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37

스토리의 플롯 구성 오류 추적을 위한 텍스트 분석 방법 
김현식*, 박승보**, 백영태*** 유은순O

*스토리 엔지니어링 연구소 
O**단국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연구원

 ***김포대학교 멀티미디어과

e-mail: wbstory@storymate.net*, {molaal, tesniere}@naver.com**O, hannae@kimpo.ac.kr***  

Fiction text analysis for plot error tracking

Hyun-sik Kim*, Seoung-Bo Park**, Yeong-Tae Baek***, Eun-Soon YouO

*Institute of Story Engineering
O**Institute of Media Content, Dankook University

***Dept. of Multimedia, Kimpo College

● 요   약 ●  

현대에 집필되는 소설이나 시나리오 등의 스토리는 점점 플롯이 복합해지고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러 개의 이

야기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복잡한 관계로 얽히면서 갈등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작가는 창작 과정에서 

작품 속 캐릭터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창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한 작가의 인지적 부담은 정보에 대한 작가의 잘못된 기억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작품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가가 작성한 원고를 분석해 캐릭터의 대화 이력을 추적하고, 캐릭터가 

아는 정보와 모르는 정보가 무엇인지 추적하여 작품의 모순을 막고 작가의 창작 활동을 도와주는 작품 분석 시스템을 소개한다.

키워드: 스토리 저작 도구(story authoring tool), 스토리 구조(story structure), 캐릭터 분석(character analysis), 대화
(dialogue)

I. 서 론

스토리는 인물, 배경, 사건과 같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물이다. 따라서 작가가 작품을 집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

는 것이 스토리의 완전성과 무결성이다. 스토리의 완전성이란 스

토리를 구성하는 모든 사건들이 작품이 끝날 때 충분히 매듭 지어

졌는가로 판단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는 시작과 중반 그리

고 결말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우연히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1]. 스토리의 무결성은 이야기의 사건들

이 서로 모순 없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었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야기 속 사건들은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적 순

서에 따라서 혹은 인과에 의해서 연결된다[2]. 
현대로 올수록 이야기는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

중 플롯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들이 복잡한 관계로 얽

히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구조를 띄고 있다. 특히 작품

이 연작(series)의 형태를 띠거나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러 명의 작가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경우에 작가는 창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작품 속 캐릭터들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작가가 각각의 캐릭터가 

알고 있는 정보와 모르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스토

리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결국 스토리의 완전성과 무결성

을 해치게 된다. 특히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

하는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장르의 경우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독자에게 제공할 정보와 

복선을 통해 암시해야 할 정보를 조절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실패

하면 독자는 과소 정보로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과대 정보로 인해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좀 더 효과적으로 캐릭터들의 정보를 관리하여 

스토리의 논리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

해 소설 텍스트의 양식을 이용하고, 텍스트 문장을 분석하여 캐릭

터의 행동 이력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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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현재 생산되는 저작 도구들은 주로 스토리의 아이디어를 지원

하거나, 스토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툴로 사용된다. 
또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스토리 템

플릿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한다[3]. 국외의 경우 라이트 

브라더스(Write Brothers)사의 드라마티카 프로(Dramatica Pro)
를 비롯하여 영화 스크립트 제작에 사용되는 파이널 드래프트

(Final Draft), 스토리 뷰(Story View)등이 있는데, 특히 높은 판

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티카 프로는 창작 과정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요소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조직화 해주고, 질

문과 응답 기능을 통해 스토리의 방향을 가이드 한다. 국내에서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 도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스토리 헬퍼는 흥행에 성

공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분석을 통해 모티프를 추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작가의 시나리오 창작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이다[3]. 스토리에 대한 독자의 인지적 과정을 고려한 

연구도 있다. 권호창 등은 작품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 해석을 고려

하여 독자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창작 지원 연구를 제안하였다[4]. 
창작은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프로덕션(Production),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으로 구분되는데, 기존의 국내

외 저작 도구는 주로 앞의 두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단계를 지원한다. 김현식[5]은 영화 스크립트를 장면(scene)별로 

나누어 각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대화내용, 대화 빈도 등을 분

석하는 캐릭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의 연구와는 달리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를 지원한다. 완성된 작품

을 대상으로 하며, 역으로 스토리의 플롯과 캐릭터의 정보를 추적

하기 때문에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적 성격을 띠고 있다.

III. 스토리 추적 절차

1. 장면(scene) 분리와 스토리 시간 순 정렬

소설 텍스트의 구조는 보편적으로 그림 1의 형식을 따른다. 소
설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변할 때 작가는 빈 줄이나 챕터 이름, 
특수문자 등으로 시공간의 변화를 독자에게 알려준다. 본 논문에

서는 소설 속에서 연속되는 시공간을 ‘장면(scene)’으로 정의한다. 
등장인물은 스토리 시간에 따라 사건을 경험하지만 소설 텍스트는 

담화 시간에 따라 쓰여 있으므로 기계 분석을 위해 작가는 필요에 

따라 장면을 직접 정렬해 주어야 한다.
소설에서 대화문은 따옴표로 표시되며, 대화문의 화자는 대화문

과 같은 줄에 있거나 또는 대화문에 인접한 줄에 위치하며, 문법적

으로 주어가 된다.

민수는 담배를 피워 물며 말했다.
“그러니까 영호가 어제 그 카페에 있었단 말이지?”
“그래요.” 지영이 말했다. “분명히 영호 오빠였어요.”
“그럼 영호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단 얘기군.”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림 1. 일반적인 소설의 예문

Fig. 1. A Typical Example of the Novel

2. 화자-청자 대화 이력 작성

캐릭터의 기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 소설 텍스트를 장면으로 

나누고, 스토리 시간으로 정렬된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

터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화자-청자 대화 이력을 작성한다. 화자는 

대사를 말한 캐릭터를 뜻하며 청자는 해당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화자 포함)를 포함한다. 해당 장면에 어떠한 캐릭터가 존재

했는가는 아래 식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해당 장면에 존재한 모

든 화자를 합집합하여 구할 수 있다.


 

∈

 (1)

하지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청자 역할만을 수행한 캐릭터

가 있을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어노테이션을 붙여 주어야 하나 이런 

경우는 다소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동 분석으로도 충분하다. 
화자의 판별은 그림 2 에 나온 것과 같이 대화문과 같은 줄 또

는 바로 인접한 줄에 나타난 비 대화문의 주어를 감지하여 적용하

며 대화문이 연속될 경우 두 사람간의 대화로 간주한다.
대화문의 처음 두 줄에 화자가 명시되면 그 뒤의 연속되는 대화는 

이 두 사람의 대화로 자동 판단한다. 하지만 만일 화자가 명시되지 않

은 경우에는 작가가 수동 어노테이션으로 화자를 명시한다. 작품에 따

라 같은 시공간에 존재했지만 화자의 대사를 듣지 못한 청자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 시스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같은 시공간에 존재한 청

자라면 무조건 해당 공간에서 발화된 모든 대사를 들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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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Teller_detection(text):
for each line of text:
if line contains dialog then:
find adjacent description:
find one that present same line
find previous or next line(depending on writing style) 
that contains description only
if found adjacent description then
extract subject
set current_teller to subject
set teller of this dialog to current_teller
if previous_teller has already been set
set prev_prev_teller to previous_teller
set previous_teller to current_teller
if not found then
if previous_teller present then
set teller of this dialog to previous_teller
swap prev_prev_teller and previous_teller
if previous_teller not set then
report ambiguous error

그림 2. 연속되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 추적 알고리즘

Fig. 2. Teller Tracking Algorithm in Continuous Dialogue System 

그림 1의 소설 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의 결과로 정리되어 DB
에 저장된다. 

# Scene Teller Listener dialogue

32 민수 민수, 지영 그러니까 영호가...

32 지영 민수, 지영 그래요, 분명히...

32 민수 민수, 지영 그럼 영호가 우리..

32 지영 민수, 지영 그 사람 너무..

33 영호 지영, 영호 그 양아치놈...

33 지영 지영, 영호 그래서 말인데요...

33 영호 지영, 영호 그건 좀 갑작스...

표 1. 화자-청자 분석 결과

     Table 1. The Result for Analyzing Teller-Listeners 

3. 캐릭터 기억 이력 추적

작가는 특정 캐릭터가 듣거나 말한 모든 대사를 Table 1의 결

과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 Table 1에서처럼 장면 32에서 화자는 

‘민수’이고 청자는 화자 ‘민수’를 포함한 ‘지영’이다. 따라서 장면 

32에 등장하지 않았던 영호는 민수와 지영이 나눈 대화 내용은 알

지 못한다는 사실을 작가는 인지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대화 내용을 대상으로 청자의 목록을 조회할 수도 있

다. 만일 지영의 대화 중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를 들은 모든 

캐릭터를 알고자 한다면 장면 32가 검색되고 청자는 민수와 지영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릭터 이력 추적을 통해 작가는 특정 캐릭터가 아는 

사실과 모르는 정보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IV. 결론

그동안 작가들은 플롯을 구성하고 캐릭터의 성격과 역할을 설

정할 때 작가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작가 개인의 집필 노트 등을 

통해 캐릭터 정보들을 관리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작성을 마

친 원고를 분석하여 캐릭터의 기억 이력을 추적하고 요약해 보여

줌으로써 작가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현재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가운데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스토리를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에 

캐릭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적용한 작가의 창작 지원을 위한 작품 

분석 시스템이나 저작 도구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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