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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ount of multimedia including movies in existence has become so 

extensive that dealing with these data cannot be performed easily. Previous 

studies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and auditory signals in 

multimedia data using CV (Computer Vision) and MIR (Music Information 

Retrieval) techniques. This thesis focuses on the temporal correlation between 

music and video signals in commercial motion pictures.  

Tempo means the speed of music the rate of activity. Musical tempo is created 

by temporal periodicity and visual speed is created through spatial variance or 

salient event intervals. This means another indicator to combine musical and 

visual tempo scale is needed. We refer to this as “Tempo Index”. 

In this research, multimodal tempo relationship is analyzed by estimating 

each tempo index of training data. Visual tempo derived from combination of 

motion vector magnitude, shot length, and visual activity index. Musical tempo 

is estimated by calculating beat intervals. To match visual and musical tempo, 

two indices are converted to tempo indices referring to study of Motion tempo 

and multisensory integration. All features used as the ground truth are 

compensated manually after automated computation.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re exist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proposed two tempo indicators. This global tempo congruency is evaluated by 

analyzing other film data and user surve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clues for further multimedia contents research. 

 

 

Keywords: movie tempo, musical scene, audiovisual tempo congruence, 

tempo estimation, tempo index 

Student Number: 2012-22461 



ii 

 

Table of Contents 

 

Abstract .................................................................................................. i 

Table of Contents .................................................................................. ii 

List of Tables ........................................................................................ iv 

List of Figures ....................................................................................... v 

 

1 Introduction ......................................................................................... 1 

1.1 Motivation .................................................................................. 1 

1.2 Goal ............................................................................................ 6 

2 Literature Review ................................................................................ 9 

2.1 Theoretical Framework .............................................................. 9 

2.1.1 Characteristics of Audio-visual Features in Films ........... 9 

2.1.2 Audiovisual Tempo Formation ....................................... 10 

2.1.3 Audiovisual Tempo of Musical Scenes .......................... 12 

2.2 Related Works .......................................................................... 13 

3 Methodology ...................................................................................... 16 

3.1 Pilot Test .................................................................................. 16 

3.2 Components of the Process ...................................................... 20 

3.3 Experimental Design ................................................................ 22 

3.3.1 Feature Extraction .......................................................... 22 

3.3.2 Tempo Estimation........................................................... 31 

3.3.3 Tempo Index ................................................................... 33 

4 Results and Discussion ...................................................................... 35 

4.1 Quantitative Analysis ............................................................... 35 

4.2 Qualitative Analysis ................................................................. 45 



iii 

 

5 User Survey ....................................................................................... 48 

6 Conclusion ......................................................................................... 57 

6.1 Summary and Contribution ...................................................... 57 

6.2 Limitations and Future Works .................................................. 59 

 

Bibliography ........................................................................................ 61 

Abstract in Korean ............................................................................. 67 

Appendix ............................................................................................. 69 

 

 

 

 

 

 

 

 

 

 

 

 

 

 

 

 

 

 



iv 

 

List of Tables 

 

Table 1. Components and Function of Sound in Films ..................................... 9 

Table 2. Characteristics of Visual Rhythm and Musical Rhythm .................... 11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Musical Tempo and BPM ................ 12 

Table 4. Summary of Audiovisual Tempo Research ....................................... 16 

Table 5. Participants of Pilot Test .................................................................... 17 

Table 6. Process of VSS BM Algorithm .......................................................... 27 

Table 7. Musical Tempo, BPM, and Tempo Index .......................................... 35 

Table 8. Data: Group A ................................................................................... 41 

Table 9. Data: Group B ................................................................................... 42 

Table 10. Participants of User Survey ............................................................. 49 

Table 11. Results of User Survey .................................................................... 52 

 

 

 

 

 

 

 

 

 

 

 

 

 

 

 



v 

 

List of Figures 

 

Figure 1. Evolution of Content Distribution Platforms ..................................... 2 

Figure 2. Economies of Scale in Domestic Content Industry ........................... 2 

Figure 3. Search Window of Sound FX Library ............................................... 3 

Figure 4. The Model of Multimodal Integration ............................................. 14 

Figure 5. Pilot Test Screenshot and Test Data ................................................. 19 

Figure 6. Results of Pilot Test ......................................................................... 20 

Figure 7. Workflow of Visual and Musical Tempo Correlation Analysis........ 22 

Figure 8. Motion Vector and BM Algorithm ................................................... 26 

Figure 9. VSS BM Search Window................................................................. 26 

Figure 10. An Example of VSS BM Result ..................................................... 28 

Figure 11. An Example of Motion Vector using Optical Flow ........................ 28 

Figure 12. An Example of Video with Fast Motion ........................................ 29 

Figure 13. An Example of Video with Slow Motion ....................................... 29 

Figure 14. VSS BM Motion Intensity ............................................................. 30 

Figure 15. Visual Activity Index ..................................................................... 31 

Figure 16. Estimation of Visual Tempo ........................................................... 32 

Figure 17. Block Diagram of Beat Detection .................................................. 33 

Figure 18. Comparison of Slow Music and Fast Music .................................. 33 

Figure 19. Visual Tempo Index Distrubution Histogram (Group A) ............... 37 

Figure 20. Musical Tempo Index Distribution Histogram (Group A) ............. 38 

Figure 21. Correlation of Tempo Indices(Group A, total) ............................... 39 

Figure 22.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A, consonant) ..................... 40 

Figure 23.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A, dissonant) ...................... 40 

Figure 24. Tempo Index Distribution Histogram (Group B) ........................... 43 

Figure 25.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B, consonant) ..................... 44 

Figure 26.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B, dissonant) ...................... 44 



vi 

 

 

Figure 27.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per Each Film (A, consonant) ........ 46 

Figure 28.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per Each Film (A, dissonant) ......... 47 

Figure 29. User Survey Examples ................................................................... 51 

Figure 30. Survey Screenshot .......................................................................... 52 

Figure 31. Results of User Survey .................................................................. 54 

Figure 32. Average Rating per Each Example Group ..................................... 55 

 

 



1 

 

1 Introduction 

 

 One of the most renowned film editor and sound designer Walter Murch said, 

“Film sound is rarely appreciated for itself alone, but functions largely as an 

enhancement of the visuals. By means of mysterious perceptual alchemy, 

whatever virtues sound brings to film are perceived and appreciated by the 

audience in visual terms. The better the sound, the better is the image.” As 

Murch described, motion pictures are completed by interactions between visual 

components and auditory components. In this thesis,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key elements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motion pictures.  

 

1.1 Motivation 

 

With rapid growth of film industry, the necessity of movie content analysis 

has been increased when dealing with large amounts of movie data. Reliable 

and effective techniques with special semantic concepts have been studied and 

developed over the last decade.  

In other word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media is rapidly changing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mmunication 

in the 21st century uses multisensory form rather than text-based form,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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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sive growth of the video-sharing site YouTube service shows this 

tendency. For example, over 40 billion views hit in 2009, and recently, a one-

minute videos is equivalent to 100 hours of video that is being shared more than 

about 6 billion hours per month spent. This trend is also shown in 2014 report 

published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demands of digital contents 

are increasing especially multimedia contents such as films, broadcasts (Figure 

1, Figure 2). 

 

Figure 1. Evolution of Content Distribution Platforms 

 

Figure 2. Economies of Scale in Domestic Content Industry (KOCCA, 2014)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platform like 

searching and indexing are actively, however, these utilization 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re still beyond the analog. For example, mult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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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re usually created by Photography - Editing – Mixing; in the mixing 

process, proper sound source searching is needed, and after selecting sound 

source, verification process is also required. All those process are performed 

manually, only rely on experts’ experience and memories (Figure 3). Sound 

library are massive and it is not easy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target in these 

database. We have already lots of information including digital content data as 

well as metadata such as name, length, description, and so on. In these 

inefficient process, human resources such as creativity and energy are wasted. 

Furthermore, because information used in the creating processes are not 

standardization, another loss is caused, and inefficiency increases more and 

more. 

 

Figure 3. Search Window of Sound FX Library (Avid Pro Tools) 

Understanding multimedia contents qualitatively is difficult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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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visual contents are consist of technical features and aesthetic features.  

Therefore convergence research are required including cognitive science, 

engineering, and aesthetics. 

In order to access this issue, there are lots of research in various fields. 

Research in the engineering field are particularly actively, analysis of video and 

audio signals from video clips are used in search and compression algorithm, 

even more, there exists a content-based search solution (Content-Based 

Retrieval) based on audiovisual fingerprinting. Results from research based on 

psychological analysis through neuroscientific approach are used to deal with 

music therapy of dementia,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other approach is 

possible. Using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artistic, aesthetic implementation 

is performed; to visualize the auditory image (Visualization), or create auditory 

image of the visual image (Sonification). Moreover, combined with phonetics, 

mechanism of McGurk① Effect was revealed.  

 Another approaches for video structure analysis are reviewed and evaluated. 

Wang et al. used both visual and auditory clu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w-level features of video clip. Ngo et al. proposed a unified approach of 

using scene modeling and highlight detection. Their methods are developed 

through temporal graph analysis and motion attention modeling. On the other 

                                            
①McGurk Effect: A perceptual phenomenon that demonstrates an interaction between hearing and 

vision in speech perception. (H. McGurk and J. McDonald, "Hearing Lips and Seeing Voices", 

Nature 264 (5588), pp. 746-748,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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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for semantic analysis Jeho Nam et al. exploited multiple audiovisual 

signatures to create a perceptual relation for meaningful violent scene detection. 

However, the most representative work for movie content analysis is carried 

out by Brett Adams et al. They brought in the film grammar and presented a 

meaningful computational model for extraction of movie tempo for deriving 

story sections and events related to high level semantics in video. After that, 

other researchers studied audiovisual tempo estimation. Anan Liu et al. 

proposed a new approach considering human perception. Chia-Hung Yeh et al. 

found out the movie story intensity estimation model by audiovisual tempo 

analysis and Matthias Zeppelzauer et al. performed cross-modal film montage 

analysis. Other research showed that there is congruence between auditory and 

visual elements in multimedia. In addition, in Hollywood film, visual activity 

has significant tendency, which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All those 

methods have common features to extract audiovisual tempo. Most frequently 

used features to estimate visual activities are shot length and motion magnitude 

through motion vector or optical flow. In the case of auditory tempo estimation, 

audio energy and features related to the regularly structure. These approaches 

are suitable for general movie content analysis and structuralization.  

However, these methods cannot give a concrete solution for finding 

relationship between video and audio in temporal aspect. Because multimedia 

contents including movies have lots of aural elements – dialogue, music, sound 

effects and background noise (ambient sound); compared to other a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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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usic has high regularity, so it is easier to find the musical tempo 

than general auditory pace or tempo. Therefore, we focused on music only. 

Psychological experiments support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udiovisual 

congruence between music and video when people watch the movies. We 

exploited features for audiovisual tempo estimation of a movie, including 

features; not only shot length, motion magnitude and audio energy but also beat 

frequency and harmonic change. 

Like other multimedia contents, motion picture is a representative 

audiovisual format combined with visual data and auditory data. Research on 

the individual elements of the film are active, but integrated research are initial 

step yet. Results of the audiovisual film research can be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utomatic movie generation, content-based recommendations, and 

search as well as movie indexing or movie summarization. It also expected that 

these research may be utilized in new technical / aesthetic attempt beyond the 

limit of the existing multimedia content technology. 

 

1.2 Goal 

 

 In this thesis,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tempo and musical 

tempo in commercial motion pictures by analyzing movie data.  

Audio-visual content including the film is created by convergence of the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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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uditory elements according to its own syntax. Except for the special 

combination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 content, there exist 3 types of 

general bonding method to achieve specific goals, such as reproduction of 

reality, emotion formation; (1) Synchronized bounding – dialog and sound 

effects. Visual elements and auditory elements are combined strongly in time 

domain. (2) Congruent bounding – music. Visual components and auditory 

components are relatively weak rely on perceptual harmony. 

Unlike the visual components, which includes both spatial information and 

temporal information, musical components includes only temporal information. 

Therefore temporal information is the main criteria when matching audiovisual 

elements in movies inform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ssing of sensory 

stimuli, input signals are segmented similar group based on Gestalt principles 

and formed base units. And then repetition of these units creates a certain 

rhythm pattern. Rhythm is the basic unit is thus formed a work of art as a 

tempor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general symbols (Berlyne, 1971). 

Therefore, the audiovisual rhythm pattern is an important clue qualitative 

research of multimedia contents. 

Music with a high regularity (Meter, Beat), however, video data has irregular 

rhythm pattern so that it is not easy to find appropriate criteria. Moreo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only correct standard because of aesthetic aspect and 

individual differences. However, visual rhythm is also indicated by biological 

rhythm generality, there is a universal tempo matching standard for th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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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in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 to initiate audiovisual research by analyzing 

visual and musical tempo matching correlation because musical scenes have 

relatively quantized audiovisual combination.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nd the experience of the professional creators, when you select a background 

music for a scene, we have certain tempo standard. And this tendency was 

found in preliminary experiments conducted for general audi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empo congruence analysis method for music and 

video. The results verify its validity through expert survey. This method 

performs well in music scenes of commercial motion pictures, yet it is not 

suitable for real-time systems due to heavy calculation, and it has limitations 

because of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performances. But this method can give 

appropriate tempo range for input video or music, which can be used various 

application – automatic music video making, music recommendation for given 

video, video indexing, and so on.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ated works 

in Chapter 2, and in Chapter 3 we describe detailed skim of each tempo 

estim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In Chapter 4, we perform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rom experimental results. Chapter 5 includes 

validation results by expert survey, and at last in Chapter 6 i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and futur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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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terature Review 

 

 This Chapter introduces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research theme. In section 1, three key concepts are described and in 

section 2, audiovisual or visual tempo in the motion pictures research are 

summarized. 

 

2.1 Theoretical Framework 

 

 Prior to understanding visual tempo and musical tempo in commercial motion 

pictures, several concepts are required to be defined. They are elements of 

audiovisual features in films, tempo formation in films, and audiovisual tempo 

of musical scenes. 

 

2.1.1 Characteristics of Audio-visual Features in Films 

 

Film is made generally by combination of visual elements and auditory 

elements such as dialog or music. Visual elements are divided into static 

elements such as aspect ratio, screen composition (mise-en-scène), shot size, 

colors, brightness and dynamic elements such as camera movements, shot 

length. All those elements are mutual dependent. On the other hand, auditory 

components are Dialog, Music, Sound effect (referred to as DME follow the 

acronym), each of which acts like a Table 1. 

Component Function Elements 

Dialog Storytelling Location Sound, ADR 

Music Emotional Signifier 
Diegetic②/Non-Diegetic 

(BGM) 

                                            
②Diegetic Music: If a music in a film is part of the narrative sphere of the film, it is called diegetic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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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Effects 

Reality, Aesthetic 

Expression 
FX, Foley, Ambience 

Table 1. Components and Function of Sound in Films 

As can be seen from the table, music is more closely related with the context 

and emotion than dialog or SFX (Sound Effect) which has specific objectives 

and targets such as information transmission for storytelling, giving reality. In 

the case of music, there are used two types of music; Diegetic music which is a 

sound source be specifically mapped in the content, or non-diegetic music 

which is contrary cases. Most film music are non-diegetic and they are not 

directly mapped in the content object, but mapped indirectly considered 

emotion. Non-diegetic music has a link to visual components, for example, 

tempo, genre, chord, and so forth. In particular, tempo is a suitable criteria 

determining appropriate audiovisual matching since tempo shares a common 

standard with visual pace in the time domain. Moreover, it is easy to measure 

quantitatively, and important element that form a multisensory integration 

(Cross-modal interaction) in the multimedia contents (Kampfe et al., 2011). 

 

2.1.2 Audiovisual Tempo Formation 

 

Rhythm is used to refer to the temporal distribution pattern. In the narrow 

sense, the term means a periodicity (system with time interval) in the time and 

spatial domain, generated by base unit like pulse or beat. In the broad sense, it 

is the basic unit of art works, refer to the temporal structure capable of 

distinguishing elements arranged in a pattern that is built in the physical form. 

Thus, even if non-musical works such as images, videos, or text are organized 

in space, all the arts can be said to have a say rhythm. 

Musical rhythm has a universality on the basis of the neuroanatomical proof. 

Compared with other art form, musical rhythm is revealed only in temporal 

structure because it is based on the precise tempo, the time pattern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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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vibration from reaching the brain through the auditory nerve in the 

relay system. Two key concepts relevant to the temporal organization of this 

musical rhythm are periodicity and sub-division (Berlyne, 1971), the time 

element for forming a rhythm has a clear boundary with the time ratio. 

Oscillation circuit in the brain is a sort of frequency analyzer (Fourier analysis), 

determined by the module based on the time interval resonated a nerve firing 

rate in the auditory system. 

On the other hand, visual rhythm is made by a spatial change or time change, 

this is meant to form a unit when combined with the context information (Scene 

or Sequence), create a flow of the emotions. This visual rhythm is formed by 

two elements formed from the visual activity and editing pattern based on the 

film grammar (Bruce Block, 2008). Visual activity is often caused by moving 

objects in the frame (motion) or moving camera (movement), and generated by 

shot change. Therefore, we can estimate visual tempo by combining the two 

elements of the image (Brett Adams et al., 2002). Characteristics of each 

rhythm is summarized in Table 2. 

 

Visual Rhythm Musical Rhythm Comments 

Spatio-temporal Temporal 

Visual rhythm is 

related to spatial 

features as well as 

temporal features 

(Variance). 

Basic Unit + Context Basic Unit 

Musical rhythm is 

generated by 

periodical repeti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Visual Rhythm and Musical Rhythm 

Temporal structure of music is based on the pulse pattern (Richard Parncutt, 

1994). Beat is the basic unit of the western music and is also origin form of 

pulse. Musical tempo can be measured by counting repetition rate of B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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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 Beats per Minutes) referred to the metronome or extracted in the signal 

proces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empo, BPM, and musical terms are 

shown below in Table 3. 

 

Tempo Musical Term Meaning BPM 

Very Slow Larghissimo Very very slow 24 and under 

Slow 

Grave Very slow 25-45 

Lento Slowly 45-50 

Largo Broadly 50-55 

Larghetto Rather broadly 55-60 

Adagio Slow and stately 60-72 

Little Slow 

Adagietto Slower than Andante 72-80 

Andante At a walking pace 84-90 

Andantino 
Slightly faster than 

Andante 
- 

Normal Moderato Moderately 96-108 

Little Fast 

Allegro Moderato Moderately fast 108-112 

Allegretto 
Close to but not quite 

Allegro 
112-120 

Fast 
Allegro 

Fast, quickly, and 

bright 
120-128 

Vivace Lively and fast 132-144 

Very Fast 

Vivacissimo Very fast and lively 144-160 

Allegrissimo Very fast 145-167 

Presto Extremely fast 168-200 

Prestissimo 
Even faster than 

Presto 
200 and over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Musical Tempo and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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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udiovisual Tempo of Musical Scenes 

 

Visual information and auditory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film are 

organized through editing. Each element is arranged in the priority order in 

editing and the top three priorities are emotion> storytelling > rhythm (Walter 

Murch, 1995). When factors with different hierarchical collide, editing is done 

in the direction for the component of the higher priority, which is applied to the 

auditory element, including music. 

On the other hand, functions of film music are emotional signification and 

formation, maintaining the continuity of image or sound, maintaining the unity 

of the narrative structure, emotional emphasis through matching audiovisual 

emotions, paradoxical emotions generation through music against the visual 

emotion (David Sonnenschein, 2009). Each features like tempo, chord, genre 

are selected to maximize the artistic effect. Lipscomb have performed 

experimental studies using short and brief stimuli in order to find out the 

congruence between visual components and musical components (S. D.  

Lipscomb and R. A. Kendall, 1994; Lipscomb, 2005). His Research shows 

three groups of congruency; proportional to the tempo of the screen 

(Consonant), inversed (Dissonant), and inconsistency (Out-of-phase). We refer 

to these groups when analyzing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research. 

 

2.2 Related Works 

 

As described in the introduction, lots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o signal and the video signal of movies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temporal analysis has been steady progress since 

the 1990s. 

 Scott D. Lipscomb was verified through a user test in the cognitive aspects of 



14 

 

film and animation syncing for the study of musical structure in 1994 and 2005. 

Refer to his research, we can general tempo matching preference in pilot test 

using short, simple stimuli, and conducted after data analysis was utilized to it. 

According to his studies, there are three different matching groups;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visual and musical tempo components (consonant), 

inversed relationship (dissonant), and unsynchronized (out-of-phase). 

Similarly, Shin-Ichiro Iwamiya verified audiovisual congruence among 

various audiovisual features by implementing psychological experiments using 

simple stimuli. Annabel J. Cohen shows that multisensory integration is under 

significant relationship through the neuroscientific research. 

 

Figure 4. The Model of Multimodal Integration (Annabel J. Cohen, 2013)  

Meanwhile, Brett Adams proposed movie visual tempo model based on the 

film grammar in 2002 and 2005, showed shot length is a major factor to 

estimate visual tempo as well as motion magnitude. According to his research, 

visual tempo of a given scene can be obtained by Eq. 1 below. 

𝑇(𝑛) = 𝛼(𝑊(𝑠(𝑛))) + 𝛽
𝑚(𝑛)− 𝜇𝑚

𝜎𝑚
   (1) 

The s (∙) is shot length per frame, m (∙) is the average of motion intensity of 

shot, n is the shot number, W (∙) is a weight function for a shot length, and is 

𝜇𝑚, 𝜎𝑚 each mean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motion intensity. 

Proportionality constant for shot length function and motion 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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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α and β are 0.5 initially. 

 Anan Liu and his colleagues improved Adams’ model in 2008, used to detect 

the action scenes after correction as a model considering the cognitive elements. 

Conversely after Chia-Hung Yeh and his colleagues segmented movie story 

section using story intensity based on audiovisual tempo change in 2009. They 

estimated audiovisual tempo from low-level features from audiovisual signals. 

Semantic salient event were estimated from audiovisual tempo for the whole 

movie and these picks were converted to story intensity curve. Matthias 

Zeppelzauer and his colleagues proposed a cross-modal synchronization model 

considered multisensory integration in 2011. 

 In previous studies introduced above, due to the vast amount of computation 

small sized dataset were analyzed. However, in 2011 and 2012, James E. 

Cutting investigated diachronic visual activity trends of Hollywood film 

massively. He proposed a simple visual activity indicator VAI (Visual Activity 

Index) calculating movement magnitude. 

Majo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ach study is placed below in Table 4. 

Research Contributions Limitations 

Cognitive 

Lipscomb 

(1994-)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speed and 

musical speed by 

Psychological 

Experiments. 

Too simple stimuli were 

used. 

Indirect Method. 

Iwamiya 

(2013) 

Experimental evidence 

for cross-modal stimuli 

Reliability of results 

cannot be guaranteed 

when complexity of 

stimulus is increased. 

Quantitative 
Adams et al. 

(2002-) 

Proposed quantitative 

movie visual tempo 

Model by analyzing 

Incomplete Model. 

Further research needed 

to find out weigh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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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ignal. of each feature 

Liu et al. 

(2008) 

Advanced model of 

Adams’ model(consider 

human perception)  

Incomplete Model 

Yeh et al. 

(2009) 

Movie story 

segmentation using 

audiovisual tempo 

analysis. 

Focused on combined 

audiovisual tempo only. 

Ignore music. 

Zeppelzauer 

et al. 

(2011) 

Considered multisensory 

integration. 

Too small dataset. 

Focused on local 

relationship. 

Cutting et 

al. 

(2011-) 

Performed diachronic 

analysis massively. 

Proposed new simple 

index. 

Analyzed visual activity 

only. 

Imprecise Indicator was 

used. 

Table 4. Summary of Audiovisual Tempo Research 

Refer to previous research, we set the key indicators, limit musical scenes for 

analysis, and investigate tempo relationship after each global tempo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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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ology 

  

 Chapter 3 describes method of the experiment implemented to achieve 

research goal. Section 1 includes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pilot test, Section 

2 depicts experimental workflow, and the last section describes the specific 

procedures. 

 

3.1 Pilot Test 

 

Prior to the experiment and system design, in order to verify a common 

tendency of audiovisual tempo matching in actual complex videos, we 

performed a user test as a preliminary experiment. 

 

Participants 

 

Participants were intended for 15 adults (aged 20s to 30s), most of them (12, 

80%) answered often been exposed to a variety of video, but never had a 

professional movie education (13, 86.7%), professional subjects received a 

musical education were 6 (40%) and 3 times of the subjects received a 

professional movie education (3, 20%), and all of them were exposed to music 

frequently. The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see the following Table 5. 

Gender Male 11 Female 04 

Age 20~29 13 30~39 02 

Education 

(Movie) 
Yes 03 No 12 

Education 

(Music) 
Yes 06 No 09 

Watching Frequently 13 N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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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Frequently 

Listening 

Music 
Frequently 15 

Non-

Frequently 
00 

Table 5. Participants of Pilot Test 

Apparatus 

 

The experiment was composed of two parts. Part 1 was utilized questionnaires 

to verify general preference of visual-musical tempo matching. All stimuli were 

played at interactive e-book (iBook) and pages produced by Google Form were 

used to collect answers. In Part 2, Pro Tools software and MIDI controller were 

used to receive users’ tapping data. 

 

Stimuli & Procedure 

 

Part 1 questionnaires were consist of three or four videos which combined 

music with different tempo to the same image. Participants selected the most 

congruent example among them. All examples from commercial film and 

movie scene included ground truth. Questionnaires were practice, question 1 to 

3. In part 2, subjects were required to tap natural feel for three types of playing 

for the same video; image alone, music alone and multimodal signal. Part 2 

videos were also from commercial films and movies, and provided for each 

subject rando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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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ilot Test Screenshot and Test Data 

Results 

 

As you can see in figure 6, in part 1, most subjects chose the ground truth 

(93.3% practice, 73.3% Q1, 60% Q2, 66.7% Q3) as the most appropriate 

matching.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exist congruent audiovisual tempo 

matching even for general users. But results of part 2 did not meaningful 

relation,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apping with visual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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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Pilot Test 

Discussion 

 

In part 1, participants had general agreement for audiovisual tempo matching, 

however, in part 2, most people could not tapping naturally by visual stimuli. 

According to neurobiological studies, hearing process related to motor-sensory 

process, but seeing had little relationship to motion. Therefore, to find out 

audiovisual tempo correlation by experiment, another approaches are required 

such as data signal analysis or biological signal tracking.  

 

3.2 Components of the Process 

 

 As described in Chapter 2, key features to generate visual tempo are motion 

magnitude and shot length. Existing models represented by Brett Adams model 

requires proper weight value reflecting qualitative components such as genre 



21 

 

and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Weight factor can be determined through 

large-scale data analysis, but this process needs heavy computation power and 

it is not the goal of this study. Thus, we used VAI of J. E. Cutting as a reference 

visual tempo indicator, and compensated by adding motion magnitude and shot 

length per frame. Further, the median value as a representative tempo of the 

given scene. 

 Musical tempo is estimated by beat detection from extracted audio signal from 

the soundtrack.  

As discussed in Chapter 2, visual tempo and musical temp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each other. Visual tempo is originated from variation during unit 

time, whereas musical tempo is originated regularly repeated beats. When video 

and music combined, perceptive tempo is the standard, therefore we converted 

tempo to relative tempo considering tempo distribution. This relative tempo 

was referred to “Tempo Index”. 

 An overview of the entire process is depicted in Figure 7 below. Our 

framework consists of three major components: visual tempo estimation, music 

tempo estimation, and cross-modal analysis. We first perform low-level feature 

extraction in the visual and music domains separately. Next, analyze those 

features and find salient peak of each domain. And then, using peak frequency, 

we calculate visual tempo and musical tempo. Finally, correlation analysis will 

be performed to find out most appropriate audiovisual tempo congr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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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orkflow of Visual and Musical Tempo Correlation Analysis 

All operation were automated, and after calculation to reduce algorithm error, 

each feature was corrected manually (ground truth). 

 Movie Data was divided two groups. Group A have 225 music scenes from 

five commercial motion pictures (Old Boy, Spider-Man, Fearless, Fight Club, 

The Hunt for Red October), and group B have 39 music scenes from 21 different 

commercial films. All result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Validation was 

performed by experts’ survey. 

 

3.3 Experimental Design 

 

 Experiment was implemented by three steps; Feature extraction, tempo 

estimation, and tempo index estimation. 

 

3.3.1. Feature Extraction 

 

Feature selection must be considered carefully. Although more feature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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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assure better results, we used more features to accurate musical tempo 

estimation.  

Depending on cinematic grammar, there are two essential factors for visual 

tempo analysis, which are shots and motion. Shots are related to the editing 

technique and motion is related to the camera technique. Editing rhythm has its 

own tempo through conversion and repetition. Moving objects or camera 

moving make rhythm through the pattern of moving like direction, motion 

magnitude 14.  

As for a video, we implement the shot boundary detection and motion 

estimation. To extract shot boundaries, we used the color histogram differences 

between two consecutive frames, and then performed verification manually 

because special editing techniques such as dissolve, wipe, fade in/out, and 

computer-generated special effect transitions make automated shot boundary 

detection imprecise. An adaptive threshold through the short-term variance of 

the histogram difference is used to detect hard-cut shot change. 

With editing technique, the director controls the speed at which a viewer’s 

attention is directed and affected perception of the tempo of a video.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shot length or shot duration, however, visual tempo is 

different from music tempo, which has regular repetitive beats. Thus we focus 

on not only shot duration change but also shot number per unit time. 

Next, in the case of motion magnitude, we calculate the motion vector 

magnitude (using fast Block Matching Algorithm of L. Hao 15), magnitude of 

optical flow (using Ce Liu’s method) of each frame, and pixel numbers above 

threshold between consecutive frames. However, because of these algorithms 

require too much time for computation, we use another method: we combine 

block matching and color histogram. First, we set a target block and count 

pixels above histogram difference threshold in the block. Additionally, key 

frame extraction is used to count numbers in unit time. 

For music, more features are used to estimate proper tempo. Energy is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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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the variations of waveform amplitude over a period of time and it 

indicates the loudness of the sound. Moreover, in typical Hollywood films, 

larger audio volume (energy) reveals higher tempo 1. Onset also can be a good 

feature to analyze music tempo. Energy variance and onset tell us most salient 

sample or frame of the audio signal. This fragment is called beat.  

These features will help determining which frame is meaningful and 

estimating proper tempo. 

First step for visual tempo estimation is shot length calculation. Shot length 

means interval time between the two shot boundaries so we need to find shot 

boundaries. Among various shot boundary detection techniques, we select a 

method using color histogram because of its simplicity and high usability. Color 

histogram in a frame is defined as shown in the following formula (2), when 

histogram difference between the adjacent two frames (3) is greater than a 

threshold value set for the frame boundary in shot boundary (4). 

𝑑𝑅𝐺𝐵(𝑋, 𝑌) =  ∑|ℎ𝑥(𝑖) − ℎ𝑦(𝑖)|   (2) 

𝐻𝑖𝑠𝑡𝑑𝑖𝑓𝑓[𝑖] =  ∑ |ℎ𝑖(𝑗) − ℎ𝑖−1(𝑗)|  (3) 

Automatic shot boundaries were corrected manually using video editing 

software Final Cut Pro 7, and the length of the shot means intervals the two 

adjacent boundaries. Shot length per frame corresponds to the reciprocal of the 

total length of the shot (5), and time scale is the frame rate of video. 

𝐻𝑖𝑠𝑡𝐷𝑖𝑓 𝑠ℎ𝑜𝑡[𝑖] =  𝛼𝑖 ∙ 𝛿(𝑖 − 𝑖 𝑠ℎ𝑜𝑡)    (4) 

𝑠(𝑛) = |𝑠ℎ𝑜𝑡[𝑗] − 𝑠ℎ𝑜𝑡[𝑖]|−1     (5) 

Digital video is a series of 2 dimensional image data. We can determine motion 

vectors that describe the transformation from adjacent frames in a video 

sequence. Several strategies of motion estimation are common used: BM 

(Block Matching), HBM (Hierarchical Block Matching), Pel-recursive motion 

estimation, Optical flow methods, and Mesh-mat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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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MA (Block Matching Algorithm) 

 

The block-matching algorithm (BMA) is a standard technique due to its 

reliability and robustness for encoding motion in video sequences. In BMA, we 

estimate a displacement vector at the location (n1, n2, n) in the target frame and 

use template matching of the block centered on this point to blocks in a 

specified search area in the reference frame, as illustrated in Figure 8, where 

we take the immediately prior frame as reference. Object tracking was omitted 

because accurate motion tracking is not goal of the research. BMA in the frame 

to a certain size of blocks (macro-block, generally 16 × 16 pixels) in two 

adjacent frames divided by the distance corresponding to one pixel to find the 

blocks move in the next frame based on the previous frame in the vector. BM 

algorithms are divided by the number search step and the type of search window; 

FS (Full Search), DS (Diamond Search), 4SS (4 Step Search), HEXBS 

(Hexagonal Block Search), various kinds of algorithms exist, and performance 

of each algorithm depends on the type movement. We needed to obtain general 

tempo magnitude for a scene, so VSS (Variable Shape Search) algorithm was 

chosen because of the computational speed. For each search window edge (7 

pixels), target block is estimated by calculating mean absolute deviation (MAD, 

Eq. 6). This process is illustrated in Figure 8, Figure 9, and Table 6. Four types 

of search window are used; two types of diamond, and two types of Hexagon. 

Sum of all motion vector magnitude of each frame (Eq. 7) was regarded as 

motion vector magnitude for the frame. In order to apply different resolution 

video, average motion vector magnitude per pixel (motion intensity) was also 

calculated in Eq. 8.  



26 

 

 

Figure 8. Motion Vector and BM Algorithm 

 

Figure 9 VSS BM Search Window (a) pattern a, (b) pattern b (H. Liu,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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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cess of VSS BM Algorithm (H. Liu, 2006) 

𝑀𝐴𝐷(𝑋, 𝑌) =  
1

𝑀𝑁
∑ ∑ |𝑋(𝑖, 𝑗) − 𝑌(𝑖, 𝑗)|𝑁−1

𝑗=0
𝑀−1
𝑖=0    (6) 

𝐶𝑚𝑣(𝑖, 𝑗) =  √𝑥𝑖,𝑗
2 + 𝑦𝑖,𝑗

2    (7) 

Cmv
𝑎𝑣𝑟 =  

1

𝑀𝑁
∑ ∑ 𝐶𝑚𝑣(𝑖, 𝑗)𝑁

𝑗=0
𝑀
𝑖=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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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ase of understanding motion of a frame, we demonstrated motion vector 

calculation results using VSS BM (Fig. 10) and optical flow example (Fig. 11) 

 

Figure 10. An Example of VSS BM Result  

 

Figure 11. An Example of Motion Vector using Optical Flow 

 In addition, we compared fast video and slow video by showing key frames 

(Fig. 12, Fig. 13). Motion magnitude for those videos are in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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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n Example of Video with Fast Motion (Oldboy Opening Scene) 

 
Figure 13. An Example of Video with Slow Motion (Oldboy Ending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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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esults of VSS BM Motion Intensity  

(Left: Oldboy Opening Scene, Right: Oldboy Ending Scene) 

 

However, we still did not know the relative weighting between shot length per 

frame and motion magnitude. Therefore we use third indicator as a visual 

activity reference. 

 

B. Visual Activity Index 

 

We used another feature to estimate motion magnitude: VAI (Visual Activity 

Index). This feature is proposed by J. E. Cutting. The idea of VAI is simple and 

intuitive. Video clip is a sequence of discrete 2-D images contain color value at 

every pixel. In VAI method, we calculate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r (10) between all near-adjacent frame pairs across an entire film. When two 

frames are identical, a correlation r is 1.0. And then, we convert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nto a visual activity index (VAI) by subtracting the r 

value from 1 (9). Therefore, the VAI for two identical frames are zero. Higher 

indices correspond to more visual activity. Correlation were performed on the 

gray scale (only use luminance feature) for fast computation.  

𝑉𝐴𝐼 = 1 − 𝑟   (9) 

𝑟 =  
∑ (𝑋𝑖−�̅�)(𝑌𝑖−�̅�) 𝑛

𝑖=1

√∑ (𝑋𝑖−�̅�)2𝑛
𝑖=1 √∑ (𝑌𝑖−�̅�)2𝑛

𝑖=1

   (10) 

VAI can track the degree of pixel change fast, and both motion chan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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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 boundary are detected. However, because this method just calculates 

correlation between the brightness of a given pixel location, results are 

relatively inaccurate only enough to see the whole movement tendency of the 

target video. 

 

 

Figure 15. Results of Visual Activity Index  

(Left: Oldboy Opening Scene, Right: Oldboy Ending Scene) 

 

 

3.3.2. Tempo Estimation  

 

As described above, we estimated visual tempo by combining VAI, motion 

vector magnitude, and shot length per frame. Therefore, multiplied by the 

frame-by-shot length and motion vector magnitude VAI obtained in the 

previous section to complement the disadvantages of each model, and estimate 

the value as a visual tempo of the scene. But the value was changed by time, 

this study considered the median of the tempo series as the representative visual 

tempo of the given scene (global tempo). This process is illustrated in Fig. 16.  

On the contrary, musical tempo is represented by repetition of regular beat 

events. D. P. W. Ellis’ method shows high performance in beat tracking and 

tempo estimation. His algorithm is based on auditory perception model and 

dynamic programming. First, time domain audio signal is transform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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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domain signal by FFT, and then multiplied by a constant derived Mel 

auditory model, the onset obtained by differentiating this energy envelope 

(Onset Energy Envelop), pulse peak repeated in this case is obtained by 

autocorrelation and picking the most frequent set interval. With the proper 

weight of these intervals through dynamic programming and tempo is obtained 

by the best beat intervals per unit time (1 minute). Block diagram of his method 

is depicted in Fig. 17. However, because this method is on onset (or beat) 

detection, it is hard to find uncertain beat music tempo. Thus, manual correction 

was performed to calibrate errors. 

 

Figure 16. Estimation of Visual Tempo (Oldboy Opening Scene) 

(a) Visual Activity Index, (b) Motion Intensity using VSS BM,  

(c) Shot Length per Frame, (d) Visual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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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Block Diagram of Beat Detection 

 
Figure 18. Comparison of Slow Music and Fast Music 

(Left: BPM 85, Right: BPM 161) 

 

3.3.3. Temp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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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e next step is to find temporal correlation between video and 

music, which would be perceived congruent by human observer. The cross-

modal model can be represented as the combination of visual tempo value and 

musical tempo value.  However, this simple relationship is not sufficient to 

determine accurate audiovisual congruence for two reasons. First, peak 

distribution affects perception of cross-modal consonance. Music peaks (i.e. 

onsets, beats) surrounded a visual peak influence synchrony perception. In 

other words, if only one music peak exist around visual peak, this peak has 

stronger congruency than the other case. Second, peaks can mask each other. 

Stronger peak catch the viewer’s attention. If there are several peaks during 

very short duration, higher peak is more salient.  

Therefore, as mentioned previous chapter, we will analyze correlation 

between music and visual general speed. And we will find the relation among 

each tempo.  

The correlation computation is implemented as follows (11). Given music 

scene, we pick salient frames both of video and music for each feature. To 

match magnitude scale, we convert each tempo to a tempo index. After 

estimating visual and music tempo, we calculate their mean, medi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 

𝑇𝑖𝑛𝑑𝑒𝑥 = α ∗  
𝑇 −  �̃�

�̃�
      (11) 

 

𝑇𝑖𝑛𝑑𝑒𝑥 is the tempo index at the given scene, T is original (raw) tempo; �̃� is 

the median value of the tempo at the scene. α is a weight factor (initially 1.0). 

If the estimated tempo is high, tempo index will be increased. If the estimated 

tempo is normal, tempo index will located around 0. If the estimated tempo is 

low, tempo index will be under zero. Musical tempo index example is as below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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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 Musical Term BPM Tempo Index 

Slow 

Larghissimo 24 or under - 0.78 

Grave 25–45 - 0.59 

Largo 50–55 - 0.5 

Adagio 60–72 - 0.35 

Andantino 80–84 - 0.24 

Andante 84–90 - 0.18 

Normal Moderato 96–108 0 

Fast 

Allegretto 112–120 0.09 

Allegro 120–144 0.31 

Vivacissimo 144–160 0.45 

Presto 168–200 0.81 

Table 7. Musical Tempo, BPM, and Tempo Index 

Tempo index reference point (median) value is greater than the sooner the 

better, this is slower than the reference point value decreases in the negative 

direction. After obtaining visual and musical tempo index by using this method,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indicators were analyzed in the next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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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Discussion 

 

 This chapter describes and analyzes results of experiments in previous chapter. 

As mentioned above, there exists a linear pattern between visual tempo index 

and musical tempo index, and they are divided into two type of matching: 

consonant, dissonant. After quantitative analysis, adding qualitative analysis 

for some interesting cases. 

 

4.1 Quantitative Analysis 

 

Experiments were implemented using two film groups. Group A includes all 

case of musical scenes from 4 films, and group B includes strongly rhythmic 

scenes from 21 films. 

 

A. Group A 

  

 Movie list of group A is as follows: Old Boy, Spider-Man, Fearless, and Fight 

Club, except The Hunt for Red October. Video clips were encoded with 320 × 

240 pixel, 8 bit RGB color, 24 fps (frame per second), MPEG-4 codec, music 

files were 44.1 kHz, PCM wav. Movie information is used in the analysis were 

placed under gathered in Table 8. 

  

Title 

# of 

Musical 

Scenes 

# of 

Songs 
Genre 

Average 

Musical Scene 

Duration 

Oldboy 

(2003, 120 min) 
36 25 Drama/Thriller 

01:45 

(2519 frames) 

Spiderman 66 66 Action/Adventure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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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1 min) (1395 frames) 

Fearless 

(2006, 104 min) 
46 46 Action/Biography 

01:19 

(1701 frames) 

Fight Club 

(1999, 139 min) 
46 43 Drama 

01:08 

(1637 frames) 

Table 8. Data: Group A 

Except Old Boy, there were few music duplication in use. Conversation scene 

with music were regarded as musical scenes, group A include various kind of 

musical scenes related to emotion, storytelling, and rhythm. 

Tempo index distribution is figure 19, figure 20 below. 

 

Figure 19. Visual Tempo Index Distribution Histogram (Grou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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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Musical Tempo Index Distribution Histogram (Group A) 

As can be seen in figure 19 visual tempo indices are evenly distributed around 

the moderate tempo (tempo index: 0). On the other hand, as can be seen in 

figure 20, moderate tempo songs are relatively little, and similar amounts of 

fast and slow songs are distributed around normal tempo. To emphasize the 

rhythm, or to generate strong emotions, background music is supposed to be 

similar tempo pattern or paradoxical tempo pattern. As a result, faster or slower 

songs are commonly used. In addition, only four film was used to analyze, non-

rhythmic musical scenes were included. The median BPM of the music scene 

was 105.06 – zero musical tempo index are actual moderate tempo in western 

music.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 indices is in 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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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A Total Cases, n = 194) 

Although we can see tempo matching the tendency of approximately, whole 

relationship was weak (R2 = 0.3435) because three cases (consonant, dissonant, 

out-of phase) are mixed. As described in chapter 2, these data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matching groups: Consonant groups (Red area) and dissonant 

groups (green area). Consonant group (Fig. 22) is defined that direct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visual and musical tempo indices (1st and 

3rd quadrant). On the contrary, dissonant group (Fig. 23) is defined that 

inversed relationship between visual and musical tempo indices (2nd and 4th 

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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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A, Consonant Cases, n = 129) 

 

 
Figure 23.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A, Dissonant Cases, n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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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een in figure 22, consonant group (n = 129/194) have higher correlation 

between visual and musical tempo index (R2 = 0.7012) than dissonant group 

(figure 23, n = 65/194, R2 = 0.5483). Dissonant tempo group have lower tempo 

correlation and include more outliers than consonant group. It appears a lot of 

exceptions for the story progression or emotion formation - the out-of-phase 

scene breaks the synchronization of the tempo matching in dissonant group. 

 

B. Group B. 

 

Because group A is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films, another films 

were selected for quantitative tempo analysis. 39 musical scenes from 21 films 

were chosen and then investigated correlation between the two kinds of indices. 

Likewise group A, movie clips were encoded 320 × 240 pixel, 8 bit RGB color, 

24 fps (frame per second), and MPEG-4 mov. and audio clips were 44.1 kHz, 

PCM wav files. Information about these films are as follows in Table 9. 

 

Title Selected Scene Genre Year 

Zinda OP/Montage Action/Drama 2006 

Old Boy OP/Montage Action/Mystery 2013 

District 13 OP/Montage Action/SF 2004 

Kung Fu Hustle OP/Action Action/Comedy 2004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OP/Montage 
Action/Drama 2000 

Minority Report OP/Montage Action/SF 2002 

Pearl Harbor OP/Action Action/Drama 2001 

The Hunt for Red OP Action/Adventur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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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MASH OP/ED Comedy/Drama 1970 

The Perfect Storm OP/Montage Action/Adventure 2000 

The Longest Yard OP/Montage Comedy/Crime 2005 

Fantasia 2000 ED Animation 1999 

Billy Elliot OP/Montage Drama/Music 2000 

Singin’ in the Rain OP/Montage Comedy/Musical 1952 

The Bourne Identity OP/Action Action/Thriller 2002 

Collateral OP/Montage Crime/Thriller 2004 

Goodfellas OP/ED Crime/Drama 1990 

The Fast and the Furious OP/Action Action/Crime 2001 

Man on Fire OP/Montage Action/Thriller 2004 

Traffic OP/Montage Crime/Thriller 2000 

Raging Bull OP/Montage Drama/Sport 1980 

Table 9. Data: Group B 

 For these 39 musical scenes, feature extraction was performed and analyzed 

correlation between visual and musical tempo indices. These scenes were also 

divided into 2 matching groups: Consonant group and dissonant group. Unlike 

group A, tempo index distribution for each tempo indices shows similar pattern 

in group B (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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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4. Tempo Index Distribution Histogram  

(Group B, n = 39, Left: Visual Data, Right: Musical Data) 

 

This group has higher self-identity because we extract a small number of 

scenes in various movies. By selecting rhythmic scenes such as opening 

sequences and music montage sequences, we can reduce noise factor. Thus 

tempo index distribution shows relatively smooth distribution than group A. 

Because high film genre similarity, and qualitative similarity of scenes is also 

high. The median of the music tempo indices in group B is 107.91 BPM as this 

usually corresponds to the pace of Mode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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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B, Consonant Cases, n = 23)  

 

 
Figure 26.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Group B, Dissonant Cases, n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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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of tempo proportion group (consonant group, n = 23/39) and the tempo 

inverse group (dissonant group, n = 16/39) showed significant linear correlation  

between the tempo indices, proportional constant was changed to ± 1 and  

shows a closer distribution is relatively fast median difference from uniform. 

Outliers were also reduced compared with group A and error rate was 

diminished. 

Group B has increased diversity of films as compared to group A, and includes 

more opening scenes which importance of rhythmic congruence rather than 

context or emotion. As a result, out of phased cases which error rate over 30% 

were only four cases (the red ellipse). These extraordinary cases will be 

described in the next section. 

 

4.2 Qualitative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empo congruence pattern per film, results of group A 

we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movie and investigated tempo relationship for 

each movie. Consonant cases of group A per movie are shown below in figur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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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per Each Film 

(Group A, Consonant Cases, n = 129) 

 

These different types of movies shows different relationship. Oldboy is 

Korean art movie with expressive style. Spiderman and Fight Club are 

Hollywood films and Jet Li’s Fearless is Chinese martial arts movie. Except 

Fight Club, tempo correlation of another three films seem to be similar, because 

these movies includes many non-rhythmic musical scenes. The most interesting 

cases are Oldboy and Fight Club. Oldboy uses same song in the different scenes, 

and all features are arranged to emphasize and expand emotions. There exist 

two extremely fast video from Oldboy, one of them is impressive opening 

sequence. Music tempo is just little fast, however, frequent shot change with 

massive motion in this scene create emotional tension and when important shots 

begin at climax of the background music. On the contrary, although Fight Club 

is artistic Hollywood film, expressions are ruled strictly by traditional film 

grammar. So least dissonant cases exist in this movie among group A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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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is typical Hollywood blockbuster movie, but a lot of atypical 

expressions were used, and this phenomenon is originated from the director’s 

style. Many songs of Spiderman were sound effect like music. Fearless is a 

biography movie with Asian martial arts. Thus very slow video and extremely 

slow music were used. So many of them are located in the third quadrant.  

 

Figure 28. Correlation of Tempo Indices per Each Film 

(Group A, Dissonant Cases, n = 65) 

 Dissonant cases are little different. Oldboy shows significant distinct pattern 

from other three films. Musical tempo distribution was relatively even, it seems 

that director only focuses visual expression. As a result, diversity of musical 

tempo was lacking than other films. Cases from Fight Club are also interesting. 

Director followed the film grammar strictly in consonant cases, however, he 

break the rule strongly in dissonant cases. Most of dissonant cases in Spiderman 

and Fearless are located near the zero point and less significant in dissonant 

cases. 

On the other hand, group B requires further analysis. But dataset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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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d so that refined data analysis will be required to perform reliable 

qualitative analysis. Within outliers in consonant cases, more than two cases of 

the three are believed to have the narration and background music to be played 

at the same time forming a composition with an advantage in emotion than the 

tempo (survey evaluation questions # 6). One cases rest corresponds 

background music rely on musical genre characteristics - vocal pop-rock. Out 

of the phase cases also put an emphasis on emotion tend to form (questionnaire 

evaluation question 18). Outlier from dissonant cases was an opening title and 

set up fast and totally apart from having a fast-paced background music, the 

creator seems to intentionally ignore the overall trend in the exception. 

Depending on the genre and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scenes are the 

main premise of the background music tempo matching pattern. Refined wide 

range of data than ever used can be helpful to find the exact relationship, 

removing the disturbing elements, additional studies controlling for variables 

will be necessary. 

 

 

   

 

 

 

 

 

 

 

 

 



49 

 

5 User Survey 

 

 This chapter includes validation process by user survey. 

 

Subject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above analysis, we implemented survey through 

user rating by filmmaking experts - editing, mixing, or composer for group B 

scenes. Participants determined congruency order among three kind of 

examples for each scenes.  

 

Participants 

 

To obtain reliable results, professional group was selected as the target 

participants. Their major is filmmaking, music composition or movie sound 

design. Total of 17 experts participated in, the average age is 31.65 years old 

(SD = 4.82), all members had movie editing experience. Received professional 

musical education were 41.18% but 76.47% subjects had experience film music 

selection. Detailed information is in Table 10. 

 

Gender Male (9/17, 52.94%) Female (8/17, 47.06%) 

Age Average 31.65 SD = 4.82 

Education(Movie) Yes (17/17, 100%) No (0/17, 0%) 

Education(Music) Yes (7/17, 41.18%) No (10/17, 58.82%) 

Experience(Music) Yes (13/17, 76.47%) No (4/17, 23.53%) 

Movie Watching Frequently (13/17, 76.47%) 
Non-Frequently (4/17, 

23.53%) 

Table 10. Participants of User Survey 

Stimuli a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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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uploading multimedia clips to the web server as stimuli, survey was 

designed using Google Forms Services to be held in the web page. Tempo of 

the music video that mapped were ground truth, predicted tempo, and 

counterexample tempo (ground truth + error). 34 scenes from group B were 

presented. Five movie scenes cannot be publicly disclosed in a web of copyright 

issues were excluded from the survey questions. 

Figure 29 is extended correlation graph of the group B,   is the ground truth, 

is the predicted values are expected to be potentially suitable point in the 

given visual tempo. The figure shows two cases, there is a case when the 

predicted value is slower than the ground truth or faster than the ground truth.   

is a kind of counterexample, incorrect as much as the music tempo error of 

the predicted value at the target point. That is, the predicted and ground truths 

are incorrect mainly loca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by the same distance, if 

the ground truth at the predictive value when considered as a correct answer to 

reinforce the tendency to the ground truth, the faster the music, the music is 

slow if you should have been designed to be slower. In addition, this counter 

example is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predicted value by comparing 

profession’s choice between predicted and counter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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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User Survey Examples 

All the scenes with the questionnaire has been edited with first 30 seconds 

from group B scenes, music is encoded in the video after Time Stretching 

through a professional music sequencing software, Logic Pro, to keep the pitch 

while speed changes. All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answer more than 10 

questions at least randomly. And the survey participants’ prior knowledge about 

the scene can have an impact, whether all videos have confirmed the memory 

for the scene. 

Counterexample 

Predicted 

Ground truth 

Music 

tempo 

(fast) 

Music 

tempo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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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Survey Screenshot③ 

Results 

 

The average response rate was 54.5% for the whole question, the average 

response rate per questions was 55.71%, 6 or more people responded to all 

questions, to eliminate the disturbance caused by prior information of the target 

video, prior knowledge were recorded for each question, but most of the 

participants did not remember the exact music matching. The results for the 

entire response was summarized below in Table 11. 

 

Question 

No. 

Ground 

truth 
Predicted 

Counterex

ample 

Prior 

Information 

Consonant

/Dissonant 

0 3 2 1 0 c 

                                            
③Survey URL:  

https://docs.google.com/forms/d/1syO22ktykXHAm91I6zB7i8qAWlQg75SpXBNCz

62dJZE/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syO22ktykXHAm91I6zB7i8qAWlQg75SpXBNCz62dJZE/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syO22ktykXHAm91I6zB7i8qAWlQg75SpXBNCz62dJZE/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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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1 0 c 

2 3 2 2 0 c 

3 1.5 3 2.5 0.25 d 

4 3 2 1 0.5 d 

5 3 2 1 0.5 d 

6 3 1 2 0 c 

7 3 2 1 0 c 

8 3 2 1 0 d 

9 3 2 1 0 d 

10 2 3 2 0 c 

11 3 2 1 0 d 

12 2.5 2.5 1 0.5 d 

13 3 2 1 0.5 c 

14 3 2 2 0.5 c 

15 3 2 1.5 0 c 

16 2 3 1 0 c 

17 1.5 2.5 2 0 c 

18 3 1 2 0 c 

19 3 2 1 0 d 

20 3 2 1 0 c 

21 1 3 2 0 d 

22 3 2 1 0 c 

23 2 2 1 0 d 

24 2 2 2 0.25 c 

25 2 2.5 2 0 c 

26 2 2 2 0.25 c 

27 3 2 1 0 d 

28 2 3 2 0 d 

29 3 2 1 0 c 

30 2.5 2 1.5 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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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5 2.5 1 0 c 

32 3 1 2 0 d 

33 2 2.5 1.5 0.5 c 

Table 11. Results of User Survey 

Results means the priority of the three examples not preference rating. Median 

value was chosen as representative response for each example. Prior 

information was opted for 'remember both of video and music' as 1 point, 'I 

know the video or music but cannot remember' as 0.5 point, 'do not know' as 0 

point. C means consonant group, D denotes dissonant group.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of all the questions answer questions was 0.67. Survey 

results were summarized in a chart in Figure 31. 

 

Figure 31. Results of User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ground truth had high congruence 

preference (58.82%). Meaningful insight was founded. Although ground truth 

congruency was higher than predicted, but predicted tempo congruenc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unterexample congruency (8.82%). That is user 

survey also showed direction of the congruent matching between vide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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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with different tempo. Additionally, the case of question 6 and 18 were 

appeared as an exception or outliers in the user survey, like data analysis. 

 Average rating was as follows: the ground truth was 2.57 (SD = 0.58), the 

predicted value was 2.13 (SD = 0.51), and the counterexample was 1.44 (SD = 

0.5). (P < 0.05) 

 

Figure 32. Average Rating per Each Example Group 

The ground truth tempo congruence priority to the predicted values is not 

significant between consonant and dissonant group (consonant 61.9%, 

dissonant 61.54%). However, congruence to counterexample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dissonant group which original tempo matching is already 

inversely. For example, when the music is composed slow tempo for fast video, 

this composition have aesthetic purpose, but counterexample reduces the ironic 

effect so that preferences for the counterexamples are significantly reduced. 

 

Discussion 

 

Because we targeted a group of experts, the pre-exposure to the target image 

expected to be affected, most participants did not remember the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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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visual matching. The video length that is too short to understand the 

context within 30 seconds, and are arranged in a random. Error rate between 

ground truth and predicted value was within 30%. 79.49% of scenes were 

within 20% error rate. Over the half of scenes (58.97%) were within 10% error 

rate. Therefore, we used time stretching music in the user survey, but, 

qualitatively test, for example consonant-dissonant group change or 

extraordinary cases, didn’t performed because of the technical limitations. 

Although the experiment in the line does not impair the quality of the sound as 

was another problem in addition to the sound quality. In many scenes dialog 

and sound effects were included, tempo change broke the synchronization for 

those sound. Many questionnaires have to set up in addition to asking more 

questions about the prior knowledge of the scene presented in the survey, but 

time spent in survey was already long, asking another questions were difficult, 

in-depth survey could not proceeded. But it can be expected better scalability 

survey solving some problems; solving the sound quality and synchronization 

problem, providing few question at random, recording rank as well as rating for 

each video audiovisual congruency, and implementing qualitative test using 

various types of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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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lusion 

 

 This chapter is consist of two parts: section 1 summarizes this thesis and 

depicted contribution. Section 2 discussed limitations and future works for 

advanced study related to the research subject.  

 

6.1 Summary and Contribu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tempo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music 

in motion pictures by extracting the background music tempo and visual tempo 

from musical scene data. Although there is not strict one answer because of its 

artistic characteristics, there forms inherent tendency based on film grammar 

and sensory integration. Because music has own aesthetic aspect and relatively 

strong quantitative combination standard among several sound components that 

make up the film, w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deo and 

background music. Also we focused on the tempo because tempo is quantified 

criteria among many properties of the film so that it is suitable for quantitative 

analysis. In conclusion, tempo can be appropriate criteria at the beginning of 

content based movie analysis. Considering musical scenes of commercial 

motion pictures as a standard created by profession artists, we extract visual 

tempo and musical tempo from actual video data and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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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e key factor determining the pace of a video 

is change of visual information within the screen space-time, and the detail 

element is the rhythm generated by motion and shot length. Alternatively, music 

- western music has repetitive base unit (Beat) to form different rhythmic 

patterns, and the pace of the pattern can be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beats 

for the reference time. 

 To estimate motion intensity, motion vector was used. By applying block 

matching algorithm for estimating the movement of an object within every 

scene from video signal. Shot length was calculated by finding shot boundaries 

which formed visual rhythm by film grammar. In order to avoid calculating 

motion and shot length weight value that is changed according to movie genre 

or types of image, we used VAI (Visual Activity Index) as a reference of the 

visual activity for the given scene because VAI includes both shot boundaries 

and motion magnitude motion. And then we compensated visual tempo by 

combining motion vector magnitude and shot length per frames to VAI. 

 However, we have a problem to solve yet. There exists a gap between the 

quantitative tempo value and perceptive tempo, and visual tempo and musical 

temp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We proposed tempo index in order to 

perceptive match visual tempo and perceptive musical tempo. Tempo index was 

estimated from each tempo distribu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s there 

exist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visual tempo index and musical tempo 

index. Proceed to the questionnaire, film expert group survey was perform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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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the results. 

 The contribution of this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only focused on musical scenes. Results can be used to predict the 

pace of the music matching the tempo of a given image because we analyze the 

global tempo relationship of each scene. By increasing the number and type of 

analysis data, these result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more accurate tempo 

relationship model. 

 Second, it useful to apply the results related research. Because we experiment 

quantitatively analyzing not metadata but the content data itself. Therefore it is 

easy to use results and methods for the associated follow-up study. 

 Third, we proposed a meaningful indicator to compare visual tempo and 

musical tempo. Considering human perception, each tempo value was 

converted to relative tempo from tempo distribution, which can be utilized to 

convert another tempo index except video and music. 

 

6.2 Limitations and Future Works 

 

 This thesis only covered the pace of entire independent individual images 

(Global Tempo) relationship, experimental results shows that a specific tempo 

relationships in each salient events (Local Tempo). But because of limitations 

of the computation, this thesis analyzed global tempo relationships only.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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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organized analysis will be done with appropriate sized and typed dataset, 

it is expected to derive more accurate quantitative correlation model both global 

and local tempo. In addition, advanced case analysis can be helpful qualitative 

movie analysis. Further improved research through machine learning with high 

level features such as emotion, genre can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udiovisual elements of the film, this advanced content based multimedia 

model is expected to be used for next step multimedia conten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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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화, 드라마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발적인 유통량 증가로 

이에 대한 질적, 양적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과 음악 정보 검색(Music Information 

Retrieval)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는 영화 속 음악과 화면 간의 템포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영상과 음향 간 템포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기존 상업 영화 속 음악 장면에서 영상과 음악 템포를 각각 계산하였다. 

각 장면의 템포는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와 샷 길이, 시각 활용 

지Table(Visual Activity Index), 온셋(Onset)을 활용한 음악 비트(Musical 

Beats)를 추출 후 이를 활용해 추정되었다. 계산된 템포는 시공간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 기준 시간 동안의 크기 변화로 나타나는 시각 

템포와 시간적 특성만 포함되어 기준 시간 동안 유의한 사건(Salient 

Event) 발생 빈도로 나타나는 음악 템포를 매치하기 위한 상대값으로 

환산되었고, 이를 “빠르기 지Table(Tempo Index)”라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행한 사용자 모의실험 결과 영상 혹은 

음악에 대한 훈련 여부와 무관하게 음악이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보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영상과 음악의 결합 경향이 

존재하며, 음악의 템포가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결과 시각 빠르기 지Table(Visual Tempo Index)와 음악 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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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Table(Musical Tempo Index) 간에는 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정확한 비례 상수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는 검증용 데이터 분석과 해당 데이터의 

전문가 설문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찾은 시청각 템포 관계는 자동 콘텐츠 제작, 내용 기반 

검색, 콘텐츠 색인, 동영상 요약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후속 연구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영화 템포 분석, 시청각 템포, 템포 적합성, 템포 인덱스, 템포 

예측 

학   번: 2012-2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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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List of Films 

 

Windows 8 Commercial Film (2012) 

FIFA 13 Commercial Film (2012) 

Alfred Hitchcock, Psycho (1960) 

P. T. Anderson, Magnolia (1999) 

 

Chanwook Park, Oldboy(2003) 

Sam Raimi, Spider-man (2002) 

Ronny Yu, Fearless (2006) 

David Fincher, Fight Club (1999) 

John McTiernan, The Hunt for Red October (1990) 

Sanjay Gupta, Zinda (2006) 

Spike Lee, Oldboy (2013) 

Pierre Morel, District B13 (2004) 

Stephen Chow, Kung Fu Hustle (2004) 

Ang Lee,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0) 

Steven Spielberg, Minority Report (2002) 

Michael Bay, Pearl Harbor (2001) 

Robert Altman, MASH (1970) 

Wolfgang Petersen, The Perfect Storm (2000) 

Peter Segal, The Longest Yar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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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Algar, Fantasia 2000(1999) 

Stephen Daldry, Billy Elliott (2000) 

Stanley Donen, Singin’ in the Rain (1952) 

Doug Liman, The Bourne Identity (2002) 

Michael Mann, Collateral (2004) 

Martin Scorsese, Goodfellas (1990) 

Rob Cohen, The Fast and the Furious (2001) 

Tony Scott, Man on Fire (2004) 

Steven Soderbergh, Traffic (2000) 

Martin Scorsese, Raging Bul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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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통신 기술 및 휴대 기기의 발달로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하에 다양한 감각자극이 결합된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고, 매해 폭발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YouTube 서비스의 경우 2009년 40억 조회수를 넘어 2014년 

현재, 1분에 100시간 상당의 동영상이 공유되어 매달 약 60억 시간 이

상의 비디오가 소비되는 중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한국 콘텐츠 진흥

원에서 발간한 2014년 콘텐츠 산업동향보고서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수

요 및 유통량 증가로 매출액이 급증하고, 특히 영화, 방송 등 멀티미디

어 콘텐츠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2]) 

 
그림 33.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진화 과정 

 
그림 34. 2014년 3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규모(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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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색인 등 유통 플랫폼에서의 디지털 정보 활용은 활발하게 이뤄

지고 있으나, 제작 과정에서의 콘텐츠 접근은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방송 등의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멀

티미디어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촬영-편집-믹싱 과정을 거치는데, 믹싱 

과정에서 적합한 음원 검색이 요구되고 선택한 음원이 영상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전문 작업자를 위한 라이브러리 자체의 한

계로 검색어를 활용한 간접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사용자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검색뿐 아니라 창작 단계에서도 자동화할 수 있

는 단순작업에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투자되어 자동화할 수 

없는 창조적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창작 과정

에서 활용한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물질적, 시간적 손실이 크다.  

 

그림 35. 시퀀싱 전문 소프트웨어 Pro Tools의 음원 라이브러리 검색창 

기술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상의 특성으로 인

해 한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만으로 시청각 매체에 대한 질적 이해를 하

기는 어렵고, 시각 및 청각 신호가 작동하는 원리와 각 감각의 인지 메

커니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공학적/예술적 특성에 대한 복합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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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시청각 정보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공학 분야에서 특히 

관련 연구가 활발한데, 동영상 클립의 영상과 음향 신호를 분석하여 동

영상 검색, 압축 등의 알고리즘에 활용하고 있고, 오디오비주얼 핑거프

린팅(Audiovisual Fingerprinting) 기술에 기반한 내용 기반 검색

(Content-Based Retrieval) 상용 솔루션도 서비스되고 있다. 감각 인지 

분석을 통한 심리학적, 감작 인지 메커니즘을 뇌 영역에서 연구하는 신

경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 결과는 치매, 발달장애 아동 등을 위한 음

악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 청각 이미지를 

시각화(Visualization)하거나 시각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구현

(Sonification)하는 등 예술적・미학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예술 작품

을 창작하는데 해당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도 한다. 실용적 성과뿐 아니

라 음성학과 인지 심리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감각 통합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인지적 현상인 맥거크④ 효과의 메커니즘을 밝혀낸 경우처럼 시각

과 청각 인지에 대한 학제간 융합 연구는 기존 연구가 밝히지 못했던 

이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영화는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매체로 다른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마찬

가지로 영상 정보와 음향정보가 결합해서 형성되며, 영화의 개별 요소

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구성 

요소를 결합한 통합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영화 매체의 시청각

적 특징의 연구 결과는 자동 색인과 영화 요약은 물론 내용 기반 검색, 

                                            
④맥거크 효과(McGurk Effect) – 들리는 소리와 화면상 발음의 입모양이 다를 때 제 3의 발음을 

듣게 되는 현상(H. McGurk and J. McDonald, “Hearing Lips and Seeing Voices”, Nature 

264(5588), pp. 746-748,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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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자동 제작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기술적/미학적 성취에 활용될 수도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 목표 

 

영화를 비롯한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는 자체 문법에 따라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가 결합하여 생성된다. 콘텐츠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

한 결합을 제외하고, 현실의 재현, 정서 형성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보편적 결합 양식은 크게 (1) 대사, 효과음의 경우와 같이 

영상 내 대상(Object)에 의해 결합 상대와 시점, 방식이 결정되는 경우

와 (2) 음악의 경우처럼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

하여 결합 대상과 시점, 방식이 결정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공간적 정보와 시간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시각 정보와 달리, 음악 

요소는 시간적 정보만을 포함하고, 따라서 시간 영역에서의 일치는 시

청각 요소의 결합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된다. 감각 자극의 인식 과정

에서 복잡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는 게

슈탈트 원리에 따라 유사한 그룹으로 묶여(Segmentation) 기본 단위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그룹 패턴이 반복되어 리듬을 형성한다. 이렇

게 형성된 리듬은 일반적 기호의 시간적인 분포 패턴으로 예술 작품의 

기초 단위가 된다(Berlyne, 1971). 따라서 시각과 청각의 리듬 인지 양

식과 이들 리듬의 결합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질

적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높은 수준의 규칙성을 가진 음악과 달리 박절(Meter), 박(Beat, 이하 

비트로 비칭) 등 구분하기 쉬운 정량적 기준이 없는 영상의 경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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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하위 요소의 불규칙적인 변화에 의해 리듬이 형성되고, 이 

리듬에 의해 빠르기가 결정되기에 음악과의 결합 기준을 찾는 것이 쉽

지 않고, 영상 정보에 대한 훈련 정도에 따라 리듬 과 템포 판별에 개

인차가 있어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각 리

듬 역시 생물학적 보편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특정한 시각 리듬에 

적합한, 즉, 인지적 비효율성이 낮은, 보편적인 음악의 리듬과 빠르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결합 경향을 보

이는 상업 영화 속 음악 장면에서 화면과 배경 음악간 템포 관계를 분

석하여 시청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려 한다. 선행 연구 및 창작

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배경음악과 빠르기를 매치할 때에는 특정한 기준

이 존재하고, 이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실험에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본 실험 시 실제 상업 영화 

속 음악 장면의 영상 신호와 음악 신호에서 템포를 추출하여 이들 템포 

간 정량적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결과는 검증용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과 관련 연구를 제시하고, 3

장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영상-음악간 템포 관계 분석 시스템을, 4장

에서 테스트 데이터 분석 결과를, 5장에서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설문

을 통한 검증 결과를,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연구의 최종 결론과 제언

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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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영화 속 시각 요소와 청각 요소의 특성 

 

  영화는 일반적으로 영상으로 형상화되는 시각 요소에 대사, 음악 등

의 청각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시각적 요소는 화면 비율, 화면 

구도(미장센), 샷 사이즈, 색감과 밝기 같은 정적 요소와 컷의 길이, 카

메라 움직임 같은 동적 요소로 나뉘며, 청각 요소와는 달리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한다. 한편 청각적 요소인 음향 부분은 대사

(Dialog), 음악(Music), 효과음(Effect Sound)으로 나뉘며(각각 머리글자

를 따 DME라고도 한다), 각각의 역할은 아래 [표 1]과 같다. 

종류 기능 예시 

대사 정보전달 
동시 녹음, 

후시 녹음 

음악 
감정전달, 

정서형성 
디제시스적⑤/비디제시스적(BGM) 

효과음 
현장감, 

극적 효과 부여 
FX, Foley, Ambience 

표 6. 영화를 구성하는 소리의 세부 요소와 기능 

표에서 볼 수 있듯, 정보전달이나 현장감 등 구체적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는 대사와 효과음에 비해 음악은 상대적으로 맥락과 정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청각 매체에서의 음악은 디제시스적 음악의 

                                            
⑤디제시스적 음악(Diegetic Music) – 디제시스란 내러티브 내부에서 묘사된 허구의 세계를 가리

키는 용어로 디제시스적 음악은 내러티브 내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즉, 스크린 내부에 

음원이 존재하는 음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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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처럼 콘텐츠 내에 구체적으로 매핑할 음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감정을 전달하거나 정서를 형성하기 위해 콘텐츠 

내의 객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는 않으나 영상 내 다른 요소들이 

목적하는 정서에 ‘적합한’ 빠르기, 장르, 조성 등을 지닌 

비디제시스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배경음악의 Tempo 는 영상의 

빠르기와 시간적 동기화의 공통 기준을 공유하고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량적 평가가 용이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다중 

감각 통합(Cross-modal Interaction)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Kampfe et al., 2011). 

 

2. 시청각 템포의 형성 및 인지 

 

리듬(Rhythm)이란 일반적인 기호의 시간적 분포 패턴을 지칭하기 위

해 사용되는 용어로 좁은 의미에서는 시간 영역과 공간 영역에서의 주

기성(간격이 있는 시간 체계)을 의미하며, 박동(pulse, 이하 펄스로 지

칭), 비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술 작품의 기초단

위로서 물리적 요소가 형태를 구축하는 패턴으로 배열하는 시간적인 편

성 구별이 가능한 구조를 말하고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처럼 음악이 아

닌 경우에도 편향되는 패턴이 공간 내에 편성되어 모든 예술은 리듬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음악 리듬은 음의 패턴 규칙에 근거로 편성된 구조로 신경해부학적 

기반에 의거하여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예술과 비교하여, 음악의 

리듬은 정확한 템포를 바탕으로 하기에 그 구조는 시간 내에서만 드러

나고, 청각 체계 내의 신경 중계를 통해 뇌에 도달하는 물리적 진동의 

시간 패턴이 된다. 이런 음악 리듬의 시간적 편성에 중요한 두 가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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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개념은 주기성과 유사한 구조 무리들로의 하위 분할로(Berlyne, 

1971), 이때 리듬을 형성하는 박자요소는 명확한 경계와 시간적 비율을 

가지고 있다. 뇌 속에 존재하는 진동회로는 일종의 주파수 분석기

(Fourier Analysis)로 청각 체계의 신경 발사 속도로 암호화되어 공명하

는 다른 뇌 조직에 투사되는 간격에 근거한 시간 모듈의 분류별 호환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영상의 리듬(Visual Rhythm)은 공간 변화 혹은 시간 변화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내용적 맥락과 결합할 때 의미단위(Scene 

혹은 Sequence)를 형성하고, 정서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런 영상 

리듬은 화면의 움직임과 영화 문법상 편집을 통해 형성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Bruce Block, 2008). 움직임은 프레임 내 사물의 

움직임(motion)이나 카메라의 움직임에 의한 화면 변화(movement)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고, 편집에 의해 샷(shot, 이후 샷으로 지칭) ⑥이 

전환될 때 샷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샷의 길이와 

움직임에 의한 화면의 변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영상의 템포를 

추정할 수 있다(Brett Adams et al., 2002). 템포를 추정하기 위한 리듬 

각각의 특징은 아래 [표 2]에 정리하였다.   

영상 리듬 음악 리듬 비교 

공간적+시간적 시간적 
영상 리듬은 공간적 

요소 포함(변화량) 

기본 단위+맥락 기본 단위에 의거 
음악 리듬은 주기적 

반복성을 가짐 

표 7. 영상 리듬과 음악 리듬의 특징 

음악의 기본적 시간 구조는 박동 패턴에 바탕을 둔다(Richard 

                                            
⑥샷(Shot) - 카메라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연속된 한 화면 단위. 프레임이 언

어에서의 음운이라면, 샷은 음절에 해당하며 영상의 기본단위이다(Vayon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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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ncutt, 1994). 비트는 음악에서 리듬의 기본 단위로 펄스의 원형으로 

서양 음악에서는 구조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비트의 반복 속도

로 음악의 템포(Tempo)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BPM(Beats per Minutes)이라 하여 메트로놈으로 측정하거나, 신호처리 

과정에서 계산, 추출하기도 한다. 음악 용어에서의 템포와 BPM의 관계

는 아래 [표 3]을 참고한다. 

빠르기 용어 의미 
템포 

(단위: BPM) 

매우 느리게 Larghissimo 매우 매우 느리게 24 이하 

느리게 

Grave 느리면서 장엄하게 25-45 

Lento 느리게 45-50 

Largo 느리면서 당당하게 50-55 

Larghetto 조금 더 장중하게 55-60 

Adagio 느리고 안정되게 60-72 

조금 느리게 

Adagietto 꽤 느리게 72-80 

Andante 걷는 속도로 천천히 84-90 

Andantino 
안단테보다 약간 빠

르게 
- 

보통 빠르기 Moderato 보통 빠르기로 96-108 

조금 빠르게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108-112 

Allegretto 약간 빠르게 112-120 

빠르게 
Allegro 빠르고 경쾌하게 120-128 

Vivace 활기차면서 빠르게 132-144 

매우 빠르게 Vivacissimo 
매우 빠르고 활기차

게 
1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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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issimo 매우 빠르게 145-167 

Presto 매우 매우 빠르게 168-200 

Prestissimo 굉장히 빠르게 200 이상 

표 8. 음악의 상대적 빠르기와 BPM 관계 

 

3. 영화 속 음악 장면에서의 리듬과 템포 

 

영화를 구성하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는 편집을 통해 조직화된다. 

각 요소는 편집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되며 기술적 요소를 제외한 

편집 시 상위 3개의 우선순위는 감정 > 이야기 진행 > 리듬이 된다

(Walter Murch, 1995). 서로 다른 위계의 요소가 충돌할 경우 상위 위

계의 요소에 맞는 방향으로 편집이 이루어지며, 이는 음악을 포함한 음

향 요소에도 적용된다.  

한편, 영화에서 음악은 감정 해설과 지각, 이미지나 음향의 연속성 

유지, 서사적인 신호, 서사 구조의 통일성 유지, 화면과의 일치를 통한 

화면 정서의 극대화, 화면 정서에 반하는 음악을 통한 역설적 화면 정

서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된다(David Sonnenschein, 2009). 편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 > 이야기를 위해 템포, 조성, 장르 등의 요소를 선택

하여 결합시키는 것이다. 영화의 화면과 음악간 일치도(Congruence)에 

대해 짧고 간단한 시간 단위에서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해왔던 

Lipscomb의 연구도 영화 제작 시의 음악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다(S. D. Lipscomb and R. A. Kendall, 1994; Lipscomb, 2005). 즉, 화면

의 빠르기와 비례(Consonant), 반비례(Dissonant), 불일치(Out-of-

phase)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영상과 음악 신호 

처리를 통해 수행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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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미디어, 그 

중에서도 영화 내의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간 관계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시간 영역에서의 

뚜렷한 경향성과 결과물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템포간 관계 분석 연구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Scott D. Lipscomb은 1994년과 2005년의 연구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음악적 구조의 동기화에 대해 인지적 측면에서 사용자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짧고 간단한 자극을 활용한 지엽적 템포 

동기화 경향에 대한 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예비 실험을 

통해 장면별 전역적 템포 일치 선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진행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도 이를 활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음악과 

화면의 템포 동기화 관계는 양의 비례 관계(consonant), 음의 비례 

관계(dissonant), 동기화되지 않음(out-of-phase)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이와 유사하게 Shin-Ichiro Iwamiya 교수는 2013년의 사용자 대상 

실험에서 템포와 피치가 다른 배경음악에 빠르기, 밀도와 색상이 다른 

다양한 시각 자극을 결합하여, 시청각 자극 요소간 

일치도(congruence)를 확인했다. 또한, 템포를 포함한 다중 감각 정보가 

유의한 관계 하에 통합된다는 근거는 Annabel J. Cohen을 포함한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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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다중 감각 통합 모델(Annabel J. Cohen, 2013)  

한편, Brett Adams는 2002년과 2005년의 연구에서 영화 문법에 

근거한 영상 템포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움직임 예측뿐 아니라 샷 

길이가 영상 템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주어진 장면에서의 시각 템포는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𝑇(𝑛) = 𝛼(𝑊(𝑠(𝑛))) + 𝛽
𝑚(𝑛)− 𝜇𝑚

𝜎𝑚
   (1) 

이때 𝑠(∙)은 한 프레임이 차지하는 샷의 길이를, 𝑚(∙)은 샷의 평균 

움직임 크기를, 𝑛은 샷 번호를, 𝑊(∙)은 샷 길이에 대한 가중치 함수를, 

𝜇𝑚 과 𝜎𝑚 은 각각 움직임 크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샷 

길이와 움직임 크기에 대한 각 비례 상수인 𝛼와 𝛽는 영화마다 다르며, 

초기값은 각각 0.5로 두었다. 

Anan Liu와 그의 동료들은 2008년의 연구를 통해 영화 문법에 

근거한 Adams의 모델을 개선하여, 인지적 요소를 고려한 모델로 보정 

후 액션 장면을 검출하는 데 사용했다. 이와는 별개로 Chia-Hung 

Yeh와 그의 동료들은 2009년의 연구에서 각각 영상 신호와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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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부터 Low-level feature를 추출한 후, 이를 결합하여 스토리 

진행상 의미 있는 사건을 추출, 이 사건들의 빠르기를 일종의 

빠르기(Story Intensity)로 두고 영화 장면을 색인 하는데 사용했다. 

2011년 Matthias Zeppelzauer와 그의 동료들은 영화 편집 시 발생하는 

시청각적 감각 통합을 고려하여 지엽적 단위의 세부적인 사건(Local 

Salient Event) 동기화 시간을 보정한 감각 통합(Cross-Modal) 모델을 

제안하였다.   

방대한 연산량으로 인해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James E. Cutting은 2011년과 2012년, 

보다 단순한 움직임 지표인 시각 활동 지표(Visual Activity Index, 이후 

VAI로 지칭)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1935-2005년의 75년간 

할리우드의 대표적 상업 영화 150편을 대상으로 상업영화의 통시적 

빠르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연구의 핵심 성과와 한계는 아래 [표 4]에 정리해두었다. 

연구 특성 및 성취 한계 

Lipscomb 

(1994-) 

- 영화 음악과 영상 템포간 

상관관계 사용자 실험으로 

증명 

단순 자극 

사용자 통한 간접 분석 

Adams et 

al. 

(2002-) 

- 영화 템포 모델 최초 제안, 

지표 확정 

불완전한 모델 

(대규모 데이터 분석 통한 

가중치 연산 필요) 

Liu et al. 

(2008) 

- 영화 문법에 인지 특성 

적용한 모델 

불완전 

영상 템포만 분석 

Yeh et al. 

(2009) 

- audiovisual tempo를 

바탕으로 스토리 섹션 구분 

audio, video간 상관 관계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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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영향 무시 

Zeppelzauer 

et al. 

(2011) 

- 감각 통합 효과 고려 
적은 데이터  

Local 경향성만 확인 

Cutting et 

al. 

(2011-) 

단순한 지표로 통시적 대량 

연구 

VAI 제안 

비전형적 지표의 한계 영상 

템포만 분석 

Iwamiya 

(2013) 

피험자 시청각 자극 인지에 

대한 실험적 근거 

자극의 복잡성 증가 시 결과 

보장 불가 

표 9. 시청각 템포 관련 연구의 성과와 한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 지표를 설정하고, 분석 

대상을 음악 장면으로 한정한 후 장면별 전역적 템포를 추정 후 이들 

템포간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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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예비 실험(Pilot Test) 

 

본 실험 및 시스템 설계에 앞서, 실제 사용되는 상용 영상에서도 사

용자가 합의하는 공통된 템포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실시했다.  

 

Participants 

 

실험 참가자는 20~30 대의 남녀 총 15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분(12 인, 80%)은 전문적인 영상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다양한 

동영상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답하였으며(13 인, 86.7%),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피험자는 6 인(40%)으로 전문적인 영상 교육을 받은 

피험자 3 인(20%)의 2 배이고, 전원(15 인, 100%) 음악에 자주 

노출된다고 답하였다. 피험자들의 정보는 아래 [표 5]를 참고한다. 

 항목1 인원 항목2 인원 

성별 M 11 F 04 

연령대 20~29 13 30~39 02 

영상 교육 Y 03 N 12 

음악 교육 Y 06 N 09 

영상 노출도 H 13 L 02 

음악 노출도 H 15 L 00 

표 10. 예비 실험 참가자 정보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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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크게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했다. 파트 1 에서는 영상과 음악 

리듬의 동기화에 템포가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배경음악과 

결합한 동영상을 삽입한 인터랙티브 전자책과 답변을 쉽게 취합하기 

위해 Google Form으로 제작한 설문 페이지를 활용했다. 파트 2에서는 

사용자 평가를 통해 영상과 배경음악간 동기화 지점을 추적하기 위해 

영상과 음악을 동시에 재생하기 위한 ProTool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이때의 태핑(tapping) 데이터를 입력 받기 위한 MIDI 

Controller를 활용했다. 

 

Stimuli & Procedure 

 

  파트 1 에서는 동일한 동영상에 각기 다른 요소는 유사하나 템포가 

다른 배경음악을 삽입한 후 가장 어울리는 멀티미디어 클립을 선택하게 

하였다. 파트 2 에서는 영상 단독, 음악 단독, 영상과 음악이 동시에 

재생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태핑하도록 지시했다.  

 

그림 37. 예비 실험 화면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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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습실험, 실험2, 실험3 모두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Reference 음악을 선택하였고,(연습실험 93.3%, 실험2 60%, 

66.7%) 실험 1의 경우 reference bmp과 가장 유사한 클립을 선택하였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시청각 템포 

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8. 예비 실험 클립별 답안 선택자 비율 

Discussion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인 적합한 클립 선택 실험(파트 1)과 달리 

영상만이 존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태핑을 할 수 

없었다. 운동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음악 자극과 달리 시각 자극은 

운동 영역과의 연관성이 적으며, 따라서 보다 적절한 동기화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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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데는 데이터 직접 분석, 생체 신호 추적 등 간접적인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실험 개요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영상의 템포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움직임과 

샷의 길이이다. Brett Adams 모델로 대표되는 기존 모델은 장르와 연대

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중치 결정 과정

이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의 목표가 아니므로 가중치 없이 긴 장

면의 시각 템포를 추정할 수 있는 James E. Cutting이 제안한 VAI를 기

본 지표로 삼고, 움직임과 샷 길이 요소를 추가하여 영상 템포를 결정

했다. 또한, 한 장면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칙성 없이 시시각

각 변하는 템포의 대표값으로 해당 장면의 최종 영상 템포의 중앙값을 

활용하였다.  

음악 템포는 분석 대상 장면에 사용된 음원을 사운드트랙에서 추출하

여 온셋과 비트를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음악별 템포를 추정하였다.  

2장에서 설명한대로, 영상의 템포와 음악의 템포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영상의 템포가 단위 시간 동안의 변화량인데 반해, 음악의 템포는 규칙

적 이벤트인 비트의 반복 빈도이며, 화면의 템포와 배경음악 빠르기를 

매치해야 하므로 연산 결과는 상대적인 빠르기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빠르기 지표(Tempo Index, 이후 템포 인덱스로 지칭)”라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고로 총 5편의 영화(“올드보이, 2003” , “스파이더맨, 

2002”, “무인 곽원갑, 2006”, “파이트 클럽, 1999”, “붉은 10월, 1990”) 

속 225개의 음악 장면에 대해 영상 템포와 음악 템포를 추출 후 이를 

템포 인덱스로 변환 후, 영상 템포 인덱스와 음악 템포 인덱스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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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 시스템의 흐름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39. 영상과 음악간 템포 관계 분석 시스템 흐름도 

모든 특성 연산은 자동화되었으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자동화된 알

고리즘을 활용한 연산 후 알고리즘상의 오류를 최대한 보정하기 위해 

모든 장면에 대해 수동으로 정답(ground truth)을 확인 후 분석에 활용

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테스트에 사용하지 않았던 21개의 상업 영화

에서 무작위로 39개의 음악 장면을 추출하여 영상과 음악의 템포 인덱

스간 상관 관계를 분석, 실험 결과의 경향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음향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제 3 절 실험 설계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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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샷 길이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활

용도가 높은 컬러 히스토그램을 통한 비디오 샷 경계 검출 기법을 활용

하였다. 아래 식(2)와 같이 정의되는 특정 이미지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프레임 별로 계산한 후, 이웃한 두 프레임간 히스토그램 차이(3)가 설

정한 임계값을 넘을 때 해당 프레임 경계를 샷 경계로 간주한다. 

𝑑𝑅𝐺𝐵(𝑋, 𝑌) =  ∑|ℎ𝑥(𝑖) − ℎ𝑦(𝑖)|   (2) 

𝐻𝑖𝑠𝑡𝑑𝑖𝑓𝑓[𝑖] =  ∑ |ℎ𝑖(𝑗) − ℎ𝑖−1(𝑗)|  (3) 

찾아낸 샷 경계는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인 Final Cut Pro 7을 활용, 

수동으로 확인하여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고, 이렇게 찾아

낸 샷 경계간 간격이 해당 샷의 길이에 해당한다. 프레임당 샷 길이는 

샷의 총 길이의 역수에 해당하며 시간 기준은 당 동영상의 프레임률

(Frame Rate, 영상의 시간 해상도)이다.  

𝐻𝑖𝑠𝑡𝐷𝑖𝑓 𝑠ℎ𝑜𝑡[𝑖] =  𝛼𝑖 ∙ 𝛿(𝑖 − 𝑖 𝑠ℎ𝑜𝑡)    (4) 

𝑠(𝑛) = |𝑠ℎ𝑜𝑡[𝑗] − 𝑠ℎ𝑜𝑡[𝑖]|−1     (5) 

한편, 주어진 영상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방법은 BM(Block-

Matching), HBM(Hierarchy Block-Matching), Per-recursive motion 

estimation, Mesh matching methods, Optical Flow 등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움직임 인코딩과 보정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블록 정합 알고리

즘(BMA: Block-Matching Algorithm, 이후 BMA로 지칭)을 통해 움직

임 벡터(motion vector)를 검출하였다. 정확한 움직임 추적이 목표가 아

니기에 object tracking은 하지 않았다.  BMA에서는 프레임을 특정 크

기의 블록(macro-block, 일반적으로 16×16 픽셀)으로 나누고 연속한 

두 개의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프레임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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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블록을 찾아 이동한 픽셀의 거리를 벡터로 표현한다. 이때 블록

을 찾는 탐색 윈도의 형태와 탐색 단계의 수에 따라 FS(Full Search), 

DS(Diamond Search), 4SS(4 Step Search), HEXBS(Hexagonal Block 

Search) 등 다양한 세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성능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해당 영상의 대략적인 움직임 크

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탐색 지점이 적어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른 

VSS(Variable Shape Search) 알고리즘을 활용해 움직임 벡터를 추출했다. 

다른 BMA와 마찬가지로 탐색 윈도의 꼭지점 근방(7 픽셀)에서 절대 

평균 편차(MAD, Mean Absolute Deviation)가 가장 작은 지점들을 해당 

블록의 꼭지점으로 두었으며, 이 과정은 아래 [그림 8][그림 9][표 6]에 

잘 나타나있다. 탐색 윈도우는 두 종류의 다이아몬드, 두 종류의 헥사곤

이며, 두 가지 형태의 탐색 윈도를 결합한 두 가지 패턴에서 가장 낮은 

MAD 값을 갖는 블록을 이전 프레임의 기준 블록과 같은 이동한 블록

으로 추정한다. BMA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영상의 모든 프레임에 대해 

움직임 벡터를 추정한 후, 이들 모두의 합의 평균을 해당 프레임의 움

직임 벡터 크기(motion activity intensity)로 간주했다.  

 

그림 40. BM 알고리즘과 움직임 벡터 



 

 22 

 

그림 41 VSS BM 탐색 윈도 (a)패턴, (b)패턴 

𝑀𝐴𝐷(𝑋, 𝑌) =  
1

𝑀𝑁
∑ ∑ |𝑋(𝑖, 𝑗) − 𝑌(𝑖, 𝑗)|𝑁−1

𝑗=0
𝑀−1
𝑖=0    (6) 

𝐶𝑚𝑣(𝑖, 𝑗) =  √𝑥𝑖,𝑗
2 + 𝑦𝑖,𝑗

2    (7) 

Cmv
𝑎𝑣𝑟 =  

1

𝑀𝑁
∑ ∑ 𝐶𝑚𝑣(𝑖, 𝑗)𝑁

𝑗=0
𝑀
𝑖=0    (8) 

단계 연산 

1단계 
Big diamond의 중심 포함 5개 점 체크. 

MAD가 최소인 중심 탐색 

2단계 탐색 패턴에 맞는 헥사곤의 남은 4개 지점 체크 

3단계 
이전 단계에서 찾은 최소 MAD 포인트를 중심으로 체크 

최소 MAD값 갖는 중심 확인 

4단계 
해당 중심점에 대해 small diamond 4개 점 체크 

최소 MAD갖는 중심점이 목표 블록 

표 11. VSS BM 알고리즘 연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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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VSS BM 연산 결과

 

그림 43. 옵티컬 플로우로 표현한 화면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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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키 프레임을 통해 본 빠른 템포 영상의 예(올드보이 오프닝) 

 
그림 45. 키 프레임을 통해 본 느린 템포 영상의 예(올드보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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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그림12, 그림 13의 VSS BM motion intensity(좌: 올드보이 오프닝, 

우: 올드보이 엔딩) 

그러나 관련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해당 장면의 시각 템포를 구성

하는 프레임별 샷 길이와 움직임 크기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없으

므로 세 번째 지표를 활용한다. 

James Cutting은 할리우드 영화의 영상 경향 분석 변화를 분석할 때 

RGB 값이 아닌 이를 0-255 사이의 밝기(Luminance)값으로 환산한 흑

백(grayscale) 데이터를 이용, 연속한 두 개의 프레임간 모든 픽셀의 밝

기 간 피어슨 상관계수 r(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을 구해 화면 변화의 크기를 추정했다. 완전히 동일한 프레

임, 즉, 정지한 두 프레임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1이며, 움직임에 의한 

밝기 변화가 클수록 큰 값을 나타내도록 1에서 r을 뺀 값을 시각 활동 

지표(Visual Activity Index, VAI. 이후 VAI로 지칭)로 두었다.  

𝑉𝐴𝐼 = 1 − 𝑟   (9) 

𝑟 =  
∑ (𝑋𝑖−�̅�)(𝑌𝑖−�̅�) 𝑛

𝑖=1

√∑ (𝑋𝑖−�̅�)2𝑛
𝑖=1 √∑ (𝑌𝑖−�̅�)2𝑛

𝑖=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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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그림 12, 그림 13의 visual activity index(좌: 올드보이 오프닝, 우: 

올드보이 엔딩) 

VAI는 빠르게 해당 연산의 픽셀변화 정도를 추적할 수 있으며, 샷의 

경계와 움직임의 변화 지점이 모두 검출된다. 다만, 단순히 정해진 위치

의 픽셀 밝기 간의 상관관계만을 추적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움직임

을 추정하는 데는 부족하고, 대상 영상의 전체적 움직임 크기를 보는 

정도로는 적절하다.  

 

2. 템포 추정(Tempo Estimation)  

 

기존의 영상 템포 모델은 샷길이와 움직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같은 액션 장면이라 할지라도 잦은 장면 변

화를 통해 템포감을 주기도 하고, 샷은 고정한 채 빠른 움직임만을 따

라가며 템포감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앞 절에서 구한 VAI에 프레임별 

샷길이와 모션 벡터 크기를 곱해 각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 값을 

해당 장면의 시각 템포로 추정한다. 다만 이 값은 시간(이산 시간 프레

임)별로 변하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면별 대표 템포값만을 활용하

기에 이렇게 구한 템포 시리즈의 중앙값을 해당 장면의 대표 영상 템포

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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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영상 템포의 연산(올드보이 오프닝) – (a) visual activity index, (b) 

motion intensity, (c) shot length/frame, (d) visual tempo 

시간은 물론 공간상의 변화 속도가 시각 템포를 형성했던 것과 다르

게, 음악은 반복되는 주요 사건인 비트에 의해 템포가 나타난다. D. P. 

W. Ellis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데, 소리 신호를 FFT하여 주파수 영역

으로 변환 후, Mel 상수를 곱해 청각 모델을 추출한 후, 이를 미분하여 

온셋 에너지 엔벨로프(Onset Energy Envelop)를 구하고 이때의 반복되

는 펄스 피크는 이 온셋 에너지를 Autocorrelation한 후 가장 빈번한 

온셋간 시간을 구한다. 이 간격들 중 적당한 가중치를 두고 동적 프로

그래밍(Dynamic Programming)을 사용하여 최적의 비트를 구할 수 있

으며, 단위 시간(1분)당 비트의 분포 빈도가 해당 음악의 템포(BPM)가 

된다. 다만, 이 방법은 온셋 검출을 기반으로 비트를 구해 템포를 추정

하는 방법이므로 온셋이 불분명하거나, 비트가 불분명한 음악에서는 성

능이 저하된다. 샷 경계와 마찬가지로 추정한 모든 음악 템포값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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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BPM을 확인하여 오차를 보정했다. 

 

그림 49. 비트 검출 과정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50. 빠른 음악과 느린 음악의 비교(좌: BPM 85, 우: BPM 161) 

   

3. 빠르기 지표(Tempo Index)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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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간 내 변화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시각 템포와 달리 음악 

템포는 반복되는 비트의 간격에 의해 결정되며, 빠르기가 지각되는 기

준 범위의 분포도 각기 다르기에 두 개의 템포를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는 적합한 상관관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Brett Adams의 시각 템포 모델을 참고하여, 각 템포의 상대적 

크기를 변환했고, 이를 빠르기 지표(Tempo Index)라 두었다.  

𝑇𝑖𝑛𝑑𝑒𝑥 =  
𝑇 −  �̃�

�̃�
      (11) 

  분석 대상 템포 전체의 중앙값을 보통 빠르기로 두고, 해당 템포와 

템포의 중앙값과의 거리를 구해 이를 중앙값으로 나눠 정규화(feature 

scaling)하여 템포 그룹에서 대상 템포의 상대적 빠르기를 위치시켰다. 

이 방식을 통해 음악의 BPM을 템포 인덱스로 변환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tempo music term bpm 
tempo 

index 

느림 

Larghissimo 24 or under - 0.78 

Grave 25–45 - 0.59 

Largo 50–55 - 0.5 

Adagio 60–72 - 0.35 

Andantino 80–84 - 0.24 

Andante 84–90 - 0.18 

보통 Moderato 96–108 0 

빠름 

Allegretto 112–120 0.09 

Allegro 120–144 0.31 

Vivacissimo 144–160 0.45 

Presto 168–200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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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음악의 빠르기와 BPM, 템포 인덱스 관계 

템포 인덱스는 기준점(중앙값)보다 빠를수록 값이 커지고, 기준점보다 

느릴수록 값이 음의 방향으로 작아진다. 이 방법으로 장면별 영상 및 

음악 템포 인덱스를 구한 후 이 지표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제 4 절 실험군 A 실험 결과와 분석 

 

분석한 5개 영화 225 장면 중 온셋이 불분명하고 대부분 장면이 

어두워 시각 활동 지표(VAI)의 오차가 커서, 영상과 음악의 정확한 

빠르기를 구하기 어려운 1개 영화(“붉은 10월”)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영화 194개 음악 장면에 대해 3장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템포 인덱스를 

구한 후 각 인덱스간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제외한 영화의 일부 장면은 

검증 과정에 활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영화는 올드보이, 스파이더맨, 무인 곽원갑, 

파이트 클럽이고, 제외된 붉은 10월의 일부 장면은 검증 과정에 

활용되었다. 사용한 동영상 클립은 320×240 pixel, 8bit RGB color, 24 

fps(frame per second), MPEG-4 코덱으로 인코딩 되었으며, 음악 

파일은 44.1kHz, PCM wav 파일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영화 

정보는 아래 [표 8]에 정리해두었다.  

제목 
음악 

장면 

사용 음

악 
장르 

음악 장면  

평균 길이 

올드보이 

(2003, 120 min) 
36 25 드라마/스릴러 

01:45 

(2519 frames) 

스파이더맨(2002, 

121 min) 
66 66 액션/어드벤처 

00:58 

(1395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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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곽원갑(2006, 

104 min) 
46 46 액션/전기 

01:19 

(1701 frames) 

파이트 클럽(1999, 

139 min) 
46 43 드라마 

01:08 

(1637 frames) 

표 13. 실험 데이터 정보 

올드보이를 제외하고 대체로 음악의 중복 사용이 없었으며, 대사 위

주로 진행되나 배경음악이 있는 경우도 음악 장면으로 간주하여 감정, 

스토리, 리듬감 모두에 관계된 음악 장면들이 포함되었다.  

실험결과 산출한 템포 인덱스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라.  

 

그림 51. 실험 영상 템포 인덱스 분포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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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실험 음악 템포 인덱스 분포 히스토그램 

  [그림 19]와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 보통 빠르기 주위로 다양한 

빠르기의 장면이 고르게 분포된 영상 템포와 달리 음악은 보통 빠르기

를 가진 곡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통 빠르기를 중심으로 빠른 곡과 느린 

곡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는 것이 보인다. 리듬감을 강조하거나 정서

를 강하게 발생시키기 위해 배경음악은 영상의 빠르기 경향과 유사하게 

혹은 역설적으로 배치하는데 그 결과 중간 빠르기 곡에 비해 빠르거나 

느린 곡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데이터는 사용 

영화 수가 적어, 스토리 전개 등의 목적을 위해 화면의 빠르기와 음악 

템포를 일치시키지 않은 장면이 포함되어 이러한 분포를 가속시킨 것으

로도 생각된다. 실험 장면에 활용된 음악 BPM의 중앙값은 105.06으로 

음악 템포 인덱스가 0이 되는 배경음악은 실제로도 보통 빠르기에 해당

한다. 이 장면들의 템포 인덱스간 관계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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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실험 데이터 화면-음악 템포 인덱스 상관 관계(total cases, n = 194) 

대략의 경향성은 보이지만, 세 가지 경우(consonant, dissonant, out-

of phase)가 뒤섞여 전체 상관 관계가 약화되었다(R2 = 0.3435). 이를 2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슷한 템포 경향성을 지닌 consonant 그룹(적

색 타원)과 반대 방향의 템포 경향성을 지닌 dissonant 그룹(녹색 타원) 

다시 템포 인덱스간 상관 관계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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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실험 데이터 화면-음악 템포 인덱스 상관 관계(consonant cases, n = 

130) 

 
그림 55. 실험 데이터 화면-음악 템포 인덱스 상관 관계(dissonant cases, n = 

64) 

[그림 22]를 보면, Consonant 그룹(n = 130/194)의 시각 템포 인덱스

와 음악 템포 인덱스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보인다(R2 = 0.70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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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3]을 보면 dissonant 그룹(n = 64/194)의 시각 템포 인덱스와 음악 

템포 인덱스간 상관 관계가 더 낮고(R2 = 0.5483), 상대적으로 이상치

(outlier)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그룹에 감정 형성 혹은 스토리 

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리듬-템포의 동기화를 깨뜨린 out-of-phase 

장면이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예측치와의 오차 정도에 따라 Consonant 

case, Dissonant case를 오차 범위별로 4분위 그룹으로 나누고 오차가 

가장 작은 제 1 사분위 그룹과 오차가 가장 큰 제 4 사분위 그룹을 비

교하였다.  

 

그림 56. 영상-음악 템포 비례 그룹 예측 오차 1사분위, 4사분위 비교 

템포 비례(Consonant) 그룹 중 예측치와의 오차가 적은 1사분위 그

룹 비율은 올드보이 15.15%(5/33), 스파이더맨 30.30%(10/33), 무인 

곽원갑 18.18%(6/33), 파이트클럽 36.36%(12/33)으로 상대적 고른 분

포를 보이며 이때의 사분위값은 0.26이다. 한편, 예측치와 오차가 큰 4

사분위 그룹은 올드보이 12.12%(4/33), 스파이더맨 45.45%(15/33), 무

인 곽원갑 9.09%(3/33), 파이트클럽 33.33%(11/33)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때의 사분위값은 0.74이다. 이 그룹의 최대 오차는 6.55, 최소 오차는 

2.75×10-3, 평균 오차는 0.67이다. 영화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1사분

위 그룹과 달리 4사분위 그룹에서는 스파이더맨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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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의 영화 중 전형적인 할리우드 액션 어드벤처 영화이자 가장 많은 

음악 장면을 포함한 스파이더맨이 다른 3편의 영상-음악 템포 결합 비

율과 다른 비율은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57. 영상-음악 템포 반비례 그룹 예측 오차 1사분위, 4사분위 비교 

템포 반비례(Dissonant) 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오차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을 비교했다. 오차가 적은 1사분위 그룹은 올드

보이 25.0%(4/16), 스파이더맨 31.25%(5/16), 무인 곽원갑 

31.25%(5/16), 파이트클럽 12.50%(2/16)였고, 사분위값은 0.37이다. 4

사분위 그룹은 올드보이 31.25%(5/16), 스파이더맨 25.0%(5/16), 무인 

곽원갑 31.25%(5/16), 파이트클럽 12.50%(2/16)였고, 사분위값은 1.85

이다. 오차의 최대값은 3.99, 최소값은 4.55×10-3 , 평균값은 1.24였다. 

템포 비례그룹과 달리 템포 반비례 그룹은 4편의 영화가 오차 상하위 

분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고, 미적 효과를 노리고 빠른 영상에 느린 

음악, 혹은 느린 영상에 빠른 음악을 배치한 경우인 만큼 상대적으로 

비례 그룹에 비해 덜 조직화되고 교란요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장르와 장면의 질적 특성에 따라 화면 빠르기를 배경 음악 빠르기의 

주된 전제로 삼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보다 정확한 절대 관계를 찾아내

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교란 요소를 제거, 변인을 

통제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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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실험군 B 실험 결과와 분석 

 

실험 데이터는 적은 수의 영화에 편중되어 있기에, 해당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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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은 21편의 영화에서 음악 비중이 높은 장면을 

무작위로 39장면 추출해 템포 인덱스간 관계를 구했다.  

검증 평가에 사용된 영화도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320×240 pixel, 

8bit RGB color, 24 fps(frame per second), MPEG-4 mov와 44.1kHz, 

PCM wav 파일을 활용하였다. 이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분류 제목 장면 장르 연도 

리메이크 
Zinda OP/Montage 액션/드라마 2006 

Old Boy OP/Montage 액션/미스터리 2013 

참고문헌 

13구역 OP/Montage 액션/SF 2004 

쿵푸허슬 OP/Action 액션/코메디 2004 

와호장룡 OP/Montage 액션/드라마 2000 

마이너리티 리포트 OP/Montage 액션/SF 2002 

진주만 OP/Action 액션/드라마 2001 

붉은 10월 OP 액션/어드벤처 1990 

야전병원 MASH OP/ED 코메디/드라마 1970 

퍼펙트 스톰 OP/Montage 액션/어드벤처 2000 

롱기스트 야드 OP/Montage 코메디/범죄 2005 

환타지아 2000 ED 애니메이션 1999 

리드믹 

영화 

빌리 엘리어트 OP/Montage 드라마/음악 2000 

사랑은 비를 타고 OP/Montage 코메디/뮤지컬 1952 

본 아이덴티티 OP/Action 액션/스릴러 2002 

비주얼 

스토리 

콜래트럴 OP/Montage 범죄/스릴러 2004 

좋은 친구들 OP/ED 범죄/드라마 1990 

분노의 질주 OP/Action 액션/범죄 2001 

맨 온 파이어 OP/Montage 액션/스릴러 2004 

트래픽 OP/Montage 범죄/스릴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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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황소 OP/Montage 드라마/스포츠 1980 

표 14. 검증 실험용 영화 정보 

이들 영화의 음악 장면에 대해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특성 추출 후 

장면별 영상 템포 인덱스, 음악 템포 인덱스를 추출하고, 이들을 템포 

비례 그룹과 템포 반비례 그룹으로 나누어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58. 검증용 데이터 템포 인덱스 히스토그램, (좌) 영상 템포 인덱스 (우) 

음악 템포 인덱스, n = 39 

적은 영화에서 많은 장면을 추출했기에 자체 동질성이 높고, 잡음 요

소가 많았던 본 실험과 달리 다양한 영화에서 음악이 주가 되는 장면을 

임의로 택해 분석한 검증 실험 데이터 셋의 템포 인덱스는 본 실험보다 

고른 분포를 보이며, 영상 템포 인덱스와 음악 템포 인덱스 히스토그램

의 행태도 유사하다. 특히 보통 빠르기를 중심으로 빠른 그룹과 느린 

그룹이 두 개의 피크를 형성했던 본 실험과 달리 검증용 데이터들의 음

악 템포는 완만한 분포를 보인다. 분석 영화의 장르적 유사성이 높고, 

대상 장면이 오프닝과 액션, 음악 몽타주 등 질적 유사성도 높아 가능

했던 결과로 보인다.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대상 장면에 사용된 음악 

BPM의 중앙값은 107.91로 이는 보통 빠르기인 Moderato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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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검증 데이터 화면-음악 템포 인덱스 상관 관계(consonant cases) 

 

그림 60. 검증 데이터 화면-음악 템포 인덱스 상관 관계(dissonant cases) 

템포 비례 그룹(n=23/39)과 템포 반비례 그룹(n=16/39) 모두 템포 

인덱스간 뚜렷한 관계 경향성을 보이며, 비례상수도 ±1에 가까워져 중

앙값으로부터의 상대적 빠르기 차이가 고른 분포를 보인다. 테스트 결

과에 비해 그룹 내 빠르기 관계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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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실험에 비해 영화의 다양성이 증가했고, 맥락이나 정서보다 

시청각 리듬이 중요도를 갖는 오프닝 장면이 분석 데이터에 다량 포함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실제 템포 인덱스가 비례 관계의 예측

치에서 30% 이상 벗어나는 경우는 총 4가지(적색 타원) 경우로 나타났

다.  

이후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Consonant 그룹의 이상값 세 가지 중 두 가지 경우는 내레이

션과 동시에 재생되는 배경음악이 템포보다 정서 형성에 우위를 두고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설문 평가 문항 6번). 남은 한 가지 경우는 해

당 배경음악이 보컬을 중심으로 한 팝-락 장르의 곡으로 역시 정서 형

성에 주안점을 둔 결과 전체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설문 

평가 문항 18번). Dissonant 그룹의 이상값은 해당 영화의 오프닝 타이

틀로 화려하고 빠른 속도감을 지닌 화면과 전혀 별개로 설정한 배경음

악을 사용했고,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전체 경향을 무시한 예외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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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문가 설문 평가 

 

Subject 

사용자 평가를 통해 앞서 분석한 템포 관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영화 제작 – 편집, 믹싱, 혹은 작곡 –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한 39개 장면에 실제 사용 음원, 예측한 빠르기로 

템포가 변화된 음원, 오답을 섞어 제시한 후 빠르기 관계가 가장 

어울리는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Participants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영화 음악 혹은 영화 음향을 

전공했거나, 전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한 전문가는 총 17인으로 평균 

연령은 만 31.65세이며(SD=4.82), 전원 영화 기술을 전공했고, 영화 

편집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거나 작곡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7인이고, 음악 편집 및 선곡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13인이다.  

성별 남(9/17, 52.94%) 여(8/17, 47.06%) 

연령 평균 만 31.65세 SD = 4.82 

영상 교육/편집 있음(17/17, 100%) 없음(0/17, 0%) 

음악 교육/작곡 있음(7/17, 41.18%) 없음(10/17, 58.82%) 

음악 편집/선곡 있음(13/17, 76.47%) 없음(4/17, 23.53%) 

영화 관람 빈도 높음(13/17, 76.47%) 높지 않음(4/17, 23.53%) 

표 15. 설문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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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i and Procedure 

 

설문용 멀티미디어 클립은 사전 제작하여 웹 서버에 업로드 한 후, 

구글폼 서비스를 이용해 웹 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영상에 매핑한 음악의 빠르기는 실제값, 예측값, 오답(실제값 + 오차) 

세 가지이며, 총 39개 장면 중 34개의 영화 장면을 제시했다. 5개의 

영화 장면은 저작권 문제로 웹에 공개적으로 개시할 수 없어 설문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9]는 템포 비례 그룹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점은 실제값,  점은 주어진 빠르기의 영상에 알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값이다. 그림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 있는데,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느린 경우와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빠른 경우가 

존재한다.  점은 오답으로 대상 지점의 음악 템포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만큼 실제값에 더하거나 뺀 값이다. 즉, 실제값을 중심으로 

예측값과 오답은 같은 거리만큼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실제값을 

정답으로 간주할 때 예측값에서 실제값으로 가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음악이 빨라져야 하는 경우에는 더 빨라지고 음악이 느려져야 하는 

경우에는 더 느려질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이는 오답과 예측값과의 

전문가 설문 적합성 결과를 비교하여 예측값의 상대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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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설문용 세 가지 유형의 음악 템포 

설문에 사용한 모든 장면은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영상의 도입부 약 

30초를 편집한 것으로, 같은 영상에 인코딩된 음악은 전문 음악 시퀀싱 

소프트웨어인 Logic Pro를 이용하여 Time Stretching하여, 

음높이(pitch)를 유지하며 속도만 변화시켰다. 문항이 많아 설문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한 문항 중 임의로 10문항 이상만 답하도록 

했고, 해당 장면에 대한 설문 참여자의 사전 지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모든 영상에 해당 장면에 대한 기억 여부를 확인했다.  

오답 

예측값 

실제값 

음악 

빠름 

음악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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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웹 설문 화면⑦ 

Results 

 

참여자들의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54.5%였으며, 문항당 

평균 응답률은 55.71%로 모든 문항에 6인 이상이 응답했으며, 대상 

영상에 대한 사전 지식에 의한 교란을 제거하고자 설문 속 영상에 대한 

노출도를 함께 기록한 결과 제공 영상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사전에 

노출된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음악 매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뤘다. 전체 응답에 대한 결과를 아래 [표 11]에 정리하였다.  

문항 번호 실제값 예측값 오답 사전노출 con/dis 

0 3 2 1 0 c 

1 3 2 1 0 c 

2 3 2 2 0 c 

                                            
⑦웹설문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1syO22ktykXHAm91I6zB7i8qAWlQg75SpXBNCz

62dJZE/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syO22ktykXHAm91I6zB7i8qAWlQg75SpXBNCz62dJZE/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syO22ktykXHAm91I6zB7i8qAWlQg75SpXBNCz62dJZE/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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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3 2.5 0.25 d 

4 3 2 1 0.5 d 

5 3 2 1 0.5 d 

6 3 1 2 0 c 

7 3 2 1 0 c 

8 3 2 1 0 d 

9 3 2 1 0 d 

10 2 3 2 0 c 

11 3 2 1 0 d 

12 2.5 2.5 1 0.5 d 

13 3 2 1 0.5 c 

14 3 2 2 0.5 c 

15 3 2 1.5 0 c 

16 2 3 1 0 c 

17 1.5 2.5 2 0 c 

18 3 1 2 0 c 

19 3 2 1 0 d 

20 3 2 1 0 c 

21 1 3 2 0 d 

22 3 2 1 0 c 

23 2 2 1 0 d 

24 2 2 2 0.25 c 

25 2 2.5 2 0 c 

26 2 2 2 0.25 c 

27 3 2 1 0 d 

28 2 3 2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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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 2 1 0 c 

30 2.5 2 1.5 0 c 

31 2.5 2.5 1 0 c 

32 3 1 2 0 d 

33 2 2.5 1.5 0.5 c 

표 16. 전문가 설문 응답 결과표 

실제값, 예측값, 오답에 기록된 결과는 선호도 혹은 점수가 아닌 세 

가지 보기 중에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문항별 설문 참여자의 모든 

응답 중앙값을 택한 것이다. 사전 노출은 해당 클립의 ‘영상과 음악 

모두 기억하고 있다’를 1, ‘영상 혹은 음악을 알지만 기억하지 

못한다’를 0.5, ‘모른다’를 0으로 두고 문항별 참여자들의 응답 

중앙값을 택했다. 당 표에서 c는 템포 비례 그룹(consonant), d는 템포 

반비례 그룹(dissonant)을 의미한다. 모든 문항의 평균 문항별 응답 

표준 편차는 0.67이다. 설문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 31]에 차트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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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전문가 설문 응답 결과 차트 

설문 결과 대체로 원래 영상에 사용된 빠르기의 곡과 함께 인코딩 된 

클립들의 적합성 우선 순위가 높았다(58.82%). 의미 있는 것은 예측값

에 비해 오답의 선호도가 낮아(8.82%)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도 템포간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앞절의 데이터 분석

에서 예외 혹은 이상값으로 나타났던 6번 문항과 18번 문항의 경우, 설

문에서도 예측값보다 오답의 선호도가 높아 설문 결과에서도 예외(out 

of phase)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 설문을 통한 그룹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답 문항을 다시 

템포 비례 그룹과 템포 반비례 그룹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설문에 사용

했던 총 34개 문항 중 템포 비례 그룹에 해당하는 문항은 21개, 템포 

반비례 그룹에 해당하는 문항은 13개이다.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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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30% 이상의 이상값 4클립 중 3개 클립이 템포 비례 그룹에 속하

는 것으로 이중 2문항이 설문에 활용되었고, 남은 1문항은 설문에 사용

된 영상과 같은 영화에서 추출한 내용상 연속되는 클립이었으므로 템포 

비례 그룹에서 나타난 이상값은 설문 데이터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

주한다.  

 

그림 64. 템포 매칭 그룹별 전문가 설문 응답 결과 차트 (좌) 템포 비례 그룹, 

(우) 템포 반비례 그룹 

실제값과 예측값간 실제값의 템포 매치 적합성 우위는 템포 비례 그

룹이 61.9%, 템포 반비례 그룹이 61.5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템포 반비례 그룹에서는 오답에 대한 적합성 판별 순위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원본 영상이 이미 화면 연출에 반하는 방향의 음악 

템포 매치가 이뤄져 있기에 오답은 연출 목적에 반대되는 방향성을 갖

게 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빠른 영상에 느린 음악이 작곡

된 장면의 예측된 음악 템포가 실제 템포보다 느린 경우, 오답은 실제 

템포보다 빨라 역설을 통한 미적 효과를 노린 창작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되어, 오답의 선호도는 크게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Discussion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했기에, 대상 영상에 대한 사전 노출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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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상이 30초 이내로 맥락을 파

악하기에는 짧고, 무작위로 배열되어 해당 영화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대체로 당시 사용되었던 음악까지 기억하는 경우는 희박했다. 

실험 데이터와 예측값의 오차는 대체로 실제템포의 30% 이내로 79.49%

의 클립은 20%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이중 절반 이상

(58.97%)의 클립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10% 이내에 속했다. 따

라서 음고 등 템포를 제외한 곡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상용 음악 전

문 소프트웨어의 음고 보존 Time Stretching 기능을 사용 가능할 것으

로 판단하고 실험용 음원 제작에 활용했다. 음원의 품질을 가능한 해치

지 않는 선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나 음질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여러 장면에서 배경음악 외에 대사나 화면과 정확하게 시간상 동기화가 

되는 대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음악의 빠르기가 변하면서 화면-음

향간 동기화가 파괴되어 적합성 판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설문 

문항이 많고 설문 시간이 길기에 실험에서 제시한 장면에 대한 사전 지

식 정도를 묻는 것 외에 추가 질문을 설정하기는 어려웠고, 설문 참여

자들에게 응답시 선택의 기준과 음질, 기타 판단에 영향을 끼친 요소에 

대한 심층 설문을 진행할 수 없어 예측값보다 정답의 템포 매칭 적합성 

우선 순위가 높은 이유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음질과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적은 문항을 무작위로 제공하여, 순위뿐 아니라 적합

도를 5점 혹은 7점 척도로 판별토록 한다면 전문 사용자가 인식하는 

적합성 점수를 측정하면 보다 확장성 있는 사용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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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에서는 배경음악이 있는 영화 장면에서 화면의 빠르기와 배경 

음악의 빠르기를 추출하여, 영상과 음악간 템포 관계를 고찰하였다. 

예술의 특성상 엄격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감각 통합 기능과 후천적으로 학습한 매체의 문법에 의해 

영상과 배경 음악간에는 특정한 경향성이 형성된다. 영화를 구성하는 

여러 음향 요소 중 음악은 영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기계적 

동기화 대신 자체의 예술적 기준과 영상의 예술적 기준 사이 조화를 

통해 통합 문법을 형성하기에 음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영화의 여러 속성 중 템포는 상대적으로 정량화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양적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영상의 템포와 배경 

음악의 템포간 관계로 영화 속 시청각 요소 분석의 포문을 열었다. 

전문가가 경험에 입각해 제작 후 실제 관객에게 공개했던 영화 속의 

음악 장면에는 화면과 음향간 최적의 조합이 담겨 있어 일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에, 상업 영화에서 음악이 사용된 장면을 추출해 

각기 템포를 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폈다. 

다양한 관련 연구에 의하면 영상의 빠르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기준 시공간 내 화면 정보의 변화이고 이것을 만드는 세부 요소는 

움직임과 샷의 길이가 만든 리듬이다. 이와 달리, 음악 – 서양 음악은 

온셋과 더불어 여러 형태의 리듬 패턴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반복적인 비트가 존재하고, 기준 시간 동안 비트의 발생 빈도가 음악의 

빠르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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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호 내 물체 혹은 화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중 블록 정합 알고리즘을 적용해 움직임 벡터를 찾아 매 장면의 움직임 

정도를 추정했고, 편집에 의해 형성되는 템포를 구하기 위해 샷의 

경계를 찾아 프레임별 샷길이를 계산하였다. 영상의 장르 혹은 

종류마다 다른 움직임과 샷길이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의 빠르기를 구하기 위해 움직임의 변화와 샷의 변화 특성 모두를 

포함하는 시각 활동 지표를 기준으로 움직임 벡터 크기와 프레임별 

샷길이를 결합해 시각 템포를 구하고, 배경 음악의 비트를 검출해 음악 

템포를 구했다.  

정량적 템포 분포와 지각되는 빠르기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영상 템포와 음악 템포간 상대적인 빠르기를 구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템포 인덱스를 도입하였으며, 테스트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 분석 결과 이들 지표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영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을 음악 장면으로 한정하고 각 장면의 전역적 빠르기 

관계를 분석했기에 주어진 영상의 빠르기에 어울리는 음악의 빠르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석 데이터의 수와 종류를 늘리고, 질적 

분석을 더한다면 보다 정확한 템포 관계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메타 데이터나 사용자 실험이 아닌 콘텐츠 데이터 자체를 

양적으로 분석했기에 시스템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관련된 후속 

연구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셋째, 작동 양상이 다른 영상의 템포와 음악의 템포를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했다. 인간에게 지각되는 상대적 빠르기와 양적 



 

 53 

템포 지표인 BPM간 관계가 선험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음악과 다르게 

양적인 움직임 크기와 지각되는 빠르기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영상의 

빠르기를 적합하게 매치하기 위해 양적 지표의 분포로부터 상대적 

크기를 도출했고, 이는 음악, 영상 외에 다른 템포 인덱스를 상대적인 

크기로 변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제언 

 

본 논문에서 독립된 개별 영상 전체의 빠르기(Global Tempo) 관계만 

정리하였으나, 영상 내 의미 있는 단위 요소들(salient event)간에도 

지엽적(Local)으로 특정한 템포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에 연산 시간이 오래 걸려 

물리적인 한계로 분석 데이터 수와 종류를 늘리지 못해 요소간 

경향성만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다양하고 잘 조직화된 데이터 분석이 

이뤄지면 전역적(Global) 템포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양적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엽적인 이벤트간 

동기화 관계도 동영상 자동 제작이나 색인 등에 필요한 것으로 결과 

데이터 중 전역적 템포만 활용하고 지엽적 피크 포인트 정보는 

활용하지 못했다. 추후 기계 학습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 

결과에 정서와 조성, 장르 등 상위 개념과 결합하면 영화의 시청각 

요소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진일보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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