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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여러 관점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처리 관
점에서의 전산적 서사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정보처리 관점에서 서
사의 창작과 수용은 서사 텍스트에 의해 매개된 양방향적 코딩 과정이고, 
서사 텍스트는 다층적으로 구조화된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네 가지 방법론 -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사건 구성의 연속성 분석, 서사 에이전트의 지식 분
석 –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서사 분석에 있어 전산적 방법
론의 메커니즘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서는 전산적 서사 분석의 
의의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인문학과 과학기술 통섭에 바탕한 인간-컴퓨
터 협업 모델 설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미적으로 창의적이
고, 윤리적으로 선하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인지적으로 정교한 서사
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서사 분석, 디지털 인문학, 캐릭터 네트워크, 감성 분석, 서사 에이전트, 

서사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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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모두가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단지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분석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야기에는 단지 재미뿐
만 아니라 의미와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조를 분석
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그 영향과 가치를 평가한다. 인문학에서는 이런 활
동을 서사 비평이라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만화, 게임 등을 만드는 콘텐츠 산업의 입장에서
도 서사 분석은 중요하다. 특히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서사(이 경우, 시나
리오)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며 콘텐츠의 질과 상업적 성패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제작 단계 이전에 매우 많은 분석과 수정 작업을 거친다. 
한국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명시화·체계화가 부족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한다. 먼저 기획개발 및 제작 준비(pre-production) 단계의 기간
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판본의 시나
리오에 대한 비교분석 및 관리도 어려워진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한 인
력에 대한 임금 문제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여러 관점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전산적 방법’을 활용한 서사 텍스트 분
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관점은 1940년대 사이버네틱스 이론으로 체계화된, 어떤 대
상이나 사건을 정보의 양과 처리 과정으로 설명하는 패러다임이다. 서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정보처리 관점으로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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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정보처리 관점으로 일반화한 서사 커뮤니케이션 모델

창작자는 정보를 조직하고 표현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자는 
서사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함으로써 메시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창작자는 수용자의 반응을 예
상하고 조절함으로써, 수용자는 표지를 생성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피드백
이 이루어진다. 즉, 서사의 창작과 수용은 서사 텍스트에 의해 매개된 양
방향적 정보처리 과정이고, 서사 텍스트는 일종의 코드로서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서사 텍스트에 대한 전산적 방법을 활용
한 분석에 집중한다. 

오늘날에는 서사 텍스트를 전산적 방법으로 분석한 여러 연구들을 어렵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산적 서사 분석 방법이 갖는 
계산 및 재현 가능성에 기반한 표준화의 힘 때문일 것이다. 이런 표준화는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스토리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해관계와 일치
한다. 또한, 약호전환(transcoding)을 통해 전산적 서사 분석 방법을 콘
텐츠 기획이나 창작, 교육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 산업
의 범위를 넘어서 더 큰 맥락에서는 컨버전스, 트랜스미디어 등으로 대변
되는 기술/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와 맞물린 전반적인 학문 성격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연구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디
지털 인문학은 이런 변화를 대변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1 프랭코 모레

1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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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는 문학 연구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자다. 그
는 2000년 스탠포드 대학에 문학연구실(Literary Lab)을 만들어 문학작
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전산적으로 분석하여 문학을 연구하는 프로젝
트를 시작하였다.2 모레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의 정량적 연구 방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수의 정전(canon)에 가려진 방대한 작품들
을 복원하고 이를 당대의 맥락과 연결하여 문학사의 패턴과 구조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3 여기서 더 나아가 심광현은 서사를 복잡계(complex 
system)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4 인물·사건·시공간 배경이라는 요
소들이 서술자의 시점과 기-승-전-결이라는 플롯 시간의 축에 따라 서로 
복잡하게 엮이고 변화하며 전체적인 이야기가 구성/재구성되는 동태적인
(dynamic) 과정으로 서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복잡계 과학과 서사 연구 간 통섭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며, 다양한 
전산적 방법을 활용하여 서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
재진행형으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성격과 필자의 역량 부족으
로 인해 이 글에서 연구 역사 및 현재 동향의 전체적인 지도를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계를 무릅쓰고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접 수행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전산적 방법론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의 동향
을 서술하고자 했다. 크게 네 가지 방법론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사건 구성의 연속성 분석, 에이전트의 지식 분석- 
으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알고리즘보다는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2013): 9-26.
2 https://litlab.stanford.edu/
3 프랭코 모레티, 『그래프, 나무, 지도』, 문학동네, 2020, 41.
4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와 다중지능 네트워크의 변증법." 시대와 철학 

22.4 (2011): 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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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사 분석 방법론과 이를 적용한 사례들

  1)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은 스토리 세계를 하나의 사회로 가정하여 캐릭터
를 노드(node/vertex)로 하고 캐릭터 간 관계를 링크(link/edge)로 하는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만든 후, 그 네트워크의 정량적 지표
(예를 들어, 크기, 밀집도, 중심도, 클러스터 계수 등)를 스토리 세계의 
특징과 연결하여 논의하는 방식이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활성화와 함
께 서사 분석에 있어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소설이나 희곡 등 텍스트로 이루어진 서사 작품에 대한 분석이 
많았지만, 이미지 인식 기술의 발달로 영화5나 TV 드라마6에 대한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서사 작품에 대한 정태적 
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전체 스토리 세계의 캐릭터 네트워크를 시계열적
으로 나눠서 그 변화의 패턴을 동태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방법도 이
루어지고 있다.7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약점을 갖는다. 첫 번째는 캐릭터 네트워크에서 링크로 표현되는 
캐릭터 간 관계의 피상성이다. 대부분 캐릭터 네트워크에서는 한 장면
(scene)에서의 함께 등장(co-occurrence)이나 대화 주고받음을 기준으
로 링크를 부여한다. 이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서사 텍스트 상에서 명시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 간 보다 내밀한 관계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

5 Park, Seung-Bo, Kyeong-Jin Oh, and Geun-Sik Jo. "Social network analysis in 
a movie using character-net."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59.2 (2012): 
601-627.

6 Tan, Melody Shi Ai, Ephrance Abu Ujum, and Kuru Ratnavelu. "Social network 
analysis of character interaction in the Stargate and Star Trek television se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C 28.02 (2017): 1750017.

7 Xanthos, Aris, et al. "Visualising the dynamics of character networks." Digital 
Humaniti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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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두 번째는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얻은 정량적 지표에 대
한 깊이 있는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캐릭터 
네트워크의 크기, 밀집도, 중심도, 클러스터 계수 등 여러 지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를 서사의 맥락이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서사에 대한 전통
적인 인문학적 고찰과 캐릭터 네트워크의 정량적 지표를 연결해야 하는
데, 이런 학제간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캐릭터 네
트워크를 통해 분석해보았다.8 먼저 인터넷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사이
트9에서 HTML 포맷의 작품을 내려받은 후, 이를 액트별, 씬별, 인물별, 
대화별로 구분하여 전처리(pre-processing)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하나는 대화 네트워크
(dialogue network)로, 여기서 노드는 화자(speaker)와 청자(listener)
가 되고, 두 인물 간에 대화가 오가면 링크가 형성된다. 링크에는 방향성
이 있으며, 대화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다른 하나는 의견 네
트워크(opinion network)로, 여기서 노드는 의견의 주체(subject)와 대
상(object)이 되고,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링
크가 형성된다. 대화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링크에는 방향성이 있고 빈
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2는 전체 대화 네트워크로, 사회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멱법칙(power law)과 작은 세상 네
트워크의 특징(Maximum Geodesic Distance: 4)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Kwon, Ho-Chang, and Kwang-Hyun Shim. "An Improved Method of Character 
Network Analysis for Literary Criticism: A Case Study of."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3.3 (2017): 43-48.

9 http://www.gutenberg.org/ebooks/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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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햄릿>의 전체 대화 네트워크

Girvan-Newman 알고리즘10으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전체 대화 
네트워크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고, 여기서 <햄릿>의 흥미로운 부분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가장 큰 그룹의 두 중심 노드는 햄릿과 클라우
디우스였는데, 이는 작품의 메인플롯이 이 두 캐릭터의 대결 구도로 이루
어짐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레어티즈, 폴리니우스, 오필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었는데, 이들은 햄릿의 주변 인물들로서 작품의 주요한 서브
플롯을 이룬다. <햄릿>에는 ‘곤자고의 살인’이라는 자기 반영적 성격의 극
중극(a play within a play)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군(광
대, 연극배우)이 세 번째 그룹의 중심 노드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서브
플롯과 서사적 장치가 복잡하게 엮인 다층적 구조의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데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그룹에 
연결된 주변적 인물들을 보면, 작품에 대한 공간적 해석도 가능하다. 각 

10 Girvan, Michelle, and Mark EJ Newman. "Community structure in social and 
biologic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9.12 
(2002): 782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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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노드에는 그들이 등장하는 공간이 속성(attributes)으로 포함되어 있
는데, <햄릿>의 경우 궁정 안과 밖, 덴마크 내부와 외부, 공동묘지 안과 
밖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의 특징은 작품의 중심 주제인 죽음
과 삶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 해석할 수 있다. 

대화 네트워크에서 ‘in-degree’는 청자로서 인물의 등장 횟수와 직결
된다. 하지만 의견 네트워크에서 ‘in-degree’는 다른 인물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의견 네트워크
의 클러스터링 결과는 대화 네트워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의견 네트워크
에서 두 번째 그룹(레어티즈, 폴리니우스, 오필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룹)은 대화 네트워크와 동일했지만, 가장 큰 그룹의 중심 노드는 햄릿과 
왕의 유령이었고, 세 번째 그룹의 중심 노드는 클라우디우스와 거트루드
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대화 네트워크에 비해
서 다른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의견 네트워크가 인물 
간의 보다 내밀한 관계를 잘 포착함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인물 노드는 ‘왕의 유령’이었다. 왕의 유령은 오직 햄릿과만 직접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 화자나 청자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
지만 의견 네트워크에서 왕의 유령의 ‘in-degree’는 매우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다른 인물들이 불의의 죽음을 맞이했던 선왕에 대해서 많이 이야
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작품 전체에 흐르는 죽음의 분위기 및 상징
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캐릭터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했던 또 다른 작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MCU) 이다.11 여러 
연구자와 팬들이 MCU의 캐릭터 네트워크를 만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직접 조작해볼 수 있는 3D로 구현된 인터랙티브 서비스들도 있다. 필자는 
Github에 공개된 데이터셋12을 이용하여 MCU 캐릭터 네트워크의 다양

11 권호창.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일관성 개념과 분석 방법에 관한 시론." 문화와 융합 
42 (2020): 349-367.

12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yntagmatic.github.io/exposedata/mar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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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심성(centrality)을 분석해보았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연
결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데, 캐릭터 네트워크에서는 캐릭터 간 관계
나 캐릭터의 역할(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
서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중심성을 구분하며 각각은 네트워크에서 성격
과 역할이 다르다. 다른 노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 연결선 지수(degree 
centrality)가 높은 ‘허브’(hub),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연결하는 매개 지수
(betweenness centrality)가 높은 ‘매개자’(linker),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
에 위치하여 다른 노드에 짧은 경로로 도달할 수 있는 접근 지수(closeness 
centrality)가 높은 ‘중심자’(center)가 그것이다. 분석 결과 MCU 캐릭터 
네트워크에서 허브는 아이언맨, 매개자는 스파이더맨, 중심자는 캡틴 아메
리카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의미를 요약하면, MCU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
장한 캐릭터는 아이언맨이지만, 6개로 나누어지는 서로 다른 캐릭터 그룹을 
매개하는 역할은 스파이더맨이 하고 있으며, 전체 캐릭터와 가장 짧은 경로
로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은 캡틴 아메리카임을 나타낸다.

  2)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전산적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통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관
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텍스트 마이닝으로 
서사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단어 빈도 분석, 용어
(term) 분석, 주어·술어·목적어 네트워크 분석(triple net analysis),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등 텍스트 마
이닝의 모든 기술과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 여러 연구가 있다. 텍
스트 마이닝은 텍스트의 통사적 분석에는 강점이 있지만, 의미론적·화용
론적 분석에는 약점이 많다. 또한, 많은 연구가 텍스트 마이닝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작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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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텍스트 분석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은 감성 
분석이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명시적·비명시적으로 표현된 의견이나 감
성·평가·태도 등 주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정적 관계와 변화가 
중요한 서사 예술의 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소개
했었던 <햄릿>에 관한 연구에서 의견 네트워크에 감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감성 분석에도 여러 기법이 있는데 필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개발한 
WordNet13을 기반으로 하는 SentiWordNet14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대사에 포함된 단어를 구문분석(parsing)하여 SentiWordNet에 포함된 단
어와 비교하고, 이를 대사별로 합산하여 긍정/부정으로 나누어진 의견 극성
(polarity)과 감정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 감정값의 누적 결과를 그레마
스의 행동자(Actant) 모델과 대응시켜 보았다. 이 모델에서 주체는 어떤 대
상을 추구하고, 힘의 축을 구성하는 조력자와 적대자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주체의 대상을 향한 여정에 긴장과 굴곡을 만들어낸다. <햄
릿>에서 주인공 햄릿을 주체라고 할 때, 햄릿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캐릭터
를 조력자로, 햄릿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인물을 적대자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감성 분석 결과를 배치하면 그림 3과 같다. 

| 그림 3 | 햄릿에 대한 누적 감정값과 햄릿을 중심으로 한 조력자-적대자 관계

13 http://wordnet.princeton.edu/
14 Esuli, Andrea, and Fabrizio Sebastiani. "Sentiwordnet: A publicly available 

lexical resource for opinion mining."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LREC’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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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햄릿과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이 
바로 햄릿 자신이라는 것이고, 이는 <햄릿>에 대한 많은 문학 비평가나 
정신분석학자들의 분석과도 일치한다.15 ‘햄릿’이라는 자기 환멸적인 캐
릭터의 특징을 감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인물의 성격뿐만 아니라 극의 전개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동태적 분석에도 감성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햄릿>의 의견 네트워크를 
액트별로 구분하여 햄릿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감성값의 변화를 분석하였
고, 표 1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표 1 | 주요 인물에 대한 햄릿의 감정값 변화

Act to Claudius to Ophelia to Hamlet

Ⅰ -1.375 2.75 -0.875

Ⅱ n/a -1 -7.375

Ⅲ -5.25 -4.25 -8.875

Ⅳ -2.625 3.625 n/a

Ⅴ -5.375 n/a 0.125

여기서 각 값의 변화는 대상 인물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햄릿
이 클라우디우스에 대해서 갖는 감정값의 변화는 그의 복수의 동기
(motivation)와 연관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적대가 강화되고 있는데, 클
라우디우스의 범죄를 확신하는 액트 Ⅲ과 실제 복수를 하는 액트 Ⅴ에서
의 적대(부정적 감정값)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필리아
와의 관계에서는 감정값의 극성 변화를 통해, 햄릿의 오필리아에 대한 애
증의 상태를 볼 수 있다. 또한 햄릿 스스로에 대한 감정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경멸이 강화되다가 액트 Ⅴ에서 복

15 Thompson, Ann, and Neil Taylor, eds. Hamlet: a critical reader. Bloomsbury 
Publish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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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이후 긍정으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감정값의 변화는 사
건 전개에 따른 캐릭터의 내적 변화, 즉 캐릭터 아크(character arc)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진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서사 텍스트에 대한 감성 분석에 있어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버몬트 대학의 앤드류 리건 등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공개된 1,327편의 픽션 작품을 가져와 어휘 기반
의 감성 분석 방법을 적용해 각 텍스트에 나타난 감정 변화의 궤적을 분석
하였다.16 그리고 이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클러스터링하여 6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작품들을 배치하였다. 그림 4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4 | 스토리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 변화 패턴과 대표 작품들

16 Reagan, Andrew J., et al. "The emotional arcs of stories are dominated by six 
basic shapes." EPJ Data Science 5.1 (201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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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작품의 전개, 즉 담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세로축은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측정기(hedonometer) 값
이다. 각 패턴의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상승 : 거지가 부자로, 
② 추락 : 부자가 거지로, ③ 추락 후 상승 : 곤경에 빠진 사람, ④ 상승 
후 추락 : 이카로스, ⑤ 상승 후 추락 후 다시 상승 : 신데렐라, ⑥ 추락 
후 상승 후 다시 추락 : 오이디푸스. 

논문의 저자들은 이 여섯 개의 패턴을 기본 구성요소(building block)
로 해서, 더 복잡하고 호소력 있는 감정적 궤적을 갖는 이야기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3) 사건 구성의 연속성 분석

구조주의 서사학에서는 서사를 스토리(내용 층위)와 담화(표현 층위)로 
구분하며, 내용 층위의 기본 단위를 사건으로 파악한다.17 작가는 사건들
을 만들고 배열함으로써 서사를 구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건들이 
두 가지 다른 시간 축에 따라 배열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작가가 창조한 
스토리 세계에서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스토리 시간(story-time)으로 캐
릭터는 이 시간 축을 따라 사건을 경험한다. 다른 하나는 담화 시간
(discourse-time)으로 작가에 의해서 재구성(플롯팅)된 시간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독자에게 제시되는 사건의 지속시간과 순서로, 독자는 이 시
간 축을 따라 사건을 경험한다. 이 두 시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
위(순서·지속·빈도)의 일치와 어긋남이 서사의 중요한 장치가 된다.18

사건의 핵심적인 속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이며, 이는 
서사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색인 모델

17 Herman, David,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2010.

18 Genette, Gérard.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Vol. 3.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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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indexing model)은 수용자가 사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포
함된 다섯 차원 -주인공 캐릭터(protagonist), 시간성(temporality), 공
간성(spatiality), 인과성(causality), 의도성(intentionality)- 의 정보를 
추출하고 서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수용자의 서사 이해를 설명한다.19 수
용자는 서사에서 제시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를 다섯 차원에서 색인
화하여 상황 모델(situation model)20을 갱신하는데, 각 차원의 연속성 
정도에 따라 서사 이해의 수준과 소요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서사 구조의 특징과 사건 색인 모델을 바탕으로 서사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였고, 영화 <그을린 사랑 
Incendies> (드니 빌뇌브, 2010)을 설계한 모델로 분석하였다.21 이 영화
를 37개의 사건과 6명의 핵심 캐릭터(사건의 주 행위자로서의 인물)로 구
분하여 스토리 시간과 담화 시간을 축으로 하는 좌표 위에 그림 5와 같이 
배치하였다. 

 

19 Zwaan, Rolf A., Mark C. Langston, and Arthur C. Graesser. "The construction 
of situation models in narrative comprehension: An event-indexing model." 
Psychological science 6.5 (1995): 292-297.

20 상황 모델(situation model)은 우리의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과 수행적으로 연
결되는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서 서사 이해의 최종 산물이다. - Kintsch, 
W. "The construction-integration model of text comprehension." Psychological 
Review 95 (1988): 163-182.

21 권호창, 권혁태, 윤완철. "독자의 내러티브 이해를 반영한 창작 지원 시스템 설계." 한국 
HCI 학회 논문지 9.2 (20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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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그을린 사랑>의 전체 사건 배치

이를 바탕으로 사건 색인 모델에서 말하는 사건에 포함된 다섯 차원의 
연속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 행위자와 공간의 경우 사건의 기본 속성이
므로, 그림 6과 같이 담화 시간축 위에 각 사건을 범주화하여 배치하면 
연속성과 단절 시간 등이 드러난다. 

| 그림 6 | <그을린 사랑> 주요 인물 연속성 시각화 (주 행위자가 아니라 보조적 참여 
           인물로서 사건을 경험한 경우 흐리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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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나왈’ 사건의 중심적 진행과 다른 인물 사건의 
간헐적 삽입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나왈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며, 특히 담화 시간의 중반부까지 ‘잔느’ 사건과의 교차가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의 나왈과 현재의 잔느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
기 위한 장치이다. 즉,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반복되고 있고 비극적인 나
왈의 생애가 다른 인물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
건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시간상의 단절이나 이동은 플롯팅의 결과물이므로 스토리 시간과 담화 
시간에서의 선후 관계 차이로 나타난다. 수용자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스
토리 시간축에 따른 사건 관계망에서 추적하면서, 스토리 시간 순서와의 
차이를 변화량으로 표현하면 그림 7과 같은 계단식 형태의 그래프로 시간
의 연속성을 시각화할 수 있다. (만약 스토리 시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
다면 이 연속성 그래프는 가로선을 유지한다.)

| 그림 7 | <그을린 사랑> 시간 연속성 시각화

이 영화의 시간 층은 총 5개이며, 나왈의 죽음과 유언을 기준 시점(0)으
로 했을 때, 각기 다른 과거 시간 층으로의 플래시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가족을 찾는 
쌍둥이 남매의 과거로의 여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는 과
거와 결부되어 있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면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영화의 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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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사 에이전트의 지식 분석

그레이서는 서사에서 두 종류의 에이전트를 구분한다.22 하나는 스토리 
세계에 살고 있는 캐릭터 에이전트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화용론적(pragmatic) 에이전트이다. 서사 의미 생성의 동태적 과
정에서 특히 중요한 에이전트는 사건에 참여하는 주요 캐릭터와 화용론적 
에이전트 중 수용자인데,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들 각각의 지식 
상태의 변화와 차이는 서사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필자는 서사 에이전트의 지식 구조와 상태, 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모델
을 설계하였다.23 이 모델에서 에이전트는 그들의 타임라인과 관점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건에 포함된 정보를 축적한다. 그리고 그 
시점까지 축적된 정보에 기반해서 스토리 세계에 설정된 특정 지식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를 에이전트의 지식 상태라고 하며, 조건부 확률 추론 모델
을 적용하여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량화하였다. 이 값은 앎 또는 믿음의 
정도(degree of belief)로서, –1은 ‘확실히 아니다’, 1은 ‘확실히 그렇다’, 
중간값은 의심스러운 상태, 0은 근거 정보들이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거나,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에이전트의 지식 상태는 
사건이 전개되면서 계속 변하게 되며 그 변화의 궤적을 지식 흐름이라고 하
였다. 이 모델에서는 세 종류의 지식 흐름을 구분하였는데, 수용자의 지식 
흐름, 캐릭터의 지식 흐름, 그리고 수용자가 판단한 캐릭터의 지식 흐름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식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사에서 각각의 에이전
트는 다른 사건을 다른 순서로 경험하며,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각기 
다른 정도로 정보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림 8은 이 모델을 적용하여 영화 

22 Graesser, Arthur C., and Katja Wiemer-Hastings. "Situation models and 
concepts in story comprehension." Narrative comprehension, causality, and 
coherence. Routledge, 1999. 83-98.

23 Kwon, Hochang, et al. "A knowledge distribution model to support an author 
in narrative cre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Interface and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Springer, Cha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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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 Vertigo> (앨프레드 히치콕, 1958)에서 에이전트의 지식 흐름을 분
석한 것이다. 

| 그림 8 | <현기증> 서사 에이전트의 지식 흐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용자의 지식 흐름(a)과 수용자가 판단한 
캐릭터의 지식 흐름(d, e, f)이 사건 번호 14와 15지점에서 급격하게 변한
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쥬디와 개빈의 음모가 드러나는 플래시백 사건으
로, 이를 경험하면서 수용자가 영화의 비밀을 알게 됨을 의미한다. 원래 
음모에 참여했던 쥬디의 지식 흐름(c)은 해당 지점에서 변화가 없지만, 
쥬디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f)은 급격히 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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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차이 설명 에이전트 지식 흐름의 패턴
정서적 
반응

수용자 > 캐릭터
수용자가 자신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함.

수용자 지식 흐름은 1이나 –1로 
유지. 수용자가 판단한 캐릭터의 
지식 흐름은 이와 반대 방향이나 

0에서 유지됨.

서스펜스

수용자 = 캐릭터

수용자가 불확실한 
정보를 캐릭터와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수용자의 지식 흐름과 수용자가 
판단한 캐릭터의 지식 흐름이 

비슷하게 변화함.

호기심 
(혹은 

미스터리)

수용자 < 캐릭터

수용자가 캐릭터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을 알게 됨.

캐릭터 지식 흐름은 1이나 –1로 
유지. 수용자의 지식 흐름은 이와 
반대 방향이나 0에서 유지됨. 

놀라움

※ 수용자가 알게 되는 순간 수용자 지식 흐름이
급격히 변하고 캐릭터의 지식 흐름과 일치됨.

영화의 주인공인 스카티의 지식 흐름(b)은 해당 지점에서 변화가 없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에이전트의 지식 흐름은 그 자체로도 서사의 분석과 창작에 활용
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한 더 풍부한 서사 분석도 가능하다. 먼저 에이전
트의 지식과 관련된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을 포착해볼 수 있다.24 브레니
건은 영화에서 서술 방식에 따라 캐릭터와 수용자 간의 지식 차이가 발생
하고, 이것이 서스펜스, 호기심, 놀라움 같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25 이 이론을 지식 흐름 분석과 대응해보면 표 2와 같
다. 이러한 규칙을 활용하여 서사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의 종류 및 
구간, 이 구간에서 초점화된 지식과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다. 

| 표 2 | 에이전트 지식 흐름의 패턴과 정서적 반응

24 Kwon, Hochang, and Hyuk Tae Kwon. "A Computational Model to Detect 
Affective Response Based on Narrative Agent's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6.3 (2020): 51-65.

25 Branigan, Edward. Narrative comprehension and film. Routledg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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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흐름을 바탕으로 서사의 정보 복잡도를 평가해볼 수도 있다.26 정보
이론에서 엔트로피는 어떤 확률 분포에 담긴 불확실성의 정도 또는 평균 정
보량이다. 필자는 연구에서 수용자의 지식 흐름과 수용자가 판단한 캐릭터의 
지식 흐름을 기반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이를 서사 복잡도의 척도로 삼
았다. 정보처리 관점에서 서사 이해는 작가가 사건을 통해 분배한 정보를 
수용자가 모두 정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고, 이는 수용자의 지식 흐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처리 정보량’을 계산하였는데, 하나는 
수용자 본인이 서사 내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량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자가 다른 캐릭터의 지식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량
이다. 이와는 성격이 다른 ‘요구 정보량’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내러티브 
내 지식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량을 의미
한다. 그림 9는 <현기증>의 정보 엔트로피 기반 복잡도를 분석한 것이다. 

| 그림 9 | <현기증> 정보 엔트로피 기반 복잡도

26 Kwon, Hochang, Hyuk Tae Kwon, and Wan C. Yoon. "An 
information-theoretic evaluation of narrative complexity for interactive writing 
support."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53 (2016): 2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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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왼쪽(a)은 원래 작품의 복잡도이고, 오른쪽(b)은 사건을 선
형적으로 재배치27하여 복잡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건 번호 14와 15지점에서 처리 정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동시에 요구 정보량이 거의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수용자가 이 
시점에 서사에 제시된 지식을 완전히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b)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을 선형적으로 재배치하게 되면 요구 정보량이 
처음부터 거의 0으로 떨어져 계속 유지된다. 그럼에도 처리 정보량은 점
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수용자와 스카티의 지식 차이 때문이다. 즉, 
서사의 비밀을 알게 된 수용자와 달리 스카티는 여전히 불확실한 단서를 
바탕으로 오해와 혼동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수용자가 스카티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의 현재 지식 상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 차이
는 앞서 설명했던 정서적 반응 중에서 서스펜스 상황의 조건과 일치한다. 

3. 나가며

심광현은 역사지리-인지생태학적 영화철학을 주장하며, 영화 스토리텔
링의 평가 기준을 네 가지–미적 평가, 윤리적 평가, 정치적 평가, 인지적 
평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분석하여 각각이 관객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교정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영화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앞서 소개한 전산
적인 서사 분석 방법은 이 네 가지 항목 가운데 미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의 일부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까지 확장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 활발히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서사
와 수용자의 관계를 뇌-신체 반응 수준으로 연구하는 뉴로 시네마 연구

27 쥬디의 플래시백으로 제시되는 사건 두 개(사건 번호 14와 15)를 스토리 시간 순서대로 재
배치하여 시간교란(anachrony)이 없는 선형 플롯을 만들었다. 

28 심광현, 『대중의 철학이 된 영화』, 희망읽기, 2021,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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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cinematics)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뉴로시네마 연구는 영화를 보
는 관객의 표정, 동공 반응, 체온, 자세, 뇌파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영화와 관객의 관계 혹은 관객 자체를 투명하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상업적 기획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29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도 서사와 전산학의 관계를 보다 내밀하게 바꾸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이 전산적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했지만, 전산학에서도 서사는 중요한 주제였다. 특히 인공지능은 초
창기부터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담화 양식인 서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생성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후 부침을 겪다
가 90년대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지능형 에이전트 설계가 중요해지면서 
서사는 전산학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30 인간과 컴퓨터 간의 원활
한 상호작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사에 대한 관심은 3차 
인공지능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종의 사회적 
에이전트로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서사는 가장 중요한 
학습 데이터이다. 이 분야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서사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사건들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를 전체적인 상황 모델로 
구성할 수 있는 전산적/인공적 서사 지능(Computational/Artificial 
Narrative Intelligence)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에게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문화화된(enculturated) 인공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사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31 

전통적으로 서사의 창작이나 비평을 담당해왔던 인문학에서는 이런 뉴

29 Grall, Clare, and Ralf Schmälzle. "Neurocinematic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Psychology (2020): 1-9.

30 Davis, Marc, and Michael Travers. "A brief overview of the narrative 
intelligence reading group." Advances in Consciousness Research 46 (2002): 
27-40.

31 Riedl, Mark O.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Human Behavior and Emerging Technologies 1.1 (2019): 33-36.



164 일반논문

로시네마나 전산적 서사 지능 연구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담론이 
많은 것 같다. 서사의 분석과 창작을 컴퓨터가 대체하게 되면 인간 작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문화 산업이 재편되며,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춤 제작된 상업적
인 콘텐츠 조각들이 대량 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는 수용자의 인지나 감정에 대한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경
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전망은 과장되어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현재의 기술적 수준이 인간의 서사 지능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
이다.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생성하는 서사는 전역적인 개연
성과 일관성, 갈등과 해결의 리듬, 캐릭터 아크, 다중 플롯 구성 등에서 
한계가 많고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만약 
컴퓨터가 인간 수준의 서사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차이를 만들어 이해하는 의미 활동(acts of meaning)32은 결국 인간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전산적 서사 연구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려스러운 것은 강인공지능의 
등장과 관련한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아니라 기술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편
향된 현재이다.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디지털 인문학, 데이터 기
반 연구 등의 이름으로 전산적 방법론은 서사 연구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과학 전반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전통적인 인문학의 방법이었던 구상·
직관·통찰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에 자리를 
내주고 비루해지고 있다.33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산적 연구 방법을 
버리고 전통적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지금의 흐름
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식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전통
적 인문학과 전산적 방법의 비환원적 통섭(consilience)과 이를 가능하게 
할 인간과 컴퓨터 간 협업 모델의 설계가 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고 본
다. 서사의 창작과 분석에 있어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창작을 하며 가치 

32 Bruner, Jerome. Acts of mea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33 이광석 등, 『현대 기술 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그린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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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내리고 컴퓨터가 비평적 수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인 협업 모델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컴퓨터가 인과성과 합리성에 근거해
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약을 가하면, 인간은 이 질문의 의미를 곱씹
으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적으로 창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며, 정치적으
로 진보적이고, 인지적으로 정교한 서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벤야민은 <생산자로서의 작가>라는 논문에서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생
산관계 속에서 예술적 생산수단의 ‘기능전환’(Umfunktionierung)을 통
해 전문화에 따른 구별을 분쇄하고 작가와 독자 간의 협력을 만들어 각자
가 자신의 일로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34 오늘날에도 모두가 체계적으로 서사를 분석하고 ‘좋은’ 서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전산적 기술의 기능전환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리고 이 작업에는 예술적·정치적 상상력과 함께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수
적이다. 진보적 상상이 없는 기술은 맹목적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 없는 
진보적 상상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이런 작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34 발터 벤야민, 「생산자로서의 작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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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text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processing

- focusing on four computational methodologies

Hochang Kwon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Lecturer
1

Analysis of narrative texts has been regarded a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and has been mad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this paper, the computational narrative analysis 
method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processing was 
exam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creation and acceptance of narrative is a bidirectional coding 
process mediated by narrative text, and narrative text can be said 
to be a multi-layered structured code. In this paper, four 
methodologies that share this point of view - character network 
analysis, text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continuity analysis of 
event composition, and knowledge analysis of narrative agents - 
were examined together with cases. Through this, the mechanism 
and possibility of computational methodology in narrative analysis 
were confirmed.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and side effects of 
computational narrative analysis were examined, and the necessity 
of designing a human-computer collaboration model based on the 
consilience of the humanities and science/technology was 
discussed. Based on this model, it was argued that aesthetically 
creative, ethically good, politically progressive, and cognitively 
sophisticated narratives could be made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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