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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형 웹툰의 몰입도 연구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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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 기기의  등장 후 웹툰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스마트툰, 효과툰, 컷툰, 더빙툰, 무빙툰, AR툰, VR툰, 인터랙션 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결합된 기술 융합형 웹툰들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멀

티미디어 기술 융합 유형과 사례 제시, 연출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정도

로, 만화와 기술과의 융합이 독자의 만화 읽기와 몰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몰입의 관점에서 만화만의 독특한 몰입 

방식을 알아보고, 기술 융합형 웹툰들이 시도한 몰입 양상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

석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

의 인터랙션 요소와 몰입 양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롭게 시도

되고 있는 인터랙션 요소들이 웹툰의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논하였다.

몰입의 관점에서 기술 융합형 웹툰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효과툰은 멀티미

디어 효과가 과하게 사용될 경우 정보의 과부하를 일으켜 몰입을 방해하였다. 스마

트 모바일 기기의 가로 읽기 방식에 맞춰 칸에 움직임을 부여한 스마트툰은 그 시

도는 좋았으나, 독자의 능동적인 만화 읽기를 방해하여 몰입감을 떨어트렸다. VR

기기를 이용해 독자가 직접 웹툰 세계를 탐색하도록 한 VR툰 역시 웹툰의 세로 연

출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킴으로써 만화의 몰입을 저

해하였다. 만화 읽기 방식의 편이성만을 중시한 무빙툰은 독자의 만화 읽기의 자율

성을 침해함으로써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하일권의 인터랙

션 툰 <마주쳤다>는 얼굴인식 기술, 증강현실 기술, 360도 파노라마 기술, 햅틱 

기술 등 웹툰에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독자가 웹툰 캐릭터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독자 스스로가 주인공과 동일시되어 캐릭터와 상호작용함으로

써 몰입을 유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만, 작품 후반부에 나타나는 기술의 남용

과 이를 위한 무리한 상황 연출, 지루한 스토리 전개 등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주제어 : 웹툰, 융합, 몰입, 멀티미디어,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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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웹툰과 첨단 기술과의 융합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 되었다1). 스마트 기기 등장 후 기술 융합형 웹툰2)

의 초기 형태는 호랑의 <봉천동 귀신>와 같이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간단한 움직임을 주거나 음향, 효과음을 주는 방식이었

다. 그러던 것이 스마트 모바일 기기로 웹툰을 보는 독자수가 점

차적으로 증가3)하면서, 대형 포털사이트가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

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웹툰 융합 기술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네이버가 자체 제작 툴을 

개발하여 스마트툰, 컷툰과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춘 웹툰의 

가로 읽기 모델을 선보이거나, 효과툰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에 집중했다면, 다음은 더빙툰과 

같은 동영상과 음성이 결합된 무빙툰을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웹툰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

1) 스마트 모바일 기기 등장 이전에도 디지털 만화 범주 안에서 인터랙

티브 코믹스, 무빙 카툰, 모션 코믹스 등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 왔다.
인터랙티브 코믹스에서 실험한 비선형적 스토리 구조는 게임의 세계

로, 다양한 모션과 사운드, 이펙트 효과는 웹툰에서 멀티미디어 효과

로, 무빙 카툰과 모션 코믹스에서 보여준 애니메이션과의 절충은 무빙

툰으로 분화하여 발전하게 된다.
2) 기술 융합형 웹툰이란 이승진의 학술 논문인 「만화를 기반으로 한 

융합콘텐츠 모델 연구(2012)」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이승진은 「만화

를 기반으로 한 융합콘텐츠 모델 연구(2012)」에서 만화기반 융합 콘

텐츠 모델을 플랫폼 융합형, 소재 융합형, 기술 융합형 등 세 가지 형

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술 융합형 모델은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 탄

생한 SNS를 비롯한 차별적 기술전략 융합 콘텐츠를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 무빙카툰도 있으나 연구자마다 개념과 범주 규정이 조금씩 다

르고, 무빙툰과 혼동할 수 있어 가져오지 않았다. 이 외에 멀티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웹툰이란 용어도 있으나, 무빙툰이나 AR툰,
VR툰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기술 융합형 웹툰을 

사용하도록 한다.
3) 『2016 만화산업백서』(2017)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웹툰을 포함한 

온라인 만화 이용 시 주로 이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 91.6%로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PC/노트북가 5.6%, 태블릿PC가 2.6%
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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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포물 같은 특정 장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되거나, 소수의 

작품에서 작품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작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더러, 지나친 멀티미디어 효과가 독자의 

능동적인 만화 읽기를 방해함으로써 만화의 몰입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시도되고 있는 AR툰, VR툰, 인터랙션 툰은 이

전 기술 융합형 웹툰과 또 다른 양상을 띠며 주목받고 있다. 이

전의 기술 융합형 웹툰이 애니메이션 효과나 음향, 칸의 움직임 

등 주로 웹툰 연출 효과와 편이성에 편중했다면, AR툰과 VR툰, 

인터랙션 툰은 독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를 보인다. 특히 2017년 12월 말 네이버에서 선보인 하일권의 인

터랙션 툰 <마주쳤다>는 그 동안 네이버가 선보였던 멀티미디어 

효과 외에 AR기술과 360도 파노라마 기술, 얼굴 인식 기술을 이

용해 독자를 직접 만화에 등장시키고, 햅틱 기술을 통해 캐릭터

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면서 연재 당시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랙션 툰이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독자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 융합형 웹툰이 보

여주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만화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할 것이라

는 긍정적인 평가와, 과도한 첨단 기술의 사용이 만화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사실 기술 융합형 웹툰들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

다. 1996년에 게재된 이유남의 「만화와 멀티미디어-그 관계 정

립에 관한 몇 가지 생각(1996)」에서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개념

과 특징을 서술하고, 멀티미디어 만화와 인터액티브 만화라는 용

어를 제시하면서 만화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과 상

호작용성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후 등장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 만화에 대한 

연구로, 학술논문인 김영근, 안성혜의 「디지털 만화의 인터랙티

브 스토리텔링 구조에 관한 연구(2006)」과 김치훈, 허영의 「인

터랙티브 만화연출을 적용한 디지털 코믹스 연구(2007)」, 「칸 

연출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만화 연구(2008)」,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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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웹툰에서의 몰입(Flow)을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 분석 연

구(2010)」등이 이에 속한다. 이 연구들은 디지털 만화에서의 인

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유형과 인터랙션 요소를 활용한 연출 방식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술 결합으로 나타나는 웹툰 

연출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학술논문인 김보현, 홍난지의 「매

체발달에 따른 만화의 멀티미디어와의 융합에 관한 연구(2012)」

에서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들어간 국내외 다양한 웹툰 유형을 사

례별로 제시하고 있고, 학술논문인 한상정의 「한국 웹툰의 연출

문법 연구(2015)」에서는 웹툰의 새로운 문법 아래 웹툰의 세로 

스크롤 연출 방식과 네이버 스마트툰으로 대표되는 가로 읽기 형

태에서 보이는 독특한 연출 방식에 대해 논하였다. 석사논문인 

문지현의 「무빙카툰을 통한 웹툰의 새로운 표현방식 연구(201

5)」는 무빙카툰을 정의와 흐름을 정리하고, 무빙카툰의 범주 안

에서 비교적 최근 사례를 모아 정리하였다. 김유미의 「웹툰 연

출의 애니메이션 기법활용과 문제점 분석(2017)」에서는 네이버 

효과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와 사운드를 중심으

로, 부족한 기술력과 매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 독자의 몰입을 방

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 기술 융합형 웹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멀티미디

어 기술 융합 유형과 사례 제시, 연출 효과와 문제점 제시에만 

그칠 뿐, 만화와 기술과의 융합이 독자의 만화 읽기와 몰입에 어

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4). 또한 이들 연

구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 융합형 웹툰 - 예를 들어 AR

툰, VR툰, 인턱랙션 툰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웹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몰입의 

관점에서 만화만의 독특한 몰입 방식을 알아보고, 기술 융합형 

웹툰들이 시도한 몰입 양상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도록 

4) 김유미의 「웹툰 연출의 애니메이션 기법활용과 문제점 분석(2017)」
에서는 네이버 효과툰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효과와 사운드가 무분

별하게 사용될 경우 독자의 몰입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기술상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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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기존의 기술 융합형 웹툰과는 다른 방식으로 몰입을 

유도하고 있는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의 인터랙션 요소와 몰입 

양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첨단기술이 웹툰

의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그 한계점, 앞으로 기술 융합형 

웹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웹툰을 몰입의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해 봄으로써 연출의 범주 안

에만 머물러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융합형 웹

툰의 발전, 나아가 웹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Ⅱ. 기술 융합형 웹툰과 몰입

 

1. 웹툰에 있어서의 몰입

몰입(沒入:flow)의 사전적 의미는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말한다5). 이 몰입을 학술적으로 처음 다루었던 학자는 긍정심리

학의 창시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다.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몰입은‘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6).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자기 목적적(au

totelic) 또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심리적 경험으로 설명하

며,‘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관여되어 행동할 때 느끼는 감정’으

로 정의7)하였다. 그는 몰입의 발생과 강도를 내타내는 지표 요소

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요소에는 지각, 주의집중, 자기의식의 소

멸, 타인에 대한 명백한 피드백, 행동과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근심과 속박의 순간적 소멸과 즐거움 혹은 쾌감8) 등이 있

다. 또한 칙센트마이드는 몰입이 언제 잘 일어나는가에 관한 연

5) 네이버 사전, 2018. 01.20 검색

6) 권석만,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8, p93.
7) 김용현, 「웹툰에서의 몰입(Flow)을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 분석 연

구」, 한양대학교 영상디자인학, 2010, p.23.
8) 위의 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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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몰입을 촉진하는 조건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는 활동에서 몰입이 

잘 일어난다. 모호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 목표가 분명

할 때 몰입이 쉬워진다.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활동

에서 몰입이 잘 이루어진다. 셋째, 몰입상태를 촉발하기 위해서

는 개인의 기술 수준과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두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너무 쉬운 과제면 

몰입하기 어렵고, 너무 어려운 과제는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이후 이루어진 몰입 연구에서 무자퍼 세리프와 해들리 캔트

릴(MuzaferSherif & HadleyCantril)은 몰입이란‘개인의 가치기

준과 어떤 관심사나 대상물과의 관계’라고 정의하며, ‘관심사

나 대상물이 개인의 가치기준과 결합되는 점이 많을수록 몰입수

준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조나단 프리드맨(JonathanL.Free

dman)은 몰입을‘어떤 관심사에 대한 관여의 정도’라고 서술하

고 있으며, 오스트롬과 브로크(T.M.Ostrom & T.C.Brock)는‘개인

의 인지과정의 요소들과 관심사나 대상물의 관계’라고 주장하였

다. 한편, 트레비노& 웹스터(Trevino & Webster)는 몰입은 재미

있고 탐사적인 기술 과정을 통해 지각된 상호작용으로 기술하는 

등,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즐거움이 몰입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9). 

정리하자면 몰입이란 외적 동기나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동

기에 의해 일어나는 심리 상태로, 깊이 파고들어 무아지경에 이

르는 상태를 말하는데, 관심사나 대상과의 관계, 대상과의 관여 

정도,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몰입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분

명한 목표와 그에 따른 피드백, 개인의 수준과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몰입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에서 몰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만화의 몰

입에 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연구는 김용현의 「웹툰에서의 

몰입(Flow)을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 분석 연구(2010)」이다. 그

9) 위의 논문, 정리표에서 가져옴,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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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몰입을 위해 세 가지 인터랙티브 요소 - 내용 전개에 위한 진

행버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효과, 음향 효과를 적용한 웹툰

을 제작하여, 실제 피실험자들에게 실험하고 그 몰입의 정도를 

입증하였다. 독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위해 비선형적 스토리 구

조, 인터랙티브 효과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의 연

장선상에 있다.  

한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소설이나, 영화, 애니메이

션, 만화와 같은 분야에서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과 감정 이입이 

가능한 캐릭터의 유무가 몰입을 유도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다. 김성재는 「시간구조를 통한 서사 웹툰의 재미 연구(2016)」

에서 작가가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독자가 그것이 현실에서 벌

어지는 일인 것처럼 느끼게 해야만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

고 독자는 재미를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자는 작가가 제

공한 정보를 재정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이완을 경험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몰입이 발생하여 재미를 느낀다고 주

장하였다. 그런데 전자적이며 자동적인 완결성 연상이 이루어져 

관객의 참여가 적은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달리, 칸의 병렬로 이

루어진 만화는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완결성 연상 작용이 

일어난다10). 만화 독자는 만화를 읽을 때 칸과 칸 사이를 해독하

면서, 동시에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 취합, 재정

렬하면서 만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의 선별

은 작게는 한 칸 속 캐릭터와 배경, 말풍선, 효과 배경부터 칸과 

칸 사이11), 넓게는 한 페이지 내에서도 일어난다. 독자는 만화를 

읽을 때 배경으로 등장하는 엑스트라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으

며, 정보가 적거나 중요도가 적은 칸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건

너뛰며 읽어 나간다. 만화 독자는 이렇게 정보를 재정렬하고 통

합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10)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의 이해』, 시공사, 2002, pp.71-77.
11) 스콧 맥클라우드는 위의 책에서 이것을 순간이동, 동작 간 이동, 소

재 간 이동, 장면 간 이동, 양상 간 이동, 무관계 이동 등으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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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독자 개인마다 다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마다 

만화를 읽는 속도는 다 다르며, 이 때 독자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양면 페이지 단위로 연출이 이루어진 종이 만화는 읽기 방

식이 Z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

다. 웹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웹툰12)은 세로 스크롤을 통한 

만화 읽기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이퍼미디어 환경과의 상호작용하

며, 그 과정에서 몰입이 발생한다. 또한 웹툰은 종이 만화와 달

리 분절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선과 템포의 단절 없이 

웹툰에 몰입할 수 있으며13), 모니터 화면에 1~2칸만이 노출되는 

속성 탓에 한 칸에 대한 몰입도는 높은 편이다.  

정리하면, 만화에서의 몰입은 감정이입이 가능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에서 몰입이 발생한다. 갈등이 첨

예화되면서 독자는 캐릭터에 깊이 몰입하게 되고, 작가가 창작한 

만화 연출(칸 구성, 각종 효과 등)에서 정보를 선별, 취합, 재정

렬,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만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면서 몰입은 유지, 강화되는 것이다. 

2. 기술 융합형 웹툰의 유형별 몰입 양상 분석       

1) 웹 스크롤 방식과 모바일 컷 뷰 방식 

12) “린다 트레비노와 제인 웹스터 그리고 라이언(LindaKlebeTrevino& J
aneWebster& L.Ryan)는 컴퓨터상에서의 몰입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몰입을 ‘어떤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재미있고, 탐사적인 것으로 여기

는 사용자의 인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사용자는 자신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감을 인지하며, 그 상호작용

에 주목하게 되고, 인지적인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

면, 몰입 개념을 웹에 적용시킨 도너 호프만과 토머스 노박(DonnaL.H
offman& ThomasP.Novak)은 몰입을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동안 일어

나는 상태로,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되는 끊임없는 반응의 연

속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용현, 「웹툰에서의 몰입(Flow)을 위한 인터

랙션 디자인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영상디자인학, 2010, pp.28-29 재

정리.
13) 백은지, 「웹툰 만화연출 연구- 웹코믹스 대표작품을 중심으로」, 상

명대학교 만화영상학, 2009,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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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롤 방식은 웹툰의 고전적인 세로 스크롤 연출 방식에 

멀티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호랑의 <봉천동 귀신>

과 네이버의 효과툰이 이에 속한다. 2015년 5월 하일권의 <고고

고>로 처음 소개된 효과툰은 네이버가 개발한 ‘웹툰 효과 에디

터’라는 저작도구를 활용해 만들어진 웹툰이다. 사용자의 스크

롤 속도에 맞춘 패럴랙스 효과 및 애니메이션, 자동원근, 효과

음, 배경음악, 즉시 재생되기, 원근 처리, 진동 효과 등의 다양

한 연출이 가능한 웹툰을 말한다14). 하일권의 <고고고>와 네이버 

작가들이 공동 참여한 <2015 공포특집-소름>이 대표적이다.  

웹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효과툰에서는 마우스가 인터

랙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우스에 의해 생성된 스크롤

의 속도에 반응해 각종 애니메이션 움직임 효과, 음향, 효과음 

등이 제공된다. 캐릭터와 배경, 말풍선, 효과음 등을 각각의 레

이어로 분리하여, 스크롤 속도에 따라 각 객체가 나타나게 함으

로써 다양한 원근감, 움직임, 사운드 효과를 창출해낸다. 인터랙

티브 코믹스와 달리 웹툰을 읽는 독자는 스크롤을 내리는 역할 

외에는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그림 1)  

그림 1. 하일권의 <고고고>, 독자가 스크롤을 내리는 것에 

반응해 내레이션과 후광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14) "움찔움찔 네이버 효과툰, 이렇게 만들었어요", <블로터>, 2015.09.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
05&oid=293&aid=0000017070>(접속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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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 소름>의 <사생사>

의 관 긁는 장면. 공포를 배가시키

기 위해 음향과 움직임을 주었다.

그런데 효과툰에서 사용된 멀티미디어 기술은 서비스 초반에

는 새로운 경험이란 측면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연재가 계속되고 

그 기술이 과하게 사용되면서 되레 웹툰 읽기에 대한 몰입을 방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효과툰의 멀티미디어 기술이 웹툰 

읽기의 몰입에 방해하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이라기보다, 정보의 

과부하 때문이다. 멀티미디어 효과가 과하게 사용될 경우, 배경, 

효과음, 캐릭터의 움직임 등 정보의 과부하가 생겨 독자는 스토

리에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고, 정보의 과잉으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몰입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효과가 모두 몰입을 방해 하는 것은 아니다. 멀티미디어 효과가 

적재적소에 사용되면, 만화의 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네

이버의 <2015 소름>의 1화 DEY의‘사생사’편을 보면, 웹툰 초반

에는 멀티미디어 효과가 나오지 않고 중반에 음향 정도만 사용된

다. 그러다가 만화 후반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

가 점점 커지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죽은 줄 알았던 여주인

공이 살기 위해 관을 손으로 긁는 장면이 클로즈업 된다.(그림 

2) 이 관을 긁는 장면에 움직임을 넣음으로써, 음향에 의해 조성

된 긴장감을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멀티미

디어 효과가 만화 읽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사용된

다면, 만화의 몰입을 강화하고 반전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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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할 것이다.   

모바일 컷 뷰 방식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만화가 등장하면

서 생긴 가로 넘기기 방식을 말한다. 스마트 기기 화면을 터치하

면 모바일 화면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거나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

음 컷으로 전환된다. 네이버의 스마트툰과 컷툰 등이 여기에 속

한다. 네이버가 명명한 스마트툰과 컷툰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가로 넘김 방식이 적용된 웹툰으로, 모바일 화면에 한 칸씩만 노

출되고 화면을 터치하면 한 칸씩 넘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2012

년 10월 첫 선을 보인 스마트툰은 스토리 전개에 맞게 줌인-줌아

웃(Zoom-In, Zoom-Out) 기능, 상하좌우 이동 효과를 낼 수 있게

끔 설계되었으며, 현재는 장면전환을 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15). 스마트툰의 대표작으로는 조석의 

<조의 영역>과 김규삼의 <하이브>, 윤인환, 김선희의 <심연의 하

늘> 등이 있다. 2015년 4월 네이버에서 처음 서비스된 컷툰은 한 

칸씩 넘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스마트툰과 비슷하지

만, 멀티미디어 효과나 칸의 움직임 등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된

다. 대신 컷툰은 칸 별 댓글 기능이나 특정 칸을 SNS에 공유하게 

하는 등 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동건

의 <유미의 세포들>, 자까의 <대학 일기>가 대표적이다. 스마트

툰과 컷툰은 웹에서는 스크롤 방식으로, 앱에서는 가로 넘김 방

식으로 동시에 서비스 되고 있는데, 스마트툰의 경우 웹에서는 

스마트툰 특유의 칸 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16).  

앞에서 설명했듯, 스마트툰의 가장 큰 특징은 줌인-줌아웃 

기능과 칸의 방향과 순서가 모바일의 가로 넘김 방식을 적극 활

용한다는 것이다. 가로 넘김 방향을 이용해 칸의 등장 시점과 순

서, 방향에 변화를 줌으로써, 특별한 애니메이션 효과 없이도 움

직임과 역동성을 창출해 낸다. 주인공이 추락하는 장면에서 칸이 

15) 한상정, 「한국 웹툰의 연출문법 연구」, 『애니메이션연구』,Vol. 11.
No. 3, 2015, p.128.

16) 컷툰은 한 컷 씩 넘어가는 기능 외에 특별한 기술이 쓰이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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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래로 등장해서 떨어지는 연출 효과를 주는 식이다. 그

러나 이러한 칸의 인위적 등장은 독자의 능동적인 만화 읽기를 

방해하여 몰입을 저하시킨다. 일반적인 만화 읽기에서 독자가 칸

과 칸을 읽고 이동하는 시간이 0.1초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스마트툰에서 인위적으로 등장하는 칸은 0.5초 정도로 되는데, 

독자가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칸이 등장하는 시점이 늦

기 때문에 몰입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칸의 등장 시점을 

빠르게 한다고 해도, 독자마다 칸과 칸을 이동하여 읽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몰입에 방해를 받는 것은 매한가지다. 

한편, 스마트툰에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심연의 하늘>에서 

보여준 가로 연출은 가로로 크게 보여야 할 칸이 서로 분절되어 

보임으로써, 역으로 정보가 차단되어 독자가 칸과 칸을 다시 재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만화 읽기

는 방해받게 되고, 몰입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스마트툰에서 칸

의 순서와 방향을 인위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행위는 관습화된 만

화 읽기 방식을 파괴함으로써, 만화에 대한 몰입을 떨어트리는 

그림 3. 윤인환, 김선희의 <심연의 하늘> 

아이폰으로 직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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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 무빙툰17)

무빙툰은 동영상 매체를 통해 구현되며, 플레이가 시작되면 

칸과 말풍선, 각종 효과들이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나타나

고, 캐릭터에 약간의 움직임이 부여되며, 각종 음향과 성우 더빙

이 결합되어 보여지는, 일종의 웹툰과 애니메이션 중간 지점의 

웹툰을 말한다. 곰툰의 모션 코믹스, 다음의 더빙툰과 무빙툰이 

여기에 속한다. 초기 모델은 2005년 위성DMB 서비스용으로 나온 

무빙카툰으로 만화 칸이 자동으로 순서대로 나오면, 음악이 깔리

고 성우들이 대사를 더빙 형식으로 읽어주는 형태였다. 2014년 5

월에서 곰툰의 모션 코믹스는 이를 개선하여 칸과 말풍선의 시간

차 등장, 캐릭터의 약간의 움직임, 각종 음향을 결합한 형태로 

선보였다. 다음의 더빙툰은 기존에 연재되던 웹툰에서 말풍선을 

제거한 후 칸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성우가 화면에 맞춰 더빙

하는 방식이다. 다음의 무빙툰은 이 두 방식이 결합한 형태로, 

캐릭터의 입모양에 움직임을 넣거나 중요 장면에 움직임을 넣는 

등 움직임을 좀 더 부여하고 성우가 더빙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구현해냈다. 대표작으로 한지혜, 안정은의 

<아메리칸 유령잭: 무빙툰>이 있다. 

17) 무빙툰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움

직임 요소가 들어간 웹툰을 무빙툰이라고 하여 효과툰을 무빙툰의 범

주에 넣기도 하고, 효과툰과 무빙툰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는 연구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움직임 요소가 들어간 웹툰을 무빙 카

툰으로 칭하며, 효과툰과 스마트툰과 구별되는 모션코믹스 개념을 별

도로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다. 정리하면, 움직이는 웹툰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무빙툰와 무빙 카툰은 네이버의 효과툰이나 각종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 웹툰, 다음의 더빙툰과 무빙툰, 곰툰의 모션 

코믹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다음의 더빙툰이나 

무빙툰, 곰툰의 모션코믹스와 같이 동영상 매체를 이용해 구현되어 플

레이가 시작되면 칸과 말풍선, 각종 효과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캐

릭터에 약간의 움직임이 부여되며 각종 음향이나 더빙이 더해진 협의

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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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툰의 경우, 동영상 매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가장 적은 방식이다. 제작자의 의해 칸의 배열부

터 등장 순서가 강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독자의 

읽기 방식은 가장 수동적인 형태를 띠며, 자율성은 박탈당하게 

된다. 모든 장면이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칸을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 장면이 나와도 넘어가야 하며, 모션 코믹스

의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말풍선을 읽기 급급한 상황이 벌어지

기도 한다. 자동재생이 반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무빙툰이 재생

되는 매 순간 긴장해야 하고, 정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혹여나 웹툰의 내용을 놓치기라도 하

면, 그 순간 독자는 만화 읽기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 독자의 

만화 읽기에 강제성을 띠는 무빙툰의 경우 독자의 읽기 방식이 

수동적이 되고, 그로 인해 자율성이 박탈되면서 상대적으로 몰입

도는 감소하게 된다.  

3) AR툰, VR툰

2016년 10월 네이버가 선보인 AR툰은 증강현실(AR, Augmente

d Reality) 기술과 웹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웹툰으로, 공포

물 <폰령>이 대표적이다. <폰령> 1화인‘여관 201호’에서는 등

장인물들이 한 명씩 목격하게 되는 귀신 캐릭터가 독자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효과를 연출했다.(그림 4) 마지막 장면에

서 독자의 스마트폰 구석에 귀신의 일부 모습이 나타나며, 독자

가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귀신 캐릭터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고, 

캐릭터의 얼굴도 그에 따라 변한다. 네이버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에 내장된 센서 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의 각도에 따라 캐릭터가 

보여지는 모습을 다르게 설정18)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앱을 설

치해서 스마트폰으로만 봐야만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웹툰의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18) "네이버 웹툰, 증강현실 접목한 AR툰 ‘폰령’ 선보여", <이데일리>, 20
16.10.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
c&sid1=105&oid=018&aid=0003660703>(접속일: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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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현실 속 공간에 귀신 캐릭터가 나

타나기 때문에, 독자의 만화 읽기 행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스토리의 반전과 공포

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별한 조작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적극적

인 개입이나 참여, 상호작용은 이루어지

지 않지만, 언제 귀신 캐릭터가 튀어나오

는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물 특유

의 긴장과 공포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AR기술이 화 당 1~2개 정도로 

적당하게 사용되고 있어 몰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공포를 주는데 효과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R툰은 그 

적용 사례가 미비하고, 아직은 특정 장르

에서만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R툰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웹툰을 결합한 새

로운 형태의 웹툰으로, 스마트폰연동 VR헤드셋 시장이 열리면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코믹스브이(ComixV)에

서 2017년 7월 부천만화축제에서 <와라, 편의점 VR> VR툰을 처음 

선보였다.(그림 5) 코믹스브이는 이후 VR 웹툰 앱을 출시하여 20

18년 1월 현재 최호철의 <지하철 거닐기>, 환쟁이의 <온 더 마

스>, 백성민의 <붓노리> 등 10여개의 VR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VR툰의 기본 원리는 웹툰이라는 가상 세계를 독자가 체험한

다는 점이다. VR기기를 쓰게 되면 웹툰의 전경이 360도로 제공되

그림 4. AR툰 <폰령> 

1화 ‘여관 

201호’에서 AR 장면. 

아이폰으로 직접 캡처

그림 5. <와라 편의점 VR> 1화 중 360도 전환, 아이폰으로 직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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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스케일이 큰 전쟁 장면이나 광활한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만화에서 독자는 스펙터클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VR툰은 

컨트롤러에 의해 만화의 장면이 넘어가며, 이용자의 시선에 따라 

만화 속 장면과 말풍선, 내레이션, 효과음 등이 제공된다. VR툰

은 웹툰 속 공간에 독자가 직접 들어간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몰

입을 유도하고, 시선에 따라 만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

의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역으로 이것이 오히려 만화 읽기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VR툰은 웹툰의 한 

장면 씩 제공하며 컨트롤러에 의해 장면이 넘어가는 형태인데, 

만화의 장면 중 360도로 시선을 옮겨 감상해야하는 장면은 많지 

않고, 그 장면 또한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장면마다 독자

는 두리번대며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수고를 해

야 한다. 또한 360도로 장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만화 읽기 템

포가 끊기기 때문에, 스토리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다시 말

해, VR툰은 VR 기술을 통해 만화 속 가상 세계를 독자가 직접 관

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몰입이 

일어나지만, 시선과 정보를 분산시켜 주의집중을 떨어트림으로써 

스토리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랙티브 코믹

스처럼 독자가 스토리 전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

는다. 그러나 추리물이나 서스펜스 같은 정보 탐색형 만화 장르

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공포나 충격을 주는 공포물의 경우, VR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면,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 냄은 물론 

몰입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의 몰입도 연구

1.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의 인터랙션 요소

하일권의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은 네이버 자회사가 네이버

랩스와 협력하여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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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프롤로그, 에필로그 제외)로 연재된 작품이다. 효과툰에서 

사용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19)에 얼굴 인식 기술과 머신 러닝 

기술, 360도 파노라마 기술, AR기술, 햅틱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웹툰에 결합하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몰

입감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독자와 작품이 상호작용(인터랙션)해

야 한다는 특징 때문에 ‘인터랙션 툰’이라고도 불린다20). <마

주쳤다>에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인터랙션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의 기술들은 360도 파노라마 기술 - 이름 입력 기능 - 

19) 멀티미디어 기술이 주 인터랙션 요소가 아니기에,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도록 한다.
20) "셀카 찍으면 내가 만화 주인공...IT 만나 진화한 웹툰", <중앙일보>,

2017.12.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5&oid=025&aid=0002783759>(접속일: 2018.03.10)

몰입을 위해 사용된 인터랙션 요소

얼굴 인식 기술 
독자가 셀카를 찍으면, 독자의 얼굴이 만화화 되

어 만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술

이름 입력 기능,

알림 기능

(부가 기능)

이름을 입력하면 만화 속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되

며, 다음화가 게재되었을 때 이름을 불러 알려주

는 알림 기능 

햅틱 기술

스마트폰을 터치하여 캐릭터와 상호작용 하는 기술 

예: 여주인공 빵조각을 털어주기, 손을 잡아끌기, 

눈물 닦아주기, 키스하기 등

증강현실(AR) 

기술
만화 캐릭터가 현실에 나타나는 기술

360도 파노라마

기술

스마트폰을 좌우로 움직이면, 360도로 만화 속 전

경을 볼 수 있는 기술

예: 교실 전경, 우주 공간

멀티미디어 기술 효과툰에서 사용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

표 1. <마주쳤다>의 몰입의 위해 사용된 인터랙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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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능 - 얼굴 인식 기능 - 햅틱 기술 - 증강 현실 순으로 등

장하는데, 적응 기간을 한 화 정도 거친 후 새로운 기술이 추가

로 소개되는 방식이다. 멀티미디어 기술은 전 화에 걸쳐 사용 된

다.  

<마주쳤다>에서 결합한 기술들은 독자 참여와 상호작용에 집

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독특한 참여 방식은 얼굴 인

식 기술과 이름 입력 기능, 햅틱 기술이다. 프롤로그에서 독자가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면, 웹툰 속 여자 주인공이 독자가 

입력한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듯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이 때 

입력한 이름은 다음 화가 게재되면, 앱 알림 기능으로도 활용되

어 웹툰의 다음 화가 게재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알려준다.

2화에서 소개되는 얼굴 인식 기술은 독자가 자신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 사진이 얼굴 인식 기술과 머신 러닝 기술에 의해 하

일권 작가풍의 캐릭터로 바뀌어 웹툰에 등장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림 6. <마주쳤다>의 

얼굴 인식 기능. 아이폰

으로 직접 캡쳐 

그림 7. 햅틱 기술. 스

마트폰을 터치하면 먼지

를 털어주거나 손을 잡

을 수 있다. 아이폰으로 

직접 캡처 

그림 8. 증강현실 기술

아이폰으로 직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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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 때, 캐릭터 디자인은 독자의 얼굴과 하일권 그림과

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툰에서 독자마다 각각 다

르게 구현된다. 2화에서는 햅틱 기술도 등장하는데, 독자가 스마

트폰 화면을 터치하여 여주인공의 머리에 묻은 빵조각을 묻은 털

어주는 행위를 통해 독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그림 

7) 4화에 등장하는 증강현실(AR) 기술은 웹툰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허구의 여주인공을 이끌어 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얼굴인식 기술이 독자가 현실에서 허구의 세계로의 진입을 유도

한다면, 증강현실 기술은 허구 속 캐릭터가 현실의 세계로 진입

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그림 8) 프롤로그와 6화에 등장하

는 360도 파노라마 기술은 VR툰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술로, 기존 

웹 스크롤 웹툰의 한계 - 세로로 긴 칸 연출은 가능하나, 가로로 

긴 칸 연출은 불가능한-를 보안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스마

트폰을 좌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호작용을 유도하

는 역할을 한다.(그림 9)      

그림 9. <마주쳤다> 1에 등장하는 360도 파노라마 기능. 아이폰으로 직접 캡처  

2.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의 몰입도 분석 

1) 인터랙션 요소가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마주쳤다>의 몰입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조금 색다

르게 전개된다. 독자는 여느 웹툰과 같이 작품의 썸네일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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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선택하지만, 프롤로그 중반 마치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내레이션을 통해 작품, 즉 대상에 대

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된다. 독자는 프롤로그 중반에 등장

하는 360도 파노라마를 통해 왕따 당하는 엑스트라 캐릭터 영희

를‘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입력한 이름이 캐릭터에게 직접 호

명됨으로써 친밀감이 형성되며, 독자가 발견한 엑스트라가 여자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첫 번째 몰입이 발생한다. 이 몰입 

현상은 조나단 프리드맨(JonathanL.Freedman)의‘몰입은 어떤 관

심사에 대한 관여의 정도’몰입 정의와 무자퍼 세리프와 해들리 

캔트릴(MuzaferSherif & HadleyCantril)이 주장한‘관심사나 대

상물이 개인의 가치기준과 결합되는 점이 많을수록 몰입수준은 

높아진다’라는 몰입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독자는 

360도 파노라마 기능을 통해 여주인공을 발견함으로써‘대상에 

관여’하게 되고, 그 대상이 독자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극중 

캐릭터와 독자 사이의 친밀감이 형성되어 몰입감이 생성되는 것

이다. 이 이름 불러주기 기능이 알림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

생되면서, 독자와 웹툰 캐릭터간의 친밀감은 더욱 증가하게 된

다. 

이 몰입감은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한 자기 동일시로 강화된

다. 웹툰을 보는 독자들은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감정 이

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2화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독자 자

신을 닮은 만화 캐릭터가 웹툰 남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 동일시는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칙센트미하이

는 몰입을 강화하는 요소로 지각, 주의집중, 자기의식의 소멸, 

타인에 대한 명백한 피드백, 행동과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 그

리고 근심과 속박의 순간적 소멸과 즐거움 혹은 쾌감 등으로 제

시하고 있는데, <마주쳤다>에서 일어난 자기 동일시는 독자로 하

여금‘자기의식의 소멸’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몰입을 강화시키

게 된다. 결국 독자는 자신과 닮은 웹툰 캐릭터를 동일시함으로

써 캐릭터에 더욱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의식의 

소멸을 경험함으로써 몰입이 강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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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햅틱 기술을 통해 여주인공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캐릭터에 대

한 감정이입이 극대화 되면서 몰입은 증가한다. 웹툰 속 캐릭터

인 영희의 머리에 붙은 빵조각을 털어주고, 얼굴에 묻은 아이스

크림을 닦아주면서 관계가 발전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영희의 슬

픔에 공감하게 되며, 영희를 가상세계에서 구하기 위해 손을 잡

아끄는 행위를 통해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트레비노& 웹스터(Trevino & Webster)는 몰입은 재미있고 탐사적

인 기술 과정을 통해 지각된 상호작용이라고 한 주장과 같이, 독

자는 다양한 햅틱 기술을 통해 캐릭터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관계

가 발전하고,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입이 극대화되면서 몰입이 강

화된다. 또한 이 햅틱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은 별다른 기술을 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 촉진 요소인 

단기 목표 설정, 즉각적인 피드백, 개인의 기술수준과 적절한 난

이도의 균형 조건에도 규합한다. 

한편, 증강현실을 통해 독자가 허구 속 영희 캐릭터를 현실 

공간으로 피신시키는 경험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높은 밀도로 

공존하게 하여 주의 집중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몰입을 강화

시킨다. 여기에 현실 속에서 웹툰 캐릭터 영희를 탐색하고, 대화

하는 경험을 통해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결국, 독자는 360도 파노라마 기술을 통해 여주인공을 발견

함으로써 대상에 관여하게 되고,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자기 동

일시가 이루어지면서 칙센트미하이가 주장한‘자기의식의 소멸’

을 경험하게 되며, 햅틱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캐릭터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몰입이 강화되는 것이다.

2) 한계점

<마주쳤다>는 강력한 몰입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사용 

방법 때문이다. 여자 독자의 경우 사진을 찍어도 남자 만화 캐릭

터로만 구현되는데, 이것은 여성 독자에게 심리적 저항감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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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댓글 반응을 보

면, 얼굴 인식 기능이 소개된 2화부터 여자 캐릭터 부재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각종 기술들이 과하게 사용되고, 

기술 소개를 위해 억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면서 몰입감이 떨어

지는 양상을 보인다. 표 2는 <마주쳤다>의 화별 주요 사건과 사

용된 기술, 그에 대한 호감 수21)를 정리한 것이다. 인기 있는 네

이버 웹툰의 화별 호감 수는 1만~3만 사이인데 반해, <마주쳤다>

는 프롤로그와 1화 호감 수가 5만이 넘는 것으로 보아 연재 초 

첨단 기술은 작품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햅틱 기술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4화의 호감 수는 34,609

에서 29,121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4화에 사용된 햅틱 기술

을 살펴보면, 영희 캐릭터의 눈물 닦아주기, 키스해주기, 손잡아 

끌기 등으로, 다른 화에서 햅틱 기술이 1회 정도 사용된 것에 비

해 햅틱 기술이 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

술의 남용은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 요소 중 하나인‘주의

집중’을 분산시켜, 몰입감을 떨어트린다. 또한 캐릭터와의 키스

를 위해 독자가 스마트폰에 직접 키스하도록 유도한 연출은 다소 

억지스러운 상황 연출로 웹툰에 대한 몰입을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다.    

한편, 첨단 기술에 맞춰 제작된 스토리 라인 또한 몰입을 감

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2의 화별 주요 사건을 보면, 

<마주쳤다>의 전반적인 스토리의 갈등구조가 약하고, 사건 진행

이 느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토리에 맞게 기술이 사용

된 것이 아니라, 기술에 맞춰 스토리가 구성되다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극의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호

감 수를 봐도, 호감수가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1화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 호감 수(좋아요)는 적극적인 독자들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전용 앱에서는 조회 수가 서비스 되지 않아 호감 수로 대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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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주요 사건 사용된 기술 호감수

프롤

로그

허구 이야기 전개 /

독자가 엑스트라였던 영

희 캐릭터 발견. 영희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입력한 독자의 이름을 불

러줌. 

360도 파노라마 

이름 입력

56,705개 

1화 

마주

쳤다

허구 이야기 별도 전개 /

영희와의 대화를 통해 친

밀감 형성  

알림 기능 - 추가

이름 입력 - 유지
58,459개

2화 

들어

갔다

허구 이야기 별도 전개 /

얼굴 인식 기술로 독자가 

남자 주인공으로 동장. 

영희 머리 위 빵조각을 

털어지며 가까워짐.

알림 기능 - 유지

얼굴 인식, 이름 입력 

- 유지 

햅틱 기술(빵조각 털

어주기) - 추가 

46,430개 

3화 

후회

했다

독자 캐릭터가 왕따 당하

는 영희를 구해준 후 데

이트. 작가의 경고로 갈

등 시작

알림 기능 - 유지

얼굴 인식, 이름 입력 

- 유지

햅틱 기술(아이스크림 

닦아주기)-유지

34,609개

4화

데려

왔다

힘들어하는 영희를 증강

현실 기능을 이용해 현실

로 데려움. 햅틱 기술을 

활용한 스킨쉽 

알림 기능 - 유지

얼굴 인식, 이름 입력 

- 유지

햅틱(손잡기, 눈물 닦

아주기, 키스) -유지 

증강현실 -추가

29,121개 

5화 

부서

졌다

작가가 허구 세계 붕괴. 

증강현실 기능으로 영희

를 잠시 현실에 데리고 

나오지만 다시 허구로 돌

아가서 영희 사라짐.

알림 기능 - 유지

얼굴인식, 이름 입력, 

증강현실 - 유지

27,107개 

6화 독자 캐릭터가 웹툰 세계 얼굴인식, 이름 불러 26.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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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마주쳤다>에서 사용된 첨단 기술은 독자가 웹툰

이라는 대상에 관여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고, 웹툰 캐릭

터에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감정 이입을 극대화하여 웹툰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또한 햅틱 기술을 통해 캐

릭터와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몰입을 강화한다. 그러나 웹툰이 

중후반 이후 과도하게 쓰인 첨단 기술과 이를 위한 억지스러운 

상황 연출, 지루한 스토리 전개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Ⅳ. 결론

스마트 기기 등장 이후, 어플리케이션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 융합형 웹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효과툰은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효과를 선보였지만, 멀티미디어 

기술의 남발은 정보의 과잉을 초래해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

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가로 읽기 방식에 맞춰 칸의 움직임

을 부여한 스마트툰은 칸의 움직임을 통해 역동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독자의 능동적인 만화 읽기를 방해함으로써 몰

입감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만화 읽기에 강제성

을 띠는 무빙툰은 편이성에 중심을 둔 나머지, 독자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몰입감이 저해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VR기기를 이

용해 웹툰 세계를 독자가 직접 탐색할 수 있도록 한 VR툰은 독자

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웹 스크롤 웹툰의 세로 연출 한계를 극복

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만화만의 독창적인 읽기 방

잊혀

진다

에 개입 안하겠다고 약속

하며 허구 세계 복구. 

영희와 헤어짐

주기- 유지

360도 파노라마 - 재

등장

에필

로그

허구의 이야기 결말

영희가 독자를 향해 

눈 마주치며 완결

음향 - 추가

앨범 공개 - 추가
23,211개 

표 2. <마주쳤다> 회별 사건과 사용 기술, 호감도 변화 추이(2018.01.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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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방해함으로써 몰입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다. 

반면, 연출 효과와 만화 읽기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의 기술 융합형 웹툰과 달리 하일권의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독자를 직접 웹툰에 등장시키고,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몰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된다. <마주쳤다>는 360도 파노라마 기술을 이용해 독자

가 주인공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이 입력한 이름으로 호명됨으로

써 친밀감을 형성시키며,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독자를 닮은 캐

릭터가 웹툰에 등장시킴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감정 이입의 극대

화를 꾀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몰입은 햅틱 기술과 증강현실 기

술을 통해 만화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되는 양상을 띤

다. 다만, 중후반 과도하게 쓰인 첨단 기술의 남용과 이를 위한 

억지스러운 상황 연출, 지루한 스토리 전개 등이 한계점으로 남

는다.  

만화에 있어 몰입의 기본 원리는 독자가 캐릭터에 감정 이입

되어, 허구의 세계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만화만의 독특한 읽기 형태는 독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이끌어 

냄으로써 몰입을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기술의 방향은 만화 읽기

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그 사용 또한 스토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마주쳤다>에서 

보여준 웹툰과 기술의 융합은 과도한 기술 남용만 자제한다면, 

첨단 기술을 통한 몰입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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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flow of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webtoon 

- Focused on the interactiontoon of webtoon <met>

Baek, Eun-Ji ․ Son, Ki-Hwan

Since the advent of the Smart Devices, the smartphone 

has become a popular tool to view Webtoon. This 

phenomenon has caused the convergence of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Webtoons in diverse forms, creating unique 

versions of Webto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mart-toon, Effect-toon, Cut-toon, Dubbing-toon, 

Moving-toon, AR-toon, VR-toon, and Interaction-toon. By 

comparison to these rich diversities of Webtoons in the online 

industry, there is a lack of academic research on this topic. 

There are some papers which talk about the different types of 

multimedia technology conversion and its case presentation or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s of visual effect, but the 

effects of these convergence technologies on comic readers’ 

concentration and reading effectiveness have never been 

investigated so far. Therefor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unique method of immersive storytelling that is often used in 

comics and analyze each aspects of immersive method in 

technology-converged Webtoons along with its problems. 

Furthermore, this paper will analyze different aspects of 

“immersion” and interaction elements that can be found in 

the popular Interaction-toon, <Met>(Encountered). Through 

this, this paper discusses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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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elements on comic readers’ immersion level and its 

limitation.

To classify the technology-converged Webtoons in terms 

of the immersion level, the Effect-toon sometimes interferes 

viewer’s flow by using excessive use of multimedia effect, 

creating information overload. The Smart-toon which applied 

motions to each frame under horizontal mode of smartphones 

was a good try, but it hindered the readers’ activeness and 

made it hard for the readers to be fully absorbed in the story. 

The VR-toon, which utilizes virtual reality gadgets to allow 

viewers to explore the world of Webtoon was also a nice t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vertical screens. However, it 

often caused dispersion of user’s attention and reduced the 

users’ immersion level. The Moving-toon which only 

emphasized the reading convenience also invaded readers’ 

activeness and disturb users’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the cartoonist Il-Kwon Ha applied high technologies 

such as face recognition technology, augmented reality 

techniques, 360-degree panorama technology, and haptic 

technology to his cartoon <Met>(Encountered). This allowed 

the readers to form a sense of closeness towards the cartoon 

characters which let the readers t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characters and interact with them. By this way, the 

readers can be fully immersed in the story. However, 

technology abuse, impractical production and hackneyed 

storylining often showed later in the story remains as its 

limitations.

Key Word : Webtoon, convergence, flow, multimedia,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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