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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상의 발달로 시청각 몰입에 한 정량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화에서 내용이나 클라이맥스 부분의 상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것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상표 구성요소들인 쇼트사이즈(shot size), 카메라 앵

(camera angle), 카메라의 움직임의 방향(camera direction), 카메라 치(camera position), 배우들의 립 구도(objective & subjective) 

등을 사용하여 정량 분석을 진행하 다. 이들 사용에는 규칙이 있어 원칙을 괴하는 부분의 상 쇼트에서 주로 클라이맥스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있는 화들을 상표 구성 요소 기반으로 쇼트리스트 (shot-list)분석하여 클라이맥스 효과를 내기

해 공통 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정량 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쇼트리스트 분석 기반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찾는 방법 제

안은 화와 같은 긴 상에서 특정 부분만 검색하고 싶을 때, 화의 장르를 검색하거나 색인화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한 검색된

일부 클라이맥스 상과 유사 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 분야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studies about audio-visual immersion are being carried out due to development of digital video but studies analysing 

quantitatively the content or climax of video has not carried out. The paper is analysed quantitatively by using shot size, camera 

angle, camera direction and camera position, objective & subjective which is general component of video expression. We can see 

the climax effects in the video destroying the principles because there is a rule when they use the component. This thesis analyses 

shot-list based on video expression in existing movies therefore it can analyse quantitatively several method commonly used in 

order to make the climax. These suggesting method that can find the part of climax based on analysis of shot-list can be used 

when you search the specific part of video like long movie or when you search the genre of the movie or when you index the 

genre. Also it can be very effective in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companies offering climax movie which is searched.  

Keyword : quantitative, component, video expression, climax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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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K-pop 한류콘텐츠는아시아, 유럽각지에서 선

인인기를끌고있다. 당연히유튜 (Youtube) 기타

온라인콘텐츠지원사이트에서도한류콘텐츠사용자들이

상당히높은편이다. 사용자들은 상콘텐츠를 1회만즐기

는것이아니라, 클라이맥스부분 상만검색해 여러차례

반복해서즐겨보는 경우도많다. 따라서 사용자들이보고

싶은곳만쉽게 상을찾아서드랍(drop)해서보는온라인

사이트도있다. 이런 온라인사이트들은 부분 상을 지

원하고 고 배우들의소품 매를통해 수익을도모하

고 있다. 

본연구는쇼트리스트(shot-list) 분석을통해 상의클라

이맥스부분을어떻게표 하고있는지정량 으로나타내

는것을목 으로하고있다. 상에서내용이나클라이맥

스 부분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것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

다. 하지만, 배경 음악을 이용해 클라이맥스 부분을 자동

검출하는 방식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다[1]. 이와 같이 상

는 음악에서 클라이맥스 자동 검출 방식이 연구되는 이

유는 1시간이상되는 상내에서정보를검색하여색인화

작업이가능하도록하여 상에서일부분의정보를검출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지원해 주기 함이다. 

부분 상 선별 분류에 한 기술은 구 검색이나

유튜 검색에서유용하게사용됨과동시에검출된데이터

와 함께 유사한 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2]. 이러한

서비스가가능해지기 해서는우선무거운 상데이터

체를 올리는것이아니라필요한 부분의 상만제공할수

있도록 쇼트(shot), 씬(scene), 시 스(sequence) 별로 제공

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씬별 도는

시 스별로일부분만자동검출되는기술서비스는힘들다. 

하지만하나의씬안에쇼트와쇼트간의변화를정량 으

로분석해 낼수있다면, 클라이맥스(climax)가있는씬검

출은가능하다고본다. 쇼트와 쇼트 간의 변화는 상표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측 가능하다. 상표 구성

요소들은 일반 으로 쇼트사이즈(shot size), 카메라 앵

(camera angle), 카메라 움직임의 방향(camera direction), 

카메라 치(camera position), 배우들의 립 구도(objec- 

tive & subjective) 등이있다. 이들사용에는 상표 의규

칙이있어, 규칙을 괴하는쇼트와 쇼트의연결부분에서

주로클라이맥스효과를볼수있다[3]. 본연구는기존 화

들의쇼트리스트를분석하여클라이맥스효과를내는씬들

에서 상표 구성 요소 사용 방법들을 정량 으로 분석

하 다.   

이와 같은 쇼트리스트 분석 기반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찾는 방법 제안은 화와 같은 긴 상에서 특정 부분만

검색하고싶을때, 화의 장르를검색하거나 색인화할 때

사용될수있다. 한검색된일부클라이맥스 상과유사

련정보를 제공하는등의다양한정보 제공서비스분야

에서효용성이높다고할수있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

같다. 2장에서 상표 기법에 해기술하고, 3장에서제

안하는 쇼트리스트 분석에 한 개요와 구 에 해 설명

한다. 4장에서는제안한쇼트리스트분석에의한클라이맥

스 부분이 실질 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한 결과 설명

과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상표 련 연구

1. 상표 에 한 련 연구

상 표 은 임 안에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조화로

운결합을통해 하고자하는이야기를 아름답게 는재

미있게 구성하여 객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다. 상표 에 있어서 버거(Arthur Asa Berger)는 기

호학 분석과정신분석 분석, 사회학 분석, 마르크스

분석등으로분류하고있는데이 기호학 분석은

상에서 화면 구성의 의미가 어떻게 발생되는가에 해 정

의하고있다. 버거는 기호학 분석에서카메라쇼트, 카메

라앵 , 편집기술, 조명, 색상, 음악, 음향등으로분류하고

상의의미표 에 해정성 평가로설명하 다[4,5]. 바

커(Anthony Barker)는 미장센과 기술 요소에 해 구분

하 는데기술 요소에포함되는것이카메라앵 , 쇼트

사이즈, 구도, 포커스, 조명, 색상이며 이를 기반으로 상

의 미학과 화구성에 해 설명한다[6]. 이 외에 기호학

기술 요소 외에 상의 서술 개를 한 시 (point 

of view) 분석이 있다. 시 는 (perspective)이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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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개에있어단순시각 치만이아니라지각 , 인

지 범 까지 포함한다. 화에서의 시 은 소설과 다르

게 여러 시 이 수시로 바뀐다. 이에 해 쥬네트(Gerard 

Genette)는 시 을 내 화, 외 화, 무 화로

분류하여 서사 분석을 한다[7,8]. 즉, 쥬네트는 어느 특정한

서사( 화의씬 는 시 스)가어떻게 효과를얻어내는지

분석하는데 있어 사건의 개를 분석한다. 이러한 사건의

개는 롯의개념, 화자의개념, 서술방식의개념을기반

으로분석하고있으며, 이야기하는화자의시 을두고

객에게 사건을 달한다[9]. 지 까지버거, 바커, 쥬네트는

내용 이야기의 개를 이해하는 텍스트 기반의 서술

분석이 부분이었다. 

Table1은 버거, 바커, 쥬네트가 상표 기법의 구성요

소를텍스트 기반으로 상을분석하 는지, 기술표 기

반으로 상을 분석하 는지 정리한 것이다. 

본연구에서는씬안에서 쇼트와쇼트의연결표 변화

component of image classification contents

Shot size

Extreme close up (ECU), 

close up
using to represent emotion and will of actor 

medium shot, knee shot using to emphasize all important both motion and emotion 

full shot, long shot, 

extreme long shot

to be important silhouette of body motion.

It described the overall situation. 

camera angle

low angle

If you shoot low angle, you feel the speeder motion of actor. 

Also, because you can not shoot full image of actor’s motion 

and background, you feel mystery and strong. 

eye-level angle Mainly using to convey objective facts.

high angle, bird-eye angle

using to shoot the high angle camera when showing the 

situation of all motion and background. It is represented the 

relative complex of the actors.

point of view objective shot The position of camera is caught on film with objective of view 

subjective shot The 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an actor be deployed.

camera position

full front, full back shooting full font or back of a actor 

quarter, three quarter over the shoulder shot, shooting 45˚ degree of a actor

profile shooting 90˚ degree of a actor

표 2. 상표 기법

Table 2. The image expression technique

component of 

image
analysis method

Arthur Asa 

Berger
Anthony Barker Gerard Genette

proposed 

method

camera shot text ㅇ ㅇ

shot size technique ㅇ ㅇ

editing technique text and technique ㅇ

light technique ㅇ ㅇ

color technique ㅇ ㅇ

music technique ㅇ

sound technique ㅇ

miseenscene text ㅇ

camera angle technique ㅇ ㅇ ㅇ

composition text ㅇ

focus technique ㅇ

point of view text and technique ㅇ ㅇ

표 1. 상표 기법

Table 1. The image express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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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통해클라이맥스부분을찾는데목 을두고있다. 쇼트

의 변화 측정이 가능한 요소는 표1에서 기술(technique)로

분석된 쇼트사이즈, 카메라 앵 , 카메라 치분석을 통한

시 으로보았다. 이에 한정리는 Table2와같으며, 카메

라 치를추가한이유는시 과의 계를보여주기 해추

가하 다. 클라이맥스효과를 주는 컷(jump cut), 리

즈 임(freeze frame), 수평트랙킹(horizontality tracking), 

교차편집, 멀티테이크(multi-take), 몽타주시 스(montage- 

sequence) 등 다양하게존재하지만, Table2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표 구성요소이며, 어느 상에서든지사용되는

공통 요소들이다.

2. 화에서의 정량 분석 연구

화를분석하여가장몰입이되는부분이어디인지, 는

어떻게자극을주면몰입이되는지에 한자극요인에 한

정량 분석은상당히오랫동안연구되어져왔다. 시각 요

인으로는색상, 밝기, 조, 템포, 즈의효과, 화면깊이, 씬

의 환빈도, 씬의 길이 등과 청각 으로는 소리의 높낮이, 

음량, 잡음량, 피치(pitch) 등이연구되어져왔다[1]. Table2에

분류된쇼트사이즈에 한연구는딕(Bernard Dick)이 즈

의 (zoom)의변화를기반으로배우가확 되어보이면몰

입감이증가됨을증명하 다[10,11]. 한자릭(Alan Hanjalic)은

쇼트의 변화가 많으면 감성 흥분이 증가됨을 연구하 고

이에 해컷(cut), 페이드(fade), 디졸 (dissolve) 등의편집

기법의변화에 해설명하 다[12]. 이들 부분의연구는

객의감정몰입에 한실험으로 화클라이맥스표 방식

과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다. 이외에텍스기반으로 화

의정량 분석을한유은순은 화 사를사용하여등장인

물의 감정과 서사간의 상 성 연구를 하 다[13]. 링거반

(Videsh Lingabavan)과솔웨이(Andrew Salway)는액션, 코

미디, 드라마, 로맨스, 공상과학, 스릴러로구성된 6개의장르

에서 60개의 화를선별하여 본에각 장르별어휘 평균, 

사의 체단어평균, 1분당사용된단어평균을구해, 장

르에따른어휘차이량을연구하 다[14]. 이 게다양한방

법으로 상구성의분석을 한정량 방법의연구가이루

어지고있지만, 쇼트와쇼트의연결을 한변화방법을이용

하여클라이맥스부분을찾는방법은드물다. 본연구에서는

쇼트사이즈, 카메라앵 , 시 요소를기반으로쇼트와쇼트

를연결하는데있어변화가크게일어나는곳을찾아클라이

맥스 부분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상표 을 한 연속성과 구성요소

상 편집 는 촬 에 있어서 쇼트와 쇼트를 연결하기

해지켜야하는규칙들이있는데, 180˚ rule, 크기연속성

(Size Continuity), 치 연속성(Position Continuity), 행동

연속성(Action Continuity), 움직임방향 연속성(Direction 

Continuity) 등이 있다. 이것들을 지키기 해 쇼트사이즈, 

카메라앵 , 카메라 치 변화의 일반 인 규칙을 반하

는경우가 종종발생한다. 를들어쇼트사이즈(shot size)

의 일반 인 변경 순서는 Extreme long shot à long shot 

à middle shot à full shot 는 Extreme close up à close 

up à long shot à full shot 으로변경된다. 즉 쇼트사이즈

변화가 Extreme long shot에서 2~3 단계를 뛰어 넘어 full 

shot 는 Extreme long shot으로 한 번에 변화하지 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15]. 하지만, 한 화면 안에 다람쥐와

큰빙산이같이존재할때, 다람쥐만클로즈업, 빙산만클로

즈업으로 찍으면 다람쥐와 빙산이 같이 있는 공간이라고

객은 달받지 못한다. Fig.1은 아이스에이지(Ice Age) 

화의한장면으로 (1)번과 (2)번은다람쥐와빙산의사건

그림 1. 크기연속성과 카메라 치 연속성

Fig. 1. The size continuity and the position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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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명하기 해각각클로즈업으로보여 다. 그러나 (3)

번은 롱쇼트로 다람쥐와 빙산을 보여 으로 인해 크기 연

속성 객체들의 치연속성을지켜 다. 하지만쇼트사

이즈의변화는깨진다. 그럼으로인해상황 체를 이해하

게 되고 다람쥐의 도망가는 상황은 더욱 긴 해지고 객

에게 클라이맥스 부분으로 달된다. 

행동 연속성과 움직임방향 연속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연속성은 배우의 행동이 일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은배우와카메라의방향과도연 성이있다. 카메라 방

향이란 화면 안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의 움

직임이 일치하도록 상을 촬 하는 것을 말한다. fig.2는

일반 인카메라방향을잡는 것을 설명한다. 배우가왼쪽

에서등장하면오른쪽으로퇴장하고, 오른카메라의방향도

같이 움직여야 상을 보는 객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인

그림 2. 카메라 방향

Fig. 2. The camera direction 

그림 3. 카메라 치와 객 쇼트와 주 쇼트의 설명

Fig. 3. The camera position and the description of objective shot and 

subjective shot 

지하지 못한다. 이 게 카메라의 움직임 방향에서 배우가

등장하면왼쪽으로퇴장하는 방향으로을 인지하지 못

하도록 fig.3과 같이 시야선(line of vision)을 정하고 촬

한다. 카메라 방향에서도 fig.3과 같이 카메라의 ①, ②, ③, 

④, ⑤순차 으로잡는 것이 일반 이지만 클라이맥스 부

분을 표 할 때는 ①à⑤, ①à④ 와 같이 쇼트의 변화가

큰 것이 사용되기도 하며, 180˚ 규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

다. 180˚ 규칙이란 배우의 뒤(line of vision)에서 카메라가

치하여 공간의 이해를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카메라의 치연속성은 화자의 객 서술과 주

서술에 계가 있다. 카메라 치란 Fig.3에서 ②번과 ④

번 카메라 치에서 찍는 것을 쿼터 쇼트(quarter shot 

는 Three quarter shot)이라 부른다. ③번은 카메라가 측면

에서 촬 하는 것을 말하고 profile shot이라고도 하며, 객

시 에서 상의 정보를 달한다. 일반 으로 화

자가 이야기를 달할 때 객 (objective) 시 과 주

(subjective)시 을 교차 으로 사용하는 일반 규칙이

있다. 객 시 으로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주

시 으로배우의 감정을설명한다. 즉 fig.3에서두 사람의

화를 객에게 달하는데 있어 캐릭터의 감정 달을

한주 시 쇼트로몰입시킬것인지객 입장에서

어떠한상황인지를 객에게 달할것인지이야기 개를

해사용된다. Fig.3에서②번과④번 카메라는여자와 남

자의 얼굴을 잡아 두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주 시 쇼트이며, ③번카메라는어떤상황인지객

으로설명할때사용된다. 이러한객 /주 환없이

②번과④번카메라가잡는배우들의얼굴쇼트만으로 환

해서 주인공들의 감정들만 달할 수는 없다. 물론 ②, ③, 

④의 쇼트 순이 ②, ④, ③ 순으로 되어도 되고, ④, ②, ③

순으로되어도된다. 이들의순서가주 , 객 쇼트로

혼합되어사용되어야이야기의 달이 객에게쉽게 달

된다. 그러나 이것 한 클라이맥스 표 에서는 일반 인

규칙을 반하고 ①à⑤, ①à④와 같이쇼트의변화가크

게작용하거나, ②à④à②à④à②à④로반복하는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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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쇼트리스트 분석

본장에서는 Table2에 상표 구성요소들에 한쇼트

사이즈, 카메라앵 , 시 , 카메라포지션을 심으로 쇼트

리스트를 분석하 다. 상선별은애니메이션과극 화 2

개씩선별하 다. 선별기 첫 번째는카메라의움직임을

제한 없이다양하게 수 있는애니메이션과그 지않은

극 화에서 쇼트와 쇼트의 연결에 있어 다를 것이라 상

하고선별하 다. 두 번째 기 은쇼트사이즈와쇼트의 앵

이제한 없이 움직이는 경우를고려하여선별하 다. 몬

스터주식회사의 주인공들의 크기가 다양하고, 드래곤길들

이기2도주인공들의크기가다양하다. 한 자는지상에

서 카메라가 추 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하늘을 배경으로

카메라의움직임이다르게 개될수있어이에 한비교

하기 해 선별하 다. 극 화의두 번째 기 은액션 화

와로맨스 화를각각선별하 다. 극 화는쇼트사이즈와

쇼트의 앵 움직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쇼트사이즈와

시 의변화를통해 더많은 향을미칠것이라 단하

여 선별하 다. 

1. 애니메이션 장르에서의 쇼트리스트 분석

첫 번째 분석 상은 1분 20 정도의 몬스터주식회사

화로 한 장소에서의 추격 이야기(1개의 씬)를 선별하

다. fig.4는편집기법의요소들간의 계성에 해

으로분석하 다. Fig.5는 Fig.4의쇼트리스트분석에사

용된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정량 분석을 해 그래 로

표 한 것이다. (a)는 하나의 씬에서 쇼트사이즈의 변화를

측정하여 #1~ #43의쇼트까지안정 인변화를 보임을

악하 고, (a)에서네모박스로보이는 #44 ~ #58까지쇼트

사이즈의변화가 Extreme close-up에서 long shot까지변화

가 있는 것이 악되었다. 이 부분은 (b)의 카메라의 앵

부분에서도 격히변화하는곳이비슷하게나왔다. 그 외

에 (c) 카메라 치부분도 악하 는데카메라의 치쇼

트와 (d)의객 /주 시 의쇼트 계가있음을 악

하 다. 즉, 객 시 일때는카메라의 치가측면쇼트

(profile shot)이고, 주 쇼트일 경우는 정면쇼트이거나

30~45˚에 치하는백쿼터쇼트이었다. 따라서카메라 치

객 /주 시 쇼트는 거의 동일하게 설명되어지

기 때문에 둘 하나의 상표 기법 요소만 분석하여도

크게 향을미치지않음을 (c)와 (d)에서볼수있었다. 

를들어 (c)에서의측면쇼트는객 시 의쇼트를설명

한다. 따라서 (d)에서네모박스부분은 (c)의네모박스부

분과흡사하게거의나타날수밖에없다. 그외에한사람을

쇼트 안에 구성하 는지 두 사람을 (one/two person)을 잡

았는지에 한 분석 한 실시하 는데, (d)의 객 /주

그림 4. 몬스터주식회사 쇼트리스트 분석

Fig. 4. The shot-list analysis of the monsters, Inc.‘s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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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쇼트와의차이가거의 없어실험의유효성을충

족하지 못하 다.

두번째분석은카메라 치분석을제외하고 3가지요소

로 축약하여 클라이맥스 표 결과를 도출하 다. 클라이

맥스부분을찾는데있어큰 향을미친것은쇼트사이즈, 

카메라, 객 /주 시 이다.  fig.6은 드래곤길들이 2 

화의 일부분을 쇼트리스트 분석한 것이다. 거의 마지막

부분의 씬으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fig.7은 fig.6의 쇼트리스트에서분석한쇼트사이즈, 카메

라앵 , 객 /주 시 에 한변화를그래 로표

한 것이다. 

fig.7의 (a)는쇼트사이즈변화로앞과뒤의네모박스두

군데가쇼트사이즈가 격히변화함을볼수있다. 이와

그림 5. 몬스터주식회사 쇼트리스트의 정량 분석

Fig. 5.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monsters, Inc.‘s shot-list

그림 6. 드래곤길들이기2 쇼트리스트

Fig. 6. The shot-list analysis of how to train drag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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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b)의카메라앵 변화를보면비슷한 치에서(네

모박스 부분) 변화를크게일으켰다. 이두부분의네모박

스 에변화가큰것은후반부에있는네모박스이다. 실제

상에서도 반부쇼트부분보다후반부부분의쇼트가더

클라이맥스 표 됨을확인할 수있었다. 5각형도형부분은

객 /주 쇼트 분석과의 연 성 부분을 한 것이다. 

(a)에서의 오각형 부분은단계 인 변화로 큰변화가없는

부분이고, 같은부분의 (c)에서는주 쇼트로주로이루

어지고있다. (b)에서는오각형의부분에서로우앵 로거

의 변화가 없는데 주로 드래곤의 행동인 날아다니는 쇼트

들이표 되어있었고객체(배우)의액션을더강하게표

하기 해로우앵 로표 한것을 상에서볼수있었다. 

드래곤길들이기 2는 카메라 앵 변화를 으로 클라이

맥스 표 이 강하고, 그 다음 변화는 쇼트사이즈의 변화, 

다음으로 객 /주 변화 순으로 볼 수 있다.

2. 극 화에서의 쇼트리스트 분석

극 화에서는카메라의 동선 움직임이애니메이션에 비

해제한 이다. 제한 범 안에서쇼트와쇼트변화를분

그림 7. 드래곤길들이기2 쇼트리스트의 정량 분석

Fig. 7.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how to train dragon 2

그림 8. 킹스맨의 쇼트리스트 분석

Fig. 8. The shot-list analysis of the king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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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으며, 쇼트사이즈와 쇼트의 앵 움직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의 변화에 더 많은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여 액션 화인 킹스맨과로맨스 화인 실버라이닝

이북을 분석하 다. 

Fig.8은킹스맨의일부분으로드래곤길들이기의분석 , 

객 /주 시 쇼트에 한 분석이 클라이맥스 부분

에서 객 표 이더강하 기 때문에이에 한추가

분석을 해 선별한 부분이다. Fig.9의 #1~#6의 이미지를

보면 두 사람이 화하는 모습이 오버더 더(over the 

shoulder)쇼트로 잡 있다. 이장면을감독의 의도 로객

쇼트로잡던주 시 쇼트로잡던 그래 상에서

는첫 장면의 이미지만제외하고평평한선으로 그려진다.  

Fig.9 (c)에서평평한선으로그려지는부분은 있다. #22

번 ~ #42번까지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b)의그래 를

참조하여 분석해 보면, 아이 벨앵 , 하이앵 , 버드아이

앵 로구성되어있음을볼수있다. 주로객 시 쇼트

로사용된 카메라앵 이며, 체 인상황과 배우의액션

상황을 설명하기 해 사용된 쇼트들이다. 추가 으로 (a) 

쇼트사이즈 변화를 참조하면, #22번 ~ #42번 사이의 변화

는다른부분보다상당히극명하게변화한다. 즉, (C) 객

/주 시 쇼트요소만으로클라이맥스라고단정짓기

어렵지만, (a)와 (b)의 서로 간의 계성을 유추하면, 클라

이맥스 부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드래곤길들이기2와 킹스맨 화 모두 쇼트

사이즈의 진 변화 그래 를 보고 클라이맥스를 찾는

데 있어 거의 일치하 다. 하지만 카메라 앵 변화는 몬

스터주식회사와 드래곤기들이기2와 같이 단조롭지 못하

고 변화의 크기가 Bird-eye에서 low angle로 가지 않는다. 

객 /주 시 의 쇼트분석은 화의 장르에 따라 평

평한 곡선의 치가 조 다르게 분석되었다. 이에 한

추가 인 분석을 멜로 화인 실버라이닝 이북에서

시행하 다. Fig.10은 멜로 화인 실버라이닝 이북

장면의 일부분이다. Fig.11의 (a) 쇼트사이즈에서 변화

부분은 두 군데가 보인다. (c)에서는 에서 분석한 방법

과 마찬가지로 평평한 선이 강하게 #60번 뒤에서 더 강하

게 나타난다. 하지만 (b)에서는 다르다. 후반 번호 쇼트들

의 변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16 ~#30번 부분이 카메라

앵 의 변화가 있다. 즉, (a)와 (c)의 분석으로 클라이맥스

를 1차 으로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c)에서의 평평한 부

분이 fig.11의 (c)와 다르게 평평한 부분이 주 시 쇼

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와 (c)의

비교 분석으로 이 그래 의 화는 배우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격의 화임을 유추해 낼 수 있었으며, 장

르별로 객 /주 시 의 쇼트분석은 다르게 분석됨

을 악하 다.

그림 9. 킹스맨 쇼트리스트의 정량 분석

Fig. 9.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kingsman‘s sho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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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니메이션과 극 화에서의 쇼트리스트 분석 비교

지 까지 상표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으

로는몬스터주식회사와드래곤길들이기2, 극 화로는킹스

맨과 실버라이닝 이북을 쇼트리스트 분석을 하 다. 

Table3은 이들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의 연 성 요도

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Table3에서 애니메이션과 극 화의 클라이맥스 표 으

로 큰 차이 은 쇼트의 변화가 극 화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분석된다. 한카메라 앵 의

변화를주는데있어로우앵 에서버드아이까지의변화단

계를 격히변화시키는부분이극 화에서는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도 보 다. 시 변화에서는 액션쟝르

인 몬스터주식회사, 드래곤길들이기2, 킹스맨은객 시

그림 10. 실버라이닝 이북 쇼트리스트 분석

Fig. 10. The shot-list analysis of the silver linings playbook 

그림 11. 실버라이닝 이북 쇼트리스트의 정량 분석

Fig. 11.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ilver linings playbook ‘ sho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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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클라이맥스표 이두드러졌으며, 로맨스쟝르인 실

버라이닝 이북은 주 쇼트에서클라이맥스가 강하

게표 되었다. 몬스터주식회사는쇼트사이즈그래 만 보

고서도클라이맥스부분을알 수있었다. 하지만드래곤길

들이기2는쇼트사이즈와카메라앵 그래 2개를같이분

석하고클라이맥스부분의확신을가질 수있었다. 킹스맨

은 카메라앵 의 변화 범 와 시 에서의 공통 범 역

을보고클라이맥스 부분을인지할 수있었다. 마지막으로

실버라이닝 이북은쇼트사이즈와시 을통해클라이

맥스표 부분을분석할수있다. 즉극 화는배우의이야

기 달이 요하게역할을하기 때문에시 을통해클라

이맥스 부분이 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계의

움직임을보조설명하기 한역할로쇼트사이즈와카메라

앵 이 사용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상표 분석데이터는 4년간 진행된 상편집 수업

에서쇼트분석과제를내주고그 에 A의성 을받은학

생들의 30개의데이터를가지고 분석한 것이다. 그래 상

에나타나는클라이맥스부분과 상을보고클라이맥스를

지 한부분의일치정도는 90%가넘었다. 이수치는 30명

의학생에게약 1분 ~2분정도의 상 30개를보여주고클

라이맥스라 표 되는 상 부분의 시간 를 게 하고 일

치여부를검증하 다. 10%의 오류를 이기 해서는 장

르별차이를세부 으로더욱비교분석해야한다. 본연구

에서는 표 인 쇼트사이즈, 카메라앵 , 시 에 한 분

석만진행되었으나, 표 3의결과를보았듯이실버라이닝

이북과 같은 극 화 로맨스의 경우는 주 시 이 강

하게 나왔음으로 카메라 치와 방향에 한 추가 인 분

석이 필요하다고 단하 다. 지 까지 연구의 부분

화평론 분석은서술 평가가 부분이다. 하지만가까

운미래에디지털미디어기술의발달은 상내의변화분

석이가능해질수것이라본다. 를들어쇼트안에서사

람의윤곽분석을통해쇼크사이즈를분석할수있으며, 얼

굴인식 귀인식을통해카메라앵 치를분석할수도

있을것이다[16]. 재는이들분석에비효율 으로큰계산

비용과 시간이투자될 수있으나, 하나의 쇼트와이어지는

다음쇼트에서의쇼트크기분석이가능하다면쇼트크기변

화율에 따라 클라이맥스부분검출이가능하다. 이는동

상을 제공하는 유튜 나 다수의 단말기에 동시에 상 서

비스를다르게제공해야하는 OSMU 는 ASMD 기술분

야에서는 상당히 효율 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라 본다[17].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맥스 부분의 검출을 한 쇼트와 쇼

트의 변화 분석을 하 으나, 씬과 씬의 연결 변화 분석을

통해씬별구분도가능할것이라 측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표 법의이론 근거 자료로도 사용될수있으며, 

상의 일부분을 검출하기 한 방법으로도 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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