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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영화 마케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Activation of Movie Marketing Using Interactive Media 

송준희*, 임찬**

 Joon-hee, Song*, Chan, Lim**

요 약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의 창출이 거듭되고 있다. 그

중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관객을 작품 안에 참여시킴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에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흥미

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매출 증가와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유도하는 사례들

이 증가하고 있다. 영화 산업의 마케팅의 요소로써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인

마케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이로써 관객들에게 지속적이고

새로운 몰입감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영화 마케팅뿐만 아니라 산업의 전반적인 효

과적인 활용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 프로젝션 맵핑, 인터렉티브 미디어, 피지컬컴퓨팅, 영화 마케팅

Abstract As digital media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media arts are being created using new technologies. 
Among them, interactive media provides new experience and interest to the audience in that the audience is 
completed only by participating in the works. The use of these characteristics as a marketing strategy has led to 
an increase in sales and a positive image of the company. Through this study, we analyze the case of 
interactive media contents and infer the usage plan and elements. In addition, we propose a prototype of 
interactive media contents that can be used as a strategic marketing element by exploring ways to utilize 
interactive media as a marketing element of the film industry. This suggest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interactive media that provides a continuous and new sense of immersion to the audience, and suggests 
subsequent research on effective use of the industry as well as movi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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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관객의 움직임 또는 인터페이

스를 통한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영상, 음성, 물

리적인 움직임 등의 매체를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출력하는 프로세스를 가진 시스템이다. 이는 관객을 단

순한 감상자로써의 역할을 벗어나 참여시킴으로써 작

품의 일부로 작용하게 한다. 현재 다양한 기술과 표현

이 접목된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창출되고는 있으나 기

술적 가치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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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몰입을 제공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

에 첨가함으로서 관객은 영화와 연장되는 몰입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영화와의 연계를 통한 작품 제작은

영화 콘텐츠의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그것을 마케팅에 전략적으

로 이용한다면 영화 산업의 창조적 마케팅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 구현한 콘텐츠는 기존의 인터

랙티브 미디어 작품에서 결여된 영화적 서사를 부여한

다. Vvvv와 Arduino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3D 프로젝

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관람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이론적 고찰

1.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개념

‘상호간의’라는 뜻의 ‘Inter’와 ‘행동, 활동’이라는 뜻의

‘Action’의 합성어인 ‘인터랙션’(Interaction)은 상호간의

활동, 쌍방향 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

가 수많은 매체 상에서 선택하거나 받아들인 정보와의

상호교류가 가능한 것 같이 인터랙션은 개체성보다는

관계성의 부여로 정의 될 수 있다.[1] 인터랙션은 사용

자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물 혹은 또 다른 사용자와

이루어지는 모든 쌍방향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미디

어 공간 가운데 사용자의 참여나 문제에 대한 해결, 커

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다.

그림 1. 인터랙션의 개념

Figure 1. Concept of Interation

인터랙션을 미디어 분야에 적용 시킨 인터랙티브 미

디어는 컴퓨팅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 안에 창조

된 디지털 미디어에 물질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은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물리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가상현실과 메타포의 부자연스러움을 넘어 현실로 유

입된다. 이러한 형태는 작품과 관객 사이에 관조를 통

한 개인의 메타적 경험 방식이 아닌 참여를 통해 소통

하는 능동적 예술 형태의 기조라 할 수 있다.

2.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상호 작용성

미디어 아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인터페

이스로 동작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라 할 수

있다. Quiring & Schwegar는 인터랙티비티는 기계를

통한,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나 사람과 기계의 인터랙션

을 의미함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사람 간 상호작용을

뜻하는 인터랙션의 개념과 구분지었다.[2] Rafaeli &

Sudweeks는 인터랙티비티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과

정적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의 사건(sequence) 속의 전과 후 메시지의 관계성을 살

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3]

전통적인 회화와 같은 평면작품들은 심리적 상호소

통이 우선적이라면,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의 유형으로

분류된 작품들은 심리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작품들이다.[4] 이는 마셜 맥루언

(Marshall McLuhan)의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The

Extension Of Man)’[5] 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즉, 미디어를 통해 인간은 감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중간매체를 통해 직접적

인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며, 관객과 작품을 더욱 직접

적으로, 정서적으로 융합시키고 있다. 작품 밖에 있던

관객은 별개의 대상으로 존재하다가, 접촉하는 순간 비

로소 작품과 혼융된다. 이러한 참여적 요소는 시각적,

촉각적, 네트워크적 요소 등과 함께 미디어 아트의 가

장 큰 특성 중 하나이며, 그 참여 형식 및 기기마저 작

가, 관객, 불특정 다수의 관객, 센서, 모니터, 설치 오브

제 등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6]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현실(VR) 이나 혼합현실(MR) 기기를 이용한 아트

작품도 선보여지고 있다. [7][8]

상호작용성에 따른 특징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

다.[9] 첫째, 관객은 작품 속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단순

한 참여(participate)가 아닌 그 일부(part)로 기능한다.

이것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에서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다. 둘째, 관객은 미디어 아트를 수동적으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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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작품의 일부가 되는 참여자이자

작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 셋째, 작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작품의 최종 형태를 예상 할 수 없고

관객의 참여를 통해 변화하고 즉흥적인 완성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큰 매력으로 작용한

다. 결과적으로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작품에 관객을 참

여시키고 독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고려하고

그것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중요하다. 또한, 작품

의 기술적 요소들은 물론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객의 몰

입과 메타적 경험을 고찰해야함은 물론일 것이다.

Ⅲ.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인터랙티브 마케팅은 체험 마케팅에 IT 기술이 접목

된 발전된 형태의 마케팅 방식을 일컫는다.[10] 하지만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기술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

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

자와의 관계 형성보다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추세

이다.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제품의 기능적 편익만이 아닌 총체적 체험

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11]

1. 사례연구

1) ‘스니커즈’의 마케팅 사례

인터랙티브 미디어 마케팅을 이용하여 관객의 참여

를 독려한 광고에는 한국 마즈(Mars Korea)의 제품인

스니커즈(Snickers)초콜릿바의 마케팅 사례가 있다.[12]

그림 2. 한국 마즈의 스니커즈 마케팅

Figure 2. Mars Korea – Marketing of Snickers

이 작품은 모델링한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관객의 얼

굴과 함께 합성되어 인터랙션이 발생한다. 설치된 구조

물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되어 스크린과 비 인지된 카메

라, 센서 그리고 스니커즈 초콜릿바가 나올 박스가 함

께 설치되어 인터랙션을 이룬다. 단순한 움직임 뿐만

아니라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술

적으로 뛰어나며 관객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

며 긍적적인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화

제를 모았다.

2) 게임 ‘In Famous : Second Son’의 마케팅 사례

게임 콘솔 제작 업체인 SONY Playstation에서 진행

한 ‘in Famous : Second Son’ 게임 타이틀의 런칭 행사

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13] 사람

들은 전기 소켓처럼 보이는 구멍 속에 손가락을 넣고 5

초간 전기 충격을 견디는 게임을 하였는데, 5초를 견딘

사람에게는 “You’ve just won.” 이라는 말과 함께 게임

타이틀을 증정한다.

그림 3. SONY에서 진행한 'in Famous: Second Son'

런칭 프로모션

Figure 3. ‘In Famous : Second Son’ Launching

Promotion in SONY

이 마케팅에서는 기술적 새로움은 없었으나 게임의

스토리를 차용하여 현실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게임 ‘inFamous: Second Son’은 손에서 전기가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모험을 하는 스토리를 담은 게임

이다. 따라서 이 프로모션을 통해 관객들은 게임의 주

인공이 되어보는 듯한 경험을 통해 게임을 오래도록 기

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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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위의 사례들을 통해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한 마케

팅은 소비자에게 흥미와 소비를 만족시키는 특성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터랙티브 미디어 광

고는 사용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우호적인 경험을

발생시키고, 전달된 제품의 스토리텔링이 구매동기를

유발시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

다.[14] 또한 최근에는 정보 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 인

해 정보 전달이 쌍방향적으로 이뤄진다. 작품의 소비자

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전파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소비자(Consumer)에서 더 발전한

프로슈머(Prosumer)은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소비자와의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15]

Ⅳ. 프로토타입 제안

1. 작품 개요

1) 제작 목적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 창작하고

수익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그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이미

지나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안에 내재된 스토

리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작업은 문화적, 산업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16]

프로토타입으로 제안하는 콘텐츠는 기존 작품에서

부족했던 스토리텔링과 대중의 친화성을 부여함으로서

기술 구현과 단순한 메타적 경험의 차별성을 두며 영화

의 서사적 스토리를 소재로 이용하여 관객의 몰입과 작

품 참여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17]

그림 4. 콘텐츠 전경 사진

Figure 4. The picture of the Contents

2) 작품의 스토리텔링

본 콘텐츠는 2층 높이의 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미

니어쳐 건물과 빔프로젝터와 영화 선택 인터페이스가

설치된 또 다른 미니어쳐 건물이 조합된 프로젝션 매핑

작품이다. 작품의 소재로는 Alfred Hitchcock 감독의

1960년작 ‘싸이코(Psycho)’와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올드보이(Old Boy)’를 사용하였다. 관객은 영화를 선택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시된 두 가지의 영화

중 하나를 선택한다.

영화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의 요소는 영화 속 중요

한 역할을 했던 사물을 이용했다. ‘싸이코(Psycho)’에서

는 포스터에 등장하는 욕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여성 배

우의 팔을 사용했다. 포스터의 비어져 있는 부분을 떨

어진 팔과 일치시킴으로써 인터페이스가 완성된다.

‘올드보이(Old Boy)’ 에서는 망치를 이용한다. 포스

터의 ‘오대수’ 손에 망치를 쥐어주는 행위를 통해 인터

페이스를 완성한다. 이로써 관객들은 스토리 안에서 사

물의 의미를 재고하며 영화에 몰입할 수 있다.

그림 5. 인터페이스를 통한 영화 선택

Figure 5. Movie Selection through Interface

선택된 영화의 장면이 건물에 매핑이 되어 투영되고

관객은 그것을 관람 할 수 있다.

영화 ‘싸이코(Psycho)’를 선택하게 되면 먼저 남자

주인공인 ‘노먼’의 어머니의 뒷모습이 2층 왼쪽 방에 투

영된다. 이윽고 영화의 서사에 따라 방을 옮겨가며 이

야기가 담긴 영상이 투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

는 흔들의자와 비명 소리 사운드가 함께 플레이 된다.

1층의 맨 왼쪽 방에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관객을

실시간으로 캡쳐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관객은 프로젝

션되는 건물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작품의 스토리

텔링에 더욱 몰입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의 확장까지 이

어지게 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243-248, February 28,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47 -

그림 6. 작품 속 관객의 투영

Figure 6. Projection of audience in work

영화 ‘올드보이(Old Boy)’를 선택하면 영화의 메인

테마곡인 ‘The last Waltz’가 재생되면서 주인공인 ‘오

대수’가 등장한다. 뒤따라 여주인공 ‘미도’가 등장하고

‘오대수’와 ‘미도’의 관계와 복수에 대한 스토리가 건물

의 창문 속으로 보여진다. ‘오대수’가 망치를 가지고 감

금식 복도에서 싸우는 장면이 2층에서 보여지게 되는

데, 이때에도 1층의 맨 왼쪽 방에 관객의 모습이 투영

되어 관객은 스토리 안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콘텐츠를 통해 관객은 영화 속에 자신을

투영시키며 몰입하게 된다.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영화

적 서사 구조와 사운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극대화

시켜 새로운 몰입의 경험을 창출한다.

2. 작품 구현

먼저 작품 속 영상은 Adobe사의 AfterEffects를 사

용하여 효과를 주었다. 프로젝션 구현에는 vvvv를 사

용했다. 빔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 소스를 나열하고 이

것을 건물에 일치시켰다. 영화 선택 인터페이스는 아두

이노(Arduino)와 빛감지센서(CDS)를 사용했다. 또한

카메라 센서를 사용해 관객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포착

하였다.

그림 7. 본 콘텐츠의 기술 구현

Figure 7. Technology implementation of the Contents

그 외에도 LED 조명의 제어와 미니어쳐 오브젝트

등을 사용하여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영

화 속 디자인 요소들을 차용하여 관객에게 몰입감을 제

공했으며, 비인지 스피커를 통해 사운드를 활용하여 환

상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술적 구현과

예술적 가치를 함께 구현하고자 하였다.

3. 작품 결과 및 평가

본 작품의 ‘가상공간’은 창문에 투영되는 영상을 통

한 비현실의 공간과 미니어쳐 건물을 통한 현실의 공간

의 상호교류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리얼리티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이로써 영상을 보는 관객들이

실제 존재하는 건물로 투영되면서 영화와 현실의 경계

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객은

인터페이스가 영화 속 장치임을 인지하고 그것이 스토

리텔링에서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며 작품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것이 곧 영화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미디어 작품들과 차별성을 가

지고 스토리텔링 요소의 효과적 활용을 시도하였다. 관

객이 작품에 참여하는 가운데 스토리텔링은 작품에 대

한 흥미 유도와 몰입의 요소로써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앞으로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의 방향과 후

속 연구를 통해 영화 마케팅의 창의적인 전략으로써 그

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화 선택

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

다. 또한,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

를 향상시키고, 마케팅에서 사용된 인터페이스를 사용

함으로써 몰입도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Ⅴ. 결 론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는 예술성과 기술성을 결

합하여 많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치

가 있다. 이것을 영화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것은 경영

학적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

관객들은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작품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경험

의 확장을 경험하고 이것을 또 다른 콘텐츠로 재생산하

여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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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1차적 경험을 통해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였다면

그것이 2차적 구전과 모바일 네트워킹을 통해 주변인들

에게 전달하고 파급시킨다. 이것은 마케팅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단순히 마케팅의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의 동일 선상에

있는 예술 작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영화는 스토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감독은 스토

리를 통해 관객에게 다가간다. 이러한 영화적 특성을

부여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는 관객들의 영화를

통한 메타적 경험들을 확장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영화 산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다. 이것은 마케팅 효과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은

영화 선택 유도와 예술적 가치의 향상이라는 마케팅 효

과를 가진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보다

완성도 있고 신중한 작품들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할 것

이다. 단지 영화의 홍보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예술 작품임을 인지하고 영화 마케팅을 주도하

는 기업과 미디어 아티스트 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전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활용은 영화 산

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제작의 방법론과 창의적 전략에 대한 향후 연구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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