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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토리는 인물들 간의 갈등의 전개와 해소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다. 갈등의 설정, 전개, 해결의 흐름이 스토리이다. 인물 면적은 인
물의 감정 또는 상태, 인물 간 관계인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 기법이다. 본 논문은 인물 면적의 변화 그래프로부
터 갈등의 전환 지점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물 면적을 계산하여 영화의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과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로부터 갈등 전환 장면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7
개의 영화에 대해 갈등 전환 장면을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정확도 73.57%, 재현율 77.26%의 성능 평가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
해 인물 면적에 기반하여 갈등 전환 장면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Abstract

The story is formed by the flow of the development and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characters. Namely, the story 
consists of conflict setting, development, and resolution. Character region is an important expression technique to describe the 
emotions or states of charact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nd the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method for detecting the transition of conflict from the graph of character region’s change. To this end, we present a 
method of generating a change graph of a character region in a movie by calculating the character region and a method of 
detecting a conflict transition scene from a graph of character region’s change.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tract conflict transition scenes for 7 movi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73.57% 
accuracy and 77.26% recall were obtained. This proves that it is possible to extract conflict transition scenes based on the 
characte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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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스토리는 인물들 간의 갈등의 전개와 해소의 흐름에 의

해 형성된다. 갈등의 설정, 전개, 해결의 흐름이 스토리이
다. 따라서스토리를분석하기위해서는갈등에대한 분석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화의 경우 인물 간의
갈등은 다양한 영상적 표현에 의해 묘사된다. 인물 얼굴의
감정표현, 시선방향, 인물의위치, 인물이화면에 나타나는
크기, 인물 간의 거리와 같은 다양한 정보에 의해 갈등이
묘사된다. 이 정보들중에서인물이화면에 나타나는 크기
로 정의되는 인물 면적은 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인물면적은인물의감정또는상태, 인물간관계인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 기법이다. 예를들
어인물의얼굴이 크게 표현되는클로즈업카메라숏의경

우 인물의 감정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다. 반면에
공원배경에 벤치에앉아대화하는 두명의친구가 나타나

는롱숏의경우인물간의관계, 시간, 공간에대해묘사하
여 인물의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1]. 
인물간의갈등은스토리를구성하는중심축으로인물의

감정표현은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사단계의 초기
에 인물들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감정표현이 나타나며, 
이후에 인물 간의 갈등이 진행되어 질수록 감정의 표출되

는양들이증가하게된다. 따라서감정에대한세세한표현
을위해 클로즈업샷의분포도증가될수 있다[1,2]. 즉감정
의증가는갈등의전개와관련이있으며, 감정의표현과관
련있는인물면적은갈등을 표현하는중요한 수단이된다
[3]. 스토리의 중심축인 갈등을 분석하는 방법은 스토리에
대한자동분석을가능케한다. 특히인물간의갈등이전환
되는 지점은 스토리가 변화되는 지점으로 갈등 전환 지점

을 추출하게 되면 영화의 스토리 차원의 분석, 정보검색, 
축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 할 수 있다. 
인물 면적이 커진다는 것은 인물의 감정 표현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인물이 해당 장면의 감정을 주

도하는것을 의미한다. 즉 그림 1에서처럼 특정 장면 내에
서인물이크게표현된 경우 감정 또는 갈등을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물면적이작은 등장인물은다른 인물의
표출된 감정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역할의 인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림 1. 영화 “킹스 스피치(King’s Speech)”의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
Fig. 1. Graph of character region’s change of a movie “King’s Speech” 

그림 1은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연인 조지(George)의
인물면적변화그래프이다. 여기서인물면적의변화그래
프는인물이영화속장면에서 차지하는영상적 면적이영

화의 진행에 따라변화하는것을 그림 1과 같이 그려준그
래프이다[3]. 영화가진행됨에따라조지의면적이증가되기
도 하며 경우에따라반대자보다적게유지되는 장면도발

생한다. 인물 면적의 변화 지점은 스토리전개상유의미한
지점일수있으며, 변화지점중에갈등이전환되는지점을
찾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3]. 
본 논문은 인물 면적의 변화 그래프로부터 갈등의 전환

지점을검출하는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첫째, 인물면적을계산하여영화의인물면적변화그래
프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둘째, 인물면적변화그래프로부터갈등전환장면을검
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를위한본 논문의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는배경지식과이론적배경을검토한다. 이는스토리분석
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3
장에서는 장면 진행에따른인물면적을계산하여인물면

적 변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갈등전환 장면을 검출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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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방법의성능에 대해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
서 제안하는 방법과 성능평가를 토대로 결론을 맺는다. 

Ⅱ. Background Knowledges

1. 인물의 확대 정도와 서사 구조의 관계

인물을 확대하는 숏(shot)은 그림 2의 좌측과 같이 인물
의심리나감정을상세하게묘사한다. 이에반해인물을설
명하고 배경과인물간의관계를묘사하기위해배경이함

께표현되는그림 2의우측과같은롱숏또는미디엄숏이
사용된다[1]. 

 

그림 2. 영화 “노팅 힐(Notting Hill)”의 클로즈업 샷(좌측)과 롱 샷(우측)
Fig. 2. Close-Up shot (left) and long shot (right) of a movie “Notting Hill” 

영화에서클로즈업샷또는미디엄샷, 롱샷과같은화면
의 확대 정도와서사구조 간의 관계는매우밀접한관계가

있다. 화면의 확대 정도를 시간순으로정리한쇼트리스트
(shot list)를분석하여서사의절정단계의특성을해석하거
나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2]. 
또한, 얼굴면적과 서사 구조와의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강수환 등은 영화에 표현된 주인공과 반대자 사이에 얼굴

면적과 갈등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얼굴 면적 그래프의 상승 또는 하강 구간과 인물 간 면적

전환지점또는결말에서 나타나는그래프의형태등이서

사구조와관련되었다고주장하였다[3]. 이연구는스토리에
서 나타는 얼굴 면적과 갈등 간의 패턴의 종류와 의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패턴
이 얼마나 정밀하게 얼굴면적과 갈등 사이의 관계를 지지

하는 지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스토리는 표 1과 같이 ‘전반부–중반부–후반부’, ‘발단

–발전–절정-해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등으
로 분류된다[4]. 3단계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제시된 분
류방법으로일반적으로 3막 구조로불려진다. 전반부는스
토리 진행을 하기 전에 인물을 제시하고 환경이나 사건이

벌어질 배경을 시·공간적 묘사를 통해 설정한다. 중반부는
인물의성격의 변화, 갈등이 진전되거나 갈등 관계의 변화
가진행되면서후반부에서갈등이해소된다[4]. 스토리의진

Three parts Four parts Five parts Contents

Beginning Beginning Beginning
Introduction characters and backgrounds

Giving clues to the case
Suggestion of conflict

Middle

Development Rising Action

Change and development of characters
Various foreshadowing and allusions

Full-scale development of events
Suggestion of conflicts and strife

Climax

Crisis Rise of conflict and strife
Occurrence of new events

Climax
Climax of the conflict

Turning point towards the end
Clue to the solution

End End End Determination of character's fate
Resolution of conflicts and strife

표 1. 서사구조의 단계별 내용
Table 1. Narrative structure and i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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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따라 인물들 간에 갈등이 설정되며 변화한다. 

2. 인물 면적

영화 속 갈등의 크기를 데이터화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면적을계산할필요가있다. 영화속에서감정은인물의얼
굴에 의해 가장 많이 표현된다. 

그림 3. 영화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ach)”의 인물 면적
Fig. 3. Character region in a movie “The King’s Speach”

인물의 면적은 머리 부분에서 얼굴에 해당하는 영역만을

그림 3의오른쪽에보여지는것처럼검출한다[5]. 이연구에서
사용한인물의면적은목을포함하지않고턱선위의얼굴의

면적으로정의한다.얼굴이외의신체까지인물면적으로계
산할경우화면의확대(zoom) 정도에따른비교에서오차가
발생할수있기때문에얼굴의면적만을인물면적으로계산

한다. 연구에서사용한얼굴면적의계산은그림 4에보여지
는절차에따라진행하였다. YOLO를사용하여프레임내에
얼굴의대략적인영역인 ROI(Region of Interest)를 검출한
후에 ROI의 중앙 지점에서 작은 직사각형 영역을 설정한

다. 직사각형의좌우영역을나누어서색분포를계산한후
에분포된색의범위에있는색을가진영역을얼굴로인식

하여면적을추출하였다. 즉얼굴의색범위의오차를정밀
하게 지정하기 위해 얼굴영역 중앙에 분할 직사각형을 설

정하여 색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5]. 

3. 용어 정의와 수식 표기

본 논문에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

된다. 

∙갈등: 갈등은서로다른인물들간의대립이다. 스토리와
갈등의 발생, 전개, 해결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물
간의 타협, 성격변화, 적응을 통해 해소된다[6]. 

∙스토리: 인물들이 시공간적 배경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형성하는 구조화된 내용(말, 글, 영상)이다. 

∙서사구조: 스토리가 독자,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시
되는 순서와 방법의 기초가 되는 구조와 뼈대를 서사구

조라 한다. 
∙갈등 전환: 초기에 설정된 갈등 주도 인물과 갈등 종속
인물간의관계가변화되어대등하거나역전되는상황을

의미한다. 
∙주인공(protagonist): 스토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 되
는 인물로 스토리를 진행하는 주축 인물중 한명이다[7].

∙반대자(antaagonist):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과 사상, 신념, 
성격등의이유로대립또는갈등을일으키는인물이다[8].

제안하는 방법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

식표기들을사용되었으며, 수식들의 개념은다음의표 2와
같다. 

그림 4. 이미지로부터 인물의 면적을 추출하는 방법
Fig. 4. Working Steps for Face Area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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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ethod of Detecting Conflicts Transition 
Scenes

1. 인물의 장면 면적 계산

영화에서 인물 면적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갈등의 주요

축인 주인공(protagonist)과 반대자(antagonist)를 선정하고
두인물에대한얼굴면적을그림 5와같이장면별로측정하
였다. 
영화 문법상 스토리에서 의미를 갖는 기본적인 단위는

장면이다. 장면은 하나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숏들의 연속
된조합으로인물들이등장하며상호작용을형성하며관객

에게 특정한상황을설명하거나감정을전달한다[9,10]. 따라
서갈등분석을위한인물들이감정을표출하는기본단위

는장면이므로먼저장면검출을하고각 장면의시간을저

장한다. 이후 인물이 나타난 면적을 계산하기위해 장면을
숏 단위로 분할한다. 숏 별로 숏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프
레임을 추출한 후에 프레임에 존재하는 인물이 주인공인

지 반대자인지 구별한다. 인물이 인식되면 인물의 얼굴영
역을 그림 3과 같이 계산한다. 영화마다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영역은 화면전체 크기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다. 또한 숏의 시작과 끝의 2개의 프레임에서 얼굴이 검출
되므로 평균한 크기로 얼굴영역의 값을 계산하며, 얼굴영
역 값에 숏의 길이로나누어최종적으로숏에존재한 인물

면적  을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숏의인물면적이계산되면장면에서나타난인물별로면

적을 합산한 장면의 인물 면적을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2)

: 장면 내에 나타나는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 숏의 개수

Notations Contents

 th character

  Time length of th Shot 

 Region of character   on time or frame 




 Region of character   on th shot 




 Region of character   on th scene 

  Function of region of th character   according to scenes (=
,   )

 ′=  Diffence graph between character  and  for region

표 2. 수식 표기
Table 2. Notations

그림 5. 장면별 인물 면적 계산 절차
Fig. 5. Steps to calculate character region according to scenes

 


×


(1)

 : 숏의 시작 프레임

: 숏의 끝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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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전환 장면 검출방법

인물면적변화그래프로부터갈등이전환되는장면을검

그림 6. 갈등 전환 장면 검출기의 내부 절차
Fig. 6. Steps to detect conflict transition scenes

출하는 방법은그림 6에서 보여지는절차에 의해진행된다. 
갈등이 전환되는 장면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인물 면적

변화그래프를생성해야한다. 인물면적변화그래프는식
2에서얻어진장면의인물면적을영화의진행에따라연결
하여그려진그림 7과같은그래프이다. 그림 7은영화 “킹
스 스피치”의 주인공인 조지(George)의 장면별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 )이다. 이영화는조지가 영국의 왕
위를계승하였지만말더듬증상을치료하기위해반대자인

라이오넬(Lionel)을 찾아가서 갈등을 빚는 스토리로 진행
된다. 초기에 조지는 감정을 표출하며 갈등을 주도하지만
중반부에서 라이오넬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후반부

에서 말더듬 증상을 이겨내고 연설을 실행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영화에서일반적으로갈등은 2명이상의인물간에벌어
지는 관계 상황으로 표현된다. 특히 주인공과 반대자 간의

그림 7. 영화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ach)”의 “조지(George)”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
Fig. 7. Graph of Character Region’s Change of “George” on a movie “The King’s Speech” 

그림 8. 영화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ach)”의 조지(George)와 라이오넬(Lionel)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
Fig. 8. Graph of character region’s change of George and Lionel on a movie “The King’s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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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스토리의 주요한 갈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
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는그림 8과같이주인공조지뿐
만 아니라 반대자 라이오넬의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영화속인물들에대한인물면적변화그래프()가

그려지면두 인물 간의 차이를계산하여 영화에대한인물

면적변화그래프( ′)를그림 9와같이생성한다. 이그
래프는 주인공 조지의 인물 면적에서 반대자 라이오넬의

인물 면적을 뺀 그래프()이다. 양(+)

의값을가질때는주인공조지의면적이더큰것을의미하

고음(-)의값을가질때는반대자인라이오넬의면적이더
큰 상태이다. 
인물 면적 그래프가 양의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음의 값을 유지한다면 감정의 방향이 한 방향을 유지한다

고볼수있다. 하지만그래프의값이양에서음으로변하거
나, 음에서양으로변한다면감정표출의상대적크기우위
가 주인공에서 반대자로 변하거나 반대자에서 주인공으로

변화하는것이다. 즉이변화지점이갈등이전환되는지점

그림 9. 영화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ach)”의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
Fig. 9. Graph of character region’s change of a movie “The King’s Speech” 

그림 11. 갈등 전환 장면
Fig. 11. Scenes of conflict transition

그림 10. 갈등 전환 규칙
Fig. 10. Rule for finding conflic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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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파악할수있고, 그림 10과같은규칙에의해변화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0의 규칙을그림 9의인물면적변화그래프에적
용하게 되면 그림 11과 같이 갈등 전환에 해당하는 여러
지점의 장면들을 검출할 수 있다. 

Ⅳ. Experiment and Discussions

1. 실험 결과

갈등 전환 장면을 검출하는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3과 같이 7편의영화를 실험 대상으로선정하였다. 
선정한 영화로부터주인공과반대자가함께등장하는장면

을수작업으로추출하고, 장면을숏으로분할하였다. 각각의

숏으로부터시작과끝의 2개의프레임을지정하고, 이프레
임들로부터얼굴면적을검출하여식 1과같이평균하여숏
의 얼굴면적으로 계산하였다. 숏 분할을 위해 MKLAB의
Video shot and scene segmentation tool을 사용하였고[11], 
얼굴검출은 2절의그림 4의방법을사용하였다. 또한영화
별로 추출된 장면들 중에서 갈등 전환에 해당하는 장면의

개수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영화별로 갈등 전환 장면
은 영상또는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 5명의 선택에 의해선
정하였다.
표 3의영화들에대해 3절에서제안하는갈등전환장면
추출방법을적용하여성능을평가하였다. 단그림 10의갈
등 전환규칙을 적용할 때 부호가 바뀔 때 양과 음의 값이

0.1 미만에서 변경되는 미세한변화장면은 검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얼굴영역을자동검출할때발생할수
있는 오차와 관객이 가질 수 있는 시각적 오차의 범위를

ID Movie titles Main charaters Number of selected 
scenes

Number of conflict 
transition scenes

M1 King’s Speech (2010) George, Lionel 43 6

M2 Cape Fear (1991) Max Cady, Sam Bowden 15 4

M3 Romeo and Juliet (1968) Romeo, Juliet 13 5

M4 Kramer vs. Kramer (1979) Ted Kramer, Joanna Kramer 9 4

M5 Wall Street (1987) Bud Fox, Gordon Gekko 23 8

M6 Good Will Hunting (1997) Sean, Will 13 5

M7 Insomnia (2002) will Dormer, Walter Finch 10 3

표 3. 영화 목록
Table 3. Movie list

ID Number of 
selected scenes

Number of conflict 
transition scenes

Number of scenes 
by proposed 

method

Number of 
corrected scenes Precision Recall

M1 43 6 10 5 50.00% 0.83

M2 15 4 5 3 60.00% 0.75

M3 13 5 4 3 75.00% 0.6

M4 9 4 5 4 80.00% 1

M5 23 8 5 5 100.00% 0.625

M6 13 5 4 3 75.00% 0.6

M7 10 3 4 3 75.00% 1

Average 73.57% 77.26%

표 4. 실험 결과
Table 4.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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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성능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다. 7개
영화에 대해 갈등 전환 장면을제안된방법론에의해검출

한 갈등전환 장면과 비교하여 정확도(precision)와 재현율
(recall)을 성능지표로검출하였다. 7개의 영화에대한평균
정확도는 73.57%를 나타냈고, 재현율은 77.26%로 나타났
다. 
정확도와재현율을 통합한 F1-score는 식 3에의해 계산
된다. 이식에의해표 4의정확도와재현율을통합하여계
산하면 0.75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
(3)

이러한 실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면적을

기반으로한 인물 면적 그래프생성방법과영화속 주요인

물간의인물면적그래프를토대로한갈등전환장면검출

방법이 유의미한 방법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인물 면적 기반의 갈등 분석 기법은 영화에 대한

자동스토리 분석이나스토리 자동 생성에활용될수있을

것이다. 

2. 실험 결과의 고찰

제안하는갈등전환장면의검출방법에의한실험결과

는 F1-score가 0.75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0.25 가량의부정확한결과를나타내는실험결과가나타났
다. 이것은영상처리과정에서숏경계추출과얼굴영역검
출에서 일정부분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얼굴측면이보여질경우확대정도는더크지만얼
굴색 부분이 전면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인물 면적에서 더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차의 원인이 된 경우가

될수있다. 그리고본논문은인물의감정의크기를결정하
는 지표로 얼굴 면적을고려하였다. 하지만 인물의 감정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얼굴의 확대 정도 외에도 표정, 
시선이나 카메라 앵글의 종류 등의 추가적인 지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이유로 일정부분의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이된것으로추측된다. 또한, 실험에사용된영화가 7편으

로 실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Ⅴ. Conclusions

본 논문은 인물 면적의 변화 그래프로부터 갈등의 전환

지점을검출하는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인물 면적을계산하여 영화의인물면적변화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과 인물 면적 변화 그래프로부터 갈등 전환

장면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
능을 검증하기 위해 7개의 영화에 대해 갈등 전환 장면을
추출하는실험을진행하여정확도 73.57%, 재현율 77.26%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측정된 성능 지표는우수한
성능을지시하는것으로 보이나, 인물 면적만을 갈등을 지
표화하기에일정한한계가있어보인다. 얼굴검출과숏검
출에서사용된자동화도구에서일정부분의오차가발생한

것으로판단되며, 얼굴 크기 이외에 감정을 영상으로 표현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갈등을 지표화하기위한 추가적인 요소로 표정, 시
선, 카메라 앵글 등에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있다. 추
가적으로 실험에 사용된 영화 편수를 장르별로 증가시켜

장르적 특성과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화의 정도를 높

이는연구가필요하며, 향후이에대한연구를진행할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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