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텍스트의 서사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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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텍스트분류
게임(Ga!re)은 Joy(즐거움)를 의미하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gaman’에
서 유래된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느끼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 할

수 었다. 제기차기， 연놀이， 잣치기， 팽이치기， 널뛰기， 그네타기 둥의 고대
놀이 형태는 문화의 발달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하게 된다. 컴퓨터 게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된 새로운 놀이 형태로써， 신기함을 찾으려
는 인간의 본질과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놀이(때ay)를 문화현상으로 해석
한 호이정해am: 10)는 놀이의 본질올 본능(Înstint)과 정신(mi，띠) 혹은 의
지(때11)의 중간쯤이라고 보았으며 공간과 시간의 동질성이 파괴된 독특
하고 폐쇄된 세계 속에서 놀이 자체의 기쁨이 유일한 동기이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이 갈라지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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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들뢰즈(aXJ2: 132)는 놀이의 중요 원리로 ‘규칙’을 든다" 1) 정상적인
놀이나 시합에는 명령적인 힘올 지닌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며 2)규칙들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가셜을 결정하고 3) 가셜들에 의해 여러 결과들과
과정들이 놀이를 체계화 하면서

4)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모든

놀이는 ‘규칙의 체계’1)로 허용과 금지의 영역이 설정되고、 이는 강제적 •
결정적이며， 의지에 의해 놀이의 세계가 존속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자의성을갖는다.
아카오 고우이치(1앉웠: 1m)는 컴퓨터 게임은 “놀이를 위한 프로그랩”이

라고 정의 내리고 최유찬{ID)2: 81)은 “전자 기술이나 전자기기에 의해 매
개되는 게임”으로 컴퓨터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이의 프로그램으로
설명한다. 김창배(Hm: 3))의 경우 게임은 정보처리 능력올 가진 장치로
서의 하드웨어%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물이 어떤 규칙에 따라 선택
결정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나가도록 컴퓨터 프로그랩에 의하여 제작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규칙에 의거해 즐기는 놀이’라고 보았다. 놀이
의 속성과 논의된 정의를 토대로1 컴퓨터 게임이란 컴퓨터를 매채로 하여
규칙에 따라 즐가는 놀이라 한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2)가 있다.

아케이드 재암(Arc짧 짧re) - 보드， 슈탱， 액션， 스포츠
롤 플래잉 게임(Role 때머Ilr땅 g빠)

액션， 턴방식， 실시간

시율레이션 게임 (Sin뻐atiα1 g;따~) - 조종， 전략， 육성， 연애
어드벤처 게임(Adventure gære) - 대화형， 시네마 액티브

1) 호이정해:m3: 13)
2) 김창배(1團: 4))는 하드왜어(K'/ 비디￡ 아케이드 게임)와 게임구현방법(인터뱃
컴퓨터 게임). 사용자 수{개인용/ 태전용IMUD 게임). 사용 장소(가정용/ 업소용 게
임). 게임저장 얘체(컴퓨터/ 바다요/ 아케이드 게임). 게임 재작 목적(경풍/ 메뀔 체
련용 게임) 둥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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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장르별 구분에 따라 각기 다양한 방식의 전개방법올 지니고 있

다. 아케이드 게임은 액션， 슈탱， 퍼즐， 퀴즈 둥 그래픽 화면에 나오는 물
체를 조정하여 접수률 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체로 단순한 기술로 이
루어지는 게임을 말한다테트리스J ，고도리 J ，퀴즈게임 J ，벽돌깨기 J ，
r 바둑J ，체스J ，포커」 둥 게임 배경의 변화가 없는 보드식(00ard)의 게
임 r 갤러그J ，라이멘」 둥과 같이 무기를 발사혜 적을 없애나가면서 스테
이지를 정리해 가는 슈탱(양뼈ng) 게임 r스트리트 파이터 (Stn놨 F빼ter)J ，

r 철권J ，버추어 파이터」처럼 캐릭터의 액션올 위주로 진행되는 액션
(ac따1) 짜임，

FIFA 시리ξ NHL 둥 자신이 실제 선수가 되는 스포츠 게

임이 아케이드 장르에 속한다.
롤 플레잉 게엄(Rffi)은 선택된 하나의 캐릭터에 맡겨진 임무(Rol퍼를

수행(Playir휩)해나가는 과정에서 경험과 능력올 쌓아 피물이나 적과의 전
투에서 아이템을 습득하며 최종 목적을 달성한다. 게임의 전투방식에 따라

액션 롤 플레잉 (ætion role 때aying) 게임，3) 턴 방식 롤 플레잉(따n sys따n
I며e 띠ayir핑) 게임， 실시간 롤 플레잉(ræI 마re role 때a파19) 게임으로 나뀐
다.

시율레이션 게임은 현실에서 실연되기 위험하거나 이용하기 불가능한
경우 현실파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한 모의실험을 통해 경험을 쌓게 하는
게입장르이다. 레이싱 게임처럼 게임자가 직접 조종하고 체험하는 조종
사물레이션(때1뼈 와nulation) 게임， [스타크래프트.J， [워크래프트J， [삼국
지] 시리즈처럼 적과의 씨움에서 영토 확장을 꾀하는 전략 시율쾌이션

(strategy

앙nulatiαü 게임， 선택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육성 시율래이션

(nur따e 하m피ation)게임， 남녀간의 만남을 다룬 연애 시률래이션Oove
앙nulation) 게임이 시물레이션 게임으로 한정 할 수 있다.

3) 브리자드사의 [디아블로]와 국내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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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 게엄은 모험을 주제로 문제룰 해결하면서 수수께끼나 비밀

둥올 풀어나가는 게임방식으로 대화형 어드벤처(때versation 와ve빠-e)
게임과 시네마틱 액티브(cinerr빼.c active) 게임이 었다.

2. 게임 텍스트4)의 특징
게임은 게임자가 게임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컴퓨터 세계 속에 구

현하는 과정이다. 기술이 실재를 정의하교 세계를 구성하는 내용이나 사
물들을 드러나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마이클 하임: 118)는 언급처럼 게임자는 의도에 따라 회구하는 세계를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게엄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세
계이기 보다는 있어야 하는 세계 즉 이상향의 모습이나 카타르시스 혹은
승리의 쾌감을 추구하는 세계로 나타난다.
게임 텍스트는 컴퓨터 게임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시나리오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처럼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단계가 적용되
지만， 작가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주인공 혹은 게임
재g때H) 와의 상호작용성(irr따æt:ive) 이 요구5) 된다는 것이 극 텍스트와

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게임 텍스트의 모든 캐
릭터들은 게임자가 선택하며 캐릭터는 이에 모두 반웅해야 한다. 최유찬
4) 게임의 경우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음향， 대사 둥으로 구성되는데 ‘게임 텍스트’는
게임 시나리오에 한정하며， 특히 RfG를 대상으로 한다.
5) 게임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릭터에게 다른 상황을 요구하면 캐릭터는 즉각

적으로 이를 반용해야 한다. 테드 프리드만(Ted

FriedJrnn: 때]2)은 게임자와 게임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 시네마로 보는 입장/ 시률레이션올 만들어 내

는 소프트웨어 장난감으로 보는 입장/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구성올 해체해 내는

탈신비화 과정으로 보는 세 가지의 태도롤 설명한다.

게임 택스트의 서사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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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2: '!J2)은 하이퍼텍스트룰 수용자가 경로의 선택권만올 갖는 경우 ‘탐
험적 하이퍼택스트’가 되며 기존의 텍스트에 수용자가 자신의 글올 남길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의 텍스트를 ‘구성적 하이퍼텍스트’라고 분류하
였다. 그는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보다는 선태의 행위에 중점올 두고
수용자의 경로 선태에 의해 실행될 때마다 일정한 단선적 구조의 시간적
이야기 형식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게임텍스트의 경우 게임자는 하나 혹
은 여러 개 중 하나를 선돼하여 이를 탐험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실현한
다06)

컴퓨터 게임의 스토리탤링은 전통적인 문학택스트와는 달리 게임자의

프로그햄 실행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게임자는 게임
텍스트를 전개시키는 사건올 주도하면서 동시에 주인공이 되어 체험하는

창조자와 수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체험한다. 게임자는 컴퓨터 프로그랩
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자
는 주어진 캐릭터와 텍스트에 숙달되면서 각각의 에피소드(이벤트)를 엮

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최유찬(짜)2)은 게임에서 ‘서사’의 개념을 셜정함에 있어 문학텍스트와

극텍스트1 게임서사를 커뮤니케이션의 객관성 유무로 구분하고 있다. 문
학텍스트에서는 사건을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된 사건을 서술하는 사랍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극텍스트에서는 제시된 사건 속의 발신자와 수신자
라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작가 • 연출가 • 관중의 외부 커뮤니케이
션이라는 이중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서사는 문학
텍스트와 극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 서사와는 달리 게임자 외에는 사건올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구조로 파악하여 문학텍스트와 극텍스트 게

6)

이는 서사무가나 판소리 문학 동 구비 전승된 고전소셜의 경우와도 비교될 수 있
다.]. 데이벗 볼터 (Volter: lÐ7)는 수용자의 실행으로 새로운 택스트가 실현되는 ‘장
르적 글쓰기’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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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서사를 구분한다. 이는 사율레이션이나 아케이드 장르의 게임올 염두
에 둔 개념썰정이면서 극텍스트를 연극의 개념과 혼동한 경우후 본 논의
의 대상인

RPG

경우에는 게임을 통해서 게임자가 주인공이 되눈행동을

통해 일련의 사건올 체험하기 때문에 회곡 텍스트적 개념으로 게임 핵스

트의 서사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빠~의 경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의 다양한 모습올 다루고 있기에 문학{회곡)의 영원한 주제
인 ‘인간성 탐구’에도 포함될 수 있다，
액션 게임이나 퍼즐 게임의 경우 순식간에 결말이 드러나는 배경 스토
리나 게임의 목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자가 서사체험올 경험하기
는 불가능하다. 반면 RPG의 경우 컴퓨터 게임은 스토리성(서사) 측면에
서 비교적 탄탄한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
(캐릭터와 아이램)의 계열화된 목록들이 여러 향목(사건)올 인과 관계로
엮어낸다는 점얘서 이야기와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컴퓨
터 게임 중 뻐로 한정하여 게임 텍스트의 서사구조를 논의해보고자 한
다. 게임의 방법상 ‘저장’을 통해 캐릭터의 능력과 위치를 담아두는 경우

도 발생되지만 본 논의는 RPG가 중심된 하나의 아야기를 가지고 이를 따
라 진행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와~란 게임자가 가상세계 속에서 어떤 인물올 연기하면서 싸우는 것
으로 1970년대 미국의 테이블 게임 (Table RPG)에서 시작:;)되어 스토리의
채미와 대전(對戰}게임의 묘미로 많은 재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역할 수행 게임인 파낌는 게임자가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엄무나 목적
올 달성해나가는 형식으로1 주인공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악의 세력을 웅

정한다는 테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파 뚜렷하게 구분된다. 선

7)

1~4년 TS碼의 따1I맹tm& αagoos]가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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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캐릭터에 맡겨진 역할을 게임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경험과 능력을 쌓아가면서 여러 괴물이나 적과의 전투， 동장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아이템올 얻어가는 게입 장르이다.
어드벤처 게임에서 게임의 구조가 사건 중심이라면 R양겨 경우에는 다
소 캐릭터8) 중심으로써， 기본적으로 한 캐릭터의 갖가지 사건올 체험하
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디아블로」， r 리니지」， r 파이널 환타지」 시리즈가

이에 속한다" Rffi의 경우 모든 이벤트를 거쳐갈 필요도 없으며 아케이드
게임에서처럼 상대를 이겨야 할 필요도 없이 주어진 공간에서 단지 자신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무를 달성하며 전투나 이벤트를 통해 일정의 경
험치를 얻게 되면 레벨이 상숭되고 성장도를 나타내는 수치화가 존재한
다.

Rffi에서 게임자가 체험하는 서사는 프로그랩된 여러 사건들 중 게임
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발생한 사건들로

게임자의 실행여부에 따라 서사가 완성되는 특징올 갖는다.
Rffi는 드라마와 對戰 형식의 게임의 결합이다. 와잉의 텍스트는 형식
적 측면에서는 극적 텍스트를， 내용적 측면에서는 대중문학적 특정을 지
니고 있다. 시 • 공간의 배경껄정， 사건 발생， 개성적인 캐릭터， 둥장인물
간의 갈둥과 행동양식， 구성단계 둥은 갈둥올 중심축으로 파국을 향해 달
려가는 극적 텍스트와 동일한 양상을 지닌다. 따라서 많E의 서사적 특정

올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서사교육의 실험올 가늠해볼 수 있올 것이다.

8) 아바타어V없ar)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도의 신(神)이륨으로 화신 혹용 분신을 의미

한다. 혼혀 인간의 모습을 취하며 게임자는 아바타용 통해 시각적으로1 전통 문학
텍스트의 서사적 체험에서 보다， 좀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바타’는
모습의 의미가 강하므로 게임 둥장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캐릭터’ 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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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서새)의 형식

컴퓨터 게임 중 어드벤처 게임이나 와견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들

이 이야기 구조를 지난다는 것이다. 천일 동안의 이야기로 생명올 구할

수 있었다는 [천일야돼에서처럼 ‘이야기’를 즐기끄} 하는 욕망은 거의
본능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
어 모험과 스렬올 만끽한다는 것은 ‘재미’로 표현되는 게임의 마력이다.
서사에 대한 즐거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해에서 시의 발생은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된다는 것과 연관된다. 예술
가가 느끼는 모방에 대한 쾌감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모방된 것 즉 가
상의 세계로 설정된 그럴듯한 세계에 대해 느끼는 쾌감이 바로 게임 텍스
트가 전달핸 즐거움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삶을 위해 처절하게 싸운다. 정복과
도전을 거둡하며 멈추지 않고 다음 순간을 맞이하고 부여된 능력의 한계

를 넘어 돌진해나가는 삶에의 갈망올 펼쳐 보이는 가공적 세계에서의 연
회(演數)이다. 종국에 게임이 추구하고 게임자가 향유해야 하는 즐거움은
실존적인 이유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올 뜻한다.
밤낮올 잊고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원인 역시 재미로 표현되는 게임의
몰입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셜명한다. 최유챈:ID2: ffi)은 게임자를 프로우

(t1ow) 상태로 몰고 가는 가장 주된 요소는 서사라고 설정하며， 박상우

(:ID): 111)는 몰입 동기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캐릭터가 경험을 통해 능
력이 신장되면서 게임자가 느끼게 되는 일치감과 성장에서 오는 뿌듯함，

9)

서사란 시간의 경과률 따라 전개되는 의미 있는 사건의 서술올 뜻한다. 매체의 발

달에 따라 서사는 구술셔사

• 문자서사 • 영상서사로 그 명역이 확대되었고1 컴

퓨터 게임 셔사는 하이퍼핵스트적 성격올 띠는 디지털 서사의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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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랍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게임 속 삶올 자신의

삶과 통일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문학 장르에 비해 빈약한 서사를 지닌 게임의 극적인 힘을 끌어내기
위해 음향과 영상 동 영화적 제작 기술올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리얼리
티를 높이며 게임자의 경험을 극적 체험의 순간으로 전환시킨다.

게임에 적용되는 규칙은 셰계를 통제하는 기놓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올 규정한다. 게임의 규칙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경스토
리’는 게임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임위퀘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게임자는 자신의 행동 방향과 방법올 강구하고 데이터률 이용해서
캐릭터를 선정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목표를 달성하고자 몰입한다. 컴퓨
터 게임에서 최종 목표 혹은 임무는 게임자의 몰입올 지속시키기 위한 근
본원인이면서 방책으로 긴장의 틀 속에서 행해진다.
게임자가 자신이 선태한 캐릭터의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게임에
몰입도를 높여주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와견의 경우 행위에
따른 경험치 획득(Role 띠aying) 이 성장의 기본요소로， 동일화된 게임자와
주인공은 미지의 장소를 더듬어 다니는 모험의 여행에서 극적 구성과는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종료할 수도 있는 게임의 과정올 실행하게 된다. 부

수적 이벤트 참가와 이벤트와는 관련 없는 사냥올 통해 경험치와 아이템
획득에 주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게임 전체 이야기 흐륨
에는 변화가 없지만 둥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부가적 이벤트가 발생
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자유
가허용된다.
와견는 문화의 경계를 념나들면서 생성되기도 하고 다른 모습의 문화

를 만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오락적 의미의 컴퓨터 게임， 하이퍼텍스트

의 양방향성과 비선형성， 극적 형식의 어우러짐 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이는 다시 장르간의 넘나굶이 가능하디는 것올 보여준다. 환상소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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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반지전쟁](J.

R R

톨킨)에서 게임 「드래건 퀘스트j7t， 순정 만화

[리니지]에서 게임 r 리니지 j7t， 게임 r 파이널 환타지」에서 영화 r 파이널

환타지 j7t， 게임 「툼레이더」에서 영화 r 톱레이더」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것올 입증한다. 이는 게임서사와 극적 서사가 접합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중거이기도하다.
앞서 논의했던 것처럽 게임 텍스트는 극텍스트의 작법애서 요구되는

동장인물과 사건형성， 대화， 갈둥， 구성단계 둥의 여러 형식적 측면들올
지니고 있다. 시대적 배경이 셜정되고、 갈둥의 원인과 임무가 배경 스토
리로 정해지며 개성적인 캐릭터가 나열되고 각 단계마다 회곡의 지문처
럼 상세한 설명이 제시된다. 또한 게임에는 반드시 갈둥이 존재하며 캐릭
터의 행동에 의해 갈둥이 해결된다.

따잉의 경우 게임성과 스토리성이 모두 존재한다. 판E에서 앞 단계의

과정은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면서 주인공은 여러 선
태의 과정을 거쳐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행통한다. 설정된 세계 속에서
무수한 정보와 아이탬 가운데 게임자 스스로 구성을 선태하고 캐릭터의
행동과 이야기가 전개된다.
가와베 가즈토(:ID): 48)는 게임 택스트의 구성올 장면 장면이 정(正)， 반

(反)， 햄合)올 구성하면서 연쇄적인 반웅올 나타내는 중충적 구조체로 셜
명한다. 즉 장면이 쌓여가면서 캐릭터의 파워와 템포는 상숭되고 적대적

환경 또한 중대한다. 바로 그 두 개의 험이 극한 상황에 다달아 온 힘올
다해 충돌하는 마지막 대 폭발시점에서 클라이맥스가 이뤄지는 것 10) 이다.

주인공이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고 행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직접적인 원

10) 발단단계에서 세계의 모순과 이의 극복을 위한 임무가 채시되면 전개부에서는 주인
공과 적대적 환경이 격돌하면서 피스톤 운동처럽 갈둥이 중폭된다. 이어 클라이맥
스에서 모순 해결을 위한 임무가 달성되면서 스펙터클한 정면충툴이 나타난다. 결
말부환에서는 폭발 후의 새로운 질서와 내일에의 회망 균형 잡힌 세계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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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즉 적대역인 악의 행동이 첫 부분애 놓인다. 혜를 들어 형사물이면 살
인 사건， 비극적 사랑이야기라면 갈둥의 모습 둥이 그것이다. 주인공은

그것올 해결하기 위해 임무률 시작한다. 전개부분은 도전과 생공·실패가
반복되면서 주인공이 임무를 수행한다. 전개얘 속해 있는 각각의 사건과
상황들은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전제조건 혹은 통과조건으로 그러
한 과정을 통해 주인공의 능력치가 상송되어 적대역과 대항할 수 있는 힘

올 키우게 된다. 이률 위해 게임자는 자유로운 창의력으로 게임을 구성하
고 아이템올 선택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간다. 클라이맥스에 이
르러 주인공은 자신이 축적한 능력으로 적대역과 정면충돌하고 그 동안
의 갈둥 요소를 해결하게 된다. 마지막 결말부분은 충돌로 인해 생긴 균
열올 맞추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주된 인물들이 모여 희망찬 미래를 계획

하고제시한다.
대표적인

RRJ

r 파이널 환타지(VI)J 의 경우 발랍가든 소속의 특수부대

&굉훌 배경으로 스롤과 리노아 사이퍼， 이데아 둥의 캐릭터가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를 보이고 있다. 스콜과 사이퍼는 능력이 대둥한 라야벌 관
계로 스콜은 리노아롤 만나 사랑올 느끼면서 사이퍼와 갈바디아군， 마녀
이데아 미래의 마녀 울티미시아와 써움올 벌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동료
률 만나 힘을 키우면서 전쟁을 벌인다. 파이널 환타지는 스콜과 그 외 둥
장인물에 의해 발단-전개-절정-결말의 이야기률 전개해 나간다.
스콜이 용병양성학교인 발랍가든에서 용병

SeeD 시험에 합격하고 아

름다운 소녀인 리노아를 만나는 것이 발단이라면 용병학교에서 부여한
임무률 수행하면서 동료들올 만나고 사이퍼와 이데아 갈바디아군과 전

투를 벌이면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17년 전 마녀 전쟁에서 전쟁고아로 함
께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기억올 되찾고 스콜과 리노아의 사랑， 최대 적인

마녀 울티미시아에 대한 전투 준비 부분이 전개를 구성한다. 동료 구출과
전쟁올 거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알아나가는 도중 적의 계략올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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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결전을 치른다. 에펼로그 부분에서는 모든 캐릭
터가 자신의 시대로 돌아가고 스콜은 과거 엄마 선생님이었던 이데아가
자신의 아이틀올 구하기 위해 마녀 올티미시아외 힘올 계숭하게 되는 것
올 목격한다. 그리고 스콜올 구한 리노아는 그들의 울타리인 발랍가든에
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스토리라인을 형성한다.
이처럼 r 파이널 환타지(VII) J 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홉사한 환

경올 지니고 있으며， 용병(SeeD)인 젊은이들이 시간올 압축해서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미래의 마녀와 싸우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
야기로 구성되었다. 텍스트 전체에서 캐릭터간의 행위는 하나의 목적(임
무 즉 퀘스트)을 위해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각각의 상황마다 주인공에
게는 임무가 주어지고 이는 각각의 이벤트를 구성하면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인 마녀 울티미시아의 세력을 타도하게 된다.
이들은 현실세계에서 있을 법한 행위를 가상의 세계(에m외 뼈lity)에서
행하고 게임자는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 게임자는 주인공과 동일시되

어 주어진 문제로 인해 생겨난 갈둥올 해결하기 위해 행동한다. 여러 단
계를 거치면서 능력이 상송(level up)된 주인공은 게임이 부여한 갈등올
행동으로 표현하고 해결하면서 가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즉 갈둥의 원
인올 제공하는 적대역(혼히 강력한 악의 우두머리일 경우가 많다)과 주인
공을 설정하고 전개의 과정에서 능력올 %탱시키며 조마조마함과 두근거
림을 클라이맥스로 상승·고조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게임
자는 상쾌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서술적 형식올 취하지 않고
드라마적 형식올 취하면서 연민과 공포의 감정올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

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는 비극에 대한 정의는 문학 장르에서 인
간 이해를 기반으로 감정올 해소하는 방식이 게임에서도 여실히 적용됨
을 확인할수 있다.
게임 텍스트는 상호작용성 Gnl뼈ætive)에 의해 선돼과 노력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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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가 도출된다. 즉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여러 개의 과정올 선태할 수
있는 기회 11)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선돼과 노력에 따라 상이한 결과12)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과 게임의 목적(임
무수행) 달성을 위해 생져난 형태로， 게임택스트의 상호작용성으로 하나
의 결말을 이끌어내는 기존의 단일 구조가 아닌 거듭되는 선태과 갈림길
에 놓이게 되는 복합구조13)를 지닌다.

게임 텍스트
시작

캠릴담i

캠림텀3

캘림뢰a

캠림턴4

캠림턴§

c표
11) 닫힌 구조의 구술 텍스트， 문자 택스트와 달리 열린 구조률 지닌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선돼’의 기회률 부여했다는 것이다.

12) 게임의 전체 줄거리에 손상을 입혀지 않는 정도의 결과로 게임자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다른 내용이 전개될 수 있디는 것이다.

13) 따라서 게임에는 전체 구성도와 선태에 따른 세부적 구성도인 플로우 차트를 작성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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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럽 사건의 흐름이 비선형성올 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 이르
는 게임의 결말은 동일하다. 즉 이뺀트와 사건이 캐릭터에 따라 여러 가
지 형태로 발생되지만 이는 전체를 관통하는 이 0"]:71 의 끝으로 귀착된다.
열린 구조와 닫힌 구조의 텍스트가 결합된 상태로 셜명될 수 있음올 뜻한
다.

그러나 게임자는 한 게임에서 하나의 역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캐릭터를 차례로 번갈아가면서 자신의 주인공을 삼아 게임을 진행해
볼 수 있다)4) 이미 설정된 단 하나의 고유한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

라 이벤트를 통해 여러 경험이 중첩되기도 하고 건너 뛰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학 텍스트의 서사경험과 달리 게임 서사는 게임에 참
여(쿨릭) 했올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서사 체험의 능동성을 요구한다. 게
임자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미완의 서사이기에 게임자는 자신만의 창조적
행위 15)를 통해 대상올 만들어가는 독특한 서사 형성 경험을 습득한다. 또

한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서사 체험이 가능하게 된다.

4. 게임 서사의 대중성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화되는 정보사회에서 인간 소외 현상은
심화되었고 사회는 심각함올 거부하고 안정을 지향}면서도 부동(浮動)

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역셜의 욕망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규격화되고 편
안한 삶이 가져다주는 권태와 무의미합올 벗어나면서도 내일을 확신할

14)

게임자는 선택한 캐릭터애 의해 1인청 시점으로 극을 진행하면서 계임 행위의 반북
올 통해 3인칭 시점을 견지할 수도 있다.

15) 게임 재작시 부여된 툴올 뛰어 념지는 못하지만 하나외 흘만을 지닌 전통적인 문학
택스트에 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창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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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불안과 초조， 좌절， 박탈감에서 질서와 안정의 세계로 도피하려
는 욕구얘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도피성은 게임 텍스트에서 캐릭터와
주제， 소재， 배경 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서스땐스와 감정이입， 그럴듯
한 가상의 세계 창조라는 대중문학의 기법의 적용이 그것이다. 당대의 사
회 문제에서 소재를 태하거나 꿈의 현설화인 초인간적인 주인공올 둥장
시키는 것， 정의의 승리를 통해 인간의 권선징악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거
나 애정올 바탕으로 한 주인공과 악한과의 대결구도 둥은 대중문학에서
홍미 유발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 게임 텍스트 역시 이러한 대중성을
찾아볼 수 있다)6)

가상의 인물이 되어 활동하는 세계는 분명한 악이 존재하며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이에 대항하는 정의의 인물이다. 이처럼 게임 택스트에 나파
나는 세계는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한 이분법적 세계로 주제 역시 선과
악올 대표하는 캐릭터틀 간의 대립을 통해 권선징악올 나타내고 있다 r 파

이널 환타지(VJI) J 에서 발랍가든의 용병들과 마녀와의 대립이 그것이다.
때로는 개인의 사랑보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의를 중시하며 선악의 대
립올 통해 주인공인 인간의 꿈과 희망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대중문학의 도식성이 지난 문학적 가능성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
하지 않으면서도 통시에 현실도피의 가상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

임자는 주인공 캐릭터를 조작하면서 그와 동일시되어 복잡다단한 현실올
도피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달성하고 싶어한다.
도피란 일상의 현실에서 가상 세계로 달려가고 다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뛰어나오는 것이다. 게임자는 텍스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상올 펼치는 쾌감올 누려면서 동시에 유혈이 낭자하는 전쟁터

16) 이런 의미에서 빠잉는 ‘시간 때우기’ 혹은 ‘게임만을 위한 게임’을 넘어서 놀라운 속
도로 발전하는 파학얘 위혹된 소외된 인간올 회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모습이 훌
수있다.

198

국어교육연구 쩨11집

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쾌감올 느끼는 것이다. 재엄올 마치고 현실로

돌아왔올 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삶은 죽음올 극복했다는 또 다른 즐
거움올 안겨주기 때문이다.

게임의 주인공은 언제나 모험올 찾아 떠나는 여행자적 언물로 여러 다
른 세계를 탐험 17) 한다. 게임자는 신개척지를 정복하는 것처럽 스펙터클

한 세계 속에서 주인공올 통해 가상 세계를 탐험하고 개밸}며 공간올 전
유(聊X따iation)하는 즐거옵올 느끼게 된다. 이는 레벨올 상숭시켜 임무
를 달성하면서 게임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목표 달성의 욕구와도 결부되
어 있다.

게임 텍스트를 경험하는 게임자는 대전(對戰)올 흥해 자신의 꿈과 사
랑올 간접 경험하고자 한다. 따라서 게임 속 환경은 현실과 똑같은 가상
의 세계이면서 이상의 실현이 손쉬운 신화나 전셜， 환상의 세계롤 시·공
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또한 게임 r 드래건 퀘스트」가 환상소셜 [반지전쟁]

에서 착안되었듯이 대부분의 파견는 신화나 전셜， 판타지 둥에서 소재를
많이 태하고 있다}8) 여행과 모험， 비밀통로1 밀실， 어둔 하늘， 우물 둥은

게임에서 혼히 나타나는 소재이다. 미지의 세계롤 향하는 모혐의 심리와
안락한 도피처로써 어둠에 은신하려는 것은 인간 삶의 원형에 잠재적으
로 내재되어 있는 욕구로써 신화는 이러한 염원올 수용하였고 게임은 이
를 소재로 채택한 것이다. 자끄 구아마르u'앉E 142)가 수신자(대중)의 성
17) 특히 어드벤처 장르의 경우 모험을 주제로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면서， 감추어진 수수께끼나 비밀 동올 폴어나가는 게임 방식으로 「툼레이더」가

대표적이다.

18) 1때년대 에드가 라이스 버로즈(F.dgar Rice Bwro.때1S)와 로버트 하워드(Ik뼈ttE
HJ때ù)의 공상소셜에서 영향 받은 초자연주의 셰계는 톨킨(]. R R TI빼erù에 의
해 발전되고 이는 1970년대 최초의 택스트형 컴퓨터 게임올 개발한 돈 우드(llil
W뼈)에 큰 영향을 끼쳤다. 던전 앤 드래곤{Dung‘m &IXag，α18)이 성공한 이후 지

하 동굴， 검 (SW때)， 마법 둥은 RRì의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는 또한 게임 제작
자의 나태한 상업주의와도 관련된다{이재현: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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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관한 법칙에서 무의식과 소통하기 위해 환상적 목표로 기교의 사용
올 재안하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과 모호환 자극물은 무의식
과의 소홍올 자극한다고 셜명한다. 신비로움이라는 명목 하에 미지의 공

간으로의 여행， 낯젤음， 모험에서 은밀한 장소 보이지 않는 문， 비밀계단，
함정， 이중 방， 지하 감옥， 지하수， 우물 속으로의 하강， 어둠은 독자인 대
중의 무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들이라는 것이다. 게임 역시 그러한 신
비로움올 배경과 소재로 선택한다)9)

주된 적은 마법사나 괴물(nms뼈)일 경우가 많으며W) 동장인물 역시
환상 소설적 캐릭터가 둥장되는데 마법은 기본요소이며 환상소설의 용은
피물(nm와er)로， 기사는 전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RPG는 캐릭터 중심

으로써 주요 인물로는 전샤 마법샤 요정， 소환샤 옐프 둥의 둥장은 이미
어느 정도 설정된 따E 구성 법칙과 같다.

스콜 리언하트 :17세에 신장 1π'cm， 8월 z3일생， 혈액형

AB, 어떠한 훈련

과 과제도 어려움 없이 해내는 우둥생으로 전투 능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

종을 불허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어 특수 무기 건블레이드도 손쉽게 다룰
수가 있다.SeeD시험에 합격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나 항상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태도와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가든에서는 문제

아들 중 한 사랍으로 취급받고 있다. 고고하면서도 대인공포중적인 완고함
올 지닌다. 하지만 가든의 학생들 중에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사실로부터 그가 뛰어난 카리스마를 지니고 었다는 사실올 알
수있다.

19)

그러나 모순척이게도 컴퓨터 재업은 게임자가 반복융 통해 게임 원리에 능숙해지

면서 게임의 비밀이 밝혀져가는 ‘해체(æcoostructiα1)’와 ‘탈신비해따nys뼈.catÎα1)의
과정’(테드 프리드만t 었12) 이다.
20) 게임 r巨商」은 용라인 Rffi이지만 얘외적으로 교역을 테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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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아 하틸리

: 17세에

신장 1않:m， 3월 3일생， 혈액형

K 전방지촉

소녀

로 게임의 여주인공임. 스콜과는 반대로 매우 쾌활하고 사교척인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며 처옴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사뀐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갑정에 충실하게 행동하지만 상대방의 내면적 갈둥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소 무신경한 면모률 가지고 있다.
(파이널 환타지(\11))

게임의 전형성은 권선징악의 주제의 측면과 더불어 캐릭터 선정에서도
볼 수 있다.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잘생기고 능력 있으며 터프한 성격이
지만 마음은 여린 남자로 그려지교 여주인공은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이
섬세하며 모든 면에서 만능일 경우가 많다 r 파이널 환타지(VI) J 의 캐릭
터 소개에서처럼 주된 인물은 게임자의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 인물로， 스콜의 라이벌인 사이퍼 역시 대퉁한 실력에 호전적 특징
을 지닌 인물로 셜정되었고， 스콜과 리노아의 사랑은 멜로 드라마적 구성
을 지닌다. 또한 여전사나 마녀의 경우 금발에 17세라는 젊은 훈련 교관，
요염한 마녀 이데아처럼 흥미룰 자극하는 인물올 선돼한다. Rffi의 주인
공은 주로 인간으로 게임 속 행동은 일상적인 현실을 더욱 순수로 강화시

킨 삶올 드러내고자 한다. 갈둥의 원언 역시 전형적으로 게임 속 세계는
개인적 갈둥에 의해 괴로워하기보다는 외적 세계가 충돌하여 갈둥이 발

생하는 특징을 나타내면서 흔히 발단부분에서 괴물이 참입하여 혼란을
야기한다. 아이템의 경우 역시 판켠에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무기

(방어구)， 액세서리， 일반 아이템(음식물， 약초 돈)으로 나뉘며 캐릭터 직
업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게임은 내용적 측면에서 대중문학적 성격올 지녔다. 이러한 성

격으로 인해 게임자는 대중문학의 톡자들처럼 게임올 통해 초월적 능력

올 지닌 주인공으로 탈바꿈하여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강자에 대한 복
수를 실현하게 된다. 게임은 대중문학의 자리를 넘겨받은 욕망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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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정신적 위안처이면서 일종의 백일몽이고 집단적 꿈의 표현이라는
가젤올 입증하게 된다.

5. 게임 서사의 한계와 극복
파잉는 그래픽， 애니메이션， 전투 시스템 둥 기술면에서 상당히 정밀하
고 섬세한 공예품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파견의 주인공들이 악
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현함에 있어 구현세계나 인물이 구체적으로 묘사
되지는 않는다. 또한 목표 달성올 위한 결과 위주의 명가는 수단의 적합
성에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이댐 습득이나 임무 달성을 위해서
는 도둑질이나 살생까지도 허용되거나 당연시 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살인과 전쟁이 난무하는 전투 위주의 게임올 지협}고 긍정적 7r.치관을
심어주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재외 다양한 게임화도 고려
되어야할것이다.

호이정하가 놀이는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것과 가까우며 플라톤과 아리
스토텔레스가 놀이를 성인 활동의 모방으로 간주하고 어린이의 놀이 본
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놀이는 아이들을 균형적으로 발달
시키는 중요한 교육 수단이면서 어린이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활동의 장인 것이대호이징하:

318).

많은 청소년들은 r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면서 대중화된 컴퓨터 게임
올 통해 대부분의 서사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까 게임은 청소년이 가장 즐거워동}는 문화 형태로 어떠한 게임 택스트
가 구성되는가에 따라 청소년에 끼치는 정서적 파장은 심각하게 나타난

다. 주인공이 보여주는 휴머니즘은 셜교나 연설을 초월한 강한 정서적 교
육 메신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영(없)2)은 게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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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습득과 학슐동기 고취， 자아의 초월과 서사적인 경험， 언어적인
작용 속에서 국어과 문학교육의 가능성올 타진하고 있다'. RRJ는 개인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치는 대전(對戰)게임으로 따라서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에서 나아가 휴머니즘따듯한 인간에 대한 사랑올 묘사하며， 게임자

는 주인공을 통해 활력 넙치는 생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기존 문학 교육이 갖고 있는 인간성 탐구의 역할도 함께 모색될
수 있올것이다.
게임서사는 문학의 효용가치 뿔만 아니라 휴머니즘척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생理想)올 가상의 공간에서 대리만족올 통해 실현할 수 있
는 가능성올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영역과. 공통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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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arration in a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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