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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는 데 있어 장르와 주

제, 인물을 설정하는 것은 창작의 시작이면서 스

토리 아이디에이션의 요한 과정이다. 이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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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는 창작 지원 시스템으로서 장르, 주제, 인

물의 유형에 따라 기존의 스토리를 찾아 볼 수

있는 스토리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된 바 있다. 최

미란(2007)은 스토리뱅크라는 작 지원 시스템

의 개발을 통해 사용자가 롯-캐릭터-아이템으

로 분기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하 다

[3]. 이찬욱, 이채 (2010)은 장르, 주제, 인물, 배

경으로 유형화한 스토리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4]. <스토리헬퍼>[2,5,7,12]는 1,019

건의 스토리 아이디에이션(시놉시스)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 으며 사용자의 검색에 따라 유사

도가 높은 스토리를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본 논문은 <스토리헬퍼> 사용자가 스토리 데

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하여 질의어에 답변한

스토리 검색 서비스의 사용자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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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자기록에 나타난 인물 성향을 군집화하여 창작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유형화를 수행한다.

한 인물 유형이 련된 장르  행 의 분포를 보여주는 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인물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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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ory Helper> is a service providing story synopses that match user's query. This paper presents

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types by clustering of character tendencies found in the user log of

<Story Helper>. We also present a visualization method of showing genre-action relationships to

each character type, and investigate the genre-action relationships of the major character types. We

found that a small number of character types can represent more than half of the character

tendencies and the character types tend to have a relationship to particular genres and actions.

According to this proper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supports for creative writing classified

by charact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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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록을 분석하여 작가가 스토리를 구상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 인 인물의 성향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토리헬퍼>의 사용자는 국내 작가나 작가 지

망생 등 창작에 심이 있는 사용자이기에 찰

된 인물의 유형을 바탕으로 국내 작가의 창작

성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 7월 18일부터 약 2년간

의 <스토리헬퍼> 서비스에 나타난 24,322건의

검색 기록을 분석하 다. 먼 검색 기록에 나타

난 인물의 성향을 벡터화하고 이를 군집화하는

방법으로 인물을 유형화한다. 한 빈도가 높은

표 인 인물 유형에 해 그 유형이 주로 나

타나는 장르나 주제를 가시화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인물의 유형에 따른 장르 주제의 련

성을 살펴보았다.

2. <스토리헬퍼>의 아이디에이션

서비스 동작 방식 검색 기록

<스토리헬퍼>의 아이디에이션 서비스는 다음

과 같이 동작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화의 인

물 에서 개되는 스토리가 개별 데이터로

장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각 스토리 데이

터에 해 그 성향을 구분하기 해 <표 1>의

나타난 29개 질의어[6,8]에 한 답변이 작성되

었으며, 답변 선택 정보가 해당 스토리의 성향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함께 장되어 있다.

사용자가 <표 1>의 질의어에 해 답변을 하면

서 자신이 구상하는 스토리의 성향을 설정하면,

<스토리헬퍼>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유사도가 높은 스토리 데이터를 검색하여 추천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때 질의어 마다 사

용자 답변 선택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의 답

변 선택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 <표 1>의 가

치 만큼의 수를 부여하고, 모든 수의 합이

최종 유사도로 계산된다[6,8].

질의어의 한 답변에는 <표 1>에 나타난 것

외에 항상 ‘noselect’가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그

질의 항목에 해 답변을 선택 하지 않는 것이

다. 이에 해서는 데이터베이스와 계없이 해

당 가 치를 유사도 수로 부여한다.

<스토리헬퍼>의 사용자 검색 기록에는 <표

1>의 질의어에 답변이 번호로 장되어 있다.

각 질의어의 답변번호는 ‘noselect’를 0으로 시작

하여 <표 1>에 나타난 순으로 번호를 매긴다.

를 들어 행 에서는 noselect=0, 추구=1, 모험

=2, 추 =3 과 같이 된다.

<표 1> 스토리 검색 질의/답변  가 치

Query Answers
wei
ght

장르

서부극, SF, 갱스터, 쟁, 멜로,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 재난 화, 에로,

액션, 사회, 역사, 뮤지컬, 스, 무 ,

기, 다큐, 실험, 어드벤처, 스릴러, 호

러, 타지

18

타겟 Children, Adult, Family 3

행

추구, 모험, 추 , 구출, 탈출, 복수, 수

수께끼, 라이벌, 희생자, 유혹, 변신, 변

모, 성숙, 사랑, 지된사랑, 희생, 발견,

지독한행 , 상승, 몰락, 도 , 순애보

30

C

h

a

r

a

c

t

e

r

연령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3

성별 남, 여, 성 3

신체능력 장애, 병약, 보통, 건강, 우월 3

종족 인간, 외계인, 혼, 동물, 비인간 6

유형 돈키호테형, 햄릿형 3

성향 외향형인물, 내향 인물 3

상황인지 감각, 직 3

단방법 사실, 감정 3

행동양식 단, 인식 3

심상황 과거, 진행, 재, 미래 6

행동 심사 공감, 행동, 쟁취, 학습 6

응방식 계획, 연기, 구 , 고안 6

내 문제

원인

기억, 충동 욕망, 의식, 잠재의식, 인

지, 의식
3

계 노 , 평민, 귀족, 왕족 6

경제수
소득층, 서민, 산층, 고소득층, 부유

층
6

교육수
교육받은 없음, 낮은수 , 일반수 , 고

등수
6

정치성향 보수, 도, 진보, 명, 무정부주의자 6

인간 계 외톨이, 독립 , 사교 , 타인의존 3

인종 백인, 흑인, 황인, 혼 3

직업

, , 고등학생, 학(원)생, 자 업,

회사원, 교사, 문직, 연 인, 일용직,

경찰, 주부, 리랜서, 공무원, 범죄자,

무직, 기타

15

아버지성격 없음, 무 심, 가정 , 가부장 , 폭력 6

어머니성격 없음, 무 심, 유약, 가정 , 학 3

어린시 불우, 유복, 총명, 아둔 3

혼인 계 미혼, 기혼, 이혼, 재혼, 사별 6

자녀유무 없음, 있음, 떨어져있거나사망 3

성 취향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3

<Table 1> Query/answers for story search and

weight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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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헬퍼> 사용자 기록에

나타난 인물 창작 성향 군집화

3.1 인물 창작 성향의 벡터화

사용자 검색 기록에 나타나는 인물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벡터화된다. 검색 기록 1건에 해

<표 1>의 인물 질의어에 한 답변번호를 질문

의 순서 로 일렬로 하여 사용자가 창작과정에

서 의도한 인물 성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구성한

다. 이때, 인물의 질의어 인물의 직업에 한

것은 제외하 다. 인물의 직업이 그 가 치가

매우 높아 인물 유형을 분류하는 데 큰 향을

주는 반면 직업의 종류가 인물 성향을 나타내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즉, 25개의 질의어에 한 답변 번호로 이루어진

벡터로 인물 성향을 나타낸다. 를 들어 다음의

인물 성향 벡터는 청년이고 병약하며, 감각 으

로 상황을 인지하고 감정 으로 단하는 귀족

인 인물을 나타낸다.

(3, 0, 2, 1, 0, 0, 1, 2, 0, 0, 0, 0, 3, ⋯ , 0)

여기서 0은 noselect로 해당 질의어에 답변하

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3.2 인물 성향 벡터 간의 거리

인물 성향의 유형을 분류하기 해서 인물 성

향들이 얼마나 비슷한 지를 나타는 척도가 필요

하다. 이를 하여 인물 성향 벡터   간의 거

리를 수식 (1)과 같이 정의하 다.

dist  
  



  (1)

여기서  는  번 째 질의어에 한 두

개의 답변  가 서로 같으면 그 값이 0이고

다르면 1인 크로네커 함수이고, 는 <표 1>에

나타난 가 치이다. 거리 함수는 인물 성향이 서

로 다른 정도를 가 치를 곱해 더한 것으로 거

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인물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3.3 인물 성향 벡터의 군집화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헬퍼> 검색 기록에서

추출된 24,322건의 인물 성향 벡터에 해 유사

한 것들을 군집화(clustering)하여 <스토리헬퍼>

사용자의 인물 창작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물 성향을 군집화하는 방법으로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2개의 군집을 찾아 합치는 과정을

계속하여 큰 군집을 만들어 가는 응집형 계층

군집화(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기법[10]을 사용하 다. 처음 시작 시 각각의 인

물 성향 벡터는 원소가 1개인 군집이 된다. 계층

군집화를 수행하기 해서는 2개의 군집 간

의 거리를 정의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식

(2)와 같이 두 군집 간의 모든 원소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군집간의 거리로 사용한다.

dist  


∈

∈

dist  (2)

여기서    는 각 군집의 원소의 개수이

다. 이와 같이 평균 거리를 이용하는 응집형 계

층 군집화 방법은 UPGMA(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Mean) 기법이

라 불리우며, 상기의 정의에 따라 간단히 구 할

경우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11]. 이 방법

으로는 본 논문에서 분석 상으로 하는 24,322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매우 느리

기 때문에, 군집 사이의 거리를 힙(heap)으로

리하면서 최소 거리를 효율 으로 찾는 방법으

로  log 의 시간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

즘[1]을 구 하 으며, 수분 내에 인물 성향을

군집화하는 것이 가능하 다.

4. 인물 창작 성향의 군집화 결과

본 장에서는 <스토리헬퍼> 사용자 기록에 나

타난 인물 창작 성향을 군집화한 결과에 해

서술하고 주요 인물 유형의 특성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3장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인물 성향

에 해 군집간의 거리가 45이상이 될 때 까지

군집화를 계속하 다. (그림 1)은 군집화 결과

생성된 인물 성향 군집의 크기별 분포를 나타낸

다. 군집의 크기는 각 군집의 속한 원소의 개수

이다. 그림에서 표시된 군집의 크기는 10단 수

자를 의미한다. 를 들어 120은 120-129 크기의

군집들을 나타내며, 이들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막 로 표시하 다. 체 으로 31.6%의

인물 성향이 크기가 20-119인 군집을 이루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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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의 성향은 크기가 120이 넘는 군집을 형성

하 다. 군집의 개수는 크기가 20-119인 군집이

192개이고, 크기가 120 이상인 군집이 20개이다.

이는 212개의 인물 유형으로 사용자 기록에 나

타난 인물 성향의 51.2%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212개의 인물 유형에 따라 창작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많은 사용자에

게 효율 으로 도움을 주는 창작지원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1 군집화에 의한 주요 인물 유형

특히 19.6%의 선호도가 높은 인물 성향에

해서는 20개의 주요 인물 유형만으로 이를 분류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유형의 특성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군집 크기

가 큰 상 19개의 인물 성향 군집, 즉 인물 유

형을 나타낸다. 표에서 군집번호는 크기가 큰 순

의 고유번호이고 0번이 가장 큰 군집을 의미한

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큰 군

집, 즉 0번 군집은 그 크기가 1540이다. 그런데

장르 행 를 제외한 부분의 인물 성향 답

변이 noselect인 것으로 특정 인물 유형을 나타

낸 것이 아니기에 <표 2>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집번호 4번 한 인물 성향 답변이

noselect이거나 답변이 분산되어 특별한 인물 유

형을 보이지 않기에 이를 표에서 제외하 다.

<표 2>에서 인물 성향에 표시된 답변은 해당

질의어에 한 답변이 주로 표시된 성향을 보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나타난 답변의

비 이 50%를 넘거나 두 번째로 많은 답변에

비해 2배 이상이 경우에 이를 주된 답변으로 인

정하여 표시하 다. 표에서 ‘*’는 주된 답변이

noselect임을 나타낸다. 공란으로 표시된 것은

답변이 분산되어 주된 성향을 있다고 보기 어려

운 것을 의미한다. 표장르 표행 는 해

당 군집의 인물 성향과 함께 창작이 고려되었던

장르와 행 를 살펴보고 표 인 장르나 행

가 드러나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 다. 군집 1번

은 미혼 황인 청년으로 재상황에 심을 가지

며 일반 교육을 받았고 도 인 정치성향을

가지는 평민/서민이고 부모는 가정 이고 이성

애자이다.

인물의 성향 종족, 계 은 모두 인간, 평민

이고, 혼인 계, 자녀유무, 성 취향은 15번 유형

을 제외하면 모두 미혼, 자녀 없음, 이성애자로

나타났다. 이들 답변은 각 질의어에 해 70%

이상을 차지한 것이기에 자연스러운 상으로

볼 수 있다[9]. 한 연령 청년, 인종 황인

한 빈도가 높은 성향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성향들은 인물 유형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각각

의 인물 유형들의 특색을 보인다. 단, noselect가

많은 인물 유형은 특색이 좀 떨어지는 유형이다.

8번 유형은 noselect가 부분이고 보통의 미혼

인간 청년 이성애자라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

(그림 1) 인물 성향 군집의 크기별 비율 분포

(Figure 1) Histogram of character tendency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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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이 거의 없다.

서로 포함 계가 있는 인물 유형도 있다. 3번

유형에서의 성향들은 2번 유형에 완 히 포함되

는 특별한 경우이다. 2번 유형에서 noselect를 3

번의 것과 맞추고 내향 성향 구 응

방식을 추가하면 2번 유형이 된다. 2번 3번

유형은 서로 련이 있는 인물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표 장르와 행 도 일치하는 특성

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5번 유형도 청년 연령

를 제외하면 10번 유형을 체로 포함하는 계

로 볼 수 있다. 5번 10번 유형도 표 장르에

서 체 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4.2 주요 인물 유형의 장르 행 특성

<표 2>에 나타난 표 장르나 행 와 같이

스토리의 창작에 있어 인물의 유형별로 특별히

잘 어울리는 장르나 행 (주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에서는 인물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장르와

행 가 창작에 사용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표 장르 행 외에도 반 인

장르 행 의 선호도를 효과 으로 살펴보기

하여 스토리맵[8]과 유사한 가시화를 수행하

다. (그림 2)는 각 인물 유형별로 그 인물 유형

이 사용된 장르-행 의 조인트 분포를 원의 크

<표 2> 인물 성향 군집화에 의한 인물 유형

number 1 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cluster
size

365 258 227 186 163 160 153 151 148 143 143 141 138 136 134 127 125

표장르 타지 타지 타지 드라마 타지

표행 모험 모험 사랑 모험
성숙
사랑

사랑 모험 모험
성숙
사랑

연령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신체능력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건강 우월 보통

종족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유형 * 햄릿 * 햄릿 햄릿 햄릿 햄릿

성향 내향 내향 내향 * 내향 외향 내향 내향 내향

상황인지 * 감각 직 직 직 직

단방법 감정 * 감정 감정 사실 감정 사실 단

행동양식 단 * 인식 단 단 인식 단 단

심상황 재 * 재 재 진행 재

행동 심 행동 행동 쟁취 행동 * 쟁취 공감 공감 행동 행동 행동 행동 쟁취 행동

응방식 구 * 구 * 구 계획 연기 계획 구 구

내 문제 *
충동
욕망

잠재
의식

계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평민

경제수 서민 서민 서민 서민 서민 서민 서민 서민 산 산 산 서민 산 서민 산 산

교육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고등 일반 고등 낮음 고등 고등 고등 고등

정치성향 도 * 도 * 도 * 도 도 도 진보 도

인간 계 독립 독립 독립 * 독립 사교 사교 독립 독립 독립 독립

인종 황인 황인 황인 황인 황인 황인 황인 황인 황인 황인 흑인 황인 황인 황인 황인

부친성격 가정 없음 * * 없음 무 심 * 가정 가정 없음 무 심 가부장 가정

모친성격 가정 없음 * * 없음 * 가정 가정 가정 없음 무 심 가정 가정 가정 가정

어린시 불우 * * 불우 불우 * 불우 불우 총명 유복 총명

혼인 계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기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자녀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성 취향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이성애

<Table 2> Character classification by clustering character creation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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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물 유형과 련된 장르-행  분포 가시화

(Figure 2) Visualizations of genre-action distributions related to charact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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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가시화 한 것이다.

인물 유형 2, 3, 6, 13번은 타지-모험과의

련성이 명확히 보임을 가시화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로서 인물 유형 3, 6번에

해 장르-행 분포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두 개 이상의 장르-행 조합에 해 공통된

련성을 보이는 인물 유형도 찰되었다. <표 2>

에서 인물 유형 5, 11번은 공통 으로 사랑 행

에 해 련성을 보 는데, 이를 (그림 2)의 장

르-행 분포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멜로/로맨틱

코미디-사랑으로 2개의 장르-행 조합에 해

두르러진 련성을 보 다. 이는 인물 유형 5,

11번이 같은 장르-행 련 특성을 보인다는

것과 함께 멜로와 로맨틱코미디 장르의 인물 유

형이 서로 통용될 수도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물유형에 따라서는 특별한 장르-행 특성

을 가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림 2)에서 인

물 유형 7번 분포는 여러 장르-행 걸쳐 나타

난 를 보여 다. 한, 장르나 행 어느 한쪽

에 해서만 두르러진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찰 되었다. (그림 2)에서 인물 유형 14번은 모

험에 강한 련성으로 보이는 반면 장르 반에

걸쳐 분포를 보임으로서 장르와는 특별한 계

가 없음을 보인다. 즉, 인물 유형은 모험 행

와 련성이 많은 인물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인물 유형에

해 장르-행 와 련 특성을 분류하여 자료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작가가 창작

한 인물 유형에 해 어울리는 장르나 행 를

보여 수 있고, 반 로 작가가 장르나 행 만

결정하여도 이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여러 인

물 유형의 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2>의 주요 인물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그

림 1)에서 나타난 212개의 모든 인물 유형이

특정 장르나 행 와 두르러지는 련성을 가지

는 지를 검사하 다. 2개 이하의 장르나 행 가

두드러지는 경우 해당 인물 유형이 장르/행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하 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략 50%의 인물 유형에서

표 인 장르나 행 가 나타났으며, 군집의 크

기가 큰 인물 유형일수록 장르/행 의 련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물

유형과 장르-행 와의 련 특성을 자료화 하여

이를 서사 창작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단할 수 있다.

<표 3> 장르/행  련성을 보이는 인물 유형 

비율

Size of character cluster ≥ 100 ≥ 50 ≥ 20

Genre/action correlation 65% 52% 40%

<Table 3> Ratio of character types showing

genre/action correlations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헬퍼>의 사용자 기록

에 나타난 24,322 건의 인물 창작 성향을 군집화

하여 인물 유형화를 수행하 다. 그 결과 212여

개의 인물 유형으로 체 인물 창작 성향의

51.2%를 표할 수 있어, 인물 유형별로 창작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창작지원

시스템의 개발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인물 유형에 따라서는 특정한 장르-행 와 잘

어울리는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물의 유형별로 반 인 장르-행 련 특성을

살펴보기 한 가시화 기법을 제안하 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 인물 유형의 장르-행 특성의

해 살펴보았다. 한, 212개의 모든 인물 유

형에 검사를 수행하여 략 50% 정도의 인물

유형이 특정 장르-행 와의 련성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하 다.

인물 유형 별로 창작 사례 어울리는 장르-

행 를 자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장르-행

에 어울리는 인물 유형 창작 사례를 살펴

보는 등의 작가의 창작 아이디에이션을 지원하

는 새로운 방법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물 창작 성향 군집화는 성향 속

성별 가 치에 따라 향을 받는다. 스토리 검색

에 사용된 <표 1>의 가 치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인물의 성

향 속성별 요도를 분석하여 가장 한 가

치에 한 연구 한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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