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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히트? 팝콘 브레인?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콘텐츠 세계

슬리퍼 히트(Sleeper Hit)

아무도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

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공했을 

때, 그 영화를 지칭하는 단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깜짝 히트

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라디오 스타’나 ‘왕

의 남자’가 대표적인 예다.
위키트리뷴(Wikitribune)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저널리즘과 집단 지성을 결합시킨 온

라인 뉴스 플랫폼으로,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를 창

업한 지미 웨일즈가 개발했다.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쓰면, 일반인이 위키피디아처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다.

콘텐츠 큐레이션(Contents Curation)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콘텐츠 사이에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

는 이들에게, 특정 주제나 관심사에 따라 콘텐츠를 수집·분

류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팝콘 브레인

첨단 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뇌가 무감각 혹은 무기력해지

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교육지원청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

이 매년 넘쳐나는 영상 콘텐츠로 인해 글 자체에 흥미를 잃

고, 문장 구사력도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폴루션 (Infollution)

인포메이션 (Information)과 폴루션(pollution)의 합성어로 

성인음란물, 폭력 게임, 악플, 왜곡된 정보 등 인터넷 상의 

유해한 콘텐츠 혹은 정보를 일컫는 말이다.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이러한 인폴루션을 막기 위해 ‘인폴루션 제로’ 운

동에 참여하고 있다.

박스오피스 봄(Box Office Bomb)

흥행 성적이 매우 좋지 못한 영화를 말하며, 개봉 전에는 최

대 기대작이었던 영화들이 대부분이다. 즉 제작자가 성공을 

과신한 나머지 한 영화에 과도한 투자를 한 경우, 박스오피

스 봄의 가능성은 커진다.

OTT (Over The Top)

전파나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넷플

릭스, 유튜브 레드 등이 서비스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CJ 

헬로비전의 ‘티빙’, SK 텔레콤의 ‘옥수수’ 등이 있다.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브랜디드 콘텐츠란 브랜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콘

텐츠를 말한다. 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

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로 브랜드의 메시지와 가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극딜

‘다할 극(極)’에 ‘데미지 딜링(Damage Dealing)’을 합친 용어

로 던전의 보스나 강력한 상대에게 일순간 모든 힘을 다해 

피해를 입힌다는 뜻이다. 퇴근하는 직장 동료가 “나 오늘 

상사한테 극딜 당했어”라고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라고 할 수 있다.

순삭

게임을 하던 동생이 “게임하다 보니 시간 순삭이야”라고 

말했다면? ‘순삭’은 손도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는다는 

의미로 ‘순간 삭제’의 줄임말이다. 게임 상에서 주로 사용되

다가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급히 먹어버렸다는 의미, 또는 

돈이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음을 아쉬워하는 의

미로 일상에서 사용된다.

하드캐리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플레이어 또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은 게임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가 혼자 하드캐리해서 조별과제 

완성 했어”라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버프

캐릭터의 기본 능력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모든 효

과 내지는 스킬을 의미한다. ‘버프 스킬(Buff Skill)’은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에게도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스킬이 아닌 

물약, 음식 같은 아이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치를 올리

는 것 역시 ‘버프’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시험기간에 친구가 

“카페인 버프로 공부 능력이 상승 중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

퀘스트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 또는 행동을 말하며 게임의 장르나 특성에 따라 내용

은 다르게 구성된다. 퀘스트는 게임의 플레이 방법을 학습

할 수 있는 튜토리얼 역할을 하기도 하며, 스토리 가이드 

역할도 한다. 야근하는 동료가 “나 업무 퀘스트 너무 많아

서 오늘 퇴근 못해”라고 말할 수 있다.

어그로

다른 파티원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몬스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나쁜 의미로 사용된

다. 본래 어그로(Aggro)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 분쟁, 성가

신 문제 등이 있다. 동아리 규칙을 어기는 동아리원에게 

“동아리 규칙 안 지키고 어그로 끌다 걸리면 퇴장이야”라

고 말할 수 있다.

쿨타임

스킬을 한 번 사용한 이후, 동일한 스킬을 다시 사용할 수 있

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게임 유저가 강

력한 스킬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

안된 장치로, 아무리 길어도 2~3분 미만의 시간을 갖는다. 

운동을 하던 친구가 “지금까지 달렸으니 잠시 쿨타임 좀 갖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알고 보니 게임 할 때?
일상 속 게임용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