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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인터넷 소설을 읽을 때 사용자의 참여도에 따라 그 내용의 이해
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현재 인터넷 소설은 소설의 양식이 인쇄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옮겨졌음
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상호작용성은 인쇄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의 전
환을 이룬 다른 장르에서 주요 특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스토
리텔링에서 사용자의 활동(action)에 관한 부분으로 활동적인(active) 사용자의 
참여를 말한다(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을 사용자가 매체에 활동을 통한 개
입, 사용자 참여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또한 모니터를 통한 글 읽기는 
인쇄매체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훑어보는 글읽기(scanning)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참여도를 독립변인으로 글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실험 1
에서는 기존의 단편 추리 소설을 이용해 사용자의 글읽기 과정에서 범인추측
의 정도에 차이를 주어 참여도에 변화를 주었다. 그 결과 사용자의 참여도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유의미함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의 참여도가 이해에 영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며 인터넷 소설에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을 살린 글의 기재가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험 2에서
는 실험 1과 같은 추리 소설을 이용하되 사용자의 참여도에 따라 소설 내용
의 변화를 주었다. 실험 2의 결과 내용 변화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경로로의 이야기 내용에 궁금증을 보고하
며 글의 전체 내용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의 참여가 글의 이해
뿐만 아니라 흥미유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상호작용적
인 글읽기와 흥미유발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또
한 기존의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 연구가 현 상황에 대한 보고와 구현된 시
스템의 사용성 평가에 국한된 것에 반해 실험 연구로의 변화를 꾀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Keyword : Text Comprehension, Internet novels, Interactivity, hyperfiction, 
Interactive Storytelling. 
 

 
 

1. 서 론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를 

중심으로 확장된 인터넷 소설은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도 영화화되고 

인쇄매체로 출판되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소설 커뮤니티 중 하나인 ‘유머나라’의 

경우 지난 10월 공식 회원수가 1344659명으로 

매우 높은 수를 보이고 있다(한혜원,2005).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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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소설의 경우 텍스트파일(.txt)로 

작가가 글을 올리면 독자들이 그 글을 다운받아 

글을 읽는 방식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활용이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소설은 이모티콘을 사용해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제외하면 인쇄매체 소설들과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종이와 활자를 이용한 

소설의 전달 매체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소설은 

인쇄매체 소설 형식에 의존적이며 디지털 

미디어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Kip Strama, 

2001). 

 

1-1.  사용자 참여 
인터넷 매체로의 전환을 보인 것은 소설만이 

아니다. 스토리텔링의 경우 기존의 스토리텔링 

형식에 디지털 콘텐트를 도입해 적용하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면서 병의 치료, 

학습 환경, 협동 작업 기술을 연마하는 등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Mikael B. Skov, 2002).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매체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상호작용성 1 , 네트워크성 2 , 복합성 3  을 들 

수 있다(디지털 스토리텔링, 이인화, 2004).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구분할 때 

사용자(user)의 활동 정도를 수동적(passive)인 

형태와 적극적(active)인 형태로 구분한다. 여기서 

수동적인 형태는 사용자의 매체에 대한 참여도가 

거의 없는 매체에 대한 일방향적인 교류를 말하며, 

적극적인 형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정보의 구성에 참여를 하는 

쌍방향적인 교류를 말한다. (www.inms.umn.Edu/  

elements ). 

                  

                                            
1 미디어와 사용자, 또는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서 발

생하는 여러 형태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2 유무선 연결망을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 
3 문자, 사운드, 영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가 복합

되어 하나를 구성 
123|디지털 스토리텔링, 이인화, 2004 

소설과 매체의 전환 형식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신문이다. 인쇄매체인 

신문에서 인터넷 매체로의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후 인터넷 신문은 글의 

기재에서부터 취재 형태, 기사의 보도 등의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을 이루면서 종이 신문과 가장 큰 차별성이라 

꼽는 것 중 하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다. 

인터넷 신문은 독자와 독자, 독자와 기자간으로 

상호작용성을 구분하는 데, 그 형태를 보면 기사 

내용에 따라서 답글을 다는 형태로 독자가 의견을 

내고 다른 독자들이 그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내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은 

기사 하단에 적힌 기자의 메일로 자신의 의견들을 

냄으로써 적극적인 독자로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김익현,2003). 

인터넷 소설의 한 부류 중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가장 잘 적용된 사례는 하이퍼픽션 

(hyperfiction)이다. 하이퍼픽션은 하이퍼 텍스트를 

이용한 비선형적 글의 전개로 ‘공개 화형’의 

작가 로버트 쿠퍼의 경우 음악, 애니메이션 등 

영화적인 요소를 가미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하이퍼픽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마이클 조이스(Michael Joyce)의 ‘Afternoon, a 

story’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글이 전개되다가 

어떤 장면에서 다음에 전개될 내용을 독자가 

선택할 수 있게 질문을 한다.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독자가 답을 하면, 독자의 답에 따라 

다음 내용이 전개된다(정형쳘,1998). 독자와 

작가간의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형태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로의 적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단지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만을 접한 

다는 수동적인 개념에서 나아가 사용자가 매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용자 참여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을 사용자가 

매체에 활동을 통한 개입, 즉 사용자 참여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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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터넷 소설의 이해 
  종이매체와 인터넷 매체 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종이와 모니터라는 ‘배경’의 차이를 둘 수 

있다(김익현,2003). 모니터는 종이에 비해 가독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Ward(2002)에 따르면 

컴퓨터 스크린에서 읽는 것은 종이로 읽는 것에 

비해 그 속도가 25% 정도 느리다고 한다. 그는 

이 같은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50% 

정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닐슨의 연구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글을 

읽을 때  ‘웹 페이지를 읽지 않고 

훑어보기(scanning) 한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 

닐슨의 조사결과 79% 사람들이 웹에서 만나는 

새로운 페이지를 항상 스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어 하나하나를 읽는 사람들은 16%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Nielson,1997). 이처럼 

모니터를 통해 읽는 글은 가독성과 훑어보기로 

인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이해의 측면은 사용자 참여도로서 

만회할 수 있다. Kintsch(1994)는 텍스트 이해와 

학습과 관련하여 이해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며 텍스트가 독자들의 지식의 

활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독자의 능동적 참여란 텍스트에 대한 독자 

스스로의 정교화, 추론 생성, 텍스트 전체 구조의 

파악 들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적인 활동이 

텍스트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유영화,2001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독자의 

인지적 참여를 내용상이 아닌 글의 기재 형식의 

변화로 이끌 것이다. 글쓰기의 학습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참여적 상황을 제공하였을 경우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글쓰기에 

흥미를 유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Carbonaro, 

2005). 

  이 연구는 사용자가 내용상에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글의 기재 형식에 변화를 

주어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참여도가 인터넷 소설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단지 기재 형식에 따른 행위의 참여를 

넘어서 사용자가 직접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참여의 형태가 글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 

볼 것이다. 

 

2. 본 론 

 

2-1. 실험 1 

 

  실험 1에서는 사용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글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사용자 참여도 정도는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소설의 내용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기존 인터넷 소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용자 참여 형태에서 

선택되었고, 글의 기재 형식으로 참여도에 변화를 

주었다. 통제 변인은 제시된 소설을 아무런 조작 

없이 읽는 조건이었고, 동일시 조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의 이름이 실험 참가자의 이름으로 

바뀌어 사건 해결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조건을 

주었다. 두 번째 조건은 동일시 조건에서 

추측하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사건의 단서들이 

제시된 후 혐의자 중 한명을 선택하는 조건을 

주었다. 마지막 조건은 동일시 조건, 추측 조건을 

거친 뒤 혐의자 중 한 명을 추측하게 된 이유를 

자유로이 서술하게 하는 조건을 주었다. 소설의 

내용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추리 소설을 자극으로 한 

이유는 Schank(1979)가 보편적으로 재미있는 

주제라고 지적한 죽음이나 위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참여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내용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했다. 

 

2-1-1. 방 법 
실험참가자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는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연세대학교 학부 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그 중 3명의 경우 다른 실험 참가자와 

다른 조건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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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극 및 장치 

  Visual Basic 6.0으로 프로그래밍 된 총 10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추리소설이었다.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17인치 모니터(해상도 

1024*798) 에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자극을 

제시하였다.  

 

이해도 문항 및 설문 문항 

  이해도 문항은 2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5분의 

시간을 두고 소설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이 

서술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10개의 문장에 대해 

문장이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를 

선택하게 했고, 자신이 선택한 답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게 했다. 후자의 이해도 문항에는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실험 후 점수화 단계에서 첫 

번째 설문 문항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5점씩 배분하고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세부사항 당 1점씩 

추가하였고 최고 5점으로 제한하였다. 두 번째 

문항은 각각의 문항에 답을 맞추면 1점, 이유가 

맞으면 1점으로 문항당 2점씩 점수를 주었고, 총 

20점 만점을 주었다. 두 가지 문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을 경우 40점으로 하였다. 사후 설문 

문항은 실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로이 서술하게 하였다. 이는 제시된 조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다.  

 

2-1-2. 절차 
  각 실험참가자들은 글자크기 11pt의 10페이지의 

글을 읽었다. 페이지 마다 앞, 뒤로 이동 가능하게 

자극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자유로이 앞의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글을 

읽는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각 

실험참가자들은 실험에 참가하러 오는 순서대로 

각각의 조건에 배분되었고, 소설의 내용을 읽은 

뒤 이해도 문항과 설문 문항에 답을 했다.  

 

2-1-3. 결 과  

실험 참가자들은 모든 조건에서 전체 내용을 

읽는 데 10~15분 가량의 시간을 소요했다.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사용자의 

참여도에 따른 이해도에서 F(3.36)=27.84, 

p=.000으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였다(표1 

참고). 조건 간의 차이에서도 통제변인과 동일시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였다(표2 참고). 이는 사용자의 참여도가 

이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며,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글의 게재가 

글의 이해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런 참여도의 조건이 없는 통제 

변인과 동일시 조건에서 평균값에서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이고, 그 값의 상관에서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은 사후 설문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기재했듯이 사건 해결자가 자신이 

이름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글을 읽을 때 

자신이 사건 해결 자와 동일시하는 상황에서 글을 

읽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제시되는 것이 

흥미로웠으나 글을 읽을 때 더 집중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사용자 참여도가 이해점수에 미치는 영향  

  

 

표2. 사용자 참여도가 이해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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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참여자 조건 간 이해 점수 평균 

 

2-2. 실험 2 

 

  실험 2에서는 사용자의 참여를 내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해의 

차이를 보고자 했다. 즉, 실험 참가자들의 선택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였다. 실험 참가들은 추측 

과정이 있는 글을 읽게 되는 데 첫 번째는 자신이 

추측한 혐의자가 범인이 되는 조건, 두 번째는 

자신이 추측한 혐의자 외의 혐의자가 범인이 되는 

조건이 주어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신이 

추측에 따라 내용이 변한다는 것을 실험 참가자는 

모른 채 실험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조건은 

자신이 추측한 혐의자가 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글을 읽는 조건으로 통제조건과 비교하여 

실험을 분석하였다.  

 

2-2-1. 방 법 
실험 참가자 

  심리학 수업을 듣는 연세대학교 학부 생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극 및 장치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이해도 문항 및 설문 문항 

  이해도 문항과 그 측정 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였고, 설문 문항에서는 자신의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내용 변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2-2-2. 절차 
  실험 1의 동일하였고, 추가된 문항에 답을 했다. 

 

2-2-3. 결 과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3,35)=7.002, 

p=.001로 사용자가 내용에 참여하는 정도가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통제조건과 다른 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조건간의 차이를 볼 경우 그 값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표3 참고). 

범인을 추측하고 그 내용이 변화되었을 경우 

자신이 선택한 혐의자가 범인과 일치하던 

일치하지 않던 간에 이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혐의자가 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험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해도 평균이 떨어지는 것을 

보였다(그림2 참고). 이는 알고 실험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조건보다 글을 읽는 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해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사후 설문에서 많은 

수의 실험 참가자가 소설 내용에 많은 흥미를 

보이고, 다른 혐의자를 선택했을 경우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보고하였다.  

 

표3. 사용자의 내용 참여도가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 간 차이 

 
non: 내용 변화 없음 

accord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내용변화 있음 

nonacd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내용변화 없음 

prekmown : 내용이 변화는 것을 알고 선택하고 그에 따른 

내용 변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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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사용자 내용 참여도에 따른 이해 점수의 

평균 

  

 
3. 결 론 

   

  이 연구는 인터넷 소설을 읽는 경우 사용자  

참여도에 따라 글의 이해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자 하는 연구였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하는 과정을 주었을 때 글의 이해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소설의 

매체적 특성을 살리면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사용자 참여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내용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자인 

독자는 이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소설 

내용에 대해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의 참여도와 흥미 유발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 인터넷에 연재되는 소설을 보면 

문학적으로 평가되기 보단 재미와 신세대들의 

코드에 맞게 쓰여진 청춘 소설들이 대부분이다.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설의 형태가 어느 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소설의 

형태가 한정되는 것은 문학적인 소설의 경우 그 

내용에 무게가 있고, 글의 전개가 문어체로 

이루어지는 등 일반 독자가 가볍게 읽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글을 모니터로 읽을 

경우 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와 글읽기는 더 효율적인 

방향 모색을 하고 있다. 매체적인 특성을 살린 

글의 기재와 읽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더 다양하고 

작품성 있는 글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 소설이라는 분야가 그 자리를 

매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해의 요소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살펴보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기존 연구가 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시스템 구현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만 

국한된 상황에서 실험적 연구로의 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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