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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게임에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사이보그특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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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초 록

본 논문은 철학적 관점에서 게임에서 발생되는 가상자아와 가상신체에 대한 소
프트웨어사이보그 특성의 변화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사이보그개념은 넓게 보면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기체인 인간과 보철물 같
은 기계를 결합하는 하드웨어 사이보그와 인간의 뇌를 전자화시켜 가상신체로 전
환시키는 소프트웨어 사이보그가 있다. 가상게임은 두 번째 소프트웨어 사이보그
가 적용되는 사례인데, <언틸던>게임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이보그 개념과 다른 
가상신체와 가상자아의 특징들이 보여 진다. 

이런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 한스모라벡의 소프트웨어사이보그개념과 김선희
의 사이버공간 속성과 다중자아개념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가상게임은 뇌의 유
형을 복제한 소프트웨어사이보그로써 가상세계의 속성 때문에 신체가 무효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언틸던>게임 같은 경우 3인칭시점과 실존배우를 게임캐릭
터로 제작한 점을 본다면 오히려 플레이어의 심리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진
이미지적 사실성을 추구하면서 가상신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진행 중 플레이어는 8개의 캐릭터를 교차선택하면서 미션을 완수하
게 되는데 이것은 현실자아가 다중자아로 복제되면서 겪게 되는 선택과 경험을 이
용해 바람직한 최종엔딩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 다중자아
는 현실세계의 다중자아들에게 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면서 소프
트웨어사이보그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언틸던> 게임의 특징은 최종엔딩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등장인
물간의 우정관계에 따라 친구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때 가상자아는 시행
착오를 통한 경험적, 도덕적, 직관적 선택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면서 바
람직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다중자아들의 지식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어 
한 단계 높은 정신적 성찰을 이루게 된다. 이런 과정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긍정하고 자기극복을 통해 정신적 성찰의 이루는 인간, 니체가 말한 위버멘쉬가 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소프트웨어 사이보그, 가상자아, 가상신체, 복제, 다중자아, 위버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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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이보그는 뇌를 제외한 신체를 기계 및 다른 것으로 대체한 

인간을 말한다. 대중문화 속에서 재현되는 사이보그에는 여러 유

형이 있지만 오타와 대학의 예술가이자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토

머스(david tomas)가 두 개의 가장 흔한 유형을 정의했다. 첫 번

째 유형은 유기적인 인간의 육체를 비유기적인 기계적, 전자적 

이식물 또는 인공기관과 결합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아

무런 유기적 형태도 지니지 않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보존된 

인간 정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특히 게임을 실행하는 실재 

신체를 가진 플레이어는 두 번째 사이보그에 해당된다. 그의 정

신은 인간이었을 때 기억과 자아를 가지고 가상세계 속에 디지털

그래픽으로 구현된 캐릭터에게 게임플레이어의 정신과 신체움직

임 신호를 전환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

다.1) 이때 플레이어의 정신적 실재와 가상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면서 게임의 독특한 구조와 속성이 발현된다. 먼저 가상이

미지에 대한 인지, 판단, 의지 같은 정신적 행위가 시작되고 눈

과 손을 움직여 버튼과 스틱을 조작해 전자신호로 전달하게 하는 

신체적 행위가 뒤따른다. 이 때 정신적 활동을 유발하는 가상성

과 기계입력장치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사이보그개념에

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의 사이보그 특성은 

가상성과 상호작용성2)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임의 가상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가상이미지와 입력장치 발달이다. 최근 콘솔게임 그래픽의 수준

은 하드웨어와 그래픽엔진의 발달로 인해 거의 현실재현을 완벽

히 구현하고 있다. CPU는 PS4가 PS2에 비해 43배 빠르고 GPU는 

게임엔진에서 부동소수점 연산능력이 296배나 빨라졌다. 여기에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성적우수장학금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정준영 역, 『사이버 에로스』, 한나래 1998, p36

2) 가상성과 상호작용성은 디지털 게임의 특징이면서 소프트웨어사이보그의 특징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플레이어가 가상신체와 결합하는 게임자체가 

소프트웨어사이보그라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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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얼타임 렌더링기술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

하나 기본적으로는 해상도, 폴리곤, 텍스쳐, 쉐이더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그래픽기술인 normal map, 

displacement Map,  globalIumination렌더링을 통해 현실재현기

술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 이런 컴퓨터그래픽 테크놀러지

의 발달은 가상게임들의 가상성을 높여 게임유저를 사이버세계 

몰입하고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세계에 동질화하도록 만든

다. 

소프트웨어사이보그는 게임디바이스를 통한 상호작용성이 두 

번째는 특징이다. 디지털 게임의 가상세계는 단순히 시각적 핍진

성만으로 사용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게임운행과 신체조작을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테그놀러지로 이룩한 게임 속 가상세계는 

물리적인 유기체를 현실세계로부터 분리시켜 게임 속 캐릭터와 

전자적 결합을 이룬 형태다. 이때 몰입을 위한 정신적 결합뿐만 

아니라 운행(navigation), 조작(manipulation)을 위한 유기적 신

체도 전자적 신호로 탈바꿈해 전자기계와 결합한다.3) 이와 같은 

가상현실 입력기기는 일반적으로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전통적

인 입력도구가 있어왔으나 최근 사용자의 신체활동을 직접 인식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키넥트’는 센서 없이도 동작을 인식하는 모션캡쳐카메

라로 표정 등의 세부적인 동작을 제외하고 신체에만 국한하면 완

벽한 인식능력을 보여준다. 모션캡쳐카메라가 제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동작인식에 치중되어 있다면, ‘트레드밀’은 

걷거나 뛰는 동작을 취하면서 공간적인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입력장치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컨트롤러들은 인간

의 동작을 입력하고 가상세계로부터 오는 청각과 촉각의 피드백

을 전달해주는 출력장치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인간이 가상세

계와 결합하는 신체적 인터페이스로써 최적화를 이루고 있다.

  상기했던 하드웨어, 그래픽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 게임에

3) 전경란, 『디지털게임이란 무엇인가』, 201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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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이보그의 개념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가상신체와 가상자아

의 변화들이다. 기존의 게임들에서 가상신체는 필요 없거나 중요

도가 떨어져 보였다. 정신복제를 통해 자유로운 정신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

를 갖게 되면 구속과 편견을 갖도록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게임에서는 1인칭시점이나 캐릭터의 전체이미지를 보지 못

하는 탑뷰, 3인칭 사이드뷰를 선호하고 있다. 가상자아는 인간과 

캐릭터간의 일대일로만 전환되는  단일 정신복제를 고집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게임에서는 이런 설정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게임이 <헤비레인>, <비욘드 투 소울즈>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언틸던> 게임이다. 최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게임은 수

없이 많으나 상기된 소프트웨어 사이보그의 관점으로 가상성과 

상호작용의 변화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게임은 언틸던(Until 

dawn)이라고 본다. <언틸던>게임은 영국소재 게임개발사인 

Supermassive Games사에서 개발한 플레이스테이션4 전용 서바이

벌 호러(horror)게임이다. 가장 최근의 컴퓨터그래픽 기술이 집

약되어 있어 시각적 핍진성은 상당히 높고 ‘13일의 금요일’같

은 슬래셔(Slasher)무비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3인칭 시점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영화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

다.4)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주인공인 캐릭터 한 명으로 플레이를 

진행하지만 <언틸던>은 8명의 등장인물을 각 분기된 스테이지마

다 아바타로서 플레이 할 수 있고 게임 중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말이 크게 바뀌게 된다. <언틸던>은 기존게임보다 높은 그래픽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게임플레이어의 몰입도를 높이고 하드웨어

동작센서가 정확하게 인식되면서 직관적인 동작입력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 예상치 못

한 전개와 결말은 플레이어의 각성과 윤리적 선택을 고민하게 만

든다. 

이처럼 최신 테크놀러지가 적용된 <언틸던>게임은 소프트웨어 

4) 나무위키, https://namu.wiki, 키워드: 언틸 던, 201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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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그의 변화된 특징을 파악하는데 좋은 사례라고 볼 수다. 

이런 게임의 사이보그의 특성들이 하드웨어와 그래픽기술의 발

달, 차원 높은 게임전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존의 사이보그 특

성들이 변화되고, 단순히 재미와 오락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한 인문학적 성찰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가 내포되어 있

다. 이는 지식전달 목적을 갖고 있는 기능성게임과 다른 차원인

데 본래 개발목적과 다른 뜻밖의 게임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이보그의 관점에서 게임캐릭터를 통

한 가상신체와 가상자아가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더불어 어떻게 

변화, 발전해오고 있는지 <언틸던>게임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

다.

Ⅱ. 사이보그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1. 소프트웨어 사이보그와 가상신체

신체와 기계의 결합이란 사이보그 정의에서 정신패턴을 기계와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사이보그유형은 기존의 대중문화 속에서 허

황된 이야기처럼 등장했지만 한스모라벡에 의해 이런 주장은 설

득력을 갖게 되었다. 한스모라벡은 인간이 사이보그화 되려는 것

은 인류의 진화를 좀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

한다. 인간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은 지구로부터 분리된 

우주나 방사능에 취약하고 오직 기온과 압력의 협소한 범위 내에

서만 안정성을 유지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

에서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까지의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뇌

의 용량이 커진 것 이외에 육체적, 물리적 차이는 미비하다. 이

에 컴퓨터 반도체는 인간의 뉴런이 1초당 1000번 이내로 점멸하

는 것에 반해 1초당 1억번의 속도로 점멸한다. 원자수준으로 소

형화된 나노기술과 기계공학적 시스템은 다양한 물질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로봇을 통해 지구를 뛰어넘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합하

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사이보그화는 인간의 유기체적 한계를 뛰

어넘어 한 개인에게 인격적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기계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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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을 모두 소유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를 특별히 디

자인된 로봇 몸에 이식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주지만 인

간 두뇌의 한계와 고정된 지능을 그대로 남겨두게 된다. 즉 기계

적 사이보그화는 우리 육체를 우리 몸 밖으로 끄집어내지만 우리

의 마음을 두뇌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한다.5)

당신은 방금 수술실로 실려 왔다. 로봇 두뇌 외과의사가 배석하고 

있다. 당신 곁에는 컴퓨터 한 대가 가동할 프로그램만 결여된 채로 

인간의 등가물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두뇌는 놔두고 

두개골만 마취된다. ……… 결국 당신의 두개골은 텅 비워지고, 외

과의사의 손은 당신의 두뇌줄기에 깊숙이 닿아 있다. 비록 당신은 

의식과 심지어 사고의 흐름조차 잃지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두

뇌로부터 제거되어 기계로 이전되었다.………당신의 의식은 이동했

다. 컴퓨터시뮬레이션은 외과의사의 손으로 인도되었던 케이블로부

터 단절되고 당신의 선택에 따른 스타일, 컬러, 소재로 이루어진 

눈부시게 새로운 몸에 다시 연결된다. 당신의 변신은 완료되었다.

위 내용은 한스모라벡이 말한 뇌의 전자화과정이다. 마음이동 

또는 뇌의 전자화는 인간보다 1000배는 빠르게 의사소통하고 생

각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진보했거나 새 환경에 

더 잘 맞는 다른 컴퓨터로 프로그램화된 마음을 이동하고 자기 

자신의 복제물을 만들어 각각의 복제물이 자신의 모험을 겪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유전적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과거 삶의 세부적인 기억까지 전자

신호로 복제하여 새로운 몸으로 이전되는 사이보그 과정에서도 

개별적 인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유형동일성 입장이다. 그런데 본 

논문이 주목한 지점은 프로그램화된 마음의 복제이다. 앞서 설명

했던 사이보그의 복제물은 나 자신의 마음의 패턴을 무수히 복사

가능하며 복제물에게 새로운 인격과 경험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제물의 기억은 전자네트워크 속에서 단일한 기억으로 

5) 한스모라벡, 『마음의 아이들: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김영사, 2011,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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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융합은 같은 개체의 두 버전 사이

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격체 사이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또 다

른 선택적 융합은 그 안에서 기억, 기술, 태도, 개성 등이 급속

하고 효과적으로 공유되는 우월한 형태의 의사소통일 것이다. 즉 

삶, 죽음, 동일성의 개념은 당신의 마음의 조각과 다른 이들의 

조각이 결합되고 뒤섞이며 문명의 도도한 여울 위에 개별적 인간

은 새로운 기술과 태도를 획득한다.6) 이 같은 사이보그화 된 마

음의 복제는 게임에서 다른 캐릭터로의 전환과 같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되어있는 캐릭터 중에서 현재 직면

한 상황과 적합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캐릭터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아이템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이

는 다른 캐릭터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때 플레이어는 

각각의 캐릭터가 겪었던 경험과 기술들 모두를 융합된 상태로 기

억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이보그개념에서 부정적인 우려를 주장하는 사람들

의 내용은 기계화된 인간은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한 인격체가 아

니라고 보는 것이다. 오직 신체구성물질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

써만 우리는 하나의 개별적 인격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7) 

이처럼 몸-동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인격체가 인간의 몸으

로 구성된 물질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육체와 기

계가 결합된 사이보그개념에서 인간의 인격동일성은 성품이나 일

반적 특성들은 신체를 가진 구체적 개인과 그들의 행위들 안에서 

드러나며, 한 인격의 개별적 성품은 개별적 신체 안에서 예화 된

다는 신체동일성입장을 주장한다.8) 최근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를 

대신해 활동하는 캐릭터가 점차 컴퓨터그래픽의 기술을 이용해 

더욱 사실성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은 일면 신체동일성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헤비레인> 같은 게임

에서는 플레이이어가 다양한 캐릭터로 전환하면서 가상신체와 성

6) 앞의 책, p200

7) 앞의 책,  p202

8) 김선희, 『사이버시대의 인격과 몸』, 아카넷,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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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도 바꾸기도 한다. 이점에서 신체동일성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다. 그래서 신체동일론에 대안으로 심리적 요인의 연속성이 정체

성을 규정한다는 심리주의 동일론이 등장하게 된다. 존 페리

(J.R.Perry)는 바바라 해리스(B. Harris)의 소설<누가 줄리아인

가?>9)를 인용해 인격 동일성의 기준이 기억과 같은 심리적 지속

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체기관의 삭제, 변형여부에 상관없이 

신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억을 갖고 있으면 인격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석할 <언틸던>게임은 사

이보그과정으로 유형동일성입장을 기본으로 삼고 게임캐릭터와의 

동일시과정에서 심리주의 동일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개념이 게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

도록 하겠다.

2. 사이보그화된 정신유형들의 현상과 변형

소프트웨어사이보그로 탈육체화 된 인간의 마음은 어떤 특징과 

변형을 겪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선희가 연구한 ‘사

이버 공간이 다중자아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론적 구조’에서 보

면 실제 물리공간이 아닌 컴퓨터로 매개된 게임 같은 사이버공간 

속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다중자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물리적 공간보다 사이버공간에서 빈번하게 다중자

아가 일어나는 원인과 사이버 다중자아의 성격을 해명하고 있는

데, 이는 한스모라벡이 주장한 수많은 마음의 복제를 통해 각각

의 사이보그가 자신의 모험을 겪도록 복제할 수 있다는 말과 일

맥상통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명의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다양

한 성격과 외모와 능력을 가진 각각의 캐릭터에게 동일시를 이루

면서 남과 다른 성격과 선택을 부여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쌓게 

9) 소설<누가 줄리아인가?>의 내용은 줄리아라는 여성이 길 건너던 여자애를 구

하려다 기차에 치여 사망하고, 그 모습을 목격한 어린애의 엄마 매리는 충격

을 받고 뇌사상태에 빠진다. 줄리아는 온전한 뇌와 망가진 신체를 지니고 있

고, 매리는 온전한 신체에 망가진 뇌를 가진 상태였다. 발달된 의료기술 덕에 

줄리아의 뇌를 매리의 신체에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매리의 신체를 받

았으나 줄리아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그녀는 줄리아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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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것은 현실자아가 수많은 가상자아에게 자신과 비슷하면

서 조금씩 다른 다중자아로 발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을 복제

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는 것이다. 김선희는 사이버공간이 속성존

재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중자아가 발현된다고 보고 있

다.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개체로 구분되지 않고 정보의 유형들이 

가상현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

은 유형의 속성이거나 속성의 집합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개체의 경계

가 없고 물리적인 몸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상상과 현실

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원하는 존재들은 무엇이든 구성할 수 있으

며 상상의 세계를 사이버 세계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할 수 

있다.10) 이런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힘입어 발현된 사이버 다중

자아의 성격은 물리세계에 나타나는 정신분열적 다중자아와 좀 

다른 특색을 갖는다. 수동적이고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물리

적 다중자아와 달리 참여자/게임플레이어의 능동적인 의지를 통

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아의 체험을 대리자아를 통하여 확장해 보려는 자세를 보인다.

한스모라벡과 김선희의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이보그는 물

질성과 개별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다른 유형과도 융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다중자아 형태로 복제된 마음들은 현실자아

를 통해 복제물에서 얻어온 지식, 경험, 감정들을 융합하여 새로

운 기술과 태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세계를 해석하는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

게 된다. 이것은 니체가 인간이 신과 같은 초인간으로 승격되는 

존재 ‘위버멘쉬’(Ubermensch)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위버멘시가 되기 위해 한스모라벡의 주장처럼 인류가 

진화적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사이보그가 돼야 

한다고 했던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니체의 위버멘쉬는 과학과 기

10) 김선희, 「사이버 공간이 다중자아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론적 구조」,『철

학』(2003,1),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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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도움이 아닌 좀 더 정신적 성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 때 

위버멘쉬를 번역하면서 ‘인간을 넘어서’라는 뜻으로 왜곡해 초

인(Superman)이라고 해석했고 ‘보통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

을 가진 사람“의 의미로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가 

기계와 공진화하여 진화될 수 있다는 사이보그 개념의 단초가 되

기도 했다.11) 그러나 위버멘쉬는 끊임없이 자신의 현 상태를 극

복하려는 인간, 삶을 위해 해석하지만 그 해석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고 긍정하는 인간이 바로 위버멘쉬이다.12) 

본 논문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한스모라벡, 김선희, 니체까지 

관통하는 흐름인 소프트웨어 사이보그연구에서 인간의 정신과 신

체가 전자화를 거치면서 발현된 가상신체와 가상자아가 긍정적으

로 변형, 발전하는 단계를 밟고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위버멘

쉬가 되려는 과정이라고 본다. <언틸던>게임에서 가상자아가 8명

의 가상신체를 바꿔가며 게임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플

레이어에게 자아성찰의 보상과 철학적 의미가 있는지, 사이보그

의 특징들을 상기했던 선행연구들과 비교분석하면서 엔터테인먼

트적 의미로만 보던 게임을 좀 더 철학적 관점에서 확대해석해 

보고자 한다. 

Ⅲ. <언틸던> 게임에서 나타나는 사이보그의 특성들

1. 소프트웨어 사이보그로써 사실적 신체성 

언틸던 게임에 대한 사이보그연구는 가상신체와 가상자아의 실

체를 파악해 보는 것이므로 게임 내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설

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줄거리는 8명의 젊은 청춘남녀

들이 캐나다 앨버타주에 있는 블랙우드 산장에 놀러가면서 벌어

지는 내용이다. 등장인물은 샘(사만다), 마이크(마이클), 조쉬

11) 조상영, 「케빈워릭과 스텔락의 사이보그 실험과 퍼포먼스에서 보여 지는 위

버멘쉬(초인간) 신체성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2006, p194

12) 백승영, “니체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대학원신문, 200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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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애쉬(애슐리), 크리스(크리스토퍼), 매트(매튜), 엠

(에밀리), 제스(제시카)으로 남성4명, 여성4명이다. 이들은 단짝 

친구들로 1년 전에도 이 산장에 놀러왔다가 쌍둥이 자매였던 베

스와 해나가 원인불명으로 실종된 적이 있다. 그런데 광적인 살

인마가 이들을 노리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살인마?와 

목숨을 건 생존투쟁이 이 게임의 주된 내용이다. 영화처럼 3인칭

시점의 스토리라인으로 캐릭터를 조작하면서 따라가다가 분기점

에 다다르면 2가지 선택지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플레이어가 자신

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형식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게임은 

사이렌 (Siren), 헤비레인(Heavy Rain), 비욘드 투 소울즈

(Beyond Two Souls) 같은 게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게임과 다

른 점은 게임에 등장하는 8명의 캐릭터를 모두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과 조연이 따로 나눠지지 않는다. 게임의 상당부분

은 캐릭터간의 대화에 따른 스토리전개로 이루어지고 위치이동과 

선택에서만 게임성이 보여 진다. 

<언틸던>게임 속 캐릭터를 보면 소프트웨어사이보그인 가상신

체가 게임세계 속에서 가상자아와 빠르게 통합이 이루도록 객관

화시키려는 노력이 드러난다. 일반적인 게임의 가상신체는 주체

로서 인간의 신체지식과 신체감각을 전자화시킴으로써 주체가 경

험하고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주관적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

은 카메라 1인칭시점으로 드러난다. 그 내막에는 테크놀러지를 

통해 구현되는 가상신체는 초신체로서 무게를 상실하고 새로운 

속도와 공간을 획득하면서 가상세계로의 진입을 위해 육체를 지

우고 뇌의 유형과 마음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 같은 

논리에 마이클하임(Michael Heim)은 디지털테크놀러지가 가상세

계 속에서 인간의 조건인 신체를 불필요한 것이자 일종의 감옥으

로 규정하기 이른다고 비판하고 있다.13) “이제 가상공간에서 인

간의 신체는 정신과 분리되어 가상현실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13) 김용진, “디지털테크놀러지 환경에서의 신체성 연구”, 홍익대학교 미학전

공 석사학위논문, 2007,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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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거부되며, 접속되어 있는 정신이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

는 만큼만 자신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신체접촉은 선택사항이 

되며 가상현실은 물리적 신체를 망각하는 방식이 되어 자신의 신

체, 그리고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14)라고 그는 

말했다. 즉, 게임가상세계 속에서 인간 신체의 움직임과 반응을 

가상현실의 구성원리로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간의 지속

적인 형성은 가상현실 바깥에 있는 탈육화된 정신에 의해 제어된

다는 것이다.15) 그러나 마이클하임이 우려한 신체의 폐기는 최근 

개발된 게임가상현실 속에서 사실적인 가상신체구현으로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 영화와 게임에서 대중문화 텍스트에 탈육

화된 사이보그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표상은 두뇌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극대화한 가상신체로 묘사되었다. 클

라우디아 스프링거(Claudia springer)는 컴퓨터 사용자들은 자신

들의 자아경계를 붕괴시키는 그들의 터미널과 심리적 연합을 경

험한다. 이때 유동적인 자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과 감

정이입이 쉽게 되는 관습적인 신체와 연관을 가진다. 따라서 남

성과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은 오랫동안 테크놀러지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으며 그것들은 양성체계가 지배하는 한 계속 될 것 같다

고 했다.16) 우리는 가상세계 속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신체적 특

징과 구체적 형상을 갖추고 있을 때 카메라같은 인터페이스를 통

해 역동적인 쌍방향의 동일시를 이루면서 가상신체이지만 존재론

적 정체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게임에서 3인칭시점에

서만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언틸던> 게임 카메라는 뇌의 복제

물로써, 관습화된 캐릭터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가상신체로써 

플레이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3인칭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

게 하고 결국 게임가상세계에서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만든다. 

<언틸던> 게임은 공포영화를 그대로 게임으로 옮겨왔다고 봐도 

14) 마이클 하임, 여명숙 역,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1997, p165

15) 앞의 논문, p48

16)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정준영 역,『사이버 에로스』, 한나래, 1998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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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호러영화 감독이 각본을 제작했고 어두운 공포분위기

의 라이팅, 놀래키는 장면, 쫒기는 장면 등이 <13일의 금요일>, 

<싸이코>, <스크림> 등의 공포영화에서 그대로 시도된 카메라연

출이 패러디되어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적 기법으로 카

메라연출을 했다면 3인칭시점이 당연하다. 그러나 1인칭만큼 플

레이어와 가상신체간의 몰입도와 조작이 매끄럽게 통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필요치 않다. 게임에서 3인칭시점은 캐릭터와 

다른 위치에서 보는 시점이지만 우리의 뇌는 그 시점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뇌에 의한 시점의 재학습’이라고 한

다.17) <언틸던> 게임은 플레이어가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의 가상

신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리적 신체를 포기했다는 마이

클하임의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거울이미지처

럼 타자의 인식 즉 타자의 이미지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적 요소이다. 라깡의 자아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자아는 타인 즉 

외부세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플레이어가 조작

하는 캐릭터를 타자이미지로만 보지 않고 나 자신이라는 거울이

미지로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게임에서는 8명의 인종과 성별과 성격이 전혀 다른 각각의 캐릭

터가 플레이어와의 연결관계에서 주체와 객체로 빙의되면서 나르

시즘적 상상계와 이데올로기적 상징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

다. 결국 <언틸던> 카메라시점은 3인칭시점으로 내가 조작하는 

캐릭터의 인종과 성별, 특징적 형상이미지를 관찰하면서 가상신

체와 유기적 신체개념간의 구분과 분리를 유도하며,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론적 해석을 끊임없이 요구한다.18) 

그리고 아바타캐릭터가 수시로 다른 8명의 캐릭터로 전환되면서 

가상신체는 가상의 정체성을 가지는 독립된 신체개념으로 지각되

고 가상자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서 게임 속에서 정신분석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3인칭시점은 게임유저가 

17) 와타나베 슈우지, 나카무라 아키노리, 김성재 옮김, 『왜 게임에 빠질까』,

길벗, 2014

18) 앞의 논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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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동일시를 높이는데 더 큰 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언틸던> 게임에서 8명의 캐릭터를 수시로 

조작해야 하는 플레이어는 캐릭터 상호간의 호의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야만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게

임캐릭터들에게 1차적 동일시를 이루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캐릭터에게 내가 원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투사

적 동일시19)도 발생하게끔 해야 한다. 결국 3인칭시점으로 객관

화된 자신의 가상신체를 확인할 때 가상세계에 몰입하고 캐릭터

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해 무리 없이 가상자아와 연결되도록 만

든다. 이것은 심리주의 동일성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가상적 재현물로써 핍진성을 높여 캐릭터에 대한 몰입감을 높

이는 것과 함께 실존하는 배우에게 느끼는 존재감을 게임에 활용

하고 있다. <언틸던> 게임의 캐릭터들은 인간과 대등할 정도의 

사실적 신체성과 존재감을 가진다. 바쟁이 영화의 사실주의를 논

하면서 “영상이란 본질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의 기록이다. 영

화 발전에 있어서 사실상 모든 기술적 혁신은 더욱 더 영화매체

를 사실주의적 이상에 다가가게 했다”20)라고 했듯이 게임도 이

와 같은 사실주의 이론을 따르는 것 같다. 이것은 재현성의 극대

화를 통해 ‘불신의 유예’를 초월해서 사진적 실재성의 믿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사진이 객관적인 기록이

다’라는 믿음은 사진이미지와 사진속 등장인물의 존재를 응당 

실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선입견에서 등장인

물이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이라면 더욱 믿음감은 확실해지고 감

정적 동일시까지 이를 수 있다. <언틸던>게임에서 가상성을 위한 

컴퓨터그래픽기술보다 더욱 사진적 믿음을 주는 점은 게임에 등

장하는 캐릭터들이 실제 헐리웃배우를 그대로 모사하여 제작했다

는 점이다. 8명배우의 얼굴과 신체를 스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빙했다. 왜냐하면 가상신체는 인간육체나 육체기능과 연관된 

19) 김진숙, 「투사적 동일시의 의미와 치료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통권 21호, 2009, p766, 한

20) 아드레바쟁, 박상규 역, 『영화란 무엇인가?』, 200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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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상배우를 선택하는 주

체가 현실계에 있는 인간이고 인간은 낯설음을 배제하고 친숙함

을 선택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든다면 

관객에게 노출횟수가 높고 잘 알려진 영화배우가 관객들의 선호

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와 같다.21) 따라서 기존 헐리웃영화에 등

장했던 친숙한 배우를 게임캐릭터로 등장시킴으로써 실사영화 같

은 사진적 신뢰효과를 만들려는 목적이고, 심리적 동일성을 이용

한 사례라고 본다. 디지털세계에서 본질은 사라지고, 원본을 카

피한 이미지가 오히려 현실화되면서 게임아바타를 재현하는 방법

으로 극사실적 환영방법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22) 이 같은 경향

이 최근 게임의 가상신체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틸던> 게임에서 플레이어와 게임캐릭터간의 상호연

계성을 밀착시키기 위해 게임그래픽의 기술적 노력은 무시할 수 

없다. <언틸던> 캐릭터는 로우폴리곤의 각면없이 부드러운 곡면

과 반투명한 피부질감을 생동감 있게 구현했다. 머리카락은 텍스

쳐맵으로 끝내지 않고 볼륨감과 잔털 같은 미시적 수준의 묘사까

지 다다랐다. 영화<아바타>에서 활용했던 이모션캡쳐방식으로 페

이셜과 바디모션을 동시에 입력받아 이전 어떤 게임보다 한 단계 

진보된 얼굴표정과 인간의 숨 쉬는 동작 하나까지 표현하는 움직

임을 만들었다. 따라서 게임 속 카메라는 그래픽기술의 자신감 

때문에 자주 캐릭터의 얼굴을 익스트림 클로우즈 업(Extreme 

close up)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같은 가상세계

의 신체와 현실자아를 상호연결 시켜주는 인터페이스로써 최신그

래픽기술이 집약된 그래픽엔진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21) 유현석, 「영화흥행 변수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 13집,  2001, 

p240

22) 이종한, 「영화의합성과 디지털애니메이션의 가상성에 관한연구」『만화애니

메이션연구 통권 제8호』, 2005,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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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언틸던>게임 그래픽이미지와 제작과정 

  <언틸던> 게임은 현실계 플레이어가 사진적 이미지의 가상신

체를 보여주려 한 것처럼 물리적 신체와 가상신체의 실제적 통합

을 위해 동작을 일치시켰다. 게임입력장치인 듀얼쇼크4에는 모션

을 인식할 수 있는 모션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버튼이나 

아날로그스틱 외에 손 터치를 인식해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가 

추가되었다. 이 두 개의 추가된 게임입력도구는 인간의 동작을 

그대로 입력받을 수 있다. 모션센서기능은 문을 밀칠 때는 컨트

롤러를 앞으로 내밀고, 문고리를 돌릴 때는 컨트롤러를 로테이션

(rotation)시키면 된다. 캐릭터가 들고 있는 후레쉬의 방향을 바

꾸고 싶으면 컨트롤러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이 모션

센서를 활용해 플레이어가 숨어있는 장소에서 수초 간 미동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해 긴장감을 더해 준다. 그리고 

터치패드 기능은 책장을 넘길 땐 종이를 잡고 밀치는 것처럼 손

가락을 슬라이딩 시키면 된다. 듀얼쇼크4 이전에는 플레이어가 

하는 동작은 실제로 캐릭터가 하는 동작과 달랐다. 문을 열려면 

버튼을 클릭하고 책장을 넘기려 해도 버튼을 누르는 식이다. 그

러다보니 뇌신경에서 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낯선 행동패턴으

로 운동신경을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훈련이 덜 된 

초보자는 뇌신경과 운동신경이 부조화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하

지만 <언틸던> 게임에서 듀얼쇼크4는 가급적 인간동작을 그대로 

입력받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앞으로 듀얼쇼크4, 트레

드밀, HMD와 같은 인간동작을 가상신체에 전송하는 입력도구가 

더욱 발달한다면 가상신체로 융합되는 과정을 훨씬 원활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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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것이다.

  

2. 물리적 다중자아에서 긍정적인 사이버다중자아로 복제

사이보그개념에서 기존게임과 <언틸던> 게임의 차별성은 전자

화된 뇌를 단일개체가 아닌 여러 개의 버전으로 정신유형을 복사

했다는 점이다. 앞서 한스모라벡이 주장한 마음이동의 복제물이 

게임에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보그화된 플레이어는 수

시로 한 명이 아닌 다른 인격적 캐릭터로 전환하면서 미션을 수

행하게 된다. 캐릭터마다 심리적인 성격과 도덕적인 인격성, 친

구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새로운 챕터

(chapter)마다 다른 캐릭터로 자동전환 되기에 게임 속 등장캐릭

터들은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지 않고 플레이어에게 있어 모두 

주인공이다. 따라서 <언틸던> 게임이야말로 사이버 다중자아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2. <언틸던>게임 등장캐릭터 

사이버공간에서 다중자아란 물리세계의 한 개인이 사이버세계

에서 여러 자아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이버세계에서 다중

자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사이버세계는 실체적 대상이 아님으로 인해 개별자의 경계가 없

고 물리적 조합을 따르지도 않는다. 정보의 속성으로 구성된 사

이버세계는 여러 다발의 속성집합을 임의적으로 구성해 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이버 자아들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사이

버 다중자아는 실재세계 다중자아에 비해 적극적 긍정적 특징들

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재세계의 다중자아는 한 개체의 마음의 



296

분할, 즉 행위주체가 지닌 욕구나 믿음의 논리적 모순에 의해 발

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된 마음일지라도 개별자의 몸으로 표

출되다보니 상호 대면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다중자아의 가능

성을 제약한다. 이에 비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별자의 경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한 개체를 여러 그룹의 성품체계로, 즉 여러 

명의 자아로 분리함으로써 다중자아가 되는데 물리적인 제약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23) 따라서 사이버 세

계에서 다중자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주체(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언틸던> 게임을 즐기는 긍

정적인 다중자아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간에 복잡한 성격과 친분관계설정이 되어있는 캐릭터

의 성품을, 유저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파악하고 바람직하게 완성

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로 표출된다. 각 캐릭터마다 성품적 특성

(예시: 솔직함, 관대함, 재미있음, 용감함, 낭만적, 호기심 많

음)이 존재하는데 가상자아가 특정한 상황에서 직관적 선택이나 

윤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수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게임진행 중 

플레이어에게 제시되는 질문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성격이 이상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과의 대화나 행동에 따라 우정

관계 상태수치가 달라지는데 이것에 따라 단순히 선택지의 질문

문항이 바뀌기도 하고 다가올 최종결말도 바뀔 수 있다.

표 2. <언틸던>게임 캐릭터별 우정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23) 김선희, 「사이버 공간이 다중자아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론적 구조」,『철

학』(2003,1),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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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틸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다중적 성격임을 암시한다. 

범인임을 암시하는 어떤 인물이 힐박사(정신과의사)와 함께 정신

분석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챕터마다 나온다. 실제 게

임 속 범인은 다중자아를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따라서 게

임의 주체자인 플레이어를 대신해 범인이 상담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순간 현실자아는 현실과 가상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론적 해석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되고 이따금씩 다중자아를 

탈피하게 된다. 심리분석 장면 중 힐박사는 범인에게 혐오대상과 

무서움대상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게임의 악당이 그 

대상으로 나타나거나 혐오대상이 게임배경, 소품 등으로 나타나 

플레이어를 괴롭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정신분석적 치료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3. 사이보그를 통한 위버멘쉬(초인)과정

위버멘쉬는 소프트웨어사이보그개념에서 슈퍼영웅 같은 육체

적,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을 말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존

재이기 때문에 제한받는 기억과 경험이 인간정신의 확장을 통해 

자기 본위의 관점적 해석능력과 삶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격적 초

월을 말한다. 오락성만을 추구하는 게임이지만 플레이어가 미션

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격적 관점을 경험할 수 있고, 

따라서 복수의 경험을 가상자아로 융합하면서 보다 높은 정신적 

성찰의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이것이 위버멘쉬가 되

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언틸던>은 나비효과 시스템(선택의 문제) 때문에 특정한 상황

에서 선택을 통해 캐릭터의 운명이 바뀐다. 그것에 따라 나누어

지는 최종엔딩이 157개가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선택하나 하나

가 게임전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캐릭터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 지금까지 선택 중 어떤 것이 지금 

상황을 이끌었을지 고민하면서 호기심, 불안, 후회를 느끼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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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이중관계를 밝히느냐 마느냐, 이성친

구와 동성친구 중 한명만 살릴 수 있는 함정 등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 선택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등장 

캐릭터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단 사실을 ‘나비효과’를 통해 학

습할수록 플레이어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비명, 폭

력, 상해, 시체로 가득한 게임 속 묘사가 플레이어를 더욱 자극

한다. 선택에 따라 캐릭터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망하

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24) 실재 현실에서도 선택문제는 앞선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선택하기도 하고 합리적 이성을 믿고 논리

적 추론을 통해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원초적 욕구나 감각, 순

간적 영감에 따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틸던> 게임에서는 

대체로 경험주의 입장에서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선

택의 종류가 항상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하기 때문

에 선택지의 유연성이 현실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물리적 현실세

계만큼 다양한 선택의 자유가 있지 못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도 

예상된 결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감이나 감각으로 선택하면 

원치 않는 결과로 끝나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에 따라 캐릭터의 

생사가 결정되고 대사가 바뀌고 소품이 달라질 수 있으나 큰 틀

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인위적인 선택지로만 설계할 수밖

에 없는 게임제작에서 오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험주

의적 선택의 장점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알게 

되고 그나마 최선이 아니라면 최악의 선택을 방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선택을 위해 적절히 추론되고 유추되려면 궁극적으

로 플레이어의 감각에 기초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져야 한다. 결국 

각 캐릭터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는 플레이어는 경험과 기

억으로 남게 되고 이후 선택지에서 최선의 선택을 유도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혀 다른 인격이 아닌 

현실자아에서 발현된 다중자아들로, 복제된 캐릭터를 한명의 플

24) 김원회, “가능성에서 비롯된 공포, 언틸 던 프리뷰 버전”, 『게임동아』, 

2015년,8월,7일,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50807153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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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가 조작하고 각각의 캐릭터가 갖는 경험과 지식들을 플레

이어의 자아로 융합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터넷에서 집단지

성의 힘이 발휘되는 상황과 비슷하게 게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다. 

플레이어가 게임 중 선택을 하게 되는 유형은 인물들 간 대화 

중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 특정상황

에서 도망가는 형식의 추격전이 발생할 때 길을 선택하는 선택, 

인물의 생존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선택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게임 중 선택에서 대체로 윤리적 

선택을 유도하는듯하지만 실제로 게임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캐릭터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편이다. 그러나 각 캐릭

터의 생존과 결부된 심각한 상황에서는 윤리적 선택이 좋은 결과

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 친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 등에 따라 생존이 달라진다. 인간관계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극적으로 변한다. 결국 플레이어의 선택

에 따라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도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무조건 경험주의입장이 아닌 윤리

적 선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이 게임이 공포영화 패러디와 

흐름을 따르는 게임으로써 권선징악적 결말까지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이 게임의 최종미션은 8명의 캐릭터를 모두 생존시키는 것

이다. 

그리고 게임 속 지형을 돌아다니다가 주위를 잘 둘러보면 바닥

에 떨어진 토템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짧은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플레이

어의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예

측 가능한 단서를 제공 해주게 된다. 각 캐릭터마다 게임 중에 

얻게 되는 미래암시 토템을 통해 추후 적절한 선택의 도움을 받

는다.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필드에서 다양한 단서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스토리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단

서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로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운명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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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 나갈 수 있다.25) 이것은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데자뷰(Déjà Vu)같은 초현실적 작용과 비슷하다. 따

라서 선택의 문제에서 경험, 이성, 감각, 욕구 등 다양한 기준으

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택의 기준, 나아가서 삶을 위한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철학적 고민을 하게 만든

다. 그리고 이 게임은 선택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고, 선택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받아들

이면서 동시에 인정하고 긍정하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

<언틸던> 게임에서 갖게 되는 공포, 두려움은 플레이어마다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무서워하는 것을 파악

하고 실제 게임 중에 등장하도록 해 공포감을 극대화 시킨다. 이 

게임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게임 속에서 이를 극복했을 때 

보상도 뒤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최종미션을 해결하고자 할 때 

범인을 무조건 잡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닌 가상자아들의 경험과 

올바른 선택으로 정신적 성찰을 유도하면서 동료구출이라는 목표

에 다가서게 만든다. 이 같은 인식행위가 가상자아들의 역동적인 

의지작용으로써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그런 의미에서 스스

로를 초월하는 존재방식을 보이는데 이것이 위버멘쉬의 과정이

다. 표면적으로 이 게임의 목표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대상)으로부터 자기스스로 이겨내고 동료를 구출하면서 공포심

이 극복되는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목적에는 플레이

어가 게임 속 경험을 통한 내적성숙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성찰을 이루게 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

는 위버멘쉬가 이 게임을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인간이 가상게임을 하게 되면 육체는 해체되고 정신만이 사

이보그화 될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마이클하임이

25) 온리플스, 게임리뷰(untildawn), http://onlyps.co.kr/archives/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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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보드리야르 같은 미래학자들은 가상신체의 폐기에 대해 비

판할 정도로 테크놀러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언

틸던> 게임에서처럼 3인칭시점이나 실재배우의 형상을 게임캐릭

터로 제작한 것을 보면 가상자아에게 정체성확립을 위한 가상신

체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는 신체의 무효화를 원하지 않고 더욱더 사진적 이미지의 가상신

체를 원하게 된다. 3인칭시점에서 자신이 조작하는 캐릭터를 보

면서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더욱 캐릭터에게 감정적 동일시를 이

루고 미션완수에 대한 의무감과 함께 성취감이 유발된다. 그래서 

가상게임에 나타난 사이보그의 특성은 가상신체를 무시할 수 없

고 오히려 극단적인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적 가상신체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원인은 인간의 심리

주의 동일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픽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이보그는 기계적인 사이보그체계와 다르게 정신유

형을 복제할 수 있다. <언틸던> 게임은 한스모라벡이 주장한 소

프트웨어사이보그의 유형복제모델의 장점을 게임에서 실현한 사

례라고 본다. 실제세계의 물리적 다중자아개념을 사이버세계의 

사이보그 다중자아로 확장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언틸던>게임

에 적용해보았을 때 현실자아는 게임 속에서 8명으로 복제되고 

있었다. 이 게임은 복제된 가상자아들이 게임 속에서 우정관계그

래프를 통해 친구관계를 관리할 수 있고, 각 캐릭터의 인격적 성

품수치를 높임으로써 물리적자아보다 적극적으로 미션해결에 임

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사이보그의 가상자아

는 현실적 다중자아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형성으로 성장할 가능

성이 높다는 김선희의 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게임분석에서 보았듯이 게임 상에서 발생되는 일

상적이거나 극적인 순간마다 겪게 되는 선택의 분기점은 가상자

아의 본능, 감각,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만들었고, 선택

에 따른 결과는 예상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 이 같

은 시행착오의 경험에 따라 유한하고 불안정한 현실자아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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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상세계에 대해 철학적이고 윤리적 판단기준을 갖추면서 정

신적 성장과정을 겪게 된다. <언틸던> 게임시스템에 적용된 나비

효과, 미래정보가 담긴 토템, 복제된 정신의 융합 등과 같은 요

인은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계와 유한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요인과 비슷하다. 따라서 자신

의 유한성을 긍정하는 겸손한 인간성은 위버멘쉬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경험하는 플레이어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정신적 성찰을 위한 실험에 참여 하는 것이다. 아

직은 충분한 선택지와 유연한 결말이 부족해 보이고 현실처럼 사

소하고 세밀한 상황에까지 의외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지만 <언

틸던> 게임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소프트웨어 사이보그를 통해

서 정신적 성숙단계를 높여 인간을 초월한 위버멘쉬가 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언틸던> 게임 속에서 기존 사이보그의 이론과 차별

화되는 특성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게임과 관련된 기존논문들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나 기술적인 주제가 많았고 사이보그와 관련된 

내용은 기술적 발달로 인한 사이보그의 특성이나 대중매체에 나

타나는 사이보그 사례에 집중한 것들이 많았다. 본 논문은 철학

적 관점에서 게임에서 발생되는 가상자아와 가상신체에 대한 소

프트웨어사이보그 특성의 변화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가상게임에 적용될 소프트웨어사이보그의 특성으로

는 부족하겠지만 <언틸던>을 포함해 앞으로 개발될 게임에서 완

벽한 가상현실 구현, 다중 캐릭터 선택,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엔딩 같은 요소들은 현실세계를 완벽히 모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 앞서 연구한 변화들이 게임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

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이보그 연구의 화두(話頭)는 사

이버매체나 가상현실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론과 신체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아직 다른 장르게

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연구한 소프트웨어사이

보그 특성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

된다. 그래서 게임에 나타나는 가상성과 사이보그의 다른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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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연구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사이보그 개념을 확장하는데 연

구의 초점을 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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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Features of Software Cyborg in the Virtual Game 

-PS4 ocusing <Untildawn> Game-

Kim, Dae-Woo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changing nature of software for 

virtual Cyborg self and the virtual body that occur in the game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Looking broadly, the cyborg concept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man and machine. Specifically, there is 

a hardware cyborg organism to combine human and restoration of 

machine In addition, there is software cyborg by electronic the 

human brain of converting a virtual body. Virtual games are cases 

software-Cyborg applied. In the game <untildawn>, There seems to 

have characteristics of virtual body and ego that different from 

general cyborg meaning.

To analyze the features, I applied the concept of software-cyborg 

of Hans morabek  and  the multiple selves in cyberspace properties 

of  Kim Sun-Hee. generally, software cyborg cloning the brain type 

tended to invalidate the body due to the nature of the virtual 

world. But If you look at third-person's view and the game character 

that made from real actors, it is pursuing the realism of 

photographic images and it stressed the need for a virtual body in 

order to maintain the psychological identity of the player. 

And, The game player crosses the eight characters to choose while 

completing the mission. This is a big role in the reality ego leads 

to the desired final ending with the selection and experience to be 

experienced as self-replication to multiple.

These cyber multi-ego looks for an active and positive features 

compared to the multi-ego in the real world and  highlights the 

advantages of the software cyborg.

Game <untildaw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l result varies 

depending on the selection of the player.  The life and death of a 

friend is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friendship. In this case, the virtual self is empirically through 

trial and error, moral, and try to select the desired setting the 

standard for intuitive and self own choice. Also It can be fused to 

the knowledge of multiple selves as one step is formed by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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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ual introspection. This process is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the world and their own forms of mental reflection through 

self-overcoming human, Nietzsche is said that the process is 

Wibeomenswi.

Key Word : Software-Cyborg, Virtual Ego, Virtual Body, 

Replication, Multi-Ego,  Wibeomens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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