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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발 과 콘텐츠 산업의 팽창으로 비디오 데이터가 폭발 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정보 검색은 매우 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비디오 데이터의 정보 검색과 라우징을 해 비디오의 임(frame)이나 (shot)으로부터 

색채(color)와 질감(texture), 모양(shape)과 같은 시각  특징(features)들을 추출하여 비디오의 내용을 표 하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내용 기반(content-based)방식의 비디오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화는 하  벨의 시청각  정보와 상  

벨의 스토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차원의 시각  특징을 통해 내용을 표 하는 내용 기반 분석을 화에 용할 

경우 내용 기반 분석과 인간이 인지하는 화의 내용 사이에는 의미  격차(semantic gap)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화의 

스토리는 시간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고, 에 따라 주  해석이 가능한 고차원의 의미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리 차원의 정보 검색을 해서는 스토리를 모델링하는 정형화된 모형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스토리 기반의 비디오 분석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 속 등장인물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를 표 하는 이 방법들은 몇 가지 문제 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등장인물들의 계에만 이 맞추어져 

있으며, 스토리 진행에 따른 등장인물들의 계 변화를 역동 으로 표 하지 못한다. 둘째, 등장인물의 정체성과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감정(emotion)과 같은 심층  정보를 간과하고 있다. 셋째, 등장인물 이외에 스토리를 구성하는 사건과 

배경에 한 정보들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스토리 기반의 비디오 분석 방법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해 문학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사 구조에 근거하여 스토리 모델링에 필요한 요소들을 

인물, 배경, 사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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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튜 (youtube)와 블로그(blog)와 같이 사용

자 제작 콘텐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정보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다. 여기에  세계 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모

가 커짐에 따라 방 한 양의 화와 애니메이션 등

이 제작, 소비되면서 비디오 데이터의 양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2012년  세계에

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이 2.8제타 바이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일반 인 기

술로 리하기 힘든 빅데이터의 시 에서는 비디

오 데이터의 검색과 축약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비디오의 내용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연구에 



유은순․박승보

82  지능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3년 12월

한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

로 비디오의 내용  의미를 키워드로 입력하는 주

석 기반(annotation-based)의 방식을 활용하여 비

디오 검색이 가능했지만(Lee et al. 2011) 비디오 

데이터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면서 수작업으로 

인한 고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한계가 발생하 다. 비디오의 임이나 

으로부터 색채(color)와 질감(texture), 모양(shape)

과 같은 시각  특징을 추출하여 비디오의 내용을 

표 하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내용 기반(content- 

based)의 방식은 비디오 내용을 자동 으로 분석

하고 처리함으로써 고비용과 시간 소요의 문제들

을 해결하 다. 비디오 데이터는 시청각  요소와 

같은 차원의 물리  정보와 고차원의 의미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화나 애니메이션은 다

른 비디오 데이터와는 달리 다층  의미 정보인 스

토리를 갖고 있다. 스토리는 시간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한 자동으로 처리

하기 힘든 추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  

해석이 가능한 가장 고차원의 의미 정보이기 때문

에 스토리를 모델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동안 비디오 데이터 처리를 해 시각  특징과 

같은 차원의 물리  정보를 이용한 내용 기반의 

근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내용 기반 분석은 비디

오의 계층  구조를 다루기 해 (shot)이나 장

면(scene)의 경계를 검출하는 비디오 싱에서부

터 객체 인식, 이벤트 추출과 같이 비디오의 내용  

의미를 다루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

되었다. 하지만 비디오의 시청각  정보를 특징 벡

터로 추출하여 비디오의 내용을 표 하는 내용 기

반 분석은 화와 같이 스토리 심의 비디오 내용

을 표 하는데 큰 문제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비슷

한 배경이나 오 젝트가 등장할 경우 해당 화들

은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스토리의 내용

과는 상 없이 유사한 화로 단하게 된다. 화

의 스토리는 시각  특징만으로는 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인과 계로 결합된 사건들의 

집합인 롯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건들을 일으키

는 주체인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

는 물리  공간 배경이 복합 으로 구성된 고차원

 의미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디오의 내용

을 시각  요소들로 한정하여 표 하는 내용 기반 

분석과 인간이 인지하고 이해하는 내용  의미 사

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의미  격차

(semantic gap)(Hauptmann et al., 2007; Yang 

et al., 2007) 라고 한다. 시각  특징의 단순함과 

의미의 풍부함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격차를 

이기 해 비디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 인식

과 오 젝트 마이닝, 이벤트 추출과 같이 비디오의 

내용을 의미  차원에서 표 하려는 연구들이 시

도 되었으나, 스포츠나 뉴스와 같은 일부 비디오에 

용 가능하며, 화의 스토리를 표 하기에는 매

우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 스토리를 표 할 

수 있는 정규화된 모형에 한 연구가 필요한데, 

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비디오 

속 등장인물들 간의 계를 표 하는 새로운 유형

의 스토리 모델링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화의 등장인물 분석에 

용한 RoleNet(Weng et al., 2009)과 Character- 

net(Park, 2011; Park et al., 2012)은 화 속 등장

인물을 노드로 하고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화나 

출 을 간선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함으

로써 화의 스토리를 모델링하 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토리 기반의 정보 검색 검색 

방법은 기존의 내용 기반 방법과는 달리 스토리를 

고려했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Role 

Net과 Character-net은 인물들 간에 된 계

를 정 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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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물들간의 계 변화, 인물들의 내  성향과 

같은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심층 인 정

보를 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스토리 기반의 비디오 정보 검색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문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사 구

조를 토 로 스토리 모델링에 필요한 요소를 인물, 

배경, 사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비디

오 데이터의 정보 검색을 한 기존의 내용기반 연

구와 소셜 네트워크기반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들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인문학  서사 이

론에 근거하여 스토리 모델링에 필요한 요소들을 

인물, 배경, 사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내용 기반 분석

비디오의 색상, 질감, 형태 등의 차원의 시청각

 요소를 특징 벡터로 수치화하여 임이나 

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내용기반 연구는 이나 

장면의 경계를 검출하는 비디오 싱에서부터 비

디오가 포함하고 있는 객체들을 인식하고 주요 이벤

트를 추출하는 의미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C. E. Nothelfer 등은 연도에 따른 화의 의 

길이 변화 비교를 해 드라마와 코미디, 액션 장

르의 화들을 연도별로 12편을 선정하고 조명과 

색채 정보를 이용하여 을 검출하 다. 연도에 따

라 각 장르의 의 길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에 올수록 화 속 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사실

을 제시하 다(Nothelfer et al., 2009). F. Brod-

beck은 화의 으로부터 의 길이와 색상, 움

직임 등을 추출하여 의 특징 값을 정한 후 들

을 원형으로 한 Fingerprint를 구축하 다

(Brodbeck, 2011). Fingerprint를 통해 동일한 장

르의 화들을 비교하거나, 같은 감독이 연출한 

화들을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의 시각  특징

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화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인

물, 사건, 배경과 같은 의미  내용 정보를 표 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I. Laptev 등은 화 속에

서 배우들의 행 를 인식하는 외형 기반의 방법을 

통해 배우들이 화를 받거나 악수하기, 키스하기 

등과 같은 8개의 이벤트들을 추출하 다(Laptev 

et al., 2008). 동 상에 등장하는 객체를 인식하고 

객체들이 일으키는 이벤트를 통합한 연구 사례들

도 있다. 박승보는 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얼굴의 입이 움직이는 인물을 화

자로, 나머지 사람을 청자로 간주하여 두 인물들

간에 이루어지는 화 이벤트를 악하 다(Park 

et al., 2009). V. Roth 역시 화 속 인물들을 추

출하고 각 인물들이 춤을 추는 장면, 폭 시키는 장

면 등과 같은 행  장면들을 추출하여 이를 시맨

틱 네트워크로 표 하 다. 장면에 한 시맨틱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인물들간의 계와 인물들의 

행 들간의 계들을 보여주고 있다(Roth, 1999).

시청각  특징에만 의존한 내용 기반 비디오 연

구는 화와 애니메이션같이 스토리를 갖는 비디

오의 내용  의미를 충분히 표 할 수 없기 때문

에 내용기반 연구와 비디오의 근본 인 의미 사이

에는 항상 의미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

 격차를 이기 해 비디오 장르 분류와 비디

오 내용 축약(abstraction)과 같은 고차원  의미 

분석이 시도 되었다. Z. Rasheed 등은 의 길이

와 색채 변화, 움직임과 조명과 같은 시각  단서

를 이용하여 화를 4개의 장르(코미디, 액션, 드

라마, 공포)로 분류하 다(Rasheed et al., 2005). 

비디오 축약은 방 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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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을 제

거하고 데이터의 양을 축소하는 것이다(Otsuka 

et al., 2005; Wan et al., 2005). 비디오 축약은 비

디오로부터 정지된 이미지인 키 임을 추출하

여 표 하거나(Xie and Wu, 2008; Calic et al., 

2007), 비디오 클립 형태의 비디오 스키 (skim-

ming)으로 표 한다(Ekin et al., 2003; Gong, 

2003; Peker et al., 2006). 키 임 기반의 비디

오 요약은 타이 이나 동기화 문제없이 내용을 빠

르고 도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의 표 임을 시간 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추

격 장면과 같이 짧은 들이 연속될 때 짧거나 의

미 없는 들의 키 임도 일정량을 차지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비디오 스키 은 오리지  비디

오에서 요한 부분들을 추출하여 트 일러 혹은 

비디오 클립과 같은 형태로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다. A. Ekin 등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패

티 킥, 반칙 등의 요한 이벤트를 심으로 내

용을 축약하 고(Ekin et al., 2003), K. A. Peker 

등은 방송 비디오에서 얼굴 추 을 이용하여 내용

을 요약하 다(Peker et al., 2006). Y. H. Gong는 

시청각  통합을 통한 비디오 요약을 시도했는데, 

시각  내용과 청각  내용을 따로 분리한 후 이

미지 트랙으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장면을 추출

하고, 오디오 트랙으로부터는 표 인 문장을 추

출한 후 이분그래 (bipartite graph)를 이용하여 

추출한 시청각  장면을 통합하 다(Gong, 2003). 

B. Jung 등은 화나 드라마 같은 스토리 심의 

비디오 축약을 시도하 다. 화, 액션과 같이 등

장인물의 상호 작용이 나타나는 장면들과 편집  

계에 의해 결정된 장면들을 추출한 후 장면을 

노드로 하고 장면들 사이의 계를 간선으로 하는 

내러티  구조 그래 를 구축하여 동 상 축약을 

생성하 다(Jung et al., 2004).

2.2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

비디오의 차원  요소인 시청각  특징들을 

추출하여 비디오의 내용을 표 하고 분석하는 기

존의 내용기반 근과 의미 기반 방식은 화와 

애니메이션 같이 스토리를 갖는 비디오에 해 스

토리의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최근들어 고차원  의미 정보인 스토리를 표 하

기 해 소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들 간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을 노드(node)로 하

고 개인들 간의 계를 간선(edge)으로 하는 네트

워크 형태의 그래 이다(Wasserman and Faust, 

1994; Son, 2002).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해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연결 정도(degree)는 한 노드가 주변의 다

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은 계를 갖고 있는지를 

표 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에서 심에 치하

는 정보를 나타내는 심성(centrality) 분석에 사

용된다(Wasserman and Faust, 1994; Son, 2002). 

인디그리(in-degree)는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에

게 화살표를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노

드에게 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표시한다. 아웃디그

리(out-degree)는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에게 화

살표를 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

는 지표이다(Wasserman and Faust, 1994; Son, 

2002). 화 속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등장인물

은 화와 행 를 통해 계를 형성하며, 그 계

로부터 사건과 갈등이 발생한다. 화는 등장인물

들이 구축하는 계를 통해 실제 세계의 사회  

구조를 재 한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개념은 

스토리 속 인물들 간의 계와 인물의 심성, 인

물들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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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등장인물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연구

등장인물은 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스토리를 갖

는 서사물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로써 사건, 배

경과 함께 스토리를 구성하는 근본 인 요소이다. 

R. Rienks 등은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말

하는 행동과 상호작용, 역할 등과 같은 특성들로 

구성된 사회  계를 이용하여 회의 결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향력자를 가려내었고(Rienks 

et al. 2006), H. Hung 등은 회의 참가자가 발언

한 시간과 동작 활성도 같은 시청각  특징을 이용

하여 그룹 미 에서 향력자를 찾아내었다(Hung 

et al., 2007). 두 연구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어

나는 화와 같은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핵심 인물

을 찾아냄으로써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유용한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소셜 네

트워크 개념들을 활용하여 스토리 속 주인공이나 

주인공이 속한 커뮤니티와 같은 스토리 정보를 추

출한 표 인 연구 사례로는 RoleNet(Weng et 

al., 2009)과 Character-net(Park, 2011; Park et 

al., 2012)이 있다.

2.2.2 RoleNet

Weng 등은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화 장

면에 동시에 출 하는 등장인물들을 추출하고 그

들 간의 연결을 하여 만든 RoleNet을 소개하

다. RoleNet은 등장인물이 노드가 되고, 등장인

물들 간의 동시출 이 간선이 되며, 동시 출  장

면의 수가 가 치로 표 되는 소셜 네트워크이다

(Weng et al., 2009). 이 게 구축된 RoleNet으로

부터 인물들의 비 도와 같은 요한 정보를 추출

하기 해 심성 분석을 이용하여 주연과 조연을 

분류하 다. 주연과 조연을 구분하는 경계 값은 

노드의 연결정도 심성 값을 계산하여 정렬한 후 

최  간극을 나타내는 노드에 의해 결정된다. 

한 Max-Flow Min-Cu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

연과 함께 주연이 속한 커뮤니티도 추출하 다. 

<Figure 1>은 화 ‘You've got mail’의 등장인

물들 간의 계를 RoleNet으로 표 한 것인데, 2

명의 남녀 주연과 각각의 커뮤니티를 보여주고 있

다. RoleNet은 가 치의 단 를 등장인물이 출

하는 장면의 수로 설정하 다. 하지만 장면에 등

장하는 화의 양이 일정하지 않고, 장면의 진행 

시간 한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장면에 포함된 정

보의 양은 장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면이 아

닌 화의 양을 계의 기본 단 로 설정하는 것

이 더 합하다. 

<Figure 1> Major Characters and Community from 
RoleNet of Movie ‘You've got mail’

2.2.3 Character-net

Park 등은 인물들의 계를 장면 신 화로 

설정하고 본이나 자막을 이용하여 화 속 등장

인물들 간의 화를 한 Character-net을 제

시하 다. Character-net은 화의 등장인물을 노

드로 하고 등장인물 사이의 화 방향과 화량을 

각각 간선과 가 치로 표 한 소셜 네트워크이다

(Park, 2011; Park et al., 2012). 등장인물의 동시 

출 과 동시출  장면의 개수를 간선과 가 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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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던 RoleNet과 달리 Character-net은 화

를 간선과 가 치로 사용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라는 화의 방향성이 존재하며 정보의 흐름을 추

출할 수 있다. <Figure 2>는 화 ‘Pretty Woman’

의 등장인물들을 Character-net으로 표 한 것이

다. Character-net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해 심성 분석을 이용하여 등장인물들을 주연과 

조연, 단역으로 분류하 다. 비 도에 따른 등장

인물들의 분류는 체 노드들의 심성 평균값을 

구한 후 평균 이하의 노드들은 단역으로, 평균 이

상의 노드들은 주연 는 조연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주연과 조연을 구분하기 해 평균 이상의 

노드들을 심성 값에 의해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최  간극을 갖는 노드들을 찾아 간극 이상의 

노드들은 주연으로, 이하의 노드들은 조연으로 분

류하 다(Park, 2011; Park et al., 2012).

<Figure 2> Character-net of Movie ‘Pretty Woman’

RoleNet과 Character-net 이외에도 L. Ding과 

A. Yilmaz는 화 본을 이용하여 등장인물들 

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성 분석과 연

결 정도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커뮤니티와 각 

커뮤니티의 리더를 찾아내었다(Ding and Yilmaz, 

2010). J. Kaminski과 M. Schober는 1915년부터 

2011년까지의 화 797편을 선별하여 화 본

으로부터 등장인물 이름과 사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 다. 화의 장르와 제작시기 

등과 같은 변수들에 따라 화의 소셜 네트워크 

구조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각 으로 제시

하 다(Kaminski and Schober 2011). 소셜 네트

워크 기반의 스토리 모델들은 비디오의 내용  의

미를 표 한 고차원  근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RoleNet과 Character-Net은 심

성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의 요성을 별하는 방

법론을 제시하여 등장인물이 스토리에서 차지하

는 비 을 수치로 표시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

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스

토리 모델링은 등장인물의 비 도와 같은 스토리

의 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이는 등장인

물들간의 된 결과를 보여  뿐 스토리가 진행

되는 동안 일어나는 등장인물들의 출 과 그들의 

계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스

토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공간  배경에 한 정보 

한 락되어 있다. 

3. 기존 연구들에 한 문제 제기

제 2장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에 한 통 인 

내용기반 연구에서부터 스토리를 고려한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비디오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한 연구 사례를 검토하

다. 3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에 한 문제 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 스토리를 모델링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의 내용기반 연구의 

주요 문제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con-

tent)에 한 정의와 표  방법의 문제이다. 비디

오는 물리  정보인 시청각  요소와 스토리 같은 

의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는 시

간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며, 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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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가능한 고차원의 의미 정보이기 때문에 스

토리를 모델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내용

기반 연구는 비디오의 내용을 정의하고 그것을 표

하는 방식에 있어서 요한 문제를 드러낸다. 

내용 기반 연구는 임이나 에 포함된 오 젝

트나 배경의 색체와 질감, 모양과 같은 차원의 

시각  특징을 이용하여 내용을 표 하는데, 만약 

시각  특징만을 내용으로 정의하게 되면 비슷한 

배경과 오 젝트들이 등장하는 화들의 경우 칼

라 히스토그램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

의 내용과는 상 없이 유사한 화로 단될 수 

있다. 화의 스토리는 단순히 시각  특징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스토리는 슬픔, 욕망과 같이 

특징 벡터로 표 하기 어려운 추상 인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내용기반 연구는 비디오의 내용을 

색채와 같은 물리 인 특징들로 한정하여 표 하

기 때문에 스토리 차원의 의미를 간과하는 문제를 

갖는다. 둘째, 의미  격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간이 비디오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

은 단계 으로 이루어지는데, 먼  략 이고 심

한 의미  객체들을 감지하고 그것들을 조합함

으로써 내용의 의미를 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Yang et al., 2007). 따라서 시각  특징들을 

통해 내용을 표 하는 내용 기반 연구와 인간에 

의해 인지된 비디오의 내용 사이에는 의미  격차

가 발생한다. 시청각  요소의 단순함과 의미의 

다양함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격차를 이기 

해 객체 인식과 오 젝트 마이닝과 같은 의미  

정보를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스포츠나 

뉴스와 같은 특정 비디오 분석에 용 가능하며, 

스토리를 갖는 화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보인

다. 의미  격차를 이기 해서는 스토리를 표

할 수 있는 정규화된 모형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스토리 모델링을 해 최근에 소셜 네트워

크 개념을 활용한 등장인물 간 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재 소셜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화 속 등장인물의 계와 등장인물

이 속한 커뮤니티를 표 하는 연구들은 의미  단

인 스토리를 고려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 방

법들과 분명한 차별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스토리

가 갖고 있는 주 이고 추상 인 속성, 그리고 

인과 계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의 사건들을 표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갖는다. 첫째, 

재 소개되고 있는 RoleNet이나 Character-net

은 등장인물들의 계에 한 된 결과를 보여

주는 정 인 표  방법이다. 스토리는 시간의 진

행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스토리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등장인물들의 역동 인 계 변화를 보

여주어야 한다. 둘째, 심성과 도와 같은 개념

을 이용하여 등장인물들의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주연과 조연, 단역을 추출하여 등장인물들을 비

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스토리가 개되는 

동안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정서  변화와 정신

, 물리  성장과 같은 심층 인 의미 정보는 표

하지 못한다. 셋째, 공간  배경 정보의 락이

다. 배경은 인물, 사건과 함께 스토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만남과 사건

이 일어나는 공간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4. 서사구조에 근거한 스토리 모델링 

요소

스토리 차원에서 화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

거나 화로부터 스토리 정보를 검색하기 해서

는 정형화된 스토리 모델이 필요하다(Park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화와 같이 스토리 심의 

비디오 데이터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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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racter-net of Movie ‘Pretty Woman’

있는 스토리 모델링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제안

하고자 한다. 

4.1 서사(Narrative)의 구조

스토리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형식화하기 

한 노력들은 매우 오래 부터 진행되어 왔다. 아

리스토텔 스(Aristoteles)는 <시학>에서 스토리

를 3막 구조인 반부- 반부-후반부로 나 었

고, 러시아 형식주의자 Vladimir Propp은 민담 

속 등장인물들이 행하는 31개의 형 인 기능을 

추출하 다. 한 신화학자 Joseph Campbell은 

세계 각 문화권의 웅 신화를 분석하여 모든 

웅 신화 속 웅들이 공통 으로 경험하는 웅의 

모험 스키마(Hero's Journey schema)를 추출하

다. 많은 학자들은 서사 구조를 이분법  측면

에서 다루었다. 표 인 로 Seymour Chatman

은 서사를 일련의 사건들과 등장인물, 배경을 포함

하는 ‘스토리’와 이야기를 표 하는 형식인 ‘담화

(discourse)’로 분리하 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은 ‘이야기’와 ‘담화’라는 용어 신 각각 ‘ 뷸라

(fablula)’와 ‘쉬젯트(sjuzet)’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랑스 구조주의자들은 ‘이스뚜아르(histoire)’

와 ‘디스꾸르(discours)’, 그리고 국의 평론가 E. 

M. Forster는 ‘스토리’와 ‘ 롯(plot)’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며 서사의 이원성을 설명하 다. 

<Figure 3>은 채트먼이 제시한 서사의 이원  

구조이다. 서사는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story)는 다시 사건

들(events)과 존재물들(existents)로 나뉜다. 사건

들은 인물들의 행 (actions)와 사고(happening)

로 구성되며, 존재물들은 인물(character)과 인물

들이 치하는 시공간  배경(setting)으로 이루

어진다(Chatman, 1990). 

<Figure 3> Chatman’s Dual Structure of Narrative

본 연구는 에서 제시한 채트먼의 서사 구조

에 근거하여 스토리 모델링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

을 등장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의 세 가지 측면

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2 등장인물 측면 : 등장인물의 감정어 

추출을 통한 감정 패턴 모델링

<Figure 4>는 화 ‘Pretty Woman’의 등장인

물들의 화(dialogue)를 하여 그들간의 계

를 소셜 네트워크로 표 한 Character-net이다. 

심성과 도 분석을 통해 화의 남녀 주인공인 ‘에

드워드(0번)’와 ‘비비안(3번)’을 추출하 다. Cha-

racter-net은 등장인물들의 된 결과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복잡하고 다층 인 계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직 으로 달하고 있지만 등장

인물의 심리  상황이나 내  성격과 같이 스토리

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심층 인 정보는 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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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화의 사로부터 등장

인물의 감정을 추출하여 인물들의 근본 인 성격

이나 감정의 패턴 양상을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

다. 화의 사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달하는 

요한 도구이며, 사를 통해 발 된 감정어는 인

물들의 정체성과 심리 상태를 직 으로 드러내

다. 따라서 감정의 흐름은 등장인물과 그의 동기

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이다. 추출한 감정어를 

정과 부정의 두 개의 극성으로 분류하거나, 좀 더 

세분화된 분류를 해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제시

된 다양한 감정 범주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Fi-

gure 5>는 규모 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인 워드

넷(WordNet)을 이용하여 화 ‘Pretty Woman’

의 본(script)으로부터 인물들의 감정어들을 자동 

추출하여 30개의 감정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 감

정어 분석을 통해 스토리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등장

인물들의 감정 패턴 양상을 시각화해  수 있다.

<Figure 5> Emotion Words Extraction of Movie 
‘Pretty Woman’

4.3 사건의 측면 : 캐릭터 아크(Character 

Arc) 모델링을 한 성향 분석

스토리는 인과 계로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이며, 

사건들의 일 성 있고 논리 인 배열을 롯이라

고 한다. 사건은 갈등을 바탕으로 하며 등장인물

들에 의해 일어나고 그들에게 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입체 인 성격을 구체 으로 규

정한다. 기존의 내용기반 연구에서는 시각  특징

과 등장인물의 액션과 어휘를 활용하여 주요 이벤

트들을 추출하 다. 하지만 사건이 주인공에게 어

떻게 향을 미치고 변화를 야기했는지에 한 정

보는 표 하지 못했다. 로버트 맥기(Robert Mac-

kee)에 의하면 사건은 등장인물들의 삶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며 이 변화는 가치의 변화

라는 형태로 경험되고 표 된다고 하 다(Mckee, 

2002). 를 들어 로맨틱 코미디 속 수동 이었던 

여주인공이 극 인 여성으로 변화하면서 사랑

을 얻고, 액션 히어로 화 속 소심한 주인공이 일

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악과 맞서는 웅의 모습으

로 변화한다. 화 ‘Pretty Woman’의 남자 주인

공 에드워드 역시 화 반에는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차갑고 이기 인 사업가로 등장하지만 

여주인공 비비안을 만나면서 화 후반부에는 따

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해심 많은 인물로 변화한

다. 이처럼 스토리가 개되면서 등장인물이 정서

, 심리 , 정신 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하

고 발 하는 것을 캐릭터 아크 혹은 변형  아크

(transformational arc)(Cowgill, 2003; Marks, 

2007)라고 부른다. 캐릭터 아크는 화에서 큰 의

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건은 등장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 하

는지를 보여주며, 객은 그들의 성장과 발 을 

통해 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캐

릭터 아크를 모델링하기 해서는 사건에 따른 주

인공들의 내  성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등

장인물의 성향 변화 여부는 소셜 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인디

그리와 아웃디그리와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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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심성 변화를 추출한다. 이 개념을 화 속 

등장인물 분석에 용하면, 인디그리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들로부터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아

웃디그리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디그리가 높으면 다른 

인물들로부터 말을 많이 듣는 것이고 반 로 아웃

디그리가 높으면 다른 인물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디그리와 아웃디그리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주인공의 변화 양상을 추출

한다. <Figure 6>은 화 ‘Pretty Woman’의 남

자 주인공 에드워드의 사를 분석하여 인디그리

와 아웃디그리의 변화를 표 한 것이다. 

 <Figure 6> Change Point of Characteristic for 
Movie Character ‘Edward’

우측의 그림은 아웃디그리에서 인디그리를 뺀 그

래 로 정보의 제공  수신 성향을 나타내는 그

래 이다. 화 반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패턴

에서 후반부에서 정보를 수신하는 패턴으로 변

화하는 부분에서 에드워드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이 게 추출된 성향 변곡

과 아웃디그리와 인디그리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서 등장인물의 변화와 성장을 표 하는 캐릭터 아

크를 추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4 배경  측면 : 공간의 배치  거리

배경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물리  공간이다. 따

라서 등장인물들의 만남과 화가 이루어지고 사

건이 벌어지는 공간  배경은 스토리의 내용  의

미를 구성하는 요한 정보이다. 화 ‘Pretty Wo-

man’에서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리와 호텔,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담

긴 오페라 극장과 공원,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여

주인공의 아 트 등의 공간들은 화에서 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화 속 의미  

공간 정보를 추출하기 해 화의 본을 활용할 

수 있다. 화 본의 세계 인 표 으로 사용되

고 있는 Final Draft는 장면의 시작을 표시하고 촬

된 장소와 시간을 지시하는 ‘scene heading’과 등

장인물의 소개와 행 를 설명하는 ‘action’, 등장인

물의 이름을 표시하는 ‘character name’, 그리고 

등장인물의 사를 의미하는 ‘dialogue’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등장인물들의 단독 등장 혹은 다른 

인물들과의 동시 출 에 따라 공간  배경을 클러

스터링하고 시계열 으로 배치함으로써 <Figure 

7>과 같이 스토리의 공간 맵을 모델링한다.

<Figure 7> Scene Map of Movie ‘Pretty Woman’



스토리 기반의 정보 검색 연구

지능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3년 12월  91

5. 결론

본 연구는 비디오의 차원  정보를 통해 고차

원의 내용  의미를 표 하려는 내용 기반의 비디

오 분석에서부터 최근에 등장한 스토리를 고려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비디오 분석 방법에 이르기

까지 비디오 데이터 처리를 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각 연구 방법들이 갖

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내용 기반 방식이 

갖는 가장 큰 문제 은 비디오의 내용을 시각 인 

특징들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와 같이 스토리 

심의 비디오에 용할 경우 스토리의 내용  의미

를 간과하는 이다. 이처럼 스토리를 고려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실제 화의 내용과 추출된 정보 사

이에는 의미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의미  격차

를 이기 해 최근에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 기

반의 근 방식은 등장인물들 간의 소셜 네트워크

를 생성하여 스토리를 표 한다는 에서 기존의 

근 방식과는 다른 스토리 차원의 근 방식이다. 

하지만 스토리는 시간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는 속성이 있으며 스토리를 보는 에 따라 

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모델링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은 화로부

터 스토리 정보를 검색하고 스토리 차원에서 화

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해 정형화된 스토리 

모델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서사의 구성 요소에 

근거하여 인물, 배경, 사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

안하 다. 앞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시계열  변화 

패턴이나 스토리의 변화 지 을 자동 으로 검색

할 수 있는 비디오 검색 시스템 설계를 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장인물의 감정 패턴과 캐릭

터 아크, 공간  정보 이외에도 스토리에 한 심

층 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며, 좀 더 거시 인 

에서 서사와 컴퓨터 공학간의 융합 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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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ory-based Information Retrieval

1)

Eun-Soon You*․Seung-Bo Park**

Video information retrieval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of the explosive increase 
in video data from Web content development. Meanwhile, content-based video analysis using visual 
features has been the main source for video information retrieval and browsing. Content in video can 
be represented with content-based analysis techniques, which can extract various features from 
audio-visual data such as frames, shots, colors, texture, or shape. Moreover, similarity between videos 
can be measured through content-based analysis. However, a movie that is one of typical types of 
video data is organized by story as well as audio-visual data. This causes a semantic gap between 
significant information recognized by people and information resulting from content-based analysis, 
when content-based video analysis using only audio-visual data of low level is applied to information 
retrieval of movie. The reason for this semantic gap is that the story line for a movie is high level 
information, with relationships in the content that changes as the movie progresses. Information retrieval 
related to the story line of a movie cannot be executed by only content-based analysis techniques. 
A formal model is needed, which can determine relationships among movie contents, or track meaning 
changes, in order to accurately retrieve the story information. Recently, story-based video analysis 
techniques have emerged using a social network concept for story information retrieval. These approaches 
represent a story by u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a movie, but these approaches have 
problems. First, they do not express dynamic 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according 
to story development. Second, they miss profound information, such as emotions indicating th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states of the characters. Emotion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a character’s motivation, 
conflict, and resolution. Third, they do not take account of events and background that contribute to 
the story. As a result, this paper reviews the importance and weaknesses of previous video analysis 
methods ranging from content-based approaches to story analysis based on social network. Also, we 
suggest necessary elements, such as character, background, and events, based on narrative structures 
introduced in the literature. We extract characters’ emotional words from the script of the movie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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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by using the hierarchical attribute of WordNet, which is an extensive English thesaurus. WordNet 
offers relationships between words (e.g., synonyms, hypernyms, hyponyms, antonyms). We present a 
method to visualize the emotional pattern of a character over time. Second, a character’s inner nature 
must be predetermined in order to model a character arc that can depict the character’s growth and 
development. To this end, we analyze the amount of the character's dialogue in the script and track 
the character’s inner nature using social network concepts, such as in-degree (incoming links) and 
out-degree (outgoing links). Additionally,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track a character’s inner nature 
by tracing indices such as degree, in-degree, and out-degree of the character network in a movie through 
its progression. Finally, the spatial background where characters meet and where events take place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tory. We take advantage of the movie script to extracting significant 
spatial background and suggest a scene map describing spatial arrangements and distances in the movie. 
Important places where main characters first meet or where they stay during long periods of time can 
be extracted through this scene map. In view of the aforementioned three elements (character, event, 
background), we extract a variety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story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e can track story information extracted over time and detect a change in 
the character’s emotion or inner nature, spatial movement, and conflicts and resolutions in the story.

Key Words : Video Data, Content-Based Analysis, Semantic Gap, Story,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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