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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경험, 과연 어디서 오는가?

› <Detroit: Become Human>, 2018년 출시
– 게임기 Sony PlayStation 4에서 작동되는 게임의 형태로 출시

– 구현방법, 유통경로, 주 사용층 모두 콘솔게임의 형태

– 컨트롤러 조작, 영상과 음향, 컨트롤러의 진동 등으로 게임을 진행



영화와 게임의 중간에서

› 영화를 보는 경험
– 화면 구성, 편집, 음향 등 영화의 형식을 차용.

– 영화를 보는 시각적, 청각적 경험과 매우 유사

– 내러티브를 체험하며 감상하는 영화적 경험과 유사.

› 그러나 영화, 게임과 다르다.
– 선택적 스토리텔링.

– 참여자의 대화선택, 행동, 결정에 따라 3명의 안드로이드가 다른
스토리를 진행하는 Interactive Storytelling Contents.

– 마치 내 스스로 이야기를 써가고, 참여하고, 체험하는 경험.

› 영화와 게임의 중간에서 존재하는 Interactive Storytelling 
Contents,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술과 오락의 경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 만약 영화의 일부라면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 가능
– 그러나 게임이라면 아직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예술로 인식 안됨

› 무엇이 미학적 연구대상, 예술, 예술적 행위인가?
– 이 자체로 미학적, 철학적 논의 주제

› 창작자 중심의 해석
– “예술은 창작자의 창조적 행위다.”에 중심을 두는 경우

› 수용자 중심의 해석
– “예술적 감상 행위로 완성된다.”

› 신경미학과 체화 인지적 관점 적용 가능성
– 기존의 미학적 관점에 새로운 자극과 해석으로 최근 대두됨.
–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신경미학-정서-신경학의 연결고리를 찾아

보기 위한 노력



2. 신경미학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역할과 기능

› 1990년대 이후 뇌과학의 방법론으로 인간의 내면을 심층
적으로 연구하며, 예술-미학적 연구 시도
– 뇌과학의 방법, 연구로 인간의 가장 모호하지만 강력한 예술 작용

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

– 다만 아직 내부적인 통일성, 완결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음.

› 신경미학에 대한 오해와 비판
– 신경미학이 모든 미학적 가치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

›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의 주장

› 미학적 주제, 실질 해석 능력 등이 부족함

– 미학과 예술학의 범주 문제
› 작은 문제의 해결에 능하지만 예술 전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가?



Martin Skov의 <신경미학 의 문제> 중.

– 1. 모든 예술의 핵심은 창조행위의 결과다. 

– 2.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주요 목적이 감상자에게서 경험을 유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 인간은 새로운 사물들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지만 예술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 창조한다. 

– 3. 예술적 창조성의 목적은 종종 예술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어” 두
드러지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 Elan Dissaanayake의 주장

› 예술과 정서의 문제에 집중

– 4. 예술작품의 지각적 특성에 기초한 경험을 만들어 내는 정신적
인 과정이 비예술적 대상을 경험하는 정신적 과정과 다르고, 예술
작품은 평범한 대상과 대조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서의 기능과 예술

› 신경학에서의 정서의 주요 작용
– 대인관계 차원: 정서의 의사소통 기능
– 정서의 사회 기능 이론(social functional theories)

›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별 정서의 기능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발전

› 진화심리학이 배경

– 집단차원: 사회 조정 기능
› 집단형성, 집단 행동 규제, 집단 통치

› 정서의 다양한 작용과 예술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다사나야케의 주장
– “ 예술이 결과, 대상, 행위주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 감

정적 초점의 결합을 제공한다.”



3. 정서모델과 체화된 인지 해석

› 진화 정서 모델
–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일반론을 지지

하는 증거로 정서적 얼굴표정을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

– 다윈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서 표현은 통용된다는
점에 관심을 둠

– 동물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발생-전달

– 상황에 대해 발생한 생물학적 신호들은 모든 개체에 같은 생존적
의미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정서를 야기

–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자동적 정서 유발에 집중

– 인간의 기본 정서를 공포(fear), 혐오(disgust), 분노(anger), 놀람
(surprise), 기쁨( joy), 슬픔(sadness)로 제안

– 정서의 신체적 반응에 집중



평가이론 모델과 구성주의 모델

› 평가 이론 모델
– 정서는 자극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견

– 평가(appraisal)는 당신으로 하여금 주변의 어떤 물체나 사건을 탐
지하고, 그것의 의미를 당신의 즉시적 안녕에 비추어 평가하는 심
적 작용

–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서를 항상 일으키는 사물이나 조건이 극히
적다고 믿음

› 구성주의 모델
– 심리구성주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를 지각하고 느끼는지에 대

한 폭넓은 개인의 내-외적 다양성을 설명

– 정서의 심리적 실체는 생물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서 시작



구성주의 모델과 체화된 인지

› 신체적 근거에만 국한하지 않음.
– 경험을 어떤 특정 감정으로 범주화할 것인지는 정서에 대한 개인

의 지식의 정교함, 그리고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 등 많은 것
에 의존

› 정서의 환영구조
– 쾌(pleasant) vs 불쾌(unpleasant) 

– 활성(activation) vs 비활성(deactivation) 

– 그 표현에는 집단, 개인의 특수성이 반영



구성주의 모델과 체화된 인지

› 체화된 인지의 주요 관점
– 인지는 신체에 기반한다.

– 인지는 신체와 뇌의 연계과정 혹은 뇌의 일부도 신체이다.

– 인지는 환경에 의존, 상호 관계하여 구성된다.

– 인지는 인공물에 의하여 확장 가능하다.

› 구성주의 모델에서의
– 몸 - 쾌vs불쾌, 활성vs 비활성

– 뇌 - 개인의 특수성 반영

– 환경 – 집단 및 주변의 영향



4. 영화에서 정서 유발 전략

› “영화는 체화된 뇌와 세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 경험
의 가장 세련된 자극이다.”

› Joseph D.Anderson의 < The Reality of Illusion: An Ecological Approach 
to a Cognitive Film Theory>에서 제시

– 영화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생태적으로 적합하도록 양식이 발
전되어 왔다.

› 선택적 시각 기능과 영화의 화면구성
– 눈의 구조적 특성과 인지적 작용이 화면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 되었다는 주장

– “화면 안에서의 오브제의 크기는 화면에 보이는 그 순간, 스토리
안에서의 그것 자체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 Alfred Hitchcock
– 전통적인 영화의 촬영, 편집 구조의 형성



영화에서 편집과 정서

› Shot Size와 정서
– <La Passion de Jeanne d’Arc 잔다르크의 수난>

› 서사영화 편집의 기본 개념, Continuity. 그리고 3가지 법칙
– 1. 30도의 법칙

– 2. frame 중첩의 법칙

– 3. 180도의 법칙

› 모두 인간의 생태적 지각 능력을 고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영화적 법
칙들
– 정서적 반응을 신체적 기반에 두고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



영화에서 서사와 정서

› 내러티브는 영화에서 맥락과 흐름을 형성
– 내러티브는 영화 내의 세계를 구축

› 한편 내러티브로 영화는 인지적 정서를 유발
– 학습, 문화, 언어, 기억 등 관람자의 개인성을 적용시키는 과정

› 서사구조, 등장인물(Character), 장르 형성 등에 인지적 해
석 가능
– Gibson의 해석

– “가장 효율적인 인지구조는 고전적 내러티브이다.”

– 추가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



4. Interactive Storytelling 장르에 정서 유발 전략

› 주요 사례 분석 - <Detroit Become Human>
– Quantic Dream사의 게임 형태로 출시

– 2038년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보편화된 디트로이트 배경

– 세 명의 안드로이드가 겪는 ‘오류‘ 사태에 대한 이야기

– 대화, 행동 등으로 다양한 선택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서사의 진행
과 결말이 다르게 나오는 형태



<Detroit Become Human>에서의 영화적 기법

› 영화와의 유사성
– 실제 배우들을 모델링하여 감정묘사

– 게임의 3인칭과 다른 영화적 3인칭 시각 혼합적으로 활용

– Close up, Over the Shoulder, Focus, Continuity 편집 등 영화적
전통방법을 차용

– 125년의 영화가 찾은 서사에 적합한 시각적 방법론을 활용

› 영화 형식의 검증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차용
– 영화의 몸, 생태적 지각론을 유전적으로 흡수함.



<Detroit Become Human>에서의 서사와
Character

› 세 명의 캐릭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 받는 상황
– 기존의 서사라면 그 의심의 순간에 단선적으로 결정

– Interactive Storytelling에서는 선택에 따라 이후 성격이 결정

– 과연 참여자(관객)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서사 영화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노력
– 개별화된 스토리 구성

– 사용자의 선택-결과가 백분률로 표시

›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 선택은
– 더 개인화된 정서을 통해

– 더 집중된 서사를 가능하게 함

– 개인화된 서사 구조를 형성함.



<Detroit:Become Human>에서의 서사

› 개인화된 서사가 가진 의미
– 기존의 서사 구조에서는 개인의 판단, 장기기억과 상반되는 결론도

가능

– 이런 이질성을 의미의 잉여로 보고, 작업기억의 틀 안에서 고찰할
수 있는 더 많은 생각을 유도하고 이는 미적 반응의 기저를 이룬다
고도 보는 해석도 있음.
› David S. Miall, <신경미학>

› 체화 인지의 관점에서는
– 개인의 인지와 외부의 인지가 결합되어

–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개인화된 정서 반응을 유도하여

– 새로운 단계의 인지, 미적/예술적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해석
가능.



6. 마치며-생각할 문제

게임 서사와 관련하여 더 확장적으로 해석, 적용 가능하다.
– 최근 주목 받는 Sandbox형 게임의 경우 기본 Storyline이 없다.

– 과연 우리 삶에 Storytelling은 존재하는가?

› 현재의 Interactive Storytelling Contents는 제한적이다.
– 선택 이상의 상호 작용은 불가능 할 것인가?

– 몸의 활용이 다음 영상-미디어 기술과 결합한다면 다음 단계의 창
작도 가능할 것이다.

› 선형적 서사는 과연 비 정서적, 비 인지적인가?
– 서사의 역할이 개인(몸-뇌)과 세상의 소통이라면 지금까지 같이 앞

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다.



6. 마치며-생각할 문제

› <Detroit: Become Human>은 향후 내러티브 예술구조에
새로운 방향을 적극적으로 실험한 사례로 살펴볼 가치가
있음
–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 장르가 미학적으로 예술인지 아닌지는 아

직 결론 내리기 어려움

› 그러나 예술 측면에서 인간의 몸-뇌-환경과의 상관관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게 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 가능

› 인간은 왜 쓸데없는 감정에 흔들리고, 밥도 안 벌어주는 그
림이나 음악에 심취할까?
– 불필요해 보이는 정서, 예술 행위는 심층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능

동적이며 근원적인 인간 삶의 목적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