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촬영물에 기반한 인터랙티브 드라마 연구
남 승 희*

1. 서론
컴퓨터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쇄 매체의 ‘문학’ 스토리텔링 양식과 전혀
다른 ‘하이퍼텍스트 문학’이라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양식이 탄생한 것과 같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그에 적합한 새로운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방식을 요구한다. 이 같은 변화에서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바로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환경에서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성을 열었고, 이에
따라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 역시 인터랙티비티가 가능한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 되어 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터랙티비티를 가지지 못했던 기존
콘텐츠가 어떻게 인터랙티비티를 획득하고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인터랙티비티를 가지지 못했던 기존 콘텐츠 중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 편의 완결된
선형적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인터랙티비티의 여지가 가장 적다는
점에서 가장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콘텐츠로서 연구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텔레
비전 드라마와 같은 실사 촬영물의 드라마 영상에 인터랙티비티를 결합한 인터랙티브 드라
마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인터랙티브 드라마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서사 전개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
터랙티브 스토리텔링1)에서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극적 경험을 강조하는 용
어이다. 이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게임, 영화, 드라마, 연극,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사촬영으로 이루어지는 텔레
비전 드라마 콘텐츠의 인터랙티비티의 결합 가능성을 살펴보는 바,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디지털 미디어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스토리를 완성하는 실사영상의 드라
마”로 정의한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상과 같이 컴퓨터로 만들어진 영상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드라마는
캐릭터와 배경, 시점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스토리를
생성하기 용이하지만 사실적인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실사 촬영을 이용한 인터랙티
브 드라마는 실제 배우의 감정이 충분히 녹아 있는 연기와 사실적인 영상으로 관객의 몰입
을 유도하는 데 더 유리하다. 그러나 한정된 씬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부분이 컴퓨터
로 만들어진 영상에 비해 적고, 다양한 스토리를 생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실사
촬영의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제 대중 미디어 콘텐츠로서 서비스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구현을 위해 2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실사 촬영 영상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 구조의 분석을 통해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서사 전개의 원리를 살
펴보고 서사적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실제 인터랙
티브 드라마 형식의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상호작용 구조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

*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부 석사과정
접수일자: 2008년 6월 20일, 심사완료: 2008년 8월 16일
1) 고욱, 이인화 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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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후, 상호작용의 한계점을 찾아 그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서사구조
인터랙티브 드라마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일반적인 영화 상영과 같은 일방향적인 스토리텔
링 구조가 아닌 관객의 참여로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는 쌍방향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을 통
해 서비스된다. 따라서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객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스토리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알 수 있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Joseph Bates가 진행한 OZ
Project에서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실적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한다. 이후, 디지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화면과 같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영상에 기반한 캐
릭터가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Michael
Mateas나 Andrew Stern, Marc Cavazza 등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다. 그에 비해서 실사 영
상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Michael Lew(2003)와 강우진
(2006)에 한정될 만큼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Michael Lew와 강우진의 연구에 따른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를 분석하고 한계점을 살펴본 후, 보완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1.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 분석
2.1.1. Michael Lew -

Office Voodoo

Michael Lew는 Office Voodoo라는 인터랙티브 시트콤을 통해 실사를 촬영한 영상을 샷
(shot)을 기본단위로 분할하고 이를 실시간 편집 엔진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방식을 제안한
다. 이미 촬영된 샷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실사영상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Michael Lew는 피트 길이를 실시간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기
술을 제안한다. 실시간 편집 엔진은 각각의 다른 캐릭터의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샷을 연속
적으로 조합하고 이 연속적 샷 사이에서 얼마간 변칙적인 부분을 앞뒤로 잘라냄으로써 작동
한다.
이 시트콤의 서사는 캐릭터의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전개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인 프랭크와 낸시는 각각 행복하거나 우울한 것과 같은 감정 층을 가지고 있는데 관찰자가
인형을 흔들거나 쥐어짜면, 캐릭터의 감정에 변화를 불러오면서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 때
각 캐릭터를 나타내는 두 개의 인형을 각각 다른 사람이 동시에 조종할 수 있다.
관찰자가 스토리 전개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부두 인형과 전화기로 제시된다.
부두 인형은 영화 속 캐릭터를 나타내는데 이 인형 속에는 힘에 민감한 저항 장치와 가속장
치가 부착되어 진동하는 모터와 깜빡이는 LED가 영상적이고 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안 관찰자의 행위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 속의 작은 제어장치가 들어온 신호를 메인
CPU에 있는 실시간 영상 편집기에 전달함으로써 적합한 영상으로 편집이 된다. 또한, 관찰
자는 낸시와 프랭키의 사무실 번호를 가지고 언제든 전화할 수 있다. 두 개의 음성 서버라
인이 하나는 전화를 받고 편집 엔진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실시간 영상 편집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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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Michael Lew의 Voodoo doll 시스템 구조

Michael Lew의 Office Voodoo는 현실과 가상을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전화기를 인터페이
스로 삼아 자연스러움을 더해 몰입감을 높였다는 점과, 실시간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실사영
상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 그리고 두 명의 참여자가 각각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인형을 동시에 조종해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로서 인형을 조종할 때 정확한 감정 신호의 전달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인형을 통한 캐릭터의 감정 조절에 기반한 서사 전개가 전적으로
참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 등은 드라마의 기본적인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기 어려운 조
건이다. 이는 관객에게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드라마 스토리에서 오
는 극적 카타르시스는 전달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2.1.2. 강우진 -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
강우진(2003)은 Michael Lew와 방법을 달리해 샷(shot)대신 씬(scene)을 기본 단위로 해
서 전통적 이야기 구조를 지닌 서사전개가 가능한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씬을 영상의 기본 알갱이로 사용해서 씬 데이터베이스, 씬 그래프 생성/관리기,
상호작용 처리기, 영상 재생기의 4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2 . 강우진의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 구조
출처: 강우진,「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석사학위 논문,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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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씬 데이터베이스는 씬 모델링 법에 의해 정의된 영상 알갱이들을 모아두는 곳으로
씬 그래프 생성/관리기에게 씬 정보를 전달한다. 이 때 씬 모델링은 문제해결 진행방향 값
과 긴장도, 문제제시 혹은 문제해결제시의 여부, 다음에 반드시 와야만 하는 씬 번호, 장르
값, 등장인물 정보 등을 종합해 각 씬마다 그 값을 저장하고, 모델링된 씬은 씬 데이터베이
스에 보관된다.
씬 그래프 생성/관리기는 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씬들을 씬 모델링에서 설정된 각
씬들의 비교 값을 토대로 그래프를 생성하고 상호작용처리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씬들의 재생순서를 영상 재생기로 보내고, 영상 재생기는 전달받은 재생순서 정보대로 씬을
재생한다.
상호작용 처리기는 사용자가 보낸 정보를 받아서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씬 그래프 생성/
관리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는 등장인물과 장르,
결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콘과 웹캠, 입력 공간으로 이루어진 비전 기반 물리적 상호작
용 인터페이스, 캐릭터를 움직여 결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모션 기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영상의 길이와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케치 기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로 나누어진다.
강우진이 제안하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은 씬을 기본단위로 나누어서 각 씬에 조건
값을 설정하여 한정된 실사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서도 한 편의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
션, 비전,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객이 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길이와 장르, 등장인물
까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상호작용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 구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 만개의 스토리가 모두 일정 수
준 이상의 재미와 완결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관객이 극적 카타르시스를 완벽
하게 경험할 수는 없다. 인터페이스 역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관객의 상호작용 폭을 넓혔
지만, 인터페이스와 드라마 내용이 자연스럽게 조화하지 못한 점에서 관객의 몰입이 방해받
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2.2. 서사적 완결성을 위한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 방안
2.2.1.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의 한계
앞서 살펴본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인터페이스와 서사적 완결성의 측면
에서 한계를 가진다.
인터페이스는 극적 몰입과 서사적 완결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과정에서 관객의
의도를 정확하게 극적 전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2) 그러나 강우진의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에서 사용한 비전, 모션, 스케치 기반 인터페이스는 상호작용 범위를 넓혀 관객의 참
여도를 높였지만 인터페이스 자체가 드라마 내용과 무관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객이 극 중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Michael Lew의 시스템에서 사용된 전
화는 극중 캐릭터와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극적 몰입도는 높일 수
있지만 관객이 원할 때 마다 극 중 캐릭터에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 자유도가 지
나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서사적 완결성을 방해하는 조건이 된다. 인터페이스로
2) Laurel, Brenda, 『computers as theatre』 , Addison-wesley, 1993, p.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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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부두 인형의 경우에는, 극중 캐릭터의 감정 층위를 조절하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
에서 관객의 의지에 따라서만 극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서사적 완결성을 보장하지 못한
다.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관객의 상호작용 범위를 서사적 완결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하되, 극중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자체와 극중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서사적 완결 구조를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객의 상호작용 범위도 결
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설정의 문제는 결국 서사적 완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Michael Lew의 시스템에서는 관객의 참여도가 지나치게 보장된 결과로 서사 구조의 완결
성이 보장될 수 없었고, 강우진의 시스템에서는 씬에 문제해결 진행방향 값, 긴장도, 문제해
결 제시의 여부, 씬 번호, 장르값, 등장인물 정보 등의 조건 값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사적
완결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드라마에서 서사
적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씬에 조건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변형
한다면 서사적 완결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2.2.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의 보완 방안
문제해결 진행방향 값과 긴장도, 문제해결 제시의 여부 등의 씬 조건 값은 모든 경우의
스토리에서 극적 카타르시스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조건 값을 설정하는 단위를 씬뿐만 아니라 시퀀스의 범위로 확장하고 조건 값을 변화시키는
구조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즉, 드라마의 시퀀스 단위 별로 서사적 완결 구조가 성립 될
수 있는 조건 값들을 설정하고, 각 시퀀스를 구성하는 개별 씬은 해당 씬이 종속된 시퀀스
의 조건 값에 따라 각각 다른 조건 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정된 씬이라고 하더라
도 종속된 시퀀스 값에 따라서 해당 씬이 수행하는 서사적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씬의 반복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시퀀스 조건 값을 통해 인터랙티
브 드라마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스토리에서 서사적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서사 전개의 기본 구조는 시퀀스의 조건을 구성하는 한 요
소가 된다. 이와 같은 조건 값은 단순히 문제의 발생과 해결 값을 조건으로 하는 시스템에
비해서 서사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은 ‘서사진행단계’로서, 해
당 시퀀스가 서사의 기본 구조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를 알려주는 기준이다. 서사진행단계는 발단에서 결말에 이르는 각 단계를 1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그 값을 표시하되, ‘전개’와 ‘위기’는 ‘2’라는 하나의 값으로 묶고 A와 B라는 개별 값
을 따로 주고 구분한다. 그 이유는 드라마 서사구조에서 ‘절정’부분의 효과적인 극적 카타르
시스를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 전개와 위기는 반복되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림 3 . 전개와 위기가 반복되는 서사구조

즉, ‘발단=1, 전개=2-A, 위기=2-B, 절정=3, 결말=4’로 각 시퀀스 값을 설정할 수 있고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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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B는 하나의 플롯에서 각각 다른 시퀀스를 통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단계이다.
시퀀스의 서사진행단계 값이 드라마 전체의 구조에서 해당 시퀀스의 서사적 단계를 설정
할 때, 씬 값도 해당 시퀀스 내부에서 서사 흐름에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씬의 조건 값에는 해당 씬이 어느 시퀀스에 속하고 있는지 알려 주는
시퀀스 넘버와, 씬이 종속된 시퀀스 내부에서 해당 씬의 서사적 순서를 나타내는 내부순서
숫자가 있어야 한다.
서사적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 값이 결정되고 나면 관객의 상호작용 범위도 조건
값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객이 제한 없이 어느 시점에서나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서사 전개
에 참여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서사적 완결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에서 서사적 완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객의
상호작용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각 씬과 시퀀스의 서사 단계 값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고 완결된 서사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관객에게 최대한의 상호작용을 허
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된다. 이는 씬과 시퀀스의 공통 조건 값으로서 ‘선택가능여부’를
판별하는 조건 값을 의미하며 관객의 참여가 가능한 시퀀스인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시퀀스에서 ‘선택가능여부’의 의미는 “해당 시퀀스는 관객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씬을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서사가 전개될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는 ‘경우의 시퀀스’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선택가능’ 조건을 가지는 시퀀스의 씬 역시 반드시 ‘선택가능’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선택가능여부를 나타내는 값은 ‘Choice, CHOICE, not C'로 나타낼 수 있는데,
choice는 관객의 선택이 관객에게 서사적으로 다른 경험과정을 부여하고 스토리를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효과는 있되,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과정만 다를
뿐 같은 시퀀스,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사의 기본구조를 지탱할 수 있기 위한 전략이다. CHOICE는 관객의
선택이 서사전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관객
은 실제적으로 서사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호작용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not C
는 관객의 선택이 불가능한 부분을 나타낸다.

그림 4 . <Choice/CHOICE/not C>의 예시

<그림 11>의 ‘Choice의 예’를 보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던 서사가 결국에는 하나의
시퀀스로 결집되고, ‘CHOICE'의 예는 선택된 각각의 시퀀스는 독자적으로 다른 서사를 전
개하게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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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상호작용구조
앞 장에서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의 기술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실제로
서비스된 인터랙티브 드라마 작품 분석을 통해 관객이 드라마 서사 전개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그 한계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
자 한다.

3.1. 인터랙티브 드라마 작품 분석
분석 작품은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로 기록된 조영호 감독의 <영호프의 하루>를
비롯해서 인터랙티브 영화 <밀레니엄 살인 행진곡>, <MOB2025>, 세계 최초 인터넷 드라
마 <그라우엔의 새장>, 미국의 첫 번째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드라마 <CSI 과학 수사대>
등 총 5편을 그 대상으로 한다.
3.1.1. <영호프의 하루(1999)>
조영호 감독은 <영호프의 하루(1999)>는 기네스북에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로 등
재된 작품이다. '조영호'라는 인물의 하루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영화감독을 꿈꾸던 조영호
와 그의 첫사랑 승희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데, 각 시퀀스 별로 스토리 분기를 나누고 관
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조이다.
<그림 3>과 같이 순차적으로 플롯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에서 관객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될 때 까지 3번의 선택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7번의 선택이 가능하고 8개의 결말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 조각은 2~3분가량의 각기 다른 사건을 담고 있다.
인터넷 무비로서 관객에게 주어지는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마우스이고, 관객은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에 전개될 스토리를 선택한다.
이 작품은 서사전개가 너무 단순하고, 제공되는 인터페이스가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
지 않기 때문에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관객이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단순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스토리의 전개 방향을 결정
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5 . <영호프의 하루> 하이퍼텍스트 내러티브 구조
출처: 김문희, 「영상 서사의 하이퍼텍스트 내러티브 구조와 상호작용성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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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밀레니엄 살인 행진곡 (2000)>
조영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 <밀레니엄 살인 행진곡 (2000)>은 어느 산장에서 의문의 살
인사건이 일어나고 폐쇄된 그 곳으로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데 7명의 인물은 서로를 살인자라고 의심하며 자신들 나름의 알리바이를 말한다. 하나의 중
심 사건과 이를 각기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7명의 인물이 있고 관객은 의심이 가는 인
물을 클릭하고 그 인물의 시점에서 그들의 알리바이를 보고 범인을 추리해나가는 구조이다.
이 작품은 관객의 선택의 선택권을 "플롯" 대신 다양한 "인물의 시점“으로 제공함으로써 상
호작용적 서사를 전개한다. 이 작품 또한 인터넷 무비로서 컴퓨터 마우스를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 이 작품 역시 <영호프의 하루>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로서 컴퓨터 마우스와
스토리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관객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림 6 . <밀레니엄 살인 행진곡> 시점 중심 내러티브구조

3.1.3. <MOB2025(2001)>
이 작품은 ‘인터넷 무비’에 게임적 요소를 가미해서 관객에게 상호작용성을 제공한다.
2025년 미래 가상도시 '메가 시티 오션 블루'에서 생존권과 자치권을 놓고 지하조직과 반대
세력이 벌이는 암투를 그리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영화의 선형적인 내러티브가 진행되다가
주인공의 위기 상황마다 관객의 임무로 주어지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이 등장하는 구조
이다.

그림 7 . <MOB2025> 게임 접목형 내러티브 구조

이 작품에서 관객에게 주어지는 상호작용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미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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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으로 주어진 게임을 성공적으로 푸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주인공이 죽고 영화가 끝나버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은 인터랙티브 드
라마의 서사성보다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성에 지나치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주
어진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 하지 못하면 서사적으로 미흡한 드라마를 보게 된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관객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관객의 긴장감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몰입을 깨버
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3.1.4. <그라우엔의 새장(1999~2000)>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 말까지 일본에서 하루에 1분씩 방송된 총 상영시간 360분의
세계 최초의 인터넷 드라마이다.
'그라우엔 하임'에 '츠노다 나오'라는 여고생이 이사 와서 자취생활을 시작하면서 입주자
들 사이에 일어난 베일에 싸인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추리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으로 스토리 구조의 변형이나 선택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객에게 상호작용성을 제공한다.
인터넷 드라마가 방영되는 홈페이지에는 각개 인물에 대한 페이지와 설명이 나와 있고,
형사가 가지고 있는 전자수첩의 일정들을 제공해서 모바일 정보 서비스에 접속을 통한 형사
'고오다'의 사건 추리 과정에 동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때론 죽은 배우가
관객의 채팅공간에 끼어들어 관객들을 놀래키기도 하며, 거기에 신기함을 느낀 관객은 다시
사건을 추적해서 그가 언제 죽었지 하는 의문을 갖고 사이트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가
질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한다.

그림 8 . <그라우엔의 새장> 상호작용 구조

이 작품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추리서사구조를 바탕으로 관객에게 가상의 ‘탐정’역
할을 제공함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객의 상호작용을 유도했다는 점과, ‘모바일’이라는 인터페
이스가 드라마 속 형사의 휴대 단말기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인터페이스와 스토리의 조화
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관객에게 제공되는 상호작용성은 드라마 내용
을 바탕으로 한 부가적인 서비스에 그칠 뿐, 실제적인 서사 전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3.1.5. <CSI 과학수사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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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첫 번째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드라마로서 일반 TV용 선형버전과 인터랙티브 버
전이 함께 제작되었고 인터랙티브 버전은 얼티메이트TV(Ultimate TV)와 마이크로소프트
웹 TV에서 제공하는 셋톱박스로 시청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버전에서는 선형 버전의 쇼와
같은 수사팀원들이 등장하는데 그와 더불어 사건 해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
를 더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 스크린 상에서 이름을 얻은 시
청자는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가상의 수사관들과 함께 사건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다. 견습생의 단계에서 시작하는 시청자는 매주 CSI테스트(문제)를 통과함으로써 견습생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수사팀과 동등한 레벨3의 수사관이 될 수 있다.

그림 9 . <CSI과학수사대> 상호작용 구조

이 작품은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에 기반한 드라마 내용과 관객에게 ‘탐정’의 역할
을 부여하고 레벨링 시스템을 이용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구조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선형적 버전의 드라마에 덧붙여지는 형식의 인터랙티브 드라마는 독자적인 스토리를
가지는 인터랙티브 드라마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인터랙티브 드라마는 ‘게임’적 요소를 강화시켜 TV를 통해 인기를 얻
은 드라마 시리즈의 스토리에 기반을 두어 ARG(Alternative Reality Game)3)라는 새로운
형식의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최근의 예로는 드라마
<LOST>를 바탕으로 제작된 <LOST: EXPERIENCE>를 들 수 있다.

3.2 몰입 강화를 위한 상호작용 시스템 방안
3.2.1. 인터랙티브 드라마 상호작용의 구조적 한계
앞서 살펴 본, 인터랙티브 드라마 작품들의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마우스와 TV 리모컨에
한정된다. 인터페이스는 관객이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 속으로 자연스럽게 융
합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와 내러티브는 맥락 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그러나 <그라우엔의 새장(1999~2000)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상호작용’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3) 다양한 미디어와 게임 요소를 활용해서 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실세계를 플랫폼으로 하는 상
호작용 서사 기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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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한 작품마다 관객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가지 경로로 한정되어 있다
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영호프의 하루>에서는 단순히 선택적 상황에서 다음 상
황을 관객이 결정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구현하고 있고, <밀레니엄 살인 행진곡>은 중심
캐릭터의 선택을 통해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상호작용성을 획득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최
소한의 상호작용성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B2025>와 <CSI 과학수사대>는
게임 형식을 도입하여 상호작용성을 획득한 경우로,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서사 내용과 상호
작용의 경로인 게임이 조화되지 못하거나(MOB2025) 독자적 스토리를 가지지 못하는(CSI
과학수사대) 단점을 가진다. <그라우엔의 새장>도 상호작용이 인터랙티브 드라마 콘텐츠
내부에서 구현되지 않고 부가적인 서비스에 그친다는 점에서 <MOB2025>와 같은 단점을
가진다.
3.2.2. 인터랙티브 드라마 상호작용 범위의 확장 방안
인터랙티브 드라마에서 관객의 상호작용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관객의 몰입과 서사적 완결성을 방해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구조가 필요하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상호작용의 기능을 넘어서 반드시 서사적 맥락과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을 기본 인터페이스로 삼고, 드라마 속 캐릭터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등장하면 실제로 관객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
려와 관객에게 선택 상황에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거나, 드라마 속 캐릭터가 문자 메시
지를 보낸다면 실제로 관객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한
다. 휴대폰을 인터페이스로 삼았을 때, 이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즐기기 위해서 특별한 하드
웨어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인터랙티브 드라마가 인터
페이스로 삼았던 마우스나 인형 등에 비해서 드라마 내용과 직관적으로 연결하기 쉽고 관객
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의 몰입을 방
해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관객의 참여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서사적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씬과 시퀀스 값에서 관객의 상호작용 조건 값을 서사적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
건 값에 종속되는 값으로 정하되, 상호작용 조건 값이 될 수 있는 조건 수를 여러 가지로
설정해야 한다. 한 편의 인터랙티브 드라마에서 관객이 결정할 수 있는 서사 요소들은 캐릭
터와 드라마 상영 시간, 서사 전개의 방향, 그리고 다중참여의 여부 등이다.
캐릭터는 씬과 시퀀스의 공통 조건 값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시퀀스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사 영상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드라마는 미
리 촬영된 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씬으로 최대한 다양한 서사를 생성할 수 있는
플롯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씬이라고 하더라도 캐릭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서사적
의미를 지니는 구조를 제안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시퀀스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서사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준 값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캐릭터’의 조건 값은 시퀀스
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씬 값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씬이 누구의 이야
기인지 보여준다. 캐릭터 조건 값을 나타내는 형식은 "IF<캐릭터> “와 같다.
캐릭터를 결정하고 이후 스토리가 선택한 캐릭터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캐릭터 시점 중심
내러티브’의 경우에는 관객에게 선택 가능한 캐릭터의 수가 가능한 많이 제공될수록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여러 명의 관객이 동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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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와 관계된다. 이 경우, ‘선행조건’을 설정해서 각 관객은 캐릭터를 하나씩 선택하고, 각
각 진행되는 스토리에서 주어지는 선택 상황에서 선택을 하되, 드라마 서사가 진행되는 상
황에 따라 한 캐릭터의 선택이 다른 캐릭터의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A 캐릭터의 선택 상황이 a, b로 주어질 때, 이후 B 캐릭터에게는 A 캐릭터가 a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A-a'의 선행조건을 가지고 c, d의 선택 상황이 주어지고, A 캐릭터가 b를 선택했
을 경우에는 ’A-b'의 선행조건을 가지고 e. f.의 선택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캐릭터 선택 구조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설정 인물을 3~4명으로 구성하
고 2명 이상은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가능캐릭터’로, 나머지 인물은 참여자 선택 범
위의 바깥에 놓이는 ‘고정 캐릭터’로 둔다. 각 선택가능캐릭터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캐
릭터와 한번 이상 얽힐 수 있는 관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계망은 잠재적 갈등요소가
많을수록 극적 재미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는 각각 일관되
고 뚜렷한 욕망, 즉 캐릭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림 10 . 캐릭터 관계 구조도
각 캐릭터간의 관계는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적 완결성을 위해 캐릭터의 일관적 태도의 유지가 중요한데 이는 <그림 11>과
같이 캐릭터의 성별과 연령, 직업, 캐릭터의 욕망을 어떤 플롯 구조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
값으로 설정했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과자로 일용직 생활로 근근이 벌어먹고 살면서
‘사랑’하나에 목숨 거는 A 캐릭터에게 만약, ‘돈’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이 주어진
다면 이는 서사적 맥락에 어긋나겠지만 40세의 혈기 왕성하고 잔인한 면이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 D 라는 캐릭터에게 ‘돈’과 ‘권력’ 사이의 갈등은 맥락 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이처럼 캐릭터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특성들을 고정 값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각 캐릭터의 시점으로 펼쳐지는 서사 역시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며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

그림 11 . 캐릭터 설정의 예시

서사 전개 방향의 결정은 각 Choice와 CHOICE의 단계에 해당하는 시퀀스에서 관객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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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으로 가상 캐릭터의 역할을 부여받고 등장인물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상호작용하며
캐릭터의 다음 행동을 선택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객의 상호작용 범위를 넓
히고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경로의 선택 상황을 설정이 필요하다.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또 다른 요소는 드라마의 상영 시간을 관객이 직
접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씬 혹은 시퀀스가 서사적 맥락에서 얼마만큼 중요
한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도’와 해당 씬의 상영 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
간’ 조건 값이 필요하다. ‘중요도’는 시퀀스와 씬 모두에 해당하는 조건 값으로 시퀀스에서
‘중요도’ 조건은 해당 시퀀스가 서사구조에서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관객
이 드라마 상영 시간을 조절할 때 활용되는 값이다. 다시 말해서, 중요도가 낮은 순서대로
0.0~1.0의 표시 값으로 표시되고 상영시간을 줄일 때 중요도 값이 낮을수록 먼저 제거되는
것이다. 중요도 값을 매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시퀀스나 씬이 없어도 앞뒤 맥락
이 자연스러운 서사전개가 가능한가의 여부와 서사진행단계에 부합하는가 이다. 씬에서 중
요도 조건은 시퀀스 ‘내부 중요도’ 값으로서 시퀀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적 내용에 그 씬
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각 씬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길이의 영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씬의 상영 시간
을 개별적인 값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드라마의 씬의 경우 시간대가 다양하지만 1분 30
초에서 2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10초에서 30초 사이의 짧은 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각 씬에 주어지는 시간 기준은 0초에서 30초 사이에는 5초 단위로 끊고, 30초부터
120초 까지는 10초 단위로 끊기로 한다. 기준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 씬 시간 표시 값

4. 결론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올드 미디어의 콘텐츠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
가에 주목하고 완벽한 서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작용적 요소가 거의 없는 ‘드라마’ 장
르에 상호작용성을 강화시킨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서사 전개가 진행되는 구조적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촬영에 기
반한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스템이 서사적 완
결성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 영상 단위를 씬으로 하되 시퀀스의 범주까지 구분하여 씬과 시퀀스에 각각의
조건 값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서사적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로써 서사진행
단계와 선택 가능 여부 값을 조건의 구성 요소로써 설정한다.
또한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 한계점을
찾기 위해 인터랙티브 드라마 형식의 실제 작품들을 분석하고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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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어 한계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씬과 시퀀스 값의 구성 요소에 캐릭터,
선행조건, 중요도, 시간 등의 조건 설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는 다음과 같다. 기존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한계점인 서사성과 상호
작용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조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바 상대적으로 시청자의 개입여지가 단순화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른 플
롯 구조를 통해 극복하려 했으나 영상 인터랙티브 드라마의 한계인 씬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싱글 플레이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였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드라마를 볼 수 없었고, 상대방의 선택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 시간조건으로
무작위하게 영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이다.

주제어: 인터랙티브 드라마, 실사영상, 완결 서사, 몰입, 상호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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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active Drama with live action
Nam Seung-Hee
A new media technology is in need of a new content and new storytelling that are
best suited.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old media contents will change in a new
media technology environmen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interactive drama with live
action.
The interactive drama system that is suggested in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ings
such as: security of narrative step, the interface which support user immersion, an
interesting

story,

surmounting

the

problem

of limited

scenes,

the

possibility

of

multi-viewer, controlling the running time by user. For the planning of this system, this
study analyses the existing interactive drama system and product cases with live action.
In detail, the suggested system in this study use a cell-phone as an UI device and
the framework of a story is structured by each scene and sequence with specified
condition - importance in narrative, order in narrative, show-time, user choice or not.

Keywords:

Interactive

Drama,

Live

action,

Int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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