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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의 목 은 게임 서사를 구조주의 신화론의 에서 악하여 기존의 서사문학과는 

다른 게임의 서사성을 설명해  이론  근거를 마련하고, 신화가 게임 서사에게 소재 이상의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서사  측면에서 게임과 신화의 연 성에 한 연

구들은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부분 ‘ 웅 서사’로서의 신화가 게임 서사에 어

떻게 반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이 은 비-스트로스

(Lévi-Strauss)와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이라는 두 구조주의 신화학자의 이론이 게임 서

사와 어떠한 연 성을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연구 결과로서, 구조주의 신화론에서 끌어온 

‘재구성’과 ‘동시성’은 말서사와는 다른 게임의 서사성을 설명해  수 있는 이론  근거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며, 입말문학으로서의 신화는 게임 서사에게 잊혔던 구술성을 복원시킨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game narratives are analyzed in a structuralism mythology 

and make theoretical bases which can explain game narratives, and finds out the meaning 

of myths in game narratives.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ames and myth 

have been researched. However, these are meaningful in terms of how myths are reflected 

on narratives as a hero narrative.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game 

narratives and the theories of Lévi-Strauss and Gilbert Durand who are structuralism 

mythologists. As a result, restructuring and synchronicity on the structuralism mythology 

can explain game narratives which are different from written language narrative, and 

myth, a spoken literature, is meaningful in that it restructures the forgotten orality in 

game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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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

양극 이 만나고 있다. ‘신화와 과학’, ‘상상계와 

이성계’, ‘변방과 심’이라는 두 극이 만나고 있

는 시 다. 그 만남으로 형성된 의미의 물 기로 

‘신화와 게임’, ‘아날로그와 디지털’, ‘ 월과 논리’가 

합류하고 있다. 양극 은 마다 독립하여 존재하

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계를 맺고 있

다. 상생과 상극의 계가 연기법처럼 한 으로 

얽  있듯, 양극 은 이원 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

니라 동 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과거 인류는 과학과 상상력이라는 양극 의 공

생 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섣부른 과학주의  자

만심에 빠졌었다. 특히 상상력을 몽상이나 오독과 

같은 철학  오류의 주범으로 삼아버린 나머지 상

상력의 날개를 꺾어버렸다. 그 결과 바슐라르(Gast 

on Bachelard)가 말한, 실증주의와 합리성으로 채

워진 ‘살균된 세계’는 ‘히로시마 원폭과 아우슈비츠’

라는 참혹한 역사  과오를 질 다[1].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근 의 합리  이성에 

한 반성과 그 한계에 한 성찰이 생겨나기 시작

하 고 그 안을 신화에서 찾으려 하 다[2]. 이

러한 시  흐름에 해 신화학자인 질베르 뒤랑

(Gilbert Durand)은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에서, 

20세기 엽부터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시청각 기

술의 비약 인 발 이 인류 문명을 신화  상상계

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 다[3]. 

이미지를 다루는 기술문화 산물  가장 근래에 

등장한 것은 컴퓨터게임이다. 게임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와 로그래  기술은 신화 세계의 재 을 

가능하게 한다.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던 신화  상

상의 세계를 게임을 통해 볼 수 있고 온몸으로 체

험하게 됨으로써 상상력은 제약의 옷을 벗게 되었

다. 본래 상상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한 선입견을 해방시키고 그 이미지들을 변화시키

는 힘이다[4]. 그래서 우리를 월하게 하고 신화

와 같은 새로운 상상계와 면하게 한다[5]. 이제 

신화는 과거의 낡은 옷을 버리고 디지털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 게임 세 의 취향에 맞게 등장

하 다. 게임 세 는 신화가 품은 거 한 상상의 

은하수라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굳어 있던 상상

력도 형형색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신화의 상징

 이미지처럼 자신의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그 

결과 신화는 다시 살아 숨 쉬게 된다. 과거의 무명

시 을 벗고 새롭게 활동하게 된다. 

본 연구는 양극 에 있는 신화와 게임[6]의 조우

에 주목하여, 게임의 서사를 신화론의 측면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서사문학과는 다른 게임만

의 독특한 서사성에 한 이론  근거를 마련하기 

해, 신화론의 을 끌어와 서로 간의 연 성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신화가 게임 서

사에게 단순히 소재 이상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

는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해 먼  신

화의 에서 게임 서사를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후, 구체 인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자 한다. 

2. 게임 서사에 한 기존 연구

게임을 기존의 서사학의 잣 로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말의 규칙을 가지고 자말[7]의 

문법성을 따지는 것이 그른 것처럼, 게임도 통  

서사 담론과 비교해 볼 때 구 되는 매체와 형식 

 사유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8]. 정경란(2006)[9]

은 새로운 디지털 매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여 독특한 표  양식을 창출해내면서 기존의 

표 방식에도 의존한다고 하 다. 박태순(2006)[10]

도 통 인 서사의 요소인 설정(setting), 인물(ch 

aracter), 활동(action)에서 활동이라는 요소를 게

이머에게 맡기게 함으로써 통 인 서사 이론만으

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고 하 다. 

게임에 한 여러 연구들은 기존의 서사학의 

에서 출발하여 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게임의 차별 인 서사를 살

피려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최혜실(1999)은 ‘디지털 

서사(e-narrative)’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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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차별을 시도하 다[11]. 디지털 매체를 흡수

한 서사에 맞는 새로운 서사문법의 개발을 주장하

고 그 특징으로 양방향성(interactivity), 비선형성

(nonlinarity), 통합성(audiovisuality)이라 하 다

[12]. 이어서 연구의 범 는 게임의 서사성과 ‘디지

털 스토리텔링’에 한 것[13]으로 좁 지는데, 특

히 게임을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연구할 것을 주

장하 다. 기존의 서사학은 말문학에 한 것으

로, 게임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본래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인과 계로 묶

여진 것인데, 디지털 매체와 결합한 놀이의 서사성

은 끝이 없으며 인과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정엽(2006)도 동참하여 게임의 놀이로서

의 성격과 서사의 성격은 서로 길항 계에 있으며, 

그 계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하 다[14]. 이정엽은 게임의 개발에 으로 

필요한 것은 스토리이며 스토리의 원형이 되는 모

티 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신화에까지 

근하지는 못하 다[15]. 

이상의 두 연구는 게임의 서사를 신화가 아닌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근하여 그 특징들을 설명

해낸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이와는 달리 연구자는 

기존의 말 서사와 다른 모습을 지닌 게임의 서

사를 신화론의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해 논의의 순서상 먼  신화가 반 된 게임 서

사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화를 게임에 극 으로 목시킨 시도는 김

원보(2005)[16]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김원보

는, 길항 계에 있는 놀이와 서사를 보완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주장한 이정엽의 연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입장을 보인다. 그는 놀이와 서사

가 분리되기 이 에 결합된 것이 있으며 그것은 

신화라고 하 다. 김원보는 신화를 놀이와 서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가운데, 게임 형식에서 발견되

는 신화  논리는 신화 자체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신화  시공간과 게임의 시공간은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 다. 게임의 시간은 신

화처럼 성스러운 시간이고, 일상  시간으로부터 

선택 으로 유리된 시간이며,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가역 인 시간이라고 하 다. 공간 역시 둘 

다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통상 인 공간과 차별되는 

곳이라 하 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종교학자인 미

르치아 엘리아데에 기 고 있다. 그래서 공간 인 

측면에서 게임과 신화 사이의 공통 을 성스러운 

곳으로 국한시켜 종교 인 면에 치 한 면이 있다. 

게임의 서사 역시 신화와의 유사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게임의 서사는 신화의 ‘소명

웅’이라는 원형  모티 를 가지고 있고 그 모티

의 구체 인 사용처를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한 웅(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이

라고 밝히고 있다. 

『천의 얼굴을 한 웅』에 나오는 ‘ 웅 서사’

는 크리스토퍼 보 러(Christoper Vogler)에 의해 

『작가의 여행(The Writer's Journey)』이라는 자

신의 서에서 12단계로 재구성되었다. 12단계의 

웅 서사를 가지고 게임 서사에 반 된 신화의 

양상을 살펴본 기존의 두 연구가 있다. 노창 ㆍ이

완복(2006)[17]은 ‘롤러코스터타이쿤3(RCT)’을 경

험하고 그 게임에 12단계의 서사 구조가 어떻게 

반 되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게임이 게이머의 

경험에 의해 스토리가 만들어지므로 몇몇 단계는 

경험할 수 없었지만 12단계가 상당히 게임스토리 

개에 용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어놓았다. 배주

ㆍ최 미(2006)[18]는 12단계의 웅 스토리텔링

은 신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캠벨의 

웅 서사는 단순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보편 인 성장 스토리의 일부이며 인간의 

무의식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하 다. 특히 이 연구

에서는 12단계를 ‘intro, 이, ending’라는 세 단

계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그  세 번째 ‘ending’에 

해당되는 11～12단계는, 웅 서사에서는 결말에 

해당되지만 게임 서사에서는 이어가 웅이 되

는 것보다는 이의 지속 인 유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해지는 단계라고 지 하 다. 

이상의 두 연구는 ‘ 웅 서사’로서의 신화가 게

임 서사에 어떻게 반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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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는 

달리 신화에 한 을 구조주의 신화론으로써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앞장에서 밝혔듯이, 

기존의 서사문학과는 다른 게임의 서사성을 설명해 

 이론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조주의 신화론의 

에서 둘 사이의 연 성을 심으로 검토해 보

고, 더불어서 신화가 게임 서사에게 소재 이상의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지는 3, 4장에서는 구조주의 신화학자인 비-스트

로스와 질베르 뒤랑의 이론을 살펴본 후, 두 신화

론이 게임 서사와 어떤 련성을 지니는가를 논의

해 보고자 한다. 

3. 구조주의 신화론과 신화  사유 

신화의 가치는 오랫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왔다. 

신화에 한 폄훼는 안개만을 보고 말한 것이며 

폄훼의 주인공은 과학이었다. 과학은 신화를 생각

이 만들어낸 무상(無常)한 것들이며 원본이 없는 

복사된 이미지들로 구성된 화 (化顯)의 군락으로 

취 하 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신화를 둘러싼 안

개를 헤치고 ‘이미지’를 다루는 기술로서 신화와 재

회하 다. 그 재회의 구체 인 장소 의 하나가 

게임이다. 질베르 뒤랑은 신화의 편에서 이러한 재

회를 진단한 신화학자이다. 뒤랑은 20세기가 사진

ㆍ 화ㆍ비디오ㆍ텔 비  등으로 재 되는 ‘비디

오의 명’, ‘이미지의 폭발’ 속에 있으며, 그러한 

상의 도착 인 결과로서 신화가 이미지를 다루는 

과학 기술을 등에 업고 귀환하고 있다고 하 다

[19]. 그는 신화의 이미지가 단순히 시각 인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어려운 무의식과 고백된 의식화 

사이의 개자’라고 표 함으로써 이미지에게 하나

의 상징으로서의 지 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상징  이미지’라는 표 을 하고 이미지와 상징 그

리고 상상계를 복권시키려 하 다. 

이미지 명으로 태어난 게임에 해 이 에서

는 구조주의 신화학자인 비-스트로스와 질베르 

뒤랑의 이론에 기 어 살펴보고자 한다. 신화론 

에서도 구조주의 신화론을 게임에 끌어온 이유는, 

구조주의가 신화와 게임에 해 그 각각의 내부를 

이루는 요소들의 계와 체계를 시 여기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주의 신화론이 계속해서 살펴

볼 게임의 서사성을 정치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

마리를 제공한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소쉬르의 

언어학 이론에서 출발한 구조주의는 요소들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그것들이 모인 체로서 악하려 한

다. 구조주의는 각각의 요소들이 개별 으로 인식

될 수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서로 간의 계와 기능에 따른 그 질서와 체계를 

설명하려는 사상이다[20]. 게임의 경우, 스펙터클한 

이미지와 개방된 서사로 구 될 수 있는 것은 그 

내부에 수많은 조각 들의 계들로 이루어진 스토

리 맵[21]과 정교하게 배열된 로그램들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을 제작하는 데 쓰이

는 C++와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 지

향 로그램(Object Oriented Program)을 만들고, 

그 로그램은 마치 고의 조각처럼 독립된 작은 

로그램(객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

서 이 로그래 에 필요한 기술은 ‘ 로그램을 어

떻게 잘 만드느냐’보다 ‘잘 만들어진 로그램을 어

디에 놓느냐’이다[22]. 그러므로 게임의 서사는 카

오스처럼 무질서하게 산발 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

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구조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다. 

두 신화학자도 신화 속에 내재된 구조와 그 질

서를 밝 내려 하 다. 비는 『신화를 찾아서

(Myth and Meaning)』에서, 신화는 체 으로 

악해야 하며, 신화의 기본 인 의미는 사건의 순

서에 따라서는 달되지 않는다고 하 다. 특히 그

는 음악의 악보를 신화와 비교하 는데, 신화는 선

형 인 순서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고 오 스트라 

악보처럼 페이지 체로서 악해야 한다고 하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동시에 에서 아

래로 는 그 반 로 수직 으로 읽어야 하고, 신

화에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는 방법은 오직 신화를 

오 스트라 악보처럼, 구 에서 구 로 쓰여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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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는 방법뿐이라고 하 다. 그래서 신화를 

듣는 사람이나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종의 재건축이 있다고 하 다

[23]. 

이러한 재건축의 사유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구

체 인 로서 비는 『야생의 사고(La Pensée 

Sauvage)』에서 ‘ 리콜뢰르(bricoleur, 손재주꾼)’

을 언 하 다. ‘ 리콜뢰르’는 아무 것이나 주어진 

도구를 써서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에 비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종 의 

손된 부품이나 만들다 남은 꺼기를 가지고 본래 

모습을 재생시키는가 하면 완 히 새것을 만들어내

기도 한다. 그래서 손재주꾼이 사용하는 도구와 재

료는 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잠정 인 

용도로 사용된다. 각 부품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조작에라도 쓸 수 있는 ‘조작매체

(operateur)’이다. 비는 신화  사고가 그 구성이 

잡다하며 범 하고 그러면서도 한정된 재료로 스

스로 표 하는 것이며, 사유 면에서 신화  사고가 

일종의 지 인 ‘손재주( 리콜라주)’와 유사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하 다[24]. 손재주꾼은 분해된 부품

들을 가지고 재구성된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부품

들의 배열은 우연성과 법칙으로 이루어지며, 배열

의 결과로서 재구성된 구조는 하나의 잠정 인 모

델이다. 비는 이러한 부품들이 신화를 구성하는 

상징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하 다. 그는 신화의 

이미지가 새롭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손재주꾼의 

재료처럼 결합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엄 성을 찾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구조  배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정된 변수를 가지고 있

다고 하 다. 이처럼 비는 신화를 언제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구조로서 보았고, 구

조를 이루는 요소들의 배열에는 어떤 구체  논리

와 체계가 있다고 하 다[25]. 그러므로 이 에서

는 비의 신화론에 해 앞서 언 한 ‘재건축’과 

‘재구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재구성의 사유’로 

부르고자 한다. 

뒤랑은 『상상계의 인류학  구조』에서 신화를 

이루는 상징과 이미지들의 의미 체계에 주목하여 

그 질서를 부여[26]하고자 했다. 비의 구조주의

는 역사주의가 지니는 의미를 피하고 무균상태의 

형식  구조 자체에만 주목함에 반해[27], 뒤랑은 

인류학을 자신의 구조주의에 한 뿌리로 삼고 그 

에서 신화와 인간 세계를 악했다[28]. 그는 

비의 구조가 단순한 형태임에 비해 자신의 구조

는 역동성을 지닌 구조이며 그 역동성이 형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다고 하 다[29]. 뒤랑은 상징

 이미지 자체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내재  역동성을 지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신화를 설

명하기에 불충분하고, 상징들이 다발로서 엮여지는 

외재  역동성에 의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 다. 이때 뒤랑이 가져온 개념이 융이 말한 ‘동

시성(同時性, Synchronicity)[30]’이라는 원리이다. 

동시성(同時性)은 한자어 로 풀이하면 ‘동일 시간

성’이지만 본뜻은 인과율과 맞서는 ‘무인과  연결 

원리[31]’이다. 융은 동시성이 두 개 이상의 인과

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시간 인 일치라는 

의미로서 사용하 다. 이러한 동시성은 립과 모

순의 논리로 서로를 지우려 하기보다, 서로가 있음

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는 연기(緣起)의 논

리를 지닌다[32]. 연기란 동시  상호 계를 뜻하

며, 나아가 동일성과 상 성의 계를 포함하는 말

이다[33]. 그래서 상징  이미지들은 소설의 롯

[34]처럼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연속으

로 개되지 않고 인과성을 벗어나 차이의 상 성

을 인정한 채 비선형 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뒤랑의 주장은 신화를 언어와 동류시하

고 언어  토 에서 살펴본 비와 다르다는 

에 토 를 둔다. 뒤랑은 신화에 기표가 있다면 그

것은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언어  기호로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 다. 그래서 뒤랑은 상

징과 의미가 ‘一 一’의 연결이 아니라 ‘多 多’의 

연결을 가지며 그래서 신화는 번역될 수 있는 기

호체계가 아니라 ‘의미화의 다발’이라고 하 다. 그

러므로 신화는 자신을 구성하는 상징  이미지들이 

동시 으로 엮일 때마다 마치 하이퍼텍스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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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을 뿜어내며, 이러한 동시성

으로 인해 신화는 변환  역동성을 지니게 된다고 

하 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시성에 주

목하여 게임의 서사를 살펴보기 한 뒤랑의 신화

론을 ‘동시성의 사유’라고 부르고자 한다.  

4. 신화  사유에서 본 게임 서사

앞장에서는 비와 뒤랑의 신화론을 게임의 서

사와 목시키기 한 선행 논의로서, 두 신화론을 

각각 ‘재구성의 사유’와 ‘동시성의 사유’로 이름 지

었다. 물론 이 사유명은 두 사람의 폭넓고 깊이 있

는 신화론을 포 하는 한 구 이 될 수 없다. 그들

의 이론  게임의 서사와 연 성이 있다고 추측

되는 가운데 그들의 신화론을 왜곡시키지 않고 서

로 간의 차별성을 최 한 살리는 선에서 이름 지

은 것이다. 

비의 ‘재구성의 사유’는 기존의 게임을 가지고 

그 서사를 이루는 인물  아이템, 공간  배경, 

규칙 등 일련의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게임

의 서사를 만드는 요즘의 자말세 의 사유와 연

이 있다. 본래 신화는 구비문학이기에 있는 그

로 보존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 의해 구연(口演)되

면서 조 씩 변화하며 승(傳承)[35]되듯이, 기존

의 일부 게임도 게임자의 손길에 의해 새로운 규

칙을 얻으며 진화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게이머들

은 제작자가 만들어놓은 여러 도구들을 자기 맘

로 선택하고 구성해서  다른 기분의 게임으로 

만들어낸다[36]. 게임 세 라고도 일컫는 어린 세

들은 기존의 게임 규칙과 각본 로 놀기보다는 

자신이 직  게임을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 마치 

‘ 리콜뢰르(손재주꾼)’가 자신의 한정된 재료를 가

지고 새롭게 배열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 듯이, 

그들은 상품으로 포장된 일률 인 게임보다는 기존

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규칙은 과감하

게 없애거나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과 선험  지식

을 곁들여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를 좋아한다[37].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평가를 기다리

며 언제나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잊지 않

는다. 이 게 만들어진 게임은 게임의 참여자들에

게 상 밖의 생생한 재미를 맛보게 하고, 실재로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이 게 하면 

된다’는 삶의 지혜도 배우게 해 다[38]. 이처럼 게

임이 변화를 내포하는 승의 길을 걷는 것은 게

임세 들의 ‘재구성의 사유’를 반 하는 것이며 그

런 측면에서 비의 신화론과 한 련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재구성의 사유’가 발휘된 구체 인 로 먼  

「스타크래 트」의 유즈맵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

리 나라 ‘e-스포츠’를 표하는, 실시간 략게임인 

「스타크래 트」는 로게이머와 로게임단이 

창단되는 등 여 히 최고의 인기와 매량를 유지

하고 있다. 그 이유 의 하나는 「스타크래 트」

의 서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즈맵이라는 형태

의 유연한 구조로 구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때 필요한 작도구는 ‘스타크래 트 캠페인 

에디터(Starcraft Campaign Editor)’라는 로그램

이다. 

[그림1] 유즈맵으로 구현된 「스타크래프트」

[그림1]은 ‘HyperUnite-SCV’라는 아이디를 가

진 한 게이머가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유즈맵으로, 그 서사  배경은 ‘668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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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이야기, 당나라와 고구려 부흥군과의 , 

아직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Scenario 

Properties’라는 메뉴에서 밝히고 있다. 이 유즈맵

은 기존의 ‘테란’이라는 종족명에서 ‘고구려’와 ‘신

라’로 개명된 3명의 이어와 ‘ 그’ 신 ‘당나

라’로 개명된 3명의 이어로 진행된다. 그  

서사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자면 다음

과 같다. 이어뱃(Fire Bat), 조종사, 고스트

(Ghost), 골리앗(Goliath), 이스(Wraith), 배틀크

루 (Battlecruiser) 등 기존 유닛명 신에 각각 

고려를 세운 ‘ 조 ’, 고구려 보장왕의 서자 ‘안승

(安勝)’, 고구려 최강의 정  부 인 ‘조의선인(早

依仙人)’, 고구려 장군 ‘고사계(高 鷄)’, 서민 출신 

용장 ‘흑수돌’, 조 의 의형제인 ‘걸사비우’ 등 고

구려사에 등장한 인물들을 채택하고 있다. 한 시

즈 탱크(Siege Tank)를 나당 쟁 때 매소성 투

에서 신라인들이 사용한 천보노(千步弩)라는 무기

로 이름 지은 것도 특징 이다. 이러한 소재들은 

이 유즈맵을 만든이가 게임 경험에서 잠시 벗어나 

일상의 삶에서 얻은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는 게임 밖에서 얻은 선험  지식들을, ‘ 리콜뢰

르(손재주꾼)’가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때 다루는 

한정된 재료처럼, 유즈맵을 제작하는 데 극 으

로 끌어와 구조 으로 재배열한다. 그러면서 고구

려 부흥에 한 역사의 한 장면을 자신이 나름

로 만든 게임으로서 재 한다. 게이머들의 이러한 

활동은 커뮤니티[39]를 심으로 매우 활발히 일어

나고 있으며, 본고에서 소개한 맵 외에도 ‘[三國志]

여포의 방랑!, 고구려_평양성_ 투_ver[1].t, 三國地 

血流戰[ 류 ]v1.0, 흉노족의침공4[1].8ver, [6.25]

한국 쟁_미군개입0.3, 4차세계  랑스사기맵!!, 

임진왜란 운명의 쟁’ 등이 있다. 그리고 제작된 

유즈맵은, 본래 신화가 집단  주체에 의해 변형되

면서 승되듯이, 다른 이들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채 웹으로 방생된다. 

TRPG의 서사도 ‘재구성의 사유’와 연과지어 살

펴볼 수 있다. 게임 련 자기술이 고도로 발달

한 오늘날, 자매체의 도움 없이 참여자의 말과 

머릿속 상상력으로만 진행되는 TRPG(Tabletalk 

Role Playing Game)가 여 히 존재하는 이유는 

기술이 구 하지 못하는 인간의 유연한 사유와 무

한에 가까운 게임의 자유도가 TRPG에서는 가능하

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 

장에서 TRPG 만들기 수업을 실시한 이 있다

[40]. 연구자는 TRPG를 제작하기 한 소재들을 

교과서에 수록된 말 작품에 한정하지 말고 교실 

밖에서 경험한 환타지 소설, 애니메이션, 화, 만

화, 게임 등에서도 극 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여러 매체에서 끌어온 

인물  공간  배경, 필살기, 무기, 마법, 아이템 

등을 유의미하게 재조합하여 TRPG 창작물을 선보

다. 다음은 2학년 3반 ‘문○○’ 외 세 명의 학생

들이 모둠토의를 통해 만든 것으로, ‘드래곤 로드’

라는 TRPG 룰북의 일부이다. 

거리 : 옛날 어느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다. 그 

평화로운 왕국에 무시무시한 드래곤이 쳐 들어와 

신 을 부수고 공주를 납치하 다. 왕이 공주를 구

하는 사람에게 상 과 명 를 다며 기사모집을 

하 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모 는데 길을 가다가 

드래곤에게 멸 당하고 가까스로 4명의 기사들이 

남았는데...

공간  배경 : 드래곤 로드(워  존, 드래곤 로

어), 천상 륙(천계, 아테나 신 , 인의 구, 워  

존), 카르잔 왕국(숨겨진 신 , 교회), 휴먼 륙, 

엘 의 서식지(엘 의 숲, 던 ), 갈라진 지(마계, 

마왕의 성, 워  존), 

천계 : 기사들이 천계에 도착하면 신들은 그들을 

아테나 신 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기사들은 여태

껏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기

사들은 신들에게 힘과 여러 아이템들을 받게 된다. 

그리고 워 를 타고 드래곤 로드로 가게 된다. 

마법사 스킬

○ 이어볼 : 불의 기운을 둥 게 공 모양으로 

모아 에게 날리는 기술 LV:15

○아이스 리즌 : 에게 얼음을 떨어뜨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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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LV:18 [ 벨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얼음의 

개수 증가]

○텔 포트 : 가고 싶은 곳을 티원과 함께 날

아갈 수 있다. LV:20

○힐링 타워 : 일정시간 동안 체를 넣어주는 탑

이 하나 생긴다. LV:16

에 제시된 공간  배경과 캐릭터 스킬들의 세

부 인 내용들은 특정 게임을 그 로 모사(copy)

한 것이 아니다. 를 들어 천상 륙(천계)을 이

루는 ‘아테나 신 , 인의 구, 워  존’은 교실 밖

에서 게임을 비롯한 여러 서사물들의 경험이 맥락

으로서 작용하여, 학생들의 경험 이고 인지 인 

활동을 통해 구성한 것이다[41]. 구성된 소재들은 

게임의 서사 구조를 이루지만 그 속에서 잠정 으

로 있되 고정성을 띠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게임으

로서 실행되면서 리콜뢰르의 부품처럼 끊임없는 

수정과 재배열의 과정을 거친다. 이 외에도 학생들

은  TRPG 제작 시, 마법과 무기 같은 필살기 아

이템들에 해 자신이 어딘가에서 경험한 창작물에

서 끌어와 ‘화염폭풍ㆍ불벼락ㆍ운석ㆍ홍염ㆍ얼음화

살ㆍ성스러운 빛’과 ‘투지의 검ㆍ고리하늘 지팡이

ㆍ미스릴 갑옷ㆍ 지의 삼각방패ㆍ타락한 용

의 목걸이ㆍ순교자의 반지’ 등 갖가지 구체 인 이

름들로서 조합하 다. 

뒤랑의 ‘동시성의 사유’는 게임 서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이머들의 사유와 연 지어 살

펴볼 수 있다. 게이머들은 일부 게임을 경험할 때 

게임 서사의 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을 함께 고

려하며 체험한다. 이러한 사유는 흔히 ‘멀티태스킹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디지털의 컨버 스 기

술에 향을 받은 것이며, 요즘 게임 세 들의 사

유를 일컫는 표 인 용어이기도 하다. 베이비붐 

세 들이 보기에는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

하는 이러한 사유가 정신없어 보일지 몰라도 게임 

세  입장에서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

이다[42]. 아날로그 시 의 인간형은 한 우물을 

는 집 형이었다면, 디지털 시 의 인간형은 여러 

우물을 동시에 되 각 우물마다 일정 부분의 성

과를 기 하는 집  분산형이라 할 수 있다[43]. 

이러한 사유를 가진 게임 세 들은 게임의 서사를 

선형 으로 체험하지 않는다. 선형 이라는 말은 

단 를 끊어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쪼

개진 부분들의 합은 언제나 체와 동일하며, 하나

의 이야기만을 담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게이

머는 비선형 으로 얽 지는 ‘동시성의 사유’로서 

게임을 경험한다. 게이머는 게임이 품고 있는 개별

인 서사 요소들을 무인과 으로 연결해서 체험하

며, 그 결과로서 자신만의 거리를 가진다. 한 

같은 게임을 체험한 여러 게이머들의 거리 모

음담은 게임이 본래 의도한 거리와 동일하지 않

게 된다. 그래서 동시성을 지닌 체는 부분의 합

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이야기만을 담는 선형

성에 비해 동시성은 풍부한 행태를 담는다[44]. 이

처럼 게임을 체험하는 게이머들의 사유는, 뒤랑이 

신화의 상징  이미지들은 인과성을 벗어나 비선형

으로 연결된다고 하 듯이, 동시 으로 이루어지

며 그러한 측면에서 뒤랑의 신화론과 한 련

이 있다고 여겨진다. 

‘동시성의 사유’를 엿볼 수 있는 구체 인 로 

「스타크래 트」를 체험하는 게이머의 사유에 주

목하고자 한다. 각을 다투는 게임의 성격상 게이

머는 승리를 거두기 해 체와 부분, 부분과 부

분을 번갈아 여겨 야 한다. 우선 기본 으로 

체 지도를 보여주는 미니맵과 유닛들의 개별 행

가 벌어지는 장, 즉 체와 부분을 함께 지각해

야 한다. 한 틈틈이 미네랄ㆍ가스ㆍ유닛수ㆍ유닛

들의 HP 수치 등도 주시해야 한다. 상 편이 아군

의 본진을 공격할 때 수비를 하면서 상 편의 본

진이나 멀티 기지를 공격  견제하는, 즉 부분과 

부분을 함께 수행하는 활동도 해야 한다. 이러한 

멀티태스킹으로 빠르고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여러 

장면들은, 이를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지러워 보이고 각각이 상이하면서도 립 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장면들은 게임 서사의 측

면에서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이고, 그 장소들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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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의 사유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

한다. 한 서로 얽힘(entanglement)의 가능성을 

지닌 잠재 인 상태로 존재한다. 게이머가 서사로

서 체험한「스타크래 트」의 여러 장면들은 각각 

떼어놓았을 때는 서로 연 이 없는 이질 인 것일 

수 있으나, 게이머는 마치 ‘콜라주(collage)[45]’의 

원리처럼 (前)논리 인 동시성의 원리로 장소들

을 선택해서 체험하며 자신만의 거리를 가진다. 

「스타크래 트」를 흔히 가능성으로의 서사, 열린 

서사라고 일컫는 것도 게이머의 ‘동시성의 사유’에

서 연유된 것이다 

MMORPG인「테일즈 버」도 ‘동시성의 사유’

와 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뒤랑이 신화를 구성

하는 상징  이미지들이 동시성에 의해 얽힘으로서 

신화는 비선형 이며 역동성을 지닌다고 하 듯이, 

「테일즈 버」 서사를 구성하는 캐릭터, 행 , 사

건, 배경, 퀘스트 등도 ‘동시성’의 원리와 한 

련이 있다. 특히 퀘스트의 경우 「테일즈 버」

는 마을마다 수많은 퀘스트들이 존재해 있는데, 

「테일즈 버(Talesweaver)」의 뜻이 ‘이야기

(Tales)를 엮는 사람들(weaver)’인 것처럼, 게이머

는 각각의 퀘스트들을 원인과 결과의 선형 인 배

열로 다루지 않는다. 게이머는 퀘스트들을 연기(緣

起)시키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얽힘

(entanglement)은 게임에 한 네트워크화된 사유

를 지니게 한다. 「테일즈 버」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마을  ‘나르비크’에는 모두 21개의 퀘스트

가 있는데 그 일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

이스크림 2개를 가져와 달라는 롱소드 굿나이트’, 

‘무희의 싸인과 매그놀리아 입장권을 구해 달라는 

난감’, ‘젤리 리  5장을 구해달라는 그린즈’, ‘해

물 소시지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딕’, ‘루비를 

찾아달라는 콰디르’, ‘어머니의 약을 구해 달라는 

르’, ‘담배의 재료인 카니보 의 꽃잎 20장을 

구해달라는 페르나타’, ‘아교를 구해 달라는 지컬 

본스컬’ 등이다. NPC가 제공하는 각각의 퀘스트들

은 정해진 순서 없이 게이머가 정한 유연한 순서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수행된 퀘스트들은 게이

머의 사유 속에서 연결됨으로서 나르비크 마을에 

한 공간 인 윤곽을 그리게 한다. 아래의 [그림2]

는 하이퍼텍스트 작도구인 ‘Storyspace’를 사용

하여, ‘나르비크’ 마을 공간에 한 게이머의 사유

를 퀘스트를 심으로 구 해본 것이다. 

[그림2] 퀘스트를 중심으로, ‘나르비크’ 마을에 대한 

게이머의 사유

의 그림에서 ‘ 난감’의 퀘스트 경우, 우선 

NPC인 난감은 나르비크의 ‘주 -매그놀리아 와

인’에서 만날 수 있다. 그의 요구인 무희의 싸인을 

받기 해서는 무희에게 목캔디 1개를 줘야 하는

데, 목캔디는 ‘잡화 -로슈의 만물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게이머는 주 과 만물상을 오가며 간에 

있는 ‘길드- 도우&애쉬’ 건물 뒤편에서 ‘페르나타’

를 만날 수 있고, 근처에 있는  다른 주 인 ‘취

한 흰 긴 수염 고래’에 들러 ‘지  본스컬’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게이머는 하나의 퀘스트를 수행하

는 도  새로운 퀘스트를 그 사이에 개입시키거나, 

여러 퀘스트들  하나를 우연히 선택함으로써 비

선형 으로 퀘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치면서 게이머는 마을의 모습에 한 자신만

의 네트워크화된 그림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어떤 

퀘스트의 경우 그 목 을 달성하기 해 탐색의 

범 가 나르비크를 벗어나게 하여 게이머가 지닌 

사유의 지도를 확장시켜주기도 한다. 를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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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약을 구해달라는 ‘ 르’의 경우, 우선 약

의 제조법을 얻기 해 ‘라이디아’라는 마을에 있는 

‘ 록나무-마법상 ’의 주인 ‘아이조움’을 만나야 

하고, 그가 구하라는 재료인  허 , 화이트베

리 등을 얻기 해 다시 ‘셀바스 평원’이나 ‘크라이

덴 평원’, ‘축복의 던젼’ 등을 거닐어야 한다. 이처

럼 퀘스트들의 무인과 인 체험은 게이머로 하여  

「테일즈 버」 체 세계에 한 자신만의 사유 

지도를 가지게 한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게임 서사에는 두 신화

론에서 끌어온 신화  사유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일부 게임의 를 통해 게임 서

사에 여하는 게이머의 사유가 신화  사유와 연

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에서 재구성과 동

시성은 기존의 말서사와는 다른 게임의 서사성을 

설명해  수 있는 이론  근거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이 가능한 이유는 게임과 

신화가 모두 입말문학(口碑文學)으로서의 성격을 

부분 으로 공유하기 때문이다[46]. 월터 J. 옹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자 기술의 발달로 

언어 표 이 자(電子)의 방식으로 변환된 시

를 ‘이차 인 구술성(secondary orality)’의 시 라

고 하 듯이[47], 자말로 이루어진 게임은 잊혔

던 ‘일차 인 구술성’을 ‘이차 인 구술성’으로써 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는 선형성

과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문자성 사유’

에서 벗어나, 재구성  동시성으로써 게임의 서사

성을 설명해  수 있는 이론  근거를 제공하고, 

더불어 게임 서사에게 잊혔던 구술성을 복원시킨다

는 에서 소재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48]. 

5. 마무리

게임과 신화라는 양극 은 자 기술의 도움으

로 만나고 있다. 평행한 듯 보이지만 결국엔 만나

게 되는 비유클리드의 두 직선처럼, 게임과 신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생한다. 과학은 꿈꾼 

것만을 연구할 수 있다는 바슐라르의 지 처럼, 

자 기술의 발달로 태어난 게임에게 신화  상상계

는 게임의 꽃을 피우는 텃밭과 같다. 역으로 신화

는 게임의 지지와 재조명을 받으면서 게임의 서사

성을 해명해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은 말서사와는 차별화된 게임의 서사성

을 설명해  이론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연

구들이 선 한 ‘ 웅 서사’의 이 아닌 구조주의 

신화론의 에서 양자간의 연 성을 심으로 살

펴보았다. 비-스트로스와 질베르 뒤랑이라는 두 

구조주의 학자의 신화론에서 게임 서사와 연 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신화  사유’로서 이

끌어내고 그것을 실제 게임 사례에 용시켜 그 

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서 재구성와 동시

성은 게임의 서사성을 설명해  수 있는 이론  

근거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신화는 게임 서사

에게 잊혔던 구술성을 복원시켜 다는 에서 소재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지 까지 연구자는 게임의 서사를 설명하기 해 

신화의 구조를 끌어와 둘 사이의 연 성을 심으

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게임의 하드웨어와 소 트

웨어에 비유하자면 이야기의 생성과 체험에 해당되

는 후자에 한 것이다. 게임이 넓은 의미에서 이야

기의 한 형태이지만 표  수단으로서 자 매체에 

의존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그러한 매체 기술

에 주목하여 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내었듯이, 

게임은 자 매체라는 하드웨어를 떠나서 제 로 

악할 수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매체가 하나의 사

유로서 네트워크를 계승한다는 에서 ‘상즉(相卽)

ㆍ상입(相入)’, 즉 연기(緣起)의 논리를 설 하는 

‘화엄  사유’와 연 성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며, 이

것에 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미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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