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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해상도 HD 방송 및 3D 방송 시대를 맞아 좀 더 현실감 있는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청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현장감을 높이는 기존오감방송의개념을넘어서 감성방송 및감성콘텐츠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감성방송이

나 감성콘텐츠는콘텐츠 내의 물리적인 효과와더불어 시청자가 콘텐츠의 내용으로부터느끼는 각종 감정들을 정의하여 이를

적절한 감각효과로 변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는 감성방송의 정의와, 감성방송이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 중

감성정보의 효과적인 추출방법, 감성 UX 엔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한다.

1. 서론

고해상도 HD 방송및 3D 방송 시대를맞아 좀더현실감 있는방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가 방송콘텐츠에 몰입하여 마치

이야기 속 인물이 된 듯한 착각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와 사용

자의시각, 청각적일체감을 높이는것과 더불어후각, 촉각과 같은 여

타 감각에의 자극을 통한 일체감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방송콘텐츠의 초고해상도화 및 3D 디스플레이와 같은시각적 일

체감의 고도화, 3D 오디오 디스플레이와 같은 청각적 현장감의 고도

화와 더불어 조명, 바람, 온도, 진동, 움직임, 촉감, 냄새 등과 같은 사

용자 시청 환경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여 방송콘텐츠 내용과의 일체감

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사용자 주변의 감각효과 장치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방송이나 콘텐츠를 감각방송 혹은 감각콘

텐츠라고 한다[1].

기존의 감각콘텐츠가 주로 방송콘텐츠 내의 물리적인 효과, 즉 바

람, 물, 온도, 색, 움직임, 냄새, 촉각 등의 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감성방송이나 감성콘텐츠는 콘텐츠 내의 물리

적인 효과와 더불어 시청자가 콘텐츠의 내용으로부터 느끼는 각종 감

정들을 정의하여 이를 적절한 감각효과로 변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다.

감성방송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로는 행복감, 즐거움, 슬픔, 공포,

놀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여러 감정이나 느

낌들을 다시 감각효과로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는

단순한 물리적 효과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된

다. 또한 일반인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것과 더불

어 시각이나 청각 장애자들의 방송콘텐츠 내용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다시 장애인 재활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방송콘텐츠와 사용자 경험 간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부

터 시작된 국제 표준으로 ISO/IEC 23005(이하 MPEG-V)가 있다. 모

두 7개의 파트로 구성된 MPEG-V 국제 표준은 오감 방송에 필요한

각 종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는데, 이중 파트 2[2](Control

information)는 사용자 선호 정보 메타데이터(User preference)와 장

치 성능 메타데이터(Device capability)를, 파트 3[3](Sensory

information)는 감각효과 메타데이터(Sensory effect)를, 파트

4[4](Virtual world objects)에서는 가상 환경의 물체/특성 및 아바타

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파트 5[5](Data formats for device

interactions)는 센서 및 장치 명령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으로 가상공간 간 혹은 실 공간 사이의 모든 인터페

이스를 표준화하고자 하는표준화 활동이다. MPEG-V와 같은국제표

준이 필요한 이유는 방송콘텐츠 상영과 함께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되는 감각효과들에 대한 호환가능한 표준이 있어야만, 해당 방송콘텐

츠를 플레이할 시 이종의 기기나 방송환경에서도 원작자가 의도하는

각 종 감각효과들을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MPEG-V와 같이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감각효과들을 정의하는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감성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방송콘텐츠 내의 감성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과

이를 감각효과로 저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감각효과의 저작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6][7]. 단순 감각효과 저작을 넘어

서 방송콘텐츠 내의 의미에 기반을 둔 느낌이나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다시 적절한 감각효과로 매핑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필

요하다. 둘째, 저작 과정에서 정의된 감각효과를 방송콘텐츠와 함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감성정보 방송 응용포맷과

같은 별도의 국제 표준 포맷의 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원작자가 의도

한 감각효과를 사용자의 상태나 선호도, 사용자의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감성 UX 엔진의 필요성을 의미

한다. 유사 연구로는 차량 내에서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감각효과를 조

절하는 적응엔진에 대한 논문이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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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감성방송이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 중 감성정보의 효

과적인 추출방법과 감성 UX 엔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한다.

2. 감성 정보 추출 및 감성 UX 엔진

감성 정보 추출은 방송콘텐츠 제작 후 이를 감성콘텐츠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된다. 감성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제작자가 직접

콘텐츠를 보면서 해당 장면에 적합한 감성 정보를 정의하고 이의 감

각효과를 저작하는 방법과, 영상 내의 시각 정보 및 청각 정보를 활용

하여 감성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감성 정보 추출은 크게

콘텐츠 내 물리적 특성(바람, 조명색, 진동 등)의 크기(세기)를 추정하

는 것과 감성적인 특성(즐거움, 슬픔 등)을 추론해 내는 것으로 나뉜

다.

가. 시각 감성 정보 추출

영상 내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감성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영상 시

각 특징치를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영상 내 바람, 진동, 조명색

등의 물리적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영상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션의 크기나 모션의 방향을 구하여 해당 구간의 주요 움

직임의 방향및크기를 구하는방법이 있다. 이는영상내 바람의크기

나 방향 또는 지진과 같은 진동의 주파수를 구하여 이로부터 바람 효

과와 진동 효과의 크기 및 방향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또

한 영상 내 영역 별 주요색을 추출하여 이를 시청자의 TV 주변의 조

명 효과로 반영함으로써 시청자가 화면 내에서 시각적으로 느끼는 색

감을 화면 밖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효과의 자동 추출과 더불어 콘텐츠 내의 색감과 질

감을 활용하여 이를 감성적인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

어, 동영상 구간내의 주요 색온도를 추출하여 이로부터 시청자가느낄

수 있는 따뜻한, 뜨거움, 차가움, 시원함 등의 감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 구간의 주요 텍스춰 특성치를 추출하여 영상 구성

의 조밀함의 정도를 감성 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영상 내 주요

물체를 인식하여 이를 감성 정보 추출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표정 변화를 인식하여 이를 감성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단, 이러한 시각 정보는 콘텐츠가 내포하는 정확한 의미 정보나 감

성 정보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추출된 시각 정보와 감성 정보간

의 명확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감성 정보 저작을

위해 지나치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 저작자의 수동 정보 추

출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나. 청각 감성 정보 추출

콘텐츠 내 청각 정보를 이용하면 시각 정보에 비하여 좀 더 정확한

감성정보를 추출해낼 수있다. 영상콘텐츠는 많은음악 및음향효과

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시청자가 느끼는 감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

는다. 음악은 스토리의 전개상 중요한 감성 정보를 포함하며, 음향은

콘텐츠 내 주요 분위기를 나타내는주요한 수단이다. 예를들어, 두 연

인이사랑을느끼는장면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이별의 장면에는슬픈

음악이 흘러나온다. 액션이나 추격씬이 담긴 장면은 긴장감 있는 빠른

음악이첨가된다. 동영상 구간에서의 음악 클립을분석하면 이러한 행

복감, 슬픔, 긴장감 등의 감성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다.

공포 장면에서의 음산한 음향이나 급작스런 음향 효과는 공포감을

느끼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공포감은 진동 효과나 모션 효과로 시청

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폭발소리나 대포소리와 같이 전투나 전쟁을

나타내는 음향에서 그에 상응하는 진동효과나 화약 냄새효과 등의 감

각효과로 변환할 수 있다. 태풍이나 산들바람 소리로부터 바람효과의

크기를도출할수도 있고, 파도 소리로부터 바다의 냄새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저작자가 선택한 영상구간에서 소리파일의 PCM 데이터를 샘플링

하고 이를 적절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뒤 미리 정해진 모델들과

의 패턴 비교를 통해 해당 영역내의 감성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다. 감성 UX 엔진

감성 UX 엔진 기술은 상황인식기술(Context-Awareness)과 그 맥

락을 같이한다. 감성 UX 엔진은 방송과 같이 전송되는 감각효과들을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감각효과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상황에는 사용자 주변 감각기기의 성능,

감각효과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사용자 주변 상태, 사용자의 몸 상

태, 그리고 사용자의 의사 표현 등이 포함된다.

상황 적응적인 감각효과 재생을 위한 감성 UX 엔진의 역할을 자세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주변의 감각효과를 재생하는 기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감각효과에 저작된 감각효과의 크기와 사용자에게 제시 가능

한 감각효과를 선별한다.

2) 감각효과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한다. 사용자의 선호

도는 감각효과의 선택과 크기 조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노

인에게 갑작스러운 진동이나 너무 차가운 바람 효과는 거부감

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용자의 주변의 상태를 고려한다. 사용자 주변 상태에는 온

도, 습도, 조도, 소음, 시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주변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더운 바람이나 온도를 높이는

것은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4) 사용자의 몸 상태를 고려한다. 사용자의 몸에 부착된 센서로

부터 전달되는 심박수, 체온, 혈압, BMI 지수, EEG 등 신체정

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감각효과를 조정한

다.

5) 재생되고 있는 감각효과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 표현을 반영한

다. 예를 들어, 감각효과에 대한 사용자의 얼굴 표정이나 손짓

등을 인식하여 이를 감각효과 조정에 활용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감성방송에 필요한 두 가지의 선결 조건인 감성 정

보 자동추출 및 감성 UX 엔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감성방송 연구에 대한 향후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정보 자동 추출 후 감각효과 재생과 수동으로 저작된 감

성정보 정의 후 감각효과 재생 간의 차이점에 대한 사용자 감성 연구

필요가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수동으로 저작한 감각효과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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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추출된 감성정보로부터 저작된 감각효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 정의된 감성정보를 어떠한 감각효과로

매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즐거움, 슬픔 등의 감성정

보가 어떠한 감각효과로 재생되어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감각효과(감성UX엔진의 결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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