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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영화의 다양한 정보들을 측정하고 씨네메트릭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스토리 차원의 정보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 차원의 씨네메트릭스 연구를 위해 영화의 설계도와 같은 스크립트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가능

케 하는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을 제안하고 개발한다. 이를 위해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파싱하고 사용자들이 협업적으로 

결과물의 오류를 수정하여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오류

가 수정되고 걸러지게 하여 완성도 높은 영화 데이터 축적을 가능케 하는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의 구조를 제시하고, 구
현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키워드: 스토리(story), 씨네메트릭스(cinemetrics), 스크립트(script), 협업(collaboration), 파서(parser)

I. 서 론

영화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측정하고 표현하는 분야를 

씨네메트릭스(cinemetrics)라 한다. 씨네메트릭스의 지금까지의 

연구는 영화의 영상신호나 숏의 길이와 같은 기초적인 정보를 이

용한 형태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1,2]. 하지만 영화는 스토리

를 가진 미디어로 스토리 차원의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영화의 다

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스크립트에는 장면, 등장인물, 대사, 액션과 같은 영화에서 추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영화 분석 또는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영화의 설계도와 같은 스크립트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Final Draft[5] 형식으로 표현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영화

의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3,4]. 
하지만 웹에 상존하는 스크립트들은 기본적으로 Final Draft 형

식을 지키고 있지만, 스크립트 작성 소프트웨어의 종류나 작가의 

표현방식에 따라서 저장된 형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Final

Draft 형식의 PDF 파일을 Text로 변환하면서 특정 요소들이 형

식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스크립트를 협업적으

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자에 의해 스크립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오류가 수정되고 걸러지게 하여 완성도 

높은 영화 데이터 축적을 가능케 하는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

폼을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관련 연구

1. 씨네메트릭스

씨네메트릭스(Cinemetrics)는 영화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을 통해 영화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프를 표현하여 영화

의 측정 데이터로 활용하는 연구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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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씨네메트릭스의 Fingerprint 표현과 

인터페이스

Fig. 1. Fingerprint and UI of Cinemetrics

Brodbeck은 그림 1처럼 영화의 숏들에서 숏의 길이와 칼라의 

사용, 음성이나 움직임 등을 추출하여 숏의 특징 값으로 정하고, 
원형으로 숏들을 누적하여 영화의 고유의 Fingerprint를 생성하였

다[1]. 이 기술은 영화 간의 비교나 영화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나 스토리 차원의 가시화는 제공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Final Draft

스크립트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필요한 음성, 영상, 등장인물의 

행동, 대사 등의 요소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영화 스크립트의 세계

적인 표준 형식은 Final Draft 형식이다[5]. 이 형식은 미국의 할

리우드의 시나리오 작성의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에서도 이 형식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Final Draft 형태의 영화 시나리오의 예

Fig. 2. A Example of Script of Type of Final Draft 

시나리오는 그림 2와 같이 ‘scene heading’ (장면 머리글), 
‘action’, ‘character name’ (등장인물명), ‘dialogue’ (대사), 
‘parenthetical’, ‘extension’, ‘transition’, ‘shot’ 등으로 구성된다[5]. 

3. 협업적 영화 분석 플랫폼

영화 정보의 수집부터 분석까지 다양한 정보를 협업적으로 처

리하는 분석 플랫폼에 대한 연구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2,6].
Nothelfer 등은 영화의 숏의 길이를 이용하여 영화의 특성을 표

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영화를 정하여 영화의 

숏의 길이를 측정하여 업로드 하는 정보 수집 방법을 제안하고 활

용하였다[2]. 이를 위해 데스크탑 버전의 숏 길이를 추출하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IMDb는 사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리뷰와 사진들을 올리고 태깅

을 하는 협업적 정보 수집 및 편집의 활동을 진행하여 영화 정보

를 구축하였다[6]. 하지만 영화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대사나 배경과 같은 상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 검색의 토대

가 되는 데이터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영화의 실제 동영상 정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

하거나, 스크립트를 협업적으로 분석하여 영화의 상세한 데이터로 

구축하여 정보 검색의 토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논

문은 기술적 난이도가 요하는 동영상 정보보다는 텍스트 기반의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한다. 

III.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은 영화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파싱하는 기능과 사용자들이 협업적으로 파

싱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

Fig. 3. System Architecture of Collaborative Script Analyzer 

Platform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파싱하여 장면, 등장인물, 대사 등을 계층

적으로 구조화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계층적으로 구조화

된 스크립트를 사용자들이 Script 원본과 비교하면서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은 그림 

3과 같이 Automatic Script Parsing Part와 Collaborative Script 
Analyzing Part로 구성된다.

1. Automatic Script Parsing Part

이 부분은 스크립트 파싱을 자동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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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입력은 Final Draft 형식의 Text Script 파일이 활용되며, 
출력된 결과는 Structured Script DB에 저장된다. Automatic 
Script Parsing Part는 Text Parser, Semantic Analyzer, 
Structured Script DB의 3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진다. 

Text Parser는 Text Parser와 Regular Expression DB로 이루어

진다. Text Parser는 Final Draft 형식의 Text Script 화일로부터 

장면(scene heading), 등장인물(character name), 대사(dialogue) 
등을 추출하며, Regular Expression DB는 Text Script를 파싱하기 

위해 장면과 등장인물, 대사 등을  추출할 수 있는 표 1과 같은 

정규 표현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Elements Regular Expression

SCENEHEADING ^\t((EXT|INT)\..*$)

CHARACTER ^\t\t\t\t((\w+))(.*)$

ACTION ^\t(?!(?:EXT|INT))(([^\t]+.*))$

PARENTHETICAL ^\t\t\t(\([^\t]+.*\))$

DIALOGUE ^\t\t([^\t]+.*)$~

표 1.  스크립트 파싱을 위한 정규 표현식

Table. 1. Regular Expressions for Script Parsing 

Semantic Analyzer는 Semantic Analyzer와 Semantic Rule 
DB로 이루어진다. Semantic Analyzer는 Text Parser에 의해 추

출된 장면, 등장인물, 대사 등의 포함관계를 판정하여 계층화된 

Script의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Semantic Rule DB는 장

면, 등장인물, 대사의 포함관계를 판정하기 위한 Rule들을 저장하

고 있다. 
Structured Script DB는 Final Draft 형식의 Text Script가 파

싱되어 계층적으로 장면, 등장인물, 대사가 구조화되어 저장되어 

있는 Script DB이다. 

2. Collaborative Script Analyzing Part

Collaborative Script Analyzing Part는 입력으로 Final Draft 
형식의 Text Script 파일, Structured Script가 활용되며, 
Structured Script DB로 출력이 저장된다. 

Collaborative Script Analyzing Part는 Script Comparing 
Module과 Error Modifier로 이루어져 있다. Script Comparing 
Module은 Final Draft 형식의 Text Script와 Structured Script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Viewer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Error Modifier는 사용자가 Text Script와 Structured Script 사이

에 차이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그리고 수정된 결과는 Structured Script DB에 저장된다.

IV. 구 현

제안된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의 개발은 Automatic 
Script Parsing Part와 Collaborative Script Analyzing Part로 나

누어 진행하였다. 

Automatic Script Parsing Part를 위해 스크립트를 파싱하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고 구조화된 스크립트 결과물을 업로드 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데스크탑용 소프트웨어 AutoScriptParser를 개발하였다. 
개발환경은 윈도우 7 하에서 델파이 7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윈도

우 XP, 윈도우 7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크립트의 파싱을 

위해 웹상에서 그림 4와 같은 실행화일 (AutoScriptParser.exe)를 다

운로드 받은 후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 파

싱을 실행한 후에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그림 4. AutoScriptParser를 이용한 Movie“9”의 스크립트 파싱의 예

Fig. 4. A Screen Shot of AutoScriptParser for Movie “9” 

Collaborative Script Analyzing Part는 사용자들이

AutoScriptParser에 의해 변환된 Structured Script 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웹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CollScriptAnalyzer 개발하였다. 개발환경은 ASP(Active 
Server Page)를 이용하여 윈도우 7의 IIS 7.0 환경으로 개발하였

다. 웹 상에서 Final Draft 형태의 Script와 Structured Script와의 

비교를 통해 오류를 검출하도록 그림 5와 같은 UI를 제공하였다. 
AutoScriptParser와 CollScriptAnalyzer를 통해 사용자들은 

원하는 영화의 스크립트를 파싱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다른 사람이 수정한 스크립트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5. CollScriptAnalyzer 상의 Movie“9”의 수정작업 예

Fig. 5. A Screen Shot of Error Modifying for Movie“9”Using 

CollScript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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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은 영화 데이터 축적을 가능케 하는 협업적 스크립트 분

석 플랫폼을 제안하고, 설계한 내용과 개발된 결과물을 설명하였

다. 협업적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은 크게 Automatic Script 
Parsing Part(AutoScriptParser)와 Collaborative Script 
Analyzer(CollScriptAnalyzer)의 2부분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원하는 스크립트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사용자에 의해 오류가 수정되고 걸러지게 하여 완성

도 높은 영화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tructured 
Script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분석 가

능한 형태의 Script를 축적시키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스크립트 분석 플랫폼의 업

그레이드와 데이터 축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화

에 대해 스토리 차원의 Cinemetrics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 한다. 

Acknowledge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3R1A1A2061737)

참고문헌

[1] Y. Tsivian, "Cinemetrics, Part of the Humanities’ Cyberinf- 
rastructure," Digital Tools in Media Studies: Analysis and 
Research: an Overview, Bielfeld: Transcript Verlag, pp. 
93-100, 2009.

[2] C. E. Nothelfer, J. E. DeLong, and J. E. Cutting, "Shot 
Structure in Hollywood Film," Indiana Undergraduate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Vol. 4, pp. 103-113, 2009.

[3] S.-B. Park, H.-N. Kim, H. Kim, and G.-S. Jo, "Exploiting 
Script-Subtitles Alignment to Scene Boundary Detection 
in Movie," Proceeding of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media (ISM2010), pp. 49-56, Dec. 2010.

[4] T. Cour, C. Jordan, E. Miltsakaki, and B. Taskar, "Movie/ 
script: Alignment and parsing of video and text transcription," 
Computer Vision - ECCV 2008: 10th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art IV, pp. 158-171, October 2008.

[5] http://en.wikipedia.org/wiki/Final_Draft_(software)
[6] http://www.imdb.com/
[7]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