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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앞서 가족이야기(familyStory)를 중심으로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을 지원하는 데이터의 서술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저작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연구이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이름, 생년월일, 가계도와 같이 정체성 있는 1차적 정보와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업적, 에피소드, 경험 등의 
2차적 정보를 ‘가족콘텐츠’라고 정의한다. 본 저작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스토리가 있는 가계도(족보)’를 한 줄로 정의
하면 가계도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가족스토리를 만드는 것으로, 현존하는 1세대가 생존기간 동안 한 가족의 광범
위한 역사를 이후 세대들에게 남기는 것으로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저작도구는 
1,2세대의 경험적 지식의 이야기를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쉽게 저작할 수 있으며, 저작된 
다양한 장르의 가족이야기를 가지고 3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거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창작이야기를 
작성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주제어 :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저작지원도구, 스토리텔링, 글로벌네트워크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is applying Family Tree with Story Authoring System on the previous research 
study about writing tool data model on interactive storytelling about family history. In this study, primary 
personal information holding identity of the person such as name, birthday and family tree, given at birth, was 
categorized into secondary function defined as “family contents” consisting of family achievements, episodes and 
experiences. Family contents was restructured to be used as creative ingredients to increase the value and usage 
of family contents...Family Tree with Story writing system enables users to create text, images, videos and 
digital contents based on experimental knowledge collected from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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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앞서 가족이야기(familyStory)를 심으로 

지능형콘텐츠 개발과 인터 티  스토리텔링을 지원하

는 데이터의 서술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콘텐츠 스토

리족보 작시스템 설계  구 에 한 연구이다.[1]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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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가 있는 가계도’는 지 의 할아버지, 할머니인 1세

가 가지고 있는 조상과 가족에 한 에피소드와 경험, 업

 등 숨겨진 가족의 역사와 가족콘텐츠들을 발굴함으로

서 2,3세 에게 자아를 재인식하고, 자신에 한 정체성

을 확립하게 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한 6.25 쟁으로 

단일민족이나 오랫동안 분단되어 살아온 우리의 가계도

는 반쪽에 불과하다. 이산가족의 가계도 정리는 통일이

에는 민간차원에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

과 통일 이후 남북 화해를 한 완성된 가계도의 기 자

료를 확보하고, 아직 공개되지 못한 남과 북의 수많은 생

존해있는 주인공들의 아  가족사와 가족콘텐츠를 사장

시키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작도구를 통하여 해방과 쟁

과 이데올로기를  경험하면서 한강의 기 을 일으키기까

지의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서 

2,3세 에게는 가족의 역사와 조상의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논문의 기반 연

구가 되는 연구배경과 연구범 , 연구목   필요성에 

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작시스템에서의 가족콘텐츠에 한 정의와 범 , 개념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스토리족보 작시스템 설계  구

 에 한 시스템 환경과 시스템구성도와 개발 용 사

례를 소개하며,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향후 발 방향 제시

와 함께 결론을 맺는다.

2. 연구배경

2.1 연구배경 및 연구범위

학생이 조선시 의 역사공부를 할 때 “태정태세문단

세…” 라고 앞 자를 가지고 연상하고 있다. 이는 역사

나 가계도를 알고자 할 때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외우고 

연상하기 어려워서 앞 자만 따서 연상한 라 할 수 있

다.  가계도, 즉 족보의 경우도 인  사항을 암기하거나 

족보를 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조

상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기 쉽게 가계도(family history 

layout)를 제공하고 캐릭터나 연상을 돕는 특징과 로서 

기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2.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작도구는 한 가정의 역사와 

가족구성원의 가치와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구축하고, 

부모의 만남, 사랑, 결혼, 출산과 련된 스토리를 가

계도와 함께 구성하면 가족구성원의 경험은 가계도와 스

토리를 연상하여 자연스럽게 가족의 역사, 개인의 인물

사 등 선형 인 서사장르의 이야기 작성과정을 쉽게 

근이 가증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즉, 기존 연구와 차

별화된 결과물인 ‘스토리가 있는 족보(가계도)’는 1세

와 3세 가 소통하는 창조  디지털 가족공간으로서 가

족의 역사와 가족이야기를 찾고, 이를 더욱 가치 있는 소

한 가족콘텐츠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하 다. 

향후 아시아/ 로벌시장에서도 교육용도구로 활용가능

하다.[2][3] 

2.3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해외관련연구

가족콘텐츠 해외 련연구는  세계인을 상으로 가

족역사  뿌리 찾기 지원의 표 인 엔세스트리닷컴과 

기타 련 사이트가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은 기

의 역사부터 냉 시기까지 통령령에 의해 기록 리 

체제를 가져왔다[4]. 한 다양한 국가와 민족으로 구성

되어  세계인을 상으로 한 가족의 역사기반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5] 

엔세스트리닷컴의 자회사가 개발하고 매하는 패

리 트리 메이커(Family Tree Maker) 소 트웨어는 매

1 로서 유럽의 여러 국가를 포함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

다, 국에서도 사이트를 운 하고 있다[6]. 마의패 리

닷컴(www.myfamily.com)은 온 가족이 한 곳에서 사진, 

동 상,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족행사일정, 블로그, SNS

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이다. MyFamily.com 웹 사

이트는 1999 년 3 월부터 오  된 무료 사이트이다[7].

그러나 가족의 뿌리 찾기, 가계도 그리기 등 1차  기

본정보와 검색정보, 역사  사건에 한 정보는 제공하

고 있으나 가족들이 직  참여해서 가족콘텐츠를 작하

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저작시스템 

3.1 가족콘텐츠 정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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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요소인 가족콘텐츠를 정의하면 [Fig.1]

과 같다. 첫째, 한 인간이 태어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차 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가계도)와    둘째, 

출생에서 사망까지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2차

인 정보(업 , 에피소드, 경험 등)를 가족콘텐츠라고 정

의한다.”  

[Fig. 1] The definition of Family Contents

가족콘텐츠의 범 는  본 연구에서는 한 인간이 태어

나서 가지게 되는 이름, 생년월일, 가계도와 같이 정체성

있는 기본정보와 련정보를 가족콘텐츠의 1차  정보로 

명시하고, 2차  정보는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업 , 에피소드, 경험 등을 <Table 1>과 같이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콘텐츠를 1차  정보와 2차  정보로 

정의한다.

<Table 1> The extend of Family Contents
classification Contents

 Primary

information

Basic

Information 

Name, Birthday,   

Birth Place, Pictures

Relative

Information

Goal, Family precepts,

Constitution,Mlitary force, 

School, Blood type, Army, 

Interests, Works, 

Anniversary

Secondary

information

Experience,

Achievements

Episode

Family, School, Army,

Occupation, 

Korean War, Episode,  

Historic event

3.2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가계도) 개념 

‘가족콘텐츠 가계도(족보)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가족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가 있는 가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다. 가계도 안에는 조상의 정보와 추억, 경험담을 기록하

고, 캐릭터나 사진 등 과 연상을 돕는 로서 재미있고 쉬

운 가계도(family history layout)를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제고와 함께 세  간 경험을 쉽게 공유하게 설계한

다.  가계도의 특징을 1) 스토리가 있는 가계도, 2)가계도

의 확장성, 3)가계도 정보 등 세 가지로 설명한다.

[Fig. 2] Characteristics on Family Tree Contents

1) 스토리가 있는 가계도(족보) 

가족콘텐츠의 가계도(족보)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

지게 되는 정체성 있는 기본정보의 Table 인 이다. 

본 논문의 가계도를    한 로 정의하면 가계도에 스토

리텔링을 용하여 가족스토리를 만드는 것으로 ‘스토리

가 있는 가계도’라 정의한다. 즉 족보의 경우 인  사항을 

암기하거나 족보를 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

서 조상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기 쉬운 가계도(family 

history layout) 구성 즉, 특징이나 캐릭터, 연상을 돕는 

로서 기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 으로, 가족

구성원의 경험은 가계도와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상하

여 기억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 

2) 가계도의 확장성

본 연구에서 가계도는 작성자가 지 의 1세 일 경우

에는 1세 가 기억하는 이미 작고하신 아버지와 할아버

지를 포함하여 체 5세  가계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는 6.25 분단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흩어져있는 이산

가족들의 가계도를 정리할 때 통일 이 후 완성된 가계도

의 기 자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한, 3세  역시 시

간이 지나면 1세 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시스템은 

세 가 지속 으로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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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도의 정보

[Fig. 3] Sample of Family Tree Contents

가계도에 가족구성원의 특이한 병력이나 체질, DNA

정보에 한 가족콘텐츠를 기록함으로서 본인에 필요한 

의료지식을 확보하고, 방하며, 같은 병력이나 체질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 이

게 축 된 가족콘텐츠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세 를 넘어 

소 한 정보로 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100세 시 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시 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가족의 

체질이나 병력을 알고 그 병에 한 지식을 공유하면 건

강한 100세를 비하여 살 수 있다.

3.3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가계도) 개념도 

‘스토리가 있는 가계도’는 기존의 1차  정보만을 가

진 족보와는  다른 가계도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응

용 로그램을 통해 가족콘텐츠를 무한 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작은 사회이며, 가족은 

혼인이나 연으로 맺어진 집단, 는 그 구성원과의 

계이다. 따라서 부부와 직계와 확 가족 사이에서  작은 

소주제 별로 스토리가 가능하다. 를 들면 부모의 만남

과 련된 에피소드, 결혼과 출산, 교육 등, 가족 사이에

서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응용하여 기억하기 쉽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족스토리 

공간을 제공한다. [Fig. 2]는 캐릭터 사례로 보여주는 가

족콘텐츠의 가계도 형태이며, 캐릭터를 클릭하면 할머니

가 손자에게 주고 싶은  좋은 말 과 할머니의 특징, 에

피소드, 사진 등 할머니에 한 정보를 볼 수 있다. [Fig. 

3]은 가족콘텐츠 가계도가운데 말풍선을 이용하여 ‘가족

의 만남과 헤어짐’ 이란 주제로 가족의 스토리를 작성한 

샘  사례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작자 본인이 1세 인 

경우는 일제강 기 기간 할아버지의 만주 독립운동을 생

생하게 기억할 수 있으며, 한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른 이

념을 가진 삼 들의 갈등,  부모의 특별한 만남, 6.25로 

인한 형제, 자매의 헤어짐 등 하나의 가계도 안에 5세

까지의 특징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 

‘스토리가 있는 가계도’는  특정주제별, 이미지별, 다양

한 형태의 응용 로그램을 통하여 세  간 경험을 나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족콘텐츠맵’이 될 것이다. 

4.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설계 및 구현

4.1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저작시스템 구성 

Classification Contents

OS Windows 2003

Web Server WAS(Web Application Server)

Prog. Language HTML, XML, JSP, Java, ASP 

Data Base MSSQL2005 

<Table 2>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Family 
           Tree Contents Authoring System

본 논문에서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작시스템’ 이란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이름, 생년월일, 가계도

와 같이 정체성 있는 1차  정보와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경험, 에피소드, 업  등의 2차  정보를 가족콘텐츠의 기

본 구성요소로 본다. 기본 구성요소에 응용 로그램을 통

하여 가족의 정보를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 스토

리가 있는 가계도를 만들어 가족스토리를 작하는 본 시

스템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을 ‘가족콘텐츠’라고 명명하고,  

시스템 구성을 [Fig. 4]에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Fig. 4] Composition of Family Tree Contents 
Auth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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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reen design of Family Tree 
         Contents Authoring System

4.2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구성도

가계도 입력화면을 통해 본인을 기 으로 3세 까지

의 가계도를 작성하게 되면 부모와 형제 자녀까지 체

으로 5세 까지의 가족콘텐츠 맵이 나올 수 있다. 

[Fig. 5]는 스토리가 있는 가계도 구성화면이다. 가족

의 각각의 특성을 살린 특정 주제별, 이미지별, 다양한 형

태의 기록을 통하여 세  간 경험을 나  수 있는 구성도

를 지속 으로 연계 함 으로서 풍부한 스토리 가계도가 

될 것이다. 

4.3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시스템 적용사례

본 에서는 1) 가계도등록을 통하여 본인을 심으로 

부부, 상 , 수평, 하  4가지 항목  하나를 선책하면,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등 3 의 가계도를 입력한다. 입

력된 가족가운데  2) 부모 벨에서 등록하기를 통하여 

가계도를 입력하면 본인을 심으로 형제, 부모님, 할머

니 할아버지까지 5 의 가계도를 기록함으로서 지속 으

로 가족의 가계도를 확 시킬 수 있다. 3) 자녀의 경우는 

본인의 벨에서는 형제,자매와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까지 3 의 가계도를 작성할 수 있다.

[Fig. 6] Input Screen of Family Tree Contents 

[Fig. 7] Registered Screen of Family Tree Contents

[Fig. 8]에서는  가족콘텐츠 가계도의 x,y,z 값을 이용

하여 가계도내의 계성을 코드를 제시한다.

[Fig. 9]는 입력자가 본인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1

세  부모님, 3세  자녀, 본인의 부모님, 이 게 친가와 시

가를 별도로 분리해 가계도를 완성한다. [Fig.10]의  1)과 2)

는 부부를 심으로 볼 때 부모와 형제가 다르게 나타난 그

림이며,  3)과 4)는 형제를 클릭할 때 나타난 가계도이다. 

[Fig. 8] Family Tree Contents MATRIX

[Fig. 9] Husband & Wife Family Tre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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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amily, Brother, Sister Family Tree 
Contents

5.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가 가족콘텐츠(스토리)를 작하는 

작단계와 이 게 작된 가족콘텐츠(스토리)를 근간으

로 작을 지원하는 작지원단계로 구성한다.  본 연구

의 결론으로 도출한 세 가지 주요사항은 첫째, 가족콘텐

츠의 개념정의  필요성과 가족콘텐츠 스토리족보 작

도구의 설계  구 이다. 핵가족화로 세  간 단 되어

가는 시 에 1,2세 의 생생한 감동의 이야기를 3세 에

게 달함으로서 자아를 인식하고 정체성 확립하는 소통

의 도구를 제시하 다. 한 각 가정에 숨겨져 있는 스토

리를 발굴하고, 일제강 기와 6.25 란, 한강의 기 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란만장한 격변기를 살아온 1세 의 

경험을 3세 에 달할 수 있도록 가족콘텐츠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 다.  둘째, 가족구

성원의 가계도(Family History Tree)를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서 핵가족 비율이 70%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 에서 가족콘텐츠 작도구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가계도 (Family History Tree)와 각 구성

원들의 숨겨진 가족 역사와 가족콘텐츠들을 발굴해가면

서 자아를 재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시도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셋째, 가계도에 가족구

성원의 특이한 병력이나 체질, DNA정보에 한 가족콘

텐츠를 기록함으로서 본인에 필요한 의료지식을 확보하

고, 방하며, 같은 병력이나 체질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같이 축 된 가족콘텐츠 데이

터베이스는 세 를 넘어 소 한 정보로 남게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콘텐츠는 일반 가족스토리이기 때문

에 단편 일 수 있으나, 일정기간 데이터베이스로 축

된다면 동시  다른 가족스토리와 병합하여 도큐멘터리

나 자책, 가족앨범을 비롯하여 창작의 재료가 되고 연

구의 자료로서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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