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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소설, 온라인 게임과 같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의 경우, 제품 속성을 기반으로 콘텐츠

의 시장 성과 즉, 고객들이 제품에 해 느끼는 제품 가치를 분석하거나 매출을 측하기 한 연구는 극

히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기존 제품 가치 모형을 용하기 어렵게 하는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두 가

지 특성, 즉 제품 가치 경험치가 경험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며(제품 가치 변동성), 제품 핵심 속성인 

스토리를 정량 으로 표 하기 어렵다 (제품 속성의 정성  특성)는 특성을 고려하여, 스토리 정보(story 

information)를 이용한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시장 성과 연구 모형을 2단계 모형으로 개발하 다. 스토리 

특성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주 효과를 모형 1(수  1)로 다루고, 더 나아가 제작 인력의 역량과 객의 

화 람 후 최종 가치 인지 효과가 시장 성과에 미치는 향을 화 스토리와의 상호작용 효과로 모형 2

(수  2)로 고려한 2단계 로그 선형 회귀모형을 개발, 제시하 다. 실증 분석을 해 화 스토리(시나리

오)가 제작된 시 에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개 된 화  총 68편의 화 스토리(시나리

오)에 해 각 화 별로 20  남녀 일반인 20명에서 30명이 각 시나리오 장면(scene) 별로 극  재미 수

을 5  척도로 평가한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화의 투자와 제작 여부를 결정하기 한 시장 성과 실증 

분석을 하 다. 

본 연구는 첫째,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경우, 소비 경험이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해당 스토리

의 제품 가치는 스토리의 어떤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를 알아 보았고, 둘째, 시장 성과에 향을 미치는 

스토리 특성 변수를 개발하고, 이 스토리 특성을 이용하여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시장 성과를 분석, 측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 다. 셋째, 실증 분석을 통하여 표 인 스토리 기반 콘텐츠인 화 시나리오

의 제품 가치와 매출을 평가 측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장성 제고 에서 바람직한 스토리의 구조

 특징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가 학문 으로 기여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토리를 제품 가치 에서 연구

한 최 의 연구이며, 둘째, 스토리 특성을 계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 ( 를 들면, 극  환 

기울기와 극  리듬 등)을 개발하여, 스토리 특성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향을 계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셋째, 스토리 특성을 이용하여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시장 성과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

로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요한 가치는, 화 뿐만이 아니라 음악, 놀이공원, 온라인 게

임 등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시간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수 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

은 데, 소비 경험 후 소비자가 평가, 인지하는 총체  제품 가치 형성에 소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품 가

치 변동이 어떻게 반 되는 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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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vie studios/productions in Korea have to choose among thousands of scenarios to invest or product 

new movie in the scenario stage. We propose, to our best knowledge, the first model to help 

studios/productions evaluate scenarios for forecasting the market performances of the movie based on 

the scenario. The objective of our study is to provide a marketability forecasting model for story-based 

culture content. 

The production process of a movie can be described with the following 3 phases. The first phase is 

to develop a story(scenario), the second phase is to visualize the story(film production), and the last 

phase is to market this movie to movie goers. At each phases of the production process, a movie 

studio is faced with the following three key important decisions: Firstly, the studio should decide 

whether to invest(make) the movie or not.(a Go/No Go decision). If they decide to make a movie 

based on the story, the second decision is to hire/select human resources for visualizing the 

story(movie making) the production of this movie such as a director, actors/actresses(human resources 

decision). Given the human resources, they estimate the associated costs such as movie manufacturing 

costs and marketing expenses and, finally, decide the level of investment(investment decision). 

Basically, the value of a movie is determined by two factors:(1) how good the story of the movie 

is(the value of the movie scenario) and(2) how well people involved in the movie production make 

the movie(the capability of human resources). 

Therefore, we develop a two-level hierarchical Bayesian log-linear model framework to predict the 

market value of a story and the associated movie, and to understand the contributions of the two 

major factors to the market performances of the movie by modeling the value of a movie according 

to the 3 phases of movie production.

First, we classify story characteristics into two categories: scene-based story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based story characteristics. Based on that, we develop four major predictors for story 

characteristics as product attributes, which can measure effect, recency effect, dramatic rhythm effect, 

and dramatic slope effect. Second, we propose a bi-variate log-linear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contributions of those story characteristics on the marketability of story-based content. Our two-level 

model considers the influences of story characteristics on product values and sales with level 1 model 

and also considers the effects of the capabilities of directors, actors & actresses, and movie studios as 

an interaction effects via level 2 models.

We use three major datasets:(1) 20 to 30 movie viewers’ ratings on each scene of 68 movie 

scenarios before viewing the movie, obtained for five years,(2) 2 different types of market 

performance data(movie viewers’ overall evaluations on movies and the number of viewers in the 

market), and(3) the capabilities of movie directors, of actor and actress, and of movie studios. First, 

consumers’scene-by-scene rating data were collected by the biggest movie studio, CJ Entertainment, in 

Korea. Themovie studio randomly selected and asked them to evaluate 68 movie scenarios that the 

movie studio had invested and produced from 2004 to 2008, by questioning how much each scene is 

favorable on a scale from 1 to 5 right after reading the each scene from movie go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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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obtained from this survey were used for the movie studio to decide whether to invest money 

to make a movie with this scenario in a real situation. 

Secondly, we used the competitiveness(? pervious performances) of actors/actresses, directors, and 

movie studios, measured by their previous market performances such as their award records and the 

viewership of movies they were involved in as product attributes. Thes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Film Council(www.kofic.or.kr) and Korean Movie Database(www.kmdb.or.kr). 

Lastly, we used consumers’overall ratings for their satisfaction level and viewership for box office 

performance(of Metropolitan Seoul and rural area). Consumers’ ratings are 10 point-scaled posted in 

No. 1 portal site, Naver Movie(movie.naver.com) and No. 1 movie review site, Maxmovie 

(www.maxmovie.co.kr). Also, movie viewrships was obtained from Korean Film Council 

(www.kofic.or.kr) and Korean Movie Database(www.kmdb.or.kr).

We employ standard hierarchical Bayesian approach to the model estimation.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y applying our model to the dataset via MCMC simulation. The posterior 

distribution, which has to be drawn up using a configured prior distribution, is difficult to derive 

through mathematical calculation. Therefore, this paper employs the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using the Gibbs Sampler(Gelfand and Smith, 1990) to estimate the model 

parameters(Allenby, Arora, and Ginter, 1995; Cattin, Gelfand, and Danes, 1983). 

We have found some important empirical results for movie studios/investors who seek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evaluating movie scenarios for movie production decis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4 major story characteristics play important roles for the market values of story-based 

content. 

Our study makes four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on product utility 

studies, story-based culture content development, and movie demand forecasting studies. First, our 

study develops the first marketability forecasting model for story-based content, which has never been 

studied in the marketing literature. Second, we introduced and developed the important story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major ingredients for story values. These variables can be used for 

studies on any type of story-based content from marketers’ perspectives. Third, we provide some 

empirical information on a new question critical for the study of story-based products: how a 

consumer evaluates story-based content of which values vary over consumption periods. Finally, our 

study provides a method for movie studios/investors who seek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evaluating 

movie scenarios for movie production decision.

 

Key words: Story-based Content, Movie Scenario, Sales Forecasting, Story Characteristics, 

Peak effects, Recency Effect, Dramatic Slope, Dramatic Rhythm, Bivariate 

log-linear model, Bayesian Model, MCMC(Monte Carlo Markov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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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  반 화와 드라마의 한류바람이 시작된 

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보이

며 부신 발 을 해오고 있다. 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로서 화는 2000년  이후 더욱 발 을 

거듭하여 이제는 아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이장우, 이강복 2007), 온라인 게임 산업 역

시 동 시 에 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에 성공

으로 진출하여 이제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한국게임

산업 개발원 2004， 정 　2007). 한국 음악 산업 역

시 연  기획사의 체계 인 리 역량에 힘입어 최근

에는　 화 보다 더 동남아 시장에서 선호하는 한국

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KOTRA　

2005).

하지만, 문화 콘텐츠에 한 높은 심에도 불구하

고, 아직 문화 콘텐츠의 속성이 해당 제품(문화 콘텐

츠)의 시장 성과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지를 이

해하고, 측하려는 연구는 그 동안 상 으로 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로써, 신제품 가치 분석과 측에 

그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이나 소비자 선택 모형(choice model)과 같은 

표  제품 가치 분석 모형들을 이용하여 화, 소

설, 온라인 게임과 같은 콘텐츠의 시장 가치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별로 없다. 

그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요해지고 이에 

해 학계가 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품 속성을 기반

으로한 문화 콘텐츠의 시장 성과 련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요한 원인은 

화, 소설, 온라인 게임과 같은 부분의 콘텐츠들이 

주로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품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데, 스토리는 부분 정성 인 정보들로 구성되기에 

스토리 기반 콘텐츠을 한 계량 모형에서는 제품 속

성을 고려하여 분석 하기가 어렵다(Austin 1983, 

Mukherjee and Kadiyali 2007). 그 기 때문에, 기존 

화 수요 측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의 스토리 기

반 콘텐츠를 한 계량 모형 연구들은 해당 제품의 

스토리 련 속성 변수로 장르 만을 이용해 왔다

(Ying, Feinberg, and Wedel 2006, Eliashberg, and 

Elberse 2003, Eliashberg, Jonker, Sawhney, and Wierenga 

2000, Ansari, Essegaier, and Kohli 2000). 같은 쟝르 안

에도 수 많은 화들이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기존 연구 방식이 스토리 특성

(제품 속성)이 제품 가치와 매출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하는 데 매우 큰 한계가 있다는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속 변수 에서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제품 가

치 분석을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제품 

가치 연구 모형들에서는 모두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해 느끼는 가치는 고정된 하나의 값이라고 가정하

고 있으나,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제품 가치는 소비자

가 해당 상품을 소비/경험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화나 연극의 경우를 보

아도,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람하는 고객이 

느끼는 제품의 가치는 람 시간 내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게 되는데, 소비 과정에서 변동하는 제품 가치

에 한  정보는 스토리의 구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소설, 음악, 더 

나아가면 놀이공원 역시 소비/경험 과정에서 제품 가

치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변동 패턴은 상 제품

의 총체  평가와 매출에 어떤 형태로건 연결이 될 

것이다. 

소비 경험이 발생하는 동안 해당 제품의 가치가 변

동하는 경우, 과연 고객이 해당 제품을 소비/경험하고 

나서 제품의 최종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 이를 고려한 제품 수요 측은 어떻게 해

야 하는가? 제품 가치 분석의 요한 목   하나는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을 개선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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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가치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주제는 매우 요한 주제이

나 여태껏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이  없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단된다. 본 연구가 기존 연

구 비 갖는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은 기존 화 

측 련 연구들은 부분 제품( 화)이 완성된 시

에서 는 화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시 에서의 매

출 측(Austin 1989, De Vany and Walls 1999, Ravid 

1999,  Litman and Kohl 1989, Eliashberg 2002, Shugan 

1998)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제품( 화)이 완성

(제작)되기 이  화 스토리(시나리오)만이 완성된 시

에서 화 스토리의 시장 성과를 분석, 측하는 모

형을 제시 하려고 한다. 본 연구가 화 시나리오가 

작성된 시 에서 오직 시나리오 정보만을 기반으로 

신제품의 시장 성과 평가를 분석, 측하려는 이유는, 

실제 스토리 기반 콘텐츠 산업에서 제품 가치 평가와 

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 은 화가 출시 되기 

직 이나 출시 후가 아니라, 스토리만이 완성된 시

이기 때문이다. 화 산업의 투자 방식과 고정 비용의 

발생 시 을 이해하면 그 이유가 분명해 진다. 화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가변 비용(variable cost)은 매

우 게 발생하는 반면,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제작비

용과 마  비용이 비용의 부분을 차지한다. 헌데, 

마  비용이 시장 출시 이후 주로 발생하는 타 산

업과 달리 화 산업에서는 린트 상비, 고비등

과 같은 마  비용이 부분 제품이 개발 완료 되

기 이 에 선공지 활동(preannouncement)으로 지출되고 

있다. 즉, 제작 비용과 마  비용 모두 제작이 완료

되는 시 에는 이미 부분 지출되는 타 산업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특이한 마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에, 시나리오 개발 비용은 체 제작 비용에서 상

으로 작은 비 을 차지하며, 많은 경우, 화 시

나리오를 공개 유통시키는 화 시나리오 마켓

(http://www.scenariomarket.or.kr)등을 이용하거나 시나리

오 개발자로부터 제안 받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

를 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결정 시 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해

당 시나리오에 한 화 제작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는 화가 개 되기  즉, 수익이 발생하기 에 거

의 부분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에 제품이 완성된 

후 시장성 평가는 상 으로 그 요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화 제작사들이 신제품의 시장 

성과 평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 은 화가 제작된 

시  이후가 아니라 화 스토리(시나리오)가 완성된 

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콘텐츠 상품의 시

장성 평가 방법에 한 기존 연구들은 제품 완성 후

( 화 개  후 시 에 사용할 수 있는 수요 측 모

형에 한 연구에만 집 되었다(Eliashberg 1994, 

Eliashberg et. al. 2000). 때문에 본 연구는 스토리가 완

성된 시 에서 화 시나리오를 상으로 해당 스토

리가 어느 정도 고객에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제품 가

치), 그리고 흥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지(매출)를 

분석, 측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목 은 크게 3가지로 다음

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스

토리 기반 콘텐츠의 경우, 소비 경험이 발생하는 시간

에 따라 변동하는 해당 스토리의 제품 가치는 스토리

의 어떤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를 알아 보고, 둘째, 

제품의 시장 성과에 향을 미치는 스토리 특성 변수

를 개발하고, 이 스토리 특성을 이용하여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시장 성과를 분석, 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실증 분석을 통하여 표 인 

스토리 기반 콘텐츠인 화 시나리오의 제품 가치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장성 제고 에서 

바람직한 스토리의 구조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

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

구가 시작된 배경과 함께 연구의 목 에 해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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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 2장에서는 련 기존 연구들에 한 이론

 고찰을 하고, 제 3장에서는 연구 모형의 제시, 연

구 방법  측정에 해 기술하 다. 제 4장에서는 모

형을 실제 자료에 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 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 으며 제 5장에서는 결

론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시사 과 의

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Ⅱ. 이론적 배경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제품 가치

가 변동 시 해당 제품의 최종 가치에 해 경험자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에 한 기존 연구 결

과를 살펴보고, 경험자의 최종 평가에 주요한 향을 

미친 요소들을 본 연구의 설명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1. 스토리 특성이 콘텐츠에 대한 최종 평가에 미

치는 영향 연구

마  련 기존 수요 측 연구들은 제품의 가치를 

하나의 확정  수치로 표 하고 이 제품의 가치가 시

간의 흐름에 계 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해 왔다. 본 연구 주제와 련 연구가 마 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타 분야에서 이와 련된 연구

를 살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정 상( 화, 음악, 는 질병)에 해 인간이 느끼

는 경험치(가치, 만족감이나 고통)는 시간에 따라 변

하는데, 경험치의 변동 정보  최종 평가에 가장 

향을 미치는 특성에 해 기존 연구들은 크게 4가지

를 언 하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정  효과(peak effect)로 사람이 특

정 상에 한 경험을 일정 기간 동안 할 경우, 경험

을 하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이 체 평가에 큰 향을 미치는 상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성은 최근 효과(recency effect)로, 가장 최근

에 경험한 것일수록 기억하기 쉽기에 최종 평가에 더 

큰 향을 다는 것이다(Fredtickson and Kahneman 

1993, Hogarth and Einhorn 1992). Fredrickson과 

Kahnemann(1993)은 오스러운 화와 즐거운 화를 

보여주고 이들에 한 평가를 조사해본 결과, 정 -마

무리 규칙(peak-end Rule)을 발견하 다. 즉, 사람들은 

화를 보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무시하며, 최 값

(peak)과 가장 마지막에 본 장면(end)에 한 인상이 

체 평가에 반 된다고 설명하 다. Redelmeier와 

Kahnemann(1996)는 결장(colonoscopy) 환자들을 상으

로 한 실험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한 수 에

서도 정 -마무리 규칙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 음

악도 시간에 따른 경험을 통해 평가가 되는 콘텐츠 

상품으로 평균 으로 음악이 끝나기  마지막 40

가 해당 음악에 한 기억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 다(Rozin 2004). 세 번째 특성은, 기울기 

효과(slope effect: Hsee와 Abelson 1991)로 제품 가치의 

경험치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의미하는 기울기

(slope)가 양의 방향이거나 기울기가 격할수록 체 

평가에 더 큰 향력이 있다고 하 다. 네번째 특성

은, 정서의 다양성 효과(affect variance)로 사람들은 시

간에 따라 상한 경험과 상하지 못한 경험들이 다

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선호하며,  극의 개 장면들

(sequences) 안에서 다양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Loewenstein and Prelec 1993). 정서의 다양성 효과도 

체 평가를 한  하나의 요한 속성이나, 아직까

지 체 평가와 정서의 다양성 효과의 계에 한 

검증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Cojuharenc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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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수요 예측 관련 기존 연구

1980년 부터 화 련 연구들이 활성화 되기 시작

하 는데, 기 연구들은 부분 제품 속성이 흥행에 

미치는 향을 다루었다. 즉, 배우(Austin 1989, De 

Vany and Walls 1999, Ravid 1999), 감독(Litman and 

Kohl 1989, Eliashberg 2002, Shugan 1998), 장르(Litman 

1983, Austin 1984), 스토리의 친숙성(Henning-Thurau, 

Walsh and Wruck 2001, Simonet 1987) 등이 흥행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 로 들

어오면서 연구의 범 가 마  활동이 화 흥행에 

미치는 향으로 확 되었다. 구체 으로는, 고비

(Prag and Casavant 1994)와 스크린 수(Sochay 1994, De 

Vany and walls 1999), 개  시기(Krider and Weinberg 

1998, Shugan 1998) 등이 화 흥행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한 이때부터, 통  커뮤니 이션 채 과 조되

는 소비자의 구  활동이 시장 성과에 미치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한민희, 강 모, 김 승 2010). 

화는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회성 제품으로 

객의 평, 즉 고객의 만족도가 화 흥행에 향을 

끼치며 특히 장기 흥행에 요한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고(Henning-Thurau, Houston and Walsh 2006), 비평

가들의 화평 한 화의 흥행을 측하는 데 주요

한 측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박형 , 박찬수 2001, 

Eliashberg and  Shugan 1997). 그 외에 기 박스 오피

스(Henning-Thurau, Houston and Walsh 2006)가 체 

박스오피스(box-office)에 미치는 향 등 화 출시 후 

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흥행 측 모형(Eliashberg, 

1994, Eliashberg, 1996,  Eliashberg and shugan, 1997, 

Eliashberg 2000)들이 개발되어졌다. 최근에는 특정 

화의 속성을 기반으로 측하기 보다 다양한 화들

의 경쟁 계에서 특정 화의 흥행을 측하는 연구

도 나타나고 있다(Ainslie, Dreze and Zufryden 2007). 

이 듯 화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들이 부분, 완성된 제품에 한 

수요 측 방법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 정작 시장성 

평가가 가장 필요한 시 , 즉, 시나리오를 근거로 제

작, 투자 결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 에는 활용하기 어

렵다. 다행히도, 최근에 Eliashberg, Hui and Zhang 

(2007)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화 투자  제작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성을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실제 

시나리오가 아니라 화 개요로 실제 시나리오와는 

차이가 있었다. 화 개요는 실제 화의 스토리에 

한 객  자료가 아니라 온라인(www.moviespoiler.com) 

사이트에 객들이 주 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한 화 수요 측 모형으로 활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Ⅲ. 연구 모형

1. 개념적 모형(Conceptual Underpinning)

우선 표  스토리 기반 콘텐츠인 화의 가치가 제

작 과정에서 크게 2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됨을 설명

하고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느끼는 는 평가하는 화의 가치는 

1차 으로 해당 콘텐츠의 스토리 즉, 내용에 의해 결

정된다. 화의 스토리가 시나리오를 통해 결정되면 2

단계로서 시나리오를 실제 제품으로 완성하는 과정 

즉, 화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화의 시장 가치는 

제작 인력의 역량에 의해 다시 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이 2가지 요소가 화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향을 제작 단계별로 고려하기 하여 2단계 로그 

선형 회귀모형(two-level log-linear regression mod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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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ene Rating Distribution

개발하 다. 우선, 화의 핵심인 스토리(시나리오) 특

성이 시장 가치 즉, 제품에 한 평가(제품 가치)와 

매출에 미치는 향을 주 효과로 고려하여 모형(수  

1)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제작 인력의 역량과 고객집

단 특성이 시장 성과에 미치는 향을 화 스토리와

의 상호작용 효과(수  2 모형)로 구성하 다. 

스토리 특성을 위한 설명 변수 개발

각기 다른 스토리들을 어떻게 공통된 제품 속성 변수

로 계량화하여 측정할 것인가? 이를 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화 각 장면(scene)별로 소비자들이 느끼

는 극  수 을 스토리 개 순서에 따라 각각 평가

하 고, 이 평가치 분포 자료로부터 스토리 구조 정보

를 특성 변수로 추출하여 설명 변수로 이용하고자 한

다. 

화 투자 제작사들의 일반  제작 투자 결정 방식

은 특정 화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문 시나리오 작

가나 투자 담당자가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화에 

한 체 인 평가를 하고, 이 체 인 정성 평가치를 

기반으로 해당 화의 시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Eliashberg, Hui, and Zhang 2007). 이러한 평가 방식를 

고려한다면, 해당 화 시나리오의 장면 평가치의 평

균을 화 시장성 측 모형의 설명 변수로 이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 장면 

별 평가치의 체 평균만으로 시장성 평가를 하는 것

이 치 못함을 지 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

고 있는 화  ‘숙명(A)’과 ‘웰컴투 동막골(B)’의 자

료를 로 설명하고자 한다.

화 ‘숙명’은 시나리오 장면 별 극  수  평가치 

평균이 2.95로 화 시작 반부터 후반까지 다른 

화들의 평균치 2.44를 거의 모든 장면에서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다. 하지만 ‘숙명’은 시장

에서 단지 488,221명의 객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객 동원에 크게 실패 하 다. 반면에 ‘웰컴투 동막골’

의 경우 장면 별 평가치 평균은 1.96으로 매우 낮았으

나, 시장에서는 반 로 실제로 800만 객을 동원하여 

크게 성공하 다. 

이러한 상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화의 시장 성과는 스

토리(시나리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화 제

작이 시작되면 제작에 참여한 인력(감독, 배우 등)에 

의해 제품의 수 이 향상되거나 낮아질 수 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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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가능성으로 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제작사가 

어떻게 제작을 지원, 리하는가도 제품의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시장 성과  객수 동원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시장 리 능력이 역시 향을 미

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하

기 하여 연구 모형을 2 수 의 계  구조

(two-level hierarchical structure)로 구성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성을 수  2 모형에서 고려하 다. 

하지만, 앞서 시한 두 화의 경우는 첫 번째 가

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시장 성과가 조하 던 화 ‘숙명’은 시장을 가

장 선도하는 형 제작 투자사가 제작사로 참여하여 

높은 제작비를 투여한 경우이고, 더구나 흥행성이 매

우 높은 남자 배우 2명을 동시에 기용하여 유명해진 

화이다. 이들 인력의 과거 인  역량 정보를 모형의 

설명 변수로 고려하여도 ‘숙명’과 ‘웰컴투 동막골’의 

시장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세 번

째 가능성은, 시나리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장면 별 

평가치 단순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번째 가능성을 고려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 스토리에 한 반 인 평가 평균

치 이외에 다른 다양한 스토리 특성 정보들을 개발, 

측정하여 수  1 모형에서 설명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한 스토리 특성을 설명 변수로 고려

하기 해, 화 투자 제작 담당자 2명, 마 과 기

획 문가 2명을 상으로 사  조사인터뷰를 시행하

다. 문가 인터뷰를 통해 화 업계에서 화 시나

리오 개발과 평가 시 요하게 여기는 스토리 특성을 

조사하 고, 련 기존 연구 내용들을 검토하여 다음

과 같이 크게 4가지 스토리 특성 변수를 선정하

다:(1) 정  효과(Peak effect),(2) 최근 효과(Recency 

effect),(3) 극  리듬 효과(Rhythm effect)(4) 극  환 

효과(Slope effect). 이미 2장 기존 문헌 연구 내용 정

리는 이 4가지 특성에 맞추어 설명되었다.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의 변수로 화 스토

리 특징을 측정하고, 스토리 특성 정보를 모형의 설명 

변수로 고려하 다. 첫 번째 유형의 스토리 정보는 시

나리오 장면(scene) 별 극  수  평가치 자체이다. 각 

장면의 평가치를 모두 반 하기 해서는 각 장면 평

가치를 각각 하나의 설명 변수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 각 장

면을 계량 모형의 설명 변수로 사용하기에는 변수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각 화마다 각 장면이 각기 다

른 내용을 의미하기에 장면 별 평가치를 모두 개별 

설명 변수로 고려하는 방법은 합하지 않다. 국내에

서는 기승 결 즉 4막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는 경향

이 강하나, 서구에서는 일반 으로 아리스토텔 스가 

제시한 3막 구조(Three Act Structure:도입부, 개부, 

결말부)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분석하고 있다(Adams, 

Dorai, Venkatesh and Bui 2003). 본 연구는 해외 연구

와의 비교 용이성과 모수 추정치 부담을 이기 해 

각 화 시나리오를 도입부, 개부, 결말부 3막(act)으

로 구분하여 각 막 별로 장면 단  평가치의 특징  

시장 성과에 특히 향을  가능성이 높거나 는 

화 제작사, 시나리오 개발자 입장에서 요하게 여

기는 막 별 장면 평가치 정보를 설명 변수로 추출하

다. 즉, 각 막을 구성하는 장면 들 (1)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장면의 평가치(막 별 최  평가치, 

Maxkj),(2) 장면 단  평가치의 막 별 평균(막 별 평균 

평가치, Meankj), 그리고(3)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장

면의 평가치(막 별 최  평가치, Minkj)를 설명 변수로 

측정하 다. 막 별 평가치 평균은 각 막의 구성 장면 

별 극  재미 수 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한 막 별 

최고 는 최  평가치는 각 막에서 가장 수  높은 

는 가장 수  낮은 장면의 평가치로 객들이 특히 

인상 깊이 느끼는 부분이고 람 후 가장 기억을 용

이하게 하는 부분이므로 이들이 제품의 시장 성과에 



74 마케팅 연구 June 2010

미치는 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 변수  막 별 

최  평가치는 앞서 정리한 스토리 특성 첫 번째 즉, 

정  효과(peak effect)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변수들을 장면 단  속성(Scene-based 

Story Attribute) 변수라고 정의하고, 이 변수들  화

의 시장 가치에 어떤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여 수

요 측 모형의 최종 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스토리 특성인 최근 효과는 별도로 설명 

변수를 고려할 것이 아니며, 기존 변수들  각 막별 

변수  1막 보다는 2막이,  2 막 보다는 3막의 평

가치가 더 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모형 모수 추정

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장면 단  속성 정보만으로는 스토리

(시나리오)의 구조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 변수들은 화 각 장면 간의 계 즉, 

극  환과 같은 스토리 구조 정보를 담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번째 유형의 설명 변수로 각 

장면간의 유기  계 즉, 스토리 구조 특성을 설명 

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장면 간의 평가치 변

화 계를 스토리 구조 속성(Structure-based Story 

Attributes)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시장성 평가의 설명 

변수로 고려하 다. 화의 각 장면 별 평가치를 기반

으로, 장면이 개되는 과정에 극  수 의 변화를 측

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연

구에서 스토리 구조 특징 변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한 

이 없기에, 앞서 설명한 스토리 특성 변수  세 번

째와 네 번째 효과 즉, 극  리듬과 극  환 정보를 

설명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우선, 화 스토리는 

람 시간 동안 객에게 극  재미를 높이거나, 다시 

휴식기(극  재미가 감소)를 갖는 과정을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주기 으로 배합하는 것을 극  리듬(rhythm)

이라고 표 한다. 막 별로 극  리듬을 측정하기 해 

극  수 의 변동 즉, 증가와 감소가 얼마나 빈번히 

발생하는 지를 의미하는 장면 별 평가치 분산(variation)

을 모형의 설명 변수(SDkj)로 사용하 다. 

한, 4번 째 스토리 특성 변수, 극  환(slope 

effect)은 일반 이고 추상 인 개념이기에 본 연구에

서는 극  환 정도를 1막과 2막간 그리고 2막과 3

막간의 평가치 평균 차이를  막의 평가치 평균으로 

나  값을 각각 1-2막간 극  환 수 , 2-3막간 극

 환 수 (Slope kj)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측정

하여 변수로 고려하 다.  

kj

kjjk
kj Mean

MeanMean
Slope

−
= + ,1

극  환 수  변수는 1-2막간과 2-3막간의 극  

수 을 측정하기에 2개의 설명 변수가 존재한다. 화

의 극  재미가 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할 경우, 

각 극  환 수  변수의 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된다

( 정  극  환). 반면, 1-2막간 극  수 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도입부 1막에 비해, 개부인 2막에

서 체 으로 극  수 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2-3막

간 극  수 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개부에 비해 

결말부분의 극  수 이 떨어짐을 의미하게 된다. 

수준 1 모형: 영화 스토리 특성이 해당 영화의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화 j 의 시장 성과 변수, 즉 제품 가치( 객의 화 

평가치) Vjg와 매출( 객 동원 수) Sjg에 앞서 설명된 

스토리 특성이 미치는 향을 설명, 측하기 해 연

구 모형(수  1)을 다음 식(1)과 식(2) 같이 양변량 로

그 선형 회귀식(bivariate log-linear regression)으로 구성

하 다. 

(1) The Effect of Story Characteristics on Produc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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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ffect of Story Characteristics on Movie View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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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g  : g-th consumer group(g=0 Naver user, g=1 MovieMax user)’s 

rating of movie j(10 point scale: online ratings)

Sjg  : g-th consumer group(g=0 Seoul consumer, g=1 Non-seoul 

consumer)’s viewrships for movie jk=the k-th act(k=1, 2, 3)

Maxkj: The highest scene-by-scene rating among scenes in the k-th act 

of movie j

Meankj: The average of scene-by-scene ratings across scenes in the k-th 

act of movie j

Minkj: The lowest scene-by-scene rating among scenes in the k-th act 

of movie j

SDkj: the variance of scene-by-scene ratings in the k-th act of movie 

j(rhythm effect)

Slopekj: the slope effect between the k-th and the k+1-th acts 

1,k j kj
kj

kj

Mean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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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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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치 jV 는 온라인상에서 화 람객들이 

화에 해 평가한 화 평가 수를 사용하 다. 화 

평 은 네이버 화와 맥스무비를 통해 조사하 기에 

소비자 평가 집단에 따라 반응이 다른 을 각기 다

른 모형 모수로 고려하 다. 앞서 설명한 바 처럼 스

토리 특성 변수는 크게 장면 단  특성 변수와 스토

리 구조 특성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장면 단  속성 

변수인 Maxkj, Meankj, Minkj은 각각 화 j의 k번째 막

의 장면 단  평가치  최 값, 평균, 그리고 최소값

을 의미한다. 스토리 구조 속성 변수인 SDkj은 화 j

의 k번째 막을 구성하는 장면 단  평가치들의 표

편차이며, Slopkj은 화 j의 k번째 막을 구성하는 장면 

단  평가치  최 치와 k+1번째 막의 장면 단  평

가치  최 치의 차이를 k번째 막 최소치로 나  값 

즉, 극  환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성과 변수인 매출(흥행성 )과 제품 가치(고객 평

가 평 )간에는 상 계가 높을 것으로 상되므로 

이 계를 고려하여 모수 추정의 정확도와 측력을 

높이고자 한다. 즉, 두 모형의 잔차항 jgε 과 jgζ 은 평

균이 각각 0이며, 분산 σ과 σ’, 그리고 상 계수 ρ로 

구성된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

로 구성하 다.

[ jgε , jgζ ]~BVN(0,0, ρσσ ζε ,, jgjg )

시장 성과 변수로서 소비자들이 평가한 제품 가치

와 매출을 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 두 모형간의 상

계를 고려하여 동시 추정(simultaneous estimation)

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품 가치 모형(식 1)은 

시나리오 특성이 어떻게 제품 가치에 어느 정도 향

을 미치는 지를 ‘설명’하기 한 모형(explanatory 

model)이며, 매출 모형 식(2)는 화 투자 제작사들이 

궁극 으로 알고 싶은 것은 흥행성이므로, 특정 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매출을 ‘ 측’하기 한 모형

(prediction model)이다. 이 두 모형간의 상 성을 고려

한 동시 추정(simultaneous estimation) 방식은 두 성과 

변수간의 계만을 악하는 것뿐 만 아니라 자료의 

양이 부족한 상황일 경우 모수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장 이 있다. 단, 본 연구 모형은 제품 가치에 

향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가능한 모두 고려

한 모형이나, 실증 분석 1에서 각 변수들이 성과 변수

에 미치는 요성을 분석한 뒤, 유의한 변수들만을 

측을 한 실증 분석 2에서 최종 모형으로 사용하 다.

제작 효과(조절 효과): 제작 인력의 역량이 시장 성과

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는 시나리오만으로 결정

되는 것은 아니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화

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참여한 인력의 역량 즉, 제작사

나, 출연한 배우의 역량이 화의 최종 가치에 큰 

향을 주게 된다. 제작 인력의 역량이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향은 스토리와 독립 으로 발생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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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많은 경우, 스토리에 따라 제작 인력의 역량이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향력은 크게 증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화가 제작되는 과정

에서 제품 가치가 변동하는 효과를 제품 가치가 결정

되는 방식 그 로 반 하고자 수  2 모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 다. 

(3) .43322110 kgjjjjkg VDZZZ εηηηηηβ +++++= . 

   .43322110 kgjjjjkg SDZZZ ζλλλλλα +++++= .

   ).,0(~),,0(~ αβ ζε ΣΣ NandN kgkg

Z1j = 1 if the director of movie j has directed at least one successful 

movie, otherwise Z1j = 0

Z2j : = 1 if the actor or actress has been stared in at least one 

successful movie, otherwise Z2j = 0

Z3j : = 1 if the movie studio has produced at least one successful 

movie, otherwise Z2j = 0

VDj=1 if consumers are Maxmovie users, VDj=0 if consumers are 

Naver users. 

SDj =1 if consumers live in Seoul, SDj =0 if consumers live out of 

Seoul. 

감독과 배우, 제작사 등의 인  요소에 한 구분은 

역량이 있는 경우를 1, 아닌 경우를 0으로 더미

(dummy) 처리하 으며 그 구분은 임성 과 김주수

(2005) 연구를 따라 제작자는 화 제작 횟수와 흥행 

작품 수를 구분하여 년도 별 한국 화 Top 10에 드는 

작품을 제작한 경험이 있거나 작품 경험이 3편 이상

인 경우로 화 산업 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일

반  기 을 용한 것이다. 감독과 배우는 국내외 

화제의 수상 경험과 화 참여 경력, 흥행작품 수를 

고려하여 분류하 다. 즉,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화

제에서 남녀주연상 수상경험이 있거나, 년도 별 한국

화 Top 10에 드는 화에 참여했거나, 장편 화를 

2편이상 참여한 이 있는 감독과 배우를 역량 있는 

인력으로 분류하 으며 이 기  역시 일반 으로 

화 업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 을 따른 것이다. 

스토리와 인  역량이 제품 가치에 기여하는 효과

는 각각 독립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 

상호 작용의 형태로 결정된다고 보여진다. 상호 작용

을 계량  모형이 고려하는 방법은 인  역량 변수를 

그냥 수  1의 설명 변수로 추가하는 방법과 계층  

모형으로 수  2의 설명 변수로 고려하는 방법 2가지

가 있을 수 있다. 자의 방법을 쓸 경우, 본 모형의 

경우 교차항이 지나치게 많아져, 수  1의 설명 변수

의 수가 무 많아지고, 추가된 교차항들은 일반 으

로 기존 변수들과 상 성이 높게 나타나는 다  공선

성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모형 추정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스토리 

정보와 인  역량의 상호 역학 계를 통해 형성되는 

제품 가치를 자연스럽게 고려하기 해 1차 -2차 수

의 계층  모형을 사용하 다. 

3.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

본 연구 모형은 계층  모형 는 다수  모형

(multilevel model)의 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

형의 모수를 추정하 다:(1) 1차 수  모형(식(2) 참조)

에서 제품 속성에 한 향을 한 모수( β ,α ),(2) 2

차 수  모형(식(3) 참조)에서 제작 인력의 역량이 미

친 향을 한 모수(η ,λ ), 그리고(3) 2차 수  모형

에서 필요한 잔차항의 공분산 행렬( βΣ , αΣ ).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형은 계층  모형이고 많은 

모수를 고려하고 있기에 베이지안 추정법을 이용하여 

모수 추정을 하 다. 모형 모수에 한 사  정보가 

없으므로, 각 모수의 사  확률 분포(priors)는 사  정

보가 없는 확률 분포를 사용하 다.

),(~ ηημη ΣN , ημ = 10 ×K , ηΣ =10
8

KKI × ,

1−Σβ ~ ),(
00 ββν ΣWish , 0βν =K+2, 0βΣ = 0βν

KKI × ,

λ ~N( λμ , λΣ ), λμ = 10 ×K , λΣ =10
8

K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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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Σα ~ ),(
00 ααν ΣWish , 0αν =K+2, αΣ = 0αν

KKI × ,

tanh
-1
( ρ )~N( ρμ ,

2
ρσ ), ρμ =0, 

2
ρσ =10

8
 .

평균에 해당하는 모수 η 와 λ 의 사  확률 분포는 

각각 정규 분포를 가정하 고, 해당 사  확률 분포의 

평균과 공분산과 련된 사  정보가 없으므로 사  

확률 분포를 0, 그리고 공분산은 108
KKI × 으로 각각 설

정하 다. 공분산 모수인 
1−Σβ 과 

1−Σα 은 가장 일반 으

로 사용되는 공분산 사  확률 분포인 Wishart 분포

( ),(
00 ααν ΣWish )를 설정하 고, Wishart분포의 모수 역

시 사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설

정하 다. 상 계수ρ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므

로, 상 계수를 – 무한 에서 + 무한 까지 어떤 값

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tanh-1( ρ )변환을 한 뒤, 정규

분포를 사  확률로 설정하 다. 상 성 련 사  확

률 분포의 모수는 사  정보가 없으므로 최 한 사  

정보 향을 받지 않는 모수 ρμ =0,
2
ρσ =108를 설정하

다. `

모수 추정은 Gibbs Sampler(Gelfand and Smith 1990)

를 이용한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시뮬

이션 방식을 사용하 으며, 모수 분포 추정은 matlab

을 이용하 다.  

Ⅳ. 실증 분석

1. 자료

실증 분석을 해 사용한 자료는 화 시나리오를 기

반으로 각 장면 별 극  수 에 한 일반 객 평가

치, 화 제작 참여 인력의 역량 수 , 그리고 화 

시장 성과 정보 3가지이다. 첫째, 각 화 시나리오의 

장면 별 극  수 에 한 일반인 평가치는 국내 

표 화 투자 제작사인 ㈜ CJ 엔터테인먼트가 2004년

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투자, 제작한 총 68편의 

화 시나리오에 해 각 화 별로 임의 선정한 20

 남녀 일반인(20명에서 30명)이 해당 시나리오를 읽

고 객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장면

(scene)들에 해 얼마나 좋은 지를 5  척도로 평가

(극  수 )한 것이다. 각 시나리오 평가 작업은 국내 

표 화 실제로 해당 화 제작 투자를 결정하기 

해 실시한 조사이다. 

두 번째 자료인 화 속성 정보로는 배우, 감독, 제

작사의 역량을 이용 하 는데, 이 정보는 화진흥

원회 사이트(www.kofic.or.kr)와 한국 화 데이터 베이

스 사이트(www.kmdb.or.kr)를 통하여 수집하 다. 

마지막으로, 시장 성과 변수로는 고객 만족도와 매

출에 해당하는 객수(서울  지방 객수)를 이용하

다. 시장 성과 변수  고객의 만족도는 국내 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 별 네티즌들의 평

가치를 수집하 다. 이들 평가치는 모두 10  척도로 

일반 포털 사이트  국내 1 인 네이버 화

(movie.naver.com)와 화 문 사이트인 맥스무비

(www.maxmovie.co.kr)를 통해 수집하 다. 시장 성과 

변수  화 객수는 화진흥 원회 사이트

(www.kofic.or.kr)와 한국 화 데이터 베이스 사이트

(www.kmdb.or.kr)를 통하여 수집하 다.

2. 모형 모수 추정

변수간 상  요성을 이해하기 해 추정 에 모

든 설명 변수들을 표 화(standardization) 시킨 뒤 실증 

분석에 이용하 다. 실증 분석은 다음과 같이 2 단계

로 진행되었는데, 우선, 첫 번째 실증분석을 통해, 

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개발한 스토리 특성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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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Variable 

(macro-level)
Variable

Online
Movie Evaluation 

(Std. Dev.)

Viewership 
(Std. Dev.)

Scene-based 
Story Attributes

(SBSA)

Act 1
SBSA

Max 0.115(0.014)* 0.133(0.012)**

Mean 0.064(0.054) 0.115(0.062)

Min -0.126(0.17) 0.073(0.092)

Act 2
SBSA

Max 0.328(0.024) ** 0.375(0.042) *

Mean 0.146(0.021) * 0.213(0.102)

Min -0.117(0.131) -0.121(0.118)

Act 3
SBSA

Max 0.43(0.032) ** 0.516(0.032) **

Mean 0.234(0.116) 0.131(0.116)

Min -0.021(0.032) -0.022(0.032)

Structure-based 
Story Attributes

Story Slope
(SS)

SS between 
Act 1 and Act 2

0.273(0.0228) * 0.317(0.023)**

SS between 
Act 2 and Act 3

0.383(0.0274) ** 0.570(0.042)**

Story Rhythm
(SR)

SR Of Act 1 -0.038(0.052) 0.021(0.048)

SR Of Act 2 0.182(0.021) * 0.312(0.031) *

SR Of Act 3 0.252(0.021) ** 0.428(0.038) **

Intercept -1.871(0.134) ** -2.15(0.652)

Correlation between viewership and evaluation ρ 0.56**(0.043)

 * Bayesian-P value <0.10

** Bayesian-P value < 0.05

<Table 1>

level 1 model: The effect of story characteristics on product values

 어떤 스토리 특성이 제품의 최종 가치와 매출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 분석

으로 제품 가치와 매출에 스토리 특성이 미치는 향

을 설명하고, 향후 측을 한 주요 설명 변수를 선

정하는 것이 주 목 이다. 두 번째 실증 분석은, 첫 

번째 실증 분석을 통해 선정한 스토리 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제품 가치와 매출( 객 동원수)을 동시에 

측하는 모형(simultaneous model)을 수립하고, 이를 매

출 모형을 이용하여 매출 측을 시도하고 그 측력

을 평가 하 다. 

모수 분포 추정은 MCMC simulation(Albert and Chib 

1993)을 이용 하 다. 안정된 모수 추정치를 쓰기 

하여, 기 4,000번의 반복시행에서 얻은 각 모수 추

정값들의 MC error가 표본 표 편차의 5% 미만으로 

나타나 각 모수 값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

의 안정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000번 burn-in 

period후의 10,000번 시행을 통해 구한 모수 값들을 사

용하여 추정하 다.

실증 분석 1에서는 스토리 특성  어느 특성 변수

가 해당 제품 가치에 실질 으로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내고, 최종 측 모형에 사용할 설명 변수를 선정

하 다. 때문에, 실증 분석 1의 경우 자료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토리 특성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우선 장면 별 특성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화 시

나리오 개발 시 산업계에서 요하게 여기고 있는 정

 효과(peak effect)와 최근 효과(recency effect)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막 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장면

의 평가치가 장면 평가치 평균이나 장면 평가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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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비해 확연히 제품 가치에 큰 향을 미치고 있

었다. 즉, 일반 고객이 제품( 화)를 경험( 람) 후 제

품에 한 체 인 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각 막 별로 가장 훌륭한 장면에 주로 기반하여 제품

에 한 체  평가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1막

의 평가치 최 값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향(0.11)에 

비해 2막의 평가치 최 값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향(0.32)은 더욱 크며, 3막의 경우에 더욱 증가(0.43)함

을 알 수 있다. 즉, 화가 진행됨에 따라 뒤로 갈수

록 화 스토리가 화 체 평가에 미치는 향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막에서 2막으로 

환됨에 따라 이 효과는 더욱 커지며, 2막 비 3막의 

경우에는 더욱 커지기는 하 으나, 그 증가 폭이 1막

에서 2막으로 환될 때 보다는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최근 효과(recency effect)가 화 제

품 가치 형성에도 작용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1막과 

3막의 경우는 극  수  평균치나 최소값이 제품 가

치 평가에 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2막의 경우에만 

극  수  평균치가 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는 제

한된 정보의 양으로 인해 모든 장면을 다 된 “합”

이나 “평균”을 기반으로 제품에 한 가치를 평가 하

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좋게 평가한 부분(peak)을 기반

으로 제품을 평가하며, 한 최근에 경험한 것을 더욱 

잘 기억하여 평가에 반 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시

장성 측을 한 실증 분석 2에서는 장면 단  별 

특성 변수 에서는 막 별 최  극  수 을 모두 설

명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한, 2막의 경우 극  

수  평균치도 설명 변수에 포함 시키고자 한다. 

화 장면간의 계 즉, 스토리 구조 특성인 극  

환과 극  리듬은 부 는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표 2의 극  환 변수 모수 추정

치는 모두 양의 값을 유의하게 취하고 있어, 1막에서 

2막으로 는 2막에서 3막으로 극  수  평균이 증

가할 경우 객이 느끼는 제품 가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막과 2막의 극  환 효과(0.27) 보다는 2

막과 3막간의 극  환이 확연히 제품 가치에 더 큰 

향(0.53)을 미치고 있어, 2막에서 3막으로 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극  환이 더욱 요성을 잘 보여주

고 있다. 극  리듬은 각 막 별로 측정되었는데, 1막

의 극  리듬은 제품 가치에 향을 미치지 못하며, 

확연하게 2막과 3막의 극  리듬이 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3막의 극  리듬이 극  리듬  가장 제

품 가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토

리가 시작 되는 부분에서는 극  변화가 상 으로 

요하지 않으며 반면에 3막에서의 극  변화는 스토

리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 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2. 스토리 특성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화 평가와 실제 매출( 객 동원수)간에 상

계수가 비교  높기에 스토리 특성이 제품 가치와 매

출에 미치는 향의 방향은 반 으로 유사하게 나

타났다. 그러나, 구체 으로 살펴보면 매출의 경우 

체 으로 스토리 구조 특성 변수 즉, 극  환이나 

극  리듬이 제품에 미치는 향이 일 성있게 더 크

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장면 별 스토리 특성 변수

의 경우에는 매출에 미치는 향이 제품 가치에 미치

는 향 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품 가치 

모형의 경우, 장면 별 평가치 평균이 2막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향을 미쳤으나, 매출 모형의 경우에는 막 

별 평가치 최 값만이 유용한 변수로 단된다. 한, 

2-3막간 극  환이 매출에 미치는 향이 0.46으로 

스토리 특성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막의 극  리듬 역시 2-3막 간의 극  

환과 거의 등하게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모형의 경우, 2-3막간 극  환 효과가 0.570으로 가

장 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한, 극  리듬 역시 3

막의 경우 1, 2막의 극  리듬에 비해 더욱 요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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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품 가치 모형의 경우 보다 그 요성이 거의 2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제품 가치 모형과 비교해 매출 모형에서의 스토리 

향이 다른 경우를 정리해 보면, 크게 2가지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장면 단  특성 보다는 

구조 특성 즉 스토리의 변화가 매출에 더욱 큰 향

을 미치고 있다. 둘째, 최근 효과가 제품 가치 모형 

보다는 매출 모형에서 더욱 요하다. 매출은 경험 이

에 결정된 구매 결정으로 형성되는 반면, 제품 가치 

평가는 제품 경험 후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스토리 특성 정보  스토리 구조 정보가 다른 경로 

즉, 구 이나 마  커뮤니 이션을 통해 사 에 

객에게 보다 잘 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3. 수준 2 모형: 제작 인력과 고객 집단의 특성 

효과

앞 장에서는 모든 스토리 특성 변수들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향을 수  1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증 분석 2에서는 고객 집단의 특징과 제작에 여

하는 인력의 역량 즉, 감독과 배우, 제작사가 스토리

를 기반으로 추가 으로 제품 가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 수  2의 모형을 자료를 이용해 분석

하고자 한다. 수  2의 모수 추정 시, 추정해야 할 모

수의 수가 수  1의 설명 변수의 수와 수  2의 설명 

변수의 수의 곱으로 격하게 늘어난다. 불필요한 모

수 추정의 부담을 이고 결과 독을 용이하게 하기 

해, 수  1의 변수 에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인 막 별 평가치 최 값, 극  환과 극  

리듬 변수만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기반으로 수  2의 모수 추정을 하 다. 본 모형을 최

 모형이라고 편의상 표기하며, 측력 평가를 한 

실증 분석 3을 포함한 향후 분석에서는 모두 최  모

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최  모형의 수  1 모형의 모

수 추정치는 불필요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실증 분

석 1의 모형 모수 추정치에서와 큰 차이가 없어 생략

하 으며, 본 장의 심사인 수  2 모형의 변수들이 

스토리 특성과 교차 효과를 통하여 제품 가치와 매출

에 미치는 향을 다음 표 3에 정리하 다. 표 안의 

각 셀안의 두 수치는 각각 제품 가치 모형과 매출 모

형의 2 수  모수 추정치 이다. 2 수 의 경우 제시해

야 할 모수 추정치의 수가 많아 해당 모수 추정치의 

표  오차는 생략하고 베이지안 P값을 기 으로 유의

성 여부를 표시하 다. 

체 으로 보면, 제작 인력의 역량과 고객 특성이 

스토리 특성 효과에 미치는 향력(교차효과)은 매출 

모형과 제품 가치 모형의 경우 다소 다른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감독의 경우, 매출 모형 보다는 제품 가치 

모형의 경우에 향력이 상 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막 극  수  평가치 최 값이 제품 가

치에 미치는 향에 감독의 역량이 더욱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배우는 제품 가치 

모형의 경우에 각 스토리 특성의 효과에 고루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2막과 3막의 경우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감독의 경우 

화 개 반부에 요한 역할을 하며, 배우는 1막 

반부에는 다소 그 향력이 약하나, 본격 으로 스

토리가 개된 이후에는 고루 향을 미친다고 단

된다. 3막의 평가치 최 값과 감독과 배우 역량간의 

교차 효과는 모두 유의한 양의 값으로 매출과 제품 

가치에 모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클라

이맥스를 형성하는 데 감독과 배우가 미치는 향이 

모두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배우의 역량이 스토리 구조 특성 변수

에 미치는 향은 극  환과 극  리듬에 따라 크

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극  환의 경우에는 

배우의 역량이 고루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나 반

면에 감독의 역량은 상 으로 약하다. 흥미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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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evel 1

Parameter

Director 

Potential

Actor/Actress

Potential

Movie Studio

Potential

Customer

Characteristics
Intercept

Scene-based 

Story Attributes

Act 1

SBSA

(Max)

0.341**

0.033

-0.062

0.242*

0.032

-0.112

-0.162

0.042

-0.263*

0.042

Act 2

SBSA

(Max)

-0.120*

-0.113

0.237*

0.223*

-0.033

0.261*

-0.001

0.045

-0.483**

0.037

Act 1

SBSA

(Mean)

0.0528

0.037

0.35

0.181

0.012

0.081

-0.123

0.047

-0.045

-0.684**

Act 3

SBSA

(Max)

0.354**

0.111

0.311**

0.322**

0.024

0.222**

0.223**

0.204**

-0.528**

-0.721**

Structure-based 

Story Attributes

 Story Slope 

between 

Act 1 and 2

1.051**

0.675**

0.323**

0.162*

0.022

0.045

-0.100

0.032

-0.452**

-0.633**

 Story Slope 

between 

Act 2 and 3

0.247**

0.443**

0.310**

0.272**

-0.021

0.272**

0.294**

0.324**

-0.353*

0.443**

Story Rhythm

Of Act 2

0.232*

0.162*

0.062

0.078

0.005

0.101

0.182*

0.173*

-0.292*

0.068

Story Rhythm

Of Act 3

0.656**

0.714**

0.042

0.092

0.044

0.112*

0.217**

0.242**

-0.477**

-0.660**

Intercept
-0.301*

-0.266*

-0.163*

-0.329**

0.125

-0.378**

0.212*

0.413**

-0.156

0.100

 * Bayesian-P value <0.10

** Bayesian-P value < 0.05

<Table 2>
Level 2 model: the effect of moderators on product values

은 반 로 극  리듬의 경우에는 감독의 역량이 배우

의 역량보다 상 으로 더욱 요함을 알 수 있다. 3

막의 극  리듬에 감독이 미치는 향은 제품가치 모

형의 경우 0.656, 매출 모형의 경우 0.714로 나타나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 배우 역량은 제

품 가치 보다는 매출 모형에서 일 성 있게 여러 항

목에서 높은 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객들이 화 

선택 시 출연 배우에 의해 보다 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고객 집단 특성에 따른 스토리 효과가 매출과 제품 

가치에 미치는 향은 체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매출 모형의 경우, 지방 객 집단

에서는 상 으로 장면 별 특성 보다는 스토리 구조 

특성이 제품 가치와 매출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 객의 수  1 모형에서의 

편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은 매출 모형의 경우, 

고객 집단 특성이 스토리 특성과의 교차 효과 보다 

스토리 이외의 요소에 의해 더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편이 스토리와 제작 인력의 역량 

이외의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므로 아마도 마

 활동에 더욱 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제작사의 역량은 제품 가치에 향을 

미치기는 하나 체 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부분으로 다른 제작 인력의 역량에 비해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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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Evaluation Viewership

In-sample fit holdout Sample In-sample fit holdout Sample

Model I 

(Full Model)
0.89 0.99 0.57 0.75

Nested Model

Model II

(based only on 

average ratings)

1.19 1.23 0.77 0.92

Model  III

(Model with 

Scene-based Story 

Characteristics only)

1.10 1.14 0.67 0.82

Model IV

(Model with Story 

Structure 

Characteristics only)

1.09 1.15 0.57 0.81

<Table 3>

Model Comparison(MAD)

약하다. 하지만 특기할 것은, 제작사의 역량이 매출에 

미치는 향은 상 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스토리 특성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 편)

에서 2 수 의 설명 변수  가장 큰 향(0.438)로 

미치고 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마  활동 효과 측

면에서 역량 있는 제작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인 듯 하다.

4. 예측력 평가(Predictive Validity Test) 

마지막으로, 본 모형의 측 타당성을 분석하고, 동시

에 본 모형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장성을 측하

는 모형으로 사용할 경우 그 측력이 어느 정도 되

는 지를 분석하 다. 기존 연구에서 이제껏 고려된 

이 없는  속성 정보인 스토리 특성 정보가 화

에 한 객의 화 평가(제품 가치)와 객수(매출) 

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를 평가하고자 경쟁 

모형과의 비교를 통한 모형 합성 검증(goodness-of-fit 

test)을 하 다.

비교 모형들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모형들  

시나리오의 스토리 특성과 제작자 효과까지 고려한 

가장 포 인 모형(모형 I)과 스토리 특성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총체  제품 평가(장면 별 평가치 

평균)만을 이용한 평가 모형(모형 II), 스토리 특성 정

보  장면 단  제품 속성 변수만을 고려한 모형(모

형 III), 스토리 특성 정보  극  환과 극  리듬 

즉 구조 속성 변수만을 고려한 모형(모형 IV)의 모형 

측력을 비교 검증하 다. 모형의 측 정확도를 평

가하기 해서 아래와 같이 제품 가치 모형과 측 

모형 모두  평균 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MAD)를 사용하 다. 

∑∑ ×
−

=

∧
J

j

G

g

jgjg
value GJ

VV
MAD

 

∑∑ ×
−

=

∧
J

j

G

g

jgjg
sale GJ

SS
MAD

(식 4)

 jgjg SV , : The actual value and viewership of movie j by the g-th 

consumer group

jgjg SV
∧∧
, : The estimated value and viewership of movie j by the g-th 

consumer group 

측력 분석은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교차 타당성 

검증(Cross-validation test) 방식을 채택하 다. 즉,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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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Evaluation Viewership

In-sample fit holdout Sample In-sample fit holdout Sample

Model I 

(Full Model)
0.89 0.99 0.57 0.75

Comparison Model

Model V

(Model without 2nd 

level variables)

1.05

(17.98%)

1.10

(11.11%)

0.68

(19.30%)

0.88

(17.33%)

Model VI

(Model with 

Populariy-rating 

based)

1.18

(32.58%)

1.26

(27.27%)

0.82

(43.86%)

0.99

(32.00%)

(%) [MAD of a current model - MAD of model I ] / MAD of model I

<Table 4>

Model Comparison(MAD)

자료  8개 화의 자료를 유보 표본(holdout sample)

으로 측에 사용하 고, 나머지 화의 자료를 이용

하여 모형을 추정하 는 데, 이러한 자료를 측과 추

정에 사용한 화를 달리하여 총 5개의 다른 자료군

을 만들었다. 각 자료군별로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군의 유보 표본을 상으

로 측을 반복 진행하 다. 5개 군에서 각 8개 화

를 2개의 집단별로 구성하여 총 80(5*8*2)개의 측 

력 평가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최  모형에 한 평가는 연구 목 이 특정 심 

변수의 측인지 아니면 특정 변수간의 인과 계 이

해인지에 따라 그 단 기 이 다를 수 있다. 변수 간 

인과 계 이해가 목 이라면 모형 평가 시 BIC등이 

주 기 이 될 수 있으나, 실증 분석 3에서의 목 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화 제작 투자 여부를 결정하

기 한 측 모형 제시이기에 본 실증 분석에서는 

측 표본(holdout sample)을 이용한 측 오차 결과인 

MAD를 기 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체 으로 

측 타당성 기 으로 보면, 모형 1이 제품 가치 측

이나 매출 측 오차가 0.99, 0.75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가장 높은 측 오차를 보인 것은 모형 2 즉, 

시나리오 평가치 평균만을 이용한 모형이었다.  모형 

2에 비해 모형 3 즉, 1, 2, 3막의 평가치 최 값 등을 

이용한 경우 측 오차가 어 들었고, 모형 4 즉, 스

토리 구조 특성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에도 모형 2 보

다 측 오차를 일 수 있었다. 하지만 장면 단  특

성 변수만을 고려한 모형과 스토리 구조 특성만을 고

려한 모형간의 측 오차는 스토리 구조 특성만을 고

려한 모형의 경우 다소 오차가 더 긴 하나 큰 차이

가 없었다. 즉, 이 결과를 해석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토리 체 평가 평균치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스토리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제품 가치나 

매출 측에 보다 유용하 다. 둘째, 스토리 특성을 

크게 2가지 즉 장면간 계를 고려하지 않은 장면 단

 특성 정보와 장면간 계를 고려한 스토리 구조 

특성 변수는 모두 요하며 이  장면간 계를 고

려한 스토리 구조 특성 변수가 다소 더 요하게 나

타났다.

연구 모형 수  2에서 고려한 제작 인력의 역량이 

제품 가치와 매출 측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 보기 

해 앞서 선정한 최  모형(모형 I)에서 제작 인력의 

역량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의 모형 V, 그리고, 본 모

형과 계없이 시나리오 평가 시 일반인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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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흥행성 

평가치를 기반으로 한 모형 VI과의 비교 결과를 표 5

와 같이 정리하 다. 

최  모형 비 제작 효과 제외 시 측 오차가 어

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계산한 측 오차 증가율을 보

면, 매출 측 시 객 평가에 한 측(제품 가치 

측)보다는 흥행성(매출) 측 시 측 오차가 거의 

50%정도 증가하여 흥행성 측 시에 더욱 제작 효과

를 고려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가 의

미하는 바는, 투자 제작사가 특정 화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 흥행성 측 시 제작 인력

으로 구를 투입할 지에 한 안을 만들고 이를 고

려하여 같이 흥행성 평가하는 것이 측 오차를 상당 

부분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추가로 모형 VI는 시나리오를 평가한 일반인

에게 이 화가 얼마나 성공할 지를 5  척도로 평가

(흥행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측한 결과를 비교해 보

았다. 이 모형은 일반 으로 문가가 시나리오를 보

고 체 인 흥행성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단되어 비교 분석에 포함하 다. 

모형 VI의 경우, 기존 모형에 비해 측 오차가 제품 

가치 측의 경우는 27.27%, 매출 측의 경우에는 

32%로 하게 크게 증가 하여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시장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표 화 제작 투자사의 실제 화 

투자 결정시 이용한 시나리오 장면 별 평가 자료와 

시장 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시

장 성과와 스토리 특성과의 계를 연구하 다. 이를 

해, 우선, 스토리 기반 콘텐츠를 한 계량  분석

을 해 실제 화 산업에서 주요하게 여기는 스토리 

특징들과 연구자 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스토리 

정보를 담은 스토리 특성 변수들을 개발 하 다. 스토

리 특성 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의 변수들로 특징 지

울 수 있는 데, 첫 번째 유형의 스토리 특성 변수는 

각 장면 간의 계를 고려하지 않은 장면 단  별 특

성(scene-based story characteristics) 변수이며, 두 번째 

유형의 스토리 특성 변수는 장면 간의 계를 고려한 

스토리 구조(Structure-based story characteristics) 특성 

변수이다. 다음으로는, 이 스토리 특성 변수들을 이용

하여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시장 성과 평가 모형을 

개발하 다. 실증 분석은 크게 3차에 걸쳐 진행 하

는데, 실증 분석 1을 통해 실제 화 산업에서 주요하

게 여기는 스토리 특징들이 실제로 제품 가치에 얼마

나 요한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

로 실제 측을 한 최  모형의 주요 변수들을 확

정 지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나리오의 스토리 구조 정보  장면 단  제품 속

성에서 최 값이 고객만족도와 흥행을 측하는 데 

가장 향력을 끼치는 변수로 밝 졌으며 이  3막

의 최 값이 제품 가치 평가와 매출에 가장 정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져, 소비자가 가장 흥미

로운 장면을 더 잘 기억하는 정  효과(peak effect)가 

존재함을 실증 으로 보여 주었다. 둘째, 극 반부 

보다는 후반부의 경험이 최근에 기억된 정보로서 

람 후 화 체 평가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최근 

효과(regency effect)가 소비자의 제품 가치 평가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화 제작사들이 

화 평가를 해 주로 사용하기 쉬운 화 평가치 평

균은 제품 가치와 매출 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

며, 오히려 최 치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막 별 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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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장면 단  특성 변수  가장 요한 막 별 

평가치 최 값과의 상 성이 다소 높으므로 다  공

선성으로 인한 문제를 이기 해 최  모형에서 제

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막 별로 가장 낮은 평

가를 받은 장면들은 더욱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스토리 구조 특성 에서는 2막에서 3막으로의 

극  환이 시장 성과, 특히 흥행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극  리듬 역시 막 별로 

그 요성은 다르나 존재하므로, 스토리 개발 시 극  

수 의 변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극  리듬은 

본 거리인 2막에서 요하며, 3막에서는 극  리듬

이 그리 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

객들의 온라인 화 평가치와 객수는 상 성이 높

으므로, 제품 가치 모형과 매출 모형의 경우 스토리 

특성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상  향 정도는 

반 으로 유사하 다. 허나, 극  리듬 보다는 극  

환이 매출 측하는 데 보다 더 요 하 다. 이는 

아마도 극  리듬은 화를 경험한 객들의 평가에

는 더 향을 미치나, 화를 경험하지 않은 객의 

선택( 객 동원수)에서는 극  리듬 정보가 확산이 잘 

어려운 반면, 스토리의 극  환 정보는 화를 선택

하려는 고객들에게 상 으로 달이 더 쉽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제작 인력의 

역량이 시장 성과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감독의 

역량은 특히 1막 극  수  평가치 효과를 상승시키

는 데 더욱 요하며, 배우의 역량은 각 스토리 특성

의 효과에 고루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감독의 경우 특히 화 개 반부의 

제품 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요한 역할을 하며, 배

우의 역량은 1막 반부에는 다소 그 향력이 약하

나, 본격 으로 스토리가 개된 이후에는 고루 향

을 미친다고 단된다. 제작사의 역량은 제품 가치 모

형 보다 매출 모형에서 상 으로 향을 미치며, 수

 2의 편에 큰 향을 미쳐 아마도 모형에서 고려

하지 않았으나, 매출에 크게 향을 주는 마  활동 

효과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좋은 제작사

가 여할 경우, 보다 높은 마  효과가 나타나 특

히 매출 측 모형에서 제작사의 역량이 주요하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토 로 화 시나리오 개발 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 시나리오 

개발 시 각 장면  평가치가 낮은 경우를 개선하려

는 노력 보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면을 더욱 개

선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나리오 개선 방향

을 찾기 해서는 각 막 별로 가장 극  수 이 높은 

장면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막 별 가장 평가가 낮은 

장면을 개선하는 것 보다 요하다. 셋째, 극  환

의 경우는 1막과 2막에서의 극  환 보다는 2막에

서 3막으로 환 시 극  환이 더욱 요하다. 넷

째, 극  리듬은 체 으로 요한 요소이나 2막 

개부 에서 극  리듬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주요

한 정보  가장 요한 것은, 화와 같은 스토리 기

반의 콘텐츠의 경우, 해당 화에 한 평가치 평균과 

같은 반  평가만으로 매출을 측하는 것 보다는 

스토리 특성을 기반으로 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을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이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학문  에서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 상으로 인식되

지 못하던 스토리를 제품 가치 에서 평가한 최

의 연구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 으로 객  측

정이 어려운 스토리 특성을 계량 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주요 변수들( 를 들면, 극  환 기울기와 극  

리듬 등)을 개발하여 스토리 특성에 한 계량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들 스토리 특성 련 설

명 변수들은 콘텐츠 제품 특성을 수치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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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법이기에 향후 본 연구뿐 만이 아니라 앞으

로 이루어질 향후 스토리 기반 콘텐츠 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셋째, 이를 기

반으로 계량 모형을 용, 시나리오 특성의 효과를 시

장성 에서 분석하 기에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 

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 가이드 라인을 최 로 제안

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본 모형을 이용할 경우 시장 

수요 측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화 제작  단계에 

가능하므로 보다 체계 인 근거를 기반으로 화 제

작과 투자 결정, 그리고 정한 산 수립이 가능하여 

다양한 규모의 화제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 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요한 가치는, 화 

뿐만이 아니라 음악, 놀이공원, 온라인 게임 등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시간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수

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데, 소비 

과정에서 변동하는 제품 가치 흐름이 소비자가 인지

하는 소비 경험 후 총체  제품 가치 평가와 매출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최 로 제안하 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흔하지 않은 자

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표본수가 충분치 않아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를 들어, 

시나리오 특성은 쟝르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 로맨스 화와 액션 화가 같은 스토리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쟝르를 

고려할 경우, 모수의 수가 격하게 늘어나, 모수 추

정의 어려움으로 쟝르를 분석에 고려하지 못하 다. 

추가로 화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수집하여 쟝르에 

따라 스토리 특성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는 연구를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시나리오의 

스토리 구조 특성을 측정하기 해 극  리듬과 극  

환 기울기를 제시하 으나, 이 밖의 스토리 특성을 

고려한 변수를 개발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

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실증 분석의 상이 국내 

시장이었으나, 해외 시장의 경우까지 확 하여 분석하

여 보면, 시장 별 스토리 특성이 시장 성과에 미치는 

차별  효과에 한 일반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간 스토리 특성이 미치는 차별  효과를 분석하

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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