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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ecific mimesis types of common character cos-
tumes in MMORPGs, which have stories that are very similar in structure to ancient myths and 
fantasy novels. 

A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I have selected “Diablo 3” created by the American video game 
developer, Blizzard Entertainment Images of 5 characters, for both genders - Barbarian, Witch 
Doctor, Monk, Demon hunter, Wizard – were compiled for a total of 10 images, and these im-
ages were compared to popular archetypes in mythology, religion and literature. analyzed them 
separately according to the mimesis type. For this study, Articles and books containing the 
Aesthetics, Mimesis and Digital culture were researched in order to study the costume features 
and the Mimesis types and compare them to the costumes in the MMORPG. Firstly, the charac-
ter Barbarian is a successor of the barbarian character of the previous product. The outfit worn 
by the game figure is based on the common images expressed in the movie <Conan-The 
Barbarian>. The makers created an analogous-imitation mimesis by replicating the image in an 
exaggerated and grand form. Second, the character Witch Doctor derived its motif from the 
Voodoo cult, and was expressed in analogous-imitation mimesis, using the very shades and pat-
terns used in real life. Third, the character Monk, blending the image of a priest in Eastern 
Europe and images of its oriental counterparts, was expressed in transposition-diversion mimesis. 
Fourth, the Demon Hunter took the source of its inspiration from the image of a Witch hunter 
in the medieval times. The game character has a sharper sleeker figure than its model, and uses 
more acute shapes and darker gloomier colors expressed in an analogous-imitation mimesis. 
Finally, the character Magician took a formless character and expressed it in trans-
position-diversion mimesis taking as its basis some fantasy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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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과 활발한 정보

교류가 대표적으로 꼽히는 디지털 미디어 사회가 되

었다. 특히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

며 이러한 문화산업은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과거의 스포츠,

여행과 같은 레저형 여가 문화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미디어 여가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가문화 형태의 변화 추세

를 살펴보면, 스포츠 관람․참여는 2006년도에 11.9%

에서 2012년 조사에는 9.5%로 감소하였고 관광활동

은 15.6%에서 1.2%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예술 관람·참여는 2006년 8.4%에서 3.4%

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휴식이 약 37%정도 증가하였

고, 그다음으로는 취미 오락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

으로 나타났다.1) 취미 오락 활동의 세부 활동에서는

게임과 복권, 미용에 대한 참여비율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 중 게임은 급속한 인터넷 발달과 보급에서 기

인한 디지털 여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임 산업은 문화산업 중 유해하고 저속한 문화로

인식되어오다가 최근에는 대중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Sina 게임 CGWR평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온라인 게임시장의 장르 중 MMORPG2) 는 전체 온

라인 게임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게임 산업 규모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3) 특히 MMORPG는 이용자들에게 다양

한 체험과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

를 통해 창조적인 행위나 광범위한 경험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MMORPG의 대표적 게임인 디아블로 3는 출시

24시간 만에 350만장이 팔린 게임으로 최단기간 최

다판매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며4), 게임이

출시된 후로 30%가 넘는 PC방 최장점유율을 기록하

기도 하였다. 2014년 3월 확장팩인 ʻ영혼을 거두는 자
ʼ를 선보이며 새로운 도시 및 성전사라는 새로운 직

업과 이를 통한 다양한 퀘스트와 아이템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많은 플레이어들을 확

보하고 있다.

디아블로의 여러 가지 체험 요소들 중에서 특히

게임 캐릭터 의상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통

해 플레이어 자신과의 동일화 또는 다른 플레이어들

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캐릭터 생성과

정에 따라 플레이어의 게임 몰입도가 증감된다. 따라

서 플레이어들이 현실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개성

있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캐릭터를 통해 표현하

고 있으며, 플레이어들이 직접 캐릭터를 조종함에 따

라 친밀감이 형성되고 감정이입이 가능해진다. 과거

인터넷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대중들은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아바타로 표현하기도 하였

는데, 이러한 아바타가 게임의 캐릭터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게임 캐릭터는 한번 선택하

면 처음 선택한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었던 것에 비

해 요즘은 플레이어들의 기호에 따라서 헤어, 메이크

업, 의상스타일, 외모까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 서비스 업체에서도 게임 내

에서의 패션 아이템의 종류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패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형태의 패션 비즈니스 시

장이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 관한 의상에 연구는 이지영5), 오현

주6), 서정립․진경옥7), 이효진․양아랑8), 백형묵9)이

조형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권민희10), 손이정11), 김

지현12)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션과 대중가수 패션

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영13)은 프리틴 세

대를 위한 캐릭터 의상 디자인을 연구하였고, 손옥

평14)은 게임 삼국지에 나타난 복식 문화를 한․중․

일 각 나라별로 비교하였다. 권도경15)은 한국 게임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형상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양

수미16)는 현대패션과 미디어 의상, 온라인게임에 나

타난 의상의 특징을 미메시스 특성으로 분석하고 대

중가수에 나타난 의상과 비교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

임에 나타난 의상은 미메시스의 특성을 외적 미메시

스, 내적 미메시스, 다의적 미메시스로 구분하고, 이

러한 미메시스 특성에 따라 MMORPG의 캐릭터 의

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연구하였다.



服飾 第64卷 3號

- 128 -

미메시스란 대상을 모방하여 그와 같은 것을 제작

하는 것, 즉 대상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여러 RPG장르는 다양한 무기

와 마법 등이 기본 소재로 등장하고, SF, 그리스 로

마신화, 북구신화, 전설, 무협, 판타지 소설 등 게임에

맞게 각색된 세계관들이 존재한다. 특히 MMORPG는

기본적으로 신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여 캐릭터별 직업 및 플레이 스타일의 설정에 따라

게임이 진행된다. 그리고 게임의 스토리 및 캐릭터의

설정은 신화,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판타지 소설 등

의 다양한 매체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다. 다시 말

해 게임 내에서의 스토리와 캐릭터의 특징은 한 가지

이상의 매체에서 영감을 받아 재현 혹은 모방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였을 때, 캐릭터 의상을 재현

혹은 모방의 관점에서 미메시스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게임 캐

릭터 의상의 조형성이나 게임 캐릭터 의상이 대중가

수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 혹은 미적 특성에 대한 연

구는 있지만, 고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게임 캐

릭터 의상의 특성을 미메시스의 유형으로 분석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MMORPG에 나타난 다

양한 캐릭터의 직업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표현된

의상을 미메시스의 표현방법으로 분석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MORPG와 게임

캐릭터의 개념 및 미메시스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

고, 게임 스토리에 따른 캐릭터의 직업별 고유 특성

에 따른 의상을 미메시스 표현 방법에 따라 세밀하게

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MMORPG 캐

릭터 의상을 미메시스 표현방법으로 분석하여 봄으로

써 단순한 모방의 차원을 넘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

기까지 여러 학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메시스의 개

념을 적용하여 미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스타일과 유형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MMORPG 캐릭터 의상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의 패션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미학관련 서적, 디지털 문화에

관한 서적, 선행연구에서의 자료로 MMORPG 게임

과 캐릭터 의상의 특징 및 미메시스와 미메시스 표

현방식에 따른 유형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연구를 적용하여 미메시스

특성에 따른 표현방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보도자료, 게임 캐릭터의상 자료,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에 나타난 MMORPG 캐릭터

의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매년 1조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의 세계적으로 많은 플레이어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Blizzard Entertainment사에서 만든 디아블로(Diablo)

3으로 선택하였다. 디아블로3는 플레이어들이 선호하

는 논플레이어 캐릭터를 플레이어 캐릭터로 바꾸고

플레이어들의 취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플레이 스킬

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1997년 첫 출시 이래로 현재

까지 디아블로 시리즈 및 확장판을 출시하면서 기존

의 캐릭터를 정비하고 서양의 캐릭터와 세계관에 마

법사를 추가하여 동양적 세계관 및 캐릭터를 추가하

는 등 현재까지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이

다. 현재까지 한 게임을 집중적으로 미메시스의 관점

으로 고찰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확

장판 출시를 위한 베타버전을 오픈한 디아블로 3을

중심으로 미메시스를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인터넷 자료와 선행연구의 자료, 신문과

뉴스의 정보를 참고하였고, 미메시스와 ʻ디아블로 3ʼ
가 언급되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게임 캐릭터 의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디아블로 3 공식 홈페이지에 게

시된 5개 직업의 플레이 캐릭터인 야만용사, 부두술

사, 수도사, 악마사냥꾼, 마법사의 남 여 캐릭터 총

10개의 이미지를 캡처하였다. 종교, 신화, 소설 등에

서 나타난 이미지와 이러한 매체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플레이어 캐릭터인 10개의 이미지를 비교분

석하여 어떻게 재현하였는지 미메시스 유형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
1. 미메시스의 개념과 유형

1) 미메시스의 개념

미메시스(mimesis)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어로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을 가리키는 단어로17),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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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내와 함께 예술적 표현도 의미하는 수사학, 미학

용어로 사용된다. 예술 창작에 기본이 되는 이론적

원리이며18), 복제라기보다는 재현의 뜻으로 사용된

다. 고대 그리스의 모방이란 일반적으로 원상과 유사

한 모상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하지만, 예술상의 이

개념은 다른 예술가들의 제작을 모범으로 해서 그것

과 똑같이 제작하는 것, 즉 대상을 흉내 내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 현실의 존재자를 모방하여 그와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 즉 대상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하

는 경우가 있다.19)

미메시스 단어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며, 호메로

스(Homeros, 기원전 9세기경)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20) 최초의 미메시스의 의미는 성직자의 숭배

행위인 무용, 음악, 노래 등에서 나타났으며, 미메시

스는 내면적 실재를 재현한다는 의미였을 뿐 외면적

실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었다.21) 미메시스를 제식

과 관련되어 사용하던 의미를 외적인 실재를 재현하

는 것에 대한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은 기원전 5세기

경으로 데모크리토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이 ʻ미메
시스ʼ라는 단어를 철학 분야에 사용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고전기에는 4가지의 서로 다른 모방 개념들이

쓰이고 있었는데, 표현으로 나타나는 제의적 개념,

자연과정의 모방의 데모크리스토 개념, 자연의 복제

의 플라톤 개념, 자연의 여러 요소들에 근거를 둔 예

술의 자유로운 창조로 표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다. 플라톤(Platon)은 소크라테스에 따라 미메

시스를 조형 예술 뿐만 아니라, 음악, 시 등 거의 전

체 예술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키면서 이데아와 현실

의 관계를 규정하는 철학적 원리로도 사용하였다.22)

또한 그는 예술을 유용한 예술, 생산적 예술, 모방하

는 예술로 구분했지만, 일반적으로 모방으로 해석하

였으며, 그의 예술 개념은 극단적인 형태로 예술을

외면 세계의 수동적인 충실한 복제로 보았다.23) 아리

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미메시스 개념을 플라톤처

럼 ʻ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눈속임의 기술ʼ로 간주하
지 않았으며24), 예술의 본질적 원리는 예술은 현실의

충실한 복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현실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해냄으로써 현실을 담고 있는 보편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이념이었다.

이후 18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

텔레스의 미학 이론을 계승하여 연구하는 추세였

다.25) 중세에는 예술을 통해 모방된 현실이 종교적

진리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신(神) 중심 문화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

한 묘사를 의미하면서 미메시스의 내적인 면을 강하

게 표현하였다. 르네상스 시대는 모방은 독창적이어

야 하며, ‘모방’은 대상인 자연보다 더 완전하다고 하

였으며, 이상적인 미메시스란 자연 속에 흩어져있는

완전성을 하나로 합치는 모방이라고 생각하였다.26)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예술론에서 모방은 매우

다양한 견해를 낳으며, ʻ모방’이라는 용어는 점차 ʻ발
명(inventio)’으로 치환되어져 가면서27) 근대 미학이

시작되는 18세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모방이론은

더 이상 멀리 퍼지지 않았다.28) 18세기의 모방은 가

장 급진적인 형태가 되었다. 칸트(Kant)는 예술작품

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여 얻은 내용을 천재의

기술에 의해 산출된 작품이라고 하며 자연에 대한

모방을 강조하였고29), 헤겔(Hegel)은 미메시스가 모

방적 예술만이 아닌 모든 예술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속성으로 간주하고 예술이란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며, 자연을 감각적인 재료로서 가공

하여 그 안에 정신과 이념이 반영되고 재현되는 방

향으로 배치된다고 하였다.30)

19세기에는 루카치(Lukacs)가 리얼리즘 예술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의 고전미학과 관념론 미

학을 바탕으로 하여 미메시스란 용어를 통해 구체적

으로 전개하였으며31), 예술의 작품이 현실의 미메시

스를 통해 그 고유한 세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32)

그는 실천을 통한 현실의 반영이 미메시스라고 하였

는데33), 이것은 현실의 현상에 대한 반영이 고유한

실천으로 전환된 것이 ‘모방’이라면,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 현실반영이 ‘미메시스’이기 때문이다.34)

20세기에는 미메시스의 개념이 철학, 예술학, 미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분

야와 함께 의미가 더 풍부해졌다. 아도르노(Adorno)

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종래의 미메시스와는 다른 의

미로 확장시키며, 부정적 변증법이라는 비판 방식을

통해 미메시스가 갖는 의미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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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도 동시에 그것들로부터 일정한 거리 유지하면

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였

다.35) 변증법적인 미메시스에 대한 이해는 현대의 포

스트모더니즘에서 추구하는 탈정형, 해체, 추한 것의

미를 통해 오히려 미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불협화음이나 이질적인 소재를 통해 새로운

미메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다원적인 특성을 보

여주었다.36) 또한 미메시스는 다른 주변의 객체에의

동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가 순응해야할 모델로 만들어감으로써 낯선 것과

친해지려는 투사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는 대상의 내

면의 고통을 통찰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

으며, 미메시스를 행위나 행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

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벤야민(Benjamin)은 미메시

스의 의미를 스스로 다른 것에 유사하게 되려는 태도

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미메시스는 유사성을

지각하고 생산해내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37)

벤야민은 인간이 유사성을 지각할 수 있는 근거를 미

메시스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미메시스적 능력은 언

어 능력으로 전환, 추상화되어 기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언어관의 핵심은 언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된 기호의 체계, 정보를 전달하

는 수단 이상의 것이라는 언어 형이상학적 신념이

다.38) 또한 그는 상징적인 것을 예술적 미메시스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때 상징은 감각적으로 파악 가

능한 대상으로서 혹은 자연주의적으로 복제할 수 있

는 무엇으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보들리

야르(Baudrillard)는 미메시스의 의미를 시뮬라크르라

고 규정하면서 재현할 대상이 없는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미지에 의해 지배받게 되므로 오

히려 현실보다 현실적이고 이것을 모방한다고 하였

다.39) 이는 가상속의 복제로 실재보다 더 사실처럼

여겨지는 시뮬라크르로 미메시스를 표현한 것이다.

현대의 미메시스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번역한 형

태이거나, 예술 작품과 그것이 닮고자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관점에서 모방보다는 재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메시

스의 개념이 원래 함축하고 있는 재현, 모사, 표현

등의 포괄적인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는40) 미학 서적

이나 철학, 사회학에서 사용하듯이 원어 그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41)

위에서 나타난 미메시스의 개념은 현실을 모방하

고 재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사성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미메시스 내면의 투사

를 통한 의미 파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미메시스를 외형적인 유사와 재현뿐만 아니

라 외형적 유사성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는 상징이

나 은유, 그리고 내적인 투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치환 혹은 변환의 형태를 미메시스라고 보고자 한다.

2) 미메시스의 유형

앞 절에서 고찰한 미메시스의 관점에 따라 현대의

미메시스의 외적․내적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미메시

스의 유형을 재현의 개념에서 나누어 분석한 선행연

구에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강규석42)은 미메

시스를 가상공간에서의 재현이라는 의미로 보았으며,

형태에 따라 단일, 결합, 분절 미메시스로 나누었다.

그리고 미메시스 표현 유형을 크게 3가지 측면인 유

사-모방, 비유-은유, 지환- 변환에 의한 재현으로 나

누어 연구하였다. 유사-모방에 의한 재현은 현실대상

과 유사하거나 닮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비유-은

유에 의한 재현은 현실 대상체의 외적 특성을 비유-

은유적으로 변형하여 표현함으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며, 치환-변환에 의한 재현은 대상체가 가진 관

념적 특성이나 외형 이외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형상

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상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정미정43)의 연구 역시 미메시스의 유형을 앞서 언급

한 강규석의 연구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실내 디자인

의 미메시스적 표현방법을 유사재현, 비유은유, 상징

미메시스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김희숙44)는 꽃의

형태를 미메시스하여 자연형태를 재현하는 사실적

묘사와 자연형태를 재구성하거나 기하학적으로 형태

를 추상적 표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사실적 묘사

는 현실세계의 꽃을 그대로 모방하여 현실을 모방하

고 재현하여 유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았고 추상

적 표현은 꽃의 특성을 비유․은유적으로 표현하거

나 혹은 꽃의 상징적 관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양희영45)는 1차적 재현을 자연물의 형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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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미메시스 유형

현으로 보았으며, 2차적 재현은 비실재적 재현으로

예술작품의 모방이나 재현의 재현, 건축 형태의 패션

재현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1차적 재현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를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적 재현은 현실을 모방한 대상체를 다

시 모방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닮음에 근거하기보다

외형적 특성을 일부 이용하여 표현하는 비유․은유

의 방법이나 혹은 외형적인 유사성은 없을지라도 예

술적 표현기법이나 예술정신을 모방하는 상징적 방

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수미46)의

연구 역시 현실 대상의 외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외

적 미메시스와 내적인 내면의 요소나 은유나 비유

등을 표출하는 내적 미메시스, 형태의 치환이나 변형,

추상, 메타적인 여러 가지 혼합되어진 다원적 미메시

스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외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재현방법에 근거하여 미메시스의 유

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분류의 명명이

나 기준은 조금씩 상이할지라도 전반적으로 현실 대

상을 닮음에 근거하여 재현하고 모방하는 유사-모방

미메시스, 대상체의 외형적 특성을 변형하여 표현하

는 비유-은유 미메시스, 상징이나 관념에 의해 대상

체를 표현하는 치환-변환 미메시스의 세 가지 중심

키워드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나

타나는 미메시스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추출된 본

연구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유형에서 공통

적으로 분류되어 나타난 유사-모방, 비유-은유, 치환

-변환의 관점에 따라 미메시스의 유형을 나누어

MMORPG 캐릭터 의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유

사-모방에 의한 미메시스는 현실 대상과 닮거나 비

슷한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유사성과 거울처럼 재현

하는 동일성을 특성으로 갖는다. 이러한 재현은 실제

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사전에 실험해보는

시뮬레이션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아바타에

서 실제 배우와 구분하기 힘든 가상배우, 사이버 상

에서 마치 살아있는 실존 인물처럼 활동하는 사이버

캐릭터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사-모방의

재현은 왜곡과 변형이 전혀 없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로 표현된다. 게임캐릭터 의상에 나타난 유

사-모방 미메시스는 현실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의

상을 그대로 모방․재현하여 실재화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둘째, 비유-은유에 의한 미메시스는

대상체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체

에 대한 정보를 바꾸고, 정보를 이용하여 비유적 시

각표현을 통해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은유화, 기호화, 상징화 하여 내적 심리를 상징하거

나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본질적인 내면을 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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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모방

미메시스

현실 대상과 닮거나 비슷한 형태를 만

드는 것

왜곡․변형의 정도 小

실재 존재하는 대상체의 의상이나 이미지를 거의 왜곡 변형

하지 않고 그대로 모방․재현

비유-은유

미메시스

비유적 시각표현을 통해 재현하는 것

왜곡․변형의 정도 中

실재 존재하는 대상체의 의상이나 이미지의 특징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미지와의 차용 및 융합으로

인한 왜곡과 변형을 통해 비유와 은유를 통해 재현

치환-변환

미메시스

현실공간에 존재하지 않은 대상체를

시각적 이미지로 환원하여 재현

왜곡․변형의 정도 大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의상이나 이미지가 관념이나 상

상에 의해 표현될 수 있지만 대상체의 유사성이 매우 낮고,

모호함이 증가되도록 치환- 변환을 통해 극심한 왜곡과 변

형되어 재현

<표 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게임 캐릭터 의상의 미메시스 방법

것이다. 이는 현실의 대상체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문

제가 아니라 어떠한 요소로 인해 얼마나 유사하게

표현하였는지의 문제로 간주되며 대상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정요소의 비유적 재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게임 캐릭터 의상의 비유-은유 미메시스는

시각적 차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그 특징은 시각적

요소에서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의상 이미지를 비유하여 표현

할 수 있는 특징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치환-변환에 의한 미메시스는 실제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이나 움직임, 소리에

불과한 무형의 대상일지라도 정보를 이용하여 바꾸

는 환원 과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법에 있어서 대

상과의 닮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치환-변

환에 의한 재현은 왜곡과 변형의 정도가 다른 유형

에 비해 극심하게 나타나고, 정보의 성격이 변화하고,

대상에 대한 분절적 표현과 결합에 의한 복잡한 형

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대상에 대한 모호함은 증

가하고 상응성 및 유사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게

임 캐릭터 의상에서 나타나는 치환-변환 미메시스는

현실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지라 할지라도 우

리의 관념이나 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이

미지의 재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한 게임캐릭터 의상에

서의 미메시스의 유형과 이에 따른 미메시스의 방법

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MMORPG의 개념과 게임 캐릭터의 특징
1) MMORPG의 개념

MMORPG란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의 약자로서,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인공적으로 구현된 게임 속의 가상현실 세

계에 접속하여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이는 온라인

게임이다.47) 즉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서버라는 한 공

간에 모여 각자 역할을 만들고 수행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다.48) MMORPG의 효시는 머드(MUD)

이며, 머드는 ‘Multi User Dungeon’의 약자로서 초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작된 텍스트 게임 형태를 말한

다. 이것은 곧 그래픽 기반의 MUG로 발전하였으며,

MUG는 ‘Multi User Graphics’의 약자로서 그래픽이

가미된 온라인게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

간동안 이 MUG가 MMORPG로 발전하게 되었다.49)

MMORPG가 다른 게임과 구별 짓는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플레이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과 같아

보이지만 각기 다른 장소에서 수백 명의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가 지정된 공간(서버)에 모여 실시

간으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50) 따라서

MMORPG는 타 온라인게임과 달리 데이터 처리 기

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지정된 공간에

서 모여 정해진 시나리오와 목표만 따라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만나 여러 가지의

퀘스트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게임을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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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기존의 게임에서는 캐릭터 성장을 지속

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게임이 끝나면 캐릭터

가 소멸되는 것과 달리 MMORPG는 플레이어가 발

전시킨 캐릭터를 유지할 수 있다.51) 게임업체는 업데

이트를 통해 다양한 재밋거리를 제공하고52), 플레이

어들은 캐릭터를 발전시키면서 게임을 유지하게 된

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플레이어가 어느 때나 참여

하거나 나갈 수 있으며, 다른 플레이어들에 의해 게

임은 계속 진행된다.53) 그리고 대규모 접속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많은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즐

기면서 상점, 경매, 길드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

럽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듯 MMORPG

는 다른 게임에 비해 상호작용이 강화된 게임으로

플레이어의 몰입도가 더 증가되고, 게임이 끊임없이

진행됨으로써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자신이 선

택한 캐릭터의 삶을 살게 되고54), MMORPG의 공간

을 하나의 독립된 가상 세계로 인식하게 된다.55) 즉,

MMORPG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플레이어들과 함

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보상과 성장을 통해

다양한 모험을 즐기는 게임이다.56)

2) MMORPG 게임 캐릭터의 특징

게임 캐릭터란 프로그램 캐릭터라고도 분류되며

최근 게임 플레이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발달

하고 있는 신종 캐릭터이다. 게임이라는 산업의 발달

과 함께 게임 캐릭터가 갖는 상품성으로서의 영향력

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57)

MMORPG는 게임을 시작할 때 게임 플레이어가

가장 먼저 ‘캐릭터의 생성’을 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능력치와 플레이 방법을 확인하고 선택한

후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신의 캐

릭터로 게임을 한다.58)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게임

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창성과 개성이

담긴 캐릭터를 창조해야만 캐릭터를 파악하고 혼동

하지 않으면서, 다른 플레이어보다 더욱 돋보이고 싶

은 욕구를 드러낼 수 있다. 리니지2나 월드오브 워크

래프트(World of Warcraft)와 같이 몇 년 전에 출시

된 게임은 디자이너가 미리 제작한 캐릭터 중 하나

를 선택하고, 캐릭터의 전체적인 모습은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MMORPG 게임에서의 캐릭터는 디자이너가

일률적으로 그려진 캐릭터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자

신의 분신적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생성하고 관리하

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생성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하지만 종족, 직업, 능력, 동작 무기, 패션 등의

디자인 요소는 여전히 디자이너의 결정에 따라 플레

이어들이 선택하여야 한다.59)

게임화면 속에 표현되는 캐릭터는 단순하게 하나

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으며, 단일 캐릭터라 하더라도

수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게임 캐릭터가 하나

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

류는 대체로 플레이어 캐릭터(Player Character), 논

플레이어 캐릭터(Non-Player Character), 몬스터 캐

릭터(Monster Character)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플레이어 캐릭터는 게임 속에서 조종이 가능한 캐릭

터로, 플레이어가 캐릭터 생성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통해 많은 플레이어들의 다른 캐릭터들과 구

별되는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60) NPC는 주변

인물 캐릭터로, 게임 상의 주변인물을 말한다. 이 캐

릭터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으며, 게임에 따라서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주거나 방해를 하는 형태로 나

타난다.61) 몬스터는 PC나 NPC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객체이다. NPC와 몬스터 캐릭터는 게임 디자이너가

일률적으로 개발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

며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MORPG에서

플레이어가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통해 직접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게 생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플

레이어 캐릭터의 의상에 나타난 미메시스의 표현방

법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디아블로(Diablo)Ⅲ의 캐릭터
의상에 나타난 미메시스 특성

1. 디아블로(Diablo) Ⅲ의 개요
디아블로는 다크 판타지, 공포를 테마로 한 호러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1997년 1월 Diablo Ⅰ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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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되어 20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만장이상이 팔

렸다. 디아블로는 ‘칸두라스’라는 가상의 왕국을 배경

으로 하고 소수의 생존자가 거주하는 트리스트럼 마

을의 지하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다. 지하 세계에는

지하 감옥 레벨, 지하 묘지 레벨, 동굴 레벨, 지옥 레

벨이 있으며, 플레이어는 직업을 하나 선택하여 캐릭

터를 생성한 다음 퀘스트를 수행하고 레벨을 높이면

서 경험치를 쌓아 능력치와 플레이 기술을 발전시켜

디아블로의 부하 악마들과 대항해 싸우고 최종적으

로 디아블로(The Dark Lord)를 쓰러뜨리는 것을 목

표로 갖는 게임이다. 이 후 2006년 6월 디아블로 Ⅰ

보다 액션감이 부각된 디아블로 Ⅱ가 발매되었으며

201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장 이상이 팔렸다.

2012년 5월 발매된 Diablo Ⅲ는 디아블로 Ⅰ의 어둡

고 음울한 분위기, 중독성 있는 아이템 수집과 디아

블로 Ⅱ의 다양한 환경과 괴물, 색다른 직업, 보석,

룬, 아이템 등과 무작위로 생성되는 지도, 항상 새롭

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괴물들, 다채로운 사

건들, 독특한 퀘스트 및 아이템, 천상과 지옥의 사이

에서 고통 받는 인간과 장엄한 이야기를 추가하였다.

특히 3D 엔진을 통한 배경 및 플레이 환경 구현으로

전작들의 2D보다 사실감을 더하고,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보다는 투쟁과 폭력을 주요 게임 진행도구

로 삼아 암흑세계에서 전투를 펼쳐나가는 구조로 바

뀌었다. 디아블로 III의 배경 스토리는 성역이라는 가

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며 악마 디아블로의 부활로 인

해 인간세계가 파멸되지 않도록 지키는 내용의 다크

판타지로 구성되어있다.

디아블로 판타지는 특유한 암울하고 억센 분위기

를 위해서 캐릭터의 선이 다소 강인하고 굵은 편이

며, 중세시대 복식 디자인 고증 및 판타지 소설에 기

인하여 제작되었다. 캐릭터는 플레이어 캐릭터(Player

Character)인 야만용사, 부두술사. 수도사, 마법사. 악

마사냥꾼 5가지의 직업의 남녀 캐릭터가 있으며, 논

플레이어 캐릭터(None Player Character)로는 장인인

대장장이와 보석공, 추종자인 기사단원(코르마크), 건

달(린던), 요술사(에이레나)가 있다. 몬스터는 각 단

계별로 각각의 특수기를 갖고 있는 괴물들이 등장하

며, 희귀, 용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하고자하는 플레이어의 캐릭터 5종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야만용사는 전작들의 바바리안에서 이

어진 캐릭터로, 북구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

된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야만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성역 세계에서 전설로만 내려오던 민족들로, 예로
부터 아리앗 산의 야만용사들은 이름 그대로 야만
적이고 잔인한 약탈민족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비

교적 최근에야 그들이 사실은 긍지를 가진 강한
용사들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
년 전 아리앗 산에서 일어난 정체불명의 거대한

폭발로 이해 그들의 삶의 터는 성역 세계에서 지
워져 버렸으며 남아있는 야만용사들은 이제 이성
을 잃은 잔인한 괴물이 되었다는 괴담만이 전해져

내려올 뿐이다.”62)

야만용사들은 육중하고 투박한 무기를 다루며 용

사들의 용맹함을 보여준다. 힘과 분노를 나타내기 위

하여 큰 몸집으로 표현되었으며, 캐릭터 특성상 위압

적인 무기를 선호한다. 전작과 달리 진지한 표정이

있는 나이든 모습과 근육질 몸매의 수많은 흉터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부두술사는 망자

의 혼령과 징그러운 생물체들을 소환해 전투하는 심

령 전사로, 디아블로 Ⅰ의 흑마법사 네크로맨서(강령

술사: 시체 조종사)와 같은 분위기이다.63) 부두마법

을 사용하며 좀비와 해충들을 소환하여 자신을 보호

하기도 하는데, 부두술사 캐릭터는 부두교에서 모티

브를 착안하였다. 부두교는 서인도제도의 아이티에서

널리 믿고 있는 애니미즘적 민간 신앙으로, 흔히 서

인도제도와 미국의 흑인들의 악마․주물 숭배와 주

술 등을 포함하는 관습을 말하기도 한다.64) 세 번째

로 수도사는 순수한 동기의 힘으로 신의 힘을 자신

에게 집중시켜 싸우는 신성한 전사로, 맨손공격이나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의 공격을

가하는 캐릭터이다. 네 번째로 악마사냥꾼은 원거리

무기인 장궁이나 총, 수류탄, 화살 등을 사용하는 심

판자이다. 디아블로Ⅱ의 NPC인 나탈랴가 암살자의

길을 버리고 악마사냥꾼으로 바뀌었다. 홈페이지에

“마법사와 함께 떨어진 별을 쫓아 트리스트럼으로

떠났다”고 디자이너가 직접 언급한 캐릭터 중의 하

나이다. 마지막으로 마법사는 마법봉과 지팡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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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난 더 바바리안

- http://www.mashpedia.com

<그림 2> 야만용사 남자(左) 여자(右)캐릭터

- http://kr.battle.net/

용하여 마법을 사용하는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는 성

역 세계인 시안사이(Xiansai)지역 출신으로 동양풍

특히 중국풍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전작에서는 마

법사 소서리스로 불렸으며, 자신이 이샤리 성소에서

더 배울 게 없어서 나왔다고 말할 만큼 거만하고 당

돌한 이미지의 캐릭터이다.

2. MMORPG 캐릭터 의상에 나타난 미메시스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MMORPG 캐릭터는 게임이 진행

되는 동안 플레이 스타일과 경험치에 따라 다양한

의상과 아이템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너무 많은 의

상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에 제시된 5

가지 직업의 남녀 캐릭터의 기본 원화를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1) 야만용사

야만용사 캐릭터는 전작의 바바리안 캐릭터에서

이어졌으며, 북구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북구신화는

북게르만인 사이에 전해지는 신화로, 비극적이며, 황

량하고, 호쾌하고 어둡다. 이는 북구의 혹독한 자연

과 게르만인의 심각한 운명관을 잘 반영한 것으로

세계의 시작이나, 신들과 거인의 대립, 세계의 종말

시의 신들의 멸망에 특히 잘 표현되어져있다.65) 코난

-더 바바리안(Conan-The Barbarian, 1983)은 북구신

화에서 나타난 바바리안을 잘 표현한 영화로 디아블

로 3에 나오는 야만용사의 이미지와 매우 흡사하다.

영화에서의 바바리안은 <그림 1>66)과 같이 육중한

근육질의 몸에 부분적으로 갑옷을 착용하였다. 갑옷

은 뾰족한 형태를 유지하고, 머리에는 뿔 모양의 장

식이 있는 투구를 착용하였다. 게임에서는 <그림

2>67)와 같이 남성 캐릭터의 투구의 뿔 모양이 과장

되었으며, 여성 캐릭터의 투구의 모양은 영화의 이미

지와 매우 흡사하다. 갑옷은 영화보다 웅장미를 드러

내는 거칠고 투박하고 거대한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여성 캐릭터에는 털 장식이나 붉은색의 원단을 사용

하여 장식적 효과를 더하였다. 단순한 무기를 보다

투박하고 웅장한 형태로 변형하였다. 색채에 있어서

도 기존의 영화에 나타난 이미지와 동일하게 암울하

고, 황량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두운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야만용사 캐릭터는 영화에 표현

된 바바리안의 외형적 이미지를 모방하여 왜곡과 변

형을 거의 하지 않은 정도로 투박하고 거친 육체미

의 바바리안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유사-모방

미메시스를 표현하였다.

2) 부두술사

부두술사는 부두교에서 모티브를 착안하였다. 부

두교의 저주 인형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부두교의

상징이 되는 장식 및 색채를 모두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 캐릭터에 모두 제작되었다. 부두교에서 로아

(Loa)라고 칭하는 것은 정령(精靈)과 사령(死靈)에

대한 숭배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고유의 농경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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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두교의 주술인형

- http://www.naver.com

<그림 4> 부두술사 남자(左) 여자(右)캐릭터

- http://kr.battle.net/

<그림 5> 라스푸틴(Rasputin)

- http://www.google.com

<그림 6> 수도사 남자(左) 여자(右)캐릭터

- http://kr.battle.net/

과의례와 주술 등도 포함된다. 부두교의 주요 로아

중에 보수(Bosou)는 뿔 달린 소로 묘사되며, 웨도

(Aida Wedo)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68) 디아블로

에 나타나는 부두술사는 보수와 웨도의 이미지를 차

용하여 뿔의 모양은 소와 비슷하고, 얼굴의 모양은

뱀과 유사하다. 부두교의 주술인형에는 <그림 3>69)과

같이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는데, 특히 가시성이 뛰어

난 원색 중에 노랑, 초록, 빨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

고 좀비를 상징하는 검은색도 많이 사용된다. 캐릭터

에 사용된 색채 역시 노랑, 빨강, 초록색이 주로 사

용되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보라색과

금색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두술사 캐릭터의상에

사용되어진 형태는 토테미즘을 상징하는 문양과 장

식을 이용하였으며, 색채는 <그림 4>70)와 같이 부두

교를 상징하는 색채를 사용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부

두교들의 샤머니즘과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부두술

사의 다양하고 흉측한 저주 능력을 묘사하기 위하여

유사-모방의 미메시스로 표현하였다.

3) 수도사

수도사는 블리즈컨 2009에서 수석 개발자 제이윌

슨(Jay Wilson)이 수도사 캐릭터에 대한 설명71)에서

나타나듯이 동유럽 수도승(신도)인 라스푸틴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으며, 움직임은 이소룡이나

황비홍을 연상시킨다.72) 라스푸틴은 러시아 수도사

로, 1904년에 고향을 떠나 신비적인 편신교(鞭身敎)

의 일파에 가입하여 각지를 순례하고 농민으로부터

성자라는 평판을 들었다. 1907년 페테르스부르크를

방문하여 황후 및 니콜라이 2세의 총애를 얻고 궁정

에서 세력을 가진 후, 종교 및 내차ㆍ외교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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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세의 마녀사냥

- http:www.google.com

<그림 8> 악마사냥꾼 남자(左) 여자(右)캐릭터

- http://kr.battle.net/

였지만, 세계적 6대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힌 채 처형

당한 인물이다.73) 라스푸틴의 스타일은 <그림 5>74)

와 같이 제정 러시아 시대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한

패션 스타일로 러시아풍의 상의 루바슈카에 디스코

풍의 팬츠를 조합하는 스타일의 괴짜 성직자의 이미

지를 그려내었다.75) 디아블로의 수도사 캐릭터는 <그

림 6>76)과 같이 라스푸틴과 유사한 수도사의 이미지

와 동양풍의 이미지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남

자 수도사는 길이가 짧은 디스코풍의 바지에 승려들

이 착용하는 튜닉형 법복을 매치하였고, 여자 수도사

는 길이가 긴 가운형의 상의와 타이트한 바지를 착

용하고 그 위에 어깨, 팔, 허리 부분에 갑옷을 착용

하였다. 색채 면에서는 승려들의 법복에 주로 사용하

는 황색(黃色) 및 적색(赤色)을 주로 사용하였다. 실

제로 존재하는 의상은 아니지만 승려의 법복의 이미

지를 차용하여 동양적 이미지와 라스푸틴의 이미지

를 융합하여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수도사의

종교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수도사 캐릭터

는 신성기술을 사용하는 수도사로서의 이미지와 날

렵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를 나타내기 위하

여 비유-은유 미메시스로 표현하였다.

4) 악마사냥꾼

악마 사냥꾼은 블리자드 사에서 케인의 기록의 출

시와 함께 제공된 아트북 한정 소장판에서 언급하였

듯이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꾼 혹은 퇴마사의 이미지

를 차용하였다. 마녀사냥은 15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악마가 인간이나 동물 등을 이

용하여 악한 행위를 한다고 믿으면서 이단 심문을

통해 마녀로 인식된 혐의자에게는 사형의 형벌을 내

렸다. 마녀의 대상은 주로 부유한 과부들이었으며,

아프리카에서 숭배하는 부두교를 믿는 자들도 마녀

로 사형 당했다. 마녀사냥꾼들은 <그림 7>77)과 같이

상체와 소매가 타이트한 형태의 푸르푸앵(Pourpoint)

과 쇼오스(Chausses), 브레(Braies)를 착용하였으며

그 위에 갑옷을 착용하였다. 악마사냥꾼 캐릭터에서

는 <그림 8>78)과 같이 중세의 이미지보다 날렵하고,

뾰족하여 날카로운 형태로 표현되었다. 중세의 악마

사냥꾼의 의상 색채보다 게임 캐릭터의 색채가 더

어둡고 암울하게 표현되었다. 게임 캐릭터는 중세의

악마 사냥꾼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대상

체의 특징적 요소를 특정 역사적 복식에서 차용하여

비유적으로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증오와 절제

를 바탕으로 원거리에서 공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비정한 사냥꾼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비

유-은유 미메시스로 나타났다.

5) 마법사

마지막으로 마법사는 판타지 소설에 기인하여 나

타난 캐릭터이다. 판타지 소설의 마법사는 보통 인간

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며, 마

법사라는 명칭보다는 소서러(sorcerer)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소서러(sorcerer)는 환상 마법사로 중세의

마법사 혹은 현명한 노인이라고 불리웠으며79),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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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아블로 3 캐릭터 의상에 나타난 미메시스 유형 정리

<그림 9> 반지의 제왕의 마법사

- http://www.google.com

<그림 10> 마법사 남자(左) 여자(右)캐릭터

- http://kr.battle.net/

은 <그림 9>80)와 같이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로

흰머리와 장엄하고 긴 흰 수염을 가지고 있으며, 인

간출신으로 성격과 기질은 인간과 비슷하지만 일상

적인 마법을 사용하면서 숲의 정령으로 숨어서 사는

것으로 묘사된다. 디아블로 3의 마법사는 전작의 소

서러스(sorceres)에서 이어진 것을 보았을 때 판타지

소설의 마법사와 디아블로 3의 마법사 캐릭터가 유

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판타지 소설의 특성상 종족이

나 지역성을 나타내는 문화, 전통적인 요소가 사용되

는데 마법사의 캐릭터는 개요 설명에서 나타나듯 시

앤사이(Xiansai)지역 출신으로 동양풍의 스타일로,

특히 <그림 10>81)와 같이 중국적 요소를 많이 사용

하였다. 특히 여자 마법사는 적색(赤色)의 권의형 의

상을 착용하여 머리에도 족두리형태의 머리장식을

이용하여 동양적인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마

법사 캐릭터는 실제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는 않지만 무형의 대상일지라도 판타지소설에 나타

난 마법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바꾸는 환원과정과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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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흰 수염의 노인들의 모습으로 표현된 마법사

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완전히 다른 마

법사를 표현하였다. 마법사의 이미지는 판타지장르에

등장하는 마법사가 아닌 젊고 거만한 동양권의 마법

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미지 변환 및 정

보의 변형을 통해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재현하는 치환-변환 미메시스를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5가지의 캐릭터의 의상을 미메시스의 표

현 유형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MMORPG 캐릭터 의상과 미메시

스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MMORPG 캐릭터 의상을

미메시스 표현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MMORPG는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인

공적으로 구현된 게임 속의 가상현실 세계에 접속하

여 서버라는 한 공간에 모여 각자의 역할을 만들고

수행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MMORPG의 캐릭터는

RPG캐릭터와 달리 디자이너가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고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직업과 플레이 스타일, 성

격에 따라 캐릭터를 생성하고 인체비율, 외모, 헤어

스타일, 의상을 모두 개성을 표현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 의상의 커스터마이징 요소들은

게임 스토리의 모티프가 되는 신화나 역사적 전설,

또는 캐릭터의 직업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복식이나 이와 유사한 서적, 영화 등의 여러 가지 매

체에서 영감을 얻어 재현·모방하고 변형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미메시스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고대의 주술적

의미, 흉내, 이질적인 것과의 동화에 대한 개념을 갖

고 있으나, 유사하게 닮거나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

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묘사와 진리나 정신과

이념을 반영하는 내적 재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메시스를 외형적인 유사와 재현뿐만

아니라 외형적 유사성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는 상

징이나 은유, 그리고 내적인 투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치환 혹은 변환의 형태를 미메시스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재현을 의미하는 유사-모방

미메시스, 비유-은유 미메시스, 치환-변환 미메시스

로 나누어 MMORPG 대표적 게임인 디아블로 3의

플레이어캐릭터가 착용한 의상을 분석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야만용사 캐릭터는 전작의 바바리안 캐

릭터에서 계승되었으며, 북구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북구신화를 영화로 그린 코난-더 바바리안의 이미지

와 야만용사의 이미지는 매우 흡사하였으며, 게임에

서는 투구의 뿔과 갑옷의 장식을 과장하여 그려졌다.

이와 같이 영화에서 표현된 외형적 이미지를 바탕으

로 하여 과장되고 웅장한 형태로 재현하여 유사-모

방 미메시스로 표현하였다. 두 번째, 부두술사의 이

미지는 부두교에서 모티브를 착안하였다. 캐릭터의

이미지는 부두교의 로아인 보수와 웨도의 이미지를

차용하였으며, 보수의 뿔 모양과 웨도의 뱀의 얼굴을

사용하였다. 부두교 주술인형에 사용된 가시성이 뛰

어난 원색의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좀비나 부두교를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하여 유사-모방의 미메시스로

표현되었다. 세 번째, 수도사 캐릭터는 동유럽 수도

승(신도)인 라스푸틴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

다. 라스푸틴의 스타일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이미지

를 나타내도록 러시아풍의 상의 루바슈카에 디스코

풍의 팬츠를 즐겨 입었는데 게임 캐릭터는 디스코풍

의 짧은 길이의 하의와 승려들이 착용하는 튜닉형의

법복을 매치하였다. 색상도 어두운 무채색이 아닌 승

려들의 법복에 주로 사용하는 적색(赤色)과 황색(黃

色)을 사용하였다. 모티브로 한 이미지와 동양적 이

미지를 혼용하여 치환-변환 미메시스로 표현되었다.

네 번째로 악마 사냥꾼은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꾼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는데, 게임 캐릭터는 중세의 악마

사냥꾼 의상보다 날렵하고 뾰족하여 날카로운 형태

와 어둡고 암울한 색채를 사용하여 비유-은유 미메

시스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마법사는 판타지 소

설을 기인하여 나타난 캐릭터로, 시앤사이(Xiansai)

지역의 출신으로 동양풍의 스타일, 특히 중국적 요소

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마법사 캐릭터는 무형의 캐릭

터를 판타지소설을 근거로 하여 치환-변환 미메시스

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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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MMORPG

의상을 미메시스라는 미학적 범주를 적용하여 유형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미메시스

의 표현대상과 표현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고찰과 그

에 대한 상징 혹은 내적의미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MMORPG 캐릭터 의상 디자인 개발에 실질적 도움

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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