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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이 에 연구된 이 없는 경연 네트워크를 상으로 경연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연자

의 심성과 승률의 계를 탐색 으로 분석하 다. TV 음악 경연 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을 상으로, 

총 386명의 경연자가 펼친 1,307회의 경연 결과를 수집하여 경연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경연자의 심성

과 승률을 산출하여 그들의 계를 상 분석, 회귀분석, 시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연 네트워크는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이다. 둘째, 

경연수와 다른 경연자들과의 친 도 사이에는 로그함수 계가 존재한다. 셋째, 경연수가 20회 이상인 경연

자의 승률은 략 60%로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경연수가 20회 미만인 경연자의 승률은 진 운에 23% 

정도의 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학문  의의는 경연 네트워크를 최 로 정의하고 탐색함으로써 소셜 네트

워크 연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 다는 이며, 실행  의의는 심성과 승률의 계에 한 실증  패턴

을 발견하여 경연 네트워크에서 사회  계를 개선하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는 것이다.

 
■ 중심어 :∣소셜 네트워크∣중심성∣경연∣승률∣

Abstract

We identified a competition network which has never been studied before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y of participants in singing competition and their winning 

percentage within the competition network. We collected competition data from ‘Immortal Songs: 

Singing the Legend’, which is a Korean television music competition program, and constructed 

a competition network. We calculated centrality and winning percentage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 using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visualization. There are four main 

findings in this research. First, a competition network is a scale-free network whose degree 

distribution follows a power law. Second, there is a logarithmic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 

of competition and closeness. Third, winning percentage converges to approximately 60% for 

players who have participated in more than 20 competitions. Lastly, a strength of opponents 

affects approximately 23% of winning percentage for players with less than 20 competitions.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we pioneered the definition of the competition network 

and applied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nother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we found explicit patterns between the centrality and winning percentage, suggesting ways to 

improve social relationship in competition network and to increase winning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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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연’은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술, 기능 따 의 실

력을 겨루는 것을 일컫는다[1]. 경연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연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  계를 맺고 경

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경연 네트워크는 각종 경기, 

회, 게임 등의 형태로 우리 주 에서 어렵지 않게 

찰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학문 으로 연구된 이 없다. 

심성은 네트워크 내 행 자의 치를 나타내는 속

성으로, 네트워크 심에 있는 행 자는 치의 이 으

로 인하여 다른 행 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 할 수 

있다[2]. 다양한 분야의 실증 연구에서 심성은 개인의 

행태 는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경연에서 경연자의 단기  성과는 개별 경연의 승리이

지만 장기  성과는 체 경연의 승률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경연 네트워크에서 경연자의 심성과 승률의 

계를 탐색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에 연구된 이 없는 경연 네트워크를 

상으로 하여 경연자의 심성과 승률의 계를 분석

하 다. 이를 해 음악 경연 로그램인「불후의 명곡

- 설을 노래하다」(이하 불후의 명곡)를 연구 상으

로 하여 경연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그리고 경연자의 심성과 승률을 산출하여 그들의 

계를 탐색 으로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드 중심성
실증 연구에서 지배 으로 사용되는 심성 지표는 

연결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 세 심성이

다[8]. 연결 심성은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로 노드

의 노출을 나타내는 지수이다[2]. 연결 심성이 높은 

노드는 에 잘 띄어 요한 노드로 인식되는 반면 연

결 심성이 낮은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주변으

로 인식된다. 방향 네트워크에서 연결 심성은 내향연

결 심성과 외향연결 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

향연결 심성은 노드로 들어오는 링크의 수로 명성으

로 해석되고, 외향연결 심성은 노드에서 나가는 링크

의 수로 사교성으로 해석된다[2].

근  심성과 매개 심성은 최단경로인 거리 개념

을 이용한 노드 심성 지표이다. 근  심성은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이르는 최단경로길이의 합으로 

정의되고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하여 측정 값에 역수

를 취하여 사용된다. 근  심성이 높은 노드는 다른 

노드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 매개 심성은 해당 노

드가 서로 다른 두 노드 사이의 최단경로에 출 하는 

빈도로 측정된다[9]. 매개 심성이 높은 노드는 서로 

다른 두 노드를 연결하는 자리에 치하여 네트워크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2]. 

세 심성은 근  노드들의 심성의 합으로 정의

된다[10]. 세 심성은 직  연결뿐만 아니라 간  연

결까지 고려함으로써, 다른 심성과 달리 네트워크의 

체 패턴을 반 한다[11]. 따라서 세 심성은 체 

네트워크 내 인기도로 해석된다[2].

2. 노드 중심성과 개인의 성과
Ahuja 외(2003)는 가상 그룹의 이메일 네트워크를 분

석하여, 심성이 개인의 개별 특성과 성과의 계를 

매개할 뿐만 아니라 개별 특성보다 성과에 직 으로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과를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개별 특성보다 

계 특성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ross와 Cumming(2004)은 석유화학 회사와 략컨

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으로 연구하여, 지

식 집약 인 업무에서 정보 네트워크와 심 네트워크

의 심성(매개 심성)이 높은 개인은 업무를 완수하

는 데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을 네트워크로부터 제

공받아 높은 성과를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 

Sparrowe 외(2001)는  5개 조직의 38개 에 근무하

는 190명의 직원들을 조사하여, 개인의 직장 내 성과는 

조언(advice) 네트워크의 심성과 양의 상 계가 있

고 방해(hindrance) 네트워크의 심성과 음의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

문주 (2015)은 문 학생들의 학  내 친구 네트워

크를 연구하여, 네트워크 심성 지수가 개인의 학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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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학습 네

트워크의 개인별 심성 지수는 학습성과를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경 ·홍재원(2012)은 오 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청소년들의 사회  지 가 온라인의 사회  활동에 미

치는 향을 악하 다. 연구 결과는 자아 네트워크

(ego network)에서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사회  유

(연결 심성)와 사교성(내향연결 심성과 외향연

결 심성의 차)이 활동성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심성이 

개인의 성과 는 행태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연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심

성이 경연 성과인 승률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살

펴보았다.

Ⅲ. 연구 방법

‘불후의 명곡’의 경연 데이터를 수집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연자의 심성과 승률를 측정하 다. 심

성과 승률의 계를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

으로 분석하 으며, 데이터 시각화 툴인 Tableau와 

네트워크 분석 툴인 Gephi를 이용하여 시각화하 다.

1. 연구 대상과 데이터 수집
경연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하여, 가수들이 노래 경

연을 펼치는 음악 로그램인 KBS 2TV의 불후의 명

곡을 선택하 다. 불후의 명곡은 네트워크의 경계가 명

확하고 네트워크의 크기가 탐색 연구에 하다고 

단되어 선택되었다. 경연 순서는 진행자의 공 뽑기 추

첨을 통해 결정되고 경연의 승패는 객들의 투표에 의

해 결정된다.  

경연 데이터는 KBS 2TV 홈페이지의 방송 다시보기

[12]를 시청하면서 수집하 다. 2011년 6월 4일에 방송

된 1회부터 2016년 2월 20일에 방송된 239회까지 총 

386명의 경연자가 펼친 1,307회의 경연 결과를 수집하

다.

2. 네트워크 구성
경연자를 노드로 하고 경연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

로 구분하 으며 링크에 가  값(승수)을 부여하 다. 

다시 말해서, 방향성과 가  값이 있는 네트워크를 구

성하 다. 경연 결과가 무승부인 경우에는 각 경연자를 

승자이면서 패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두 개의 행으로 분

리하여 처리하 다. 마지막으로, 승자와 패자가 동일한 

행들의 가  값을 합하여 단일 행으로 집계하 다. 이

상의 과정을 거쳐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노드 수가 

386개이고 링크 수가 1,147개인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표 1]에서 ‘신용재’는 ‘알리’를 5번 이겼고, ‘알리’는 

‘신용재’를 3번 이겼음을 알 수 있다.

승자 패자 승수

신용재 알리 5
알리 신용재 3
문명진 바다 2
바다 문명진 3

표 1. 경연 네트워크 데이터 예시

3. 분석 방법
심성 분석을 해 실증 연구에서 지배 으로 사용

되고 있는 심성 지수인 연결 심성, 근  심성, 매

개 심성, 세 심성을 NetMiner를 이용하여 측정

하 으며, 경연 네트워크의 노드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각 심성에 의미를 부여하 다. 

노드 i의 연결 심성은 식(1)과 같이 근 행렬 X에

서 노드 i와 연결된 노드 j의 총 개수로 측정된다. 

 


 (1)

연결 심성은 링크의 방향에 따라 내향연결 심성

과 외향연결 심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링크의 가  

값을 고려한 가 연결 심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경

연 네트워크에서 연결 심성은 ‘경연상 수’, 외향연결 

심성은 ‘승 상 수’, 내향연결 심성은 ‘패 상

수’, 가 연결 심성은 ‘경연수’, 가 외향연결 심성

은 ‘승수’, 가 내향연결 심성은 ‘패수’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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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심성은 식(2)와 같이 노드 간 최단경로길이의 

합으로 측정된다. 근  심성을 측정하기 하여 가  

네트워크의 모든 가 치를 1로 하는 이진 네트워크로 

변환하 다. 최단경로길이 dij는  노드 i에서 노드 j까지 

가는 최단경로의 길이이고 n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의 개수라고 할 때, 노드 i의 근  심성 Ci는 최소 

가능 값(n-1)을 모든 j에 한 최단경로길이의 합으로 

나  역수로 측정된다. 경연 네트워크에서 근  심성

은 다른 노드와의 ‘친 도’로 해석하 다.    

 





(2)

매개 심성은 두 노드 간 최단경로에 해당 노드가 

존재하는 빈도로 정의된다. 매개 심성을 구하는 방법

은 식(3)과 같다. gijk는  노드 j를 지나면서 노드 i와 노

드 k를 연결하는 최단경로의 개수이고, gik는 노드 i와 

노드 k를 연결하는 최단경로의 총 개수이다. 일반 으

로 매개 심성은 흐름 통제의 의미를 갖지만 경연 네

트워크에서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

 
 



(3)

마지막으로 세 심성은 연결 심성을 확장한 개

념으로 해당 노드의 연결뿐만 아니라 근 한 노드들의 

연결까지 고려한다. 세 심성 Ei는 식(4)와 같이 해

당 노드와 근 한 노드들의 심성을 모두 합한 값으로 

산출된다. 이때, ej는 근  노드의 세 심성 값이고 

λ는 비율 상수로 근 행렬 X의 고유값(eigenvalue) 

에서 가장 큰 값이다. 다시 말해서 세 심성이 높은 

노드는 심성이 높은 노드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연 네트워크에서 세 심성은 ‘강자상

도’로 해석하 다.  

  


 (4)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경연 네트워크의 심성 지수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승률은 승수를 경연

수로 나  값으로 계산하 다. 심성 지수와 승률의 

계를 탐색 으로 살펴보기 하여 상 분석, 회귀분

석, 시각화 등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1]은 

체 네트워크를 시각 으로 표 한 것이다. 원의 크기는 

경연수이고 원의 명도는 승률이다.

심성 지수 의미

연결 중심성 경연상대수
외향연결 중심성 승전상대수
내향연결 중심성 패전상대수
가중연결 중심성 경연수

가중외향연결 중심성 승수
가중내향연결 중심성 패수

근접 중심성 친밀도
위세 중심성 강자상대도

표 2. 경연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의 의미

그림 1. 전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Ⅳ. 연구 결과 

경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속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집단 내에 존재하는 실제 링크 수를 최  가능한 

링크 수로 나  값인 도는 0.01로 매우 낮고 군집계수

도 0.0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노드에 연결된 링

크 수의 평균인 평균연결은 2.97로 경연자는 평균 으

로 각기 다른 3개 과 경연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경로길이는 3.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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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승률 0.32 0.31 1.00

2. 가 연결 심성 6.77 12.66 0.31 1.00

3. 가 외향연결 심성 3.39 7.55 0.37 0.99 1.00

4. 가 내향연결 심성 3.39 5.36 0.21 0.97 0.92 1.00

5. 연결 심성 5.94 9.73 0.34 0.99 0.97 0.96 1.00

6. 외향연결 심성 2.97 5.90 0.41 0.98 0.99 0.91 0.98 1.00

7. 내향연결 심성 2.97 4.07 0.22 0.95 0.90 0.98 0.97 0.90 1.00

8. 근  심성 0.24 0.10 0.10 0.45 0.42 0.48 0.48 0.44 0.51 1.00

9. 매개 심성 395.10 1075.25 0.28 0.94 0.94 0.89 0.94 0.94 0.89 0.40 1.00

10. 세 심성 0.09 0.14 0.20 0.92 0.87 0.96 0.92 0.87 0.95 0.57 0.82 1.00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속성 값 

노드 386
링크 1,147
밀도 0.01

평균연결 2.97
평균경로길이 3.62
군집계수 0.07

표 3. 네트워크의 속성

경연상 수의 분포는 [그림 2]에는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경연자는 경연상 수가 고, 경연상 수가 

많은 경연자가 길게 분포하는 멱함수 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경연 네트워크는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척도 없

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이다. 이를 좀 더 명확

하게 하기 하여 경연상 수와 경연자수에 자연로그

를 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경연상 수와 경연자수 사이에는 음

의 로그-로그 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다(로그

(경연자수)=-1.25×로그(경연상 수)+4.72; R2=0.89; p<0.001).

Barabási와 Albert(1999)에 의하면 척도 없는 네트워

크는 성장(growth)과 선호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

에 의해 생성된다. 네트워크가 성장하면서 먼  들어온 

노드들은 나 에 들어온 노드들에 비해 링크를 획득할 

기회가 많고, 새로운 노드들은 기존의 노드 에서 링

크 수가 많은 노드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후의 명곡은 경연상 가 무작 로 선택되기 

때문에 선호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경

연상 가 무작 로 선택되는 경우에 척도 없는 네트워

크가 생성되는 것은 성장과 더불어 경연에 자주 참여하

는 경연자가 있기 때문이다. 

승률과 심성 지수를 포함한 변수 간의 선형 계를 

살펴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승률과 심성의 계는 외향연결 심성

(r=0.41)과 가 외향연결 심성(r=0.37)이 높고, 근  

심성(r=0.10)이 가장 낮다. 그리고 근  심성을 제

외한 심성 지수 사이의 선형 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경연상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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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연상대수와 경연자수의 관계

심성 사이의 계와 승률과 심성 사이의 계에 

한 탐색  분석을 실시하 다.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경연수가 5회 미만인 경연자는 각 변수에 이상치를 보

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경연수와 친 도 사이에는 [그림 4]와 같이 로그함수 

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다(친 도=0.11×로그

(경연수)+0.44; R
2=0.68; p<0.001). 경연수가 증가하면 

처음에는 친 도가 격하게 증가하다가 경연수가 약 

20회 이상이 되면 친 도의 증가 폭이 완만해진다. 즉, 

경연자는 경연 경험이 늘어나면서 다른 경연자와 친

도가 격하게 증가하고 경연 경험이 특정 수  이상이 

되면 이 과 비교하여 친 도가 완만하게 증가한다.

[그림 5]는 경연수와 승률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원의 크기는 강자상 도이다. 경연수와 승률의 계에

서 두 가지 유의한 패턴을 발견하 다. 우선, 경연수가 

20회 이상이면 경연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승률이 

략 60%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연수가 20회 

미만이면 승률이  범 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연 경험이 을 때는 경연을 펼

칠 때마다 승률의 변동이 크지만, 경연 경험이 많아지

면서 승률은 경연 경험이 많은 경연자들의 보편 인 값

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패턴은 경연

수가 20회 미만인 경우에 강자상 도가 낮은 경연자의 

승률이 강자상 도가 높은 경연자의 승률보다 체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자상 도와 승률 사이의 유의

한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4. 경연수와 친밀도의 관계

그림 5. 경연수와 승률의 관계

그림 6. 강자상대도와 승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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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투빅의 에고 네트워크

 

그림 8. 포맨의 에고 네트워크

경연수가 20회 미만인 경우에 강자상 도와 승률 사

이의 계를 자세히 살펴보기 하여, 경연수가 20회 

미만인 경연자만을 선택하여 [그림 6]과 같이 강자상

도와 승률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강자상 도와 승률 사이에 음의 선형 계가 존

재한다(승률=-0.83×강자상 도+0.62; R
2=0.23; p<0.001

). 이것은 경연 경험이 은 경연자는 진 운이 승률에  

23% 정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자상 도

와 승률의 계를 시각 으로 비교하기 하여, 경연수

가 11로 같고 승률이 다른 포맨(강자상 도=0.3, 승률

=0.3)과 투빅(강자상 도=0.1, 승률=0.5)의 에고 네트워

크를 [그림 7]과 [그림 8]에 표 하 다. 자 크기는 각 

경연자의 경연수이다. 상 으로 승률이 높은 투빅이 

포맨과 비교하여 경연수가 은 상 들과 경연하 다

는 것을 직 으로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이 에 연구된 이 없는 경연 네트워크에

서 경연자의 심성과 승률의 계를 탐색 으로 분석

하여 유의한 패턴을 발견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연상 수와 경연자수 사이에 멱함수 법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연 네트워크는 멱함수 법칙을 따르

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불후의 명곡과 

같이 경연상 가 무작 로 선택되는 경연 네트워크는 

일반 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와 다르게 네트워크의 ‘성

장’과 더불어 경연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경연자가 있

기 때문에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생성된다. 

둘째, 경연수와 친 도 사이에 로그함수 계가 존재

한다. 경연자는 경연 경험(경연수)이 늘어나면서 반

에는 친 도가 격하게 증가하고 경연 경험이 특정 수

 이상이 되면 이 과 비교하여 친 도의 증가 기울기

가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변곡 은 네트워

크의 크기와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셋째, 경연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보편 인 승

률로 수렴한다. 불후의 명곡에서는 경연수가 20회 이상

인 경연자는 승률이 략 60%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경연수가 20회 미만인 경연자는 승률이  범 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연수가 은 경연자는 강자상 도와 

승률 사이에 음의 선형 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진 운이 승률에 향을 미친다. 불후의 명곡에서는 

경연수가 20회 미만인 경연자는 진 운이 승률에 23%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경연 네트워크에 한 

학문  연구로서 거  의의를 갖는다. 경연 네트워크

는 사람들이 경연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계

를 맺는 소셜 네트워크임에 분명하지만, 지 까지 학문

으로 연구된 이 없다. 본 연구는 경연 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을 정의하고 탐색 으로 분석함으로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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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네트워크에 한 학문  연구의 석을 마련하 다. 

경연 네트워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경합, 시합, 경기, 경쟁 등의 형태로 어렵지 않게 

찰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기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연 네트워크에 한 연구

가 활성화된다면 인간의 사회  계에 한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행  의의는 경연 네트워크에서 친 도

를 개선하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한 단 를 

발견한 것이다. 경연 네트워크에서 경연자들과 친 도

를 높이는 것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연 노하우를 학

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것이다. 경연수와 친

도 사이에 로그함수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친 도의 

증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특정 수 을 악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친 도를 특정 수  이상으로 올리

기 한 시간과 비용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승률

은 장기 으로는 보편 인 수 으로 수렴하지만 단기

으로는 경연상 의 선택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

기 인 승률의 증가를 기 하는 상황에서 경연 경험이 

은 경연상 를 략 으로 선택하는 것은 승률을 높

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후의 명곡과 같이 경연상 가 무작 로 

선택되는 경연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용 범 에 한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경연상 의 

선택은 경연 규칙에 따라 경연자의 의도와 상  없이 

무작 로 이루어기도 하고, 경연자의 략  의도에 의

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경연상 를 략 으로 선택하는 경

연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경연상 의 략  선택이 경

연자의 장기  승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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