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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화 장르마다 나타나는 클라이맥스 패턴이 다름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디바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자동생성해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소개한다. 영화의 장르 특성 분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액션, 공포와 국외 영화 드라마, 
액션, 공포 장르를 분석하여 클라맥스 패턴 모델형을 만들었다. 클라이맥스 패턴은 영화의 특정 씬 부분에서 샷사이즈의 변화, 샷의
길이, 인서트샷 사용의 빈도를 특성 요소로 하였고,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장르별 시각화된 모델을 Firebase DB를 활용하는 템플릿으
로 개발하였다.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장르별 템플릿으로 개발된 클라이맥스 패턴 모델과 매칭하였다. 짧은
영상이지만 장르의 특성이 반영되어 감성스토리 영상을 자동생성할 수 있는 것이 본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이다. 최근 유튜브,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영상을 생성해주는 애플리케이션들
을 매년 업그래이드하고 있으나, 영화와 같이 장르 특성을 갖는다거나, 스토리가 보이는 영상생성 기술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미흡하다. 제안한 자동영상편집은 감성전달이 가능한 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Abstract

We introduce the application that automatically makes several images stored in user’s device into one video by using the 
different climax patterns appearing for each film genre.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movies, a climax 
pattern model style was created by analyzing the genre of domestic movie drama, action, horror and foreign movie drama, action, 
and horror. The climax pattern was characterized by the change in shot size, the length of the shot, and the frequency of insert 
use in a specific scene part of the movie, and the result was visualized. The model visualized by genre developed as a template 
using Firebase DB. Images stored in the user's device were selected and matched with the climax pattern model developed as a 
template for each genre. Although it is a short video, it is a feature of the proposed application that it can create an emotional 
story video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Recently, platform operators such as YouTube and Naver are upgrading 
applications that automatically generate video using a picture or video taken by the user directly with a smartphone. However, 
applications that have genre characteristics like movies or include video-generation technology to show stories are still insufficient. 
It is predicted that the proposed automatic video editing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into a video editing application capable of 
transmitting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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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영상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내에서 쉽

게 이미지나 영상을 검색하여 영상편집이 가능하도록 제

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의 발달과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의
IMOVIE, 구글 PHOTO, 네이버의 블로그앱 등이 맞춤형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고 플랫폼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

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폰의 IMOVIE는 공포, 드
라마 등의 장르 형식 편집이 가능하도록 스토리보드 제

공 및 추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구글 PHOTO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

고 앨범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시각적으로

배치하는 타임라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네이버의 블
로그앱은 동영상 촬영, 음성 분리, 자막 편집, 스틸 이미
지 추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된 기술지
원은 딥러닝(deep learning)기술이다. IBM의 경우, 딥러닝
을 활용한 왓슨(watson)은 관중의 함성(데이터 편향성), 
게임 점수 세트(타격 소리를 인식하여 편집), 게임의 주
요 지점 중요도를 종합하여 자극 가중치 점수를 내어 하

이라이트 영상 부분만 재편집하여 영상을 재생성한다[1]. 
2016년 왓슨은 인공지능 영화 ‘모건(mogan)’의 예고편을
만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장르별 영화의 씬(scene)에서 나타나는 클라
이맥스 연출에 따른 편집 특성을 샷사이즈, 샷의 길이, 
인서트 요소별로 분석한 후, 영화의 장르별 특성 패턴을

모델 템플릿으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장르별 특성 템플
릿의 역할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장르 특성을 갖는 영상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과
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수많은 이미지 중에 사용될 이

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장르별 특성 템플릿을 선택하
여 매칭할 수 있다. 제안하는 장르 특성 자동영상편집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짧은 영상을 자동생성할 수

있다. 
본논문의구성은영화의장르별에서나타나는클라이맥

스패턴에관련한선행연구를설명하고, 3장에서시스템구
현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 장르 특성 시각화 모델, 템플릿
구축과정을설명한다. 4장에서는제안한 자동영상편집애
플리케이션 구현 및 결과를 보여주고 결론에서 향후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로 정리한다.

Ⅱ. 선행연구

1. 선행 연구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연구가시작되어 샷경계 검출[2,3], 
데이터 확장[4], 샷사이즈 유형 자동분류 시스템[5,6]을 개발

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영화 장르별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
터시각화를한후, 장르기반자동영상생성개발을진행한
다. 그림 1은현재까지진행했던연구범위를설명한도표이
다.
영화의 장르별 데이터시각화 모델은 장르 기반 자동영

상생성을 위해 연구되었으며, 매칭시스템 또는 추천시스
템을 위한 템플릿 구축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영상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일반 사용자들이 영

상 제작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영상제작의 가이드라인 및

제작 방법을 제시해 주고자 개발되었다[7]. 하지만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여 템플릿마저도 사용자의 선택이나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자동영상편집이 되도록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은 자동영상편집이 가능
한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를 비교한 것이다[8]. 표 2는
영상으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의 SNS의 플랫
폼 예시이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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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르 특성을 갖는 자동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데이터학습을통해샷사이즈유형분류의정확도를향

상한 후, 장르별 클라이맥스 패턴을 시각화 모델로구축하
고, 장르별특성템플릿데이터베이스를만들었다. 그림2의
점선 박스는 사용자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임

의로 선택하고 영화의 장르 특성을 갖는 템플릿과 매칭하

여 편집과정 없이 자동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App Name VLOG(Naver) app iMovie Story

Application

 

Function

- voice separation
- subtitle editing
- image extraction
- blog video search
- similar video recommendation 

- automatic arrangement editing 
by place and time

- various images can be inserted

- automatic arrangement editing 
by place and time

Device - iPone Galaxy

표 1. 자동영상생성 앱
Table 1. Automatic video editing application

App Name V LIVE(naver) Watch party(facebook) IGTV (instagram)

SNS
platform

Function
- section search
- continuation function
- community function

- the ability to communicate together 
while viewing real-time video

- co-host or cloud sourcing function

- portrait full screen support
- upload up to 1 hour of video
- auto play, video recommendation

표 2. 플랫폼을 지원하는 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
Table 2. Video editing app that supports the platform

그림 1. 영화 클라이맥스 패턴분석 관련의 선행연구
Fig. 1. Prior research scope related to movie climax patter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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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학습

본연구에서최종으로필요한장르특성을갖는자동영상

편집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기위해샷사이즈의별로분류

된 6개의 클래스(extreme close-up, close-up, middle, full, 
long, extreme long) 이미지데이터확보가중요하다. 2장의
선행연구 그림 1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3-class모델로 영화
의 장르 특성을 분석하는데 부족한 부분이많았다. 장르별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익스트림클로즈업, 클로즈업, 
미들, 풀, 롱, 익스트림롱의 샷사이즈 변화의 특징이 모두
필요하여 데이터 6-class 확장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 수
집을 했다. 세일리언시(saliency) 알고리즘[11,12]을활용하여

부족했던익스트림클로즈업의데이터확보를하였고, 그림
3의오른쪽원다이어그램과같이클래스 간의구성비율을
조절하였다. 이후이미지분류를위해 CNN기반의 VGG16
모델을 활용하여, 6-class 분류 훈련을 진행했으며 정확도
를 높였다. VGG16의 Conv-layer(convolution Layer)를 사

용한이유는이미지위치정보와크기의다양성을그림 3과
같이 지원해 주어 활용하였다[13,14]. 
데이터 및 클래스 확장으로 인한, 오버피팅(overfitting)
의 방지와학습속도의 개선을 위해옵티마이저(optimizer)
와 사용함수에 대한 점검이필요하다. 표3은 다중분류활
성화 함수로, 시그모드(siagmod) 대신 식(1)의 ‘relu’와 식
(2)인 ‘softmax’로변경하였고, 드롭아웃(dropout)으로과적
합을방지하였다. 옵티마이저값과단계(stepsize) 조정을통
해 89.97% 정확도결과를얻었다. 추가적인실험으로표5의
AlexNet의 이진분류 모델을 사용하였고, 정확도 79.17%, 
구글넷(googlenet)은 68%의 정확도를 보였다.

  max  (1)














 for      (2)

그림 3. VGG16 활용 데이터 확장 및 샷사이즈별 학습 비율
Fig. 3. Data augmentation using VGG16 and Data class composition ratio

그림 2. 자동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 전체 구성도
Fig. 2. Diagram of automatic video edit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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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의 (a) 는 vgg16모델을 사용하여 사진의 샷사이즈를
분류한 test 결과의 롱샷이미지이다. 해당사진의샷사이즈
분류정확도가 70% 이상인경우, 이를해당클래스로분류
하고사진을출력하도록하였다. (b)는 tf-lite파일로변환한
뒤, 이미지의샷사이즈를분류한결과이다. 예측된샷사이
즈가 해당 이미지의 Class label과 다른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자동영상편집에 사용되지 않는다.

2. 영화 장르별 특성 패턴 시각화

영화의씬에서나타나는샷사이즈, 샷길이, 인서트샷의
변화를분석하여장르간차이점을그림 4~6과같이시각화

additional_model.add(Dense(256,activation(‘relu’))
additional_model.add(Dropout(0.5))
additional_model.add(Dense(256,activation(‘softmax’))
  …
additional_model.compile(loss='categorical_crossentropy', 
optimizer=optimizers.RMSprop(lr=6e-5), metrics=['acc'])
  ...
history = additional_model.fit_generator(train_generator, 
steps_per_epoch=math.ceil(train_generator.n/train_generator.batch_size), 
…

Average accuracy : 89.78%

표 3. 다중 분류 활성화 함수 사용과 VGG16 모델 훈련 정확도 결과
Table 3. Using Multiclass classification activation function and VGG16 model training accuracy result

(a) AlexNet model, Average accuracy : 79.17% (b) Googlenet model, Average accuracy : 68%

표 5. AlexNet 모델과 Googlenet 모델의 훈련 정확도 결과
Table 5. training accuracy results of AlexNet model & Googlenet model

(a)      (b)

표 4. VGG16 모델 훈련 결과 이미지
Table 4. VGG16 model training resul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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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총 24개를하였으며, 국내영화는드라마장르(가족, 
로맨스, 코미디), 액션장르(1:1 액션, 다:다액션), 공포(아시
아 중심으로)장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국외 영화또한
드라마(가족, 로맨스, 코미디), 액션(1:1 액션, 다:다 액션), 
공포로 분석하였다. 공포장르의 국내영화는 특성 분류가
모호하여아시아에서개봉된영화들 중심으로분석하였다.
그림 4는 한국 드라마 로맨스 장르의 씬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x축은 영화의 흐름 시간 순에 따른 샷이미지 번호
이고 y축 1번이익스트림클로즈업샷, 6번이익스트림롱샷
을 의미한다. 원의 크기는 한 샷의 길이(period)를 나타낸
다. 원의 색상은 인서트 샷의 역할(강조, 복선, 전환 등에
따라 배경)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파란색은 인서트 샷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은 주관적 강조(주로 클로즈업
이미지)를나타내는샷, 빨강색은사람이너무작게보이거
나 보이지 않는 전체 전경을나타내는 샷으로 분류하였다. 
로맨스 장르의 특징은 배우의 감정을 설명하는 클로즈업

샷을 길게 사용하고 있고, 후반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배우
간의 감정 샷이 자주 교차하는 특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는 액션 장르 분석 그래프이다. 드라마 장르와다
르게 롱과 익스트림롱 샷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

을볼수있다. 이는배우들의싸우는장면(전체적인설명을
돕은객관적샷)과배우들의표정(감정의대립)을 알수있
는 클로즈업샷이연출되기때문에샷길이와샷사이즈의

그림 4. 한국 드라마_로맨스 장르 분석
Fig. 4. Korean Drama_Romance Genre Analysis

그림 5. 한국 액션 장르 분석
Fig. 5. Korea action gen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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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잦은것을볼수있다. 그림 6은공포장르영화이다. 
샷사이즈의변화보다사람이없는인서트샷이많이사용된

다는 점과 샷길이가 비슷한 길이로 유지하면서 전개됨을

분석할수있다. 인서트샷은사건의복선이나강조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공포 영화에서는 인
서트샷을 클라이맥스 부분에 자주 사용함을 볼 수 있다. 

3. 장르 특성 패턴과 매칭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르별 클라이맥스의 영상 특징을 반영한 매칭시스템

을 위해 파이어베이스(Firebase)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이미지
들의 속성 값(샷사이즈, 인서트, 샷길이 요소)들을 메타데
이터로 전환한 후, csv파일로 구성하여 총 24개의 파일로
저장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json파일은 ‘insert 
key’, ‘shotsize’, ‘time’, ‘id’ 와 각각의 장르 특징 형태를
지정하고있다. 이들정해진모델을먼저불러올수도있으
며, 사용자에게그림 4~그림 6과 같은장르 특색을적용한
모델을 먼저 선택할 수있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에저장된수많은 사진 중에 영상으로만들고 싶은 이미지

를 선별한 후, 24개의 패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장르 특
성을 갖는 짧은 영상 결과를 얻는다.

Ⅳ. 애플리케이션 구현 결과

애플리케이션안에데이터를직접저장하기위해패턴모

델(그래프) 형식을 지원하는코어데이터(CoreData) 방식으
로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이미지들로 생성되는 데이터들

을저장하자속도가현저히느려지는현상을보였다. 본문
제 해결을 위해 Storage를 지원하는 파이어베이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였다. 파이어베이스백앤드(firebase 
back-end)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csv파일들을 json파일로
변환한후, 데이터베이스 Storage에저장하였고, 장르별 영
화의샷사이즈, 샷길이, 인서트샷의유무배열로된클라이
맥스 패턴모델 24개로 정리하여 저장하였다. 사용자가 애
플리케이션 화면의 ‘Upload Photos’ 버튼을누르면사용자
가선택한사진들이파이어베이스의지정폴더로업로드되

어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장르별 특성을 가진 클

라이맥스패턴모델과연결된다. 그림 7은사용자가자신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이미지를 Image Picker를 사용하여 선
택하고, firebase에 업로드한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이미
지는 인서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공포 또는 액션에서 주

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삽입하고, 영화 장르별 특
성을가진클라이맥스패턴모델중하나와매칭된후, 자동
편집을 통해 최종 영상이 생성되는 결과화면을 보여준다. 
인서트컷의사용은 장르별로사용빈도에 따른 차등을두

그림 6. 아시아 공포 장르 분석
Fig. 6. Asia horror gen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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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배열되도록 하였다. 인서트 이미지 활용은 픽사베이의
무료이미지를 사용하였다[15]. 

Ⅴ. 결 과

본 연구의 현재까지 진행은 장르별 특성을 가진 클라이

맥스 시각화 모델 24개와 사용자의 이미지들을 매칭하여
영상이 자동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구현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한 학습모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궁

극적 목표인 사용자 이미지들 내에서 장르별 특성을 갖는

이미지 추천시스템까지 개발되지 못하였지만, 영화의 씬
내에서샷사이즈변화중심으로클라이맥스패턴을메타데

이터로전환하였고, 패턴모델데이터를활용하여 매칭시스
템은구현하였다. 최근유튜브, 네이버와같은플랫폼사업
자들은사용자가스마트폰으로직접촬영한사진이나영상

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영상을 생성해주는 애플리케이션들

을 매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화와 같이 장르
특성을 갖는다거나, 스토리가 보이는 영상생성 기술을 포
함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미흡하다. 제안된 장르 특성을

갖는 자동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은 감성전달이 가능한 스

토리 전개 방식을 하기 위해 영상편집기술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네이버의 ‘블러그앱’이나 ‘유튜브스튜디오’ 애플리
케이션은 영상 편집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 또한

자신의스마트폰으로콘텐츠영상을온라인상에쉽게올릴

수있도록도와준다. 이에한발더나가 AI 기술은자동영
상생성에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기반 영상생성이

가능하리라예측한다. 본 연구의 장르 특성을 갖는영상생
성 기술은스토리를 담을 수있는하나의 편집기술요소로

짧은 영상 스토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산업

에큰효과가있을것이라기대한다. 향후사용자의이미지
들을공포또는드라마등영화의장르에 적합한이미지들

을 추천하여 자동 추천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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