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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역사를 네트워크 과학과 맥시켜 조선 역사를 객 으로 해석하고자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하는 인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조선왕조실록 인물 네트워크는 일반 인 사회 네

트워크와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 네트워크는 1,379 노드와 3,874 링크로 구

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지름은 14 다. 네트워크의 동  분석을 하여 27명의 왕과 인물로 구성된 각 

왕 심 27개 인물 네트워크를 만들고,  왕 네트워크에 그 다음 왕 네트워크를 단계 으로 추가하면서 

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동  변화를 분석하 다.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노드

간 심성과 근 심성 계수는 진 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응집 심성 계수는 증가하 다. 이 결과는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 정보의 흐름은 느려지고 허  노드는 진 으로 심에 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  사건이나 사실을 인물과 함께 연결 지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당 에 심이 되는 

사건이나 사실이 어떤 인물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잡한 네트워크를 단순화 시켜 핵심이 되

는 왕  그 왕과 연결되는 인물을 알아보기 해 핵심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법인 k-코어와 MCODE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한권으로 요약된 조선왕조실록을 심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의 양 인 측면

에서 한계는 있지만, 이 연구결과는 네트워크 동력학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역사  사실, 인물을 분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역사에 한 통찰력과 역사 네트워크에 내재되어있는 사건, 사실, 인물을 도출하는데 유

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조선왕조 네트워크∣네트워크 동력학∣멱함수 분포∣사회 네트워크∣
Abstract

To establish a foundation to objectively interpret Chosun history, we construct people network 

of the Chosun dynasty. The network shows scale free network properties as if most social 

networks do. The people network is composed of 1,379 nodes and 3,874 links and its diameter 

is 14. To analysis of the network dynamics, whole network that is composed of 27 king 

networks were constructed by adding the first king, Taejo network to the second king, 

Jeongjong network and then continuously adding the next king networks. Interestingly, 

betweenness and closeness centralities were gradually decreased but stress centrality was 

drastically in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formation flow is gradually slowing and hub 

node position is more centrally oriented as growing the network. To elucidate key persons from 

the network, k-core and MCODE algorithms that can extract core or module structures from 

whole network were employed.  It is a possible to obtain new insight and hidden information 

by analyzing network dynamics. Due to lack of the dynamic interacting data, there is a limit for 

network dynamic research. In spite of using concise data, this research provides us a possibility 

that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re very useful historical data for analyzing network 

dynamics.  

■ keyword :∣Chosun Dynasty Network∣Network Dynamics∣Power Law Distribution∣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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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컴퓨터과학, 생명과학, 경제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상을 복잡계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2]. 이러한 복잡계 과

학의 속한 발 을 이끈 분야가 네트워크 과학이다[3]. 

네트워크는 노드라 불리는 구성요소와 그들 사이의 

상호 계를 링크로 연결함으로써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을 이해할 수 있다[4]. 복잡계 네트워크의 

이해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과 시뮬 이션을 

시작으로[5], 인터넷[6], 생명체[7]의 척도 없는 네트워

크(scale-free network)의 연구로 이어져왔다. 

네트워크를 심으로 복잡한 상을 분석하려는 분

야가 사회 상이다[8]. 사회 상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에 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8]. 실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

워크[9], 화배우 네트워크[10], 정보의 , 이라크 

병 반  서명 네트워크[11]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사회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역사 련 네트워크에 

한 연구도 있다. 최근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에 

한 네트워크와 조선왕조 가계 인물 네트워크가 발표되

었는데[12][13], 역사를 역사 인 에서 분석하는 

통 인 시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는 물리학이나 컴

퓨터 과학의 기법을 도입하여 역사를 이해하려는 복잡

계 에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역사 인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인물을 심으로 객

인 시각에서 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역사는 세 가지 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는 기록한자의 역사이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기록한자

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 표 인 가 조

선왕조실록의 해군일기편이다. 해군일기의 본

은 187권 64책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 작성된 정 본은 

187권 40책으로 체 분량의 약 30%가 축소되었다[14]. 

물론 이는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의 불편한 심기

가 반 된 것이다[15].

두 번째는 역사학자의 견해가 반 된 역사다. 역사

인 사실을 근거로 한다지만 그 역사 인 사실을 해석하

는 사람의 주 이 개입된 주 인 역사를 의미한다. 

이  가장 표 인 것이 유럽 심주의 사 이다[16]. 

막스 베버로부터 시작하여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인 

와 랜디스로 이어지는 이 사 은 ‘왜, 유럽문명만이 

근 화에 성공하 는가?’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유럽문

명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 이다. 그러나 이 사

은 유럽이 문화 으로나 경제 으로도 우월한 특성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심주의 역사가들의 무지

에서 출발한 만큼, 랑크는 그의 서 ‘리오리엔트’에

서 혹독하게 비 을 하 다[17].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객 인 역

사의 해석이다. 다시 말해 있는 그 로의 역사를 제시

하고 역사의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를 이해하는 네트워크 방법을 

도입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로부터 

역사  사실, 사건,  인물과 그들과의 상 계를 해

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심으로 등장인물 

네트워크와 인물과 사건이 합쳐진 bipartate 네트워크

를 구축하 다. 한 임  네트워크에 다음 임  네트워

크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네트워크의 

동력학  변화를 분석하 다. 이는 조선역사의 흐름을 

네트워크를 심으로 분석하 으며 동시에 네트워크를 

심으로 복잡계를 이해하는 방법론  에서 역사

를 이해함에 있어 그 객  타당성을 제시하 다. 

Ⅱ.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선왕조실록의 인명 데이터베이스(DB)는 박 규가 

술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인명과 

사건을 심으로 구축하 다[18]. 인물-인물 상 계 

DB는 해당 왕의 실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연결하 다. 

내용 에서 자의 독자 인 해석이나 주해에 등장하

는 인물과 사건은 배제하여 순수한 조선시  인물과 사

건에 해당하는 DB만을 추출하 다. 조선왕조실록에 등

장한 인물은 1,379명이었으며 사건은 78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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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구축 
등장인물을 노드로 하고 인물-인물 상 계를 링크

로 하는 27개 왕조 인물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하 다. 

인물-인물 상 계는 한 문단 내에 등장한 모든 인물

은 서로 계가 있는 것으로 하 다. 구축한 네트워크

에서 방향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물사이에 계가 

있으면 “1‘을 부여하고 계가 없으면 ”0“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네트워크 동력학 연구를 하여 1  태조 인물네트워

크에 다음 임 인 2  정조 인물 네트워크를 첨가함으

로써 진 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궁

극 으로 체 27개 네트워크가 합쳐진 조선왕조실록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그림 3]. 

조선왕조실록 DB에 등장하는 노드 수는 총 2,170(인

물 1,379명과 사건 787건)개 으나 사건과 연결되는 않

은 인물을 제거하고 남은 인물  사건·사물 네트워크

를 구축하 다. 인물-사건 심 네트워크는 노드로 임

, 사건 는 사물, 연 된 인물이 합쳐진 bipartate 네

트워크(성질이 다른 두 종류 노드로 이루어진 네트워

크)를 구축하 는데, 노드 수가 866이었으며 링크 수는 

2,170이었다. 조선왕조실록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사이

토스 이 (cytoscape) 로그램을 사용하 다[19].

3. K-코어 및 MCODE 알고리즘과 네트워크의 단
순화

그래  이론에서, 어떤 그래 를 단순화한 k-코어 그

래 는 어도 k-코어값 보다 많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노드로 구성된 단순화 그래 로 정의한다[20]. 해당 k-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서는 k-코어값을 순차

으로 용하면서 k-코어값 보다 은 링크를 가진 노

드를 제거하여 남은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 이 네트워크는 이엑 (Pajek)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21] 사이토스 이 (cytoscape) 로그램으로 

시각화 하 다. 

복잡한 네트워크로부터 모듈(module) 구조를 도출하

기 하여 사이토스 이  로그램에 내재해 있는 

MCODE 모드를 사용하 다[22]. MCODE는 한 노드에 

이웃하는 노드의 도가 높으면 가 치를 부여하여 

체 네트워크에서 부분 으로 도가 높은 노드들이 뭉

쳐져 있는 부분인 모듈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을 사용하게 되면 체 네트워크에서 핵심이 되는 모

듈을 도출하여 핵심 인 인물과 사건을 분석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조선왕조 임  심의 27개 에서 비교  요하거

나 흥미 있는 임 인 세종, 선조, 조, 고종 임  인물 

네트워크를 [그림 1]에서 보여주었다. 세종은 왕비인 소

왕후가 심으로 등장하 으며, 선조는 이순신, 정철, 

이이 등이, 조는 사도세자, 이인좌, 홍 용 등이, 고종

은 과 이하응이 네트워크의 심에 있다. 이는 

세종은 왕  계승 후 소 왕후인 심씨 친정이 태종에 

의해 탄을 맞는 것에 한 기술이 많았기 때문이며, 

선조는 이이의 10만 양병설 등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시  상황을 반 한 것이며, 조는 사도세자의 죽음

에 한 사건, 고종은 원군의  권력의 소유와 동

학 명의 심인 이 네트워크에 고스란히 반

되었다[그림 1]. 

그림 1. 조선왕조 대표 임금 중심인물 네트워크 
(A) 세종, (B) 선조, (C) 영조, (D) 고종

조선  임 인 태조 인물 네트워크에 2  임 인 

정종 인물 네트워크를 첨가하고 다시 태종 인물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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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 노드 링크 연결선수 지름 뭉침계수 노드 간 심성 근 심성 응집 심성

1 113 316 2.796 9 0.134 0.02595 0.26577 732
9 419 1,154 2.783 12 0.127 0.01049 0.19050 7,318
13 651 1,780 2.759 13 0.128 0.0071 0.18123 20,357
19 1,065 3,008 2.845 12 0.161 0.00452 0.17526 33,946
22 1,224 3,458 2.848 14 0.170 0.00407 0.17038 47,066
27 1,379 3,874 2.829 14 0.170 0.00383 0.16248 53,145

표 1. 조선왕조 인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인자

* 왕조의 수는 태조에서부터 해당 왕까지의 합을 의미 함. 따라서 왕조 1은 태조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왕조 27는 곧 전체 네트워크[그림 3]를 의미함. 

크를 합치면서 단계 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구축

하 다[그림 2]. 27개 네트워크 에서 태조에서 성종

[그림 2A], 태조에서 명종[그림 2B], 태조에서 숙종[그

림 2C], 태조에서 정조[그림 2D]까지 확장되는 4개 네

트워크를 표 으로 나타냈다.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노드  링크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조선왕조 인물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이를 정량 으로 보여주기 하여 [표 1]에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인자를 나타냈다. [그림 2]에 해

당하는 왕조는 9, 13, 19, 22이며, 왕조 1은 가장 작은 네

트워크인 태조 인물 네트워크이고, 왕조 27은 체 인

물네트워크[그림 3]의 구조인자를 의미한다. 

뭉침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노드들이 서로 뭉쳐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

며, 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의 치

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뭉침계수는 네트워크가 확장됨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진

으로 복잡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드간 심성

(betweenness centrality)과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계수는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감소하는

데 반해 응집 심성(stress centrality) 계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가 확장

됨에 따라 정보의 흐름은  느려짐과 동시에 심이 

되는 인물을 나타내는 허  노드는 네트워크의 심에 

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멱함수 

분포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확장될 때 나타나

는 형 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1].  

심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기 

해서는 하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의 

심성 계수와 비교하면 구조  특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인물 네트워크는 한 왕에 

다음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에 련된 인물들이 진

으로 이어지는 특성에 따라 비교  길게 이어지는 경향

이 있다(뭉침계수: 0.17). 이에 반해 일반 인 사회 네트

워크는 허  노드를 심으로 뭉쳐지는 경향이 있다. 

를 들어, 하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네트워

크의 뭉침계수는 0.24로 1.4배 더 높다[23]. 토지보다 뭉

침계수가 더 높은 소설 네트워크의 가 셰익스피어 작

품에 등장하는 인물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는 여러 세 의 이야기인데 반해, 헴릿(뭉침계수: 

0.82), 리어왕(뭉침계수: 0.76), 로미오와 리엣(뭉침계

수: 0.80)과 같은 작품은 주인공을 심으로 이야기가 

개되기 때문에 뭉침계수가 더 높다[9]. 이는 왕과 왕

사이로 연결되는 조선왕조실록 네트워크의 구조  특

성을 뭉침계수를 통해서 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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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선왕조 전체 인물 네트워크(A)와 멱함수 분포(B)

조선왕조실록 체 인물 네트워크[표 1][그림 3A]가 

다른 사회 인 네트워크에 비해 조 은 느슨하고 길게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형 인 사회네트워

크의 특징인 멱함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수

의 연결선수가 높은 허  노드와 다수의 연결선수가 낮

은 노드로 구성 되어있는 특성을 의미한다[그림 3B]. 

체 인물 네트워크는 복잡하여 요한 노드와 유용

한 정보가 네트워크에 감추어져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가

장 리 이용되는 기법  하나가 k-코어 알고리즘이다

[20]. K-코어 알고리즘을 용하면 체 네트워크에서 

비교  가 치가 덜 요한 노드들이 우선 으로 제거

되기 때문에 핵심노드를 악할 수 있다. 체 네트워

크와 4-코어 네트워크에서 각각 링크수가 상  10 에 

해당하는 인물을 알아보았다[표 2]. 체 네트워크에서

는 해군, 숙종, 연산군, 선조, 명종의 순이었는데 비해, 

4-코어 네트워크에서는 해군, 인조, 선조, 이 , 세조

의 순으로 변화되었다. 상  5 에 해당되는 인물 에

서 숙종, 연산군, 명종 신에 인조, 이 , 세조가 등장

하 다. 숙종, 연산군, 명종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은 

비교  역사 으로 비 이 낮은데 반해, 인조, 세조, 이

 등은 비 이 높은 인물들과 많이 연결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전체 및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핵심인물 비교

순 체 네트워크 4-코어 네트워크
※

1 광해군 광해군
2 숙종 인조
3 연산군 선조
4 선조 이괄
5 명종 세조
6 인조 이이
7 영조 성혼
8 정조 수양대군
9 중종 성종
10 성종 세종

※ 4-코어: 연결선수가 1인 노드를 4단계에 걸쳐 제거하고 남은 핵심네트
워크

이외에도 체 네트워크에서는 상  10인이 모두 왕

이었는데 반해, 4-코어 네트워크에서는 이 , 이이, 성

혼, 수양 군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 다. 체 네트워

크에서는 실록이 왕을 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 치가 비교  낮은 인물들을 제거하면 왕뿐

만 아니라 역사 인 사건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들이 남

게 되고 이 인물들이 왕들과도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때

문에 코어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를 들면, 수양 군의 경우 왕이 되기 이 에도 이미 세

종, 문종, 단종과 매우 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

에 요한 인물과의 연결계수가 비교  높아 핵심 네트

워크에서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이의 경우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여 선조와 연결되어 있는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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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인물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성리학 분야 인물

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코어 네트워크에서 상

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K-코어 알고리즘은 핵심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유용

한 도구라면 핵심 네트워크보다 더 작은 모듈(module)

구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MCODE를 들 수 있다

[22]. 도출되는 모듈구조는 결국 그 인물과 최소한으로 

연결된 구조를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 인 사건이나 이 

사건에 계된 요 인물을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4. MCODE에 의해 추출한 모듈에서의 중심인물. 

[그림 4]는 MCOD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얻은 모듈 

구조 에서 핵심이 되는 모듈 4개를 보여주고 있다. 효

종이 연 된 모듈은 김류가 계된 연결고리를 심으

로 살펴보아야 한다. 인조 당시 이 의 난을 주도한 인

물들과 효종 기 김자 의 난에 연 된 인물들이 김류

가 연결고리로 이어주는 모듈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그

림 4A]. 이 모듈에서 비록 인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조 당시 이 의 난, 이 과 김류의 갈등, 효종 당시 난

을 일으킨 김자 과의 연결, 이러한 역사 인 사실이 

하나의 작은 모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도 사도세자와 혜빈홍씨와 그녀의 친정식구로 구성된 

모듈[그림 4B]과 성종 시 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도 

모듈[그림 4C] 속에 담겨져 있다.

태조와 태종이 등장하는 모듈은 조선 건국이 의 건

국 주역과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 건국 후의 이방원과 

정도 의 갈등, 이방원이 태종이 된 후 가족 심의 인

물이 하나의 모듈 [그림 4D] 속에 담겨진 것은 모듈구

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사 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림 5. 조선왕조 인물 및 사건 중심 네트워크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물도 요하지만 사건

이나 사물도 요한 비 을 차지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서 심이 되는 역사  사건 는 업 과 연 성을 알

아보기 하여 인물  연 된 역사 인 사건이나 업

을 노드로 하는 biparate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그림 

5]. 이 네트워크는 역사 인 사화나 사건이 심에 나타

났으며, 조선의 최  법 인 경국 , 정조시 의 학문

의 심인 규장각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5]에 표시한 

사건과 사화, 규장각,  경국 은 연결계수가 가장 

높은 상  8개를 의미한다. 

연산군이 등극한 후 사림을 제거하면서 일으킨 무오

사화와 폭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갑자사화가 네트워크

에서 큰 사건으로 등장하 다. 명종시  실질 인 권한

을 가지고 있는 문정왕후가 자신의 친정 세력의 강화를 

해 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양재역벽서사건

과 을사사화도 네트워크에 나타났다. 조선의 4  사화 

에서 기묘사화를 제외하고 무오사화, 갑자사화, 을사

사화가 네트워크에 등장하 다. 기묘사화가 비록 4  

사화  하나이지만 네트워크에서 비  높게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종 당시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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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인물과의 연결고리가 비교  부족하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연산군은 당시 무오

사화와 갑자사화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 집되었

고 명종은 양재역벽서사건과 을사사화와 연결되어 있

는 인물들이 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조선시  최 의 법 인 경국 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하고 3  왕을 거쳐 완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심에 나타날 수 있었다. 규장각은 

정조 때 완성하여 조선후기 왕실 학문연구기 , 역 임

의 시문과 작을 보 하는 도서 , 왕권을 강화하고 

학문을 진흥시키려는 정조의 문화정치의 산실로 역할

을 하 다. 비록 실 되지는 않았지만 규장각에 한 

이름은 세조나 숙종 때에 이미 등장하 기 때문에 네트

워크상에서 비교  요한 역사물로 남게 된 것으로 풀

이된다.

Ⅳ. 결론

조선왕조실록은 518년간의 역사를 1,968권 948책으

로 기록되었으며 총 6,400만자의 방 한 내용으로 구성

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24]. 고종과 순종실록은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 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많

아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에서부터 철종실록에 이르

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  임 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25]. 이러한 방 한 기록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가 드물며 우리의 역사 유산을 과학 인 방법을 도

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약 6,400만자로 구성된 방 한 조선왕조실록 그자체

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잡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잡계를 이해하는 과학  기법을 이용하여 빅

데이터인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의 기록 유산의 내용을 객 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최근 복잡계를 이해하는 과학으로 리 이용되고 있

는 네트워크 과학  근을 통해서 조선왕조실록을 분

석하고자 하 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무 

방 하기 때문에 먼  박 규가 술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인물  사건 DB를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석하 다[18]. 비록 매우 축약

된 DB이지만 방 한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방법론을 제시하고 객 인 역사  사

실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기에 의의가 있다.

부분의 사회 네트워크는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끊

임없이 변화하거나 팽창하고 있다[3]. 생명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이나 다른 생명체와 끊임없이 상호작

용을 통해서 교류하기 때문에 생명체 네트워크도 마찬

가지이다[26]. 그러나 생명체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체 네트워크의 동  분

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

선왕조실록의 기록은 27개 왕의 기록을 진 으로 합

쳐나가면 네트워크의 동  변화를 분석하기에 매우 

하다. 

조선왕조실록 동 변화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는 사회 네트워크의 일반 인 확장 패턴[23]에 비해 비

교  뭉침의 정보가 고 정보의 흐름이 느린 특성을 

확인하 다. 이는 일반 인 사회 네트워크에 비해 한 

왕조에서 다음 왕조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추

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확인하 다[그림 2][표 1].

역사는 기록된 역사, 문가에 의한 해석된 역사, 객

인 역사가 다를 수 있다. 역사는 과거다. 과거는 미

래의 거울이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주

인 역사보다는 객 인 역사가 더 요하다. 기록된 

역사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문가의 주 인 역사

보다는 객 인 역사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이

유로 매우 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소한 객

인 실마리를 제시함으로써 역사를 객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다. 한, 핵심 네트워크를 분

석하는 k-core  MCODE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비교

 가 치가 부족한 인물을 제거하여 조선역사에 핵심

이 되는 인물과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역사를 객 으

로 이해하는데 정보를 제공하 다.

조선왕조실록은 심이 되는 왕이나 인물, 사건, 사물

을 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체 네트워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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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으로 뭉침계수가 높은 모듈을 가지는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에 있는 보이

지 않는 모듈을 찾기 해 MCODE 알고리즘을 도입하

여 모듈을 추출하고 모듈 내에 핵심 인 인물들 사이의 

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그림 4]. 이 

방법론은 향후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구조  특성을 지

닌 네트워크의 모듈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빅테이터다. 빅데이터인 조선왕조 

518년의 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동시에 

역사를 바로 알기 해서는 쓰여진 역사의 기록을 분석

하는 일은 소 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서로 다르게 기

록된 5개 왕조실록이 존재한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

록, 해군일기 본과 정 본, 종실록과 종개수

실록, 숙종실록과 숙종실록보궐정오, 경종실록과 경종

수정실록이다[25]. 정권쟁탈과정에서 승자에 의해 다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르게 기록된 실록을 네

트워크 기반으로 분석한다면 두 실록사이의 차이 을 

한꺼번에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좀 더 객

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체 DB는 빅데이터로써 향

후 네트워크 기반 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석이라는 

과제의 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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