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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쏟아지는 대용량 컨텐츠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컨텐츠를 추천하
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기입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컨텐츠가 아닌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의 추가적인 입력을 요구한다는 점과 악의적인 태그로 인한 추천
성능의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추천의 연구 방향은
컴퓨터로 하여금 컨텐츠 전체 혹은 일부를 분석하여 이를 이용한 추천방
법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추세에 발
맞춰 감성 기반 컨텐츠 분석방법과 그 결과물로 비디오의 ‘감성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그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감성코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SIFT 특징점들과 진화파티클필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의
장면전환점들을 추정하고 각 샷의 색상으로부터 감성을 추출하여 각 세
그먼트 별 감성을 추론한다. 이렇게 구성된 감성 코드는 동영상에 대한
특징벡터라 할 수 있고, 이를 3차원 공간에서 구분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주요어 : 컨텐츠 기반 검색, 진화적 파티클 필터링, 동영상
세분화, 감성 추출
학 번 : 2011-2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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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현대 사람들은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미디어 데이터 서비스
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동영상 데이터 서비스는 유례없는 호
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사용자가 보다 많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여 서비
스 사이트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한 동영상 추천 연구는 매우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추천방식은 동영상을 업
로드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기술한 메타데이터에 의존하는 방법이 많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사용자나 비협조적인 사용자에 의해 의미
가 전혀 다르거나 의미가 없는 메타데이터를 입력 받는 경우 정확한 추
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입력하는 메타데이터의 양에 따라 추
천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양이 많다고 해서 추천 결과
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입력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컨텐츠 기반의 추천 및 검색이 새로운 화
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인 컨텐츠 기반의 동영상 분석은 컨텐츠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인물, 장소 등을 통하여 추천을 하는데, 이것은 효과
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물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디오 컨텐츠에 등장한다 하였을 때, 이 물체가 의미하는 바
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사용자들은 특정 물체나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선택하는 경우 보다 ‘웃기는 영화’, ‘무서운

1

영화’와 같이 컨텐츠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서 혹은 분위기를 보고 선택
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의한 비디오
컨텐츠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1.2. 문제 기술과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영상의 감성코드는 영상에 등장하는 색상을
기반으로 사람이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시간 순으로 묶은 것이
다. 문제를 세분화 하면, 비디오 컨텐츠를 장면 전환 단위로 분절하는
부분과, 인지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각 분절에서 사용자가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추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비디오 컨텐츠를 특정 단위로 분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
하였다.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이하 SIFT)[1]을 이용한
특징 점과 진화 파티클 방법을 이용하여 우점이미지[2]를 형성하고 현
재 비디오의 프레임과 비교하여 동영상을 분할한다. 이 방법은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사전지식의 활용을 크게 줄이고, 픽셀 단위가 아닌 한 단
계 추상화된 분절 방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절된 비디오로부터 감성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프레
임을 고바야시가 고안한 Hue and Tone 색상 시스템[3]으로 변경한다.
3가지 색상의 조합에서 느껴지는 감성 6가지[4]를 찾는 연구를 토대로
감성의 수를 3가지로 줄여 Ground Truth로 이용, 영상의 색 조합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빈도의 조합을 해당 영상의 감성이라 판단하였다.
이 방법은 영상의 특징이나 등장하는 물체에 기반 한 판단이 아니라,
해당 영상의 배경을 보게 됨으로써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출된 코드를 기준으로 컨텐츠를 추천하게 되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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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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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장면 전환점 추정
장면 전환점을 찾는 연구는 많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되기 시작
하면서, 그 분석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 방법들로는 픽셀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방법[5]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방법[6],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7][8], DCT
를 이용한 방법[9] 등 저수준의 픽셀들을 이용한 방법들로 시작되어 모
션 기반[10]과 동영상의 계층적 구조를 이용한 방법[11][12] 등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대부분은 각 프레임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장면 전환 시 그 변화를 모델링하여 전환점을 찾기 때문에, 장면 전환에
대한 사전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점이라고 인식하기 힘든
단점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면 전환점 추정 방법은 장면이
전환되었을 때,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만을
가정하고 그 차이를 구하기 위해 SIFT 특징점을 사용하였다.

2.2. 감성 추출 연구
임의의 색 조합이 정서를 표현한다는 가정은 심리학, 산업공학, 디자
인, 칼라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정지된
영상의 감성을 추정하는 연구[13][14]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으나 동
영상의 경우는 사람에게 영상만이 아니라 소리와 동작등을 통해서도 감
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매 프레임마다 추정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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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용하여 해당 영상의 대표적인 감성을 뽑는 방법 또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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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면 전환점 추정 방법
3.1. SIFT 특징점
SIFT는 크기 변형, 회전에도 강건한 특성을 보이는 특징점 추출 방법
이다. 1995년도에 발표된 이후 물체 인식, 이미지 이어 붙이기, 비디오
추적 등 컴퓨터 비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특징 추출 방법이다. 본 논
문에서는 입력된 프레임에서 SIFT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이를 진화 파티
클 필터링을 이용하여 우점 특징점 집합을 만들어 사용한다.

3.2. 파티클 필터링
파티클 필터링(particle filtering)[15]은 통계학,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
고 있는 방법으로 연속적인 몬테카를로 방법(sequential monte carlo
method)라고도 한다.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둔 이 방법은 비슷한 방법인
칼만필터[16]와 달리 데이터에 대하여 사전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특징
이 있다. 파티클 필터는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면 베이지안 최적 추정치
에 접근하기 때문에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보다 정확
한 추정이 가능하다.

3.3. 진화 파티클 필터링
그림 1의 진화 파티클 필터링[17]은 기존의 파티클 필터링의 재샘플
링(resampling) 단계를 진화연산의 교배연산(crossover)과 돌연변이 연
산(mutation)을 통하여 보다 빠르게 은닉분포에 수렴하게끔 고안된 방법
이다.

6

< 그림 1 진화 파티클 필터링의 개념도 >

3.4. 우점 특징점 집합과 하이퍼네트워크[18]
우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를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 이미지
( )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았을 때, 배경과 같은
단조로운 변화가 있는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며 보지 않고 변화가 많은
등장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보게 된다[그림 2]. 이렇듯 우점 이미지는
우리가 보는 이미지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영역의 합을 의미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점 특징점은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점 중에서 특
별히 주의가 가는 특징점들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점 특
징점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영상의 연속된 한 장면에서 추출된 특
징점들의 집합을 집합  로 정의하자.
이렇게 구해진 특징점 집합의 원소들을 정점으로 하고, 특징점 집합의
부분집합을 간선으로 하는 하이퍼그래프에 대응 시킬 수 있게 된다. 전
체 특징점 집합에서 우점 특징점 셋을 구하기 위해 진화 파티클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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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하이퍼그래프 >

< 그림 2 우점 이미지의 예 >

을 이용해 부분 하이퍼 그래프들을 유전체(chromosome)으로 취하고 주
어진 조건에 따라 진화를 시켜 우점 특징점 하이퍼 그래프를 형성한다.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우점 특징점 하이퍼 그래프는 우점 특징점 집합이
라 정의한다.

3.5. 변형된 SIFT 매칭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SIFT 특징점들은 매칭 성능이 뛰어나지만, 비디오에서 시
간 순서로 뽑아낸 프레임들이 가지는 특징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비교하
면, 이전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비슷한 특징점 끼리 매칭이 된다. 방법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이미지들은 시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프레임들이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이전(t-1) 프레임과 다음(t) 프레임에서 뽑힌 키
포인트들을 비교하여 매칭된 포인트가 2 쌍이 있다고 하자. 포인트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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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SIFT 특징점 매칭에 적용된 트릭 >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지리적 위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
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포인트 1은 서로 같은 키포인트일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포인트 2의 경우 매칭은 되었지만 다음 프레임
에서의 위치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 때문에, 이 둘은 비슷한 값을
가졌으나 의미적으로는 서로 다른 특징점이라 판단해야 한다. 기준 범위
를 상수로 정해버리는 것 보다 포인트 쌍의 지리적인 거리를 정규분포
함수에 대입하여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1)

매칭된 각 특징점 쌍의 거리에 수식 1을 이용한 가중치를 곱한 후, 모
든 쌍의 평균을 구한다. 매칭된 특징점 쌍의 거리가 평균 거리보다 큰
경우, 해당 특징점 쌍은 의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매칭 집합에서 제외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점 특징점 집합과 다음 프레임을 비교하여 전
체 특징점 대비 매칭된 특징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장면 전환
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된다.

9

3.6. 진화 파티클 필터링을 이용한 장면 전환점 추정 방법
진화 파티클 필터링에 사용될 유전체는 3.4절에서 설명한 부분 우점
특징점 하이퍼 그래프이다. 유전 연산자는 변형된 균등 교배 연산자와
변형된 돌연변이 연산자를 사용하였다[그림 5].
균등 연산자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유전
체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확률에 따라 전이될 유전
자를 결정하여 교배를 시킨다. 때문에 교배 후에 생성된 자식 유전체들
의 길이도 일정하지 않다.
본 논문의 진화 파티클 필터링에서 사용되는 돌연변이 연산자는 단순
하게 하나의 유전체에서 일정한 확률로 유전자를 제외시키는 방식을 취
하였다.

< 그림 5. 진화 파티클 필터링에 사용된 유전 연산자 >
생성된 유전체들의 가중치(적합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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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이 가지고 있는 복수개의 SIFT 포인트들 간의 기하학
적인 거리에 반비례한 값.
- :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복수개의 SIFT 포인터에서 추출한
이미지 패치가 원본 이미지를 표현해 내는 정도에 비례한
값.
- : :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복수개의 SIFT 포인터들의 수에
반비례한 값.
-

      

(2)

< 그림 6. Weight(Fitness)의 산출 방법 >
생성된 자식 유전체들 중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상위 30%의 집합들
을 합하여 우점 특징점 집합을 만든다.
만들어진 우점 특징점 집합의 특징점들과 입력된 다음 프레임의 특징
점들을 변형된 SIFT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고 유사
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장면이 전환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을 알
고리즘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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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SIFT로

출력:

P f  P     

P  번째

표현된 장면)

장면의 파티클들의 집합

Begin
- 초기화
1. 초기 프레임에서 파티클들의 집합을 구성.
2. 구성한 파티클들을 이용하여 유전체들을 초기화.
- 장면 전환점 추정 및 상태 요약
A. Expectation

          Pr           
∝Pr   ′ Pr ′       
→Pr ′ Pr Pr′        
(ys: 현재 전환점의 첫 번째 프레임)
B. Maximization

←arg∈       
- 진화적 파티클 기법
Stage 1: 파티클들을 선택하고 교배연산을 적용.
Stage 2: 퇴보를 막기 위해 돌연변이 연산을 적용
- Fitness function

      
  파티클의집합
Pr 
 
 
 

확률
근접도
재현도
간결도

< 표 1 장면 전환점 추정을 위한 진화 파티클 필터링 알고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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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성 추출 방법
4.1. 색상 조합에 따른 감성
고바야시는 180개의 정서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1170개의 색 조합으
로 표현하고 이를 15개의 대표 그룹으로 집합을 정의하였다[3]. 그러나
산업 디자인과 같이 의도하여 장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영상에
서 미묘한 180개의 형용사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6개의 대표적인 감성과 3색 조합의 연관성을 연구한 Pos와
Armytage의 연구결과[4]를 활용하였다.

< 그림 7 Pos와 Armytage의 색상 조합별 감성 표 >

4.2. Mean Shift Filtering
Mean Shift 알고리즘[19]은 비 모수적으로 확률밀도함수의 최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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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이 알고리즘을 이미지에 적용하는 알
고리즘을 Mean Shift Filtering(이하 MSF)이라 한다. MSF를 통과한 이
미지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비슷한 색상밀도를 가지는 부분들의 색이 유
사하게 변형되는(smoothing) 효과가 있다.

< 그림 8. MSF를 적용한 이미지의 변화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감성 추출 방법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색상들을 단순화 시키고 색상사이의 경계선을 찾는다. 찾아진 경계를 기
준으로 인접한 색상들로 이뤄진 3색 조합을 찾아낸다.

4.3. Region Adjacency Graph
Region Adjacency Graph(이하 RAG)[20]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같은 색상을 가지는 영역을 정점으로 정의하고 그 연결성
을 파악하는 방법이다[그림 9]. 본래는 Region growing process를 통하
여 구해야 하지만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꾼 후, 종횡으로 한 픽셀 이동
시킨 후 원래의 흑백 이미지와의 차를 구하여 경계선을 뽑아 구하는 방
법이 있다.

14

< 그림 9 Region Adjacency Graph의 예 >

4.4. 감성 추정 알고리즘
감성을 추출하는 것에 있어 단순히 이미지에서 가장 많은 색상을 기준
으로 조합을 구하는 것은 서로 멀리 떨어진 색상들이 조합되어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MSF를 적용한 이미지를
RAG를 이용하여 서로 인접한 색상들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RAG에
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3색 조합을 구하고 그 감성을 파악하여 해
당 이미지의 감성이라 추정한다.
입력: I=이미지
출력: Ei: 이미지의 감성조합
Begin
-이미지에서 RAG를 구함
1. 원본 이미지를 이진화 하여 흑백이미지를 구함.

Ibin=B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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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흑백이미지를 한 좌로 한 픽셀, 아래로 한 픽셀 이동한 SHIFT이
미지를 구함.

Iright=SHIFT_RIGHT(Ibin)
Idown=SHIFT_DOWN(Ibin)
3. 각 이미지의 차를 이용하여 경계선을 구함.

Iborder=(Ibin-Idown)+(Ibin-Iright)
4. 구해진 경계선을 이용하여 각 색상영역간의 연결정보를 구함.

- 감성조합 출력
1. 연결정보를 이용하여 색상별 픽셀수를 더하여 조합별 픽셀수를 구
함

COMBcount=COUNT PIXEL COLOR(Iborder, COLORseed)
2. 가장 많은 픽셀수를 가진 조합을 출력

Ei=MAX(COMBi)

< 표 2 감성추출 알고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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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방법 및 결과
5.1.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YouTube를 이용하여 국내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이용하였다. 유사한 분위기의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감성코
드들이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밝은 분위기의 비디오를 세 편, 어두
운 분위기의 비디오를 두 편 준비하였다. 또한, 장면 전환의 성능을 비
교하기 위해 카메라가 움직이는 One-Take 뮤직비디오를 하나 추가하였
다. 분위기 선정 기준은 비디오에 삽입된 음악의 분위기는 고려하지 않
고 영상에서 풍기는 분위기에 따라 선정하였다. 데이터는 각 모듈에 들
어가기 전에는 특수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 동영상으로부터 프레임을 뽑
아내고 SIFT특징점 추출을 하기 위해 OpenCV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mvGD1
mvLMFAO
mvMJ
mvOC1
mvOC2
mvOC3
mvOG
mvPSY

총 길이
4분 28초
6분 15초
5분 20초
3분 28초
3분 49초
3분 26초
3분 53초
4분 12초

분위기
밝음
어두움
어두움
밝음
밝음
밝음
중립
밝음

mvSC1
mvSC2
mvSC3
mvSNSD
mvSS1
mvSS2
mvSS3
mvSS4

총 길이
3분 31초
3분 41초
3분 45초
4분 03초
3분 25초
3분 23초
3분 27초
3분 28초

분위기
밝음
밝음
밝음
밝음
밝음
밝음
밝음
어두움

< 표 3 데이터 속성 >

5.2. 실험 내용
5.2.1. 장면전환점 추정
장면 전환점 추정을 위해 프레임으로부터 SIFT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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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임의의 부분집합을 유전체 삼아 진화 파티
클필터링을 수행하여 우점 특징점 집합을 구성한다. 구성된 우점 특징점
집합과 다음 프레임의 이미지의 특징점들을 변형된 SIFT 특징점 비교
방법을 이용하여 매칭되는 특징점의 수의 비율을 이용해 장면 전환점을
찾는다.

5.2.2. 감성 추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GB 색상은 8bit 영상데이터일 경우에도
무려

 × 가지의

색상이 존재한다. 때문에 RGB 색상 데이터에서 가능

한 조합을 구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mean shift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에 등장하는 색상의 수를 줄인 후, 고바야시가

< 그림 10. 실험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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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130개 Hue and Tone 색상들로 전환한다. 색상을 Hue and
Tone으로 전환할 때, 130개 색상들의 RGB값을 구한 후, 이를 Seed 삼
아서 모든 RGB 색상들을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130개 중 하나로
Mapping한 표를 이용하여 전환한다.

  argmin  ≦  ≦     

(3)

전환된 영상에서 RAG를 구하고, 인접한 색상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해
당 영상의 감성을 추정한다. 또한 6개의 감성을 분석한 결과 다시 3개의
감성으로 줄일 수 있었다.

5.2.3. 장면별 감성 추정
장면 전환점 추정 모듈로부터 장면이 전환되었다는 신호를 받게 되면
해당 장면에 속하는 프레임들의 감성을 모두 합하여 평균을 구하고, 각

< 그림 11 실험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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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정규화하여 합이 1이 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값이 의미
하는 것은 장면이 나타내는 감성의 확률이다.

5.3. 실험 결과

장면 전환 수
mvGD1
mvLMFAO
mvMJ
mvOC1
mvOC2
mvOC3
mvOG
mvPSY
mvSC1
mvSC2
mvSC3
mvSNSD
mvSS1
mvSS2
mvSS3
mvSS4

135 회
188 회
128 회
62 회
125 회
72 회
3 회
136회
186 회
115 회
123 회
138 회
119 회
175 회
100 회
278 회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밝은 감성
0.37
0.23
0.14
0.40
0.43
0.37
0.23
0.31
0.31
0.38
0.32
0.43
0.34
0.38
0.36
0.24

차가운 감성
0.21
0.27
0.10
0.32
0.29
0.24
0.25
0.33
0.25
0.22
0.27
0.25
0.27
0.27
0.36
0.33

어두운 감성
0.42
0.50
0.76
0.27
0.28
0.39
0.52
0.35
0.44
0.40
0.40
0.32
0.40
0.35
0.28
0.43

< 표 4 실험 결과 >
[표 3]을 보면 각 비디오의 평균적인 감성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항목이 실제 비디오의 감성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면 전환
횟수는 One-Take 영상이었던 MV6의 경우 실제로는 장면 전환점이 존
재하지 않으나, 1회 전환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다른 비디오의 경우 장면
전환이 평균 130회 정도 되었다고 추정되었다. 일부 데이터의 감성 진
행을 살펴보면 [그림 1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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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MV1의 감성 변화 그래프 >

< 그림 13 MV2의 감성 변화 그래프 >

< 그림 14 MV3의 감성 변화 그래프 >

21

< 그림 15 MV4의 감성 변화 그래프 >

< 그림 16 MV5의 감성 변화 그래프 >

< 그림 17 MV6의 감성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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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3차원 공간에서의 특징벡터들 >
추출된 감성코드들의 평균을 3차원 공간위에 투영하여 보면 그림 18
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각 2차원 축에 투영한 모습은 [그림
19~21]과 같다.

< 그림 19 밝음-차가움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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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밝음-불편함 그래프 >

< 그림 21 차가움-불편함 그래프 >

5.4. 결과 분석 및 토론
몇몇의 밝다고 생각되어지는 뮤직비디오들이 분석결과 불편한 분위기
로 분석되어 나왔다[표3]. 이는 정지영상과는 달리 단순한 평균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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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의 감성을 표현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때
문에 구해진 감성코드를 이용한 시계열 속성을 고려한 추천이나 검색 알
고리즘을 개발하면 흡사한 분위기의 영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비디오의 색상에 따른 감성만이 아니라, 음성도 분석하여 그 감
성을 알아낼 수 있다면 유사한 감성의 비디오를 추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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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인터넷의 속도가 빠르게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제는 멀티미디어라는
단어와 비디오가 동일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전문적인 영상제작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비디오를 찍어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
양은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디오의 홍수 속에서 보다 사
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검색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는데, 기존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추천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성능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컨텐츠의 내용을 사용자가 기술해야
한다는 점과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메타데이터의 신뢰도 하락은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컨텐츠
그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논
문의 연구가 영상 검색이나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감
성에 기반을 두어 영상분석을 시도하여 감성 기반 비디오 검색 및 추천
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비디오의 감성을 색상만으로 분석하
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후의 연구로 비디오의 음성, 차선으
로 뮤직비디오의 선율 등을 분석하면 보다 정확하게 비디오 컨텐츠의 감
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모션을 이용한 장면 전환점
추정을 응용하여,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서는 활기찬 감성에 보다 더 가
중치를 두는 식으로 개선도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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