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active Storytelling



“은하계 별(캐릭터)들의 연극 공연”

Concept

연극 동아리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련의 살인사건!

은하계 내 행성들을 모티브로 한 각각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살인극!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범인이다!



범인인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는 연극을 연출



“은하계 별(캐릭터)들의 연극 공연”

Concept

1. 각 스테이지는 살인현장이나 중요 장소가 된다.

2. 스테이지별로 행동하는 결과에 따라 연극의 이야기 및 스테이지가 달라진다.

3. 각 스테이지 사이는 커텐이 걷혔다가 펼쳐지는 것으로 이동한다.

4. 각 스테이지에 있는 소품을 임의의 캐릭터에게 전달한다

5. 그 소품들은 정황의 증거(유죄 or 무죄 증명)가 되며, 각 캐릭터의 의심도 수치를 변화 시킨다.

STAGE.1 STAGE.2 STAGE.3 STAGE.4

기 승 전 결
커텐 커텐 커텐

소품실 동아리방 분장실 연극무대



형식 _ (Form)

장소

소품1
소품2

소품3

소품4

소품1

소품5

소품을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에 가져다 놓으면 그 소품과 관련된 이야기와 의심도(+ 

혹은 -) 점수가 매겨진다.

전체의 의심도가 낮아지면, 본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화 된다.

따라서, 누구든 의심도를 높이고 범죄를 뒤짚어 씌어야 한다.

블루에서 레드로 갈수록 의심도가 높아져 범인으로 의심 받게 된다.

캐릭터



모티브

우주 끝의 레스토랑에서 주인공이 즐기는 아름다운 만찬. 

거기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우주 끝 예쁜 별들의 공연도 함께 한다. 

이 별들을 우리 은하계 내 행성이란 개념으로 끌고 와 연극 동아리 회원으로 의인화해보았다.



캐릭터 _ (Character)

얼서 - 지구, 범인 그리고 당신

월익 - 달, 탐정 : 당신의 라이벌로 명석한 두뇌, 냉철한 판단, 정의감으로 뭉친 사나이.

수황 - 수성 : 똑똑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여학생. 주변에 무관심.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

금현 - 금성 : 화려하고 콧대 높은 아가씨. 부잣집 외동딸 

화샘 - 화성 : 매사에 적극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지녔다. 의리를 중요시 한다. 태양의 단짝.

목우 - 목성 : 젊은 동아리 고문 선생님, 온화한 성격에 학생들을 포용할 줄 아는 존재.  

토승 - 토성 : 호리호리하고 핏기 없는 여학생. 말랐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살을 빼고자 맨날 훌라후프를 돌린다.

명훈 - 명왕성 : 왠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말이 없고 어두침침한 캐릭터.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항상 밝고 열정적으로 모두의 선망을 받던 태양이 살해 당했다.

그리고 내(유저)가 바로 그 범인이다. 경찰들이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고 수사가 종결하며 완전범죄라고 확신한 순간! 이 동아리에 나의 라이벌, 

정의감 넘치는 월익이란 녀석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쫓는 월익을 피해 살인의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 이 동아리엔 나와 월익 

외에 5명의 멤버와 1명의 고문선생님이 있다. 이 중 과연 누가 나의 편일까? 또는 적? 공범? 목격자? 침묵자? 그들을 죽여야 할까? 난 왜 

태양을 죽였을까? 사건의 진행을 통해 서스펜스 살인극이 펼쳐진다! 

시놉시스 _ (Synopsis)



플랫폼 _ (Platform)

FLASH
(Action Script)

Arduino
(LED)+

연동



톤앤 매너 _ (Tone&Manner)



화샘
(화성)

매사에 적극적이고 불간은 성격

의리를 중요시

월익
(달, 탐정)

얕고 넓은 관계

속을 알 수 없는 냉철한 캐릭터

태양
(태양, 피살자)

금현
(금성)

화려하고 콧대높은 성격

부자집 외동딸

목우
(목성, 선생님)

동아리 고문 선생님

온화한 성격

매사에 적극적이고 불간은 성격

의리를 중요시

살인 용의자

얼서
(지구,주인공)

토승
(토성)

호리호리하고 핏기없는 여학생

수황
(수성)

똑똑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여학생은따를 당하는 어두운 캐릭터

착하고 순수한 성격

명훈
(명왕성)

사귀던 사이 친한 사이

다툼도 잦음

좋아하는 사이

몰래 사귀는 사이이복 동생

눈치 챔

은근 좋아함

따까리

CH A R A C T E R   M A P P I N G



장소별 스케치 _ (Place & Stuff)



Physical Output

각 캐릭터의 의심도에 따라서 캐릭터에 해당하는 별의 밝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의심도가 높은 행성일 수록 붉어진다.)



캐릭터 스케치 _ (Character)



캐릭터 _ (Character)



유저 시나리오 _ (User Scenar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