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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호적은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가치를 지닌 데이터이나 체계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 또한 호적은 직접적인 세금 징수 및 군역 관리를 위한 기록이기 때

문에 인구연구에 사용하기에 부정확하고 결여되거나 불일치한 데이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인

구학 연구에 중요한 동일인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로 동일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

에서는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가중치방식을 통한 동일인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호적의 연구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조선시대 단성현의 93,803 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최적 가중치 한계와 소모시간의 단축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1. 서론 

호적은 일정 지역내의 개인과 가족을 호(戶)의 형

태로 묶어 저장한 공문서를 말한다. 주기적으로 기록

된 호적은 지역내의 개인과 가족의 탄생, 이동, 소실

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변동을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기본

적으로 호적은 세금 징수 및 군역관리를 위한 기록이

므로 사회적,문화적 연구에 사용되기에는 알맞은 형

태가 아니다. 또한 호적은 체계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연구에 그리 많이 사용 

되지 않는다. 특정 연도에 등장한 개인이 언제 재등

장하고, 소실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동적인 접

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직접 수동

으로 탐색해야만 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

다. 이 작업이 자동화 된다면 호적이 연구 자료로써 

더 많은 가치를 가질 것이며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생

활상 및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경상도 단성현의 호적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동

일인을 추적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그 중 최적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호적 데이터의 

특징과 알고리즘, 구현 방식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

템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최적의 동일인 추적을 위

한 여러 방식에 대한 실험 및 결과를 보이며 마지막 

4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호적 데이터 정리 시스템 소개 

2.1 호적 데이터의 특성 

단성현의 호적 데이터는 64 개의 속성을 가지는 

93,803 개의 레코드로 가족 단위로 정렬되어있다. 이 

93,803 개의 레코드는 조사된 연도에 따라 1678 년부

터 1818 년까지 26 개의 연도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연도를 식년이라 부른다. 이 레코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동일인을 찾는데 사용하는 속성이 14 개

로 제한되어 있다. 호적 데이터내의 총 속성 수는 64

개지만 이 중에는 동일 데이터를 한글/한자로 두 번 

나타내거나 동일인을 찾을 때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속성이 다수 존재한다. 양반층 외의 기록은 호적에 

기록할 때 한글에 대해 한자의 음독, 훈독을 사용하

지만, 기록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동일인물의 데이터라도 다른 식년에 기록된 한자

명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것을 고려해 모든 한자/한

글이 모두 존재하는 데이터는 한글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총 64 개의 속성 중 동일인을 찾을 때 사용하

는 속성은 14 개로 연도정보, 개인정보, 가족정보, 

데이터 고유정보의 4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두 번째, 데이터에 빈 값이 많다. 호적 데이터내의 

총 속성 수 6,003,392 개 중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거

나 부지(不知:알 수 없음)로 기록된 속성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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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588 개로 53.17%에 이른다. 동일인 찾기에 사

용되는 14 개 속성에 한정할 경우, 총 수 1,500,848

개 중 빈 값은 351,284 개로 23.4%가 된다. 모든 데

이터가 온전한 속성은 연도, 레코드번호, 호 내 위상, 

호주의 이름의 4 개 속성뿐이다. 

세 번째,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표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앞에서 말한 훈독,음독에 의한 부 정

확성 외에도 분명한 동일인물이 연도가 변함에 따라 

속성이 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수작업에 의한  오

기(誤記)나 아명(兒名)을 사용하여 분가 전과 분가 

후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네 번째, 여성의 경우 많은 경우 이름이 정확히 기

록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혼여성은 이름이 기록되

지 않고 ‘씨’, ‘소사’, ‘성’이 이름 대신 표기

된다. 미혼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악지’나 

‘아지’ (아기라는 의미)가 이름 대신 표기된다. 통

계적으로 93,803 개의 레코드 중 이름 속성으로‘씨’

라는 값을 가지는 레코드는 10,568 개가 되며 소사

(7,374 개),성(4,127 개), 악지 (1,996 개), 아지(770

개)가 그 뒤를 잇는다. 
 
2.2 동일인 추적 알고리즘 

동일인 추적은 6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적인 구조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 생성부터 개인코드 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수동수정을 최소화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 절에 설명한 호적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 직접

적으로 속성들을 비교해 동일인을 구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동일인 탐색에 사용되는 14 개 속성이 모두 

일치하는 동일인을 찾을 경우 동일인 탐색비율은 3.4%

에 불과하다. 모든 동일인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수동수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일인을 탐색을 위해 

가중치 방식을 통한 개인코드 부여를 제안한다. 가중

치 방식을 통한 개인코드 부여는 각 속성의 중요도 

및 정확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주어 일치하는 항목

과 가중치를 곱한 수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개인코드 부여 모듈은 표 1 의 속성별 가중치를 사용

한 식(1)을 사용한다. 

 

일치여부 일치할 경우 1, 일치하지 않을 경우 0  

일치하는 항목의 가중치  가중치 기준     1  

 
속성 가중치 

성 2 

이름 4 

간지 4 

호 내 위상 2 

부 이름 1 

외조부 이름 1 

조부 이름 1 

증조부 이름 1 

총합 16 

<표 1> 속성별 가중치 

 

 예를 들면 특정 인물과 성,이름,간지와 부명, 외조

부명이 같고 나머지가 다른 두 개의 레코드가 존재하

며 가중치 기준이 11 이라고 하자. 속성별 가중치를 

고려해 계산하면 가중치 합은 1*2(성) + 1*4(이름) + 

1*4(간지) + 0*2(호 내 위상) + 1*1(부 이름) + 

1*1(외조부 이름) + 0*1(조부 이름) + 0*1(증조부 이

름) = 12 ≥ 11 이므로 두 레코드는 동일인으로 취급 

할 수 있다. 각 속성별 가중치는 빈 값 등장 확률 및 

기존 수동 동일인 탐색시 사용한 방법을 고려하여 결

정하였다. 

가중치를 통한 동일인 검색으로 검색된 레코드들에

게 같은 개인코드를 부여한다. 개인코드는 각 개인을 

나타내는 코드로 이 후 작업에 도움을 준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괄적으로 개인코드의 부

여가 가능하지만 타인을 동일인으로 판단 할 가능성

이 있다. 이 경우 시스템이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역사학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동일한 연도

에 동일인물이 두 번 호적에 등장하지는 않으므로 같

은 연도에 등장하는 레코드는 명백히 동일 인물이 아

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코드를 전체적

으로 순회하여 같은 연도를 가지면서, 같은 개인코드

를 가지는 레코드를 찾아 개인코드를 분리하도록 한

다. 또한 (등장연도 – 나이)로 구할 수 있는 탄생연

도가 3 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타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코드를 분리하도록 한다. 

개인코드 분리가 끝나면 명백히 타인이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동일

인이 타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추적을 통해 동일인을 찾

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연도 A 에 ㄱ,ㄴ이라

는 부부가 존재하고 연도 B 에 ㄷ,ㄹ이라는 부부가 있

다고 가정하면 ㄱ과 ㄷ이 동일인으로 취급되어 같은 

개인코드를 가진다면 ㄴ과 ㄹ이 타인으로 취급되어 

다른 개인코드를 가진다 해도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

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코드 부여시 사용한 가중치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사용하여 다시 확인하여 동일

인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다.  

가족추적을 통해 동일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 단

위로 정렬되어 있는 레코드의 특성을 이용해 가족코

드를 만들어 부여해야 한다. 가족을 판별하기 위해서

는 연도, 주호 명, 레코드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족코드가 부여된 후 같은  개인코드를 가지는 개인

테이블 생성 개인코드 부여 

가족코드 부여 개인코드 재통합 

개인코드 분리 

수동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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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코드를 통합하여 가족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말한 방법을 통해 가족코드를 추적해 

개인코드를 통합한다. 

 개인코드 재통합까지 완료되면 이후는 전문 연구원

(역사학자)들이 판단하여 수동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2.3 시스템 구현 

호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연구자가 동시에 

접근해 수정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매 갱

신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웹

을 통해 구현하도록 하였다. 우분투 리눅스 10.04 를 

서버로 사용했으며 제작 언어는 PHP 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1.41 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3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테이블은 원본 호적을 저장하는 테이블로 

93,803 개의 레코드의 64 개 속성을 모두 저장하고 있

으며 레코드 번호를 주 키로 가진다. 사용자는 이 테

이블을 통해 실제적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두 

번째 테이블은 개인코드를 저장하는 테이블로 개인코

드 번호, 등장/퇴장 연도, 개인이 포함되는 가족의 

코드 번호 등 동일인으로 취급된 개인의 정보를 저장

한다. 개인코드 테이블은 개인코드 번호를 주 키로 

가지며 개인코드 테이블의 주 키는 원본 호적 테이블

의 외래 키 이기도 한다. 사용자는 이 관계를 사용하

여 개인코드만으로도 원본에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마지막 테이블은 가족코드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가족코드 테이블은 가족코드 번호와 등장/퇴장 연도

의 3 개 속성을 가지며 주 키는 가족코드 번호이다. 

가족코드 테이블의 주 키는 개인코드 테이블의 가족 

코드 번호 속성과 주 키-외래 키 관계로 연결되어있

다. 한 개인은 분가 전/후의 2 개의 가족을 가지므로 

개인코드 하나는 최대 2 개의 가족코드를 가질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최적 동일인 정확성 및 성능 평가 

2.1 절에서 설명한 데이터의 특징에 의해 가중치 

방식으로 동일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중

치 한계 값과 빈 값 처리 방식이다. 가중치 한계 값

이 높다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동일인을 찾는 비율

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가중치 한계 값이 낮다면 

동일인을 찾는 비율은 높아질 것이지만 정확도는 떨

어지게 된다. 적절한 가중치 한계 값을 선택하여 최

소한의 정확성 손실로 최대한 많은 동일인을 찾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데이터에 빈 값이 많기 때문

에 빈 값의 처리방법이 큰 변수가 된다. 서로 다른 

레코드의 빈 값을 동일한 값으로 취급한다면 정확성

은 떨어지지만 비교적 높은 가중치 한계 값에서도 많

은 동일인을 찾을 수 있고, 연도나 호 내 위상처럼 

빈 값은 없지만 실질적 가치가 크지 않은 속성의 영

향이 적어질 것이다. 반면 다른 값으로 처리한다면 

정확도는 높아지겠지만 빈 값이 없는 속성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높은 가중치 한계 값에서 적은 동일인 

만을 찾을 것이며, 낮은 가중치 한계 값에서는 연도, 

호 내 위상과 같이 빈 값은 없지만 실질적 가치가 크

지 않은 속성의 영향이 커져 올바른 결과를 찾기 힘

들어진다.  

각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연도별 새 동일인 추가 

확률의 평균과 상위 10 개 개인코드의 카운터 합을 

구하도록 했다. 연도별 새 동일인 추가 확률은 식년

의 레코드 중 기존 개인코드에 통합되지 않고 새로 

개인코드를 받는 레코드의 확률을 의미한다. 이것을 

매년 구해 그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인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를 평가 할 수 있다.  동일인을 더 많이 

찾을 수록 이 확률은 낮아진다. 

상위 10 개 개인코드의 카운터 합은 가장 많은 레

코드를 가진 상위 10 개의 개인코드가 가진 레코드의 

수를 합친 것이다. 타인이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많을 수록 카운터가 커지므로 이 수치가 낮으면 

타인이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판

단이 가능하다. 

1 차 테스트에는 서로 다른 레코드의 빈 값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정확성보다 많은 동일인을 찾는 것

을 우선하여 테스트하였다. 한계 가중치를 14 에서 

10 까지 수정하면서 테스트한 1 차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빈 값 동일화 비 제거 테스트 결과 

 
1 차 테스트 결과 가중치를 낮추면 동일인 추가 확

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개인코드의 

카운터 합이 크게 늘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1 차 테스트와는 달리 2 차 테스트는 서로 다른 레

코드의 빈 값을 다른 값으로 취급하여 많은 동일인을 

찾는 것 보다 정확성을 우선하여 테스트하였다. 한계 

가중치를 14 에서 8 까지 수정하면서 테스트한 2 차 

테스트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계 

가중치

연도별 새 동일인 

추가 확률 평균 

상위 10개 개인 

코드의 카운터 합 

14 82.77% 126개 

13 79.57% 135개 

12 77.52% 141개 

11 62.63% 518개 

10 61.44% 562개 

9 53.88% 2112개 

8 51.25% 2157개 

<표 3> 빈 값 동일화 제거 테스트 결과 
 

한계 

가중치

연도별 새 동일인 

추가 확률 평균 

상위 10개 개인 

코드의 카운터 합

14 60.42% 852개 

13 53.48% 1537개 

12 52.09% 1571개 

11 27.02% 12422개 

10 18.77% 17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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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테스트와는 달리 연도별 동일인 추가 확률은  

줄었지만 개인코드의 카운터 합이 감소하여 정확성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 차 테스트 결과와 2 차 테스트 결

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상위 10 개 개인코드의 카운

터의 합과 연도별 새 동일인 추가 확률 평균의 곱을  

구해 그래프를 그려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 차,2 차 테스트 비교 

 
연도별 새 동일인 추가 확률의 평균이 60%이상 인 

경우에는 빈 값 동일화 제거 방식이 카운터의 수가 

적지만 그 이하에서는 오히려 빈 값 동일화 비 제거 

방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높은 정확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한계 가

중치 10 에서 14 사이의 빈 값 동일화 제거 방식을 

사용하고 반대로 높은 동일인 검색확률을 원한다면 

13 이하의 빈 값 동일화 비 제거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3.2 동일인 탐색시간 최적화 

동일인 탐색 시 각 레코드가 등장한 연도 이후 등

장 하는 모든 레코드의 대부분의 속성을 대상으로 탐

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

생했다. 기본적인 방식 사용시 6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비되었다. 이러한 소요시간에 대해 단축을 위해 동

일인 찾기에 일부 속성만 사용 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동일인 찾기에 사용되는 속성만 복사한 메타 

테이블을 만들었다. 테이블의 크기가 기존 26.6Mb 에

서 11Mb 로 줄어들어 탐색 대상이 약 58.7%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원본에는 삽입/삭제가 없

다는 특징을 이용해 메타 테이블의 각 속성에 대해 

인덱스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 없는 탐색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식년으로부터 110 년 이후의 레코

드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방식의 소요시간

을 테스트해 본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110 년 이후 레코드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식은 큰 효과가 없었으나 메타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 검색대상인 레코드의 크기가 줄어들어 소요 

시간이 46.2% 감소하였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도 

35.3%의 소요시간 감소를 보였다. 

 

(그림 3) 소요시간 테스트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호적의 동일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일인 분석 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호적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세금징수 

및 군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결여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많아 직접적인 비교만으로는 동일인을 찾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 

방식을 통한 동일인 탐색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원하는 정확도에 맞는 최적 한계 가중치와 빈 값 

처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탐색시간을 

최적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 테이블 및 

인덱스의 사용에 대해 실험하여 그 결과를 보였다. 

 차후에는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얻기 위해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레코드의 각 속성의 유무에 

따라 분기해 다른 방법으로 동일인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방식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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