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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토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행동 주체인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등장인물 분석 방법인 Character- 
net이나 RoleNet과 같은 방법은 최종 누적된 스토리의 결과에 대한 분석만을 진행하여 조연의 역할 분류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
다. 조연의 역할 분석을 위해 축적된 형태의 스토리 분석 방법이 아닌 스토리 진행에 따른 시계열적 분석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등장인물들 중에 조력자들을 유형에 따라 멘토와 단짝친구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그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논문이다. 3차원 시각화를 위해 WebGL을 사용하여 웹브라우저 상에서 누구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또한 멘토와 단짝친구를 구별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였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영화 7편에 대해 선
정된 10명의 등장인물에 대해 평가한 결과 90%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 that are a key element of the story in order to analyze the story. Current character 
analysis methods such as Character-net and RoleNet are not sufficient to classify the roles of supporting characters by onl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final accumulated stori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ime series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story progress in order to analyze the role of supporting characters rather than the accumulated story analysis metho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classify helpers as a mentor and a best friend through 3-D visualization of Character-net and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method. WebGL is used to configure the interface for 3D visualization so that anyone can see the 
results on the web browser. It is also proposed that rules to distinguish mentors and best friends and evaluated their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10 characters selected for 7 films confirms that they are 90%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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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관객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이해할 때 주된

정보는스토리이다. 영상이화려하고배경음악이 감동적이
어도전체적인맥락을연결해주는스토리의흥미와감동이

없으면 관객은 몰입을 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실망감을 느

끼게 된다. 스토리는콘텐츠에경쟁력을부여하는제일중
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스토리의 가치에 비해 콘텐츠로부
터스토리를분석해내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이다. 스토
리는영상과음성의신호들이유기적이고종합적으로상호

작용하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보가 맥락적으로 해석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정보로 가치를 갖게 된다. 
스토리는 등장인물들이 몇몇의 장소에서 상호간에 유대

와 갈등을 가지면서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진행된다. 
이러한스토리를분석하기위해서는스토리의행동주체인

등장인물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을 일으
키고해소하는 주체인 등장인물은핵심인물인주연(major 
character)과 보조인물인조연(minor character), 1~2개의장
면에만국한해서나타나는단역(extra)이있다. 영화나애니
메이션과 같은 극에서 주연, 조연, 단역을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1,2].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등장인물의 등장 빈도를 누적하거나 소셜네트워크의 중심

성 분석을 통해 주연, 조연, 단역에 대한 분류를 진행한다. 
또한 전체 스토리를 고려하거나 누적한 상태에서 등장 빈

도나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성격 변

화나 인물의 역할을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
히 조연의 경우 현인(magi), 멘토(men- tor), 단짝친구(best 
friend), 애인(lover)과 같이 다양한형태로 분류될 수있다. 
조연은주연들이가진능력을각성시키거나주인공이부딪

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조연은스토리진행에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며스토리에 대한 이해를위해반드시분석되어야하는정

보이다. 
하지만 현재의 등장인물 분석 방법인 Character-net[1]이

나 RoleNet[2]과같은 방법은 최종누적된스토리의결과에

대한 분석만을 진행하여 조연의 역할 분류를 하기에는 부

족한면이있다. 조연의역할분류를위해서는축적된형태
의스토리분석방법이 아닌 스토리진행에따른시계열적

분석방법을연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에 기반한 Character-net을 장면별로
시계열적으로 배치하여 극의 진행에 따른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Character-net
의 3차원시각화를WebGL을이용하여구현함으로누구든
쉽게 결과물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Character-net을 3차원으로시각화하는연구를진
행한다. 
등장인물들의 등장 시점과 등장 밀도를 분석하게 하여

조연들의 유형을 분류한다. 특히 주인공의 조력자 중에
멘토와 단짝친구를 구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와
제안하는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에 대해 기

술하고, 3장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
한다. 이어서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 구현 결과와
분석을 4장에서 진행하며, 5장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설
명한다.

 

Ⅱ. 관련 연구 및 배경 지식

1. 등장인물 기반의 스토리 시각화 연구

RoleNet이나 Character-net은 Fig. 1과 같이 스토리를 표
현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을 노드로 하고 그들의 동시 출현

이나 대화를 간선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

하였다.
RoleNet은 한 장면에 동시에 등장하는 얼굴을 인식하여
등장인물들을 추출한 후 그들 간의 연결을 장면의 진행에

따라누적하여 Fig. 1(a)처럼작성하였다[2]. Character-net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장면의 진행에 따라 누적하여 Fig. 
1(b)처럼 표현하였다[1]. 또한 Character-net에서 중심성 분
석을 통해 주연, 조연, 단역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스토리 모델 방법론들은

스토리 모형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

었지만 영화 전체의 누적된 결과만을 보여주어 스토리의

진행이나 변화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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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적 스토리 시각화 연구

스토리시각화연구는 영화속정보를 시간에따른변화

그림 2. 씨네메트릭스의 Fingerprint 표현과 인터페이스
Fig. 2. Fingerprint and UI of cinemetrics

그래프로 표현하여 시각화하는 연구 분야이다[4,5,6,7]. 이중
에서 영화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 데이터를 측정하

고 시각화하는 분야를 씨네메트릭스(cinemetrics)라 한다.
Brodbeck은숏의길이, 색, 숏내의움직임등을숏의특
징으로 추출하여 Fig. 2처럼 원형으로 숏의 특징을 누적하
고 숏들의 변화 속도를 부여하여 개별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문을 생성하였다[5]. 영화의 지문을 통해 영화의 특
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씨네메트릭스 연구는 영화 전체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나 영화의 스토리적인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

기도 하지만 스토리 요소에 대한 고려에 기반하지 않아서

스토리 차원의 분석에는 한계를 갖는다. 

(a) 영화 ‘You’ve got mail’의 RoleNet (b) 영화 ‘Avatar’의 Character-net

     그림 1. RoleNet과 Character-net의 예
     Fig. 1. Examples of RoleNet and Character-net

act Joseph Campbell Christopher Vogler

departure
(beginning)

1. the call to adventure
2. refusal of the call
3. supernatural aid
4. crossing the threshold
5. belly of the whale

1. the ordinary world
2. the call to adventure
3. refusal of the call
4. meeting with the mentor
5. crossing the threshold to the special world

initiation
(middle)

6. the road of trials
7. the meeting with the goddess
8. woman as temptress
9. atonement with the father
10. apotheosis
11. the ultimate boon

6. tests, allies and enemies
7. approach to the innermost cave
8. the ordeal
9. reward

return
(end)

12. refusal of the return
13. the magic flight
14. rescue from without
15. the crossing of the return threshold
16. master of two worlds
17. freedom to live

10. the road back
11. the resurrection
12. return with the elixir

표 1. 조셉 캠벨과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제시한 영웅의 모험 스키마
Table 1. Hero's journey schema of Joseph Campbell and Christopher Vo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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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사구조

아리스토텔레스는시학에서 “모든이야기에는시작이있
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6]. 아리스토텔레
스의 3막구조는이후에여러학자들에의해다양하게변형
되고 발전되었다. 캠벨은 3막 구조를 차용하여 모든 신화
속 영웅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영웅의 관문을 Table 1
과 같이 17단계로 규정하였다[8]. 
조셉 캠벨(Joseph Cambell)의 영웅의 모험스키마(hero's 

journey schema)는영화와애니메이션의 이야기창작에차
용되고 있으며, 이야기 속영웅들의특징을 분석하는데널
리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보글러(Christopher Vogler)
는 Table 1처럼 캠벨의 영웅 서사를 바탕으로영웅의서사
를 12단계로 나누었다[9].
대표적인 영웅 서사인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 서사에서

나타나듯이 멘토는 스토리의 전반부(beginning)에서 주인
공의 능력을 깨우쳐 주거나 각성을 하는 역할을 한다. 

3막 구조는 Table 1에서와 같이 전반부, 중반부(middle), 
후반부(end)로구성되며대체적으로전반부가 극의 25%를
차지하고, 중반부는 50%, 후반부는 25%의 분량을 차지한
다[10]. 

4. 조연의 유형별 특징

등장인물은 소설, 연극, 영화처럼 이야기(story) 속에 등
장하는 가공의 인물로써, 사건(event), 배경과 함께 스토리
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
은 등장인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 했는데, 블라디미
르 프롭(Vladmir Propp)은 민담형태론(morphology of the 
folktale)에서 7개의 인물 유형(villian, donor, helper, prin-
cess/or her father, dispatcher, hero, false hero)을 제시했으
며, 조셉캠벨역시세계각문화권의영웅신화속에보편
적으로등장하는인물을 7개(hero, mentor, threshold guard-
ian, herald, shapeshifter, shadow, trickster)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인공인 영웅(hero)과 반대자인 악인(villan)을 제
외한인물들은주인공과반대자와관계된조연캐릭터들이

다. 
다라막스는(Dara Marks)는조연캐릭터들을두가지유

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주인공의 조력자들로서
주인공을사랑하고지지하고용기와신뢰를주는인물들이

다. 두번째유형은반대자의편에서주인공을속이고좌절
시키고 방해하는 인물들이다[11]. 
빅토리아 린 슈미트(Victoria Lynn Schmidt)는 주인공의
조력자들을 현인, 멘토, 단짝친구 그리고 애인으로 세분화
하였다[12]. 
조연 중에서 주인공을 돕는 인물들의 유형은 현인, 멘토, 
단짝친구, 애인으로분류할수있다. 현인과멘토, 단짝친구
와 애인은 주인공의 긍정적인 협력자들로서 스토리의 재미

를더하고주인공이갈등을해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현인과 멘토는 주인공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

을미치는인물들로극의초중반에주인공을변화시키는유

사한특징을갖는다. 현인은지혜로운인물로주인공이스스
로배워나갈수있도록혹독한훈련을시키거나문제를해결

할방법을모색하게한다. 멘토역시주인공의문제에개입하
여주인공에게충고와조언을해주고, 전문적인지식과정보
를전달한다[12]. 단짝친구나애인은주인공의협력자라는면
에서현인또는멘토와유사한역할을수행하지만주인공의

임무를지속적으로도와주고주인공의심리묘사를위해현

인이나멘토와달리극전체적으로자주등장하게된다. 멘토
나 현인이 주인공의 변화를 이끌어 낸 다음에 등장 빈도가

확연히감소하는것에비해단짝친구나애인은극전체적으

로 빈번한 출연을 하는 조연으로 나타난다. 
따라서주인공의협력자로서조연을역할과등장시점으

로 분류하면 크게 멘토(현인, 멘토)와 단짝친구(단짝친구, 
애인)로 분류할 수 있다. 

Ⅲ. 스토리 진행에 따른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

1. Character-net과 등장인물 분류

Character-net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 그래프를 누적하여
소셜네트워크형태로표현한것이다. Character-net에서노
드(node)는 등장인물이고간선(edge)은등장인물간의대화
인그래프 로표현된다. 대화는화자, 청자, 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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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Fig. 3과 같이 2개의 노드(, 
)와 1개의 가중치()로 구성된 대화 그래프로 표현된

다[1]. 등장인물은영화에서영상처리를통해추출하거나영
화 스크립트의 등장인물명(character name)을 이용해 추출
할 수 있다[13,14,15]. 

그림 3. 대화 그래프
Fig. 3. A graph of dialog

Fig. 3에서화살표가나오는 은화자이며화살표가도

달하는 는청자이다. 영화에서청자는장면안에등장하

는모든인물이된다. 가중치 는 과  사이의대화량
이다. 대화 그래프가 그려지면 장면단위의 대화 그래프들

그림 4. Character-net
Fig. 4. The Character-net

을 누적하여영화전체의 등장인물들 간의 Character-net을
Fig. 4와 같이 구성한다[1]. 

Character-net에서 등장인물의 중요도는 소셜 네트워크
의 연결정도 중심성(DC, degree centrality) 개념을 적용하
여계산할수있다. 연결정도중심성이란다른노드과얼마
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노드별
로 연결정도 중심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1].

 

  
 



 




×
 








 (1)

      : 노드(등장인물)의 개수
      : i번째 노드로 들어오는 노드의 개수
       : i번째 노드에서 나아가는 노드의 개수

식 1은 i번째노드로들어오는간선들의가중치와나아가
는 간선들의 가중치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것을 모든 가
중치들의 합으로 나누어 정규화 시켜준다. 연결정도 중심
성을 이용하여 중요도에 따라 주연, 조연, 단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주연 : DC가 평균값 이상이면서최대간극이상의 노드
조연 : DC가 평균값 이상이면서최대간극이하의 노드
단역 : DC가 평균값 이하의 DC값을 갖는 노드

주연은 조연에 비해대화량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등장
인물별로 DC값을계산한후에정렬하면 DC값이가장크

그림 5. 등장인물의 분류
Fig. 5. The classification of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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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되는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주연과 조연으로 나눌

수 있다. Fig. 5를 예로들어 설명하면먼저 모든노드들의
DC 평균값(0.126)을기준으로이하의값을갖는노드들 

부터 을 단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DC 평균값 이상을

갖는 노드들 중에서 최대 간극을 갖는 을 기준으로 , 
는 주연이 되고 , 는 조연이 된다

[1]. 

2.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 및 등장인물의
등장밀도

영화의 스토리는연속적인 장면(scene)들의조합에 의해
표현된다.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에서 x,y평면에 기
본단위로그려지는 Character-net은장면에 나타나는등장
인물들 간의 대화 관계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장면마다표
현되는 Character-net을 Fig. 6처럼스토리진행에따라 z축
으로나열하여보여줄수있다.  또한등장인물들을주연과
조연과 단역으로 구분하여 주연을 제일 안쪽의 주연 동심

원에 배치하고, 조연은 중간의조연동심원에배치하며단
역은 제일 밖의 동심원에 배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토
리진행에따른등장인물의중요도 변화를살펴볼수있도

록 하였다. 

그림 6.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 모형
Fig. 6. The model of Character-net’s three dimensional visualization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는 모든 등장인물에 대한
시계열적표현뿐만아니라개별등장인물에대한시계열적

표현도 가능케 하였다. 등장인물의 등장 시점은 등장인물

의 유형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한인물이 조연이고 전반부에만출연한다면
이 인물은 주인공의 멘토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전반부와
후반부에잠깐출연하는등장인물일경우주인공의성격변

화를 설명하기 위한 단역일 가능성이 높다. 등장인물의 등
장지점과등장하는장면들에대한밀도는등장인물의유형

이나 성향을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등장인물의 등장지점과 등장밀도를 정의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등장지점은 등장인물이 출현하는
장면의번호가되며식 3과같이정의된다. 경우에따라장
면들의범위는식 2와같이특정막으로제한될수도있다.

  : 등장인물 가 출현하는 등장지점(장면) (2)

 
  : i번째 막()에서 등장인물 가

            출현하는 등장지점(장면)
: 장면번호
: 번째 장면
: i번째 등장인물

(3)

등장인물의밀도는해당하는장면들중에등장인물이출

현하는장면들의비율로식 4와같이정의된다. 등장밀도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판단할 수 있다. 

    
 : 가 출현하는 장면의 비율

    ,  : 해당 구간의 장면들의 개수
(4)

 
멘토는 주인공의 각성을 이끌어 내거나 주인공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인물로 스토리의 전반부 또는 중반부의

앞부분에 주로 출현한다. 영화 “스파이더맨(Spider-man, 
2002)”에서 삼촌으로 나오는 벤(Ben)의 경우 대표적인 멘
토의역할로스파이더맨을각성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죽

게 된다. 이에 반해서단짝친구는 주인공의 심리를묘사해
주거나 주인공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로 스토리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현한다. 영화 “노팅힐(Notting Hill, 
1999)”에서 주인공인 윌리엄 대커(William Thacker)의 친
구로나오는스파이크(Spike)의경우주인공과대화하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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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의 심리 상태와 변화를 표현해 주거나 주인공과 여주

인공간의사랑이이루어지도록도움을주는역할을수행한

다. 
등장밀도에따른조연의역할분류를위해서는등장밀도

의분포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이를위해조연의등장밀
도를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대해각각계산하였다. 멘토
의 경우 전반부와 중반부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후반부는낮게 나타날것이며, 단짝친구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서 전반적으로 밀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Ⅳ. 구현 및 분석

1.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 구현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를 구현하기 위해 WebGL
을 사용하였다. WebGL은 OpenGL을 기반으로 개발된 그

  

(a) 영화 Avatar의 Character-net 3차원 시각화

(b) 영화 Avatar의 등장인물 Neytiri의 등장 장면들

    그림 7. 영화 Avatar의 Character-net 3차원 시각화 결과와 Neytiri 등장 장면
    Fig. 7. Three dimensional visualization of movie ‘Avatar’ and scenes of Neyt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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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라이브러리로 인터넷상에서 3D를구현하기 위해개
발되었다. WebGL은 크롬(Chrome), 파이어폭스(FireFox),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최신버젼의 웹 브라우저
에서 지원하고 있으며웹상에서 구동되는 3D 게임이나응
용프로그램에활용되고있다. 본연구의시스템은WebGL
을사용하기위해 Three.js를이용하여개발하였다. 또한영
화스크립트에해당하는데이터를관리하기위해마이크로

소프트사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ver. 10)를활
용하였다. Character-net 3차원 시각화결과를 확인하기 위
한 클라이언트 화면은 구글의 크롬을 이용하였다. 

Character-net의 3차원시각화결과화면은 Fig. 7과같다. 
이것은영화 “아바타(Avatar, 2009)”를 적용한 결과화면이
다. 또한아바타의등장인물중에주인공인제이크(Jake)를
도와주며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네이티리(Neytiri)의 등장
장면을 표시하였다. 
실험을위해 7개의영화로부터 10명의등장인물을 Table 

2와 같이 선정한 후에 전반부와 중반부, 후반부에 대한 등

장밀도를 각각 계산하였다. 
멘토와 단짝친구를 구별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은 규칙
을제안한다. 멘토와단짝친구모두조연에속한다. 멘토는
전반부 또는 길어도 중반부까지만 등장하고, 단짝친구는
스토리 전체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등장밀도를 갖는다. 이
러한 출현 성향을 반영하여 Table 3과 같은규칙을정하였
다. 

2. 분석 및 고찰

Table 3에서선정된등장인물들에대한서사단계별등장
밀도는 Table 4와같이계산되었다. 영화의서사단계는 3막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구분하였
다. 3막구조의경계는전반부를전체장면중에 25%, 중반
부를 50%, 후반부를 25%로 일괄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
였다[10]. 

10명의 등장인물에 대해 Table 3의 규칙을 적용하여 멘

ID Movies Characters Type

C1 Avatar(2009) Neytiri mentor

C2 Notting Hill(1999) Spike best friend

C3 Spider Man(2002) Ben mentor

C4 Matrix(1999) Morpheus mentor

C5 Matrix(1999) Trinity best friend

C6 Bat Man Begins(2005) Ducard mentor

C7 Bat Man Begins(2005) Alfred best friend

C8 Star Wars Episode 4(1977) Ben mentor

C9 Lord of Rings: The Fellowship of Ring(2001) Sam best friend

C10 Lord of Rings: The Fellowship of Ring(2001) Gandalf mentor

표 2. 영화 데이터
Table 2. Movies for experiment

type of helper rules

mentor
if (=Minor Character) and {( ) or 
( )} then 

=mentor

best frind
if (=Minor Character) and {( ) or 
( )} then 

=mentor

표 3.  조력자를 분류하기 위한 규칙
Table 3.  Rules to classify hel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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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단짝친구를 분류하는실험을 진행하였다. C1부터 C9
까지 9명에대해정확한분류를하여 90%의분류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C10의경우영화 “반지의제왕: 반지원정대(Lord 

of Rings: The Fellowship of Ring, 2001)”의 간달프

(Gandalf)로멘토로분류되는등장인물이지만 Table 3의규
칙에 의해 단짝친구로 잘못 분류되었다. 간달프는 주인공
인 프로도(Frodo)의 멘토 역할을 하지만 스토리 전체적으
로 독자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는인물로파악된다. 따라서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것 이외에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문

제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주연으로분류될수도있는등장인물이다. 이로인해잘
못 분류된 경우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밀도

이외에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의 비율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Character-net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등장인
물들 중에 조력자들을 유형에 따라 멘토와 단짝친구로 분

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논

문이다. 3차원 시각화를 위해 WebGL을 사용하여 웹브라
우저 상에서 누구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였다. 또한멘토와단짝친구를구별하기위한규
칙을 제안하였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영화 7편에 대해
선정된 10명의 등장인물에 대해 평가한 결과 90%의 정확

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반지의 제왕의 간
달프와 같이 독자적인 플롯을 가진 등장인물의 경우 등장

밀도 만으로 멘토로 분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 주변 등장인물들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

들의 비율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이를통해보다정교한멘토와단짝친구를분류하는연
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멘토와
단짝친구 이외에 다양한 조력자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연구와주인공을방해하는반대자들의유형을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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