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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r since Homeros in Greece, Mimesis was thought to be an art that imitates nature, espe-
cially the classicism of nature. Mimetic theories were used in the artworks in the era of the 
Renaissance, and the terminology 'mimesis' replaced the idea of originality in the 15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esthetics of mimesis expressed in Online video 
game apparel design. For this purpose, I researched different theories of 'mimesis' and applied 
them to Online video game apparel desig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various books on 
aesthetics and fashion, and demonstrative studies were processed by analyzing photos from 
Internet video game websites. In the history of aesthetics, the term mimesi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external, internal and multiple mimesis. External mimesis represented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in the design, which showed the beauty of the ancient times. Internal mimesis dis-
played the metaphorical symbols of religion, character, psychology, sexuality and fear. Multiple 
mimesis was the hybrid and the distortion of the different aspects of mimesis. Applying this re-
search on mimesis and expressing them in Online video game design may be an excellent meth-
od for understanding human aesthetics in video game apparels.     

Key words: external mimesis(외적 미메시스), internal mimesis(내적 미메시스), 
mimesis(미메시스), multiple mimesis(다의적 미메시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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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의 사회를 정보사회, 혹은 디지털 미디어

사회라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 탈중

심주의 등이 만연한 가운데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

표되는 디지털 미디어 사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멀티 미디어와 정보 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되

었다. 빠른 속도감과 상호 작용성을 토대로 과학기술

뿐 아니라 건축과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문화영역

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소비와 재화 그리고 정보가 풍부한 멀티 미

디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새로운 문화

적 특징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모바일 정보통

신 등의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반복되는 미

디어 자극이 기존의 시공간 구조와 사고 구조를 파

괴하여 현실과 이미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따라

서 실재에 근거하지 않는 복제된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 이미지는 실재를 넘어서 현실의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1)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

은 이미지들이 서로 모방과 복제에 의한 반복을 하

고 있다.

게임은 언제나 현실을 모방해 왔고, 현실을 비틀

고 재창조하면서 스스로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현실

과 가장 관련이 먼 것처럼 보이는 SF적 소재의 게임

이나 중세 판타지 풍의 게임에서도 현실을 은유적인

형태로 재해석해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2)

최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은 게임 캐릭터들이 갈수

록 화려해지며 대중스타들을 모방, 복제하거나 그 스

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캐릭터들이 늘어나고 있다.

게임속의 캐릭터 의상은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기술,

레벨 뿐 아니라 패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3) 게임공간에서 하는 플레이어들의 경험은 모

니터를 통해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고 반

응하는 행동이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미지는 인

쇄 매체나 사진,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미지가 외부의 사물을 재현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실제 세계를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창조되거나 다른 이미지를 조작하고 변형함으로서

생산된다는 특징이 있다.4)

인터넷 게임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 시

대를 재현하여 그대로 의상에 나타내거나, 스토리에

따라 의상의 형태나 스타일이 많은 모방과 재현, 혼

합에 의한 하이브리드로 새로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모방이나 재현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미메시스(μιμησ

τς), 라틴어로 이미타티오(imitatio)라 일컬어졌으며,

그 기원은 선사시대 때부터 주술행위의 묘사에서 유

래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미메시스 개념은 미학자나

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20C에

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933)5), 루카치

(Lukács, 1963)6), 아도르노(Adorno, 1970)7)등이 예

술의 표현이 고통이나 내면을 미메시스하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20세기의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보들리야르(J. Baudrillard, 1984)8)는 미메시스를 가

상속의 복제라는 시뮬라시옹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러므로 미메시스를 단순하게 우리말로 외형적 모방

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

면 미메시스라는 개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혼재되

어 있으며, 각 시대마다 미메시스의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 의상에 표현된 스타일

들의 형태나 특성을 미메시스라는 철학적, 미학적 관

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게

임 의상에 나타난 미메시스의 표현 방법을 통해 디

지털 미디어에 표현된 문화와 사회를 분석적·비평적

으로 읽어내며, 새로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의

디자인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미메시스와 관련하여 철학, 미학,

건축,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 복식과 미메시스에 대한 연구로는 미메시

스를 패션에 도입하여 꽃을 통해 사실적 표현과 추

상적 표현을 모방하여 의상디자인으로 표현한 연구9)

와 미메시스를 재현으로 보아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

현과 되기 현상에 대한 비교연구10), 양수미와 권미

정11)은 현대 컬렉션의 패션과 미디어 의상에 표현되

고 있는 미메시스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에 대한 연구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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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연구된 것으로 서정립과 진경옥12)의 연구, 오

현주13), 이지영14), 이효진과 양아량15)의 연구 등에서

조형성을 위주로 연구되어졌으며, 최근에는 권민희16),

손이정17)의 연구에서 대중가수의상과 게임의상에 대

한 스타일을 함께 연구한 논문이 소수 있을 뿐이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인 온라인 게임의

상에도 미메시스 특성을 적용시켜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미학관련 서적, 예술학 관련 서

적, 선행연구에서의 자료로 미메시스에 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연구를 적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에 대한

자료와 언론 보도 자료,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캐릭

터 의상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온라인

게임 의상의 시각자료 연구범위는 3D 그래픽의 발전

에 힘입어 온라인 게임 패션의 표현이 다양해진

2004년 이후로부터 2011년 현재까지로 하였다. 온라

인 게임에 표현된 의상으로 인터넷 게임의 인기순

위18)에 의해 게임을 선정하고 게임 캐릭터의상의 사

진을 분석하였다.

인터넷자료와 선행연구의 자료, 신문과 뉴스의 정

보와 기사를 참고하여 ‘모방’이나 ‘재현’의 표현이 들

어가거나 언급되어진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로써 언어적 근거가 마련된 자료로 의상의 타당성

을 분석하고, 재현 의상과 유사하거나 모방되어진 게

임 의상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의상을 54점 선별

하였다.

분석된 사진 자료는 복식미학 관련 3인의 전공자

집단이 참여하여 사진을 비교 분석하고 선별하여 가

장 미메시스 특성에 근접된다는 점수를 얻은 사진으

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사례연구에서 분석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의 사례 범위는 미메시스 개념과

특성에 포함된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온라인 게임 캐릭터
디지털미디어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의

디지털화, 하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내용물의 문자,

음성, 데이터, 정지영상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의

통합처리, 정보의 전송, 수신자간의 상호 작용성을

말한다.19)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게임은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설

치해 두고 인터넷 서버에 접속해 즐길 수 있는 머드

(MUD: Multiple User Dialogue 혹은 Multiple User

Dungeon)게임, 머그(MUG: Multiple User Graphic)

게임, 브라우저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웹 기반의

게임, 휴대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 등이 이에 속

한다.

온라인 게임은 인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텍스

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통합시킨 멀티미디어 콘

텐츠이다. 이에 사용자들 간의 쌍방향 상호교류를 통

해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의 삶을 살아가는 디지털 커

뮤니케이션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온

라인 게임은 IT 관련 비즈니스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

며,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

는 온라인 게임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s: 다사용자 온라인롤플

레잉 게임)는 그 중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 게임 산업의 규모는 ‘2010 대한민국 게임백

서’20)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의 전체 매출액

은 6조 5천8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마리텔레콤에 의해 ‘단군의 땅’이 출시된 이

후 매년 많은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에 힘입어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을 포함한 게임 산업의 규모는 영화 및 음악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크며, 그 규모는 갈수록 더 커

지는 추세이다.21)

게임사업은 원자재비용이 거의 없는 특성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TV 시청과 함

께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현대인들의 주요 여가수단

으로 게임이 활용되면서, 게임 산업은 영화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게임은 음악, 미술,

스토리가 결합된 새로운 종합 미디어로서 대중문화

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슈퍼 마리오',

‘툼 레이더'처럼 유명 게임을 영화로 만들거나, 반대

로 ‘스타워즈', ‘매트릭스', ‘아바타' 같이 영화를 게임



服飾 第61卷 8號

- 4 -

으로 제작한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현실 같은 이미지를 제공하

고, 현실체험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2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은 영화나 드라

마처럼 현실을 반영하여 게임속의 캐릭터를 실제 현

실의 나처럼 인식하는 미메시스의 효과를 유발한다.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는 사용자의 조종이 가능한

컨트롤 캐릭터(playablecharacter), 컨트롤 캐릭터가

게임 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

변 인물(noneplayablecharacter), 컨트롤 캐릭터의 목

표를 방해하는 괴물 캐릭터(monster), 컨트롤 사용자

가 사용하는 도구인 아이템(item)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는 상호교류 커뮤니케

이션이라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게이머에 의해 조

종되는 콘트롤 캐릭터로 게이머 자신과 동일하게 생

각된다.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모든 특성은 3D

그래픽을 사용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의 화려한 의상은 캐릭

터의 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우월적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갈아입게 되는데, 게임 캐릭터의 의상은 방어와

공격능력을 포함하며, 시각적인 화려함을 통해 게임

을 즐기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패션 업체에서는 온라인 게임의상을 재

현한 패션쇼를 열기도 하고, 온라인게임 상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패션 분야와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23) 특히 최근의 한 인기 게임의 캐릭

터가 유명 패션잡지 광고에 실렸다. 패션잡지에 나온

캐릭터의 의상은 실제 게임 속 명품관에서 판매되기

도 하였다.24)

게임 속의 의상은 방어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는

얼굴이나 신체의 변형 외의 캐릭터를 꾸미는 요소로

서 게임머니나 유료 서비스로 구매하는 옷이나 소품

등을 일컫는다. 게임에는 상의나 하의, 신발, 허리띠

같은 의상부터 얼굴에 쓰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가면,

귀걸이나 머리띠 등의 다양한 소품들이 활용되고 있

다. 의상은 게임에서 부분적으로 유료화 되어 회사들

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25)

게임을 즐기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패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게

임 안 자신의 캐릭터 패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대중 패션의 영향이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

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선행 연구에서 보여 지는 게임속의 캐릭터 의상

이미지는 고전적, 레트로, 복고적 이미지26)를 나타내

어 시대를 재현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캐릭터의 내

적 성격의 상징도 관능적, 팜므파탈, 고스펑크, 전사

등의 이미지27), 혼합되어진 양성적 이미지, 하이브리

드 이미지28)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 졌다.

2. 미메시스
1) 미메시스의 개념

타타르키비츠(Tatarkiewicz)29)에 의하면, 그리스

어 미메시스(μίμησισ:mimesis)라는 단어는 호메로스

(Homeros, BC 800∼750)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으로 그 어원도 불확실하다. 그 최초의 의미로 사제

가 행하는 숭배행위, 즉 무용, 흉내 내기, 음악 등에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미메시스는 원래 외면적 실재

를 재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 실재를 표현한

다는 의미였다. ‘미메시스 Mimesis’의 사전적 의미는

모방(模倣)․흉내와 함께 예술적 표현도 의미하는

수사학(修辭學)․미학 용어다.30) 우리말로 주로 모방

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재현, 묘사, 표현 등의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

래하는 ‘미메시스 Mimesis’라는 말은 정신과학과 사

회과학에서는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주로 예술 및 문학이론의 분야

에서만 거론되어 왔다. 미메시스는 개념사적으로 볼

때 라틴어로는 imitatio, 독일어로는 Nachahmung,

Nachbilden, Nachmachen 등으로 번역되어 주로 모

방(模倣)의 의미로 쓰여 왔다.31) 그러나, 미메시스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모방’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대 그리스어의 미메시스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도 엄밀하게 전

달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예술 철학에서 개념

뿐만 아니라 미메시스를 철학 혹은 시학의 중심개념

으로 부각시킨 플라톤(Platon)32)이나 아리스토텔레

스(Aristoteles)33)가 쓰고 있는 ‘재현(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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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는 플라톤(Platon)이 이야기한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에 대한 번역어이다.

플라톤(Platon)은 이데아라는 외면적 세계만을 묘

사하는 것을 미메시스라고 하였으나, 내면적 실재를

모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그의 제자

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Platon이 말하는 ‘모방적 기술’에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있다. 첫째, 모방자가 모델의 현실적 특

성, 즉 그것의 크기와 비례, 색채 등을 가능한 한 정

확하게 재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는 진정한 동

일성 eikon을 생산하게 된다. 둘째, 모방자가 어떤 관

점에서 봤을 때 사물이 ‘보이는’ 방식을 본뜨는 경우

가 있다. 이때 그는 외형적 유사성 또는 닮은꼴

phantasma을 생산하게 된다(Beardsley, 1987).34)

미메시스가 실재의 수동적인 복제라고 간주할 수

만은 없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단순한 복제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쉬웠다. 이러

한 모방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을 낳았다. 즉,

선한 모방, 아름다움 모방, 상상력이 풍부한 모방, 독

창적인 모방, 자연법칙의 모방, 자연속의 신의 모방,

이상적인 자연의 모방, 관념의 모방, 알레고리와 은

유로서의 모방, 허구로서의 모방, 있는 그대로의 모

방과 자유로운 모방의 구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모방은 점차 창안

(invention)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갔다35).

18C에 들어서 근대화의 시점에 이르러 칸트(Kant)

는 “예술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여 얻은

내용을 천재의 기술에 의해 산출된 작품이다”라고

하며 여기서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자연을 대하는 정

신적인 자연이라 하였다. 헤겔(Hegel, 1986)도 미메

시스가 모방적 예술만이 아닌 모든 예술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19C는 자연주의에 반

발하여 상징주의가 대두되면서 보들레르(Baudelaier)

는 보편적인 유추를 통해서 상상력을 강조하였고, 상

징 즉 인간의 조건과 내면세계를 예술 작품에 표현

하려고 애썼다. 20C에 들어서면서 예술의 역사는 대

상의 재현이 아니라 자율성, 독립성을 추구하는 시기

이다. 또한 미메시스의 개념도 철학, 예술학, 미학은

물론이고,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까지도 더욱 풍부한 의미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프

뤼히틀(Früchtl, 1986)은 죽은 것에의 미메시스와 죽은

것의 투사가 미메시스라고 하였으며, 루카치(Lukács,

1963)는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실천을 통한 현실의

반영이 미메시스라고 하였다. 아도르노(Adorno, 1970)

는 미메시스를 타자와의 관계에서 찾으며 대상으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현대예술은 고통의 미메

시스라고 하였다.

벤야민(Benjamin, 1933)의 견해에 따르면 상징적

인 것은 예술적 미메시스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때

상징은 감각적으로 파악 가능한 대상으로서 혹은 자

연주의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무엇으로서 주어진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메시스적 능력은 유사

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언어능력으로 전환, 추상화되

어 기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디지털 미디

어의 발달로 인해 보들리야르(J. Baudrillard, 1984)는

미메시스를 가상속의 복제로 실재보다 더 사실처럼

여겨지는 시뮬라크르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메시스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술 작품과 그것이 닮고자

하는 이 세계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논의에서 가치

지향적인 모방이라는 말보다 미적 맥락을 명시하는

재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추세이다.36) 그러나

미메시스 개념이 원래 함축하고 있는 재현, 모사, 표

현 등의 포괄적인 뜻을 살리기 위하여 원어 그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37) 미학서적이나 철학, 사회학

에서도 원어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미메시스

를 굳이 직역하여 모방이라 불러야 한다면 창조적

모방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미메시스라는 원어를 그대

로 사용하고자 하며, 그 뜻은 모방, 재현, 모사, 표현,

재인식, 닮음이라는 의미와 복제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로 보고자 한다. 이처럼 미메시스는

어떠한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고 새롭게 나

름대로 재해석하여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

하는데, 그 대상은 하나의 이념일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이나 행위, 자연이나 정신일수 있으며 현실을 포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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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메시스의 개념에 따른 하위범주

학자 미메시스의 개념 미메시스형식

선사시대 생물학적 의태개념, 스스로를 동일화시키는 것
외적 형태

동일화

Platon

가장 위대한 미: 이데아, 예술=모방, 거울처럼

동일하게 재현, 외면의 모방

보이는 방식을 본뜨는 유사한 모방

외적 형태

동일성

유사성

Aristoteles
본질적 측면의 모방,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

는 것, 내적 동일성

내면 반영

내적동일성

Burke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지지, 카타르시스, 종교적

정화

내면 반영

카타르시스

Kant
예술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내적인

것, 본질적인 동화성
내적 동화

Baudelaire 보편적인 유추를 통한 상상, 상징
내적 상상

상징

Benjamin

미메시스적 능력은 비감각적유사성에 대한 지각,

언어능력으로 전환변형, 동화, 추상화됨, 기호적

해석, 알레고리와 상징

내적 외적

형태 변형

Gadamer
재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현실의 거울을

제공하지 않고 현실을 재인식하여 보여주는 것

외적 형태

유사성

Lukács

예술의 현실 모방은 색, 선, 형태 등의 추상적 요

소나 기하학적 단순화 표현, 형태의 왜곡과 변형,

은유와 상징, 알레고리

내적 외적

형태 변형

Adorno

타자와의 관계, 대상과 동화, 현대예술은 고통의

상징 미메시스, 비대상적 유사성, 비동일성, 새로

운 이질적 소재 사용

내적 외적

추한 변형

Baudrillard
미디어속의 복제

원본을 넘어선 복제, 시뮬라시옹

내적 외적

복제

미메시스 특성

동일성

외적

유사성

상징성 내적

혼합

변형성
다의적

시스의 하위 범주와 표현특성으로는 <표 1>과 같다.

<표 1>은 미메시스의 개념에 따라서 미메시스의 하

위 특성을 구분한 것이다.

외적 미메시스의 특성은 선사시대와 Platon의 개념

인 따라하거나 주술적인 흉내를 내는 것, 크기와 비

례, 색채 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생하는 경우이

다. 이것은 사물이나 물체, 인간의 외향을 동일한 형

태로 재현하는 것으로 동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플라톤(Platon)은 사물이 ‘보이는’ 방식을 본뜨는

경우 외형적 유사성 또는 닮은꼴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외적 형태의 묘사에 있어서 유사한 형

태 재현이다. 가다머(Gadamer)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

하는 현실의 거울을 제공하지 않고 현실을 재인식하

여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적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Ari-

stoteles), 버크(Burke), 칸트(Kant), 아도르노(Adorno)

등의 개념으로서 타자와의 동화나 고통의 상징, 유추,

내면, 정신세계 등을 표현하는 내적이며 상징적인 특

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의적 미메시스는

형태가 변형되어 추상화된 언어가 기호로 표현되어진

다는 벤야민(Benjamin)의 개념과 아도르노(Adorno)

의 고통의 표현이 추한 변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외

적인 변형과 더불어 내적인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보들리야르(Baudrillard)는 복제된 시뮬라크

르가 가지는 특성으로 외형은 동일성을 가지나 내면

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형된 다의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현대로 오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

니즘을 거치면서 현실을 묘사하거나 대상을 모방하는

방법이 다변화되거나 혼합, 해체, 변형 되어진 모방이

나 재현의 방식 때문에 그 개념 자체도 다분히 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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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메시스의 유형

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개념이 추상화 되거

나 기호적으로 해석되어 혼합 변형성을 가진 다의적

인 미메시스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미메시스 유형

미메시스를 재현의 의미로 파악한 단토(Danto)39)

는 재현의 내적의미와 재현의 외적의미로 나누었다.

다께우치 도시오(竹內敵雄)40)는 미메시스를 모방의

개념으로 보고 외적, 객관적인 ‘사물'로서의 대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재현과 묘사를 의미하는 것과 내

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최광진41)은 표층적 재현은 고전적 리얼리즘에 초

점을 맞추어 실제대상과 시각적인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심층적 재현은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메타적

미메시는 이미지와 알레고리, 대상과 이미지들의 은

유와 재현으로 나타나는 다층적 결합으로 보고 있다.

정미정42)은 실내 디자인의 미메시스적 표현 방법

으로 유사재현, 비유은유, 상징 미메시스로 구분하였

다. 유사재현 미메시스를 모방 대상체를 그대로 모방

하여 현실화하는 직접적 표현으로 보았으며, 비유은

유 미메시스를 본질적 실재적 물체를 표현하는 형이

상학적이고 간접적 표현으로 보았다. 또한, 상징 미

메시스를 다양한 이미지를 병치시킨 추상적 표현의

복합적 표현으로 연구하였다.

패션에서 미메시스를 재현의 의미로 연구한 양희

영43)은 1차적 재현을 자연물의 형태재현으로 보아

해초, 시체, 고목, 곤충 등 자연을 나타내는 것으로, 2

차적 재현은 비실재적 재현으로 예술작품의 모방이

나 재현의 재현, 건축형태의 패션재현 등으로 보았다.

김희숙44)의 연구에서는 꽃의 형태를 미메시스하여

사실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

로 연구자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그 의미에 따라서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밝혀

진 미메시스의 개념과 미메시스의 유형에서 연구되

어진 세 가지의 유형, 즉 외적 미메시스, 내적 미메

시스, 다의적 미메시스로 나누어서 그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에 따른 표현 특성을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상에서도 그 특징을 적용시켜 살펴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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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외적 미메시스는 완벽한 형태의 모방이 아니라 비

슷하게 형태를 변형시켜 재현하고 모방하려는 특징

이거나, 가다머(Gadamer)45)가 바라본 재인식에 의

한 재현의 방법으로 보려하며 유사성과 동일성이라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적

미메시스는 현실대상과 닮은 혹은 비슷한 상(像)이

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것

과 사실처럼 재현하여 동일하게 표현하려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미메시스를 내면적 모방으로 보아 인간의 경험적

인식 통로를 빌어서 유추나 공통성의 암시에 따라

다른 사물이나 관념으로 대치하여 나타내거나 은유

나 비유, 연상, 상상, 상징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내면의 고통이나 심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내적 미메

시스라고 부르고자 한다.

내적 미메시스는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의식적으

로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 기호화시키거나 상징화 하

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카타르시스의 정화된 개념으

로서 종교성과 죽음의 투사나 고통이나 반항 등 인간

의 내적 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의적 미메시스는 혼합된 외적인 미메시스와 내

적인 미메시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상 물체

를 가하학적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하거나, 구체적 대

상의 재현이 아닌 색, 선, 형태 등의 추상적 요소나

혼합, 왜곡을 통해 형태가 변형되어진 것으로 보았다.

3. 미디어 문화와 미메시스
최근에 나타나는 사회 문화의 이슈는 모방과 표절

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모방과 표절에 관한 시

비가 있지만, 창조, 모방, 표절이라는 개념 사이에 분

명한 경계를 정확하게 긋기란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

은 창조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지만 모방

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사람들은

모방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모방이 창조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미학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46)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가 이상사회 건설과 인간의 삶, 그리고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동시에 각종 표

절 논란이 터질 때 마다 항상 대두되는 말이기도 하

다. 그런데, 이 모방이라는 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노골적인 표절행위가 아니면 사실 밝혀내기 애

매하다.47) 많은 디자인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창

조적 모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순한 모

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메시스인 창조적

모방으로 시각을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메시스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는 미디어

를 리포브스키(Lipovesky)48)는 미디어 문화가 성공

을 거두게 된 것은 꿈과 일상의 탈출을 표현하는 능

력에서 기인되며, 문화 소비자의 근저에 깔려있는 탈

출에의 욕구가 그 바탕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현실도피주의(escapism)문화는 사람들의 일상의 괴

로움이나 단조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하며, 상상의

세계를 충족시키고 오락,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소

외에 대한 해결책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미디어중의 하나인 미디어

의상은 등장인물의 의복, 장신구, 두식 등과 같이 신

체 분장을 위해 배우에게 차용되는 모든 것을 포함

하여 말한다. 또 다른 정의로는 영상물의 극적 효과

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

며 연기에 기여하는 중요한 독립적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49) 또한, 미디어 의상은 대중에게 배우를 향

한 모방심리를 자극하게 하여 패션 아이콘으로 작용

하기도 하고 어떤 의상을 입고 배우가 어떤 성격의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보는 사람들에게 의상의 컬러

나 디자인 등이 이미지화되어 고정된 인식으로 관념

화될 수도 있다. 미디어 속에서 다룬 시대와 배경을

바탕으로 의상이 표현된다. 그것이 이미지화되어 대

중에게 동일한 시대나 배경, 분위기, 상황 등을 연상

했을 때 떠오르는 패션 스타일로 영향력이 확산되어

각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 의상은 시간적, 공간적 배

경 등장인물의 지위, 성격, 기호, 심리상태 등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영화 전체의 미술적인 부분과 함께

예술적 가치로써 이미지를 만든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 분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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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나 미래, 또는 창조된

공간이나 시간을 다루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대중에게 극에 몰입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현실감을 높여 극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50)

이것은 양수미, 권미정51)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의

상인 영화와 드라마는 시대나 과거의 재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미메시스의 외적인 특성으

로 그 시대의 의상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재현하여

보는 이에게 현실감과 사실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 또한 캐릭터를 상징하거나 공포를 상징하

는 내적인 미메시스, 변형되거나 혼합되어지는 것이

미디어에서 표현되어지는 미메시스의 특성이라고 하

였다.

우리나라 패션의 유행코드는 대중가수들의 패션을

모방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대중가수들은 철저한

기획과 준비과정을 통해 일정한 캐릭터로 개발되며,

가수의 이미지 작업을 위해 의상과 헤어스타일 같은

외형적 요소가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

하였다. 대중가수들의 의상은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앨범의 컨셉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

기도 한다.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대중가수 의상은 그

형태나 스타일의 많은 퓨전과 혼합으로 인한 하이브

리드로 새로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원더걸스의

복고풍 의상이나 손담비의 80년대 재해석 디자인은

대중의 트렌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해석

의 의미는 모방이라 볼수 있지만 트렌드가 가미되어

진 창조적인 모방 즉 미메시스의 관점으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

는데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현실을 반영하여 게임속의 캐릭터를 실

제 현실의 나처럼 인식하는 미메시스의 효과를 유발

한다.

게임을 하는 많은 유저들은 실제로 캐릭터의 의상

을 통해 레벨업을 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하여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들어 간다. 때로는 의상을 통해

사실적인 캐릭터를 만들거나 왜곡되거나 변형된 캐

릭터를 만들며 기존의 이미지와 패션을 혼합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미메시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이 가지는 특성은

현실 재현이나 모방을 비롯한 재해석의 특성과 현대

사회의 다변성과 혼합, 포스트 모던적 특성들을 혼재

하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조적인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의 의

미는 사회 문화적으로 모방의 중요한 미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Ⅲ. 인터넷 온라인게임 의상에
표현된 미메시스

1. 외적 미메시스
1) 사실적 형태의 동일성

인터넷 게임의상에서는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적 요소들을 재현하고 도입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미메시스하거나 현실의 실제 인물을 캐릭터로 동일하

게 미메시스해 내고 있다. 브렌다 로렐(Brenda Laurel)

은 ‘연극으로서의 컴퓨터(Computer as Theater)’에서

“유저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속의 인위적인 캐릭터

에 대해 느끼는 강한 동일시(indentification)는 아리

스토텔레스가 연극의 정신 변화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인간의 모방(mimesis)능력을 동일하게 보여

주는 한 예”라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게임에서 시대적 배경 설정은 온라인 게임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서, 각 게임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건축물, 거리, 인

물 등을 가상공간에 재현함으로써 가상공간에 현실

성을 부여하게 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과거

의 한 시점이나 특정시대를 배경으로 삼아 그 시대

적 배경을 토대로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며 게임

캐릭터의 의상, 장신구, 건축물 등의 공간구성과 함

께 게임을 즐기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52)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시대를 반영하는 게임은 그

시대 의상들을 그대로 고증하여 캐릭터화시켜 형태

의 외적 형태를 미메시스하고 있다.

<그림 1>의 ‘마비노기 영웅전’(MABINOGI: HEROES,

2007)은 3D 액션 RPG 게임으로, 스토리와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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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부여받고 던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으

로 게임을 진행한다. MMORPG인 마비노기는 켈트

신화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이

름이나 등장인물의 이름과 같은 부분들은 신화에서

차용된 경우가 많다. 마비노기는 원래 영국 웨일스에

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일컫는 말이다. 음유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져 왔으며, 그것을

채록한 ‘마비노기온’(Mabinogion)이라는 책이 있다.

제목 모티브인 ‘마비노기온’은 웨일스 신화인데 에린,

울라 등 배경과 등장인물들은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

하는 장소와 인물들이다. 또한 자이언트와 엘프는 게

르만 신화에 등장하는 종족이다. 배경 자체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캐릭터 중 리시타는

젊은 전사로 중세의 갑옷과 투구를 그대로 재현하여

동일하게 미메시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캐릭터 의상

은 다양하며 레벨이 업되면 갑옷은 점차 두껍고 무

거운 것으로 바꾸어 입을 수 있다.

최근 인터넷 게임들은 아이돌 스타를 CF에 활용

하여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게임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

간을 이용하지만 현실속의 스타들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현실성 있게 가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것

이다. 아이돌 스타를 게임에 이용한 것은 2002년 ‘포

트리스2 블루'가 장나라를 모델로 기용한 것이 최초

라고 할 수 있는데, 2002년 ‘Sweet Dream’ 앨범 속

의 핑크색 잠옷을 입은 귀여운 장나라의 의상과 소

녀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포트리스2 블루’의 게임 캐

릭터에 동일하게 미메시스하여 ‘포트리스2 블루'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게임 속에 캐릭

터로 등장하며 게임 속에 나타난 아이돌 스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으로는 ‘서든 어택'과

‘프리스타일'을 들 수 있다. ‘서든 어택'은 월드스타

비를 비롯해 빅뱅, 2NE1까지 다양한 아이돌 스타와

의상, 액세서리를 게임 내 캐릭터를 등장시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든어택’은 캐릭터 카드 구매를 통

해 빅뱅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레오파드무늬 셔츠,

스팽글 재킷, 스키니 팬츠와 집업 후드, 화려한 원색

운동화, 펑크 스타일 헤어 등을 판매하였다. 다양한

염색 등 사실적인 형태의 동일한 헤어와 의상 아이

템으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게 한 ‘프리스타일' 역시

원더걸스와 카라를 이용한 캐릭터로 미메시스하여

유저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게임 ‘아이온’(Aion, 2008)은 게임 공간에서 이들

의 ‘텔미’의 춤과 ‘노바디’신곡, 60년대의 몬드리안룩,

기하학적 프린트, 광택소재의 복고풍 의상, 원색의

스타킹, 복고 단발과 올림머리 헤어스타일을 선보였

고, 이들과 꼭 닮은 캐릭터들이 게임 내 등장하여 마

치 인게임 콘서트장과 같은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이온의 스타마케팅은 단순한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기존의 스타마케팅과 달리 아이온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인기 걸그룹 캐릭터를 게임 내 구현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해 유저 커뮤

니티를 활성화하고, 색다른 재미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이온’은 게임 공간 내에서 원더걸스의 ‘2 Different

Tears’춤과 신곡, 헤어스타일과 2010년 앨범 의상 컨

셉인 80년대의 워싱 데님 룩까지 제공하였다. 또한,

테스트 서버의 각 종족별 도시와 어비스 거점에서

원더걸스의 신곡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리는데, 지

정된 장소에서 원더걸스 다섯 멤버의 캐릭터가 모여

신곡과 댄스를 선보였다.

현재 아이온에서는 아이온 특유의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활용해 인기 연예인들의 얼굴과 의상을 그대

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기다. 각종 포털에서 연예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미지 코너에서 아이온에서 그 연

예인의 얼굴을 따라 만든 캐릭터의 모습이 같이 등

장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A style이라고 해서 아이

온 캐릭터들의 스타일을 살려주는 각종 부가 아이템

들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통해 인기 가수 미스A의 여

우꼬리 핫팬츠, 줄무늬 발레복, 발라 보브 스타일, 큐

티 만두 헤어스타일, 짐승남 바지와 조끼, 에지 페도

라, 브리드 캡 등 최신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기

도 하다. 최근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현빈의

얼굴과 헤어스타일, 스팽글 트레이닝 의상까지 사실

적으로 동일하게 미메시스하고 있다.

<그림 2>는 국내 온라인 축구 게임 중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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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BINOGI: HEROES’, 2009

- http://heroes.nexon.com/

<그림 2> ‘fifaonline’, 2006

- http://fifaonline.pmang.com/

피파의 라이선스를 획득해 전 세계 31개 리그, 575개

클럽 및 199개국의 국가대표팀을 직접 플레이 할 수

있는 ‘피파 온라인2’ 게임이다. ‘피파 온라인2’는 2010

년 남아공 월드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피파 월드

컵 모드를 서비스하였고, 게이머들은 남아공 피파 월

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의 최신 정보와 선수 데

이터를 반영한 게임을 플레이하며 실제 축구를 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53)

실제 프로 축구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움

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 의상도 현실속의 유

니폼과 동일하게 만들어 박지성, 안정환, 박주영 등

실물에 더 가까워진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

인다. <그림 2>는 플레이하고 있는 이청용의 캐릭터

로 실제 현실속의 인물을 사실적으로 동일하게 표현

하고 있는 미메시스 특성을 찾을 수 있다.

2) 재인식에 의한 유사성

가다머(Gadamer)는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재인

식에 의한 유사성을 미메시스의 특성으로 보았다. 특

히 나름대로의 재해석으로 현실의 진리를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터넷 게임인 ‘그라나도 에스파다’(Granado Espada,

2007)54)게임의 시대 구성은 17세기 유럽이지만, <그

림 3>의 여자 위자드는 쥐스또 꼬르 코스튬(Justo-

coprs) 코트계열 이라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다.

쥐스또 꼬르는 18세기의 남자 복식인데 19세기에는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의상 명칭이다. 17세기에

는 없었던 의상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여자 캐릭터에

게 판매되는 아이템이었다. 쥐스또 꼬르의 상의와 하

의는 버슬 스타일로 부풀려 주름을 잡았다. 상의의

형태는 시대적 형태와는 다르며 넓은 러플 칼라가

달려있으며 소매에도 이중의 프릴이 달려있는 여성

스러운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이 게임에는 남자의 캐릭터 의상은 시대적인 사실

성이 두드러지는 아이템이 많았으나, 여성 캐릭터의

의상은 재인식되어진 스타일로서 유사함을 전제로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미메시스의 특성을 잘 나타내

고 있었다.

판타지 요소가 혼합된 온라인 게임 의상에서는 시

대적 고증보다는 재해석하여 디자이너들 나름의 생

각이나 감각과 게임 속 캐릭터의 성격에 많이 좌우

되어 시대 의상과 유사하게 변형되어지고 있었다. 이

것은 유사성을 가진 미메시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던전 앤 드래곤’(Dungeon & Dragon, 2007)게임

도 가상의 판타지와 역사 속에 실존하는 중세 유럽

이 어우러져 있다. 실존하는 역사에 유럽 각 지역에

존재하는 신화, 전설, 민담 등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가상의 요소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중세 유럽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아시아의

게이머들마저 게임을 통해 중세 유럽에 대한 이미지

를 드래곤, 엘프, 드워프를 비롯한 각종 몬스터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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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ranado Espada', 2007

- http://ge.hanbiton.com/

<그림 4> ‘Aion', 2008

- http://aion.plaync.co.kr/

과 마법의 세계로 떠올릴 만큼, 게임 속의 중세 유럽

은 게이머들로부터 잘 알려진 세계관이라 할 수 있

다. 게임속의 캐릭터는 중세의 기사복식이 현대적으

로 재해석된 디자인으로 로봇을 연상시킬 만큼 미래

적인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재인식된 갑옷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그림 4>의 게임 ‘아이온’55)에서 천족의 의상으로

가죽으로 만든 갑옷 형태로 되어 있으며 레벨에 따

라 금속성의 갑옷의 형태를 착용시킬 수 있다. 시대

적 배경을 재해석하여 SF적 느낌이 나는 유사한 가

죽 갑옷 의상으로 되었으며 갑옷의 견갑부위 흉갑,

견갑, 각반, 장갑 장화에 골드색 테두리를 넣어 장식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색상은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하

며 무게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각 부분별로 아이템

을 구매하도록 되어있다.

2. 내적 미메시스
1) 종교적 상징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상징은 미학적으로는 상징,

우의, 표정 등의 수법으로 본래 형상화할 수 없는 초

자연적인 세계 또는 내면, 관념 등을 이미지로 전달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게임 의상의 상징적 표현은 문자에 의한 의사전달

이 없으므로 의복이나 장신구를 통하여 결혼 여부,

캐릭터의 성격, 전쟁에서의 무훈 등을 표시하는 것이

며 캐릭터의 직업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미국게임인 블리자드의 ‘디아블로2’에 등장하는 팔

라딘은 중세의 기사 캐릭터이다. 게임 속의 배경은

12세기 중반 자카롬의 교회로 동방으로 진출하기 시

작하는 때이다. 교회는 독실하고 헌신적인 사제를 뽑

아 서양의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임무를 부여한

신성기사인 팔라딘을 훈련시켜서 사제들과 동행하도

록 하였다. 팔라딘은 천상에서 부여받은 신성한 마법

을 사용하고 의상은 가슴 가운데 십자가를 새겨 넣

은 가문의 문장을 상징하는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광택이 있는 검은색과 은색, 금색을 사용하여 무거우

면서도 고귀한 느낌을 종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림 5>의 ‘디아블로3’에서도 수도사

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헤어를 승려의 헤어 스타일로,

주황색의 인도와 부탄의 승려 복식과 나무로 된 구

슬 염주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앞이마에는 문신으로

새겨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빨간 점 두 개가

있어 종교적인 상징성을 부여한 캐릭터로 내적인 미

메시스를 표현하였다.

2) 그로테스크한 공포의 상징

그로테스크(grotesque)는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

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이다.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공포스러운 파이터

들은 의상이나 장신구를 통해 괴기스럽게 표현되거

나 흉측한 모습으로서 아도르노의 추한 공포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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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IBLO 3', 2011

- http://classic.battle.net/diablo3exp/

<그림 6> ‘WOW’, 2010

- http://kr.battle.net/ko/

하는 미메시스를 나타내고 있다.

블리자드의 유명 게임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WOW의 ‘리치왕의 분노' 편의 기괴한 모습의 캐릭터

는 살덩이 인간, 역병 분출자, 네루비안 장로 등이

있다. 사실성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마치 만화 속에

등장하는 귀신을 보는 듯한 그로테스크의 요소를 부

각시키고 있다.

<그림 6>은 WOW56)에서 언데드 종족은 호러 영

화에서 자주 등장할 만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미지

를 구성하고 있다. 언데드의 경우 앙상한 뼈와 붉은

눈을 통해서 좀비와 같은 귀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무덤, 죽어가는 나뭇가지 등을 통하여 공포를 자아내

는 그로테스크 상징 미메시스를 보여주고 있다. 게임

캐릭터 의상의 스타일도 형태가 명확하지 않게 표현

되어 있으며 소매와 다리 부분이 없는 귀신의 형상

을 나타내었다.

3. 다의적 미메시스
1) 이종 혼합의 변형

변형이란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함. 또는 그 달라진 형태를 뜻하는 것이다. 즉 모양

을 찌그려 뜨리거나 뒤트는 것, 다른 형태로 변하도

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대상의 전체적인 형

상이 그것의 공간, 차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

를 거쳐 온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왜곡된 대상은 무

엇인가로부터의 탈선 상태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주어진 형상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 것에 대한 기억의 흔적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다.57)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넷 게임 캐릭터에는 사이보그

나 마법사가 등장하여 신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과학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체 변

형의 가능성은 신체가 변형, 왜곡, 창조 가능한 대상

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을 바탕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사이보그나 인간복제, 유전자 변형 등의 첨단

기술은 인체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주체 대상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미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 혼재되어 있거나 혼합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양상을 띄고 있다.

본래 하이브리드란 서로 다른 것의 혼합으로서 이

국적이라는 요소 혹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통한 다

양성과 전통적으로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인식되

던 기존의 모든 법칙들이 혼합되어 표현되면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

내게 된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컴

퓨터 그래픽의 특성상 자유로운 혼합과 차용이 가능

하다. 디지털 게임캐릭터의 신체는 자연의 동식물과

결합되거나 동식물의 인간 신체와의 결합, 기계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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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이온’, 2007

- http://aion.plaync.co.kr/

<그림 8> ‘WOW', 2004

- http://kr.battle.net/ko/

합되어 이종병합의 신체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영화나 TV, 사진 등의 영상매체에서는 인간에서

동물로 다시 인간으로 바뀌는 신체 변형이나 신체

파괴,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변적인

신체의 변형성은 디지털 게임 캐릭터에서 빈번히 나

타나고 있다.

Kaiser(1997)는 신체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나 기능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태도이며

개인의 신체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크게 영향 받는다고 하였다. 사회가 변할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 욕구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많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도 큰 고통과 위험도 따르

는 것이다. 게임 속에서 커스터마이징은 외모의 변형

을 통해 완전한 대리충족은 되지 못하지만 상당한

재미를 느끼면서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래픽 구현도 나날이 발전

하여 신체변형의 실시간 뷰어까지 제공하여 변화하

는 자기 캐릭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속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투사하려

는 인상이나 성향을 제시하기 위해 게임 속 신체를

변형시켜 자유롭게 캐릭터의 외양을 관리한다. 이것

은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인 외모의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지만 게임 속에서는 가능하다

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가상 데이터로 수정을 가한

얼굴이 변화는 시스템은 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쓰

는 시스템이이다.58)

헤어스타일이나 얼굴형 등의 모양의 차이부터 머

리색이나 눈동자 색과 같이 색의 변형으로 유저들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낸다. 섬세하게는 눈썹의

형태나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크기차이, 입꼬리의 방

향 등 상세한 얼굴 요소부터 얼굴의 흉터나 문신 등

의 치장 효과까지 크게 지원하기도 한다.

게임 ‘리니지 2’의 다크엘프는 최초의 물의 신이자

현재는 죽음의 신이 된 실렌을 섬기는 종족으로 더

욱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마법을 이용하는 종족이

다. 불의 종족인 오크는 가장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

을 소유한 자들로 다른 종족에 밀려 혹한지에 거주

하는 종족이다. 캐릭터는 얼굴의 변형으로 매우 큰

귀를 볼 수 있다.

<그림 7>의 게임 ‘아이온’에서는 캐릭터를 곰, 호랑

이, 펭귄 등의 동물로 일시적으로 변형시키는 캔디

아이템이 있으며, 캔디를 구매해서 먹으면 호랑이로

1시간동안 변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

별을 바꾸어 외모를 변형시키거나 날개를 달아 일시

적인 변형을 시키고 있었다.

미국 블리자드의 게임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

(WOW, 2004)59) <그림 8>에서 타우렌과 오크는 신

화 속의 괴물스러운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캐릭터들

이다. 타우렌의 경우 황소의 뿔과 낙타의 얼굴, 말의

발굽과 인간의 몸체를 혼합한 혼성 모방식 캐릭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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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 표현 특성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

외적

미메시스

형태의

사실적

동일성

게임의 의상의 시대적 고증을 통한 동일디자인, 고대, 중세시대의 가문이나 문장

표현 재현, 군복, 복고풍 의상과 액세서리, 무기류소품, 현재 인기 대중스타의 사

실적 재현

재인식의

유사성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는 게임의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등 시대적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현, 의상 재해석, 디자인, 색채, 소재의 변화, 동양과 서양의

디자인의 재해석 의상 디자인

내적

미메시스

종교적 상징
종교상징, 십자가, 사제복, 수도사, 수녀복, 악마와 천사 등의 종교적 의미를 나타

내는 디자인

그로테스크 한

공포 상징

공포스러운 검정색과 피의 상징인 붉은색을 사용, 괴기스로운 귀신이나 괴물의

형상과 그로테스크한 의상

다의적

미메시스

이종 혼합의

변형

판타지 게임이나 SF게임 의상에서 캐릭터의 일시적인 변형, 남녀 성의 변형, 동

물로의 변형동물과 인간의 이종혼합, 여러 동물 캐릭터의 차용에 의한 혼합 캐

릭터로 변형

<표 3>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상 디자인의 미메시스 표현

구성하고 있다. WOW에서의 몬스터는 다른 게임의

몬스터와는 달리 그 개성과 역사가 강조되는 캐릭터

들이다. 각각의 탄생과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WOW의 몬스터들은 혼합되어

진 모방을 통한 단순한 괴물 이상의 캐릭터들이다.60)

이러한 캐릭터의 혼합되고 변형되어진 외형의 변화

는 미메시스의 다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고대의 주술적

개념의 흉내 내기, 타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동화

시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유사하게 닮거나 거울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의미에서부터 이미지를 만들

어내는 내면의 고통, 공포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최근의 미학자들에게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

호적 표현이나 추상, 형상까지 미메시스라는 광범위

한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메시스는 대상의 다양

한 모방 방법과 특성이 되며,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미학적 근거이기도하다. 따라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의 특성을 미메시스 관점에서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에 표현된 외적 미

메시스는 시대적 동경에 의한 의상을 재현하는 것으

로 고대의 복식을 본 따거나, 중세나 시대적 배경의

복식을 재해석하여 게임 의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미디어 의상의 디자인처럼 역사를 바탕

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화를 바탕으로 하므로 정확

한 고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석되어진 유사

한 디자인이 많았다.

판타지 요소가 혼합된 온라인 게임 의상에서도 시

대적 고증보다는 재해석하여 디자이너들 나름의 생

각이나 감각과 게임 속 캐릭터의 성격에 많이 좌우

되어 시대 의상과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이것은

외적 재현의 경우 시대적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가다머(Gadamer)의 주장처럼 디자이너의 재인식에

따른 유사성에 의한 재현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스타들을 게임 속에 등장시키는 캐

릭터는 현실속의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까지 형

태를 동일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중문화 속

의 인기 스타를 동일한 모습으로 닮고 싶어 하는 대

중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미메시스의 외적 특성인

동일성을 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에 표현된 내적 미

메시스는 게임에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징은 종교를 상징하는 의상 형태와 문양, 고스와

공포, 그로테스크한 상징의 이미지가 게임의상에 표

현되었다.

셋째, 다의적 미메시스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상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미메시스 방법으로 실제

의상을 제작하지 않고 인체에 착용되는 것이 아닌

게임 의상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르가 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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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SF가 많은 게임의 성격 때문에 변형과 혼합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신체를 왜곡시키거나 변

형시켜 새로운 인간형상을 만들거나 인간과 동물을

혼합하여 괴기스러운 형상을 만들어 내며, 동물, 괴

물, 악마 등의 신체 변형과 더불어 동물끼리의 이종

혼합 현상 등으로 캐릭터를 변형시켜 표현하고 있었

다. 실제로 많은 게임 의상 디자인이 변형과 혼합의

형태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포스트 모던적인 특성들

이 게임의상 디자인에도 모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의 표현 현상을 미메시스라는 미학적 범주

를 적용하여 그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특성을 분석

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에서는 게임의 장르

와 성격에 따라서 기존의 의상 스타일이 끊임없이 재

해석되거나 혼합 변형되어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되어

지고 있는 미메시스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게

임 캐릭터 의상은 게임 유저들의 흥미를 끌기위해 과

도하게 의상을 변형시키는 예도 많으며, 게임 레벨의

상승에 따라 화려한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미메시스는 기존

의 스타일을 재해석하여 유사하게 또는 변형시키는

것도 창조적인 모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온라인의 게임 캐릭터는 일반스타들의 의상

과 헤어스타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미메시스의 특성

을 통해 캐릭터의 대리 충족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저들이 선택한 캐릭터들의 선호 의상이 현실

세계에 다시 미메시스되며 직접 판매까지 이어지기

도 하였다. 이것은 현실과 게임이라는 가상세계를 결

합하는 미메시스의 특성이 사회적 특성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이로써 게임 의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

심도가 증가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캐릭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패션이나 의류학을 전공하는 이들이 게임 의

상에 대한 전문적인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이며, 보다 다양한 노력으로 게임 의상 디자인

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상 디자

인은 그래픽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기술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관련 교육도 차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양한 미학적 특성으로 게임 의

상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해보고, 미적 관점에 의한 아

이디어의 발상과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미메시스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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