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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제작단계 기에 성공과 실패를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한 

기  연구  하나로써,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동  내러티 에 한 사용자의 감정을 모델링하고자 한다.  

이를 해 1) 내러티 구조와 인지감정모델에 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정모델을 제안하며, 

2) 제안된 모델의 3가지(desire, expectation, emotion type)감정 라미터를 추출하기 한 감정유형  

강도함수를 설정한다. 3) 동  내러티 의 각 스토리이벤트 단계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해 화, 

게임사용자의 인지행동과 내용을 정립한다. 기존 인문학  측면의 개념 , 분석  연구는 매체에 한 비평

과 사용자태도에 한 측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서술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은 동  내러티 에 한 사용자의 감정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감성

 평가방법의 구체 인 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 중심어 :∣사용자 감정모델링∣내러티브 구조∣엔터테인먼트 콘텐츠∣휴먼팩터∣

Abstrac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for making a system that can predict the success and failure of 

entertainment contents at the initial stage of production. It proposes the user's emotion modeling 

of dynamic narrative on entertainment contents. To make this possible, 1) dynamic narrative 

emotion model is proposed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of narrative structure and cognitive 

emotion model. 2) configuring the emotion types and emotion value, proposed model of three 

emotion parameter(desire, expectation, emotion type) are derived. 3)To measure user's emotion 

in each story event of dynamic narrative, cognitive behavior and description of user(film, game) 

is established. The earlier studies on the user research of conceptual, analytic approach is aimed 

of predicting on review of the media and user's attitude, and consequently these results is 

delineated purely descriptive. In contrast, this paper is proposed the method of user's emotion 

modeling on dynamic narrative. It would be able to contributed to the emotional evaluation of 

entertainment contents using specific information.

■ keyword :∣User's Emotion Modeling∣Narrative Structure∣Entertainment Contents∣Huma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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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One Source Multi Use(OSMU)의 개념이 일반

화되었고, 따라서 화를 게임으로 는 게임을 화로 

만드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제작에는 규모의 인  물  자원

과 수많은 스태 의 혼신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다. 

하지만, 고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소  ‘ 박’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수 십

억에서 수 백억의 투자에 비하여, 결과를 측하는 것

이 쉽지 않다. 이는 항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큰 

험을 감당하는 일이어서 련 산업 발 에 있어서도 매

우 큰 걸림돌이 된다. 지 도 수많은 콘텐츠가 생산되

고 있고, 제작이 끝나고 나서야, 수많은 매체들과 평론

가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콘텐츠의 제작단계  가능한 기에 성공과 실패를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한 기  연구  하나

이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용자에 한 많은 연구

가 있었다[1-4]. 화의 경우, 특정 매체에 한 비평과 

사용자태도에 한 측을 목 하고 있고. 인문학 측

면에서의 개념 , 분석  결과들을 서술  묘사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는 체 인 분석평가로써의 의미를 찾

을 수 있으나, 실제 제작(producing)의 성공을 해 기

여할 수 있는 구체 인 정보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이 

있다. 한 게임의 경우, 기존 응용소 트웨어 개념으로 

이해하여 기능  측면에 한 사용성 평가 에서 기

술하고 있다. 이는 게임콘텐츠의 목 인 사용자의 재미

라는 감성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일반화된 매체이

며 정 인 매체( :사진)에 비해 그 경험과정이 동 이

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에서 사용자 감정변화 연

구는 요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감정 변화가 매체에 

포함된 동 인 시각 , 청각  자극물에 의해 야기된다

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분야의 최  연구로 심리학분야의 감정연구학자

인 Lazarus(1962)의 특정사건  상황에 한 평가

(Appraisal)측면의 인지  감정모델 이론은 Frijda모델

(1986), OCC모델(1988)로 발 되어 왔다[5-7]. 

이후 화수용자에 한 감정연구로 Philippot(1993)

는 2개의 화클립에 해 6가지 감정타입으로 DES1을 

수정하여 사용하 고, 이후 James(1995)는 Philippot의 

연구를 수정, 확장하여 실험 상군인 78개의 화에 

해 각 감정타입을 가장 잘 표 하고 있는 2개의 화를 

추출하 다[1][2]. 

Philippot와 James의 이러한 연구는 사용자의 감정유

형 반응을 화를 본 이후 설문으로  확인하는 정 인 

감정 반응 결과일 뿐이다. 즉, 호러 장르의 화가 사용

자에게 공포라는 감정을 유발하는지에 한 여부는 확

인 가능하나, 그 화가 호러장르로써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러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연출자는 화를 제작함에 있어 장르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화의 각 내러티 단계에서 사용

자의 특정 감정반응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게임사용자에 한 연구로 Kavakli& Thorne은  

게임사용자의 인지행동 범주를 구분 하 으며, 이를 바

탕으로 송승근은 특정게임에 한 실험을 통하여 사용

자수 별 게임 이 행동 패턴을 제시하 다[3][4]. 이

러한 게임사용자의 기능  행동패턴에 한 결과는 게

임을 응용소 트웨어의 사용성평가 에서 사용자의 

문제해결방식에 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게

임 시스템설계에 구체 인 정보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게임사용자의 감정요소에 한 근이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분야( 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에서 투자자와 제작자의 주된 목 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는 재미(fun), 기능(function), 감동(emotional 

affects)을 제공하여 투자 비 수익을 극 화하는 것이

다. 화와 게임의 원작에는 스토리의 세계가 있다. 사

용자는 그것에 몰입하면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기를 원

하고 한 시나리오 작가 는 감독은 자신이 설정한 

단계의 재미와 감정 변화를 사용자가 경험하기를 원한

다. 여기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작품 흥행의 성공과 실

패에 직결된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러티 의 개에 따른 사용

1 Izard(1974)의 DES(differential emo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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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정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장

에서 본 논문의 기 가 되는 1) 내러티  개에 한 

학문  이론에 해 고찰하고 2) 기존 인지감정의 모델

에 해 분석  비교 3) 화, 게임 내러티 구조와 감

정추출 방법과 단계에 한 모색을 통해 III 장에서는 

사용자의 감정을 모델링하기 해 1)제안모델을 통해 

감정유형과 강도값을 설정하고, 2) 5범주를 기 으로 

내러티 에 한 화, 게임사용자의 인지행동과 내용

을 정리하여 그 측정방법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내러티브 구조(Narrative Structure)
채트먼(Benjamin Chatman, 1980)에 의하면 [그림 1]

과 같이 내러티 는 텍스트기반(text-base)인 이야기

(story)와 독립된 심층구조를 가지며 사건이 일어난 순

서 로의 이야기 시간과 텍스트상에서 재배열한 담론

(discourse)의 시간과의 이 시간 구조를 인정하고 있

다[8].

그림 1. 내러티브 구조와 단위

사용자의 인지  측면에서 내러티 구조 모델에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상  수 의 내러티

(narrative)를 “이야기(story)” 단 로 설정하고  이야기

는 여러개의 “에피소드(episode)” 단 로 구성되어 있

으며, 에피소드는 내러티  체를 제어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건(event)” 단 의 나열(sequence)로 보았다

[9][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러티 구조를 사건단

의 나열구조를 포함한 스토리이벤트(story event)의 

기능분류와 연결방식으로 보았다. 조셉 캠벨은 이러한 

스토리이벤트 연결방식을 “ 웅의 여정(hero’s 

journey)”의 17단계로 정리하 고, 보 러는 조셉 캠벨

의 “ 웅의 여정”을 헐리우드 화 내러티 제작을 

한 가이드로 활용하기 해 조셉 캠벨 의 17단계를 12

단계로 재정립한 “작가의 여정(the writer's journey)”

를 통해 일반화, 단순화 하 다. 이후 조셉 캠벨의 “

웅의 여정”를 기 으로 보이틸라는 50편의 화사례분

석을 통해 그 용성의 근거를 확보하 고, 오늘날 

화와 게임의 내러티  구조의 기 가 되고 있다[11-13]. 

   

             Act-A형                        Act-B형

그림 2. 위기(시련)단계의 위치에 따른 내러티브 3막 구도의 
2가지 유형

“ 웅의 여정”17단계는 크게 3막 구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림 2]와 같이 3막 구도는 스토리이벤트  기

(시련) 단계의 치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Act-A형은 체 내러티  구조  기단계가 

시간 으로 지연된 형태로 마지막 정단계  결말이 

빠르게 마무리 되는 구조이며, Act-B형은 기단계가 

내러티 구조의 간에 치하고 있어 기단계를 

심으로 좌/우 내러티  구조의 비 이 비슷한 구조이

다. 따라서 Act2는 내러티 의 핵심이며 타 이야기와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3막 구

도는 오늘날 일반 인 내러티 구조로 사용되고 있으

며 화와 게임에서 공통 으로 용되고 있다. 

2. 인지감정모델
19세기 심리학측면의 감정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지

감정모델은 20세기 반, 컴퓨터의 연산방식과 인간의 

문제해결방식이 달라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감정과 의

식도 연산방식으로 표 할 수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꾸 히 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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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arus는 인간의 감정요소와 인지상황과의 계에 

해 감정은 특정 상황구조(Dramatic Structure)를 표

하는 스크립트방식으로 표 가능하다고 하 다[14]. 

이러한 연구는 가상의 경험을 수반하는 화 수용자 감

정도출의 근거를 마련해 다. 

Frijda는 사용자가 사건을 인지했을 때, 그 사건에 

한 심과의 련성에 한 요도 검증으로 감정표

의 강도가 차이남을 언 하 다. 이는 Ed S.Tan(1996)

의 화수용자 감정구조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으며 사

건에 한 인지감정 단계를 [그림 3]과 같이 정립하

다. 그러나 감정표 을 크게 신체의 화학  변화(bodily 

arousal)와 물리  변화(facial expression)로 거시 으

로만 구분하고 있다

그림 3. Frijda 감정모델[6]

이후 OCC 모델은 선행모델을 바탕으로 [그림 4]와 

같이 사건의 결과(Consequences of Events): 사건의 

결과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단, 에이 트의 행동

(Actions of Agents): 자신 는 타인의 행동에 정

인지 여부를 단, 오 젝트에 한 (Aspects of 

Objects) : 에이 트가 특정 오 젝트에 한 호감 여부 

평가로 크게 3가지 으로 구성되어 있다. OCC모델

은 사건에 한 구체 인 감정유형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동  내러티 에서 각 스토리이벤트에 한 사용

자 감정유형 도출에 합한 모델이다[15][16].

그림 4. OCC 감정모델[7]

언 된 3가지 인지감정모델은 특정 사건에 한 평가

(appraisal) 측면에서 표 인 감정모델이다. 

Lazarus의 특정 감정들에 한 상황  상을 스크

립트 형식으로 응시킨 모델은 가상의 경험을 수반하

는 사용자의 감정유형 도출의 다양한 경우(case)를 보

여주고 있으나, 무수히 많은 스토리이벤트의 성격을 감

정과 일 일 응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Frida 감정모델의 핵심은 사용자의 심과 연 된 사

건들과의 충돌시스템이다. 사용자의 심과 요성 평

가를 통해 사건에 한 감정 강도(intensity)의 차이를 

시사하고 있으나, 그 강도를 화학 , 물리  변화로 구

분하고 있어 특정 감정유형 도출에 한 과정을 구체화

하는데 부족한 이 있다. 

이에 비해 OCC모델은 사건에 한 22가지의 감정유

형이 발생되는 인과 계를 정의한 모델로 Robert 

Mckee(1997)가 스토리 밸류(story value)개념에서 언

한 ‘의미 있는 변화(meaningful change)’를 일으키는 

스토리이벤트, 캐릭터간의 갈등유형, 캐릭터의 유형  

계와 유사 응되며, 게임의 경우 사용자의 주된 게

임 이 상황(퀘스트 수행, npc와의 화 는 투, 

아이템획득)과 유사 응될 수 있다. 따라서 OCC모델

은 화, 게임사용자와 매체간의 감정반응의 과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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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하는데 합하다고 단된다. 

3. 내러티브구조와 감정
Ed S.Tan은 화 내러티 구조를 하는 사용자의 

감정구조  과정을 [그림 5]과 같이 도식화 하고 있으

며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7]. 

텍스트기반(narrational text-base)단계는 내러티  

이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 으로 매체의 표

면  구조를 악 할 수 있는  첫 번째 결과이다. 

그림 5. Ed S.Tan의 영화 내러티브구조와 감정

감정의미구조(emotional meaning structure) 단계

는 단계로부터 도출되는 감정의 형성과정으로 화면

상에 보여지는 다양한 허구  액션(fictional action)의 

표상(representation)과 다음 내러티 이벤트에 한 기

(expectation)를 동반한다. 

감정반응(emotional response)단계는 단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특정 스토리이벤트에서 도출한다. 이러

한 내러티 의 감정구조는 특정사건에 한 인지를 통

한 사건에 한 심과의 련성 체크  문맥  평가

의 결과로 특정 감정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평가

(Appraisal)측면의 인지  감정모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 으로 감정의미구조 단계를 보면 특정 에피

소드는 여러 개의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prospect

와 retrospect는 각 장면들에 한 기 (expectation)와 

만족(desire)으로 특정감정에 한 수 (degree)과 변

화(change)를 가져온다. 한 difficulty는 사용자의 주

인공 캐릭터에 한 동조성(sympathy)에 한 문제로 

각 장면들에 한 인지와 감정  단 을 의미한다. 

반면, 기존 상매체의 내러티  구조가 수용자의 보

는 시간(viewing time)에 따른 련된 사건(event)들의 

조합인 스토리이벤트의 순차 인 나열로 볼 때, 게임의 

내러티 구조는 [그림 6]과 같이 각 사건들에 한 

이어의 퀘스트 선택과 퀘스트 수행방법에 따라 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순차  내러티 를 따라간다. 그러

므로 게임사용자에 한 기능  측면의 기존연구는 내

러티 구조를 심으로 보다 감성 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러티 구조와 감정의 계에 

한 연구는 화와 게임이 상호작용성의 형태  표 형

식의 구성은 다르나 내러티  개과정을 공유하며, 사

용자의 감정추출 시 에 따른 행동과 내용을 정의할 수 

있는 기 가 된다. 

그림 6. 게임내러티브 구조[15]

Ⅲ. 동적내러티브 사용자 감정모델링

II장의 이론  고찰  분석을 바탕으로 동  내러티

를 경험하는 사용자의 감정을 모델링 하기 해, 각 

스토리이벤트에 한 사용자의 감정유형과 강도값을 

도출할 수 있는 감정모델과 그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동적 내러티브 감정모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의 감정유형과 강도값을 

추출하기 한 연구가 있었다[19-22]. 생물학  방법은 

정 /부정  감정이라는 거시 인 감정유형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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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감정유발기 과 감정유형의 1:1 매칭이 

어렵다. 한 심리학  설문조사 방법은 특정시 에서 

내러티  경험에 한 만족도측정으로 내러티 에 

한 사용자 참여가 간 이며, 내러티  경험과정을 고

려하지 않은 감정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내러티 에 

한 사용자 참여가 보다 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 인지심리학자 D.Price는 만족도(desire intensity), 

기 치(expectation intensity)측정을 통해, , 부

정  사건에 한 감정강도 함수를 제안하 다[18]. 

D.Price의 연구는 사용자와 동  내러티 의 상호작용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19]. 그러나 강도

함수 제안에 있어 생물학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 , 

부정  사건에 한 강도값 만을 언 하고 있어 동  

내러티  단계에서 사용자의 감정유형 종류를 결정하

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동  내러티

 사용자 감정모델을 제안 한다.

 

그림 7. 제안된 동적 내러티브 감정모델
 

제안된 모델은 동  내러티 에 한 사용자의 감정

을 모델링하는데 있어, 3개(desire, expectation, emotion 

type)의 감정측정 라미터를 제안한다. 이를 해 각 

스토리이벤트를 인지하는 사용자에게 도출될 수 있는 

감정유형군과 각 감정유형별 감정강도 함수를 설정한

다. 

1.1 감정유형 도출
우선 사용자가 스토리이벤트 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

는 감정유형군 설정을 해 II장 인지감정모델에서 언

한 OCC모델에서 주인공 캐릭터 에서의 사용자 

감정유형인 6개를 그 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그림 

5]의 감정의미구조 단계에서 언 한 ‘difficulty’의 개

념처럼 내러티 구조에서 사용자의 감정은 주인공캐릭

터와의 동조성과 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OCC모델을 근거로 재구성한 [그림 8]은 특정 에피소

드에 해 주인공캐릭터 입장에서 에피소드에 한 연

성의 상여부( 상한 사건인지 or 상하지 못한 사

건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상하지 못한 사건에 해 

이면 joy, 부정 이면 sad, 상한 사건이 정  

이었고 그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 satisfaction, 불확실시 

되었을때 disappointment, 상한 이벤트가 부정 이었

고 그것이 확실시 되었을때 fear, 불확실시 되었을 때 

relief, 감정유형을 가지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8. 감정유형 도출조건 

1.2 감정 강도함수
D.Price가 제안한 감정 강도함수는 [그림 7]의 감정유

형 도출 조건을  볼 때, joy, sad, satisfaction, fear가 단

기기억(short-term memory) 감정임에 반해 relief, 

disappointment감정은 이 감정과 연 된 감정(relative 

emotion)임을 알 수 있다[20]. 따라서 relief 감정은 fear

감정을 도출하는 사건에 한 만족도와 상 계를 가

지며, disappointment 감정은 satisfaction감정을 도출하

는 사건에 한 만족도와 상 계를 가지므로 감정유

형별 감정강도 함수를 [표 1]와 같이 설정 할 수 있다. 

표 1. 감정유형별 감정강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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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방법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통한 사용자의 인지행동범주에 

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5가지 범주

를 기 으로 [표 2]사용자의 행동과 내용에서 화와 

게임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기를 제안한다.

표 2. 인지범주에 따른 영화,게임사용자의 행동과 내용

Category Action/Content Media

Physical <K-action>
Clicking, Talking, Purchasing Game

Perceptual <P-action>
Attend(See, Hear)

Film, 
Game

Representa-
tional

<R-content>
Difficulty, Specificity, 

Complexity
<R-action>

Understanding, Establish

Film, 
Game

Methodologic
al 

<M-content>
Search, Collect, Communication, 

Defeat
Adoption of Strategies

Game

Conceptual <C-action>
Simulation, Evaluation

Film, 
Game

physical범주는 사용자와 매체의 물리 인 인터랙

션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II장 내러티 구조

에서 언 한 게임 이의 일반 인 구조에서 퀘스트 

획득을 한 물리  행동(clicking, talking, purchasing)

을 그 내용으로 한다. 

perceptual 범주는 사용자의 지각기 을 통해 특정 

내러티 단계의 시작 을 하는 단계로써 화의 경

우, 에피소드 단락의 첫 장면을 시각 , 청각 으로 인

지하며 게임의 경우, 물리  인지행동을 통해 퀘스트의 

정보를 확인한다. perceptual 단계는 순간 으로 일어

나는 단계로써 감정데이터를 추출하기 힘들다. 

representational 범주는 perceptual 단계 이후 특정 

내러티 의 첫 장면에 한 이해가 구축되는 단계로써 

화의 경우, 장면내용에 한 이해와 다음 에피소드에 

한 기 가 발생하며 게임의 경우, 해당 퀘스트정보에 

한 인식으로 퀘스트의 성격, 난이도, 복잡도등을 악

하고 퀘스트 수행에 한 측이 생긴다. 

methodological 단계는 단순반응에 의한 감정도출

이라기 보다는 퀘스트 수행에 한 략과 방법을 선택

하는 과정으로 감정요소 보다는 게임 이를 진행하

고자 하는 사고 의지(will)수 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conceptual 단계는 해당 에피소드단계

가 정리되고 경험  만족도와 다음 에피소드에 한 

측을 수반한다. 게임의 경우, methodological 단계를 통

해 수행된 퀘스트 보상에 한 만족도와 다음 퀘스트수

행에 한 정보를 입수한다. 

(a)

(b)

SE: story event

Q: quest

그림 9. 인지범주에 따른 영화, 게임사용자의 행동((a)영화, 
(b)게임) 

[그림 9]는 [표 2]인지범주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

(action)을 도식화 하고 있다. [그림 9]-(a)의 경우, 각 

스토리이벤트에 한  : perceptual단계 ￫  : 

representational단계 ￫  : conceptual단계에서 사용자

의 행동에 따른 감정도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9]-(b)의 경우, 사용자의  : physical단계를 통해 특정 

퀘스트와 만났을 때,  : perceptual단계 ￫  : 

representational단계 ￫  : conceptual단계에서 사용자

의 행동에 따른 감정도출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범주에 따른 화, 게임사용자의 

행동과 내용은 동  내러티 의 각 스토리이벤트 단계

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  실험을 해서는 화와 게임사용자의 공

통 인 인지범주  representational단계와 

conceptual단계에서 각 스토리이벤트에 한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감정데이터를 추출하기를 제안한다. 

perceptual범주는 사용자의 지각기 을 통해 순간 으

로 인지되는 단계로써 사용자의 감정을 추출하기 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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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은 화와 게임의 내러티 구조에 한 사용

자 감정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내러티 구조와 인지감정에 한 이론  연구

를 바탕으로 동  내러티  사용자의 감정을 모델링하

기 한 감정측정 모델을 제안하고 둘째, 제안된 모델

의 3가지(desire, expectation, emotion type)감정 라

미터를 추출하기 해 감정유형군 도출, 감정강도 함수

를 설정한다. 셋째, 화, 게임사용자의 인지행동과 내

용을 정립함으로써, 동  내러티 의 각 스토리이벤트 

단계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한 방법을 제안

한다. 

이러한 제안은 콘텐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근

본 인 요소인 사용자의 감정반응 패턴을 질 으로 

악하는데 목 이 있으며 수치  측정  비교를 가능하

게 하기 함이다. 본 논문의 제안은 각 분야 기존연구

의 장,단 을 보완한 융합모델로써, 화와 게임에 한 

사용자의 인터랙션은 시각 , 청각  경험과정이라는 

동  내러티 의 본질  특성을 반 하고 있다. 한 

콘텐츠의 주된 요소인 내러티 에 한 감성  평가 방

법을 모색해 볼 수 있어 제작과정 기에 구체 인 정

보로 활용하여 콘텐츠의 성공과 실패를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기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한 빈번하게 스토리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

와 게임 사용자의 감정반응을 측정하기 한 이론  분

석  방법 도출을 통해 스토리를 공유한 타 매체간의 

비교 분석을 한 기 으로 활용 될 수 있다. 

향후, 화와 게임에 한 양  사용자 실험을 통하

여 제안된 감정모델링 방법을 검증하여 그 활용성을 확

고히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P. Philippot, "Inducing and assessing differentiated 

emotion-feeling states in the laboratory," 

Cognition and Emotion, Vol.7, pp.171-193, 1993.

[2] J. J. Gross and R. W. Levenson, "Emotion 

elicitation using films," Cognition and Emotion, 

Vol.9, Issue.1, pp.87-108, 1995.

[3] Kavakli and Thorne, “A cognitive modelling 

approach to capturing the context of complex 

behavior in gameplay,” Proceeding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 applications(ICITA2002), IEEE, 

Bathurst, Australia, pp.25-29, 2002(11).

[4] 송승근, 김미진, “MMO게임의 게임 이 행동 

패턴에 한 로토콜 분석”, 한국디자인학회, 

Vol.21, No.5, 2008.

[5] R. S. Lazarus, J. C. Speisman, and A. M. 

Mordkoff, “A laboratory study of psychological 

stress produced by a motion picture film,” 

Psychological Monographs, 1962.

[6] Nico H. Frijda, The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53-455, 1986.

[7] A. rtony, G. Clore, and A. Collins,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USA, 1988. 

[8] Seymour Benjamin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9] M. G. Dyer, In-deprh understanding: A computer 

model of integrared processing for narrative 

comprehensio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3.

[10] W. G. Lehnert and E. W. Vine, “The role of 

affect in narrative structure," Cognition and 

Emotion, Vol.1, Issue 3, pp.299-322, 1987.

[11] J. Campbell,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12] C. Vogler, The writer's journey: mythic 

structure for writers, Michael Wiese Productions, 

1998. 

[13] S. Voytilla and C. Vogler, Myth & the Movies: 

Discovering the myth structure of 50 



동적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사용자 감정모델링 :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111

unforgettable films, Michael Wiese Productions, 

1999.

[14] R. Lazarus, "Thoughts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37, pp.1019-1024, 1982.

[15] 김미진, 김재호, “게임 이 가능성을 한 감

정요소 분석 임워크”,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제10권, 제6호, 2010.

[16] R. McKee, Story : substance, structure, style 

and the principles of screen-writing, Harler 

Entertainmet, 1997.

[17] E. S. Tan, Emotion and the structure of 

narrative film:Film as an emotion machin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6.

[18] D. Price, “Some general laws of human 

emotion : Interrelationships between intensities 

of desire, expectation, and emotional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1984.

[19] H. Walter and Renate de Jong-Meyer, 

“Psychological Response Patterns to Positive 

and Negative Film Stimuli,” Biological Psychology, 

Vol.31, Issue. 1, pp.73-93, 1990. 

[20] A. Mehrabian and J. A. Russell,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A: 

Oegelschlager, Gunn and Hain, 1974.

저 자 소 개

김 미 진(Mi-Jin Kim)                     정회원
▪2011년 2월 : 부산 학교 상정

보공학 박사

▪1999년 ～ 2005년 : (주)민커뮤

니 이션 그래픽사업부 장

▪2005년 9월 ～ 재 : 동서 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 공 교수

 < 심분야> : 게임시스템설계, 사용자경험모델링, 감

정모델

김 재 호(Jae-Ho Kim)                    정회원
▪1980년 2월 : 부산 학교 기기

계공학과 공학사

▪1982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산

업 자공학과 공학석사 

▪1990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기 자공학과 공학박사

▪1992년 ～ 재 : 부산 학교 자 기 공학부 교수

 < 심분야> : 애니메이션, 상처리, 컴퓨터비 , 시

스템 설계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