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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layback attributes affect viewer’s emotional response to video contents. Liter-

ature review in related fields including film, dance, and animation was conducted, and the temporal elements 

of video were identified as speed, direction, and continuity. Subsequently, the attributes were employed in a 

following empirical study in order to make the playback styles. A total of 12 playback designs including the 

original one were created. In the experiment, observes were presented with videos in both original and playback 

articulation simultaneously and were asked to verbally describe what affective effects were manifested through 

the playback design. Thirty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nd more than 3,400 emotion terms were collected. 

Synonyms were clustered, and finally, 899 words were sorted into 52 categories. The frequency of the emotion 

terms unfolded tendencies with regard to the articulation of the playback attributes. The playback spee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magnitude of arousal. The playback direction was related with the hedonic values, 

for example, showing backward often elicited negative emotions. Lastly, the playback continuity had relatively 

marginal effect though, it could enrich diverse types of affective experience of viewing videos. Facilitating the 

empirical findings, the guidelines for playback design were formulated to develop an open access online service 

called “Jockey Time”. It supports users to choose and apply a playback design to enhance the affective quality 

of the original video. The user experience of the service is deliberately designed to reflect the outcomes and 

lessons from empirical studies. A test version was operated for a month in order to monitor and to collect how 

people use and appraise the service in situation. For instance, the selection of the target emotion could offer 

more positive categories and be semantic-free. Finally, the Jockey Time v.1.0 is launched and it records users’ 

usage patterns as well as their satisfactory judgments anticipating further insights. 

 

Keywords: playback design, video emotion, temporal element, emotion assessment 

목  차 



 

 

ii 

 

Abstract ··············································································································· i 

목  차 ·················································································································· ii 

표 목차················································································································ iv 

그림목차 ·············································································································· v 

부록목차 ·············································································································· vi 

 

제 1 장 서론 ..................................................................................................................... 2 

1.1. 연구 배경 ..................................................................................................................................... 2 

1.2. 연구 목표 ..................................................................................................................................... 4 

1.3. 연구 내용 및 방법 ...................................................................................................................... 4 

1.4. 논문의 구성 ................................................................................................................................. 5 

제 2 장 영상의 동적 표현 ................................................................................................... 8 

2.1. 영상의 구성 요소 ........................................................................................................................ 8 

2.1.1. 영상의 공간적 요소 ..................................................................................................................... 10 

2.1.2. 영상의 시간적 요소 ..................................................................................................................... 12 

2.2. 시간적 요소 기반 재생(Playback) 디자인 ............................................................................. 16 

제 3 장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 효과 탐색 ................................................................19 

3.1. 영상에 대한 감성적 반응과 평가 방법 .................................................................................. 19 

3.1.1. 감성적 반응의 평가 ..................................................................................................................... 19 

3.2. 영상의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 21 

3.2.1. 탐색 연구의 목표 ......................................................................................................................... 21 

3.2.2. 자극물 구성과 탐색 방법........................................................................................................... 22 

3.2.3. 결과 및 분석: 영상의 재생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감성 어휘 ............................................ 29 

3.2.4.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 효과 I: 중성적 감성 영상 ......................................................... 32 

3.2.5.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 효과 II: 감성 영상 ....................................................................... 34 

3.2.6. 감성 어휘 기반 영상의 재생 방식 .......................................................................................... 36 

3.2.7. 연구 발견점 및 논의 ................................................................................................................... 40 

제 4 장 감성 표현을 위한 재생 디자인 도구, “Jockey Time” ...............................................43 

4.1. 도구 개발의 목표 ..................................................................................................................... 43 

4.2. Jockey Time Beta의 구조와 구현 ......................................................................................... 43 

4.3. Jockey Time Beta에 수집된 사용자 로그 데이터 분석 ...................................................... 47 



 

 

iii 

4.3.1. 사용자 로그 데이터의 수집 결과 및 분석 ............................................................................ 48 

4.3.2. Jockey Time Beta의 개선점 발견........................................................................................... 52 

4.4. Jockey Time의 활용 가치...................................................................................................... 55 

제 5 장 결론 ....................................................................................................................57 

5.1. 논의 및 주요 발견점 ............................................................................................................... 57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 60 

A. 참고문헌 ......................................................................................................................63 

B. 부록 ............................................................................................................................67 

 

  



 

 

iv 

표 목차 

 

[표 2-1] 영상 요소 구분에 대한 기존 문헌 .......................................................................................... 8 

[표 2-2] 공간적 요소에 대한 기존 문헌 ............................................................................................ 11 

[표 2-3] 영상의 동적 표현을 구축하는 요소 체계: 공간적 요소 .................................................... 12 

[표 2-4] 시간적 요소에 관한 기존 문헌 ............................................................................................ 14 

[표 2-5] 영상의 동적 표현을 구축하는 요소 체계: 시간적 요소 .................................................... 15 

[표 3-1] 영화 및 광고 영상에서 배속이 적용된 구간의 비중 및 적용 배속의 유형 파악 ............ 23 

[표 3-2] 재생 디자인을 위한 영상의 시간적 요소 및 하위 단계 구분 ........................................... 25 

[표 3-3] 탐색 연구에서 수집한 899 개의 감성 어휘의 유의어 관계 그룹 52 종 (N=30) ........... 30 

[표 3-4] 중성적 감성 영상에 재생 디자인이 접목되었을 때의 유발 감성 어휘 표현 (N= 30) .... 32 

[표 3-5] 소구 감성별 적합 재생 디자인과 응답 빈도 (N=30, 감성 어휘 총 응답수=3849개) ... 38 

[표 4-1] Jockey Time Beta 에서의 감성 선택 빈도수 (N=84) ....................................................... 48 

[표 4-2] 감성 어휘 별 재생 디자인 옵션의 선택 빈도수와 평균 감성 적합도 (N=84) ................ 49 

[표 4-3] 재생 디자인 옵션 영상 작명 과정에서 감성 어휘 사용 빈도 ........................................... 50 

 

  



 

 

v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과정 ........................................................................................................................... 5 

[그림 3-1] 정서가(valence)와 각성(arousal)의 2차원 감성 공간에 위치한 영상 자극물 5 종 ... 26 

[그림 3-2] 영상을 영상 대비 0.25 배로 재생하는 경우의 FPS 변화 ............................................. 27 

[그림 3-3] (상) 배속에 따라 배치된 영상 자극물과 원본 영상, (하) 실험 참여자의 응답 ............. 28 

[그림 3-4] ‘기쁘다’, ‘급하다’ 의 유의관계 도식, “㈜ 낱말” (http://www.wordnet.co.kr/) .......... 29 

[그림 4-1] Jockey Time의 첫 페이지: (좌) 영상 업로드 부분, (우) 연구 기반 감성 배치 부분 . 44 

[그림 4-2] (좌) 영상 변환 진행 안내 페이지, (우) 영상 재생 디자인 선택 페이지 ........................ 45 

[그림 4-3] (좌) 영상 설문 페이지, (우) 다운로드 완료 후의 페이지 ............................................... 45 

[그림 4-4] Jockey Time Beta의 사용자 작업 수행 흐름도 및 서버의 작업 과정 ........................ 46 

[그림 4-5] Jockey Time Beta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추출되는 사용자 로그데이터 ..................... 47 

[그림 4-6] 사용자 선호 순으로 배열된 Jockey Time v.1.0의 소구 감성 ...................................... 54 

[그림 4-7] (좌) 기존 Jockey Time Beta의 감성 배치, (우) Jockey Time v.1.0의 감성 배치 ..... 54 

 

  



 

 

vi 

부록 목차 

 

[부록 1] 재생 디자인 적용 영상 제작을 위한 Matlab 코드 개요도 ................................................. 67 

[부록 2] 재생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연구 설문지 .............................................................. 68 

[부록 3] 재생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연구 영상 재생 화면 ................................................ 69 

[부록 4] 감성적 영상에 재생 디자인을 접목하였을 때 발현되는 감성 어휘 ................................... 71 

 



 

- 1 - 

 

 

 

 

 

제 1 장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표 

1.3. 연구 내용 및 방법 

1.4. 논문의 구성 

 



 

                                                                                                     1. 서 론 

 

- 2 - 

 

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영상 콘텐츠는 정보 전달 능력이 우수하고 시각적인 표현이 풍부하여 글이나 사진 이미지에 비해서 시

청자가 쉽게 몰입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정보 전달 매체이다 (이혜정 & 김유진, 2010). 

여기에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을 통해서 누구나 

일상에서 영상을 접하는 기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황지연 & 성지환, 2006). 시장 조사 기관인 주

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영상 시장 규모가 2017년에 이르면 약 95억 

달러(약 10조 6천억원)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Rowlands, 2013). 이렇듯 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한 하드웨어적 환경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일반인이 일상을 촬영하는 목

적으로 사용해 온 스마트폰 카메라나 소형 캠코더의 경우 초당 약 30 프레임이 대부분이었으나, 2015

년에 출시된 스마트폰인 아이폰 6S (iPhone 6S)이나 소형카메라 고프로 히어로 4 (GoPro Hero 4)등과 

같은 기종을 사용하면 1초당 240 프레임까지 HD화질로 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경우, 영상을 1배속 보다 느린 속도로 재생될 때도 움직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또한, 매력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 편집을 위한 도구들 또한 주목을 받고 있

다. 영상 편집 도구로서, 전문가들을 위한 Adobe 사의 After Effect®나 Premier®  와 같은 데스크톱 

기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상에서 간편하게 편집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들이 개발되어 편집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 중 데스크톱 기반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영상 효과를 탑재하여 세밀한 편집을 가능하게 하며,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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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완성도 높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이러한 영상 편집 전문 소프트웨어

를 구매하고 사용법을 익혀 자신의 일상에 활용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영상의 편집

은 상당 부분 직관에 의존하는 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며 영상 편집의 경험이 많

은 숙련자만이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Hight, 2014; Pearlman, 2012).  

이에 클립스(Clips)나 매지스토(Magisto)와 같이, 영상을 편집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편집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방법

에 대한 학습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비전문가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처럼, 다양한 목적과 사용자 환경에 부합하는 영상 편집 도구의 개발은 

영상의 편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편집 도구는 다양한 영상 편집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징 처

리와 배속 처리 등 다양한 편집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 영상의 재생과 관련된 편집 방법은 영상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미학 연구가 

Zettl (2013)은 영상의 속도 제어 방법을 활용하였을 때, 다양하고 풍부한 감성적 표현을 가진 영상 콘

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영상의 배속에 의한 효과가 이미징 처리보다 

관찰자의 감성적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정경아 et al., 2015). 

그러나 동영상 편집 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Bonneel et al., 2013; 김보경 et al., 2014; Detenber et al., 2000). 영상의 배속 조정과 같이 재생

과 관련된 편집 방식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여전히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과 직관에 따라 편집

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러므로 영상의 속도의 제어에 따른 효과처럼, 영상의 재생에 

따른 감성적 효과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재생 방식에 

따라 영상 콘텐츠 고유의 내용에 어떠한 부가적인 감성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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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의 다양한 감성적 표현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온라인 재생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동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상의 시간적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탐색적 연구를 통해 시간적 요소의 제어로 발현되는 영상의 재생 디자인 방식이 영상의 감성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탐색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영상의 편집 과정에서 추구

하고자 하는 감성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온라인 기반의 영상 재생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의 동적 표현 요소를 공간적, 시간적 요소로 구분하여 각 요소의 역할을 규명하고, 시간적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재생 디자인의 감성적 효과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재생 디자인의 방식에 따라 야기되는 감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성 어휘를 기

반으로 한 재생 디자인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셋째, 규명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감성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기반 재생 디자인 도구를 개발한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동적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류하고, 그 중 시간적 요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영상의 재생디자인과 시간적 요소의 관계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그리고 문헌 조사를 통해 다

양한 영상 감성 평가 방법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 디자인에 따른 영상의 감성적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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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색적 평가를 설계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와 상업 영상 작품 사례 연구를 통해, 영상의 시간적 요소의 종류와 그 하위 단계를 정

의하였다. 그리고 정의된 시간적 요소를 활용하여,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영상의 감성적 효과를 파

악하는 탐색적 평가를 5 종류의 감성 영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탐색적 연구를 통해, 영상의 재생 

방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감성 표현을 어휘 형태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감성 어휘들을 중심으로 분

석하여 감성 별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해 재생 디자인 

방식을 영상에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온라인 기반의 재생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과정 

 

1.4.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논문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내용 및 방법과 논문의 구성에 대해 명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영상의 동적 표현의 구성 요소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였다. 그리고 시간적 요소의 제어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영상 재생(playback)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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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상의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 효과의 연구 필요성을 규명하

였다.  

 제 3 장에서는 영상 감성의 사용자 평가와 관련된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영상의 감성적 효과 대한 

연구 방법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

를 설계하고, 재생 디자인의 방식이 영상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

해 영상의 개별 감성 표현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감성 어휘 기반의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온라인 환경

에서 사용 가능한 영상 재생 디자인 도구 ‘죠키타임(Jockey Time, 이하 Jocky Time)’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Jockey Time의 운용을 통해 실 사용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해 온라인 재생 디자인 도구로서 Jockey Time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구 개발부

터 개선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Jockey Time과 같은 온라인 도구의 활용 방안과 그에 따른 가

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결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영상 재생 디자인을 위한 시사점

과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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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영상의 동적 표현 

본 장에서는 영상의 동적 표현 요소의 종류와 특징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영상의 동적 표현 요소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영상 재생(playback)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영상의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 효과의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1. 영상의 구성 요소 

영상의 구성 요소의 구분 방식은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미디어 미학과 비디오 제

작에 대해 연구한 Zettl (2013)은 컨텍스트 이론(context theory)을 활용하여 영상의 구성 요소를 조명, 

색, 공간, 시간/동작, 음향 등의 요소들로 구분하고,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시청자와

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영화 연출가이자 영상 분야의 연구자인 Block (2013)

은 영상의 구성 요소를 공간, 선, 모양, 톤, 색, 움직임 그리고 리듬으로 구분을 지었으며, 이를 기반으

로 영상 편집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그의 저서에 기술한 바 있다. 권중문 (2014)은 그의 저서에서 다

양한 학자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그 결과로 영상의 구성 요소를 선, 질량, 움직임, 심도, 컬러 톤, 배경

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2-1]과 같이 영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1] 영상 요소 구분에 대한 기존 문헌 

저자 요소의 정의 

Zettle (2013) 조명, 색, 공간, 시간/동작, 음향 

Block (2013) 공간, 선, 모양, 톤, 색, 움직임, 리듬 

권중문 (2014) 선, 질량, 움직임, 심도, 컬러 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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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영상의 구성 요소의 구분 방식은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레이아웃(layout), 

이미지(image), 동적 표현(movement)을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레이아웃은 영상 화면을 구성

하기 위한 모든 공간 기획 과정을 의미하며, 배경 공간 구성과 카메라의 위치, 조명 위치 등이 포함된

다. 이미지는 영상의 화면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주로 색(color)에 대한 이미징 과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동적 표현은 화면상에서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한 요소이다.  

영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원본 영상의 대비와 채도를 보완하는 기술과 특정 색을 임

의로 교체해주는 색상 이전(color transfer)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Boonel과 그

의 동료들은 연구를 통해 예시 영상의 색채와 톤을 모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김보경 

및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영상의 색채 요소의 제어에 따른 감성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자

동 색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도 했다 (Bonneel et al., 2013; 김보경 et al., 2014). 이와 같이 영상

의 이미징과 관련된 자동화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영상의 동적 표현의 감성적 효과에 대한 연구와 이를 활용한 알고리즘의 개발은 미미

한 실정이다. 영상은 정지된 이미지를 짧은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시간과 동적 표현을 전달한

다. 그러므로 영상은 동적인 표현을 전달할 수 있어 다른 정보 전달 매체와 차별화 되며, 이는 동적 표

현이 영상의 핵심 구성 요소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적 표현은 영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으므로, 영상의 동적 표현의 감성적 효과를 연구하기 이전에 핵심 영상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만 

해도 어려움이 있다. 동적 표현은 무용,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동적 표현이 핵심적인 표현 방식

으로 여겨지는 분야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분류된 요소들은 다른 명칭으로 지칭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동적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공간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로 구

분한 후, 영상의 편집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영상의 동적 표현의 감

성적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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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영상의 공간적 요소 

영상의 공간적 요소는 레이아웃 디자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깊이감, 즉 3 차원 환경에서 

무게감, 비례, 균형, 패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이용해 조

형과 움직임을 창작하는 무용 분야에서는 Laban 의 이론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에포트

(effort)는 무용수의 동적 표현을 설명할 때 주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에포트의 특징은 시간(time), 공

간(space), 무게(weight), 흐름(flow)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용수의 동적 표현이 행해지는 공간을 의미하며, 무대 공간의 사용 정도에 따라 동적 표현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영상 화면상에서는 공간적 요소가 평면에 표현되는 입체적인 콘텐츠 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Vaughan (1997)은 애니메이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컴퓨터 화면상에서 물체의 동적 표현을 

표현하는 공간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방향 (direction: 애니메이션의 방향성) 및 공간 

(area: 물체가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경로 (Path: 물체의 동적 표현으로 생성된 선)로 분류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Andrienko 및 그의 연구팀은 동적 표현을 정보화하기 위해 위치(position: 공간상에서 

대상의 위치) 및 방향(direction: 대상의 동적 표현 방향성), 전환(turn: 방향의 변화), 그리고 이동거

리(distance: 물체의 이동거리)을 공간적 요소로 정의하였다 (Andrienko et al., 2008).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 분야에 한정되어 공간적 요소의 정의를 살펴보면, Zettl (2013)은 영상 화면의 

공간적 요소를 방향(main directions: 수평, 수직적 구도) 및 화면의 자성(magnetism of the frame: 

피사체 위치 및 크기의 효과), 화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the screen: 비대칭적 구도), 백터

(vectors: 동적 표현의 방향성 및 크기), 그리고 Z축 동작(Z-Axis motion: 화면상에서의 물체의 접근 

및 후퇴)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Block (2013)은 스크린 속 사물의 동적 표현을 방향(direction)과 특

성(quality: 동적 표현의 직선성), 그리고 스케일(scale: 이동 거리의 길이)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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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서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연구 분야, 공간적 요소, 그리고 요소의 정의에 따라 요약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표 2-2] 공간적 요소에 대한 기존 문헌 

저자 연구 분야 공간적 요소 요소의 정의 

Laban et al. 

(1971) 

무용 공간 활용 무대 공간의 활용 정도 

Vaughan 

(1997) 

애니메이션 

방향 동적 표현의 방향성 

경로 물체가 움직여 만든 선 

공간 물체가 사용한 공간의 크기 

Andrienko et al. 

(2008) 

정보처리 

방향 물체의 동적 표현 방향 

전환 이동 방향의 전환 

위치 공간상에서의 물체의 위치 

이동 거리 물체의 이동 거리 

Zettle 

(2013) 
영상 

화면의 자성/인력 피사체의 위치 및 크기에 따른 느낌 

방향 수평, 또는 수직적 구도 

화면의 비대칭성 비대칭적 방향성 

동작 벡터 1) 방향, 2) 질량, 3) 지각 속도에 의한 동작 표현 

Z-축 동작 화면상에서의 접근 또는 멀어짐을 표현하는 동작 

Block 

(2013) 
영상 

방향 화면상에서의 동작 방향성 

이동 크기 화면상에서 물체가 움직인 거리 

선형성 동작의 선형 이동 / 곡선 이동 

기존 문헌에서 분류한 공간적 요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공간적 요소를 방향(direction: 동

적 진행 방향), 선형성(linearity: 동적 표현의 직선성), 이동 크기(scale: 동적 표현의 이동 크기), 물체 

크기(object ratio: 동적 표현 대상의 크기), 그리고 깊이(depth: 동적 표현 대상의 크기 변화)와 같이 

촬영 과정에서 제어하기에 용이한 5개의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 요소들은 요소 각각이 지닌 의미에 의

해 ‘형태’와 ‘크기’라는 특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형태에는 동적 표현의 진행 ‘방향(directi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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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향의 직선성을 의미하는 ‘선형성(linearity)’이 속한다. 그리고 크기에는 화면상에 표현되는 ‘물

체 크기(object size)’와 물체 크기의 변화에 따른 ‘깊이(depth)’, 그리고 물체의 ‘이동 크기(scale)’ 가 

속한다. 공간적 요소를 구분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표 2-2] 참조), 본 연구에서 구분한 영상의 공간

적 요소들과 각 요소의 의미, 그리고 각 요소의 하위 단계를 다음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영상의 동적 표현을 구축하는 요소 체계: 공간적 요소 

특성 요소 의미 하위 단계 

공간적 

형태 

방향 동적 진행 방향 수평, 수직, 대각선 

선형성 동적 표현의 직선성 직선, 곡선  

크기 

이동 크기 동적 표현의 이동 크기 작음, 중간, 큼 

물체 크기 동적 표현 대상의 크기  작음, 중간, 큼 

깊이 동적 표현 대상의 크기 변화 접근, 일정, 후퇴 

2.1.2. 영상의 시간적 요소 

영상이 영상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동적 표현’을 통해 ‘시간’을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저서 및 논문에서 영상의 시간과 관련된 동적 표

현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무용 분야에서는 동적 표현이 진행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시간적 요소를 

구분하고 있다. 무용에서는 동적 표현의 에너지 요소로서 ‘움직임의 강약’이 있는데, 한 동적 표현에 소

요되는 시간이 동적 표현의 강약의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즉, 무용 분야에서의 시간적 요

소는 동적 표현의 수행 시간이다.  

무용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동적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지은 바 있다. Nam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동적 표현의 구성 요소로 속도(speed), 부드러움(smoothness), 세밀함

(gradularity), 크기(volume)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속도’ 와 ‘부드러움’을 동적 표현의 시간적 요

소로 분류할 수 있다. ‘부드러움’은 움직임의 연속성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요소이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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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속도’가 물리적 움직임의 감성적 표현에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을 밝혀내었고, ‘속도’의 제

어는 유발 감성의 정서가(valence) 보다 각성(arousal)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영상 분야에서는 시간적 요소에 대하여 영상의 재생(playback)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Zettl 

(2013)은 자신의 저서에서 영상의 시간적 요소에 대해 영상 프레임의 밀도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으

며, 영상에 표현된 동작을 크게 느린 동작과 빠른 동작으로 구분하였다. 느린 동작의 경우 일반적인 촬

영 프레임의 배수가 되도록 촬영하므로 촬영물을 다시 영사하면 실제 동작보다 훨씬 더 느리게 나타난

다. 반대로 빠른 동작은 프레임의 밀도를 낮추어 영사하므로 정상 동작보다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때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느낌을 표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Block (2013)의 연구에서는 

영상의 시간적 요소로 ‘속도’를 지칭하면서 시간 당 프레임에 의한 영향임을 요소 어휘에 내포하고 있

다. 이 때, 속도는 시간선상에서의 동적 표현의 실행 위치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Andrienko et al. 

(2008)에 따르면 속도의 변화 역시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영상의 속도 이외에도 동

적 표현의 지속시간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움직임-거친 움직임과 같은 동적 표현의 연속성 또한 속도

와는 다른 시간적 요소 역시 독립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연속성은 1초에 재생되는 프레임 수와 관

련된 요소로서, 영상에서 표현하는 동적 표현의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낸다. 기존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연속성은 영사하는 프레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표 2-4]에서 이와 같은 기존 연

구들을 연구 분야, 시간적 요소, 그리고 요소의 정의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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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시간적 요소에 관한 기존 문헌 

저자 분야 요소 의미 

Laban et al. (1971) 무용 시간 동적 표현의 유지 시간 

Nam et al. (2014) 디자인 

속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부드러움 물체의 동적 표현의 연속성 

Montepare et al. (1999) 행동 분석 

속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연속성 부드러움-거친 동적 표현 

Zettle (1999) 영상 속도 프레임의 밀도에 따른 동적 표현의 속도 

Block (2013) 영상 속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Andrienko et al. (2008) 애니메이션 

시간 시간선상에서의 동적 표현 실행 위치 

속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정지 = 0) 

가속도 속도의 변화 

Vaughan (1997) 애니메이션 속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문헌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속도’와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다루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시간’, 속도의 변화값을 의미하는 ‘가속도’ 

역시 독립적인 시간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상의 시간적 요소를 시간

(timeline), 속도(speed), 가속도(acceleratioin), 그리고 연속성(continuity)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영상의 재생 방향과 관련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수의 문헌에서 ‘시간(timeline)’이라는 포괄

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라는 표현 대신 영상의 시간적 개념에 더 적합하도

록 ‘방향(direction)’이라 지칭하였다.  

속도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상대적인 요소이다. 그러

나 우리는 경험의 누적을 통해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고유 속도, 즉 인지적 관점에서의 1배속을 기억

하고 있다. 즉 관찰자가 빠르고 느리다고 지각하는 것은 이러한 인지적 관점에서의 1 배속과 견주어 상

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재생과 관련해서 속도에 대한 측면을 관찰하

는 대상의 고유 속도를 기준으로 느림-고유속도-빠름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영상의 속도는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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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에 따라 재생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변화할 수 있는데, ‘가속도’가 변화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전 2.1.1장에서 공간적 요소 5개를 요소 특성에 따라 구분했듯이, 4개의 시간적 요소들 역시 요소

가 가진 특성에 따라 ‘형태’ 와 ‘크기’로 구분할 수 있다. 영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인지, 혹은 매끄럽게 

혹은 거칠게 흘러가는지처럼, ‘방향’과 ‘연속성’은 시간이 흘러가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속도’와 ‘가

속도’는 영상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가와 관련된 ‘크기’ 속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시간적 요소를 구분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표 2-4] 참조), 본 연구에서 구분한 영상의 시간적 요소들과 각 요소의 의미, 그

리고 각 요소의 하위 단계를 다음 [표 2-5]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5] 영상의 동적 표현을 구축하는 요소 체계: 시간적 요소 

특성 요소 의미 하위 단계 

시간적 

형태 

방향 시간의 흐름 정방향, 역방향 

연속성 정적, 동적 표현 사이의 간격 연속적, 불연속적 재생 

크기 

속도 동적 표현이 가진 속도 (인지적 속도) 느림, 1배속(고유 속도), 빠름 

가속도 속도의 변화  감속, 등속, 가속 

문헌을 통해 살펴본 영상의 시간적 요소들의 공통점은 모두 촬용한 원본 영상의 재생(playback) 방식

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공간적인 요소들의 경우 대부분 촬영 시점에서 반영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시간적 요소를 형태와 크기로 구분한 것은 재생 형태 및 재생 크기로 

표현하여 각각의 의미에 더 설명력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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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간적 요소 기반 재생(Playback) 디자인 

2.1장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영상의 구성 요소는 크게 레이아웃(layout), 이미지(image), 그리고 동적 

표현(movement)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영상의 구성 요소가 어떠한 편집 방식에 의해 제어되었는지에 

따라, 영상 결과물의 완성도와 감성 표현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영상의 구성 요소 중 동적 

표현을 편집하면 감성 표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Pearlman, 2012). 그러나 영상의 동적 표현

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는 미미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미지에 대한 

이미징 처리에 집중되어 있다 (Block, 2013; Bonneel et al., 2013; 김보경 et al., 2014). 또한, 동적 

표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배속의 제어와 감성적 효과에 국한되어 있다. (Visch 

& Tan, 2007). 

또한, 영상의 편집은 직관에 의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 경험이 있는 숙련자만이 높은 수준

의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Hight, 2014; Pearlman, 2012). 게다가 높은 수준의 영상 결과물을 제

작하기 위해서는 숙련자 역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한다. 즉 다시 말해, 현재의 영상 편집 분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시간이 소모되는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

고, 인터넷 환경에서 영상이 갖는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상 편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영상의 구성요소를 쉽고 효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동적 표현의 감성적 효과

와, 이를 활용한 영상 편집 서비스의 개발이 진행 된다면 사용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영상 편집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편집 수요를 만족시키는 영상 편집 도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적 표현의 감

성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동적 표현 중 시간적 요소의 제어에 따른 감성적 효

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의 영상 편집 과정은 이미 촬영한 영상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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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분한 4개의 시간적 요소인 ‘방향(direction)’, ‘연속성(continuity)’, ‘속도(speed)’, 그리

고 ‘가속도(acceleration)’는 모두 영상의 재생과 관련된 특성이다. 따라서 시간적 요소의 제어 방식을  

‘재생 디자인(playback design)’이라 명명하였다. 즉, 재생 디자인이란 4개의 시간적 요소의 조합에 따

라 생성되는 하나의 재생 방식을 의미한다.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적 효과와 그 활용 방안의 탐구는 창작의 도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재생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영상의 감성과 시간적 요소의 관계, 다시 말해 영상의 재생 디자인과 영상의 감

성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관계를 활용하면 영상의 속성을 쉽고 효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 영상의 편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전문가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반자동화 영상 편집 도구의 개발, 그리고 영상 편집 과

정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재생 디자인(playback design) 방식

과 관련된 표현 및 그 효과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영상의 

다양한 감성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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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 효과 탐색 

본 장에서는 영상의 감성적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문헌 연구를 참고하여, 영상의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를 파악하는 탐색 연구를 설계하였다. 탐색적 연구를 통해 재생 디자인 방식 

변화로 얻을 수 있는 감성적 특징을 수집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성 어휘 기반의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1. 영상에 대한 감성적 반응과 평가 방법 

3.1.1. 감성적 반응의 평가 

인간의 감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형용사를 이용한 자가 응답(self-report) 방식은 편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측면을 질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자극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Coan and 

Allen (2007)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을 행복, 놀람, 슬픔, 분노, 혐오, 경멸, 그리고 두려움으로 구분

하는 개별정서이론(discrete theory)을 기반으로, 18 종의 감성 어휘를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영화 클립을 평가한 바 있다. Shaefer 와 그의 동료들은 영상의 감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DES(differential emotions scale) 및 PANAS scale과 더불어 각성(arousal)을 활용하여 새로운 감성 

영상 클립 데이터베이스를 구착하고자 하였다 (Schaefer et al., 2010). 이 때, 평가 척도 중 각성은 

Russell (1980)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인간의 감성 구분에 사용한 척도이다. Russell은 감성에 대

해 차원적 접근 방법을(dimensional theory) 제안하였으며, 긍정-부정 차원의 정서가(valence) 및 각

성 차원을 직교하여 평면 공간을 형성한 후 다양한 감성 어휘들을 평면 상에 위치시켰다. Russell의 복

합구조 모델(circumplex model)이라고 지칭된 평면 내에서 여러 감성 어휘들별로 정서가와 각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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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 어휘들간의 상대적 거리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

용적인 가치가 높다. Russell 의 연구는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학문적 분야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같은 

상업 분야까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만큼 (Zhang et al., 2010; Canini et al., 2010; Kensinger 

& Corkin, 2004)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평가도구이다.  

한편,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표본(norm)으로 구성하고 표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의 정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를 중심으로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제 정서 이미지 체계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이하 IAPS)를 비롯하여 (Lang et al., 2008), 어휘 (Inter-

national Affective Digital Sound, IADS) (M. Bradley & P. J. Lang, 1999), 그리고 소리 자극

(Affective Norms for English Words, ANEW) (M. M. Bradley & P. J. Lang, 1999)에 이르기까지, 

특정 정서의 유도와 관련된 자극물 표본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검증 해 온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다 

(http://csea.phhp.ufl.edu/Media.html).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자극물

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표본의 크기가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위 데이터베이스들

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자극물에 대한 감성적 반응을 정서가(valence), 각성(arousal), 그리고 압도

(dominance) 의 세 가지 측면에서 9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자극물로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감성 자극물을 구성할 때 기준점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자극물 형태에 대한 감성적 반응이 사진이나 어휘, 소리 자극물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색 자극에 대한 결과

를 IAPS와 비교하였는데, 사진 이미지들이 감성 공간에 분포된 형태와는 달리, 단일 색자극은 분노의 

영역(부정적 정서가와 높은 각성)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H. J. 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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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tel, 2010). 이에 대해서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단일색보다는 여러 개의 색을 배색하여 복잡도가 

높은 자극물이 더 적합하겠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H.-J. Suk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촉각 자극

은 기쁨의 영역(긍정적 정서가와 높은 각성)이나 슬픔(부정적 정서가와 낮은 각성)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교 평가는 자극물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감성이 더 효과적으

로 유도되거나 세분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영상 분야에서도 IAPS 와 같이 특정 정서의 유도와 관련된 영상 자극물 표본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Carvalho et al. (2012) 나 Baveye et al. (2013)의 연구처럼, 특정 감성에 부합하는 영

상 클립을 영화로부터 발췌해 영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자 여러 연구자들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시작 단계를 지났을 뿐, IAPS와 같이 안정화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려운 이유로는, 영상이 사진 이미지나 어휘에 비해서 

자극물의 복잡도가 높고 이에 따라 표본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APS 등에서 확인된 감성적 콘텐츠를 참고하여 영상 콘텐츠를 선정하고, 

재생 방법에 변화를 주어 자극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극물에 대한 감성적 반응의 평가 과정에

서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정서가와 각성 차원의 특징을 포함하였고, 동시에 영상의 재

생 디자인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감성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 3.2장

과 같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영상의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3.2.1. 탐색 연구의 목표 

감성적 반응의 평가에 대한 기존 문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감성적 반응은 다양한 자극물의 종류

에 대해 공통적으로 정서가와 각성의 차원을 이용해 평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본 탐색 연구에서



 

                                                                    3.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 효과 탐색 

- 22 - 

는 이러한 감성 평가의 기본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동시에 영상의 재생이 어떻게 디자인되는가에 따라 

유도되는 특정 감성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극물을 구성하고 탐색 방법을 계

획하였다. 

3.2.2. 자극물 구성과 탐색 방법 

 재생 디자인 

탐색적 연구를 위해, [표 2-5]에서 정리한 4개의 시간적 요소(방향, 연속성, 속도, 그리고 가속도) 중 

가속도를 제외한 3개 요소를 재생 디자인 구성을 위한 요소로 선택하였다. 가속도는 속도의 세밀한 조

정을 통해 구성되는 정교한 요소이므로, 나머지 시간적 요소의 감성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이후 

연구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가속도를 제외한 3 개의 시간적 요소의 감성적 효과를 연구

하고자 하였다. 방향, 연속성, 그리고 속도 각각의 하위 단계는 문헌조사와 기존 영상의 예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영상의 재생 방향에 대해, 정방향과 역방향을 하위 단계로 구성하였다.  

둘째, 연속성은 시청자가 영상에 포함된 인물의 행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 5-7 fps(frame 

per second) 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Schindler & Van Gool, 2008). 그 후, 불연속성의 재생 조건을 5 

fps가 되도록, 연속성의 재생 조건을 30 fps로 설정하였다. 

셋째, 영상의 배속은 Visch and Tan (2007)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속 단위를 설정하였다. 그들의 연

구에 따르면, 인간은 1배속과 비교하였을 때 0.67배속 (x 0.67) 과 1.33배속 (x 1.33) 사이의 변화는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느린 배속은 0.5배속, 그리고 빠른 배속은 2배속

을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영상 배속의 하위 단계로 0.5배속보다 느리거나 2배속보다 빠른 단

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 영화 및 광고 영상에 적용된 배속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 4일부터 2015년 6월 28일 기간 내의 주간 박스 오피스 1위에서 5위까지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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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내 영화 4편, 해외 영화 4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5년 7월 한 달의 기간 내에 

방영한 광고 중 배속처리가 적용된 광고 10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영상 편집 과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배속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속 분석을 위해 영상 편집 프로그램 AfterEffect 를 사용

하여 배속 변화 구간을 프레임단위로 찾아내었으며, 해당 구간의 배속이 인지적으로 1배속과 동일하도

록 역편집해 배속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총 8 편의 영화의 총 

길이 15시간 57분 36초 중 1.03 %의 구역에 느린 배속 혹은 빠른 배속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느린 

배속은 0.5 배 혹은 0.25 배의 속도로 제어되는 경우가, 빠른 배속은 2 배 혹은 4 배로 제어된 경우가 

대부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총 10 편의 광고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와 유사한 양상

을 나타내었는데, 광고의 경우 배속 처리가 된 부분이 광고 10편의 총 길이 5분 11초 중 50.35%에 

해당하여, 영화에 비해서 배속 처리가 더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 영화 및 광고 영상에서 배속이 적용된 구간의 비중 및 적용 배속의 유형 파악 

영화 총 길이 적용 배속 적용 길이 (s) 배속 비중(%) 

극비수사 

(2015.06.18) 

1시간 47분 4초 

(6424초) 

0.25 배 4.1 0.06 

0.5배 65.3 1.02 

위험한 상견례 2 

(2015.04.29) 

1시간 59분 1초 

(7141초) 

0.25 배 4.4 0.06 

0.5배 26.7 0.37 

4배 5.2 0.07 

타임랩스 5.1 0.07 

악의 연대기 

(2015.05.14) 

1시간 42분 15초 

(6135 초) 

0.25 배 4.8 0.08 

0.5배 80.4 1.31 

연평해전 

(2015.06.24) 

2시간 10분 1초 

(7801초) 

0.25배 3.9 0.05 

0.5배 85.3 1.09 

Spy  

(2015.05.21) 

1시간 59분 12초 

(7152초) 

0.125배 3.0 0.04 

0.25배 111.4 1.56 

0.5배 33.5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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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assic World 

(2015.06.11) 

2시간 4분 21초 

(7461초) 
0.5배 13.6 0.18 

광고 총 길이 적용 배속 적용 길이(s) 배속 비중(%) 

San Andreas 

(2015.06.03) 

1시간 54분 24초 

(6864초) 

0.25배 6.0 0.09 

0.5배 23.3 0.34 

The Avengers: 

Age of Ultron 

(2015.04.23) 

2시간 21분 18초 

(8478초) 

0.125배 2.7 0.03 

0.25배 6.5 0.07 

0.5배 97.8 1.15 

2배 6.0 0.07 

Olleth 파워라이브 

: 지하철 편 

30초 

0.25배 22.8 76.00 

0.5배 2.4 8.00 

iPhone 6로 찍다: Jirasak P. 15초 0.25배 10.0 66.67 

KBS운동하자 캠페인 44초 

0.25배 1.4 3.18 

0.5배 8.5 19.32 

4배 3.2 7.27 

[KCC건설] 스위첸 

: 자식의 자식농사 

1분 15초 

0.25배 9.8 13.07 

0.33배 60.2 80.27 

0.5배 5.0 6.67 

[IoT@home] 

IoT 열림감지센서 

27초 

0.25배 5.7 21.11 

0.5배 1.1 4.07 

GiGA LTE 공항 편 30초 

0.17배 13.3 44.33 

0.25배 7.5 25.00 

360 Security 30초 0.5배 11.0 36.67 

처음부터 끝까지 베비언스! 

(슈, 라희, 라율) 

15초 

0.25배 1.5 10.00 

0.5배 2.5 16.67 

배스킨라빈스 썸머! EXO, 레드

벨벳 

15초 

0.25배 0.4 2.67 

0.5배 0.3 2.00 

한화 아쿠아플라넷 어린이 

상상력편 
30초 0.5배 5.9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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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탐색 연구에서는 원본의 1 배속을 포함하여 총 5 단계의 배속 수준을 설정하였다. 재생 디자인을 

위한 영상의 시간적 요소들과, 그 하위 단계를 다음 [표 3-2]과 같이 정리하였다. 재생 디자인의 가짓

수로는 2 가지의 방향, 2 가지의 연속성, 그리고 5 가지의 배속 방식이 조합된 총 20 가지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fps 로 촬영한 영상을 단순히 재생하는 경우 정방향-연속적-1배속의 조합에 해당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상의 재생을 정의할 때 방향과 연속성, 그리고 배속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표 3-2] 재생 디자인을 위한 영상의 시간적 요소 및 하위 단계 구분 

시간적 요소 하위 단계 

재생 방향 정방향 – 역방향 

재생 연속성 연속적 (30fps)  - 불연속적 (5 fps) 

재생 배속 x 0.25 - x 0.5  – 원본 – x 2 – x 4 

 

 영상 자극물 구성 

영상의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 효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상의 콘텐츠에 내재된 감성적 특징은 배재

하거나 특정 감성을 의도적으로 지향하였다. 즉 중성적인 감성 콘텐츠와 특정 감성의 콘텐츠를 계획하

여 구성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IAPS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Lang et al., 2008). 예를 들어, 중

성적 감성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의 경우 IAPS 의 데이터 기준으로 정서가와 각성의 정도가 중간에 

위치한 사진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사진 이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IAPS 사진 이미지들의 감성 점수

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9점(매우 그러하다)까지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중성 감성의 경우는 정서

가와 각성 차원의 점수가 모두 5점 내외인 경우가 대상이 되었다. 자동차 및 시계, 장식, 음식 재료 등 

무생물의 모습이나 개 또는 표범, 독수리와 같은 동물을 담은 장면 등이 중성 감성을 유도하는 이미지

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의 거리 및 그 위를 걷는 사람을 담은 장면도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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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화남, 슬픈, 느긋한 등의 네 가지 감성은 정서가와 각성의 두 축이 교차하는 감성 공간에서 각 

사분면의 영역을 대표하는 감성 어휘이다. 따라서, 이 역시 IAPS 를 구성하는 사진 이미지들의 감성 

평가 점수를 토대로, 각 사분면을 묘사하기에 효율적인 콘텐츠들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

쁨에 해당하는 사분면의 이미지의 경우(긍정의 정서가와 높은 각성) 웃음이 크게 표현된 이미지가 많았

으며, 손을 머리 위로 쪽 뻗는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화남에 해당하는 사분면의 이미지는 폭력적인 장

면, 위협 등 공격적인 행위가 다수 등장하였다. 3사분면의 경우 슬픈 감성으로 묶이는데, 주로 정적이

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느긋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4사분면의 경우, 은은

한 미소를 띄는 사람이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험 자극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연극 경험이 풍부한 만 23세의 여성 대학생을 섭외한 후, IAPS의 사

진 이미지들에서 각 감성 영역별로 두드러지는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피촬영자는 수차례의 연습을 거쳐 

각 감성을 표현하였고, 이 때 백색 벽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하였다. 다음 [그림 3-1]의 가운데 중성 

감성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가지의 감성 콘텐츠를 촬영한 내용들이 정서가와 각성의 축으로 구성된 감성 

공간 내 해당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그림 3-1] 정서가(valence)와 각성(arousal)의 2차원 감성 공간에 위치한 영상 자극물 5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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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재생 디자인 중 느린 속도(0.5배, 0.25배)-연속적(30fps)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매끄러운 프

레임 연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림 3-2]에서와 같이 최소 120 fps 의 프레임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Sony사의 고속 카메라 기종인 RX10 II을 사용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Full HD (1920 

* 1080 px) 해상도로 10초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3-2] 영상을 영상 대비 0.25 배로 재생하는 경우의 FPS 변화 

영상 자극물의 구성을 위해 [그림 3-1]에 제시된 총 다섯 가지 촬영 원본에 대하여 재생 디자인을 접

목하였다. 앞서 제시한 [표 3-2]의 계획에 따라 각 영상 별로 원본을 포함하여 총 20 가지의 재생 디

자인이 영상 자극물로 구성되었다. 20 가지의 영상 자극물들을 제작하기 위해, 각 재생 디자인 요소를 

제어하는 코드를 MATLAB 2015b®  에서 실행하여 생성하였다([부록 1]). 

 

 평가 참여자 

남자 16명과 여자 14명 등 총 30명의 대학생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23세

이며, 표준 편차는 3.21세였다. 

 

 평가 진행 

참여자들은 42인치 대형 TV를 통해 원본 영상과 재생 디자인이 적용된 영상을 시청하고, 원본과 비교

하였을 때 재생 디자인이 적용된 영상에서 느껴지는 감성적 특성을 정서 어휘로 표현하였다. 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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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참여자가 원본 영상과 재생 디자인이 적용된 영상을 원활히 비교할 수 있도록 두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였다. 또한, 영상 자극물들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비교 실험을 위해 배속의 제어 여부에 따라 구

분되어 화면상에 제공되었다. 즉, 원본 영상과 방향과 연속성만 제어된 재생 디자인을 단독 비교하는 

페이지, 방향과 연속성이 동일하고 배속만 서로 다른 4개의 재생 디자인을 원본 영상과 비교하는 페이

지로 크게 두 경우의 수로 나누어 화면을 구성하였다 ([부록 3]). 방향 또는 연속성이 제어된 재생 디자

인의 경우, 원본 영상을 왼쪽에 배치하고 재생 디자인이 적용된 영상을 오른쪽에 위치시켰다. 해당 페

이지의 경우, 실험 참여자가 방향과 연속성의 제어에 따라 강조되는 감성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배속이 

변화하는 재생 디자인의 경우는, 원본 영상을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우측으로는 2배속, 4배속의 영상을, 

좌측으로는 0.5배속과 0.25배속의 영상을 위치시켰다. 이 때, 참여자는 배속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 

강조되는 감성적인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림 3-3]).  

  

 

[그림 3-3] (상) 배속에 따라 배치된 영상 자극물과 원본 영상, (하) 실험 참여자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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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거쳐 실험 참여자들은 중성 영상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가지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에 재생 디

자인이 적용되었을 시 원본 대비 어떠한 감성적 특징이 부각되는가를 정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때, 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빠른’, ‘느린’ 등의 단어는 제외하고 적도록 하였고, 어휘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3개 이상을 기입하는 경우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평가에는 총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3.2.3. 결과 및 분석: 영상의 재생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감성 어휘 

탐색 연구 결과, 30명의 평가자들로부터 총 3,849개의 응답을 재생 방식 변화에 따른 감성 어휘로써 수집하였다. 

수집하였다. 응답들 중 중복되는 단어들끼리 묶어 899 개로 축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899 개의 어휘들을 다시 

들을 다시 유사한 정도에 따라 군집으로 묶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 낱말의 온라인 유의어 사전인 “낱말 

인 “낱말 창고”를 활용하였다([그림 3-4]). 낱말 창고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의어 사전으로 101,781개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유의어 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유의 관계를 1차, 2차로 세분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1차 유의어를 유의 관계로 정의하여 유의어 그룹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때, 유의 관계의 중심에 

위치한 단어를 유의어 그룹명으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결과, 3,849개의 응답을 52가지의 어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3-3]). 

 

[그림 3-4] ‘기쁘다’, ‘급하다’ 의 유의관계 도식, “㈜ 낱말” (http://www.wor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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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탐색 연구에서 수집한 899 개의 감성 어휘의 유의어 관계 그룹 52 종 (N=30) 

어휘 그룹 단어 어휘 그룹 단어 

감동 감격하다, 감동하다, 감사하다 쓸쓸함 고독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걱정 고뇌하다, 고민하다, 걱정하다 아름다움 아름답다, 우아하다, 찬란하다 

걱정스러움 걱정스럽다, 상념, 근심스럽다 아쉬움 아쉽다, 미련이 남다 

결심 결심하다, 결단하다 어수선함 부산스럽다,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어지럽다, 어수선하다, 혼란스럽다, 

산만하다 

경망스러움 개방정, 경박하다, 까불거리다, 

방정맞다, 오두방정, 잔망스럽다, 

촐랑거리다, 촐싹거리다 

여유 여유롭다, 느긋하다, 한가하다, 

한적하다, 한가롭다 

경쾌함 가볍다, 개운하다, 경쾌하다, 

발랄하다, 산뜻하다, 상쾌하다, 

생동감, 시원하다, 신선하다, 

유쾌하다, 쾌활하다, 홀가분하다, 

활기차다, 활동적, 후련하다, 

활발하다 

역동적 역동적, 힘차다, 동적, 에너지 있다 

괴로움 가슴 아픈, 고통스럽다, 괴롭다, 

무섭다, 성가시다, 아프다, 힘들다 

예민 신경질적이다, 예민하다 

급함 급박하다, 급하다, 긴급하다, 

긴박하다, 다급하다, 바쁘다, 

서두르다, 성급하다, 여유가 없다, 

정신없다, 재촉하다, 조급하다, 

촉박하다 

우스움 우스꽝스럽다, 우습다, 웃기다, 

익살스럽다, 재미있다, 코믹하다 

기쁨 기분 좋다, 기쁘다, 신이 나다, 

즐겁다, 행복하다, 환희, 흥겹다, 

희열 

울음 대성통곡하다, 오열하다, 울다, 

통곡하다, 흐느끼다 

깊은 생각 골똘하다, 깊이 생각하다, 사색하다, 

생각에 잠기다,  

생각이 많다, 심사숙고하다 

율동적 율동적, 춤추는 것 같다, 리듬감 

끊어짐 끊어지다 이상함 이상하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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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그룹 단어 어휘 그룹 단어 

놀람 놀라다, 당황하다 일상적 일상적, 평범하다 

답답 갑갑하다, 답답하다, 막막하다, 막힌 

기분, 먹먹하다, 억울하다 

조용함 차분하다, 고요하다 

덜 기쁨 기쁘지 않다, 덜 기분 좋다,  

덜 신이 나다, 덜 즐겁다,  

덜 환희하다 

좌절 절망, 좌절 

덜 슬픔 덜 슬프다, 덜 우울하다,  

슬프지 않다 

주목 받음 주목받다, 주연의 

덜 화남 덜 짜증나다, 덜 화나다 지루함 심심하다, 무료하다, 따분하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따뜻함 따뜻하다 참기 절제하다, 참다, 억누르다 

망설임 망설이다, 우유부단하다, 주저하다 투덜거림 투정하다, 투덜거리다, 쨍알쨍알 

맥없음 나른하다, 따분하다, 맥없다, 

무기력하다, 지치다, 축 늘어지다, 축 

처지다, 피곤하다, 힘없다 

평안 평온하다, 평화롭다, 편안하다, 

걱정이 없다, 태평하다, 

유유자적하다, 평안하다 

무거움 굼뜨다, 무겁다, 묵직하다 포기 주저앉다, 포기하다 

무념 무감정하다, 무념하다 화남 괘씸하다, 분노하다, 분통, 성나다, 

성질나다, 속상하다, 심통,  

열을 받다, 짜증나다, 화나다 

미끄러짐 문워크, 미끄러지다 환호 환호하다, 열광하다 

부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 회복 치유, 회복 

뿌듯 벅차오르다, 뿌듯하다 회상 곱씹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성취 달성, 성공, 성취 후회 후회하다 

슬픔 서글프다, 서럽다, 슬프다, 암담하다, 

애도하다, 애절하다, 어둡다, 

우울하다, 울고 싶다, 처량하다, 

처절하다, 침울하다 

흥분 들뜨다, 짜릿하다, 흥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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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 효과 I: 중성적 감성 영상 

재생 디자인 방식의 일반적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중성 감성 영상에 대한 감성 표현 어휘를 중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성 감성 영상에 대한 응답은 총 721개로, 재생디자인 각각에 대하여 평

균 66개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유발 감성을 분류하기 위해 최다 출현 빈도 순으로 단어 그룹을 나열하

고, 상위 30% (20개) 에 포함되는 단어까지를 주된 영상 표현 어휘라고 판단하였다. 이 때, 만약 21개

에 포함되는 단어와 동일한 빈도의 표현 어휘가 있는 경우, 함께 주된 감성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리한 중성 영상에서의 재생 디자인에 따른 유발 감성을 [표 3-4]에 정리하였다. 

[표 3-4] 중성적 감성 영상에 재생 디자인이 접목되었을 때의 유발 감성 어휘 표현 (N= 30) 

순서 
재생 디자인 

유발 감성 

배속 방향 연속성 

1 

느린 배속 

정방향 

연속적 여유(8) > 슬픔(7) > 회상(4) > 결심(3) = 화남 = 조용함  

2 불연속적 여유(11) > 깊은 생각(6) > 회상(4) 

3 

역방향 

연속적 슬픔(11) > 여유(6) > 회상(4) 

4 불연속적 슬픔(7) > 지루함(5) > 여유(4) = 회상 > 무거움(3) = 망설임 

5 

1배속 

정방향 불연속적 급함(9) = 경쾌함 > 변화 없음(5) 

6 

역방향 

연속적 변화 없음(12) > 급함(6) > 부자연스러움(3) = 회상 = 지루함 

7 불연속적 급함(12) > 슬픔(5) > 경쾌함(4) = 변화 없음 = 부자연스러움 

8 

빠른 배속 

정방향 

연속적 급함(30) 

9 불연속적 급함(23) 

10 

역방향 

연속적 급함(15) > 기쁨(4) = 경망스러움 = 경쾌함 

11 불연속적 급함(26) 

감성 어휘들이 수집된 결과를 살펴보면, 중성 감성 영상에서 시간적 요소 중 재생 배속에 따라 감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유’, ‘슬픔’은 느린 배속에서의 주된 감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급함’의 경우 1배속 및 빠른 배속에서의 주된 감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함의 응답수는 배속이 

빠를수록 빈도가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여유’, ‘슬픔’은 낮은 각성의 정도를 보이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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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급함’의 경우 높은 각성의 정도를 보이는 감성이다. 따라서 영상의 배속은 영상의 표현 감성의 

각성적 단계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느린 배속의 주된 감성인 ‘여유’와 ‘슬픔’은 재생의 방향성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여유’의 

경우 재생 방향이 정방향일 때 유도되는 반면, ‘슬픔’의 경우 재생 방향이 역방향일 때 나타난다. 그리

고 ‘여유’는 긍정적 정서에 속하는 반면 ‘슬픔’은 부정적 정서에 속한다. 빠른 배속에서는 ‘급함’이 주 

된 감성으로 나타나는데, 역방향-연속적 재생 디자인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급함의 응답 빈도가 낮아

지고, 대신 다양한 감성이 유발되는 것 관찰할 수 있다. ‘급함’ 이외에 ‘기쁨’, ‘경망스러움’, ‘경쾌함’이

라는 감성이 유발되었듯, 재생 방향의 제어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상의 재생 방향은 영상의 감성의 긍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연속성에 관해서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속성이 제어되었을 때, ‘깊은 생각’, ‘망설

임’, 그리고 ‘회상적인’과 같이 회상적인 표현이 출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느린 배속일 때 주로 

출현하였는데, 불연속적인 재생 디자인일 경우 회상적 표현의 응답수가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재생 디자인 요소 별로 그 감성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때, [표 3-4]에 제시된 감성 어휘 

결과를 실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재생 디자인 요소들로 표를 구성할 때 영향력

이 큰 순서대로 왼쪽부터 나열 하는 것이 직관적일 수 있다. 현재 [표 3-4]에서는 재생 디자인 요소가 

배속, 방향성, 그리고 연속성 순으로 왼쪽부터 나열되어 있다. [표 3-4]에서 감성적 반응에 영향력이 

큰 요소에서 작은 요소로 열 구분을 정돈하게 된다면, 콘텐츠 제작자의 관점에서는 편집에 필요한 요소

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 과정으로 재생 디자인 요소별 감성 유도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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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디자인 요소별 감성 유도의 영향력 비교 

영상 콘텐츠 고유의 감성이 미치는 영향을 배재하기 위해, 중성 감성 영상을 기반으로 시간적 요소들 

간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즉 중성 감성 영상을 기준으로, 어떤 시간적 요소가 ‘여유’', ‘슬픔’, 혹은 

‘급함’을 판단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여유’, ‘슬픔’, 그리고 ‘급함’은 

[표 3-4]에 나타나 있듯이 가장 빈도가 높은 표현들에 해당한다. 컨조인트(conjoint)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 재생 디자인 조합에서 ‘여유’, ‘슬픔’, 혹은 ‘급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언급되었는가를 종속 

변수값으로 취하였다. 예를 들어 [표 3-4]의 1번부터 11번까지의 ‘여유’가 출현한 빈도수를 비교하여 

‘여유’ 어휘에 대한 재생 디자인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유’, ‘슬픔’, ‘급함’의 표현의 

순위를 매기고, 그 값들을 토대로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컨조인트 분석 결과, 켄달 타우

(kendall’s tau)의 값은 .945 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각 요소 별로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를 살펴보면 재생 배속이 63.64%, 방향이 22.73%, 그리고 연속성이 13.64% 의 크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상의 재생 배속이 중성 영상에서 감성적 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표 3-4]의 결과는 제시된 그 대로 영향력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2.5.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 효과 II: 감성 영상 

영상에 감성이 강도있게 표현된 경우를 대상으로, 앞서 중성 영상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

여 재생 디자인의 감성적 효과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림 3-1]의 각 

사분면을 표현하는 네 가지의 영상에 재생 디자인이 접목되었을 때 어떠한 감성 어휘가 수집되었는가를 

파악하였다. 1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상인 ‘기쁨 (긍정적 정서가-높은 각성)’에 대한 응답으로 총 791개

의 어휘가 수집되었으며, 이어서 2 사분면의 ‘화남 (부정적 정서가-높은 각성)’의 영상에 대한 응답은 

760개, 3사분면의 ‘슬픔(부정적 정서가-낮은 각성)’의 영상에 대한 응답은 756개, 4사분면의 ‘여유로

움(긍정적 정서가-낮은 각성)’에 대한 응답은 778 개의 어휘가 수집되었다. 중성 감성 영상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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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정으로, 응답 횟수를 기준으로 단어 그룹을 나열하고 상위 30%(21개)에 포함되는 단어 그룹

을 주된 영상 표현 어휘로 판단하였다. 각 영상의 응답 빈도 결과는 각 재생디자인 별로 정돈하여 [부

록 4]에 정리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감성 어휘들을 관찰한 결과, 영상 자체에 감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재생 디자인의 효과

는 크게 두 가지 경향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슬픔’과 ‘여유로움’을 나타내는 영상의 경우, 중성 감성 영상에서 발견한 재생 디자인의 감성적 

효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원본 영상이 가진 감성이 ‘슬픔’일 경우, 느린 배속 및 1배속에서 영

상의 기존 감성이 강화되는데, 반면 빠른 배속에서는 각성의 정도가 높은 감성인 ‘놀람’, ‘급함’이 주된 

감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여유로움’이 원본 영상의 감성일 경우, 느린 배속에서는 기존 감성

이 강화되었으며, 반면 1배속 및 빠른 배속의 재생 디자인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높은 각성에 속하는 

‘경쾌함’이 주된 감성으로 나타났다. ‘슬픔’과 ‘여유로움’은 모두 낮은 각성의 정도를 보이는 감성적 표

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낮은 각성의 정도를 보이는 감성적 표현이 원본 영상의 감성일 경우, 중성 

영상과 비슷한 감성적 반응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쁨’과 ‘화남’은 모두 높은 각성의 정도를 보이는 감성적 표현이다. 위 감성을 가진 영상에 재생 

디자인을 적용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재생 디자인 종류와 관계 없이 기존 감성의 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기존 영상에 감성이 존재하는 경우, ‘회상적인’ 어휘의 응답수는 중성 감성 영상이었을 때보다

는 적었지만, 대신 ‘우스움’ 및 ‘놀람’과 같이 긍정·부정으로 단순히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복합적 감성

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처럼 연속성은 기존 영상에 감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독특한 감성적 

반응을 야기하는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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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감성 어휘 기반 영상의 재생 방식 

3.2.4장과 3.2.5장에서는 재생 디자인 방식 별로 감성 어휘 빈도를 나열하여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

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전 장에서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라 감성 어휘를 정리하였듯이, 

감성 어휘 별로 재생 디자인 방식의 빈도를 정리한다면 특정 감성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상의 소구 감성으로써 전체 어휘 그룹 52개 중 약 상위 20%에 해당하

는 11 개의 그룹을 선택한 후, 해당 소구 감성에 대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1개의 그룹에 해당하는 어휘는 총 1,439개로, 전체 어휘 그룹에 해당하는 단어의 약 77%에 해당하

므로 재생 디자인이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구 감성이라 볼 수 있다.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중성 감성 영상에서의 감성 어휘 출현 빈도 결과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재생 디자인 중 ‘느림-정방향-비연속적’ 과 ‘느림-정방향-연속적’에

서 ‘여유로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두 방식에서만 ‘여유로움’이 대표적 감성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두 재생 디자인 방식을 소구 감성 ‘여유로움’에 적합한 재생디자인 방식으로 우선 선

정하였다. 이처럼 중성 감성 영상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 디자인을 우선 선정하게 되면, 원본 영

상이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감성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재생 디자인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구 감성이 이미 원본 영상에 표현된 ‘기쁨’, ‘화남’, ‘슬픔’, 그리고 ‘여유로움’의 경우를 고

려하였다. 원본 영상에 표현된 감성과 소구 감성이 일치하는 경우, 모든 재생 디자인 방식의 대표적 감

성으로 소구 감성이 나타났다. 즉, 원본 영상이 ‘기쁜’ 감성을 표현하고 있을 때, 어떤 재생 디자인을 

적용하더라도 ‘기쁨’이라는 감성 어휘가 재생 디자인 적용 영상의 대표적 감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재생 디자인에 따라 나타난 소구 감성의 빈도수가 가장 큰 경우를 소구 감성을 표현하기에 적합

한 재생 디자인으로 간주하여 선정하였다. 위 방식은 ‘기쁨’, ‘화남’, ‘슬픔’, 그리고 ‘여유로움’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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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위 두 기준에 의해 재생 디자인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 각 재생 디자인을 대상으로 5가지 영상에 걸쳐 

나타난 소구 감성의 응답 빈도의 총합을 구하였다. 그리고 재생 디자인 간에 응답 빈도의 총합을 비교

해, 총합이 높은 재생 디자인을 해당 소구 감성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선정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성 감성 영상에서, 대표 감성에 해당하는 재생 디자인 우선 선정. 

2) 소구 감성이 영상의 원본 감성과 동일한 경우, 소구 감성의 출현 빈도가 높은 재생 디자인부터 

선정. 

3) 1, 2번 기준에서 선정된 재생 디자인이 가이드라인으로 불충분할 때, 각 재생 디자인을 대상으

로 5종의 영상에 걸쳐 나타난 소구 감성 어휘의 빈도 총합이 높은 재생 디자인부터 선정.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생 디자인 방식 가이드라인을 최대 4개씩 선정하여 다음  [표 3-5]에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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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소구 감성별 적합 재생 디자인과 응답 빈도 (N=30, 감성 어휘 총 응답수=3849개) 

●: 중성 감성 영상에서, 감성 어휘가 주감성으로 나타난 경우  

◎: 감성 어휘가 영상의 원본 감성과 동일하고, 주감성으로 나타난 경우 

○: 중성 감성 영상 및 4개의 감성 영상에서, 감성 어휘가 출현한 횟수의 총합 

소구 감성 

(응답 빈도) 

원본 영상에 적용된  

재생 디자인  

어휘 응답 빈도 (원본 영상에 따라 구분) 선정 

기준 중성 기쁨 화남 슬픔 여유로움 

기쁨 

(261) 

느림-역방향-연속적  22    ◎ 

1배속-역방향-비연속적  20   10 ◎ 

1배속-역방향-연속적  19 4  6 ◎ 

빠름-역방향-연속적 4 18   11 ◎ 

경쾌함 

(249) 

1배속-정방향-비연속적 9 5   7 ● 

빠름-정방향-연속적 5 10 10 5 18 ○ 

빠름-역방향-연속적 4 8 4 3 16 ○ 

빠름-역방향-비연속적 3 6 5 3 16 ○ 

급함 

(227) 

빠름-정방향-연속적 30 7 11 4 4 ● 

빠름-역방향-비연속적 26 6 3 5 4 ● 

빠름-정방향-비연속적 23 9 6 8 5 ● 

빠름-역방향-연속적 15 7 9  6 ● 

슬픔 

(196) 

느림-역방향-연속적 11  4 15  ● 

느림-역방향-비연속적 7   12 5 ● 

느림-정방향-비연속적 3 3 3 26  ◎ 

느림-정방향-연속적 7  3 22 4 ◎ 

화남 

(178) 

빠름-역방향-비연속적   20   ◎ 

빠름-역방향-연속적   19 3  ◎ 

빠름-정방향-비연속적   19   ◎ 

느림-역방향-비연속적   15   ◎ 

여유로움 

(146) 

느림-정방향-비연속적 11    20 ● 

느림-정방향-연속적 8    20 ● 

느림-역방향-연속적 6    21 ◎ 

느림-역방향-비연속적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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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 감성 

(응답 빈도) 

원본 영상에 적용된  

재생 디자인  

어휘 응답 빈도 (원본 영상에 따라 구분) 선정 

기준 중성 기쁨 화남 슬픔 여유로움 

역동적 

(114) 

빠름-역방향-비연속적 3 7 3 3 5 ○ 

1배속-역방향-비연속적  6 6  4 ○ 

빠름-정방향-비연속적  4 3  4 ○ 

빠름-역방향-연속적  7   3 ○ 

좌절 

(90) 

느림-정방향-연속적   15 14  ○ 

느림-정방향-비연속적   8 10  ○ 

느림-역방향-연속적   5 4  ○ 

느림-역방향-비연속적   5 4  ○ 

우스움 

(75) 

1배속-역방향-비연속적  6 6   ○ 

빠름-역방향-연속적  3 4 3  ○ 

1배속-역방향-연속적   6   ○ 

경망스러움 

(74) 

빠름-역방향-연속적 4 11 6   ○ 

빠름-정방향-연속적  14 5   ○ 

빠름-정방향-비연속적  7    ○ 

빠름-역방향-비연속적  7    ○ 

괴로움 

(66) 

느림-정방향-비연속적   6   ○ 

느림-역방향-연속적   6   ○ 

1배속-정방향-비속적   6   ○ 

1배속-역방향-연속적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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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연구 발견점 및 논의 

본 탐색적 연구에서는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영상의 감성적 효과에 대하여 관찰자들이 자유롭게 표

현한 어휘들을 수집하였고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영상의 시간적 요소인 배속, 방향

성, 연속성을 제어하는 11가지의 조합을 재생 디자인으로 선정하여 중성 감성 및 4개의 각기 다른 감

성 영상에 적용하여 각 재생 디자인 별 적합한 어휘를 수집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연구 결과, 영상의 배속과 유발되는 감성의 각성의 정도가 양의 연관성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즉, 느린 배속에서는 낮은 각성에 관련된 감성이 유발되었으며, 빠른 배속에서는 높은 각성에 관련

된 감성이 유발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원본 영상에 낮은 각성의 정도를 보이는 감성을 지닌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높은 각성적 감성을 지닌 영상에서는 재생 디자인 방식에 관계없이, 기존 감

성이 재생 디자인이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보다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상의 배속에 

대한 효과는 영상에 기존 감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으나, 기존 감성의 각성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중성 감성 영상의 분석 결과 방향의 제어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의 감성이 제어 됨을 확인하였다. 

느린 배속에서 정방향 재생 영상의 경우 긍정적 감성, 역방향 재생 영상의 경우는 부정적 감성이 주되

게 나타났으며, 빠른 배속에서도 감성의 긍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재생 방향의 제어는 영상의 긍정적 부정적 감성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영상의 연속성은 영상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속성의 제어에 따라 생각 

혹은 상념과 관련된 표현의 빈도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상적인’으로 명명되는 해당 감

성은 단순히 부정 혹은 부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성적 표현이며, 과거라는 시간적 개념과 

관련 있는 독특한 감성적 표현이므로, 연속성의 제어는 영상의 복합적 감성을 야기하는 요소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복합적 감성은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영상 특유의 유발 감성들인 



 

                                                                    3.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감성 효과 탐색 

- 41 -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 과정에서 비중을 두고 주목해야 할 감성임을 시사한다.  

재생 디자인 방식에 따른 영상의 감성적 효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감성 어휘별 재생 디자인 방식의 

빈도를 분석하여 특정 감성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연구의 결과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3

장에서 도출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온라인 기반 재생 디

자인 도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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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감성 표현을 위한 재생 디자인 도구, “Jockey Time” 

본 장에서는 3 장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 온라인 재생 디자인 도구 Jockey Time Beta 를 제안하였다. 

Jockey Time Beta의 URL를 배포하여 다수의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Jockey Time Beta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Jockey Time 

Beta의 발전 방향을 반영한 Jockey Time v.1.0을 제작하였다. Jockey Time의 일련의 개발과정을 통

해, 영상 재생 디자인 도구의 활용과 그에 따른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4.1. 도구 개발의 목표 

영상 편집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실무 경험

이 있는 영상 편집가들 역시 원하는 감성을 영상에 표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이에 

3 장의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영상에 특정 감성이 표현되도록 자동 편집해주는 온라인 재

생 디자인 편집 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의 개발을 통해,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가치를 검

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또한 도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2. Jockey Time Beta의 구조와 구현 

Jockey Time Beta는 온라인 기반의 재생 디자인 편집도구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jockeytime.kaist.ac.kr). 사이트는 크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원하는 감성을 선택

하는 부분, 영상 재생 디자인 편집 결과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종류의 재생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로드를 받기 전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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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감성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6개의 감성 ‘경쾌한’, ‘급한’, ‘슬픈’, ‘여유로운’, ‘우스운’, ‘화난’을 

선택지로 제공하고 있다. 위 감성은  [표 3-5] 에 정리한 영상 대표 감성 11개로부터 선별된 감성이다. 

6가지 감성 중 ‘경쾌한’, ‘화난’, ‘슬픈’, ‘여유로운’은 정서가 및 각성 차원에서 4가지 사분면에 순차적

으로 대응되고, ‘급한’은 각성 축에 대응된다. 또한 ‘우스운’은 재생 디자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복합 감

성의 예로써 선정하였다. 선별된 6 가지 감성은 정서가 및 각성 차원에 배치된 후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감성 어휘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해당 감성에 어울리는 재생 디자인이 적용된 예시 영상

이 롤오버 재생된다([그림 4-1]).  

 

[그림 4-1] Jockey Time의 첫 페이지: (좌) 영상 업로드 부분, (우) 연구 기반 감성 배치 부분 

사용자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원하는 감성을 선택하면 영상 편집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감성에 적합한 영상 재생 디자인 방식을 활용해 자동으로 영상을 편집해준다. 재생 디

자인 적용 영상들은 원본 영상에서 소리를 제외한 후 편집된다. 한편, 영상이 편집되는 동안 사용자에

게는 완료까지 남은 시간을 시각적으로 제공한다([그림 4-2]). 편집 시간은 영상의 해상도가 클수록, 

영상의 길이가 길수록 많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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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좌) 영상 변환 진행 안내 페이지, (우) 영상 재생 디자인 선택 페이지 

영상 편집이 완료된 후, 결과 페이지에 영상 편집 결과물들이 배치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결과 페

이지에는 여러 동영상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구획하였다. 구획은 크게 사용자가 업

로드한 영상의 원본을 재생하는 부분, 선택한 재생 디자인 옵션을 재생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가 선

택한 감성에 해당하는 모든 옵션을 나열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사용자가 원본과 선택한 재생 디자인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원본영상을 오른쪽, 선택 재생 디자인 영상이 왼쪽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재생 디자인 옵션들은 작은 사이즈로 화면 하단에 나열되도록 배치하였다([그림 4-3]).  

 

[그림 4-3] (좌) 영상 설문 페이지, (우) 다운로드 완료 후의 페이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재생 디자인을 선택한 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문 페이지로 이동한다. 설문은 총 두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질문은 사용자로 하

여금 다운로드 받는 영상에 적합한 이름을 짓도록 요청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다운로드 받는 영상이 

이전에 선택했던 감성 어휘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5 점 척도 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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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설문을 마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완료 페이지로 이동되며, 동시에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재생 디자인이 적용된 파일을 mp4의 형태로 받게 된다. 완료 페이지에서는 다른 재생 디자인 적용을 

원하거나 다른 감성을 적용해보고 싶어하는 사용자를 위해 첫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제

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순서로 Jockey Time Beta가 작동할 수 있게 HTML/CSS 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구현하였고, FFmpeg를 기반으로 javascript 및 php를 활용하여 동영상 변환 기능을 구현하였다. 세부

적으로, 사이트 화면의 구성 요소의 크기 및 배치는 HTML/CSS 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

한 정보는 페이지간에 HTML의 POST방식으로 전달하였다. 페이지간 전환효과를 포함하여, 인터페이

스에서 나타나는 동적인 표현들은 javascript 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인코딩과 디코딩

을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FFmpeg를 기반으로 php를 활용해 재생 디자인을 적용한 영상

들을 제작하였다. 다음 [그림 4-4]에서 Jockey Time Beta의 사용자 수행 작업에 따른 웹페이지 화면 

및 서버의 정보처리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그림 4-4] Jockey Time Beta의 사용자 작업 수행 흐름도 및 서버의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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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Jockey Time Beta에 수집된 사용자 로그 데이터 분석 

Jockey Time Beta을 구현한 후, URL을 배포해 다수의 사용자가 사이트를 사용해보도록 장려하였다. 

그 결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한 달의 기간에 걸쳐 84개의 영상이 본 사이트에서 편집

되었다. 또한, Jockey Time Beta의 사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영상과 사이트 

이용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원본 영상과 로그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활용

하는 데에 동의를 받았다. 서버에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Jockey Time Beta의 사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그림 4-5]). 

 

[그림 4-5] Jockey Time Beta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추출되는 사용자 로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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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사용자 로그 데이터의 수집 결과 및 분석 

본 사이트에 제시한 6가지 감성 선택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선택 빈도를 정리하였다. 선택 빈도수가 많

은 순서부터 감성을 나열하면 ‘경쾌한’, ‘여유로운’, ‘우스운’, ‘급한’, ‘화난’, ‘슬픈’ 순이다([표 4-1]). 

‘경쾌한’ 및 ‘여유로운’의 선택 빈도수 합이 전체 빈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 감성

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긍

정적 감성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Jockey Time Beta를 위한 긍정적 개선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 Jockey Time Beta 에서의 감성 선택 빈도수 (N=84) 

감성 빈도수 비율 (%) 

경쾌한 (cheerful) 31 36.9 

여유로운 (relaxed) 19 22.6 

우스운 (funny) 16 19.0 

급한 (urgent) 10 11.9 

화난 (angry) 4 4.8 

슬픈 (sad) 4 4.8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감성 어휘의 재생 디

자인 옵션들의 선택 빈도를 정리하고, 이전에 사용자가 선택했던 감성 어휘에 각 재생 디자인 옵션이 

부합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생 디자인 옵션이 사용자가 선택한 감성에 얼마나 부합하는 가

를 평가한 적합도 평가 결과의 평균을 각 재생 디자인 옵션별로 구하여 다음 [표 4-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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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감성 어휘 별 재생 디자인 옵션의 선택 빈도수와 평균 감성 적합도 (N=84) 

감성 옵션 빈도 평균 적합도 감성 옵션 빈도 평균 적합도 

경쾌한 

(cheerful) 

1 24 3.67 

급한 

(urgent) 

1 8 4.13 

2 2 3.00 2 1 5.00 

3 3 4.00 3 1 4.00 

4 2 3.00 4 0 - 

여유로운 

(relaxed) 

1 11 3.73 

화난 

(angry) 

1 3 2.33 

2 4 3.25 2 1 4.00 

3 3 4.00 3 0 - 

4 1 1.00 4 0 - 

우스운 

(funny) 

1 9 3.22 

슬픈 

(sad) 

1 2 3.00 

2 5 3.80 2 0 - 

3 2 4.00 3 2 3.00 

4 0 - 4 0 - 

Jockey Time Beta에서는 6가지 감성에 대하여  [표 3-5]와 같이 각 감성별로 4 가지의 재생 디자인

을 제안하고 있으며, 4 가지 재생 디자인은 왼쪽부터 해당 감성의 표현에 적합한 재생 디자인 순으로 

사이트에 배치된다. [표 4-2]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첫번째 재생 디자인 옵션의 선택 빈도가 6 가지 

감성 모두에서 다른 옵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택 빈도의 경향성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의 효용성 검증에 긍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옵

션에 대한 감성 적합도의 평균 결과를 살펴보면, 옵션의 선택 빈도수와 감성 적합도 평균값이 비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상의 옵션 선택 과정에서 1 번 옵션이 소구 감성에 가장 적합한 재생 디자인이며, 

재생 디자인 간의 순서가 옳게 나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첫번째로 배치되었다는 점이 해당 감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본 재생 디자인처럼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한 사용자 평가 자료가 모이지 않았고, 첫 번째 옵션에 비해 다른 옵션들에 대한 

응답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Jocke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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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에서 재생 디자인 가이드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도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Jockey Time Beta에서는 다운로드할 영상에 어울리는 이름을 사용자 스스로 짓도록 하고 있으

며 이를 사용자 로그 데이터의 일부로 저장하고 있다. 재생 디자인의 감성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이트에 수집된 영상 이름의 경향성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 모든 감성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상의 이름

에 ‘감성 어휘’가 포함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표 4-3]에 6가지 감성 각각에서 ‘감성 어휘’

를 이름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영상의 빈도수와 이 때 사용한 감성 어휘 사례를 정리하였다.  

 [표 4-3] 재생 디자인 옵션 영상 작명 과정에서 감성 어휘 사용 빈도 

감성 빈도수 비율 (%) 사용 어휘 

경쾌한 (cheerful) 6 19.4 cheerful(3), urgent, enjoy, happy 

여유로운 (relaxed) 1 5.3 relaxed 

우스운 (funny) 3 18.8 funny(3) 

급한 (urgent) 2 20.0 urgent(2) 

화난 (angry) 4 100.0 angry(3), urgent 

슬픈 (sad) 4 100.0 sad(3), lonely 

전체 20 23.8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영상 이름 84개 중 20개의 사례에서 ‘감성 어휘’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표 4-

3]에 정리된 사용 감성 어휘와 같이 영상 이름에 포함된 어휘가 Jockey Time Beta의 첫 화면에서 제

시한 감성 어휘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부정적 감성에 해당하는 ‘화난’과 

‘슬픈’을 소구 감성으로 선택한 경우, 모든 영상의 이름에 소구 감성 어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영상의 사용자의 소구 감성을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결과는, 영상의 소구감성을 어휘 형태로 표현할 경우에, 재생 

디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감성의 특성을 한 어휘 표현으로 국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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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름에 활용된 감성 어휘 대부분은 Jockey Time Beta에서 제공하는 6가지 감성 어휘였다. 따라

서 영상의 소구 감성을 하나의 어휘 형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유의한 어휘 그룹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또한, 픽토그램(pictogram)과 같이 시각적 표현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유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감

성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각적 표현은 여러 분야에 걸쳐 

감성 평가 도구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elf-Assessment Manikin (이하 SAM)이 있으

며 SAM은 기존에 어휘 표현 형태로 제시되던 정서가, 각성, 그리고 압도(dominance) 의 세 가지 척

도 각각의 단계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주어진 자극물에 대한 감성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다 (Lang, 1980). 감성의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어휘 형태로 제공할 경우, 비영어권에서 감성 평가

도구를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어휘의 번역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Bradley 

& Lang, 1994). 반면, 감성 소통의 방식을 시각적 표현으로 대체할 경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감성을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언어적 감성 평가도구로써, 정지 이미지에서 나아가 

움직임 및 효과음을 사용해 감성에 대한 직관성을 높인 감성 평가 도구도 최근 개발된 바 있다. 

(Desmet (2005))이 개발한 제품 감성 측정 도구 PrEmo(Product Emotion Measurement Instrument, 

이하 PrEmo)는 낮은 강도의 감성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합적 감성을 측정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PrEmo는 7개의 긍정적 감성과 7개의 부정적 감성을 2초 가량의 짧은 애니메이션으

로 표현하고 효과음을 더해 제품의 다양한 감성을 측정케 한다. 위와 같은 도구처럼 Jockey Time Beta

에서 감성을 비언어적 시각 표현으로 제공한다면, 어휘 표현이 야기하는 어의적 편견(semantic bias)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 운영 기간 동안 수집된 사용자 로그를 분석하여 Jockey Time 

Beta의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4.3.2장에서는 개선점을 정리하고 각 개선점에 대한 해결 방

안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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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Jockey Time Beta의 개선점 발견 

본 장에서는 4.3.1장에서 기술한 Jockey Time Beta의 사용자 로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Jockey Time에서 제공하는 긍정적 감성이 사용자 소구에 비해 부족하다. 

사용자 84 명의 과반수가 긍정적인 감성 어휘를 선택하였는데, Jockey Time Beta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성의 세분화된 구분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생 디자인으로부터 야

기되는 긍정적 감성 그룹 중 상위에 속하는 ‘기쁜’을 소구 감성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둘째, 한 개의 형용사를 통해서 소구 감성을 대표하는 경우 편향된 의미 전달이 야기될 수 있어, 복합적

이면서도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이 요구된다.  

감성을 단일 ‘어휘 표현’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영상에서 표현되는 감성을 하나의 어휘 

표현으로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구 감성은 비슷한 의미의 

어휘들로 구성된 ‘유의 그룹’을 대변하고 있어, 감성을 하나의 어휘 표현으로만 제공할 경우 해당 감성

을 깊게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감성을 달리 인식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3개의 감성 어휘 표현과 더불어 시각적 표현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Jockey Time Beta의 감성 배치가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Jockey Time Beta에서는 여섯 가

지의 감성 어휘들이 정서가와 각성의 축으로 구성된 좌표 평면 위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섯 가지

의 감성 어휘 중 ‘우스꽝스러운’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복합적 감성이어서, 좌표 평

면 위에 배치하게 되면 ‘우스꽝스러운’의 감성적 특성을 오인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정서 공간을 

이용한 Jockey Time Beta의 소구 감성 제시 방법은 사용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는데 오히려 한계로 작

용하였다. 따라서, 소구 감성 각각의 특징을 독립적으로 부각하는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새로

운 배치 방식과 관련된 연구로, (Nielsen (2006))은 200여명의 시선 추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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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인간의 시야는 F 형태로 정보를 읽어나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하게 웹페이지를 가독한 후, 왼쪽 하단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수평 가독을 반복하는 것이다. 위 방식을 

적용해, 감성들을 왼쪽부터 수요가 높은 순으로 배치되도록 수평 나열하였다. 

위와 같이 Jockey Time Beta에 필요한 세 가지 개선점에 대한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세 가지 개선

점에 대한 발전 방향을 반영해 Jockey Time v.1.0을 디자인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Jockey Time v.1.0은 기존의 6가지 감성에 ‘기쁨’을 추가하여, 총 7가지의 감성을 제공하고 있

다([그림 4-6]).  

둘째, 감성의 배치는 왼쪽 상단부터 사용자 수요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다. 상단에 4개의 감성이, 하

단에 3개의 감성이 배치되어 있고, 상단 왼쪽부터 ‘경쾌한’, ‘기쁜’, ‘여유로운’, ‘우스꽝스러운'을 표현

하고 있으며, 왼쪽 하단부터 ‘급한’, ‘화난’, ‘슬픈’ 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한 감성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클레이 애니메이션과 감성 어휘 묶음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감성 어휘 묶음은 유의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사용

자가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마우스를 갖다 놓았을 때 2초 가량 움직인다.  

새롭게 디자인한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제작했던 감성 배치에서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용자의 감성 수요

를 반영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클레이 애니메이션과 감성 어휘 묶음을 동시에 제공하여 정

지 이미지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감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 Jockey Time Beta

의 재생 디자인 옵션이 첫 번째에만 집중된 것처럼, 왼쪽에 배치된 감성에만 편향된 사용자 로그데이터

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자 로그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

한 사용자 로그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나은 감성 배치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겠다. 



 

                                                         4. 감성 표현을 위한 재생 디자인 도구, “Jockey Time” 

- 54 - 

 

[그림 4-6] 사용자 선호 순으로 배열된 Jockey Time v.1.0의 소구 감성 

 

 

[그림 4-7] (좌) 기존 Jockey Time Beta의 감성 배치, (우) Jockey Time v.1.0의 감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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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Jockey Time의 활용 가치 

Jockey Time은 영상의 재생 디자인 방법에 따른 감성적 효과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재생 디자인 

도구이다. 영상의 편집과정에서는 영상의 시간적 요소의 제어가 핵심 편집 과정으로 여겨지는데, 

Jockey Time의 경우 시간적 요소의 감성적 효과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된 도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

성의 영상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Jockey Time에서 영상에 재생 디자인 방식을 빠르게 

자동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듯이, 효과적인 재생 디자인 결과물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영상 편집에 대해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영상 편집 분야에 접근하여 원하는 감성

을 영상에 표현할 수 있어 영상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영상 편집과정은 전문가

들에게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과정인데, Jockey Time을 사용할 경우 추구하는 감성에 적합한 

영상 재생 디자인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 영상 편집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을 주어 최종

적으로 영상 편집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 이와 같이 Jockey Time은 영상 편집

의 경험이 이미 풍부한 실무 과정에서도 그 활용가치가 높다. 영상 공유의 시대에 진입하여 영상 편집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Jockey Time과 같은 영상 재생 디자인 

도구의 개발은 영상 재생 디자인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시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Jockey Time과 같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온라인 기반의 도구는, 연구자가 이론적 발

견점을 완성도있게 도출하는 과정에서 프로토타입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직간접

적인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Jockey Time 과 같이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에 바탕이 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이처럼 Jockey Time과 같이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기반의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디자인 연

구의 실무적 가치 및 사용적 효율성의 높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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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요약하고 탐색적 연구 및 개발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발견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영상 재생 디자인 도구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5.1. 논의 및 주요 발견점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재생 디자인에 따른 영상의 감성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평가를 바탕으로, 감성 

표현을 위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이를 적용한 영상 재생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먼저 매력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고, After Effect와 같

이 시중에 출시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돕는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상 편집을 위한 도

구들은 인터페이스가 복잡하여 비전문가가 사용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관에 

의존하는 편집 작업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영상 편집 영역에 대한 비전문가의 접근성이 매우 낮음을 파

악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영상 편집과정을 개선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목적과 사용자 환경에 부합하는 영상 편집 도구의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자의 영상 편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에 반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상 편집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한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과정을 통해, 영상

의 편집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영상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여러 연구로부터 동적 표현 요소들을 수집한 후, 요소

들을 크게 공간적, 시간적 요소로 구분 및 정리하였다. 그리고 영상의 시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영

상 재생(playback)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영상의 재생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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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시간적 요소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영상의 재생 디자인 방식이 영상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닌 영상 4종 및 중성 영상 1종을 자

극물로 준비하여 재생 디자인 조합에 따른 감성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탐색적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주요 발견점들을 도출해내었다.  

첫째, 영상의 배속은 영상의 표현 감성의 각성적 단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느린 배속에서는 ‘슬

픔’, ‘여유로움’과 같은 낮은 각성에 관련된 감성이 주로 유발되며, 빠른 배속에서는 ‘급함’과 같은 높은 

각성의 정도를 보이는 감성이 유발된다.  

둘째, 영상의 재생 방향은 영상의 긍정/부정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배속으로 각성의 정도가 구분되었다

면, 영상의 감성은 재생 방향에 따라 긍정성 또는 부정성을 부여 받는다. 느린 배속에서 주되게 나타나

는 ‘여유’ 와 ‘슬픔’이 재생 방향에 따라 양분화되어 나타나며, 빠른 배속에서 ‘급함’역시 역방향일 경

우 ‘기쁨’, ‘경망스러움’, ‘경쾌함’ 의 감성이 발현되는 등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이 동시에 나타

난다. 

셋째, 연속성은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영상의 복합적 감성을 야기한다. 연속성은 다른 두 시간적 요소에 

비해 감정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연속성이 추가로 제어된 경우에는 긍정, 부정으

로 양분하기에는 어려운 복합적 감성이 추가로 유발된다. 즉, 연속성은 복합적 감성 유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이다. 

넷째, 영상의 원본 감성의 각성의 정도에 따라 재생 디자인의 영향력이 변화한다.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각성의 정도가 낮을 경우, 재생 디자인의 감성적 효과는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발현된다. 그러

나 영상의 감성이 높은 각성의 정도를 가질 경우에는 재생 디자인의 감성적 효과보다 영상 원본의 감성

에 대한 영향이 커, 재생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재생 디자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존의 감성이 강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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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요 발견점들을 통해, 영상의 재생 디자인에 따른 감성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탐색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감성의 어휘를 기반으로 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었고( [표 3-5]),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온라인 기반의 재생 디자인 도구 Jockey Time Beta

를 구현하였다. Jockey Time Beta를 운영하여 사용자의 사용 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재생 디자인 도구

의 실무적 가치를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온라인 도구로서 Jockey Time Beta의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Jockey Time Beta의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발견점들을 도출해내었

다. 

첫째, 긍정적 감성에 대한 사용자 소구가 높다. 사용자들은 Jockey Time Beta의 6가지 소구 감성 가운

데 긍정적 감성을 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 감성에 대한 사용자 소구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성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어휘 표현으로만 소구 감성을 설명할 경우 어의적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Jockey Time Beta 에

서 제공하는 소구 감성은 하나의 어휘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의 어휘 표현은 감성에 대해 어의적 

편견(semantic bias)을 야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감성을 달리 인식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복수의 감성 어휘를 제공해 보다 정확히 감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동시에 비언어적

인 시각 표현을 감성 어휘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개선 방향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Jockey Time Beta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반영해 Jockey Time v.1.0을 제안하였다. 먼

저, 본 연구에서 영상의 대표적 감성으로 분류한 11개 감성 중 ‘기쁨’을 긍정적 소구 감성으로 추가 선

정하였다. 다음으로 단일 어휘 표현 대신, 감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3 개의 유사 감성 어휘와 

3D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제공되었다.  

Jockey Time의 개발은 편집 분야의 비전문가로 하여금 추구하는 감성에 부합하는 영상의 재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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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실무 분야에서 지금껏 직관적으로 수행했던 영상 편집 과

정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실무 분야에서 직관적으로 선택

했던 영상의 재생 디자인 방식 결정에 객관적인 논리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재생 디자인에 따른 영상의 감성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평가를 바탕으로 감성 표

현을 위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이를 적용한 영상 재생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였다. 위 도구를 통

해 영상의 편집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고 효과적으로 영상의 시간적 속성을 원하는 감성에 맞

게 편집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편집 초안을 미리 제시할 수 있

어, 편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재생 디자인의 경우, 영상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재생 되도록 변환

한 것이므로, 속도를 변형해 형성할 수 있는 ‘가속도’의 감성적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

생 디자인 요소 중 속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 디자인의 감성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가

속도’까지 확장시킨다면, 연구 결과의 실무적 가치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효과적 영상 편

집 도구의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집 과정에서 주로 제어되는 시간적 요소에 집중하였는데, 시간적 요소와 더불어 

동적 표현의 공간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장한 연구로부

터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영상의 편집 과정에서 더욱 정교한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영상의 동적 표현의 감성적 효과에 대해 학문적으로 기술한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실험이어서 30명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는데,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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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평가 참여자의 인원이 더 많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참여자가 20 대 전후의 

남녀 학생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와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마

찬가지로, 하나의 문화권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 결과의 활용이 우리나라에 한정될 수밖에 없

다. 만약 다양한 연령과 문화권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를 규명한다면 더욱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

의 실무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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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록 

B.1. 재생 디자인 적용영상 제작을 위한 Matlab 코드 개요도 

 

[부록 1] 재생 디자인 적용 영상 제작을 위한 Matlab 코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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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재생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연구 설문지 

 

[부록 2] 재생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연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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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재생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연구 영상 재생 화면 

 

[부록 3] 재생 방식에 따른 감성적 효과 탐색 연구 영상 재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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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감성적 영상에 재생 디자인을 접목하였을 때 발현되는 감성 어휘 

‘기쁨’을 표현하는 영상에 재생 디자인이 접목되었을 때 유발되는 감성의 어휘 표현 (N= 30) 

순서 
재생 디자인 

유발 감성 
배속 방향 연속성 

1 

느린 배속 

정방향 

연속적 기쁨(17) > 경쾌함(5) 

2 불연속적 기쁨(10) > 경쾌함(4) > 감동(3) = 성취 = 슬픔 = 무거움 

3 

역방향 

연속적 기쁨(22)  

4 불연속적 기쁨(16) > 감동(4) > 부자연스러움(3) = 회상 = 경쾌함 

5 

1배속 

정방향 불연속적 기쁨(13) > 변화 없음(6) = 덜 기쁨  

6 

역방향 

연속적 기쁨(19) > 변화 없음(10) 

7 불연속적 기쁨(20) > 역동적(6) = 우스움 = 경쾌함 

8 

빠른 배속 

정방향 

연속적 경망스러움(14) > 기쁨(12) 

9 불연속적 기쁨(17) > 급함(9) 

10 

역방향 

연속적 기쁨(18) > 경망스러움(11) 

11 불연속적 기쁨(11) > 역동적(7) = 경망스러움 

‘화남’을 표현하는 영상에 재생 디자인이 접목되었을 때 유발되는 감성의 어휘 표현 (N= 30) 

순서 
재생 디자인 

유발 감성 

배속 방향 연속성 

1 

느린 배속 

정방향 

연속적 좌절(15) > 화남(9) 

2 불연속적 화남(14) > 좌절(8) 

3 

역방향 

연속적 화남(7) > 좌절(5) > 우스움(4) = 슬픔 > 율동적(3) 

4 불연속적 화남(15) > 좌절(5) > 슬픔(4) 

5 

1배속 

정방향 불연속적 화남(12) > 변화 없음(11) 

6 

역방향 

연속적 화남(9) > 변화 없음(6) = 우스움 

7 불연속적 화남(11) > 역동적(6) = 우스움 

8 

빠른 배속 

정방향 

연속적 화남(14) > 급함(11) 

9 불연속적 화남(19) > 급함(6) 

10 

역방향 

연속적 화남(19) > 급함(9) 

11 불연속적 화남(20) > 경쾌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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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표현하는 영상에 재생 디자인이 접목되었을 때 유발되는 감성의 어휘 표현 (N= 30) 

순서 
재생 디자인 

유발 감성 

배속 방향 연속성 

1 

느린 배속 

정방향 

연속적 슬픔(22) 

2 불연속적 슬픔(26) 

3 

역방향 

연속적 슬픔(15) > 괴로움(6) 

4 불연속적 슬픔(12) > 아쉬움(6) > 무거움(4) = 변화 없음 = 좌절 

5 

1배속 

정방향 불연속적 슬픔(10) > 변화 없음(8) > 괴로움(6) 

6 

역방향 

연속적 슬픔(11) > 괴로움(6) > 회복(4) = 놀람 = 좌절 

7 불연속적 슬픔(12) > 놀람(3) = 변화 없음 = 후회 = 덜 슬픔 = 참기 

8 

빠른 배속 

정방향 

연속적 슬픔(8) > 덜 슬픔(5) = 경쾌함 > 급함(4) 

9 불연속적 급함(8) > 슬픔(4) = 울음 > 화남(3) 

10 

역방향 

연속적 놀람(7) > 덜 슬픔(4) > 슬픔(3) = 경쾌함 

11 불연속적 급함(5) > 놀람(4) = 덜 슬픔 > 경쾌함(3) = 역동적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영상에 재생 디자인이 접목되었을 때 유발되는 감성의 어휘 표현 (N= 30) 

순서 
재생 디자인 

유발 감성 

배속 방향 연속성 

1 

느린 배속 

정방향 

연속적 여유(20) > 맥없음(4) = 슬픔 = 평안 

2 불연속적 여유(20) > 지루함(7) 

3 

역방향 

연속적 여유(21) 

4 불연속적 여유(17) > 슬픔(5) = 경쾌함 

5 

1배속 

정방향 불연속적 변화 없음(8) > 경쾌함(7) > 여유(6) 

6 

역방향 

연속적 여유(17) > 경쾌함(7) 

7 불연속적 경쾌함(17) > 기쁨(10) 

8 

빠른 배속 

정방향 

연속적 경쾌함(18) > 기쁨(12) 

9 불연속적 경쾌함(16) > 기쁨(10) 

10 

역방향 

연속적 경쾌함(16) > 기쁨(11) 

11 불연속적 경쾌함(16) > 기쁨(6) 

[부록 4] 감성적 영상에 재생 디자인을 접목하였을 때 발현되는 감성 어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