)라고 하는데,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소수의 허

와 다수의 링크수가 은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 특성  하나이다. 네트워크에서 허 는 곧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의 심을 의미한다. 화 

네트워크에서 허 가 되는 배우는 30개의 링크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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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박원상이며, 그 다음으로 오달수, 임원희, 정

유미, 기주 , 이문식, 김수로, 황정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화에 출연하

음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데 붉은 원은 화 제목을, 녹색 다이아몬드

는 감독을 표시하 다.  화제목과 감독을 노드로 하

고 연출한 화와 감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여섯 

개의시선’, ‘다섯 개의 시선’, 는 ‘오감도’와 같이 몇몇 

감독이 한 편의 화를 연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분 감독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독립

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이는 부분의 감독들이 독

자 으로 자신 만의 화를 연출하고 있음을 반 한다. 

그림 1. 2000년대 한국영화 네트워크(A)와 연결수에 따른 

노드의 누적 분포 함수(B)

화감독 네트워크에서 객 동원력이 높은 감독을 

알아보기 하여 최소 3편 이상의 화를 연출한 감독

과 최소 70%이상의 백만  동원력을 가진 화감독

을 선발하 다[표 2].  편당 객 동원수가 가장 높은 감

독은 ‘해운 ’와 ‘색즉시공’에서 천만  이상을 동원

한 윤제균으로 편당 객 수가 8,830,272명이었으며 김

용화와 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 ‘박쥐’, ‘올드보이’ 등으로 백만  동원력을 가

지고 있는 박찬욱 감독은 비록 편당 3,975,475명을 동원

하여 10 권 안에 들지만 백만  동원율이 64%이기

에 본 연구에서는 유하 감독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림 2. 2000년대 영화감독 네트워크

표 2. 편당 관객 동원수가 가장 높은 감독 10인

  * 동원 작품 수는 백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수를 의미함.

화감독 네트워크와는 달리 화배우 네트워크는 

몇몇 화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A]. 화배우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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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감독을 제외한 

화(붉은 원)와 배우(푸른 삼각형)를 노드로 하고 출연

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이들 네트워

크는 ‘워낭소리’외 23편이 거  네트워크와 함께 클러스

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분리되었는데, 워낭소리와 같이 

단 한 작품에만 출연한 배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이

기 때문이다.

화배우 네트워크는 3,368개의 노드와 6,341개의 링

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름의 크기는 14 다. 이 네트

워크도 한국 화 네트워크[그림 1B]와 마찬가지로 멱

함수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출연이 많은 몇몇 배우

들이 허 를 형성하고 부분의 배우들은 한 두 편의 

화에 출연하는 특성을 보이는 형 인 척도 없는 네

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B]. 화감독 네트워크

와는 달리 한국 화 네트워크[그림 1]나 화배우 네트

워크[그림 3]가 구조 으로 유사한 것은 한국 화 네트

워크에서 화감독에 해당하는 비교  소규모인 511개

의 노드와 그에 따른 링크를 제외하여 형성되었기에 유

사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할리우드 화 네트워크의 연결선수 지수는 2.3이

었다[12]. 한국 화 네트워크와 화배우 네트워크에서

도 매우 유사한 각각 2.15와 2.18로 나타났다. 화배우 

네트워크에서 노드나 링크가 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지름이 한국 화 네트워크의 11보다 오히

려 14로 증가하 다. 이는 화감독이 한국 화 네트워

크에서 한 화를 심으로 배우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

을 하는데 반해, 이들 역할이 제거된 화배우 네트워

크에서는 비교  느슨하고 성긴 구조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배우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가 무 많은 계

로 구체 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구체 이

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 요하지 않는 노드를 제

거하고 단순화 시켰다. 1등  화에 5편 이상 출연한, 

2등  화에 4편 이상 출연한, 는 3등  화에 최소 

3편 이상 출연한 배우를 선발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그림 4]. 

핵심 네트워크에서 1등  화(붉은 원), 2등  화

(녹색 다이어몬드), 3등  화(푸른 삼각형)가 각각 서

로 뭉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각의 화에 

출연하는 배우 군들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그

룹 간의 경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일부 배우들

이 양쪽에 서로 겹쳐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객 동원력이 높은 화에 출연하는 배우는 이들끼리 서

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이 출연한 

화의 일부가 다른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3등  화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도가 다른 

두 등 의 화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4] 푸른 삼각형]. 이는 이 그룹에 속해있는 

부분의 배우조차도 상호 같은 화에 출연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2000년대 영화배우 네트워크(A)와 연결수에 따른 

노드의 누적 분포 함수(B)

[그림 4]로부터 최소한 5편이상과 70%의 백만 객

을 동원한 화에 출연한 배우들을 선발하여 편당 객 

동원수가 높은 배우 20인을 선발하 다[표 3]. 지난 10

년간 12편 화에 출연하여 92%의 동원율을 달성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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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가 편당 객 수가 6,149,01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동건, 정원 , 유해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인 

에서 정원 과 추귀정은 지난 10년 동안 단 5편에 각

각 출연하 는데, 모두 백만 을 동원한 1등   화

이기에 상  20인 이내에 들 수 있었다. 설경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천만 을 돌 한 ‘실미도’  ‘해운 ’

를 포함하여 11편의 백만 객을 동원한 화에 출연하

음에도 불구하고 64% 동원율 때문에 들지 못하 다. 

설경구의 편당 객수는 4,568,620명으로 유해진 보다 

높은 4 에 들어갈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진 화배우이다.

그림 4. 다수 출연 영화배우 핵심 네트워크

객 동원력이 높은 배우 20인(푸른 삼각형)  감독

10인(녹색 다이아몬드)과 백만 이상 객을 동원 화 

작품 157편(붉은 원)으로 구성하는 객 동원력이 높은 

한국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그림 5].  천만 명이상

의 객을 동원한 화는 네트워크에서 화 제목을 부

여하 다. 이 네트워크로부터 향후 객 동원력이 높은 

배우나 감독 그리고 화의 장르  이들의 조합을 

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김용화 감독의 ‘미녀는 괴로워’와 ‘국가 표’ 등 두 작

품은 천만 이상의 을 동원하 음에도 불구하고 다

른 작품, 배우, 감독과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

하 다([그림 5] 우측 하단).  ‘국가 표’에서 주연을 맡

은 하정우나 ‘미녀는 괴로워’의 주진모와 감아 이 20인

에 들지 못하 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한 것

이다. 지난 10년 동안 천만 이상의 객을 동원한 화

는 총 13편이었다. [그림 5]에서 12편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화려한 휴가’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화를 연출한 감독 김지훈은 ‘목포는 항구다’와 ‘화려한 

휴가’를 연출하여 높은 객 동원력을 보여주었으나 3

편 이상을 연출한 감독만을 본 연구에서 상으로 삼았

기에 제외되었다. , 이 화에서 열연한 김상경, 안성

기, 이요원, 이 기 등은 20인 배우에 들지 못하여 천만 

명 이상의 객을 동원하 음에도 불구하고 화 자체

가 락되었다. 

표 3. 편당 관객 동원수가 가장 높은 배우 20인

 * 동원 작품 수는 백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수를 의미함.

그림 5. 관객 동원력이 높은 한국영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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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화 157편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장르별 

높은 객 동원력을 지닌 감독[표 4]과 배우[표 5]를 분

석하 다. 장르는 5분야로 분류하 는데, 공포/스릴러/

미스테리는 공포 분야로 통합하 으며, 쟁이나 분단 

련 화는 그 화의 성격에 따라 액션, 드라마 등에 

넣어 분류하 다.  가장 높은 동원력을 가진 화감독 

에서  드라마 분야는 최동훈과 이 익, 액션 분야는 

강우석과 곽경택, 공포 분야는 김지운과 호, 멜로 

분야는 유하, 코미디 분야는 김상진과 윤제균 등 상

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5]. 

표 4. 장르별 높은 관객 동원력을 가진 감독

 * 괄호안의 숫자는 총 작품 수 중 해당 장르 작품수의 퍼센트

가장 높은 객 동원력을 지닌 화배우 에서 드라

마 분야는 정진, 액션 분야는 정원 , 공포 분야는 송

창, 멜로 분야는 정우성, 코미디 분야는 임창정이었다. 

드라마, 액션, 공포분야에서는 주연보다는 조연 역할을 

한 배우들이 1 를 차지하 는데, 이들 분야에서 높은 

객 동원력을 가진 주연 배우로는 드라마 분야에서 장

동건, 액션 배우에는 장동건과 정우성, 공포 분야에는 

송강호, 하지원, 차승원등이 있다. 이외에도 멜로 분야

에는 차태원과 하지원이 코미디 분야에는 차태원과 차

승원이 추가될 수 있다[표 5].  

표 5. 장르별 높은 관객 동원력을 가진 배우

 * 괄호안의 숫자는 총 작품수 중 해당 장르 작품수의 퍼센트

 

장르별 화배우 에서  10편 이상의 화에 출연하

고 다섯 장르 모든 분야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한 주

연배우에는 송강호, 하지원과 주로 조연배우로 역할을 

수행한 유해진과 강신일이 돋보인다. 비록 하지원은 

[표 5]의 코미디 부분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출연한 총 14편의 화 에서 가장 많이 출

연한 장르가 코미디 부분 (37%)으로  5편이다. 따라서 

코미디 분야의 화에 주연 여배우의 역할에 손색이 없

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작되는 

화의  동원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복잡계 네트워크는 자연계와 비자연계, 학문의 세계

에서는 사회학에서부터 생물학, 경제학, 컴퓨터 공학, 

정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17]. 이 분야의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격한 속도로 

발 하면서 기에는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재에는 네트워크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한 연구로 환되고 있다[18].

화에 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에서 볼 수 있

는데, 하나는 작품성이고 다른 하나는 흥행성이다. 한국 

화 100선에 한 연구[15]는 주로 작품성을 심으로 

한국 화 네트워크를 분석하 다. 그러나 작품성에 

한 객 인 자료가 부족한 계로 네트워크의 확장 패

턴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 화 객 동원 안정성에 한 연구[14]는 

흥행성에 무게를 두고 수행하 다. 그러나 스타  감독

과 주연배우를 심으로, 통계학  분석을 바탕으로 순

를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 주연배우이외에도 조연배우도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하 다[그림 1].  객 동원력

을 분석하기 하여 동원된 객 수를 심으로 3등

으로 구분하고 최소 화 편수이상를 연출하거나 출연

한 감독 는 배우를 심으로 선별하 다[그림 4]. 이 

들  70%이상 1등  화에 여한 인물을 선별하여 

흥행성에 한한 상  그룹의 감독과 배우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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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객 동원력을 보장할 수 있

는 인물을 추출하 다[그림 5].

외국 화 아바타와 인셉션의 열기 속에서 2010년에 

상 된 객 동원력이 높은 한국 화를 살펴보면 장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와 강동원이 출연한 ‘의형제’가 

약 500만 객을 돌 하 으며, 강우석 감독이 연출하

고 정재 과 박해일이 출연한 ‘이끼’가 약 300만 객을 

돌 하 다.  , 이정범 감독이 연출하고 원빈이 출연

한 아 씨가 약 500만 객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김

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는 재 200만을 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감독 장훈과 이정범은 2000년  후반에 신인감

독상을 수상한 비교  신 감독이다. 화배우 강동원

과 원빈도 2000년  후반에 등장인물로 본 연구의 심

이 되는 2000년  화에서는 후반부에 제작된 일부 

화에 등장하 기 때문에  동원력의 상 권에서 제

외되었다. 

강우석 감독이 연출한 ‘이끼’는 드라마 장르로 [표 4]

에서 6 를 마크하고 있다. 김지운 감독이 연출한 ‘악마

를 보았다’는 공포/스릴러로 [표 5]에서 1 를 차지하

으나 재 흥행 가능성보다는 잔혹성에 더 많이 언 되

고 있는 작품이다. 아 씨에 출연한 송강호는 객 동

원력에서 이미 동원력을 검정 받은 인물이었다[표 5]. 

하지만 ‘의형제’나 ‘아 씨’에서 객 동원력에서 

인 향을 미친 강동원과 원빈은 본 연구에서 데이

터의 부족으로 측하지 못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이 

분야에서 측의 외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

는  ‘우리는 주식시장을 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

진이나 기후를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복잡계 과학에서 극복하고자하는 근본 인 측 불가

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인자를 추가하여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한 객 동원

력에서의 안정성은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가 인 인자

들을 첨가하여 좀 더 폭 넓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연구한

다면 그 모호성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다른 

하나는 시간 인 문제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측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인물들에 의해 객 동원력이 높은 화가 만들어지

기 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동

시에 지속 으로 제작되는 화 데이터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수정 보완한

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네트워크를 심으로 한국 화의 흥행성을 측하는

데 에는 여 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 에

서 모든 복잡계 과학에 한 연구가 직면한 문제 인 

‘어떤 획기 인 인자를 추가할 것인가’와 ‘어떤 획기

인 방법론이 두될 것인가’에 한 해결 이 선행되어 

한국 화 네트워크에 추가된다면 객 동원력의 측

은 새로운 기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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