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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토리에 의해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콘텐츠에 대한 흥행과 보급에 핵심 요소가 된다. 현재까지의 스토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인문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학에서는 스토리를 창작하는 방법과 스토리에 대한 해석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요소인 스토리를 창작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한눈에 보고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 방법과 시각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의 무대가 되는 공간 정보

와 인물 정보가 함게 고려된 장면 그래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키워드: 스토리(story), 장면 그래프(scene graph), 등장인물(character), 스토리 표현(story representation)

I. Introduction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정보는 스토리이다. 대한민국의 한류가 세계

적으로 히트 상품이 되는데에는 배우들의 호연이 있었지만, 그 뒷면에

는 경쟁력이 있는 소토리를 창작해 내는 작가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스토리 창작에 대한 현재의 시스템은 작가들의 

필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작가들을 도와주고 체계적인 집필

과 해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저작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콘텐츠 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드라마티카 프로[1]나 

파이널 드래프트[2]와 같은 저작도구와 영화 대본 스크립트 표준 

양식을 개발하여 콘텐츠 개발이나 해석 시에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대본 표준 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였지만 저작도구와 함께 진행되지 않아서 

작가들이 선택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스토리 산업이 

작가들의 필력에만 의존한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들과 

콘텐츠 제작 일선의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스토리를 저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저작도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방법론과 분석도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 저작도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토리 분석을 위한 장면 그래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스토리는 등장인물들이 여러 곳의 공간에서 갈등과 해소를 통해 

독자 또는 관객에게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서사물이다. 장면 

그래프는 등장인물들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에서 언제, 얼마

나 만나고 헤어지는 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의 장면 그래프에 대해 예시를 보여주고 

표현하는 정보들에 대해 설명한다. 

II. Related Works

최근들어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

데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캐릭터-넷에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캐릭터-넷(Character-net)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누적하여 

등장인물 들간의 관계를 표현한 네트워크 구조의 스토리 모델이다[3]. 
자주 대화하는 인물들일수록 높은 가중치로 연결되며, 중심성 분석을 

통해 주연, 조연, 단역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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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aracter-net of Movie 

“Avatar”

이 방법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인물의 비중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스토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배경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아서 시공간적인 스토리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III. Scene Graph for Story

스토리를 위한 장면 그래프는 그림 2와 같이 장면과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조합에 의해 표현되는 그래프이다.

Fig. 2. Exampe of Space Map

좌측에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회수 크기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

어 표시된다. 우측에는 장면들이 작품내에 나타나는 순서로 정렬되어 

표시된다. 가운데 그래프에는 가로축에는 장면의 순서가 표시되며, 
세로축은 장면 내에서 등장인물의 대화 빈도 정도를 의미한다. 등장인

물의 대화 빈도는 등장인물의 중요도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며 값은 

식 1에 의해서 계산된다.

 (1)

 : k번째 장면에서 i번째 등장인물의 중요도

 :i번째 등장인물

: k번째 장면

장면 그래프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같은 장면에 함께 출현했

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인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장면들에 대해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지를 시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의 시각화를 위해 장면 그래프 방법을 제시하

고 설명하였다. 장면 그래프는 등장인물과 시공간 정보인 장면을 

함께 2차원 평면내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등장인물의 중요도와 인물들

이 점유하고 있는 장면들을 시각화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장면 그래프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장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지표화하는 방법과 스토리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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