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그래프(graph) 자료 구조란, 연결되어있는 노드
(node)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1]이다. 그
래프의 성격에 따라 엣지(edge)의 방향성, 엣지의 
가중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프 자료 구조는 자
료들을 저장함에 있어 단순히 인덱싱(indexing)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1]. 때문에, 인물 지도 혹은 도시 지도 등의 자료
를 구조화하는 데에 많이 쓰이며, 주목받고 있는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이다[2, 3]. 이 논문에서

는 이러한 그래프 자료 구조의 사용에 대한 예로
서, ‘한국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관계’를 그래프
로 구조화할 것이다. 또한 ‘중심 지수(centrality)를 
정의하고, 연도별로 중심 지수가 가장 높은 배우를 
중심 배우로 선정하여, 중심 배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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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한국 영화의 출연 배우들을 노드로 하여, 동반 출연의 경우에 엣지를 설정하여 그래
프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인다. 이렇게 구축한 그래프를 통하여, 논문에서 정의한 ‘중심 지수’를 각각의 
배우에 대해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심성 수치에 따른 순위를 매겨 그 분포를 조사하고, 또한 연도별 
중심 배우의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단계 분리 이론과 접목하여 사회적 집단의 범위를 수치적으
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On this paper, we show the way of forming graph data structure via setting an edge between Korean 
actors if they appeared in the same movie. From this graph, we calculate the ‘centralities’ (which declared 
on this paper) for each actor, then examine distribution by ranking the actors of the centralities and  
analyze the change of the actor who is/was center on the graph by years. Finally, we suggest the way 
that  sets the numerically Range limits on so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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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래프 자료 구조 시각화

Ⅱ. 제약 사항

2.1 영화 및 배우 자료 수집원
자료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재한 자료만

을 유일하게 사용한다.

2.2 자료 수집 형식
1) 대표 국적: 한국
2) 개봉 년도: 1959~2019년
3) 데이터 파일: 엑셀(excel) 파일
4) 결과 파일: 씨에스브이(.csv) 파일

2.3 자료 유효성 판단
1) 동일한 영화가 중복 노드로서 기록되지 않

도록 한다.
2) 영화의 대표 국적 이외에 출연진의 국적은 

무시한다.

Ⅲ. 그래프 형성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얻은 영화와 출연 배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영화배우 각각을 노드로 하
는 그래프를 형성한다. 자료 수집 기간(1959~2019
년)을 통틀어서 그래프를 구축하지 않고, 10년 단
위의 영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동적으로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개봉년도 1959~1968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 그래프를 구축하고, 알고리
즘을 수행한 후, 시작년도와 종료년도를 1년씩 증
가시켜, 마지막으로 2010~2019년에 대한 그래프를 
형성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이 알고리즘은, 각
각의 배우들의 중심 지수를 구하고, 이를 정렬하여 
가장 높은 중심도를 가진 배우를 도출한다.

그래프의 모든 엣지는 가중치 1을 갖고, 방향을 
갖지 않는다. 이 가중치는 각각의 배우가 서로 얼
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기 위한 상대
적 수치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엣지를 만드는 두 
노드는 1의 거리를 갖고, 2개의 엣지를 통해 연결
되어 있는(사이에 하나의 경유 노드를 가진) 두 노
드는 2의 거리를 갖는다. 

Ⅳ. 중심 지수와 중심도

중심 지수는 특정 배우가 자신 이외의 다른 모
든 배우와 갖는 거리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이는 6
단계 분리 이론(Six degrees of separation)[4, 5]에 
대한 놀이인 케빈 베이컨의 6단계(Six degrees of 
Kevin Bacon)[6]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중심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배우들이 
하나의 그래프로 연결되어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
의 큰 그래프가 형성되고, 나머지 작은 그래프들이 
각각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에 공통적인 다음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먼저, 임
의의 노드 와 가 인접한 노드라면 거리를 1
로 계산한다. 두 번째로, 임의의 노드 와 의 
거리는 두 노드의 최단 경로에 대한 거리이다. 만
약 와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와 의 거리는, 그래프 상에 존재하는 거리 
중 가장 먼 거리인 에 1을 더한 값으로 한
다. 

위의 조건을 토대로 중심 지수는 식(1)에 의해 
산출된다.

 

  
  

  

   /   

(1) 

중심 지수는 결국, 다른 배우들과 평균적으로 얼
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낮은 중심 지수는, 다른 배우들과 평균
적으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를 중
심도가 높다고 칭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장 높
은 중심도를 가진 배우를 중심 배우라 한다.

Ⅴ. 결론

중심도가 이라는 것은, 그래프에서(다시 말해, 
한국 영화 배우라는 집단에서) 다른 배우들과 평균
적으로 n만큼 떨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연결되지 
않은 노드를 제외하고, 연결되어있는 노드들 간의 
거리의 최대치는 6으로, 이는 6단계 분리 이론을 
부분적으로 만족한다. 단, 영화 출연이라는 특성 
상, 단 하나의 영화에만 출연한 데다가, 해당 영화
의 출연진들이 모두 그 영화에만 출연했다면, 다시 
말해 한국 영화 배우라는 집단 내에서 분리된 집
단이라면 그래프에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사회적 집단에 대
한 수치적 정의이다. 우리는, 만약 6단계를 초과하
는, 다시 말해 해당 논문에서  (=6)으로 제시
한 거리를 초과하는 집단을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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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반대로, 
  이내에 있으면 반드시 동일한 사회적 집단
에 속해있는가도 중요한 의문점이다. 다음의 그림2
를 보면, 특정 거리(= 중심도)를 기준으로, 매우 급
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순
위로 생각해보았을 때, 사실상 연결되어있지 않은 
노드들과 순위상 차이가 미약하다. 

그림 2. 2013~2018년 한국 영화 출연 배우들의 

중심도 순위

 
한편, 1959년부터 시작해 1년씩 증가시키면서, 

10년 단위의 데이터들로 그래프를 구성하여 결과
적으로 총 52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각각의 데이터
는 10년 동안의 영화와 출연 배우들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 각 출연 배우의 중심도를 계산해 얻어
졌다. 

표 1. 중심 배우의 변화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 배우의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다. 중심 배우들은 1.75~4 정도 
범위의 중심도를 나타냈다. 수집 년도가 2019년에 
가까워질수록 중심도의 차이는 줄어들어, 2~3의 수
치를 보였다. 

수집 년도가 2019년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래
프의 구성이 더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영
화의 출품작과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배우들의 수
와 그 배우들의 출연 작품들도 다양해지기 때문이
다. 그래프의 구성이 복잡해질 수록, 현실에 존재
하는 사회적 집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
한 규정을 위에서 제시한 수치로서 규정할 수 있
다. 해당 결과는 수집 자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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