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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정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심리학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영화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
용하여 감독들은 정서적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색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영상의 색 분포를 기
반으로 시청자의 정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런데 정서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적
추정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영상으로부터 색을 샘플링하고 정서분포에서는 정서를 샘플
링한 후 그 관계를 학습한 결과 영화의 정서를 확률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영화
시청자 정서 추정 모델은 시청자의 요구에 원하는 영화 추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2. 정서 추정 모델

색과 정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1][2][6][7].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푸른색은
우울한 정서를 대변하고, 붉은색은 열정, 흥분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영화에서도 색과 정서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3].
영화감독은 영화의 내용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미장센을 활용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색과 정서 간의 관계는 심리학 연구로부터 잘 알려져
왔기 때문에 영화감독들은 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색을 많이 활용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화 영상의 색 분포를 이용해
시청자의 정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 중 시청자의 구미에 맞는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정서를 예측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정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서를
가장 적합한 한 가지로 예측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확률적 정서 추정
모델은 시청자의 정서 분포를 예측한다.

2.1. 정서 공간
일반적으로 정서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정서 공간은
에크만의 6-정서 공간이다[4]. 에크만의 6-정서 공간은
Happy, Surprise, Fear, Anger, Disgust, Anger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에크만의 정서공간은 영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첫째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Happy 하나이고, Fear, Anger, Disgust,
Sad는 부정적인 정서이며, Surprise는 상황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정서이다.
부정적인 정서의 수가 너무 많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둘째, 영화에서 중요한 몇몇 중요한 정서를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긴장감과 같은 정서는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2-정서
공간을 사용하였다[5] 이 정서 공간은 Comic,
Romantic, Content, Joy, Surprise, Suspicious, Tense,
Neutral, Anger, Disgust, Sad, Fear로 이루어져있다.
에크만의 정서 공간에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서들을 도입하였고,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상황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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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균형을 맞추었다.
2.2 색 공간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분석하기 위한 색 공간으로
정서를 연구할 때 많이 쓰는 Munsell color system을
사용하였다[6][7]. RGB 색공간에 놓여진 원래의
프레임을 130개의 Hue&Tone 색공간으로 변환한
후(그림 1), 각 픽셀이 10개의 Hue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았다.

그림 2 정서 학습 모델 개념도

그림 1 RGB에서 Hue&Tone으로의 색공간 변환

2.3. 색-정서 학습 및 추정 알고리즘
영화 장면의 정서를 학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프레임에서 임의의 위치에 있는 픽셀을 하나 뽑아서
Hue 값을 계산한다. 해당 장면의 정서분포로부터 정서
하나를 샘플링한다. 이렇게 뽑은 색과 정서 조합을
저장한다. 위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색과 정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포가 형성된다.
정서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영상에 대해
시청자의 정서를 예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프레임으로부터 임의의
위치에 있는 픽셀을 뽑아 Hue 값을 계산한다. 학습을
통해 모아둔 색-정서 조합에서 해당 Hue 값을 가지는
색-정서 조합들을 찾는다. 위 과정을 반복하여 얻은
색-정서 조합에서의 정서분포가 모델이 예측한 시청자
정서분포가 된다.

그림 3 정서 예측 개념도

3. 실험 및 결과
영화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정서 분포를 얻기 위해
20대 성인 남녀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화
Amazing Spiderman에서 12개 장면을 선택하여 보여준
후 12가지 정서 중 가장 적합한 정서를 고르게 하였다.

이렇게 얻은 정서 분포와 영화 영상을 정서 추정
모델에 학습시켰다.
설문으로부터 얻은 정서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정서와 학습을 통해 예측한 정서 중 가장 확률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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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해본
결과
52.76%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예측하려고 한 것은
정서의 분포이지 가장 적합한 정서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장 확률이 높은 정서만을 비교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습을 통해 재구성한 정서
분포는 그림4(b)와 같이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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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화 장면 5에 대한 정서 추정 결과
(a) 실제 정서 분포 (b) 추정 정서 분포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화 영상의 색 분포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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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전자가 지속적인
정서적 암흑을 표현하고 있다면 후자는 희망적
분위기를 전달하려 할 때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시간적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 연구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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