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창작 지원도구 개발을 위한 DB 구축 방안 연구1)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 풍요보다는 시간적, 정신적 여

- 콘텐츠의 재미 기제 추출과 분석을 중심으로

유, 재미와 감성 중심의 문화 등을 추구하는 다운 시프트(downshift) 족이 새
로운 문화 주도 계급으로 등장하고 있다.2)
소비자들이 20세기의 물질적 소비 성향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배경으로
한 문화 중심적 소비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디지털’과 ‘재미’가 결합된 ‘디
이용욱✽

지털 펀(Digital Fun)’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와 시장이 창출되었다.
지난 세기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포디즘적 생산양식, 즉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했던 패러다임은 그 한계가 드러났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및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소비
자들의 욕구충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유망

1. 서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1.1. 연구 목적

[그림 1] 21세기 변화와 신산업의 등장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은 IT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IT기
술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의 디지털화가 촉진제가 되어 세계경제환경은 급

Tool

Digitalization

속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세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보다 넓은 세
계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었고, 각 산업별로 급속한 발전과

Condition

변혁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화는 곧 개개인 삶의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사유방식을 이성 중심에서 감성중심으로

Life

Globalization New ways of life

Emergence of
Digital,
Global,
Culture-conscious
Industries

CultureConsciousness

변화시켰고, 사회적 가치관이 ‘일, 직장’ 중심에서 ’건강, 가족’ 중심의 ‘삶의

1) 이 연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의 재미를 강화하는 창작지원 시스템 개발” 과제의
3차년도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접수일자: 2011년 7월 20일, 심사완료: 2011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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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는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
대사회의 주역을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산업혁명 시
기 경제의 원동력은 공장노동자였고, 1950년대 경제의 주역이 화이트칼라 회사원들이었다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은 지식과 문화적 영감으로 무장한 창조적 계급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창조적 계급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과 놀이의 경계를 ‘재미’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창조 경제를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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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가공, 유통, 마케팅, 소비과정에

‘감동적이다’ 등 같은 콘텐츠의 주관적 미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개

관한 산업과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연관 산업을 모두 의미한다. 일반적으

별적인 미적 판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형 미의식이 바로 ‘재미’이다.3)

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 방송,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재미의 추구’이며 주관적 미의식인 ‘재미’를 보편

디자인, 패션 등의 부분을 일컫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문화유산,

적 미규범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생활양식,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치관, 예술적 감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창

재미는 21세기 신인류인 ‘디지털 노마드’의 강력한 행위 동기이다. 위키피디

의적 기획과 기술을 통해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

아 유저 370명을 대상으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의 시간과

품으로 유통시킨다. 특히 문화콘텐츠 기술(CT: Culture Technology・Contents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수고스러운 위키피디아 활동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

Technology)은 콘텐츠 제작, 가공, 유통, 소비과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지식

해 물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과 기술을 의미하며, 문화콘텐츠 기술을 통해 상품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생
산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1] 위키피디아의 활동 동기

[그림 2]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콘텐츠, CT

CT
문화콘텐츠
/예술창작
기반기술
생활문화산업
/문화유산기반기술

디지털
기반기술

문화콘텐츠부문
영상물, 방송,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모바일

엔터테이먼트산업
공연, 축제, 테마파크

문화산업
전통문화, 지식, 교육,
학문, 언론, 출판, 건축,
패션, 순수예술

IT

1

Fun

Writing/editing in Wikipedia is fun.

2

Ideology

I think information should be free.

3

Values

I feel it is important to help others.

4

Understanding

Writing/editing in Wikipedia allows me to gain a new perspective on
things.

5

Enhancement

Writing/editing in Wikipedia makes me feel needed.

6

Protective

By writing/editing in Wikipedia I feel less lonely.

7

Career

I can make new contacts that might help my business or careers.

8

Social

People I’m close to want me to write in Wikipedia.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은 ‘재미’였다. 위키피디아는 협업 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이라는 독특한 프레임 속에서 정보를 갖고 노는 것이다. 검색하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 ‘노동’이 아니라 ‘놀이’인 것은 그 일이 재
문화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문화의 산업적 가
치가 중시되고,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콘텐츠의 중요성

밌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재미를 중요한 인식 지표로 삼는 디지털 신인류를 설득

이 대두되었다. 콘텐츠의 핵심은 창의성과 상상력이며, 문화콘텐츠 산업은 상
징적 의미와 재미, 표상을 파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의 성공 여
부는 대중의 동의와 환호이다. 동의와 환호는 ‘즐겁다’, ‘유쾌하다’,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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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미라는 뜻의 영어 단어 ‘fun’의 어원은 바보를 뜻하는 중세 영어의 fonne나, 즐거움을 뜻하는
게일어 fonn에서 찾을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이든지 간에, 재미는 ‘기쁨의 원천’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신체적인 자극, 심미적 감상, 또는 직접적이거나 화학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라프 코스터 저, 안소현 역, 『라프 코스터의 재미 이론』, 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05,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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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편적 재미요소를 측정하고 계량화하여

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사 창작도구로는 <파이널 드래프트>, <파워 스트럭

기획과 창작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콘텐츠는 창작자의

쳐>, <드라마티카 프로> 등이 있다.6)

경험이나 직관에 주로 의존하여 창작되고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 ‘재미’의 수

문화콘텐츠 강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보편성과 국지적 특

준에 대한 예측이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

수성을 반영하는 자국형 스토리텔링 모델 및 개발가이드 프로그램을 구축하

산업 종사자들이 주관적 미의식인 ‘재미’를 정량화, 패턴화, 보편화하는 것이

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세계 9위의 문화콘텐츠 생산국이지만 생산력이 개인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에 갇혀 있다.

내지 창작 집단 단위로 그 과정과 결과가 분산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지금까지 문화 산업의 시나리오 창작은 작가 개인의 독창성에 의존하기 때

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버

문에 이론화가 힘든 비체계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왔

리고 창작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한국형 서사 창작 도구 개발의

다. 그러나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서사 창작 과정이 DB화, 규칙

전단계로 콘텐츠의 ‘재미’를 강화하는 창작지원 시스템 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화, 패턴화, 추출화의 단계로 공식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에는 창작과정

수 있다. 창작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사용이 용이하면서도 기

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왕의 이야기들이 일정한

능적으로 고도화된 직관적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통해 상황적 요구를 적절

규칙에 따라 데이터로 구축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패턴이 추출된 후

하게 반영하여 재미기제를 탐색하고 재미요소를 분류, 계측화함으로써 창작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서사구조로 짜여 가는 일련의 과정이 가능해진 것

과정에 ‘재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다.4) 기술적 진보는 이미 시작되었다. 독창과 창의의 산물이라고 여겨졌던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인 콘텐츠에 적합한 ‘재미’ 강화의 방법을

상상력이 정량화, 계측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DB를 구축하는 규칙

탐색,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요인 및 기제의 DB로부터 적절한

이 얼마나 정교하고 합목적적이냐에 달려 있다. 규칙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개체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재미’의 강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본

신뢰성 높은 패턴들이 생성될 것이고, 그것을 화소로 하여 확장되고 추출되

논문은 재미 기제와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메타 데이터를 통한 검색

5)

어지는 서사구조의 스토리벨류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줌으로써 작가의 창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현재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서사 창작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시나리오와 기획업무가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 자동화 공정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 창작을 위

4)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술의 5대 영역을 저작(Authoring), 검색(retrieval), 상영(Exhibition), 사
용자 생성 스토리텔링(User Generated Storytelling), 시각화(Visualization)로 분류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저작 기술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창작’이 문화산업 경쟁력의 시작이며 가치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5) 이용욱・김인규, 「게임스토리텔링의 재미요서와 기제분석에 대한 기초 연구」, 『인문쿤텐츠』 제18
호, 인문쿤텐츠학회, 2010, 8면.(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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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히 국내에서는 <드라마티카 프로>가 널리 알려졌는데 <드라마티카 프로>는 미국 Write
Brothers社에서 제작한 것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서사 창작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으로, 1990년 이후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작의 80%, 에미상 수
상작의 90%가 이 제품을 사용하여 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티카 프로>는 스토
리 작성에 필수적인 질문을 단계별로 사용자(작가)에게 물어보면 사용자는 그 질문에 답하거
나 주어진 응답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캐릭터 설정, 플롯 구성 등 창작 과정에 필요한 작
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고유의 극작이론(New
Theory of Story)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 새로운 극작이론은 이제까지 제작된 수많은 작품
들의 스토리 구조와 캐릭터 유형을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로 이론화시킨 것으로 <드라마티카
프로>가 창작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라는 단순한 기능적 의미를 뛰어넘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예창작 이론의 재창조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 서성은・류철균,
「디지털 서사 창작 도구의 서사 알고리즘 연구 －<드라마티카 프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3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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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창작지원 시스템의 범주

[그림 4] 재미이론 구축과 관련한 작업 단계

1단계
창작지원시스템

저작도구

2단계

검증도구
인문과학
적방법론

•다양한 DB 구축
•콘텐츠 분석을 통한 재미기제 추출
•저작도구개발에 필요한 서사이론 제공

검색기반의
웹서비스

재미이론검토

매체장르
이론

장르별
재미
선호도

영역별
재미이론
구성
영역별,
장르별
재미기제
분석

선행연구분석

사회과학
적방법론

<콘텐츠의 재미를 강화하는 창작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7)의 성과를 DB 모형

재미이론

3단계

근거이론

Q방법론

장르별
재미요소
추출

문화산업
콘텐츠
재미이론
토댜구축
유형별
(MBTT)
재미
선호도

계발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재미유발 상황 장면을 탐색하였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콘텐츠를 전문
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하게 선정하고, 전문가 그룹과 사용자 그룹들을 활용

2. DB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화

하여 재미유발 상황 및 장면을 추출하여 선정된 장면을 수집하고 요소별로
분류하였다.

2.1. 재미 이론 구성

둘째, 재미유발 요인 및 기제를 추출하였다. Q방법론과 근거이론을 이용하
여 재미를 유발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추출된 장면으로부터 요인의 유형화를

콘텐츠의 재미 생성 메커니즘을 이론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재미이론과 관련한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

위한 표본작성 및 분류/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하고 유형화된 요인간의 관계
를 통해 기제를 도출하였다.

탕으로 인문과학적 방법론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나누어 과제수행에 필

셋째, 이론 및 논리모형을 구축하였다. 장르별 거시적인 재미이론을 구성하

요한 연구 방법론을 찾아내어 영역별 장르별 재미기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

고, 장르별 요인의 계층화 및 상관관계의 도출과 각 유형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지막으로 통섭적 방법론 적용 결과를 근거로 재미이론의 틀을 구성하였다.

재미선호도를 도출하며, ‘재미’형성의 요인과 기제의 연구용 DB를 구축하였다.

단계별 이론 구축의 수월성을 재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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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2.2. 재미유발 요인 및 기제의 추출

7)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도 문화콘텐츠 산업 기술지원사업의 ‘창작’ 분야의 지정
공모 사업이다. 전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모젼스랩이 참여기관으로 하여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차년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추출된 장면으로부터 재미유발 요인 및 기제를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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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과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쳐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와 범주의 속성 및 차원을 규명함으로써 재미를
유발하는 요인을 범주화하는 개방코딩의 단계를 거쳐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 과정을 분석하는 축코딩 단계에서 재미유발 요인들을 코딩 패러다임

[그림 5] Q방법론의 과정

또는 논리적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인과관계, 중심현상, 맥락, 중재요인, 상
·Q 모집단
·Q 표본선정

호작용, 결과 등으로 분류하여 재미유발의 심리적인 기제를 체계적으로 이해
·P 표본선정

·Q Sorting

하고, 마지막 선택코딩에서 심리적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재미유발 요인들
의 기제를 체계화함으로써 상호작용의 변화를 분석한다.

·심층면접

[그림 6] 근거이론의 코딩 과정

·데이터 분석

이론적 민감성, 지속적 비교, 이론적 표본추출, 메모, 도표

Q방법론은 여러 표본을 중심으로 특정 유형을 추출하는 심리적 조사방법
론으로 재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유형화하고, 각 요인 사이의 상관관
계 및 계층적 구조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미유발 기

·자료

·개방코딩

·축코딩

<범주화 작업>

<범주간의 관계분석>

자료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제를 추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그 과정은 Q표본을 선정
하고 진술문을 작성하여 P표본을 선정하여 Q소팅을 통하여 심층면접을 한

개념

·선택코딩

·핵심범주 명명
·이야기 윤곽 기술
·가설적 관계 기술
·유형분석

다. 또한, Q소팅 결과를 PQMethod 프로그램과 QUANL 방법을 실행하여 데
이터를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하위범주

근거이론은 면접 참여자가 진술하는 이야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가는 질
범주

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상에 적합한 개념

<과정분석>
구조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총체적 조건

구조

·시간에 따른
작용/상호작
용의 변화

들이 아직 확립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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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나, 비록 기존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콘텐츠 요소별로 재미유발 상황 및 장면에서 추출한 내용을 분류하여, Q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서 이론 정립을 위해 유용하게 활

방법론의 Q 모집단 또는 근거이론의 자료를 취득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서

용되는 방법으로 [그림 6]과 같은 코딩과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유형화

재미를 유발하는 요인 및 심리적인 기제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

작업을 하게 된다. 그 과정은 각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

화, 게임, 출판 콘텐츠에 대한 재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인식하고 있다

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도출해내고, 추출된 개념으로부터 추상화 과정을 거

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콘텐츠 요소별로 재미유발 요인을 유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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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하고, 상관관계 및 계층화를 얻어내어 재미유발 기제를 형성하였다. 콘

2.3. 재미요소 분류

텐츠 요소별로 요인들은 하위범주에서 대범주로 추상화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재미에 관한 범주와 개념을 정리하였다.

기존의 연구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재미요소를 대・중・소로 분류하여 재
미장면 추출 및 재미요소 도출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2] 재미에 관한 근거이론에 의한 범주와 개념
재미의 대범주

감성적 체험과 즐거
움
(Pleasure)

정보와 지식의 습
득
(Information)

일상으로부터의도
피(Escape)

사회적 유대감
(Compan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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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의 하위범주

개 념

아름다움

아름답다고 느낄 때 즐겁다

몰입

무엇인가에 빠져있을 때 재미있다

웅장함

비일상적인 웅장함에 매료된다

갈등의 해소

갈등이 해소될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삼각관계

아슬아슬한 삼각관계는 재미있다

질서/대칭성

질서와 조화, 대칭은 즐거움을 준다

놀람과 유머

반전이 있는 유머는 재미있다

탐험을 통한 발견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유쾌하다

위험을 통한 스릴

위험할수록 스릴 있다

창조성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흥미롭다

사랑(애정관계)

애정 관계는 복잡할수록 재미있다

희극적 요소

희극적 요소는 재미를 증대시킨다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정보는 흥미롭다

병에 대한 관심

병에 대한 몰랐던 지식은 유용하다

지능적인 문제 해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재미를 느낀다

재능의 응용

재능을 응용할 수 있을 때 즐겁다

교육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교육적이다

개인적 문제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사회적 문제

답답한 사회 현실은 돌파구가 필요하다

직업적 문제

직업에 대한 불만족은 새로운 일을 찾게 만든다

출판 영역 재미요소 분류
출판에서 재미요소를 명확히 나누어 분석한 자료는 없었으나 서사분석자
료 등을 참고하여 대・중・소 분류를 하였다. 출판은 서사물이기에 구성, 스
토리. 캐릭터, 문체, 독자체험을 재미기제의 대분류로 잡았다.

[표 3] 출판 재미요소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사건 구성

행위자 구성
구성적
재미

시간 구성

장소 구성

이미지 구성

밀도
스토리적
재미

소분류

재미요소

단순

명쾌, 예측 가능

복잡

엇갈린 운명, 대결, 극적, 스릴

초점화

상상

비초점화

발견

현실적

동일시

비현실적

회상, 부조리, 신화, 과장

사실적

연애

허구적

사랑

사실적

발견

허구적

환상

고밀도

긴박감

저밀도

여유

투명

비극, 희극, 해피앤딩

개인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새로 만들고 싶다

공동체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느낌은 즐거움을 준다

불투명

개방

사회적 상호작용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우호적

대리만족

경쟁

경쟁을 통해 승리하고 싶다

적대적

갈등, 판단오류, 긴장

분명

개성, 비극추구

불분명

희화화

물리적 활동

활동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힘과 권력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유쾌하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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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캐릭터적
재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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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적
재미

외양
직설적

문체적
재미

수사적

감정
정서적
재미

문화

기질

인상적

미남, 미녀, 추녀, 추남, 동일시

일반적

동일시

간결

리듬

이성적

아이러니, 위트 패러독스

감성적

비유, 상상

표출

흥분

절제

현실도피, 엿보기, 대리만족

익숙

친근

낯섬

발견, 의외

강성

짜릿함, 대리만족

연성

동일시

영상 영역 재미요소 분류

했다. 대분류는 기존의 이론들을 참고로 했다. 정서적 재미, 서사적 재미, 시
각적 재미, 청각적 재미, 기술적 재미, 지적 재미, 동화적 재미 총 7가지 요소
별 재미로 나누었다. 다음은 영상의 재미요소 분류표이다.

[표 4] 영상 재미요소 분류 기준
대분류

소분류

장면

장엄미, 구체성, 비현실적, 현실적, 심도,
스펙터클, 색채감, 소품, 수려

음향

배경음악, 효과음, 대사, 내레이션

희열

발견, 학습, 성취, 행복, 만족, 감격,
호기심, 몰입, 기쁨

불안

스릴, 소름, 조급, 위태, 위축, 슬픔, 외로움, 걱정

애정

다정, 감동, 감미로움, 애절함, 아쉬움

영상

정서

영화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로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하
고 있는 문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화 이용을 통해 수
용자들이 추구하는 충족의 관점을 채택하여 9가지 목록을 만들었다. 즉,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학습으로서 타문화, 인물, 라이프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이고

중분류

구성

두 번째는 기분 전환으로서 특히 자신의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
다. 세 번째는 사교적인 효용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사교적인 이벤트를 의미한
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정체성으로서 영화 속의 등장인물과 그들의 문제들
스토리

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이고 다섯 번째는 오락으로서 일반적으로 즐긴다는 것
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인 촉진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는 것이 향

편안

안심, 평화, 포근함, 공감

공포

두려움, 괴기, 살인, 귀신, 괴물, 잔인, 혐오

분노

노여움, 억울함, 좌절, 불쾌, 짜증

사건

복잡, 단순, 갈등, 실화, 반전, 클라이막스, 원작, 패러디, 복선, 우
연

시간

현재, 과거, 미래, 초현실

장소

친숙함, 낯섦, 초공간

모험

원정, 추적, 역경

도전

성공, 실패, 재도전

대결

탈출, 복수, 라이벌, 승리, 패배

성장

성숙, 변모, 발전, 자각

연애

순애보, 삼각관계, 사각관계, 안타까움

비판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인물, 풍자

유를 촉진시키기 때문이고 일곱 번째는 대화 회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초

배우

호감도, 지명도, 연기력, 카메오

기에서의 대화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여덟 번째는 대화의 효용으로서

성향

복잡, 위선, 위악, 단순, 선, 악

관계

갈등, 대립, 주종, 대등

배우

호감도, 지명도, 연기력, 카메오

면으로서 영화배우의 명성이나 책, 이미지에 따른 영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성향

복잡, 위선, 위악, 단순, 선, 악

라고 하였다.

관계

갈등, 대립, 주종, 대등

대화 시 영화를 주제로 삼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기대의 측

캐릭터

재미요소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미요소를 크게 대·중·소로 나누어 분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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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의외성, 기괴함, 과격, 얄미움, 과장, 특이함, 황당함,
능청스러움, 태연한, 귀여움

외모

앙증. 아름다움. 섹시함, 순수함,
추함, 카리스마, 촌스러움, 우수꽝

표정

기막힘, 허탈, 능청, 비웃음, 무표정,
과장, 당황, 코믹, 섬뜩, 진지

게임 영역 재미요소분류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미요소를 크게 대·중·소로 나누어 분류하기로

캐릭터
(행위자,
행동자)

성취

자기만족(RPG), 주위의 인정(공통), 능력발휘(공통)

창조

구성(공통), 운영(SPO), 호기심(RPG)

일탈

분노(RPG), 위악(RPG), 약탈(RPG), 급습(RPG),
배신(RPG), 살인(FPS), 잔인(FPS), 파괴(FPS)

우월감

부러움(공통), 힘(공통), 자부심(공통), 인정(RPG)
존경(FPS), 경외(FPS)

성장

기대(공통), 레벨업(RPG), 조작(SPO)

역할

역할동일시(공통), 모험(RPG), 임무수행(RPG)

보상

인센티브(RPG), 부(RPG)

판단

결정(공통), 자율(공통), 의지(공통)

학습

공부(공통), 노하우(공통), 습득(SPO)
이해(SPO), 적용(SPO)

음향

효과음(공통), 배경음(공통)
타격감(FPS), 실감(FPS)

인터페이스

화려함(공통), 그래픽(공통), 유려(공통), 배경(공통),
시점(공통), 다채로움(RPG), 사실감(RPG),
조준감(FPS), 비폭력(SPO), 카메라(SPO),
최적화(SPO), 재현(SPO), 친근(SPO)

아바타

분신(공통), 자아동일시(공통), 치장(공통),
애착(공통), 현실감(FPS), 귀여움(SPO)

아이템

수집(RPG), 변형(RPG), 레어(RPG), 폼(RPG)

밸런스

균형(공통), 변수(SPO), 역학관계(RPG)

몰입

분열(공통), 환상(RPG), 흥미(RPG), 수행(RPG),
흥분(FPS), 통쾌(FPS), 열중(FPS)

긴장

스릴(공통), 난이도(공통), 구사일생(FPS)),
일촉즉발(FPS), 속도(FPS), 도박(RPG)

우연

행운(공통), 인연(공통)

권력

동경(공통), 승리(공통), 쾌감(공통), 순종(FPS),
명령(FPS)

경쟁

희열(RPG), 실력(SPO), 스포츠맨쉽(SPO),
정정당당(SPO), 순위(SPO)

했다. 대분류는 기존의 이론들을 참고로 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최동
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정서적 재미, 자존적 재미, 사회적 재미, 심미적
재미, 개인적 재미, 의존적 재미, 인지적 재미, 이렇게 7가지 요소별 재미로
나눴다.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뉠 수 있는 요소들은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게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모두 적은
다음, 상관관계와 유의미성을 가지고서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누었다. 중분류

디자인

는 본능, 정서, 욕구, 투쟁, 성취 수 쟁, 친목, 음향, 그래픽, 캐릭터, 현실도피,
대리만족, 연합, 채팅, 자각, 목표, 도전 17요소로 나눴다. 중분류에서 2〜3가
지 세분화한 것이다. 소분류는 총 44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다음은 게임의
재미요소 분류표이다.

[표 5] 게임 재미요소 분류 기준
대분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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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대리만족

실재(공통), 중첩(공통), 취미(공통), 이상(RPG),
간접체험(SPO), 이상동일시(SPO)

목표

도전(SPO), 달성(공통)

선택

주인공(공통), 비인과성(공통), 직업(RPG), 성향(RPG)

친목

대화(공통), 만남(공통), 친교(공통), 유대(RPG), 채팅(FPS)

익명(공통), 도피(공통), 자유(공통), 환상(공통),
해소(공통), 여가(공통), 꿈(공통)

협력

집단(공통), 합심(RPG), 길드(RPG), 희생(RPG), 파티(FPS)

현실도피

갈등

내재적 갈등(공통), 외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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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론 및 논리 모형 구축

써 잘 정리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구조적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성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

효율적인 온톨로지 구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방식을 통

하여 기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해 출판, 영상, 게임 콘텐츠로부터 추출 분석된 재미유발 요인인 재미요소 간
의 상호관련성을 논리 구조화 하고자 한다. 시맨틱 웹의 구조는 데이터를 정

메타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계, 즉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도

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바탕(식별자),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온톨로지),

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잘 정리하고(조직하고), 잘 설명하기 위한 정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탕(논리 구조), 의미적으로 처리된 정

보들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기록하는 것이다.

보의 제공(Trust)으로 구성되며 온톨로지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이다.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림 7] 시맨틱 웹 구조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개발된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범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좀 더 쉽게 말해, 메타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 만들 수도 있겠고 만들어진 메타데이터의 요소들을 참고해
서 필요에 맞게 만들 수도 있다.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는 ISO/IEC 11179라
는 이름의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서는 다른 사
람들이나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자 할 때, 즉 상호호환성을 갖춘 메타데이터를
만들고자 할 때 좋은 안내가 된다. 이 방법은 메타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한
다는 점과 작성된 메타데이터의 공유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목적에 최적

메타데이터는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술적(Description), 관리적

화되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적으

(Administration), 구조적(Structure) 메타데이터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나누어

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고려한 방법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 메타데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호호환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데이터에 대한 정보
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목적에 꼭 맞지 않을 수 있어 비효율적일 수

1. 기술적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다
른 자료와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관리적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와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을 알려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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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실제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개념

간의 내용 및 카테고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에 속하는지,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지 메타데이터가

저장 시 재미요소들의 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저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장

있다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온톨로지가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

된 재미요소들은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다

의미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메타데이터는 정보

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즉, 저장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키워

의 숨은 의미를 설명하여 온톨로지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드 검색 및 재미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갖는 온톨로지 검색 등을 지원해야 한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 아래 [그림 8]은 이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재미요소와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을 메타데이타 방식으로 논리 구조화하

이용하여 구성한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다.

면 좀 더 효율적인 온톨로지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미요소의 모델을 다각화하고 그 연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수

[그림 8]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

요자가 좀 더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창작지원 시스템의 DB에 접근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⑥창작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UI 구축

④검색 엔진 구축

Search Engine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UI)

3. DB 구축
3.1.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⑤콘텐츠 입력 시스템
구축

검색 엔진

·Lucence

콘텐츠
입력 시스템
Web Page

Web Page

·Tomcat
·Spring Framework
·Ibatis

·Tomcat
·Spring Framework
·Ibatis
·Flash(?)
③ 온톨로지 사전
구축

온톨로지 사전

창작자들이 창작지원 시스템에서 창작 활동 시 재미요소들에 대한 서비스

Ontoligy Dictionary
·RDF

① 데이터베이스 설계 (스키마)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과 기능들에 대한 도출을 통
해서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3.1.2.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요소의 기능 분석
3.1.1.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 개요
여기에서는 창작자가 원하는 재미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키텍

60

창작지원 시스템은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 시에 필요한 재미요소들을 찾아

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능들을 분석하였다. 창작지원

제공해주며, 자신이 찾은 재미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성요소는 창작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다.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재미요소들은 상호

User Interface), 온톨로지 사전,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 재미요소 입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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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온톨로지를 이용한 검색화면

게임 재미

창작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개인적 재미(40%)

환상 (70%)

창작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창작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재

본능적 재미 (56%)

대리만족 (40%)

인지적 재미 (50%)

현실도피 (50%)

미요소들을 창작자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수준에

정서적 재미 (50%)

행운 (50%)

의존적 재미 (70%)

흡입 (40%)

맞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한다. 즉, 초보자용, 중급자용, 고급자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찾은 재미요소들의 관계 정보를 통해서 표현해

의존적
재미

줌으로써 창작자가 관계있는 정보들을 쉽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

심미적
재미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창작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창작지원 시

게임
재미

사회적
재미

40%

창작자가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환상
자유도

70%

30%
40%

45%

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70%

21%

클릭
개인적
재미

30%

56%

몰입

40%

개인적
재미
30%

정서적
재미

온톨로지 사전

40%
45%

본능적
재미

50%
인지적
재미

자존적
재미

대리
만족

클릭

50%

현실
도피

50%

게임
재미

행운
기타

온톨로지 사전은 창작지원 시스템에게 의미 있는 검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는 정보들을 찾아 창작자에게 되돌려 준다. 아래 [그림 10]과 같은 절차검색

재미요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또한 각 검색단어와 관련

엔진은 키워드 검색 및 의미 검색을 지원한다. 키워드 검색은 구축한 재미요

된 연관단어(동의어, 반의어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관단어들

소의 메타데이터에서 입력한 단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한다. 의미 검색은 창작

에서는 검색단어와의 연관성에 비율을 표현함으로써 검색 결과에 대한 랭킹

자가 요청한 키워드에 따라 온톨로지 사전에서 관련된 단어들을 모두 찾아

순위를 결정한다. 온톨로지 사전은 창작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

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한다. 즉, 재미요소들과 그 재미요소들에 대

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가지고 구성된다. 즉, 표준화된 방법을 이

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인덱스 정보에서 단어들에 대한 검색을 수

용하여 구축을 완료하였다. 아래[그림 9]는 온톨로지 사전과 온톨로지 사전

행하여 결과를 되돌려 준다.

을 이용하여 창작지원 시스템 창작자 UI 구축 화면 예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

62

데이터베이스는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재미요소들을 저장하고 제공하는 기

검색엔진은 창작자의 요청에 따라 구축된 재미요소들을 찾아주는 기능을

능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복잡하게 구성된 재미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제공한다. 창작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UI에서는 창작자가 재미요소에 대한 정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는 영화, 출판, 게임 분

보를 보기 위해 검색을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한 검색어에 해당하

야의 재미요소들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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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분야의 관련된 정보들은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정

[그림 10] 관리자에 의한 재미요소 등록

보들을 분석하고 일반화과정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들만으로 구성되었다.
Tomcat +IBATIS
+SPRING + JSP

재미요소 입력 시스템
재미요소 입력 시스템은 확보한 재미요소들과 메타데이터들을 일정한 규
격에 맞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재미요소 정보들에
재미요소 등록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즉, 재미요소 정보를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Web 2.0 기반의 CMS
(content Management
System)

콘텐츠 입력
시스템

기능을 제공한다. 정보 입력 시 정보들에 대한 확인 기능을 통해 정확한 데
이터가 입력되도록 한다. 또한 재미요소들 간에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재미요소 간에 연관관계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재미
영상
데이터베이스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재미요소들을 볼 수 있다.

3.1.3.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처리 절차

게임
데이터베이스

출판
데이터베이스

단어들을 요청한다. 키워드와 연관단어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미
요소를 검색한다. 검색 내용들을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UI에 표시하게 된

창작지원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볼 때

다.

관리자에 의해 먼저 확보한 재미요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부분, 데

[그림 11] 창작자에게 서비스 제공

이터베이스, 창작자가 창작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크게 분류한다.
각 부분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다.
관리자에 의한 재미요소 등록에서는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재미요소와 재미
요소 메타데이터를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형식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한다. 아래 [그림 10]과 같은 절차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재미
요소와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창작자는 창작지원 시스템의 검색엔진을 통해 창작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영상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
게임
데이터베이스

(‘재미’ 추론 전용으로
특색화)

콘텐츠 입력
시스템

출판
데이터베이스

찾는다. 창작자가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여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요청하며,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검색엔진으로

온톨로지 사전

키워드를 전송한다. 검색엔진에서는 온톨로지 사전에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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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12]는 창작지원 시스템에서 창작자가 ‘재미’ 키워드를 통해

3.1.4. 창작지원 시스템 구축

검색을 했을 경우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창작자가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재미’ 키워드로 검색을 수행하면 7단계를 통

창작지원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창작지원 서비스를 제공

해서 원하는 재미요소를 볼 수 있게 된다. ① 창작자가 창작지원 시스템 사

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에서 정의된 아키텍처를 구성

용자 인터페이스에 ‘재미’라는 검색어를 입력한다. ② 이 ‘재미’ 검색어는 정보

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및 상용 애플리케이

검색엔진으로 전달된다. ③ 검색엔진에서 ‘재미’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들을

션들을 이용하여 구축한다. 아래 [그림 13]은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인터

얻기 위해서 온톨로지 사전을 검색한다. ④ ‘재미’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들이

페이스와 콘텐츠 입력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온톨로

있는 경우 이 단어들을 검색 엔진에 전달한다. ⑤ ‘재미’ 키워드와 관련된 단

지 사전은 RDF 형태로 구축하며, 데이터베이스는 MS-SQL2005를 이용하여

어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수행한다. ⑥ 데이터베이스가 요청

구축한다.

한 재미요소 정보들을 되돌려 준다. ⑦ 정보 검색엔진에 검색결과에 대한 랭
킹을 수행하여 관련성이 있는 정보 순으로 창작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 표시한다.

[그림 13]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UI와 콘텐츠 입력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도
창작지원 시스템
사용자 UI
RIA

[그림 12] 검색 시 데이터 이동 경로

온톨로지 사전
RIA

Lucene (Solr)
재미

콘텐츠 입력
시스템

재미

RDF(File System)
Ibatis

Ibatis

①검색어 입력

창작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UI

③온톨로지 사전 검색

②검색어 전달

정보 검색 엔진
⑦검색 결과 리턴

④관련 단어 제공

재미
- 연관단어
- 상관 관계 비율

⑥검색 결과 리턴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
사전
재미
- 연관단어
- 상관 관계 비율

Spring Framework

Spring Framework
Tomcat (Web Server)

데이터베이스

Tomcat (Web Server)

JDK 1.6
JDK 1.6

⑤관련 단어를 이용하여 검색 수행

3.2. 온톨로지 DB 설계 및 구축
데이터베이스

온톨로지 DB 설계 방법은 온톨로지 스키마 및 각각의 장르를 기반으로 하
였으며, 각 장르의 대표적인 속성을 추출하여 온톨로지 사전을 만들었다. 각
각의 영역, 즉 영상, 게임, 출판 영역에서 각 장르에 대한 대표 속성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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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XML로 변환하여 온톨로지 DB를 구축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각 영역에서

이스를 설계한다.

대표 장르를 기준으로 구축한 온톨로지 데이터를 XML로 확인한 그림이며,
XML 형식으로 작성한 온톨로지를 UI로 표현한 그림도 표현하고 있다.

3.3.1.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 분석 방법

아래 [그림 14]는 영상 관련 온톨로지 데이터를 나타내며, 온톨로지 XML
을 Flex 플랫폼으로 표현한 UI를 보여 준다.

재미요소를 기술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재미요소 정보 구성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과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

[그림 14] 영상 영역의 액션 장르 온톨로지 데이터 및 사용자 UI

이터베이스를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성한다.

재미요소의 기본정보 및 재미요소 정보 분석
재미요소를 구성하는 게임, 영상, 출판 분야의 기본 정보 도출을 위해 국
내 주요포탈, 관련분야 전문 사이트, 관련 분야 전문 논문, 관련 분야 정부
기관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표현하는 내용에 따
라 공통적인 요소와 비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한다. 공통적인 요소는 3개 이
상의 다른 곳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는 정보들로 구성되며, 차이 요소
는 3개 이하에서 사용되는 정보들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

[그림 15] 재미요소의 기본 정보 및 재미요소 구성 정보 분석

3.3. DB 설계 및 구축

·국내외 주요 포탈

창작지원 시스템에서 재미유발 상황 및 장면을 영상, 이미지, 텍스트, 사운

·관련 분야 전문
논문

·관련분야 정부
기관

정보수집
(공통적인, 비공통적
인 요소)

드 등의 정보와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를 설
계한다. 재미요소 및 기제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관련 분야 전문
사이트

추가적인
고려사항

전문가
의견

먼저 게임, 영상, 출판 분야의 정보 표현 분석을 하고, 각 분야의 정보 분석
에 따라서 주요한 정보들을 추출한다. 분석될 게임, 영화, 출판 정보와 사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일반화)

자에게 맞춤화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능으로 분석하여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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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설계하며, 차이 요소와 추가적인 고려

게임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분석 및 구성

사항들에 대한 반영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게임 분야의 재미요소에 대한 기본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게임

같은 절차를 통해서 창작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재미요소와 재미요소의

정보 사이트, 게임 사이트, 포탈, 국가 관련 정보기관들에서 게임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구성한다. 아래 [그림 16]은 재미요소의 기본정보 및 재미요소

정보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분류 기준(3개 이상)을 기반으로 공통적

구성 정보 분석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인 정보, 차이요소 정보로 분류한다. 선택된 정보 중에서 정보별 범위를 설정

창작지원 시스템에서 창작자에게 재미요소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
해서는 아래와 같이 재미요소 기본 정보 및 재미요소 정보로 구성된다. 재미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처 기본정보를 분석한다. 아래 [그림 17]은 게임 분
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요소 기본정보는 재미요소에 대한 상세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기술한다. 재미
요소 정보에는 재미요소 자체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다. 재미요소들은 하나의

[그림 17] 게임 관련 분야 정보 분석

재미요소 기본정보를 가진다. 즉, 영화를 통해 예를 들면 한편의 영화에는 재
미요소의 기본정보와 다수의 재미요소로 구성된다.

[그림 16] 재미요소 기본 정보 및 재미요소 정보

3.3.2. 기본 정보 분석 및 구성

각각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며, 네이버는 가장 많은
정보들로 구성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관 게임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한다. 다

창작지원 시스템에서 재미요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게

음은 게임 관련 동영상 및 게임의 인기 및 순위 정보를 제공한다. 야후는 커

임, 영화, 출판 분야의 재미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뮤니티 정보, 게임 가이드와 같은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

정보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다. 네이트는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소개 및 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파란은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처럼,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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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자만의 특징을 가지고 게임정보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분

[그림 19] 구성 정보의 범위 설정

석 방법에 따라 게임 명, 장르, 서비스 형태, 제작사/유통사/ 등급, 권장 사양,
공식 사이트 스크린 샷을 공통적인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시리즈, 출시일, 관
련 다운로드 동영상, 설치/배포형태, 공유 카페, 부가정보, 관련 정보, 소개
리뷰 등을 차이요소로 선정하였다.

[그림 18] 게임 관련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구성

보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분류 기준(3개 이상)을 기반으로 공통적
인 정보, 차이요소 정보로 분류한다. 선택된 정보 중에서 정보별 범위를 설정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기본정보를 분석한다. 아래 [그림 20]은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0] 영상 관련 분야 정보 분석

이 정보들 중에서 각 정보들이 가져야 할 범위를 지원 가능한 플레이이어
수, 장르, 등급, 서비스 상태, 설치/배포 형태, 서비스 형태, 플랫폼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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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야의 재미요소에 대한 기본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게임정

다음 [그림 21]은 포털 사이트 및 영화예매 사이트에서의 영상 관련 분야

보 사이트, 게임 사이트, 포탈, 국가 관련 정보기관들에서 영상과 관련된 정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네이버는 영화 스마트파인더를 이용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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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추천 영화 제공, 감독과 출연진의

[그림 22] 구성 정보의 범위 설정

다른 작품소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맥스무비는 평점순위 정보
를 제공한다. 티켓링크는 네티즌 별점과 예매 율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네이트는 리뷰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하며 영화관련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영화 Q&A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 영상 관련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구성

출판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분석 및 구성
출판 분야의 재미요소에 대한 기본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출판
정보 사이트, 게임 사이트, 포탈, 국가 관련 정보기관들에서 출판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분류 기준(3개 이상)을 기반으로 공통적
인 정보, 차이요소 정보로 분류한다. 선택된 정보 중에서 정보별 범위를 설
정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처 기본정보를 분석한다. 아래 [그림 23]은 출판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출판 관련 분야 정보 분석

이와 같은 정보들을 분석 방법에 따라 영화명, 제작국가, 영화장르, 등급,
제작/배급사, 상영시간, 평점, 개봉일, 공식홈페이지, 관련키워드(태그) 등을
공통적인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추천영화, 박스오피스, 예매비율, 명대사, 관
련기사, 관련 영화, 수상정보, 관련 Q&A, OST로 선정하였다. 이 정보들 중에
서 각 정보들이 가져야 할 범위를 추천영화, 장르, 등급, 키워드, 제작국가, 순
위 등에 따라 다음 [그림 22]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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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는 대부분의 필요한 출판정보를 표현하고, Yes24는 저자의 서평

[그림 25] 구성 정보의 범위 설정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문고는 저서와 관련된 모든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인터파크는 출판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영풍
문고는 출판에 대한 가장 적은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 구매 사
이트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출판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하여 공통적인
요소와 비 공통적인 요소로 표현한다.

[그림 24] 출판 관련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정보 구성

4. 결론
본 연구는 콘텐츠의 성공적인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표준 설계 방안을 지
원하고자 콘텐츠의 재미를 강화하는 창작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 창작
자, 전문 창작그룹, 협회 및 기관에 콘텐츠의 창작을 지원하는 포털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상・게임・출판 영역 3,000여 개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재미요소의 분류
이와 같은 정보들을 분석 방법에 따라 저서명, 저자명, 출판사, ISBN, 출간

및 범주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다양한 콘텐츠 사용자들의 성

일, 페이지 수, 서평, 분야별 카테고리(장르), 평균 별점, 책 소개, 도서 상태 등

향을 분류하여 사용자 유형별 선호요인을 도출했으며 나아가 온톨로지에 기

을 공통적인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이 분야의 신간, 이 출판사의 다른 책, 관

반한 재미 관련 검색 엔진을 설계하여 각 객체별 결합관계 및 계층 구조의

련 기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들 등을 차이요소로 선정하였다. 이 정보들

검색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웹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새로운 콘텐

중에서 각 정보들이 가져야 할 범위를 추천영화, 장르, 등급, 키워드, 제작국

츠의 재미장면 및 재미요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인 맞춤형 데이터

가, 순위 등에 따라 다음 [그림 25]와 같이 분류하였다.

및 평가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저작권 위원회와 저작권 이용 허
락 시스템을 체결하여 개별 사용자가 창작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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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산업적, 문화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요한 서사이론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의 창작 소프트웨어들이
국내 실정과 다른 해외의 저작지원도구의 분석에만 의존・답습하고 있는 것

먼저 보편적 ‘재미’요소가 아닌 세분화된 장르 및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에 반해,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서 성공한 콘텐츠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구

분석으로 이용자 및 매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다량의 콘

축하였으며 메타 데이터를 통한 상호관련성 논리 모형을 제공, 한국형 창작

텐츠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확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매체 동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요한 서사이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적용 가능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영상, 게임,
출판 영역을 동시 지원 가능함으로 기존 기술에 비해 보다 넓은 시장성을 확
보할 수 있다. 타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유연한 컴퍼넌트 구조화를 가지고
있어 교육, 금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목적별로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물론, 핵심 도출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로 산업별 특성화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경쟁 콘텐츠와의 차별화를 위한 ‘재미’요소의 조건 반영을 통해 목표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구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창작 시스템의 유지 보수의 수월성을 제고시켜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손쉬운 업그레이드 및 기능변경이 가능하다. 시스템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기
반의 시스템구축으로 변화에 신속히 대처가능하며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에
대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창작지원 시스템은 창작뿐만 아니라 창
작 교육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창작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창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콘텐츠 창작자 및 기획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창작교
육 단체에서 실제 창작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문학적인 서사창작이론을 넘어서 사회학 혹은 심
리학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 다양한 창작이론을 구축하여 융・복합적인 형태
로 변화되어 가는 콘텐츠 개발에 발판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학문 영역 간
의 통섭을 통한 서사 창작이론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작가 개인의 독창
성에 의존하던 창작과정을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 체계화하고 이론화
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에 걸맞은 창작활동을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창작 교육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형 창작소프트웨어 개발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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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Creative Writing Support System to
참고문헌

Reenforce the Fun of Contents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2009년도 문화콘텐츠 산업 기술지원사업 지정공
모 수행계획서」, 2009.

Lee Yong-Wook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콘텐츠의 재미를 강화하는 창작지원 시스템 개발

(Jeonju University)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2010.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콘텐츠의 재미를 강화하는 창작지원 시스템 개발
2차년도 연차 실적보고서」, 2011.

Most content creators rely heavily on their experiences and intuition and they can’
t predict the degree of fun in the creating process. Since cultural environment has
moved from analog to digital things and culture industry has grown a lot more than
before, the importance of contents has become cruc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reative writing support system based on fun of contents.
Today, computer technology has brought to digitalize the story creative process
and put them into database. Creation algorithms came out from the database and
they turned to new digital media.
As the creation is very complex and various process, it is necessary creative
writing support system has instinctive interface to strengthen “fun” factors in contents.
Over the years, convergence trend continues throughout the world and will continue
for the future. Major media companies release fusion product on the market and the
representation of storytelling is fundamental stream of contents.
The main goal of the research is the development of creative writing support system
that helps content creators who want to make interesting contents. Also supportive
online portal sites would be launched to help writers, professional producers, and
contents companies.
The system provides the relationship of each fun factor that defined from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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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s of contents including films, games, and books, which factors would be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콘텐츠

fundamental to ontology search device classifying users’ tendency and users’

- 스마트TV에서 영화 콘텐츠 중심으로

preferred factors.
Jeonju University and Mogencelab Inc. will update funny scenes and fun factors
from all kinds of contents. Online system will provide content information to writers and

김재하✽

users by figuring out the copyrights of contents with Korea Copyright Commission.

key word: Fun, Content, Ontology, Metadata, Creative Writing Support Systemt

1. 서론
1.1. 스마트TV의 개념 및 발전 동향
스마트시대의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차이점은 대중 미디어가 탄생 이후
어떠한 미디어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특히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
여와 기술의 발달에 의해 다양한 콘텐츠를 폭 넓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TV는 대중 매체의 대표 미디어로 대변되는 대량의 정보
를 전달하는 기존의 TV서비스와 상호작용을 이용한 사용자의 개입이 가능하
게 된 인터넷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TV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TV의 네트워크화가 구현되면서 기존의 IPTV와 디지털 케이
블 TV와 같은 유무선 기반의 커넥티드TV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공존한다.
하지만 기존의 TV와의 차이점은 웹상에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플
✽ 서울예술대학 디지털아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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