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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의 게임 디자이너이자 Gamasutra 기고자인 태그 켈리의 이 에세이는 ‘What 

Games Are’ 블로그1에 처음 실렸던 것으로, 그의 허락 하에 전문을 옮긴다. 여기에서 

그는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맥락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한다. ] 

나는 다른 글 2 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것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여러 게임 제작자들은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에 정서적 유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도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두 문장은 모두 이면에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플레이어의 정체성에서 

게임 내 경험의 유의미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잘못 해석하면 

이런 문장들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 때 느끼는 모든 감정이 가짜라는 말처럼 

읽힌다. 

그러나 내 의도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플레이가 “인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내 의도는 게임의 맥락 안에서 게임 플레이의 정서적 경험을 

재해석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1 http://www.whatgamesare.com/2012/07/on-player-characters-and-self-expression-game-design.html 
2 http://gamasutra.com/view/news/172639/Opinion_Narrative_turns_creepy_in_Tomb_Raider.php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실제이지만,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방식은 잘못되었다. 

나는 이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다수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는 

맥락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하며, 정체성과 자기표현의 

중요성에 관해 논할 것이다.   

 

정서적 경험에 관한 개인적 경험담 

런던으로 이사할 당시 나는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중간쯤 되는 수준에서 게임 업계에 오랜 기간 관여하면서,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에서 롤플레잉 게임과 카드게임, 실사 롤플레잉 

게임 등을 만들었다. 나는 또한 소매 업계에서 일한다거나 게임제작사 

하복(Havok)에서 기술작가로 일하는 등 게임 주변 업계에서도 얼마간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스스로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없었기에 런던으로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다.  

운 좋게도 나는 곧 처음으로 게임 디자인 일을 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나는 레벨 디자인에서부터 시나리오 작성 및 액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무를 익히고 담당했지만, 당시 영국의 여러 게임사들이 

그러했듯이 내가 다니던 스튜디오도 자금 부족으로 파산하고 말았다. 나는 실의에 

빠졌고 새로 일거리도 찾아야 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고, 그 결과 계약직 테스터 일을 맡게 되었다.   

 



  

플레이어 캐릭터란 이런 식이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의 첫 해가 환상적이었다면, 두 번째 해는 비참했다. 내가 다니는 기업의 

문화는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게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조건 내놓고 

보는 식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급조된 게임을 수없이 만들어냈고, 게임의 품질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면서 해고의 두려움에 

시달리며(테스터는 계약직으로만 고용되었다), 쓰레기 같은 게임을 테스트하는 

나날을 보냈다. 오랜 기간 나는 밑바닥을 헤맸다.   

이런 암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테스터들은 게임을 했다. 우리는 

사무실의 로컬 네트워크 PC로 점심 시간에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벽이 투명유리로 되어서 교실과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밖에 

앉은 관리자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동시에, 제작자들도 어슬렁거리며 우리가 게임을 

제대로 테스트하고 있는지 빤히 바라보고는 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불시에 

들이닥쳐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불만을 제기했다. 마치 영화 <브라질>에 

나오는 사무실이 실제로 재현된 듯 했다. 우리는 숙제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었고 



관리자들은 감독관이나 다름없었다.  

솔직히 말해 테스팅은 어렵지 않았다. 새로운 버전의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신규 

콘텐츠를 플레이하며 인터페이스의 버튼을 조작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 한 시간이면 

충분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상당한 자유시간이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생산성 

높은 훌륭한 직원처럼 보여야만 했다. 그 말은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그 대신 우리는 에뮬레이트된 GBA 롬같이 숨기기 좋은 소형 

게임들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나는 의외로 어떤 축구게임에 푹 빠져들었다. 

나는 열성적인 축구팬이 아니다. 유로2012처럼 국가적인 대회가 열릴 때면 

사면초가에 몰린 아일랜드 팀에 응원을 보냈지만 리그 경기나 이적 시장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내지 어느 선수가 누구를 모욕했다는 등의 소문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축구게임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컨트롤 방식은 단순했지만 

게임은 흥미진진했다. 나는 언제나 특정 팀을 선택해서 플레이했는데, 팀 색깔이 

마음에 들었는데다 설정상 그 팀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4분 동안 펼쳐지는 싱글 매치만 했지만 나중에는 에뮬레이터에 게임 

상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때부터 수백 번에 걸쳐 리그 

경기를 플레이했다.  

나는 팀에 속한 각각의 선수가 독자적인 개성을 갖는다고 생각했고, 특정 선수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한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나는 게임 속의 조그만 

녀석들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꼈고, 필승 전략을 개발해 승리를 이어간 

뒤에도(보통 5-0 이상의 점수차로 이기는 경기를 의미한다) 플레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게임은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열띤 관중들과 우승트로피 따위를 상상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나는 심지어 게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떠올리기도 했다. 

직장생활이 정체일로에 있다고 느껴지던 시절, 그 조그만 게임은 내 일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 게임은 나에게 게임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나는 종종 그 게임을 양식(modality)의 본보기로 

떠올리고는 한다. 

 

플레이 가능한 것들(the playable)의 불가피한 양식 



 

멋진 선율로 시작되는 게임이든 기본적인 3막(act) 2구성(plot-point) 구조의 

게임이든, 혹은 이동과 점프로 이루어진 단순한 게임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예술 형식이 무엇이며 보통 어떤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어떤 것들이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모든 매체는 

동일한 형식이 점점 정교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이는 “양식주의(modalism)”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가장 단순한 형식이 

그 나머지 형식을 작동하는 규칙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작하는 대상이 

바뀌더라도 사용 방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5,000년 전의 조각상과 오늘날의 조각상은 양식적으로 동일하다. 현대의 조각상이 

관객들과 좀 더 복잡한 대화를 거친 결과물일지는 몰라도, 원칙적인 형식은 과거와 

동일하다. 고대 시와 현대 시, 고대 그리스극과 현대극, 찰리 채플린의 영화와 

<디센던트(The Descendants)>( 2011년작 미국의 코미디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게임 제작자들은 게임이 이런 규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언젠가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의 교육 수준이 충분히 높아지면 

게임이 지금 이상의 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 

미래의 게임은 현재의 모습과 같을 것이며, 현재의 게임은 게임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다.  

(내가 하던 축구 게임처럼) 가장 단순한 게임에 담긴 플레이와 상상력, 재미, 

흐름(flow), 경이(驚異, thauma)은 자본을 투입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게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양식적으로 게임은 게임일 뿐이며, 즉 그 둘은 서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는 플레이어의 두뇌로부터 우러나오는 한계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필연적이며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 특징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생각하는지에 따라 양식은 정해진다. 

밝은 무대가 있는 어두운 곳에 많은 사람들과 모여 있다면, 우리는 공연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각 공연이라면 음악적 패턴과 리듬, 어쩌면 노래를 기대할 

것이다. 공연이 대사와 가면과 관계된다면 이야기를 기대할 것이다. 규칙과 관계된 

경우 스포츠와 공정한 플레이를 기대하게 된다.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에 걸쳐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본적인 이해방식이 있다. 그러한 이해방식은 연극과 

춤, 발레, 오페라, 영화에도 적용된다. 컴퓨터나 게임콘솔(혹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재미를 기대한다. 

양식(modality)은 우리 모두가 같은 취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다. 웅장한 

공상과학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메탈리카 콘서트에서 격렬한 헤드뱅잉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꽉 막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정신 없이 총 쏘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지적인 퍼즐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양식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경험에 해당하는지와, 양식이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메탈리카와 오페라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음악적 구조라는 범주로 묶이며, 

공상과학과 로맨틱 코미디는 플롯과 캐릭터 형성(character development)의 

기본적인 특징을 여러 면에서 공유한다.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슈팅 게임과 

어드벤처 게임조차도 명료성(clarity), 피드백, 재미라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  

 

현대 게임들은 다만 익숙한 형식을 바탕으로 한층 정교하게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다. <금지된 세계>(1956년작 SF영화)와 비교해 <프로메테우스>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현대의 게임은 과거의 게임보다 훨씬 세련된 화면과 사운드를 

자랑하지만, 이런 게임의 목적은 <컴뱃(combat)>, <동키콩(Donkey Kong)>, 

<테트리스>와 전혀 다르지 않다. 현대의 게임은 동일한 종류의 즐거움, 그리고 

경이와 창발(emergence), 이야기, 재미, 흐름 따위의 동일한 감각을 일깨운다. 

그리고 (창작상수(creative constants)라 불리는) 기능적으로 훌륭한 게임 디자인의 

규칙은 이용자 층과 미학적 특징, 문화, 시장, 단순성이나 복잡성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창작상수 중 하나가 이것이다. 플레이어는 언제나 그 자신이다.  

 

연기자(Performer)와 게이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원형적인 수준의 놀이(play)는 다음과 같다.  

놀이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혼자서나 집단으로 

행하는 모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놀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놀이는 

게임놀이, 장난감놀이, 공연이라는 매우 폭넓은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공연(perform)은 연기를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저글링과 곡예 따위를 함으로써 

숙련된 절차에 따라 관중을 즐겁게 하는 행위이다. 연기자들은 대사나 스텝, 노래, 

코드 등을 익히고 극장의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한다. 연기자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놀이이다. 

연기자와 게이머 사이에는 일부 유사점이 있다.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대형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는 곡예예술사와 레일건으로 헤드샷을 

완벽하게 쏘려고 애쓰는 게이머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 연기자는 리허설을 

하고 게이머는 연습을 한다. 연기자는 대규모 공연에서 오는 성취감을 즐기고, 

게이머는 게임의 패턴을 완벽히 익히는 동시에 승리에서 오는 쾌감을 즐긴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플레이에서 높은 창조성을 발휘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 다르다. 

시구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인, 솔로 곡을 익히는 기타리스트, 우스개를 공들여 

짜내는 코미디언은 모두 청중으로부터 감정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애쓴다. 

독창적인 소재이건 다른 이의 소재를 차용했건 간에 연기자는 다른 이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 소재를 해석하여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며, 이러한 시도는 

종종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과 관련된다.  

연기자는 특정한 캐릭터를 정한다. 그 캐릭터는 대본 속의 블랑쉬 뒤보아(Blanche 

DuBois, 희곡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다. 연기자는 (비유적으로든 문자 그대로든) 가면을 쓰고 

전형적인 동시에 실재하지 않는 누군가가 된다. 언젠가 캐리 그랜트(본명은 



아치벌드 리치)가 했던 말대로다. “모든 사람은 캐리 그랜트가 되고 싶어한다. 

나조차도 캐리 그랜트가 되고 싶다.” 공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가면과 목소리를 가장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경험은 예술가와 청중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반면 음악 게임 <록밴드(Rock Band)>의 변함없는 매력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점수를 얻는데 필요한 기술을 완벽히 익히는 데 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순전히 기계적인 방식(패턴을 따르고 점수를 얻는 식)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다. 단체로 플레이를 할 때는 열성적이지 않다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말이다. 아케이드나 축구장 같은 대중 경기장에서조차 

게이머들은 종종 기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축구선수들은 종종 심판을 속여 

페널티를 얻기 위해 파울을 하고 속임수를 쓰며, 관중들은 이런 행위를 혐오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댄스 게임마스터들이 추가로 선보이는 곡예에서부터 NFL 와이드리시버가 

터치다운을 기록한 뒤 추는 춤에 이르기까지 쇼맨십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게임이 이따금 공연의 특징을 포함하기는 해도, 실제로 그 둘은 같지 않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놀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연기자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게이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게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마스터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플레이어 캐릭터’가 잘못된 개념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이다. 

 

착한 개(Good dog)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총을 꺼내 드는 장면은 이야기의 

맥락 상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다. 이는 셰익스피어(“내 눈 앞에 보이는 것이 

단검인가?”)보다도 더 이전의 희곡과 동일한 종류의 양식이지만, 연기의 달인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기는 이 시점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자아와 공명하는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액션활극 게임 <레드 데드 리뎀션(Red Dead Redemption)>에서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르다. 당신은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어떤 

무기를 택하고, 말을 타고 접근하는 6명의 도적떼를 어떻게 해치울 지를 곧장 



선택해야 한다. 승리든 패배든, 정정당당하게 하든 속임수를 쓰든, 모두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 (<레드 데드 리뎀션>의 주인공) 존 마스던을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일 뿐이다.  

모든 형태의 게임플레이는 언제나 대단히 직선적이다. 명확한 선택을 하고 

창의적으로 자원을 처리하며, 기술을 익히고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상금이 걸린 게임이나 도박의 경우 기계적인 플레이나 창의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유머와 같은 다른 이유 때문에 형편없는 게임플레이를 용인할 때도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직선적이지 

않거나 명료하지 않은 게임은 보통 언젠가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완료율, 매트릭스, 플레이어 행동)가 플레이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게임을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도, 게임 제작자들은 하나같이 플레이어가 일정 

부분 연기자 혹은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생각을 고수하며, 그 수준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이끌어내는 것에 관해 논한다. 이는 펜과 종이로 하는(PnP) 롤플레잉 

게임과 착각하기 때문이다. 

<던전 앤 드래곤>과 같은 게임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는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가상의 캐릭터이며, 다른 모든 등장인물은 NPC(Non-player-character)로 게임 

마스터가 조종한다. 근본적으로 이 둘 간의 차이는 소유권에 있으며, 말하자면 내 

것 대 네 것의 차이다. 그러나 “플레이어 캐릭터”는 그러한 분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 

펜과 종이로 하는 롤플레이어들은 보통 자신의 역할을 플레이하고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레벨을 올리면서 게임의 프레임뿐 아니라 게임의 판타지와도 

결부된다.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으며 흥미진진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 게임 마스터들 또한 대개 자신의 게임이 단지 전투의 심판을 보고 

주문이 입히는 손해를 계산하는 것 이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해당 게임에서 

캐릭터 성향(alignment: 던전앤드래곤에서 질서/혼돈, 선/악의 관점에 따른 9개의 

캐릭터 분류)와 같은 체계가 뿌리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류는 캐릭터의 모습을 설명하는 약칭으로, 게임 시스템을 통해 하나로 

묶였을 때 가장 성공적이다. 성기사(paladin)를 플레이하고 싶다면, 질서와 선(lawful 

good)의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는 성기사의 특별한 



능력을 잃고 평범한 전사가 된다. 레인저(Ranger)와 드루이드(druid)와 같은 다른 

계급, 에도 비슷한 페널티가 적용되며, 상대방의 캐릭터 성향을 탐지할 수 있는 

마법 주문도 존재한다. <던전 앤 드래곤>은 심지어 플레이어의 캐릭터 성향을 

추적할 수 있는 사분면 그래프도 포함하고 있으며, 게임 마스터는 이 그래프에 

따라 플레이어의 행동을 심판하게 된다. 다른 롤플레잉 게임들도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Vampire: The Masquerade)>의 

야수/광란(Beast/Frenzy)체계, <콜 오브 크툴루(Call of Cthulhu)>의 정신도(Sanity) 

체계 등이 있다.  

비디오 게임 중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해 도덕 체계를 만든 것들이 있다. 

각각의 액션은 ‘선’이나 ‘악’으로 분류되며, 이 중 하나를 실행하면 게임은 

플레이어가 제다이(Jedi)인지 시스(Sith)인지를 결정하는 변수들로부터 더하거나 

뺀다. 이런 체계는 플레이어가 게임의 정신에 따라 플레이하고, 게임의 세계관과 

이야기, 캐릭터에 빠져들어 연기자가 될 것을 고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플레이어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바와 상관이 없다. 

<스타워즈: 구공화국 기사단(Star Wars: The Knights of the Old Republic)>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실제 선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는 단지 점수를 얻고 

능력을 쌓기 위해 적합한 종류의 적을 죽이는 것일 뿐이다. <던전 앤 드래곤>에서 

질서와 선 성향을 택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그렇다고 느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는 다만 성기사가 될 때의 이득과 관계될 뿐이다. 이는 마치 죄인이 도박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놓기 위해 묵주기도를 10번 외는 것이나 

다름없는 겉치레일 뿐이다. 

왜일까? 캐릭터 성향, 도덕성과 행동 평가 체계는 플레이어를 기계의 레버처럼 

취급하며, 게임플레이는 대단히 직선적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다만 플레이어가 

익혀야 할 또 다른 규칙체계이며, 또 다른 종류의 외적 보상일 뿐이다. 플레이어가 

이에 맞게 행동하면, 게임(게임마스터든 게임의 규칙이든)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경험치 따위를 제공한다. 플레이어는 말 잘 듣는 착한 개(good dog)인 

셈이다.    

물론 플레이어는 자신의 경험치나 점수를 잃거나 딸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을의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이유 때문은 아니다. 이는 

다만 매력도나 레벨을 높이거나, 새로운 파워나 전리품을 얻기 위한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의 순수한 스토리텔링 롤플레잉 게임들이 상업적으로 실패한 



반면, <던전 앤 드래곤>과 <패스파인더(Pathfinder)> 같이 시스템 중심의 게임들이 

살아남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에서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이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규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친구들에게서 받는 사회적 압력이 없기 

때문이다. 플레이어는 착한 개가 되기 위해 게임이 요구하는 최적의 액션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는 비디오게임에 나오는 대화 장면이 자료 

수집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는 수사물 게임 <LA느와르(L.A. Noire)>에서 완벽한 

순서의 버튼 조합을 찾아냄으로써 인터뷰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직선적인 시스템이고, 게이머는 연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게임을 마스터하려고 든다. 그렇게 플레이어는 

착한 개가 되어 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플레이어 캐릭터”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의 전부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플레이는 자기표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표현과 투사(Expression and projection) 

게임의 캐릭터 성향체계는 플레이어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플레이할 것을 

강제하려고 애쓰지만, 플레이어들은 종종 이에 저항한다. 

그들은 <던전 앤 드래곤>에서 혼돈-중도(chaotic neutral) 캐릭터를 선택해 

플레이하며, 모든 장면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그들은 게임마스터가 제시하는 

퀘스트도 거부한다. 왕은 플레이어에게 공주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플레이어는 

요청에 따르는 대신 왕을 죽이는 식이다. 그들은 <페이블(Fable)>의 도덕 체계도 

그저 자신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엉망으로 만든다. 그들은 

<매스 이펙트(Mass Effect)>의 엔딩이 플레이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만 몰아간다며 트위터에 불만을 올리기도 한다.   

캐릭터가 되어 플레이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게임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게임을 

하는 이유(아마도 이야기나 개인적 성과를 위해, 서사적 경험을 위해)와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하는 게임 이유 사이의 흥미로운 간극을 드러낸다. 이것이 

내가 말한 “여러 게임 제작자들은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에 정서적 유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의 의미이다. 정서적 유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유대인 것이다. 

물론 한 종류의 게임만 좋아하는 한 종류의 플레이어만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어떤 플레이어들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탐험을 

하거나 긴장을 풀거나,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어떤 이들은 축구팀을 

운영하거나, 포뮬라원 드라이버가 되거나 왕국을 통치하는 등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한다. 어떤 이들은 그저 퍼즐을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그저 게임 속에서 멋진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한다. 어떤 이들은 상금만 

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류의 플레이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뭔가를 

하고 성취하며 존재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하나의 엄격한 

방식으로 플레이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모두와 대립된다. 제작사의 처분은 자기표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내가 롤플레잉을 하던 시절, 플레이어들은 거의 언제나 동일한 종류의 캐릭터를 

선택해 플레이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들의 캐릭터가 서로 다른 배경과 복장을 

갖췄는지는 몰라도, 언제나 같은 종류를 반복한다. 그들은 언제나 터프가이나 소름 

끼치는 사람, 마법을 사용하는 영리한 사람이나 악당을 플레이한다. 그들이 문자 

그대로 그 사람(마술을 쓰지 않는 게임 속 인물처럼)이 될 수는 없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고수한다. 이로부터 나는 플레이어들이 (배우가 

하듯이) 캐릭터의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투사해 

캐릭터를 바꿔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기 투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서사적인 

게임이나 모의적인 게임에서 어느 역할을 택해 플레이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의 뜻은 플레이어들은 게임이 

약속하는 캐릭터 설명을 보고 그것이 자기표현의 기회에 들어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은밀하게 품고 있는 환상 속의 스타 축구선수나 멍청한 

야만전사, 혹은 뱀파이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엘프나 난쟁이, 오크와 같은 판타지 종족들이 <던전 앤 드래곤>에서 

<쉐도우런(Shadowrun)>, <워해머(Warhammer)>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오크는 언제나 오크이고, 엘프는 언제나 엘프이다. 그들은 자기 



투사와 자아 표현을 위한 기회를 가리키는 기표(記標)이다.  

게임은 현실 세계에 거의 내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다른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가진 개성의 일부분을 끄집어내게 해준다. 게임은 우리의 

상상력과 맞물리는데, 게임 속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높은 빌딩을 뛰어넘고 퍼즐을 

풀며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한 세상은 언제나 일종의 제어장치(내가 

렌징(lensing: 렌즈를 통한 빛의 굴절처럼 플레이어와 게임 간 정보의 왜곡을 

의미)이라고 명명한 또 다른 창작상수)를 통해 매개되지만, 어떤 점에서 이 렌징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특정 종류의 내적 반응을 강화한다(일부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평소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비디오 게임에서 나는 이것이 프랜차이즈 게임에 대한 충성도에도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게임들이 <LA느와르>의 콜 펠프스나 <헤비레인>의 에단 

마스처럼 복합적인 인기 캐릭터를 선보이지만, 정말로 인기 있는 캐릭터 중심의 

여러 프랜차이즈 게임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 어떤 사람도 외적 

동기요인으로 마리오나 마스터 치프(<헤일로>의 주인공) 캐릭터와 자신을 일치시켜 

플레이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임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A는 

<피파(FIFA)>를 플레이할 때 루니 스타일로 플레이할 것을 강제한다거나, 루니 

스타일로 플레이한다고 해서 루니 점수(착한 개!)를 주지 않는다. 당신은 루니를 

당신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 있다. 루니는 당신의 인형이다. 

내가 플레이하는 니코 벨릭(GTA의 주인공)은 당신의 니코 벨릭과 다르다. 우리는 

연기자들처럼 관중을 위해 니코 벨릭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니코 벨릭을 자기 자신의 투사로 바꿔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히고 차를 몰며,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미션을 푼다. 나의 니코는 

보행자들을 깔아뭉개는 싸이코패스 살인자이고 당신의 니코는 신중한 성격에 

경찰을 피해 다닌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니코 벨릭이라는 기본 양식을 우리 

자신의 투사로 바꿔놓는 것이다. 그는 인형에 불과하다.  

이는 모든 게임에 얼마간적용된다. 모든 게임은 직선적이고,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를 표현하고, 게임을 마스터하겠다는 욕망에 지배되며, 특정한 개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성에 존재하는 부분을 발휘하는 것이다. 외적 보상과 

‘착한 개’ 행동으로 억제되지 않고 자기 표현이 게임을 지배한다. 



그렇게 해서 리로이 젠킨스(<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돌발 행동으로 자신이 

속한 공격대를 전멸시킨 유저의 이름)같은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제작자가 바라는 방식과 다르게 플레이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Indi Game: The Movie>에 나온 솔자 보이(Soulja Boy: 래퍼)의 

<브레이드(Braid)>리뷰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브레이드>를 만든 

조나단 블로우(Jonathan Blow)는 게임 출시 후 자신이 게임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심오한 의미를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힌다. 

게임을 하다 보면 X박스 라이브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14살짜리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쁘게 들리는가? 좋은 소식은 자기표현이 또한 창조성과 발견, 

탐험, 기쁨과 정서적 유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정서적 유대  

내가 <툼레이더>에 관해 Gamasutra에 쓴 글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게임 속 

아바타와 정서적 유대를 경험했다고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지나치게 투박했던 감이 있다. 

문제는 다만 이것이다. 여러 게임 제작자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의 정서적 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것은 없다.  

아마도 나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야 했다. 

문제는 다만 이것이다. 여러 게임 제작자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의 정서적 유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유대가 존재한다.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것은 없으며, 플레이어 창조자에 더 가깝다.  

어린 시절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인형이 있었고, 인형들과 노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어른이 된 뒤에도 우리는 종종 한두 개의 테디베어나 가장 아끼는 

G.I. 조를 간직하며, 어른들을 위한 액션 피규어 산업의 규모도 상당하다.  

사실 우리는 줄곧 물건들과 정서적 유대를 맺는다. 이는 정상적이며 심지어 건강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차나 컴퓨터 브랜드, 좋아하는 커피, 빌딩, 옷 등에 유대를 



느낀다. 우리는 물건에 이름을 붙이고 심지어 말을 걸기도 한다.(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윌슨을 기억하는가?) 때로 우리는 사회적 이유로 특정한 물건에 

동질감을 느낀다. 마놀로 블라닉을 애지중지하듯이 말이다. 때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회중시계처럼 개인적 의미를 지닌 물건이기 때문일 때도 있다. 어쩌면 

그 물건이 자신의 창조성, 시간 혹은 정체성을 투자한 결과물을 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기투사 및 표현과 결합된 물건에 대한 유대는 (내가 생각하기에) “플레이어 

캐릭터”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다. 내가 캐릭터를 인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소중한 물건을 의미한다. 

셰퍼드나 링크에 대한 정서적 유대는 우리가 그들을 조종하며, 옷을 입히고, 

성장시키고, 그들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함으로써 그들이 우리가 되는 

방식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며, 그들을 통해 전세계와 연결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애정을 

키워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살아있지 않으며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창조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부모이다. 

스토리가 끼어들면서 정서적 유대는 한결 복잡한 양상이 된다. 

게임 속에는 두 명의 니코 벨릭이 존재한다. 

컷신에 등장하는 니코 벨릭은 전쟁에 지친 

범죄자로 과거의 원수에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촌 로만을 돕고 리버티 시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엮여 든다. 이 니코는 

과묵하고 나이에 비해 영리하며, 주위에 

냉소적이다. 

또 다른 니코는 앞서 말했듯이 내가 조종하는 

싸이코패스 녀석이다. 이 니코는 리버티 시티로 

가는 나의 매개자이자 내가 선택한 복장에 

따른다. 마찬가지로 두 명의 라라, 두 명의 

마리오, 두 명의 셰퍼드, 두 명의 드레이크, 두 

명의 클라우드가 있다. 

컷신의 캐릭터와 인형으로서의 캐릭터가 



일치하지 않는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괴리는 상당히 기묘할 수 있다. 

일례로 게임이 내 인형의 캐릭터 버전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경우, 이는 상당히 기묘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다.  

게임이 내 인형을 과도하게 캐릭터화하여 내가 투사하는 자기표현과는 다르게 

만든다면, 이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 그렇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툼레이더>에 관한 내 포스팅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캐릭터와 인형의 이중성은 아마도 <헤비레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는 두 명의 에단이 있다. 캐릭터로서의 에단은 이미 한 명의 아들을 잃고 

다른 한 명의 아들을 찾아야 하는 슬픔에 빠진 아버지다. 그의 결혼은 실패했고, 

인생은 엉망진창이며, 그의 말이나 행동은 전부 깊고도 고통스러운 슬픔을 담고 

있다.   

반면 인형으로서의 에단은 안드로이드다. 그(플레이어)는 서랍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며 자신의 집을 헤매고,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령 아내에게) 말을 건다. 그는 아이들과 그네를 타지만, 이는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운동장에 있는 남은 아들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그는 심지어 걷는 모양도 안드로이드처럼 직각으로 걷고 방향을 튼다. 

데이비드 케이지(David Cage)를 비롯한 게임 제작자들은 극적인 장면과 컨트롤 

사이의 상호작용이 영화를 보는 동시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시킨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와 다르다. 훨씬 화려하기는 해도 

<헤비레인은> 양식적으로 고전 아케이드 게임 <제트 셋 윌리(Jet Set Willy)>와 

전혀 다르지 않으며, 자아에 대한 동일한 창작상수가 적용된다. 이중성의 개입은 

대개 자기를 투사한 인형에게 느끼는 부모로서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게임을 

하는 시간과 이야기를 따라가는 시간을 분리시켜 놓는다. 게임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상관없어.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 감정적인 부분은 내가 

다룰 테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게임 자체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지루한 컷신들을 대하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이야기라 할지라도) 영화적 이야기 주도의 게임 접근방식이 

언제나 이상하리만큼 지루하게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스토리센스(storysense)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토리센스 방식 

“스토리센스”는 흥미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서사의 접근방식이자 얼기설기 얽힌 

이야기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이루기 위한 최소주의적 

접근방식이지만, 극적인 플롯이나 캐릭터 형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야기를 게임의 플레이에 따르는 배경 트랙(backing track)으로 

취급하며, 따라서 플레이어는 원하는 대로 이야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외적인 보상은 주어지지 않으며, 

유일한 보상은 게임 그 자체일 뿐이다. 정교한 캐릭터화도 없고 불필요한 의미를 

집어넣으려는 시도도 없다. 억지로 플레이어에게 감정을 느끼게 만들려는 노력도 

없다. 

스토리센스는 성공적인 PnP 롤플레잉 게임의 핵심 요소다. 그러한 게임의 뛰어난 

게임 마스터는 게임이 지루해질 때 변화를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스토리센스는 

<디어 에스더(Dear Esther)> 같은 가상의 탐험게임에서 핵심을 형성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단절된 독백을 비교적 단순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플레이어가 그 

이후의 대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도 무인도를 돌아다니는 느낌을 한층 

강화한다. 스토리센스의 목적은 움직이는 세계의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표현과 판단은 플레이어의 몫으로 남겨진다.    

따라서 <하프라이프>의 유일한 고든 프리맨(Gordon Freeman), 스타크래프트의 

유일한 집행관(Executor), <저니(Journey)>의 유일한 ‘당신’이 있다. (컷신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당신이 플레이하는 무명의 모험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그들은 모두 당신일 뿐이다. 

<하프라이프>에서 주위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장난을 치건 주의를 기울일지는 

모두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당신은 유닛들간의 대화처럼 

게임 세계의 요소와 미션 브리핑에 담긴 의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저 

스포츠로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역시나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 있다. 

<저니>에서 당신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료 여행자와 함께 할 수도 있고, 혼자서 

게임을 운영하거나, 게임 중에 발견되는 모든 파워아이템을 수집할 수도 있다. 모두 

당신 마음대로다. <데이어스 엑스(Deus Ex)>에서 당신은 멈춰 서서 모든 책을 

읽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대화를 들을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상관하지 않는 

싸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다. 당신 뜻대로 하면 된다.  



게임제작자들의 실수는 이후에 이런 게임들을 영화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일례로 <하프라이프2>는 플레이어를 방안에 가둔 채 주요 캐릭터들과의 하염없이 

긴 대화로 지루하게 만든다. <스타크래프트2>는 미션들 사이에 제작자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컷신과 대화장면을 여러 곳에 집어넣었지만, 이는 시간만 끌 

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레드 데드 리뎀션>은 대단히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일부 장면은 옛 서부의 고단한 삶을 회상하는 캐릭터들에 관한 것이 

전부로, 하나같이 두서 없게 느껴진다.  

제대로 사용된 컷신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선을 사로잡지만, 캐릭터 

드라마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대개 내용의 질에 상관없이 전혀 흥미롭지 

않다(중요한 예외는 컷신이 매우 재미있을 경우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게임 

플레이의 양식 때문이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누가 영화 같은 게임을 원하냐는 말을 

듣기 괴롭겠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풍부한 감정과 스토리텔링으로 가득한 거대한 

대하게임을 만든다고 하자.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구태여 게임의 엔딩을 보려들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문장은 일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겠지만, 역시 사실이다. 

40년의 게임 제작 역사 동안, 훌륭하게 “전달되는(told)” 스토리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훌륭하게 “느껴지는(sensed)” 이야기는 수 천 개에 이른다. 

나는 게임에서 훌륭하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은 입증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 이유는 이것이 양식적으로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억지로 참아내거나, 아니면 

그 역이 성립할 뿐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야기에 관해서라면 책이나 영화 

같은 실제 스토리텔링 예술을 게임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데, 양식적으로 말해 

그러한 예술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기술이 진보해도 이를 결코, 결코 바꿀 수 없다.  

게임은 극적(dramatic)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경이적(thaumatic)이 될 

것을 요구한다. 스토리센스가 기능하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인형을 인형 그 

자체이자 세계로 향하는 매개체나 통로로서 취급하기 때문이다. 플레이어의 완전한 

자기표현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게임의 목표를 그 자체로 변함없이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정식 

스토리텔링을 포기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로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이쪽으로 가라, 이것을 해라”라고 말하는 짧은 컷신으로 그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게시판에 한 줄로 적힌 퀘스트를 들 수 있다. 게임의 목표는 

보스와의 대결과 같은 게임 속의 압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은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플레이어는 소형 GBA 축구게임을 하면서도 그 

세계로 들어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소형 게임에서 대형 게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접근방식은 언제나 들어맞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게임 내재적(game-native) 

방식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스토리센스는 훌륭한 인형과 훌륭한 세계, 자기표현을 위한 훌륭한 기회와 

명확하고 직선적인 과업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은 통렬한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법성을 획득한다. <저니>에서 적막한 설산 곁을 걸어 올라가는 

순간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신의 인형과 함께 하는 여정에서, 이는 당신이 당신의 

옷을 입은 인형과 함께 하는 여행이다. 당신은 인형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인형이 

매단 리본이 점차 작아지는 장면을 본다. 당신은 얼음을 보고 마지막을 예감하며, 

경이적인 느낌은 점차 커져간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은 추위를 느낀다. 

이것은 아마도 끝일 것이다. 

엔딩이 컷신 형식으로 전환되고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형편없었을지 상상해보라. 

 

아이들과 자기선택(self-selected) 

위의 논점에 종종 제기되는 두 가지 반증사례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첫 번째 

사례는 어린아이들의 놀이이다. 

역할극(Let’s Pretend)은 이야기창작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드는 사례이다. 

인형을 갖고 놀거나 그 밖의 다른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카드 한 벌처럼 단순한 물건도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3살이 

된 내 조카와 하는 스냅(Snap: 카드 게임의 일종. 비슷한 카드 두 장이 판에 나오게 

되면 ‘스냅'이라고 외친다)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을 하면서 그 아이는 내가 

하트의 잭과 스페이드의 잭으로 스냅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둘은 분명히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7과 3으로는 스냅을 할 수 있는데, 그 둘은 분명히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지어낸다. 놀이 

두뇌(play brain)가 구체적이고 협소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익힌다면, 예술 

두뇌(art brain)은 공상을 통해 세계를 이야기와 상황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힌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패턴에 따라 분류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잘라낸 채 사실에 입각한 기억을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한다(법정 소송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종종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린아이의 경험과는 다르다. 아이들은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를 

반드시 인식하지는 않지만 (정신이 온전한) 어른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다. 

위에 다루었듯이 어른들도 캐릭터와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들은 

물건은 물건일 뿐이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차가 실제로 개성을 갖는다거나 할아버지의 회중시계가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실재한다고 믿을 지 몰라도, 

어른들은 그보다는 더 잘 안다. 아이와 달리 어른의 예술 두뇌는 더 발달되어 있다.  

당신은 <스페이스 헐크(Space Hulk)를 플레이하면서 게임의 사건과 관련된 배경 

이야기를 어렴풋이 상상할 지는 몰라도, 게임 속의 모든 것이 신비스럽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게임 제작자들은 “케이크는 거짓말이다”(게임 <포털>에 

나오는 문구로 플레이어의 기대를 깨뜨리는 상황을 의미) 같은 순간이 의도한 

효과를 내게 만들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어른들은 아이들만큼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지도, 쉽게 영향을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어른 게이머는 다른 

누군가가 되기 보다는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포털>은 이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케이크는 거짓말이고, 플레이어에게 위험을 의미한다. 

그것은 플레이어를 둘러싼 보다 확장된 세계에 대한 인상을 심어준다. 

두 번째 사례는 캐릭터가 되어 플레이하고자 하는 게이머이다.  

모든 롤플레잉 게임에는 자신을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소수의 플레이어 집단이 

존재한다. 일례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는 플레이어가 캐릭터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한 57 ‘RP’와 ‘RP-PVP’ 서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465 ‘PVE’와 ‘PVP’서버도 있다.(출처: Wowwiki.com) 

사실 이는 내 경험담과도 일치한다. 플레이어 열 명 중 한 명은 게임의 등장인물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 다른 아홉 명은 게임 그 자체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게임에는 10%를 무시하지 않고도 언제나 캐릭터 플레이에 벗어나는 행동 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여러 영역에서 반영된다. 예전의 MUSH(Multi-Use Shared 

Hallucination: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 소셜미디어)에는 언제나 극소수를 위한 활동이 

있었고, 그것은 대개 사이버섹스에 지나지 않았다.   

폭넓게 말해 캐릭터 플레이는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이것을 흉내내기로 여기는 진영이다. 따라서 <시티 오브 히어로즈(City of 

Heroes)>를 할 때면 그들은 자신만의 인크레더블 헐크를 창조할 것이고, <스타트랙 

온라인>에서는 자신만의 피카드(Picard)를 창조해낼 것이다. 이 분류에 속하는 좀 

더 모험을 즐기는 부류는 코스플레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들의 

캐릭터 이름은 종종 <반지의 제왕>을 지은 톨킨이나 애니메이션, 슈퍼히어로물이나 

스타트랙 등 다른 출처에서 따온 것일 때가 많다. 그들은 레골라스나 나루토, 

데이터 소령이 곧 자신이라고 말하며 영웅숭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또 다른 부류의 캐릭터 플레이어는 실제로 캐릭터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게임이 양식적으로 다른 뭔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게임 

제작자들이 찾는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이다. 제작자들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언젠가 극소수에를 벗어나 주류를 차지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게임과 스토리텔링을 정당화한다. 

이런 종류의 플레이어들(이들을 “드라마틱 플레이어”라고 하자) <맥스 페인>을 

하면서 실제로 맥스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는 종종 자신이 그 캐릭터와 어떻게 

동일시하고 캐릭터의 고투에 안타까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자신이 퀘스트를 통해 

캐릭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관해 언급한다. 그는 아마 

<바이오쇼크(BioShock)>를 플레이하면서 게임 속의 윤리적 선택에 충격을 느끼거나, 

<데이어스 EX>를 플레이하면서 아무도 죽이지 않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자신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가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다. PnP 와 라이브 액션 롤플레잉 게임에서 

드라마틱 플레이어는 (가령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등) 숙련된 플레이가 상관없는 

경우에만 캐릭터처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게임 속에서 레버를 

잡아당겨야 할 때, 그들은 다른 모두들처럼 승리를 얻어내려는 동기에서 

플레이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한 마리의 용 앞에서 귀족처럼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만, 용이 죽고 나면 대개는 전리품을 낚아채는 데 정신 없을 것이다.   

드라마틱 플레이어는 캐릭터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하며, 자신의 경험이 셰익스피어 작품만큼이나 심오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캐릭터가 되는 것은 대개 순간적인 것이며, 그러한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엘프, 난쟁이, 무질서-선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캐릭터를 고집한다. 드라마틱한 방식에 완전히 몰두하는 플레이어(일례로 캐릭터에 

몰입해 불리한 선택을 하는 등)를 본 적은 극히 드물다. 상대적으로 사교성이 높은 

롤플레잉 게임에서도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비디오게임에서라면 1000명 중 

1명이 꼬박꼬박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한다고 해도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LA느와르 

결과적으로 나는 (모든 종류의 게임에 존재하는) 드라마틱 플레이어들이 자기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게임 속 

경험의 이중성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들은 게임이 얼마나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관해 긴 글을 작성하고, 이를 비디오 게임의 <시민 케인>이라 

부르거나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의 정서적 유대가 어떠해야 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들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놓여 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매스 이펙트(Mass Effect)>는 뉴밀레니엄의 가장 중요한 SF 

작품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LA느와르>는 게임과 영화의 대결이라는 



다가올 미래를 대변하지 않는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게임의 양식에서 

허락하는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 애쓰는 서투른 게임일 뿐이다. (은밀히 말해 나는 

심지어 가장 열성적인 드라마틱 플레이어조차 이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들의 놀이나 자기 선택에 따른 드라마틱 게이머에 대한 

과대해석을 경계한다. 그 대신 나는 게임을 하는 평균적인 어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무엇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어디 지점으로 

되돌아가 플레이를 반복하는가? 100시간에 달하는 자신의 게임플레이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게임에 의해 당신의 정신이 확장되는 최초의 순간은 강력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마치 <스타워즈>를 처음 볼 때나, 모나리자를 정말로 이해하는 최초의 

순간, 혹은 핑크 플로이드의 연주를 처음 듣는 순간과도 같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참신함이나 계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타워즈>에 감동한 영화광은 결국에는 그 영화의 언어에 정통하게 되고, 원숙한 

시선으로 영화에서 재미를 발견한다. 그는 모든 영화가 <스타워즈>처럼 

독창적이리라 기대하지 않으며, 영화가 양식적으로는 언제나 동일하다 할지라도, 좀 

더 깊이 있는 영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술 애호가나 음악 애호가도 

이와 마찬가지다. 원숙한 애호가들은 동일한 양식의 영화와 예술, 음악 등과 

초보자보다 훨씬 깊이 있는 맥락으로 대화할 수 있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디게임계에는 플랫폼 게임(Platformer)과 

로그류(Roguelike) 게임이 무엇인지 알며 게임전시회 참여를 즐기는 팬들과 복잡한 

대화를 풀어가는 게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페이스북 게임의 이면을 재빨리 

꿰뚫어보며, 특정 부류의 게임에 대한 틈새시장을 형성하며 때로는 자신들만의 

집단을 이루기도 한다. 그들은 이미 100개 이상의 게임을 경험한 성숙한 

플레이어들이다. 

이런 플레이어들에게 있어, 그들이 즐기는 모든 게임은 훌륭한 플레이를 제공한다. 

그런 게임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거나, 극도의 

창의성이나 게임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런 게임들이 언제나 <Wired>에 광고를 내서 자신들의 참신함에 감탄할 초보 

플레이어들을 물색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게임들은 그 자체로서 기존의 게임 

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그러한 팬들은 성숙한 문화의 사례로서, 그들은 



어린아이의 플레이에 관한 첫 번째 사례를 넘어서는 꾸준한 흥미를 이어나가며, 

그들은 게임의 양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드라마틱 플레이어는 게임의 양식이 변하고 게임과의 대화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롤플레이어 대 단순하게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의 비중이 1 대 9에서 9 대 1로 

변하기를 바란다. 슬프게도 이는 불가능하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 이미 게임은 

보여주기보다는 플레이를 하는 것과 같은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술이자 

문화이다. 

 

보여주지 말고 플레이하라 

영화에서 거의 한 세기가 걸려 습득한 교훈 중 하나는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것이다. 

초기 무성영화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종종 글씨를 적은 종이와 무대장치를 

활용했다. 영화에 음성이 도입되면서 종이는 사라졌지만 무대연출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무대식 영화(staged film)”는 여전히 시트콤과 볼리우드 영화를 통해 

살아남았다. 무대식 영화는 일부러 꾸민 티가 나며 대단히 많은 대화장면이 

들어가며, 영화 엔터테인먼트로의 전환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 케인>과 몇몇 다른 영화들로 시작해 뉴웨이브 영화로 진화를 거치면서 

영화제작자들은 그들이 극장 무대를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기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비판적 사고와 오손 웰즈의 작품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영화는 점차 자신만의 고유한 자리를 찾아갔다. 검과 

샌들(sword-and-sandal)이라 불리는 로마시대 역사물 장르와 서부영화 같은 

무대연출 방식의 영화도 70년대까지 계속 제작되었지만 그 이후 자취를 감췄다. 

스탠리 큐브릭, 마틴 스콜세지, 프란시스 코폴라, 제임스 루카스와 같은 감독들은 

영화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보기에 게임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예외가 있다면 영화는 연극의 관습을 

다수 활용한다면, 게임은 영화의 관습을 다수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화가 

‘무대식 영화’ 시대를 거쳐왔듯이, “영화화된 게임’의 시대를 거치는 중이다. 그리고 

영화에서 익힌 교훈이 “전달하지 말고 보여주라” 이듯이, 게임이 얻어야 할 교훈은 

“보여주지 말고 플레이하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가장 잘 만들어진 게임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대답을 

갖고 있겠지만, 나에게는 <레프트 4 데드(Left 4 Dead)>이다. <레프트 4 데드>는 

위기상황과 개입의 의미와 분명한 목표와 단순한 임무, 그리고 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한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요즘 대단히 인기 있는 <새벽의 저주>류의 종말론적 

좀비물의 요소에 곧바로 다가서는 환상적인 스토리센스를 갖고 있다. 더 훌륭한 

것은 플레이어가 넘어진 뒤에 일어서는 능력처럼 단순한 부분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게임플레이와 스토리센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1,2회 플레이한 플레이어는 곧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게임에 압도될 것이다. 

 

이것은 플레이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그려내고 그 속에서 플레이하게 

하라. 자기를 표현하게 하라. 원한다면 게임의 스토리를 무시해도 좋게 만들라. 

게임의 프레임과 공상의 시너지를 한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라. 게임을 믿게 

만들어라. 가장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구체적인 대답은 다양하겠지만(나라면 

최근에 제작된 또 다른 후보작으로 <저니>를 꼽겠다), 당신이 기대하는 경험의 

질은 결코 그 대답이 아니라고 장담한다. 수십 년 전 당신이 처음으로 조우한 

매력적인 게임은 당신이 달아나고 싶은 지점이자 당신이 있었으면 하는 지점이고, 

당신의 플레이어가 있었으면 하는 지점이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신의 게임이 그러한 지점에서 

벗어날 때에야 믿음을 얻게 된다. 맥락은 중요하지 않다. 캐릭터화도 중요하지 않다. 

만들어진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장르나 허구, 규칙이나 역할, 창발이나 경험, 



전략이나 기술을 막론하고 게임이 해야 할 일은 플레이어 자신이 플레이하고 

영감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임 고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양식상으로 

플레이어를 위하는 것이다. 

나는 바이오웨어(Bioware)사가 <엘리트(Elite)>와 <프런티어(Frontier)>가 했던 

것처럼 양식을 이해하는 <매스 이펙트> 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롤플레잉 게임을 

만드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퀀틱드림(Quantic Dream)이 <카라(Kara)>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해 그러한 백지 상태를 바탕으로 훨씬 강력한 

게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두 제작사가 영화에 기대거나 

불필요한 “쇼(Show)”에 빠져들지 않고 해내기를 바란다. <벤허>와 같은 무대연출 

방식의 영화는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고루하면서도 과장되게 느껴진다. 영화적 

게임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결론 

인형(아바타, 플레이어 캐릭터, 기타 뭐라고 부르든 간에)은 경험과 자기자신, 자기 

표현을 위한 매개체이다. 그것들은 당신이고, 당신은 그것들을 통해 행동한다. 때로 

그들은 당신의 자식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캐릭터가 아니다. 

게임 제작자로서 당신은 플레이어를 자기 표현이 가능한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당신은 그들이 창조성을 발휘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발견을 하게끔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느낄지를 말해주어서는 안 

되며, 그 이유는 게임과 플레이어의 관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레이어를 불안하게 만들고는 그들이 이를 예술이라고 받아들이리라 기대해서도 

안 된다. 

플레이어는 연기자가 아니다. 플레이어는 당신의 이야기를 해석하거나 당신의 

지시에 따라 머리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구도자이자 

부모이며 예술가이다. 게임의 세계 앞에서 플레이어의 놀이 두뇌는 게임을 

마스터하기를 원하며, 파충류형 두뇌(lizard brain)은 공포를 느끼고, 예술 두뇌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플레이어에게 인형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그를 현실과 다른 

규칙이 존재하고 현실보다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마술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와 시간으로 그를 옮겨놓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축구게임에서 가장 거창하고 복잡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는 승리할 

수 있다. 그는 창조할 수 있으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믿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