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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revolution enables us to access almost everything in the world simply online.
Thanks to the internet, people now have easy access to old books, which previously had only been
available to a few selected experts in specific fields. In this paper, we examine five historical records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The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 ‘Goryeo History’ , and ‘Essentials of Goryeo
History’ ) of Korea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era from the perspective of stylometry. First, we
construct a web service that shows how often a particular Chinese character appears in the old books
across time. We compare the frequency distribu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se five
different records. We also study the stylistic similarity by using the yearly frequency distribution of
content-free characters. This work may provide macroscopic and systematic insights into large-scale
analyses of historical records.
PACS numbers: 89.65.-s, 89.70.Cf
Keywords: Stylometry, N-gram, Korean history, Inform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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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혁명 이후로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숙련된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고서적도 이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전자 기기를 통해 누구나 읽고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대한민국 역사 자료 5가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고려사,
고려사절요) 를 양식측정학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한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자료에서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각 한자의 사용 빈도 추세를 웹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위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자의 사용 빈도
분포를 조사하여 자료별로 비교하였고, 어조사 한자들의 사용 빈도 분포를 연도마다 비교하여 연도별
문체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PACS numbers: 89.65.-s, 89.70.Cf
Keywords: 양식측정학, N-그램, 한국사, 정보 이론

I. 서 론
양식측정학 (stylometry) 이란, 인류의 문화유산들에서
나타나는 예술적인 표현 방식을 정량적으로 연구하는 분
야이다 [1, 2]. 해당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는 약 1세기 전
미국의 토마스 멘덴할 (Thomas C. Mendenhall) 이라는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문학을 다루려는 시도에
서 시작하였다. 그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빈도 분포로 찰
스 디킨스 (Charles Dickens) 의 “올리버 트위스트 (Oliver
Twist)” 와 윌리엄 새커리 (William Thackeray) 의 “허영의
시장 (Vanity Fair)” 이 서로 통계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구
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멘덴할의 생각은 당시의 기술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멘덴할의 시도로부터 약 10년 후, 폴란드의 언어학자인
빈센티 루토슬라브스키 (Wincenty Lutoslawski) 가 플라톤
의 각 작품에서 500개의 수치적인 특징들을 추출하였다.
그는 이러한 수치적인 특징들이 시간에 따라 특정한 패턴
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바탕으로
플라톤 작품 중에서 연대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수치적인 특징 차이로부터 저작들의 연대를 추정하였다. 루
토슬라브스키의 시도는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그는 자신이
사용한 수학적인 접근 방식을 “양식측정학 (stylometry)”
라고 불렀다 [3].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멘덴할과 루토슬라브스키가 살던
19세기 후반과는 다르다. 월드와이드웹으로 누구나 세계
각국의 엄청나게 방대한 문헌들에 아주 쉽고 빠르게 접근할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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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책을 직접 눈으로 읽으며 단어의 빈도를 일일이
조사하는 대신, 컴퓨터로 디지털 형태의 책을 19세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속도로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최근에 구글은 전 세계 40개 대학 도서관에서 1500만
권 이상의 책을 광학 문자 인식 (OCR) 방법으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였다. 이는 1450년 이후로 출판된 모든 책의
12%에 달하는 양이다. 그들은 그중에서 문자 인식이 잘
된 5,195,769개의 책으로부터 연달아 등장하는 단어들의
묶음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800년과 2000년 사
이에 일어난 문법, 명성, 검열 등의 시간적인 변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위의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1 개 단어부터 5 개
연속 단어 묶음까지 공개하였다 [4]. 6개 이상은 저작권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5개까지만 공개하였다.
1971년부터 시작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약 49,500개의 책의 전문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영어로 기록된 책이다. 최근에
휴스와 공동 연구자들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문서 뭉치
에서 1550년 이후 다섯 권 이상의 영어 작품이 포함된 537
명의 작가들의 기록 양식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작품들에
등장한 내용에 무관한 단어들의 빈도 분포를 이용하여 작
가들 사이의 유사도를 정의하였다. 그 결과, 현대 이전의
작가들은 기록 양식의 유사성이 오랜 기간 유지되는 반면,
현대의 작가들은 유사성이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서양의 작품들에 대한 분석에 비해 동양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정보 기술 혁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역사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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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누구나 무료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
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다섯 가지 역사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역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13개 UNESCO 기록유산
중에서 긴 시간을 아우르는 조선왕조실록 [6]과 승정원일기
[7]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비변사등록 [8]과 고려사 [9], 고
려사절요 [10] 세 가지 기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모든 자료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11].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록물들이 서양의 자료들에
비하여 갖는 한 가지 큰 장점은 단일한 기록방식으로 오랜
기간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작가들의
양식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할 때에 사용되는 표본들의
기록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에
따른 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제나 장르 등 다른 요인이
많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
정원일기 등의 기록물들은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틀 안에서
매우 오랜시간 동안 기록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식 변화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에 더욱 유리하다.
위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수행한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자료에서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한자들의 등장 빈도 분포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Google N-그램처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서비스의 한 가지 응용
방안으로써, 대한민국 역사 기록에서 나타나는 문체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은 대한민국 국보 제 151
호이며, 1997년 10월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역
사서이다. 1392년 (태조 1년) 에서 1863년 (철종 14년) 까지
472년간 25대 임금들이 통치하던 시대상을 1,893권 888책
6400만 자에 달하는 분량에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담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을 아우르는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이다.《고종태황제실록 (⾼宗太皇帝 實錄)》과《순
종황제실록 (純宗皇帝實錄)》은 일제 강점기에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공식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마지막
두 실록을 고려하지 않았다 [6,12].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
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선왕조실록 웹 서비스의 실록 원문
데이터 전문을 이용하였다. 현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전체 472년 380,009개의 기사에는 10,383
개의 서로 다른 한자들이 서로 다른 빈도로 사용되었다.

2)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承政院⽇記) 는 대한민국 국보 제303호이며,
2001년 9월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역사서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담당한 왕의
명령과 행정 업무 등을 매일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실
록을 편찬할 때 승정원일기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1623년 (인조 1년) 음력 3월부터 1910년
(순종 4년) 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7,12]. 본 연구에서는

II. 데이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승정원일
기를 사용하였다. 현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승정

1. 역사 기록

원일기의 전체 97,490개의 기사에는 14,393개의 서로 다른
한자들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역사 기록 다섯 가지를
사용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3) 비변사등록

1.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은 대한민국 국보 제152호이다.
2.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은 조선 중기 이후 국가 최고 회의기관이었던

3. 비변사등록

비변사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이다. 비변사등록은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

4. 고려사

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1617년부

5. 고려사절요

터 1892년까지의 기록이 남아있다 [8].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처음 두 자료는 UNESCO 세계기록유산이다. 이 부분에서
는 각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간단한 통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비변사등록을
사용하였다. 현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비변사등록의
전체 26,212개의 기사에는 6330개의 서로 다른 한자들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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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ranking of Chinese characters in 5 different Korean historical documents.
Rank
1
2
3
4
5
6
7
8
9
The Annals of the
之
不
以
⽽
爲
⽈
其
於
事
Joseon Dynasty
1,591,748 808,158 672,994 546,482 545,584 498,746 415,562 376,328 368,809
The Daily Records of Royal
之
⽈
以
不
爲
⽽
⾂
上
啓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6,299,554 3,950,469 2,923,409 2,631,310 2,426,594 2,349,277 1,832,013 1,810,293 1,596,210
Records of the Border
之
不
爲
⽽
以
⽈
事
則
有
Defense Council
138,897
59,684
56,378
54,353
52,274
47,053
42,358
41,494
34,907
Goryeo History
⽉
之
王
以
爲
⼗
年
⼈
⼦
10,880
6,785
5,560
5,460
4,582
4,456
4,294
3,782
3,505
Essentials of
之
以
王
⽉
不
⼈
爲
⼗
事
Goryeo History
4,626
2,971
2,630
2,544
2,364
2,130
2,116
1,821
1,662

4) 고려사
고려사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의 고려시대를 다루는
기전체 역사 기록이다. 고려실록을 토대로 1395 년부터

사용 빈도 분포를 구하였다. 사용한 어조사 목록은 이곳에서
(stat.kaist.ac.kr/data/content_free_word_list_size1.txt)
열람할 수 있다.

1451 년까지 57 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고려사는 분량이

III. 방법론

방대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네 가지 역사 기록과는
다르게 후대에 편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고려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9]. 현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고려사 자료의 전체 20,802개의 기사에는 4958개의 서로
다른 한자들이 사용되었다.
5) 고려사절요
고려사절요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의 고려시대를 다
루는 편년체 역사 기록이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는 다
르게 편년체 기록이기 때문에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더 많다. 그리고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없는
기사, 고려사와 다르게 표현한 부분, 고려사보다 좀 더 자
세한 기록 등이 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과는 다르게
후대에 편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현재

1. 양식측정학
먼저, 각 역사 기록에서 한자들의 사용 빈도 분포를 시
간에 따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문체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어조사들의 분포 변화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어조사의 빈도 분포를 비교한 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문자에 비하여 글의 내용 (content) 보다는 문법
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들이기 때문에 글쓰기 양식을
비교하는데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시대의 어조사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칭화 (symmetrized) 하고 평활화 (smoothed) 한
Kullback–Leibler (KL) 발산인 Jensen Shannon (JS) 발
산을 측정하였다. KL 발산은 확률 분포 Pj 가 Pi 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갖는가를 나타낸 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DKL (Pi , Pj ) =
Pi (ω) log(Pi (ω)/Pj (ω)).
(1)
ω∈Ω

사용하였다. 417개의 어조사 중에서 하나의 한자 (1 char-

여기에서, Ω 은 어조사의 집합이고, ω 은 각 어조사를 가리
킨다. Pi 와 Pj 은 각각 서로 다른 시대의 어조사 빈도 분포
벡터이고, 299개의 정규화된 성분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D(Pi , Pj ) 와 D(Pj , Pi ) 는 서로 같지 않기에 일반적인 거리
의 개념과 다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개념인 JS 발산을
사용하면 두 확률 분포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JS 발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JSD(Pi , Pj ) = (DKL (Pi , Pm ) + DKL (Pj , Pm ))
2
[
]
1∑
Pi (ω)
Pj (ω)
=
Pi log
+ Pj log
.
2
Pm (ω)
Pm (ω)

acter) 로 이루어진 어조사 299개를 이용하여 연도별 어조사

(2)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고려사절요를
사용하였다. 현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고려사절요
의 전체 4593개의 기사에는 4186개의 서로 다른 한자들이
사용되었다.
2. 어조사
특별히 어조사들의 분포 조사를 위해 네이버 한자 사전과
한문 교재를 이용하여 총 417개의 어조사 목록을 만들어

ω∈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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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Korean history N-gram web service. Search result of term ‘倭’ meaning Japan. Red
curve shows the normalized frequency of the character
in different time period.

여기에서 Pm (ω) = 1/2(Pi + Pj ) 으로, 연도 i 와 연도 j 의
평균적인 어조사 빈도 분포를 의미한다. JSD(Pi , Pj ) 를 연

Fig. 2. (Color online) Rank distributions for 5 different Korean historical documents. The horizontal axis is
the rank (r) and the vertical axis is the proportion of a
certain Chinese character of rank (r) to all characters in
a document. Inset: rank distribution with linear rank
scale.

도 i 와 j 사이의 거리 dij 로 정의한 후에, 두 연도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사도 행렬 (similarity

2. 한자 사용 순위 빈도 분포

matrix) 의 각 성분 Sij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5].
Sij = exp(−dij /σ)

(3)

먼저, 한국 역사 자료에서 등장하는 한자들의 순위 빈도
분포 (rank frequency distribution) 를 구하여 자료별로 비

위와 같이 유사도 행렬을 구성하고 양의 값을 갖는 임의의

교하였다 (Table 1). 역사 자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한자

상수 σ 를 지정하면 각 성분 Sij 를 0과 1 사이의 범위의 값을

들의 순위 빈도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약 1000번째

갖도록 나타낼 수 있다. Sij 가 1에 가까울 수록 연도 i 와

순위를 기준으로 한자들의 순위 빈도 분포 모양이 크게 바

연도 j 의 어조사 빈도 분포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한자부터 약
1000번째로 빈도가 높은 한자까지는 멱함수 (power-law)

IV. 결 과

를 따르고, 약 1000번째로 빈도가 큰 한자들부터 이후는
지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 를 따른다. 순위 빈도
분포가 멱함수를 따른다는 것은 Zipf의 법칙을 따른다는

1. 한국사 N-gram 웹 서비스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Zipf 가 영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들에서 단어 사용 빈도 분포가 멱함수를 따른다는 것을

앞서 소개한 6가지 자료에서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한자

발견하였고 Zipf가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여 Zipf의 법칙

들의 등장 빈도 분포 변화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

이라 불린다 [14]. 즉, 영어로 작성된 문서와는 다르게, 한국

스를 구축하였다 (http://history.kaist.ac.kr/ngram/). 사

역사 자료에서 등장하는 한자들의 순위 빈도 분포는 순위가

용자는 원하는 한자를 입력한 후 처음 연도와 마지막 연도를

높은 영역에서만 Zipf의 법칙을 따른다 (Fig. 2).

지정할 수 있다. 다섯가지 한국사 기록물 중 원하는 기록

한자로 기록된 역사 자료가 영어로 기록된 문서에서 나

물을 선택하면, 해당 기록물에서 특정 한자가 해당 시간에

타나는 결과와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해 볼 수

기록된 전체 문자 가운데 등장한 비율을 백분위로 그래프

있다. 먼저, 영어와 한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가

상에서 나타낸다. ‘그래프 매끄럽게 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르다. 영어에서는 알파벳 한 글자가 의미를 전달하지는

비교 시간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Fig. 1은 한자 ‘倭’(왜국

않는다. 영어에서는 단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이

왜) 의 빈도에 대한 예시 그래프이다. 일본의 침략이 있었던

다. 하지만 한자는 각 글자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에 가장 많은 언급이 있음을 알

차이가 있다 [15]. 다음, 영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의

수 있다. 번역이 완료된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연어 처리를

수는 한자의 수보다 많다. 영어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어간

하여 국문 단어에 대한 서비스도 추후에 지원할 계획이다

의 수는 105 개인데 비해 [16], 한국 역사 자료에서 등장하는

[13].

한자의 종류는 가장 많은 경우가 104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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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Similarity matrix for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y different years. (b) Similarity
matrix for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different kings. (c) Similarity matrix for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by different years. (d) Similarity matrix for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ccording to different kings. The element of similarity matrix is close to red(blue) if two frequency
vectors of content-free letters are similar(dissimilar).
3. 유사도 행렬

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유사도 행렬에서 군집은 유사도
값이 서로 비슷한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Fig. 3(a) 와 (c) 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가

가까운 시기에 쓰인 기록은 상대적으로 서로 비슷한 어조사

능한 연도 쌍마다 서로 다른 두 어조사 빈도 분포 차이를

사용 빈도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조사는 보통

JS 발산으로 구하여 구성한 유사도 행렬을 나타낸다. 두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어조사 사용 빈도 분포가 비슷한

연도의 문자 사용 빈도 분포 벡터가 비슷할수록 빨간색에

여러 시기가 있다는 것은 글의 양식이 시대에 따라 차이가

가까운 색을 가지고, 서로 다를수록 파란색에 가까운 값을

있음을 의미한다.

가진다. 조선왕조실록 유사도 행렬에서 1392년부터 1580

조선왕조실록 유사도 행렬에서 다른 시대에 비해 유사

년까지 약 25년씩 군집이 나타나는데 비해, 1600년대 이후

도가 급격하게 낮은 두 군데의 시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에는 1630년경부터 약 1750년까지 상대적으로 약한 군집이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조실록 (1567–1608) 에 해당하는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승정원일기 유사도 행렬에서 약

부분이고, 두 번째는 1800 년대 중반 이후 영역이다. 이

1650년부터 1710년경까지, 약 1710년부터 약 1770년까지,

두 부분의 유사도가 다른 시기보다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약 1780 년부터 약 1820 년까지 군집이 나타나고, 이후의

이유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 표본 수가 적기

시기에는 약한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선왕

때문이다. 먼저, 선조실록은 분량이 방대하지만, 15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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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he distributions of distances
between frequency vectors of content-free letter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The distance
distribution of randomly selected year pairs have larger
mean value than the distance distribution of same year
pairs(blue). The mean values for each distribution are
indicated with dotted line.
(선조 25년) 임진왜란 이후 16년간의 기록이 대부분이고 그
이전의 분량은 적다. 임진왜란 이전의 기사가 적은 이유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실록 기록의 바탕이 되는 ≪춘추관일
기 春秋館⽇記≫, ≪승정원일기 承政院⽇記≫, ≪각사등록
各司謄錄≫ 등의 국가 기록물들이 전란 중에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임진왜란 이후의 자료들은 자료보관이
가능했고, 전란 중에 발생한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다음, 1800년대 중반 이후의 기록
역시 통계적으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조선왕
조의 끝 무렵, 헌종과 철종의 재위 기간에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때문에 국가의 여러 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기록 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은 당시의 자료가 이전 시기보다 매우 빈약했고,
실록의 분량 역시 매우 부실하게 되었다. 이는 1800년대
중반 이후로 승정원일기 유사도 행렬에서 나타나는 군집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Fig. 3(b) 와 (d) 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유사
도 행렬을 왕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왕조실록보다 짧은 기간의 기록이지만, 실록보다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조사 목록에 속한 한자들이 등장하는
빈도가 71,945,787회로 조선왕조실록의 16,978,143회보다
훨씬 높다. 좀 더 풍부한 자료에 근거한 승정원일기의 왕대
별 유사도 행렬이 조선왕조실록보다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시기를 보여준다. 첫 번째 시기는 영조 (제 21
대 왕) 이전의 시기이며, 두 번째 시기는 정조 (제 22대 왕)
이후의 시기이다.
실제로 영조와 정조가 통치하였던 18세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내부적으로는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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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져 오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판소리와
한글소설과 같은 서민문화가 번성하였으며, 실학이라는 새
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서양의 문물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소개되었다. 또한, 인쇄술의 발달은 소설들이
조선에 유행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정조실록 16년의 기록에는 정조가 기존의 문체
로부터 달라진 패관잡설의 문체, 즉 소설 문체에 대하여
완고한 입장을 표현하였다고 서술한다 [17]. 정조는 오늘날
‘문체반정’ 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는 당시에 새
롭게 유행한 소설체 문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전의 문체로 돌아가게 하려는 문화 정책을 가리킨다. 문
체반정에서 말하는 문체란, 글의 내용, 주제, 그리고 서술방
식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당대의 사람들 또한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에 따라 글의 양식 역시 변한다는 사
실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영조와 정조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어조사 빈도 분포의 군집화는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문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기록물들 사이의 어조사
빈도 분포가 다른 시기에 기록된 기록물들에 비하여 더 유
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비교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전원일기의 기록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인 1623년 부터 1862년에 대하여 같은
연도에 기록된 어조사 빈도 분포간의 거리와 다른 연도에
해당하는 어조사 빈도 분포들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였다
(Fig. 4). 두 자료에서 무작위적인 연도 쌍을 뽑아 비교한 어
조사 빈도 분포 사이의 거리가 같은 연도 쌍을 뽑아 비교한
거리보다 평균적으로 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검정 결과 P-value < 0.00001). 이것은 어조사들의 빈도
분포의 시간에 따른 유사성이 단일 문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록물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다섯 가지 역사 자료에 등장하는 한자들의 시
간에 따른 사용 빈도 분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Google N-그램 서비스와 같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사 N-그램 서비스를 제작하였다. 한국사 N-그램
서비스는 한 나라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자 빈도 분포를 응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연구로서 어조사들의 빈도 분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역사

N-gram Web Service and Stylometric Analysis of Korean Historical Documents – Byunghwee Lee et al.

기록에서 나타나는 문체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의 표본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기록된 서양의 자료들인 반면, 대한민국의 역사
자료들은 매우 긴 기간동안 보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형식
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 기록물들로 양식의
변화를 측정하면 글의 주제와 장르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효과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서로 가까운
시기에 존재하는 연도들이 먼 시기에 존재하는 연도들에
비하여 어조사 빈도 분포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조선 전기의 어조사 빈도 분포는 다른 시기와 대립하는 강
한 유사도를 갖는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말기는 자료가 부족하여 다른 연도들에 비해 유사도가 매우
낮았다.
같은 기록물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
기와 같이 다른 기록물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간에 기록된
어조사들의 빈도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양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지
만, 공통적인 글쓰기 양식이 비슷한 시대로 추정되는 구간
들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자를 고려하면 어조사들만 고려한
것에 비하여 평균 유사도가 낮지만, 그 형태는 어조사들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한 문화의 글쓰기 양식을 어조사들의 빈도로만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어조사
하나하나의 분포는 그 시대의 글쓰기 양식의 모든 것을 포
함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조사들이 문장에
배치되는 순서,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과의 관계들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조사 명단에 속한 한자들이
모든 경우에 어조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같은 한자
라도 특정 고유 명사의 한 부분일 수도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자연 언어 처리 과정
을 통하여 더욱 정밀하게 구분되어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한자 빈도 분포의
변화와 군집현상은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서양
작품들에 대하여 알려졌던 시간에 따른 양식이 변화한다는
특징은 동양의 기록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어
조사 빈도 분포의 비교만으로 정조의 문체반정과 같은 특정
사건이 기록방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지만, 승정원일기의 유사도 행렬은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글쓰기 양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는 국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소설과 같이 더욱 대중적인 글에 비하여 글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 18
세기 이후에 널리 읽힌 소설들에 대한 양식측정학적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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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면 문체가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양상을 좀
더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풍
부한 역사 기록은 한 나라의 시대 변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전산화된 역
사 기록들을 이용한 연구는 언어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회,
문화, 경제 현상을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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