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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상태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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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ystem for Analyzing Story of Cinematographic work Based 

on Estimating Tension of User 
Jeong-gueon, Woo
Graduate School of Cinematic Content, Dankook University

ABSTRACT
A video-work story analysis system based on emotional state measurement includes a content provision unit which provides story 

content of a video-work, a display unit which displays content provided by the content provision unit, an emotional state measurement 
unit which measures a tense-relaxed emotional state of a viewer viewing the displayed story content, a story pattern analysis unit which 
analyzes the tense-relaxed emotional state measured from the emotional state measurement unit according to a scene in the story content 
provided by the content provision unit, and a story pattern display unit which prints out an analysis result or displays the analysis 
result as an image. The emotional state measurement unit measures a tense or relaxed emotional  state through one or more analyses 
among a brainwave analysis, a vital sign analysis, or an ocular state analysis. A writer may obtain support in  an  additional  scenario 
modification work, and an investor may obtain support in making a decision through the above description. Furthermore, the video-work 
story analysis system and analysis method based on emotional state measurement may extract a particular pattern with respect to a 
change in an emotional state of a viewer, compile statistics, and analyze a correlation between a story and an emotional state.

Keywords: the emotional state, story content, cinematographic works, story pattern analysis, story analysis system, the tense-relaxed 
emotional state 

I. 서 론1)

본 연구는 감상자의 감성상태를 측정하여 영상 저작물의 스토

리를 분석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감상자의 감성상

태는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말하며, 영상 저작물의 스토리 분석

은 영상의 장면(scene) 별로 스토리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뜻한

다. 궁극적으로 감상자의 감성과 영상물의 스토리와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한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3D 영화, IPTV, 이동 통신 단말기, 클

라우딩 컴퓨터 등으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들을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

메이션, 게임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감상자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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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스토

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감상자들이 좋아하고 몰입하는 요소에 대한 논거와 근거를 측

정하는 시스템이 인간의 감성에 기반으로 한 방법이 없다. 그

러므로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토리 내지 시나리오에 대한 흥행여부

를 판단하는 방법과 시스템 개발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의 일환으로서 감상자가 영화에 몰입하게 만드

는 스토리에 대한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을 감성 상태에 대

한 측정을 통해 밝혀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감성 기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 따른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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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상 저작물의 스토리 콘텐츠를 감상하는 

감상자의 감성상태 변화를 측정하여 영상 저작물 스토리를 분

석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뇌파, 심전도 등의 생체 신호 분석, 안구의 

상태 분석 등을 통해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수

치화하여 영상저작물의 장면별로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감성상태 분석을 통해 해당 영상 저작물의 

스토리 내지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시나리오 작업, 편집 작업

이나 투자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영상 저작물 스토리 정의

본 연구는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본 연구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

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정의된 것과 같이 연속적인 영상

(음향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음)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

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 저작물에 대한 스토리 콘텐츠는 영상 저작물의 스토리 

내지 시나리오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대본과 같은 텍

스트, 동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등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저작물에 대한 

스토리 콘텐츠는 시청, 청취 또는 읽음(reading)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상 저작물의 스토리 콘텐츠를 감상하는 사람을 시청

자, 청취자 또는 독자라고 한정하지 않고 감상자라고 표현한다. 

결국 감상자는 시청자, 청취자 또는 독자를 포함한다.

스토리 콘텐츠는 영상 저작물의 스토리 내지 시나리오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대본과 같은 텍스트, 동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등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

다. 텍스트 형태의 스토리 콘텐츠를 스토리 텍스트라고 명명하

고, 시각적인 영상 형태의 스토리 콘텐츠를 스토리 동영상이라

고 명명한다.

영상 저작물의 장면은 스토리 전개상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

는 시간 흐름에 따른 구간을 의미한다. 드라마 진행의 최소 단

위라고 할 수 있으며, 보통 장소나 시간의 변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긴장-이완 감성상태는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감상자가 느

끼는 감성상태를 의미한다. 감성이라고 하면 다양한 감정 등을 

의미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긴장(tension) 또는 이완

(relaxation)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중 감동, 스릴, 재미 등이 느껴지는 장면에서 감상자가 긴장감

을 느끼는 상태가 긴장 상태이고, 긴장이 느껴지는 장면이 지나

가서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상태가 이완 상태이다. 본 연구

에서는 감상자의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측정하여 영상 저작물

의 스토리를 분석한다. 긴장의 강도, 긴장의 횟수 등을 기준으

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특정한 패턴을 검출하여 감상자

가 흥미 있게 느끼는 스토리인지 여부를 검출할 수도 있다.

2.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

가.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따른 감성 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100)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에 대

한 블록도이다.

본 연구에 따른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100)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스토리 콘텐츠가 저

장되는 스토리 저장부(110), 스토리 저장부에 저장된 스토리 

콘텐츠가 재생되는 콘텐츠 재생부(120), 콘텐츠 재생부에서 재

생되는 스토리 콘텐츠를 감상하는 감상자의 긴장-이완 감성상

태가 측정되는 감성상태 측정부(130) 및 감성상태 측정부에서 

측정되는 긴장-이완 감성상태의 강도를 수치화하여 표시하는 

감성상태 표시부(140)를 포함한다.

콘텐츠 재생부는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인쇄 장치를 이용하

여 스토리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스토리 재생부는 스토리 

Fig. 1 A video-work story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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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여 스토리 콘텐츠

를 재생한다. 스토리 영상과 같은 경우 TV, 모니터, 프로젝션 

장비 등을 통해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스토리 텍스트와 같은 

경우 모니터 장치에 보여지게 하거나 프린터와 같은 장치로 출

력하여 재생할 수 있다.

감성상태 측정부는 뇌파 분석, 자율신경계 생체 신호 분석 

또는 안구 상태 분석 중 하나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긴장 또는 

이완의 감성상태를 측정한다. 

뇌파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뇌파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감상자의 머리에 설치한 후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동

안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용자의 두

피로부터 뇌파를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뇌파로부터 필터링과 

평균화과정을 거쳐 사건 관련 뇌전위(ERP)를 추출해 내는 단

계 및 추출된 뇌전위가 긴장 또는 이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나아가 긴장 또는 이완 상태의 강도 또한 측

정이 가능하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의 흐름은 사람에게 공통되기 때

문이다.

해당 분야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안정된 상태일 때와 특정 

사건(영상 저작물 감상)일 때의 뇌파를 비교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사건-관련(비)동기(event-related (de)synchronization : 

ERD/ERS, 이하 'ERD/ERS'라 함) 정보를 가지는 2차원 시간-

주파수 ERD/ERS 패턴을 이용할 수도 있다.

뇌파 이외에도 사람이 긴장하는 경우 나타나는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사람이 긴장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온도가 내려가며, 

호흡이 빨라지는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심전도, 혈압, 

피부온, 피부전도 또는 호흡 등을 측정하여 영상 저작물을 감

상하는 감상자의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말하는 생체 신호는 심전도, 혈압, 피부온, 피부전도 또

는 호흡 등이 대표적이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긴장 상

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신호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감성상태 측정부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일정한 필터링 및 

변환 과정을 거치면, 감상자의 긴장-이완 상태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안구 상태를 분석하여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동공의 크기, 눈 깜빡임의 빈도 또는 눈 깜빡

임의 속도 등을 측정하여 감상자의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측

정할 수도 있다.

나아가 뇌파, 심전도 등의 생체 신호 분석 또는 안구 상태 분

석 외에 사람의 긴장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고, 상기 방법을 조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감상자의 감성상태 측정 구성 시스템

그림 2는 본 연구에 따른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에서 감상자의 감성상태를 측정하는 동작

에 대한 구성도이다. 그림 2에서는 긴장-이완 상태 측정을 뇌

파 측정을 통해 수행한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스토리 저장부에 저장된 스토리 콘텐츠가 콘텐츠 재생

부로 전달된다. 스토리 저장부와 콘텐츠 재생부는 하나의 컴퓨

터 장치에 포함될 수도 있고, 유선 또는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장치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 스토리 저장부는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장치, DVD 장치 등을 사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서버와 같은 장치를 사용한다.

스토리 저장부가 서버형태로 원격지에 있다면, 감상자는 해

당 스토리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후 감상하게 된다. 전술한 장비를 사용하여 스토리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발생하는 뇌파, 생체신호 등을 감상자의 긴장-이완 

상태를 측정한다.

최종적으로 측정된 감상자의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감성상

태 표시부를 통해 출력된다. 감성상태 표시부는 모니터 장치, 

프린터 장치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의 스마트

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태블릿 PC를 통해 결과를 출

력할 수도 있다. 그림 2에서는 그래프를 출력하는 플로터

(plotter)로 감성상태가 출력되는 과정을 도시하였다.

Fig. 2 Story content of a video-work, a display

다. 감성상태 표시부 출력 화면의 예시

본 연구에 따른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에 따른 감성상태 표시부의 출력화면에 대한 일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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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motional state measurement

x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스토리 콘텐츠의 장면이

고, y축은 감상자의 긴장-이완 상태에 대한 값을 나타낸다. 다

양한 범위로 감성상태를 표현할 수 있으나, 그림 3에서는 0부

터 10까지의 범위로 감성상태를 도시하였다. 10에 가까우면 

긴장 상태가 높아지는 것이고, 0에 가까워지면 긴장이 줄고 이

완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감상자의 감성 상태를 측정하는 구간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스토리 콘텐츠의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에 대한 감성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스토리 콘텐츠의 내용이 전개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기준으로 감성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다. 또는 장면보다

는 좀 더 큰 의미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되는 장면을 묶어

서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림 3에서는 스토리 콘텐츠의 

장면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할하였다. 즉 영상이 재생되는 시간

과는 관계없이 해당 장면에서 감상자가 얼마나 긴장 또는 이완

되었는지를 표시한다.

그림 3 아래에 도시된 표에서 장면 번호는 스토리 콘텐츠의 

장면을 순서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영상 시간은 

해당 장면의 재생 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스토리 태그는 해당 

장면을 본 연구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에서 구분하

기 위한 값이다. 

스토리 저장부에 스토리 콘텐츠와 함께 각 장면에 대한 스토

리 태그가 저장될 수 있다. 즉, 스토리 저장부는 스토리 콘텐츠

의 시간 흐름에 따른 스토리 구분을 위한 스토리 태그를 더 저

장할 수 있다. 

시스템 상에서는 스토리 태그를 통해 장면을 구분하고, 장면

을 기준으로 감성상태를 측정하고 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장

면이 기준이 아닌 경우 해당 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토리 태

그를 사용한다. 그림 3을 예로 들면, 장면 번호 05에 해당하는 

스토리 태그는 0025-0035이다. 물론 실제 시스템에서는 숫자

가 아닌 다양한 값이 사용될 수도 있다.

장면 05에서는 감상자가 이완 상태에 있다가 최대로 긴장하

는 구간 중 하나이다. 즉 감상자를 긴장시킬만한 스토리가 장

면 05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완 상태가 계속적

으로 지속된다면 스토리가 다소 지루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의 감성상태 표시부에 표시되는 감성상태를 통해 

해당 스토리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에서 x축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장면을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감성상태를 표시한다. 감성상태 표시부는 스

토리 콘텐츠 구간을 2차원 축 중 하나(x 또는 y)에 동일 간격

으로 표시하고, 다른 축에 긴장-이완 감성상태에 대한 수치값

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할하여 감성상태를 표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라. 스토리 분석 방법 순서

그림 4는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방

법에 대한 개략적인 순서도이다.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방

법에 대한 내용 중 전술한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과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따른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방법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스토리 콘텐츠가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단계(S1), 저장장치에 저장된 스토리 콘텐츠가 재생

Fig. 4 A story patter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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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재생되는 단계(S2), 재생되는 스토리 콘텐츠를 감상

하는 감상자의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감성상태 측정 장치를 

통해 측정되는 단계(S3) 및 측정된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컴

퓨터 장치를 통해 수치화되고, 출력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단계

(S4)를 포함한다. 여기서 스토리 콘텐츠는 스토리 텍스트 또는 

스토리 동영상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각 단계는 전술한 시스템의 대응되는 구성 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 진행된다.

스토리 콘텐츠가 저장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저장장치는 데

이터가 저장 가능한 각종 저장 매체 또는 서버 등을 포함한다.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의 스토리 저장부에서 사용되

는 저장 매체와 동일하다.

스토리 콘텐츠가 재생되는 단계에서 재생 장치는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인쇄 장치 등이 사용된다.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측

정되는 단계에서 감성상태 측정 장치는 뇌파, 심전도 등의 생

체 신호 분석 또는 안구 움직임 분석 중 하나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스토리 콘텐츠가 저장되는 저장 장치는 스토리 콘텐츠의 시

간 흐름에 따른 스토리 구분을 위한 스토리 태그를 더 저장할 

수 있다.

긴장-이완 감성 상태가 측정되는 단계는 스토리 태그를 기준

으로 구분되는 스토리 콘텐츠 구간별로 감상자의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측정되고, 긴장-이완 감성 상태가 수치화되고 표시

되는 단계도 스토리 콘텐츠 구간별로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수치화되고 표시될 수 있다.

한편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표시되는 단계에서 스토리 콘텐

츠 구간은 2차원 축 중 하나에 동일 간격으로 표시하고, 다른 

축에 긴장-이완 감성상태에 대한 수치값이 그래프로 표시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 따른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방법은 전

술한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에서의 스토리 패턴 분석

부를 통해 패턴이 분석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3. 스토리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 활용

본 연구에 따른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 및 분석 방법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스토리 콘텐

츠를 감상하는 감상자의 긴장 또는 이완 상태를 분석하여, 해

당 영상저작물이 감상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스토리 

내지 시나리오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추가적인 시나리오 작업에 도움을 얻고, 투자자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감상자 감성상태에 대한 특정 패

턴을 추출하고 통계를 통하여 스토리와 감성상태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른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스토리 콘텐츠가 저장되는 

스토리 저장부와 저장된 스토리 콘텐츠가 재생되는 콘텐츠 재

생부, 이를 감상하는 감상자의 긴장-이완 감성상태가 측정되는 

감성상태 측정부와 이것을 수치화하여 표시하는 감성상태 표

시부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추가적인 시나리오 작업에 

도움을 얻고, 투자자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스토리 콘텐츠에 대한 감성상태를 측정하다보면, 일정한 패

턴이 발견될 수 있다. 예컨대, 영상 저작물의 장르(드라마, 액

션, 코미디 등)에 따라서 전형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과거 

흥행했던 영상 저작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을 수

도 있다. 이러한 스토리 패턴이 확립된다면 현재 분석되는 영

상 저작물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즉, 현재 영상 저작물이 

장르에 따른 전형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흥행했던 종

래 영상 저작물과 비교하여 흥행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의스토리 패턴 분석부가 감성 패턴을 비교

하여 분석하는 구성에 해당한다. 한편 스토리 패턴 분석부는 

장르에 따른 전형적인 패턴 또는 흥행작에 대한 패턴을 저장하

여 분석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패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패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

석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패턴 분석을 통하여, 시나리오 단계의 

경우 작업자가 해당 스토리 내지 시나리오를 전형적인 패턴이

나 흥행작의 패턴에 맞게 수정 내지 보완할 수 있고, 사업 투자 

단계에 있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스토리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감성상태 측정 기반의 영상 저작물 스토리 

분석 시스템은 스토리 저장부, 콘텐츠 재생부, 감성상태 측정

부, 감성상태 표시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다. 스토리 콘텐

츠란 스토리 텍스트 또는 스토리 동영상을 말한다. 텍스트 또

는 동영상이 인쇄 장치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여 콘텐츠가 

재생된다. 독자 또는 감상자가 재생되는 콘텐츠를 보거나 감상

하면서 보이는 반응을 뇌파를 분석하고, 생체 신호 또는 안구 

상태를 분석하면서 긴장 또는 이완의 감성상태를 측정한다. 이

것을 독자나 감상자의 긴장-이완 감성상태를 수치화한다. 수치

화 방법은 스토리 콘텐츠 구간을 2차원 축 중 하나에 동일 간

격으로 표시하고, 다른 축에 긴장-이완 감성상태에 대한 수치

값을 그래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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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성공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와 역

할을 할 수 있다. 감성공학이 영화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인접학

문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는 감성공학을 피교육자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인접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

고, 둘째로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셋째로 인간의 감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 창출을 통해 

이 분야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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