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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색과 정서 사이의 계에 해서는 많은 심리학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화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용

하여 감독들은 정서  의도를 표 하기 해 색을 사용한

다. 본 논문에서는 화 상의 색 분포를 기반으로 시청자

의 정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런데 정서에는 개

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  추정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화 상으로부터 색을 샘 링

하고 정서분포에서는 정서를 샘 링한 후 그 계를 하이

퍼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학습한다. 그 결과 실제 시청자 정

서의 87.75%를 측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화 시청자 정서 추정 모델은 시청자의 요구에 원하는 화 

추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키워드: 화 정서, 색 정서, 정서 추정, 하이퍼네트워크

Abstract A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color 

has been studied in a variety of research. Movie directors 

also use this relationship in order to express their intention 

of emotional respons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predict emotion for movie scene using color 

distribution of movie scene. The problem is that one scene 

can cause different emotions for each viewer. Therefor we 

propose a probabilistic estimation method, that learns 

relationship between colors and emotions based on Hyper-

network model. As the result of experiments, we predict 

87.75% of original distribution. Our proposed model can be 

applied to movie recommendation by showing estimated 

emotional distribution for movie audiences.

Keywords: movie emotion, emotion estimation, color 

emotion, hypernetwork

1. 서 론

색과 정서 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1-4]. 

를 들어, 일반 으로 푸른색은 우울한 정서를 변하

고, 붉은색은 열정, 흥분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화에서도 색과 정서 간의 상 계가 존재한다[5]. 

화감독은 화의 내용이나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 하기 해 미장센을 활용한다. 에서도 언 했듯이 

색과 정서 간의 계는 심리학 연구로부터 잘 알려져 

왔기 때문에 화감독들은 정서를 달하기 한 도구 

 하나로 색을 많이 활용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화 상의 색 분포를 이용해 

시청자의 정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방 한 양

의 비디오 데이터  시청자의 구미에 맞는 컨텐츠를 

효과 으로 추천하기 해서는 상에 한 시청자의 

정서를 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에 

해 느끼는 정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서를 가

장 합한 한 가지로 측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확률  정서 추정 모델은 시

청자의 정서 분포를 측한다.

본 논문은 총 6 로 구성되어 있다. 2 에서는 정서 

연구에 사용되는 정서 공간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정서 공간에 해 설명한다. 3 에서는 상에서 

색 정보를 얻는 방법에 해 기술한다. 4 에서는 하이

퍼네트워크 학습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색-

정서 추정 모델을 제안한다. 5 에서 실험을 통해 모델

을 검증한다. 6 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검토한다.

2. 정서 공간

2.1 에크만 6-정서 공간

일반 으로 정서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정서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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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만의 6-정서 공간이다[6]. 에크만의 6-정서 공간은 

Happy, Surprise, Fear, Anger, Disgust, Sad로 이루

어져있다.

그러나 에크만의 정서 공간은 화에는 합하지 않

다. 첫째로, 정 인 정서와 부정 인 정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정 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Happy 

하나이고, Fear, Anger, Disgust, Sad는 부정 인 정서

이며, Surprise는 상황에 따라 정 일 수도 있고 부정

일 수도 있는 정서이다. 부정 인 정서의 수가 무 

많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둘째, 화에서 요한 몇몇 

요한 정서를 나타내지 못한다. 를 들어 긴장감과 같

은 정서는 화에서 매우 요한 부분이다.

2.2 Gross&Levenson의 8- 화정서 공간

화에 합한 정서 공간은 Gross&Levenson에 의해 

연구된 바가 있다[7]. 에크만의 6-정서 공간을 변형하여 

Amusement, Contentment, Anger, Disgust, Fear, 

Neutral, Sadness, Surprise로 이루어진 8-정서 공간을 

정의하 다. 그러나 Gross&Levenson의 정서 공간도 

2.1 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2.3 12- 화정서 공간

본 연구에서는 화에 합하다고 생각되는 12-정서 

공간을 사용하 다[8]. 이 정서 공간은 Comic, Romantic, 

Content, Joy, Surprise, Suspicious, Tense, Neutral, 

Anger, Disgust, Sad, Fear로 이루어져 있다. 에크만의 

6-정서 공간에 화에서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서들을 

도입하 고, 정  정서, 부정  정서, 상황에 따라 

정 일 수도 있고 부정 일 수도 있는 정서의 균형을 

맞추었다(표 1).

표 1 정서 공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Emotion Space

Ekman

6-Emotion

Gross and

Levenson

8-Movie

-Emotion

12-Movie

-Emotion

Positive

Happy Amusement Joy

Contentment Contentment

Romantic

Comic

Non-Postive

 &

Non-Negative

Surprise Surprise

Suspicious

Tense

Neutral Neutral

Negative

Fear Fear Fear

Angr Angr Angr

Disgust Disgust Disgust

Sad Sad Sad

3. 색 공간

색과 정서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으로부터 

색 정보를 추출해야한다. RGB 색 공간은 256×256×256

개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이 무 크고, 한 정서

와의 련성도 밝 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Hue&Tone 색 공간을 활용하 다.

Hue&Tone 색 공간은 130개 색으로 이루어진 색 공

간이다. 10개의 Hue와 12개 Tone으로 이루어진 120개 

색과, 10개의 Neutral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바야시에 

의한 색-정서 련성 연구에 활용된 바가 있다[9].

색 공간의 변환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통해 하

다. Hue&Tone 색 공간의 130개 색의 RGB 값과 

임 상의 값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색으로 맵핑하 다(그림 1).

그림 1 RGB에서 Hue&Tone으로의 색공간 변환

Fig. 1 Conversion of Color Space from RGB to Hue & 

Tone

4. 하이퍼네트워크 정서 추정 모델

4.1 하이퍼네트워크

하이퍼네트워크(Hypernetwork)는 데이터를 이루는 

정졈(vertex)들 간의 계를 하이퍼에지(Hyperedge)를 

통해 표 하는 확률그래  모델이다[10]. 그림 2는 하이

퍼네트워크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 인 

그래  구조에서는 에지(edge)가 오직 한 의 정 들

만 연결할 수 있지만, 하이퍼에지는 다수의 정 들을 연

결하여 계를 표 한다. 정 들 간의 연 계의 정도

는 하이퍼에지의 가 치(weight)를 통해 표 된다. 데이

터를 X, 모델을 W라고 할 때,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에

서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상의 색 분포를 이용한 화 장면에 한 시청자 정서 측  469

그림 2 하이퍼네트워크 구조

Fig. 2 Structure of Hypernetwork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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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서 학습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화 

장면의 정서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그림 3). [10]에

그림 3 화장면의 색-정서 계 학습

Fig. 3 Learning Color-Emotion Relationship from Movie 

Scene

서 소개된 하이퍼네트워크 학습 방법을 기본 으로 따

르는데, 하이퍼에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For all frames,

1. Color Sampling

Choose 1 random pixel

Calculate hue&tone color of pixel

2. Emotion Sampling

Sample 1 emotion from survey result

3. Hyperedge Generation

Make hyperedge of {hue, tone, emotion}

4. Repeat 1～3

알고리즘 1 하이퍼에지 생성 알고리즘

Alg. 1 Generation of Hyperedge

4.3 화 장면의 정서 추정

정서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상에 해 시

청자의 정서를 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알고

리즘을 통해 정서를 추정한다(그림 4).

For all frames,

1. Color Sampling

Choose 1 random pixel

Calculate hue&tone color of pixel

2. Hyperedge Sampling

Find hyperedges related to sampled color

Sample 1 hyperedge and get the emotion

3. Reconstructing emotion distribution by 

repeating 1～2

알고리즘 2 정서 측 알고리즘

Alg. 2 Prediction of Emotion

5. 실험 결과  분석

5.1 시청자 정서 조사

화 상에 한 시청자들의 정서 분포를 얻기 해 

20  성인 남녀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실험

에 사용된 화 장면은 Amazing Spiderman의 12개 

장면으로, 사  설문을 통해 정서  요소가 포함되었다

고 단되는 장면들을 무작 로 선택되었다. 시청자들에

게 화 장면을 감상하게 한 후, 2.3 에서 소개된 12-

화정서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한 가지 정서를 

고르도록 하 다.

정서 분포 조사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7]에서 언

된 바와 같이, Anger, Disgust, Content의 정서는 화

로부터 강하게 표출되지 않았다.

5.2 학습 결과

시청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서 분포를 이용하여 

하이퍼그래퍼 정서추정 모델에 학습시켰다. 각 장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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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서 측 과정

Fig. 4 Predicting Emotion from New Movie Scene

그림 5 정서 분포 설문 결과

Fig. 5 Result of Emotion Survey

해, 설문으로부터 얻은 정서  가장 많이 응답된 정

서와, 학습을 통해 측한 정서  가장 확률이 높게 

측된 정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leave- 

one-out cross-validation 방식으로 테스트 한 결과, 시

청자의 실제 정서와 학습을 통해 측한 정서가 평균 

52.76% (표 편차 0.13) 일치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하려고 한 것은 정서의 분포

이지 가장 합한 정서는 아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가

장 확률이 높은 정서만을 비교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제 시청자 정서 분포와 측한 

정서 분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따져 야 한다. 아래

와 같은 식에 의해 면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모델이 

측한 분포의 경우 평균 87.75%(표 편차 0.18)가 일

(a) 실제 정서 분포

(b) 추정 정서 분포

그림 6 화 장면 #5에 한 정서 추정 결과

Fig. 6 Result of Experiment for Scene#5 (a) Survey 

Result (b) Prediction Result

치하 고, 랜덤하게 생성한 분포의 경우 평균 51.66%

(표 편차 0.29)가 일치하 다.


  





: 정서 인덱스

: 실제 시청자 정서 분포

: 측한 정서 분포

그림 6은 화 장면 #5에 한 시청자의 정서를 측

한 결과로, 실제 정서 분포인 그림 6(a)가 학습을 통해 

그림 6(b)로 측된 것이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화 상의 색 분포를 기반으로 시청

자의 정서를 확률 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단순 컨텐츠 분석에서 벗어나 화의 

정서  정보를 학습을 통해 추정하고자 한 것에 있다. 

시청자들은 모델이 측한 정서 분포를 참고하여 화

나 드라마의 분 기를 악할 수 있고, 정서 상태에 따

른 추천 서비스에도 응용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

우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서 추정 모델에서는 상의 시

간  정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계속 어둡기만 한 

장면과 처음에는 어두웠다  화사해지는 장면은 분

명 정서 으로 큰 차이가 있다. 자가 지속 인 정서  

암흑을 표 하고 있다면 후자는 희망  분 기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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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할 때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시간  정보들을 분

석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 연구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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