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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이어와 게임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조이스틱, 키보드와 같이 조작  상호작용 뿐만 아니

라 이어가 게임을 이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는 표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근하고 있다. 기존 

게임 내에 삽입되는 동 상(cut-scene)은 주로 게임의 배경스토리를 달하는 오 닝 상과, 이어 

행동의 결과를 재생(replay)하거나 이어의 상태를 부가 으로 표 하는 수동 인 의미의 상으로 인

식되어 왔다. 그러나 게임연출 측면에서 표 인 비디오게임 ‘언차티드2’의 인터랙션 무비에 한 이

어의 행동과 그 결과를 조사해 보면 크게 3가지의 기능(상황연출, 선택  행동유발, 정보 달)으로 인터랙

션 무비를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터랙션 무비는 게임 이를 한 부가 인 요소가 아닌 인터페이

스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된다. 인터랙션 무비의 효과 인 용은 이어 에서 인지하

고 주인공 캐릭터 에서 이하는 과정을 유기 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게임의 스토리 달을 극 화

하는 직 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중심어 :∣게임연출∣게임플레이∣컷씬∣상호작용∣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aning of the interaction between a player and a game with the 

approach of an operational interaction such as joystick and keyboard, and also a representational 

interaction that the player takes during the game. It has been usually recognized that cut-scene 

in existing games is just limited to the role of opening scene that delivers mainly a background 

story of the game, and has the only passive function that serves additionally the expression of 

the state of the player or the replay of the results of the player's action. But in the aspect of 

game-direction, the study of the player's action about the interaction movie of 'Uncharted2', for 

exampl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video games, shows the possible classification of 

interaction movie along with three functions(situation direction, induced selective-action, 

information transfer).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interaction movie is not an additional element 

for the game-play, but rather takes the function of as an interfac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interaction movie could help a smooth connection between the recognizability from the view 

point of the player and the playing from the main character's viewpoint, ultimately leading to 

a direct means to maximize the delivery of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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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가 연출방법에 따라 화면의 구성이나 스토리

개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게임연출은 게임의 외형을 구

체 으로 완성시켜 이어의 시각, 청각을 통한 감정

이입을 극 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게임 산업 창기에

는 기획자의 의도를 그 로 구 하기에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한계가 있었으나, 게임개발 환경이 향상되고 

3D구  기술이 발 하면서 화  연출기법이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부터 출시된 많은 3D게임에

서 텍스트 내 이션보다 진보된 용량의 이벤트 상

을 사용하여 의미 달을 하고 있다[1].

  게임에 삽입되는 상은 게임이 시작되면서 배경스

토리(back story)를 달하는 오 닝 상(in-game 

cinematic)과 게임 이 진행  한 장의 이미지나 짧

은 이벤트 상을 통하여 이어의 특정 행동의 결과 

 상황을 보여주는 컷씬(cut-scene)으로 크게 사용되

어 왔다[2]. 이것은 이어에게 게임스토리의 달과 

특정상황에 한 몰입을 극 화시키는 연출 장치로서

의 역할이 있으나, 이어와 게임의 조작  상호작용

(hand control)이 일시 으로 단 되어 이어가 

화의 객처럼 일방 인 정보 달을 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수용자이론으로 볼 때, 텍스트기반

의 내러티 (narrational text-base)는 수용자에게 허구

 액션(fictional action)의 표상(representation)으로 

달되어 다음 스토리 이벤트에 한 기 (expectation)

를 동반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수용자의 시⋅지각  상

호작용, 즉 표상  상호작용(representational interactivity) 

을 상물의 주된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다[3]. 따라

서 게임 이상에서 컷씬과 이어의 상호작용의 

의미는 조작  상호작용뿐 아니라 게임콘텐츠와의 유

기 인 연결성 효과를 지니는 표상  상호작용까지 포

함할 필요가 있다[4][5]. 

언차티드 시리즈의 첫 작품인 ‘언차티드1’에서는 게

임 이 부분과 컷씬 부분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게임

이의 집 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으로써, 사

에 제작된 상에서 실시간 게임 이로의 몰입감 있

는 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 다. 그러나 언차티드의 

제작사 티독(Naughty Dog)은 ‘언차티드2(uncharted2)’ 

에서, 컷씬이 시작되면서 이어로 하여  그것이 실

제 게임 이 상황이라는 것을 몇  후에 인식하도록 

할 정도로 그 연결성을 향상시켰다. 즉 언차티드2는 컷

씬과 게임 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

어로 하여  스토리에 한 몰입과 지속 인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6].

본 논문의 연구 상인 비디오게임 ‘언차티드2’는 

이어의 조작  상호작용과  게임의 표상  상호작용

이 유기 으로 연결되어 게임의 스토리를 달하는 컷

씬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인터랙션 무비

(interaction movie)’라 명명한다. 본 논문은 언차티드2 

내의 26챕터에 존재하는 인터랙션 무비에 해 이

어의 행동과 결과를 조사하여, 인터랙션 무비의 기능을 

심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스토리전달과 컷씬(cut-scene)

통 인 내러티 형식과 놀이(interactivity)개념을 

가진 게임의 스토리 달구조는 각 사건들에 한 

이어의 퀘스트 선택과 퀘스트 수행방법에 따라 유기

으로 변화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7].

게임스토리를 이어에게 달하는 연출방법은 텍

스트 서술, NPC의 비주얼  연출, 컷씬 사용 등 크게 3

가지로 발견되며[8], 그  컷씬의 사용은 아타리

(Atari)2600의 ‘Adventure'게임(1980)에 사용된 이후 

많은 비디오게임의 요요소가 되었다. 기존 비디오게

임에 삽입되는 상은 [그림 1-a]와 같이 게임의 배경

스토리를 달하는 오 닝 상과 [그림 1-b]와 같이 

게임 이의 특정 장면을 재생(replay)해 으로써 

이어의 성취감을 극 화 시켜주는 상, [그림 1-c]

와 같이 이어의 상태를 부가 으로 표 하여 몰입

을 유도하는 상황연출 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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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플레이1 인터랙션 무비 게임플레이2

1

이동(기차 난간->
절벽 꼭대기)

①반쯤 끊어진 파
이프를 타다 파이
프가 꺾임

이동(파이프->기차 
안)

이동(파이프->기차 
안)

기차가 절벽에서 
조금 미끄러짐 이동(절벽 꼭대기)

이동(마을 안) ②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음

총으로 자물쇠 부
숨

이동
고함소리가 들리며 
폭발, 시체가 굴러 
떨어짐

이동
기차 파편 발견
이동(기차 위)

2

이동
막다른 길
천장 통로 발견
해리와 협동(사다
리 내림)

통로 출구 다다름 이동

해리와 협동(위로 
이동, 사다리 내림)
입구 앞 파이프 밸
브를 조작하여 증
기 저지
이동

박물관 잠입 후 경
비원 관찰
작전대로 실행할 
것을 해리에게 당
부

이동

이동 ③잠긴 문 앞에서 
경보장치 발견

경보장치 배선함 
찾아 경보 해제시
킴

입구로 돌입
④입구 주변 경비
원 발견
암각 시도

암각

이동 목적지(탑) 발견, 
루트 설명

이동(루트대로)
전투(들키지 않도
록)

이동(루트대로)
전투(들키지 않도
록)

경비원의 행동을 
보고 입구 장치 작
동방법 습득

이동
전투(들키지 않도
록)

(a) 파이널판타지8의 배경스토리 영상 

(b)스트리트파이터 vs 철권의 리플레이 영상

(c)레지던트이블4의 플레이어상태 설명영상
그림 1. 게임 내 삽입영상의 사용 예 : 오프닝 영상-(a), 컷

씬(상황연출)-(b),(c)

게임 이는 능동 (active) 는 상호작용

(interactive)이며, 컷씬은 수동 (passive)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 인 구별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컷

씬이 이어의 조작  행 (joypads, keyboards)를 

방해 는 단 시키며, 보고 듣는 행 는 게임 이 

하는 행 가 아니라는 개념에서 기인한다[9][10].

그러나 게임 이어의 상호작용은 조작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표상  상호작용, 즉 디지털텍스트(digital 

text)를 통한 이의 직 인 시⋅청각  향을 포

함하여 보다 넓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11][12]. 본 

논문에서 언 한 ‘인터랙션 무비’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

의되었다.

Ⅲ. 언차티드2의 플레이어 행동

‘언차티드2’는 총 26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을 

직  이한 결과 약 5∼60 의 인터랙션 무비 88개

가 발견되었다. 각 인터랙션 무비는 게임스토리에 따른 

이어의 조작  행동으로 인해 시작되고, 인터랙션 

무비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이어의 조작  행동이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88개 인터랙션 무비에 

한 이어의 구체 인 행동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랙션 무비와 플레이어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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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전투(들키지 않도
록)

문 경보장치 발견, 
경보 해제 시도

경비원 눈 피해 경
보 해제

경비원 눈 피해 경
보 해제

문 들어 올려 들어
감

이동
전투(들키지 않도
록)

이동
전투(들키지 않도
록)

해리에게 마취총 
건네받음, 사용법 
습득

이동(주위 물건 이
용)
전투(마취총 이용)

이동(주위 물건 이
용)
전투(마취총 이용)

⑤목적지(탑) 위치 
확인 이동

이동
⑥지붕 넘나들다 
지붕 난간이 망가
짐, 들키기 직전 해
리가 올려줌

이동
전투(마취총 이용)

이동
전투(마취총 이용)

탑 위치 확인
클로에가 탑 조명
을 꺼줄 거라는 해
리

이동
전투

이동
전투 ⑦탑 조명이 꺼짐 이동

전투

23

퀴즈 풂, 숨겨진 문 
열리고 비밀입구 
발견, 이동

비밀입구 찾으려 
불상을 끌어내리는 
적들
엘레나 위치 확인

전투

전투
뜰 중앙 구조물에 
금강궐 끼움, 구조
물 솟아남

협동하여 구조물 
회전시킴

협동하여 구조물 
회전시킴 비밀입구 드러남

전투
이동(비밀입구로)
비밀입구의 문 엶

24
이동 문 엶 퍼즐 풂, 바닥에서 

구조물 나옴
협동하여 구조물 
회전시킴

지나왔던 험한 길
이 쉬운 길로 재구
성됨, 괴물들 출현

전투(vs 괴물)

25
이동 앞길을 재촉하는 

네이트 일행 이동
전투
문 엶

아슬아슬하게 문 
통과

전투
이동

∼

[표 1]을 참고하여 를 들면, 챕터 1과 챕터 2의 인터

랙션 무비  ①‘ 이 가 꺾이는’ 무비와 ⑥‘지붕 난간

이 망가지는’ 무비, 그리고 ⑦‘탑 조명이 꺼지는 것을 확

인하는’ 무비는 각 게임 이의 결과로 야기되는 상황

을 시각 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황연출’로 분

류하 으며 ②‘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무비, ④‘암각

을 시도하는’ 무비는 결과 으로 이어에게 무기 사

용법 는 공격방법에 한 정보를 달하므로 ‘정보

달’로 분류하 다. 그리고 ③‘경보장치를 발견하는’ 무

비, ⑤‘탑의 치를 확인하는’ 무비는 이어가 앞으

로 이할 치 는 행동을 언 하므로 ‘선택  행

동유발’로 분류하 다.

Ⅳ. 언차티드2 인터랙션 무비의 분류와 의미

[표 2]는 언차티드2 88개 인터랙션 무비를 기능에 따

라 ‘상황연출’, ‘선택  행동유발’, ‘정보 달’로 분류하

고 그 기능별 횟수와 챕터별로 나타나는 인터랙션 무비

의 횟수를 정리하고 있다.

표 2. 인터랙션 무비의 기능적 분류/챕터별 횟수

챕터

인터랙션 무비 기능별 횟수
챕터별 
합계상황연출

선택  
행동유발

정보 달

1 3 1 1 4
2 4 9 2 13
3 4 3 0 5
4 0 3 0 3
5 1 2 0 2
6 6 4 0 9
7 0 1 0 1
8 4 4 0 5
9 6 4 0 6
12 1 1 0 1
13 2 1 0 2
14 2 3 0 4
17 5 3 0 8
18 3 5 0 5
20 2 1 0 3
22 5 5 0 10
23 3 3 0 3
24 1 2 0 2
25 2 0 0 2
합계 54 55 3 88

인터랙션 무비의 기능별 횟수는 상황연출 54개, 선택

 행동유발 55개, 정보 달 3개로 나타났으며, 상황연

출 기능과 선택  행동유발 기능이 복되어 나타난 인

터랙션 무비는 22개, 선택  행동유발 기능과 정보 달 

기능이 복된 무비는 2개로 나타났다. 상황연출과 선

택  행동 유발이 복되는 인터랙션 무비의 비 이 큰 

이유는 이어가 행동에 따른 결과를 확인함과 동시

에 그 뒤를 잇는 미션을 제시하는, 즉 미션과 미션을 이

어가는 형태로 연출된 인터랙션 무비가 많이 사용되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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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연출
‘상황연출’은 갑자기 길이 무 지거나, 혹은 퍼즐을 

풀어 숨겨진 문이 열리는 등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어에게 다양한 감정을 부여하

거나 이어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확인  한다. 상

황연출 기능은 총 88개의 인터랙션 무비  54개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림 2]는 타 기능과 복되지 않는 상

황연출 기능의 시이다.

[그림 2]는 챕터9에서 나타나는 인터랙션 무비이다. 

이어가 석상의 이마를 사격한 행동의 결과(a)로서 

석상의 이마에서 빛이 발산되는 결과(b-1)를 보여주며, 

그 순간 주인공 캐릭터가 올라가 있던 구조물이 갑자기 

무 져 내리며(b-2) 이어를 놀라게 한다. 상황연출 

기능의 인터랙션 무비는 타 기능 인터랙션 무비에 비해 

카메라 연출로 인한 역동감과 특수효과 사용을 통한 화

려함으로 이어에게 게임 내의 장감을 느끼게 한

다. 이것은 이어 행동에 따른 결과의 확인과 

이어에게 시각  연출을 통한 주인공 캐릭터와의 동일

시를 부여한다.

2. 선택적 행동유발
‘선택  행동유발’은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이어

들도 게임을 진행하기 쉽도록 미션처리 방법이나 행동

을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이어로 하여  순조롭게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총 88개의 인터랙션 무비  

55개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림 3]은 타 기능과 복되지 

않는 선택  행동유발 기능의 시이다.

[그림 3]은 챕터2에서 나타나는 인터랙션 무비이다. 

이어가 난간 근처로 이동(a)했을 때, 멀리 있는 문

을 클로즈업(b-1)하여 ‘앞으로 이 문을 향해 가야 한다’

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며, 빨간 불이 멸하며 

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문이 닫히는 장면(b-2)을 보여주

어 빨간 불(경보 시스템)을 해제해야만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어에게 알려 다(c). 이와 같이 

선택  행동유발 인터랙션 무비는 이어에게 다음 

미션을 직･간 으로 제시한다.

(a) 석상의 이마를 사격
<게임 플레이>

<인터랙션 무비>

(b-1) 석상의 이마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을 확인

(b-2) 잡고 있던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짐
(카메라 자동 줌아웃)

<게임 플레이>

(c) 옆 구조물로 이동함과 동시에 게임 플레이 시작

그림 2. 상황연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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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간 근처로 이동
<게임 플레이>

<인터랙션 무비>

(b-1) 문을 향해 카메라 자동 줌인

(b-2) 빨간 불이 점멸하며 문이 개폐되는 것을 확인

<게임 플레이>

카메라 자동 줌아웃과 동시에 게임 플레이 시작

그림 3. 선택적 행동유발의 예시

3. 정보전달
‘정보 달’은 이어에게 공격방법 혹은 무기 사용

법을 제시한다. 튜토리얼 모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언차티드2에서는 일정한 기상황과 정보 달 기능을 

섞어 일종의 튜토리얼 기능을 한다. 정보 달 무비는 

총 88개의 인터랙션 무비  3개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4]는 타 기능과 복되지 않는 정보 달 기능 

무비의 시이다. 챕터2에서 나타나며, 이어에게 

게임 내 공격방법  하나인 ‘암각’을 학습시킨다. 

이어가 문으로 이동(a)하면, 문을 통과(b-1)하여 (경

비원)을 발견하고 벽 뒤로 숨는 상(b-2)을 보여주며 

화면 하단에 공격 커맨드(b-3)를 띄우고, 인터랙션 무

비가 끝난 후 이어는 하단의 지시(c-1)에 따라 공

격을 성공시킨다(c-2). 정보 달 인터랙션 무비는 총 3

개로 그 수가 타 기능 인터랙션 무비에 비해 히 

으며, 3개 모두 게임의 반부인 챕터 1, 2에서 나타났

다. 이는 정보 달 인터랙션 무비가 게임 시스템의 튜

토리얼 역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일회

이며, 이어가 정보를 숙지하는 데에는 한 번의 설

명과 게임진행으로 반복되는 게임 이를 한 충분

한 정보 달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a) 문으로 이동
<게임 플레이>

(b-1) 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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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무비>

(b-2) 경비원 발견

(b-3) 하단에 공격방법 설명 표시

<게임 플레이>

(c-1) 하단의 설명을 따라 캐릭터 조작

(c-2) 공격 성공

그림 4. 정보전달의 예시

Ⅴ. 결 론

일반 으로 컷씬이라 명명하는 게임 내의 동 상 삽

입은 이어와 게임간의 조작  상호작용을 일시

으로 단 시킨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어와 게

임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조이스틱, 키보드와 같이 물

리  상호작용뿐 아니라 이어가 게임을 이하

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는 표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인터랙션 무비’를 정의하 으며, 게임연출 측면에서 

표 인 비디오게임 ‘언차티드2’의 인터랙션 무비(총 88

개)를 조사, 분석하여 3가지 기능(상황연출, 선택  행

동유발, 정보 달)으로 분류하 다.

  ‘언차티드2’의 88개 인터랙션 무비의 구체 인 내용

과 의미를 분석한 결과, 3가지 기능  상황연출 기능은 

기존 사례 [그림 1-(c)]의 상황연출 컷씬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언차티

드2’의 인터랙션 무비에서는 이어의 선택  행동을 

유발하거나 게임 이를 한 정보를 달하는 기능

이 발견되었다. 이는 인터랙션 무비가 게임 이를 

한 부가 인 요소가 아닌 인터페이스로써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이러한 인터랙션 무비의 의미가 게임의 몰입감 향상

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언차티드1’과 

비교해 보았다.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언차티드1’

은 동 상 삽입의 기존방식[그림1-C]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6]. [표 3]은 학부생 42명(남:29, 여:13)을 상으로 

두 게임(언차티드1,2)을 이한 후, 삽입된 컷씬이 

이 몰입감에 미치는 향을 측정 질문별[chin-lung 

and his-peng, 2004] 5  척도값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

다[13]. 

표 3. 언차티드1,2의 인터랙션 무비 적용 비율과 게임 몰입
도 비교 

게임종류

인터랙션 무비 기능별 비율(%) 게임
몰입도
(평균)상황연출

선택  
행동유발

정보 달

언차티드1 81.1 17.0 1.9 3.5
언차티드2 50.0 48.4 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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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무비의 각 기능별 비율은 기능 으로 복

되는 무비는 제외하여 계산하 다. 언차티드2는 언차티

드1에 비해 인터랙션 무비의 3가지 기능  ‘선택  행

동유발’기능의 비율이 높은 반면 ‘상황연출’ 기능의 비

율은 낮았다. 그리고 언차티드2의 몰입도가 언차티드1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어의 에서 인지

하고 주인공 캐릭터의 에서 이하는 과정을 유

기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터랙션 무비의 활용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인터랙션 무비의 효과 인 

용은 게임에 삽입된 동 상의 기존 방식이 양  스토

리 달에는 유리하나 게임의 고유한 특징인 이어

와의 상호작용이 낮아짐으로 인해 다소 몰입도가 하

되는 상황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게임에 삽입된 동 상이 기존의 수동  

용 방식과는 다른 인터랙션 무비의 3가지 기능을 제시

하고, 1개의 사례를 질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기술함

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2개의 게임에 한 단순 

비교를 통해 인터랙션 무비가 게임 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거시 으로 측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 상 삽입을 통해 게임 연출을 시도한 사례 

표본수를 늘리고 양  실험을 진행하여, 제시한 인터랙

션 무비의 기능  의미를 통계  분석으로 검증하는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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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분야> : 게임인공지능, 상처리, 패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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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상정보공학과 졸업(공학박

사)

▪1999년 ～ 2005년 : (주)민커뮤

니 이션 게임개발사업부 장

▪2005년 9월 ～ 재 : 동서 학

교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 공 교수

 < 심분야> : 게임시스템설계, 인지공학/심리학, 사용

성 평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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