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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 산업이 성숙기를 거치면서, 게임의 정체성 자체를 게임의 고유한 양식을 통해서 고찰하

는 이른바 ‘게임에 한 게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디 게임과 아트 게임으로 분

류되는 게임 장르를 심으로 ‘메타 게임’의 정의와 특징, 게임사  의의를 도출했다. 먼  메타 

게임은 게임의 고유한 매직 서클의 경계를 해체하기 해 게임의 인공성을 강화한다. 한 게

임의 고유한 특성인 차성을 게임 이를 통해서 형식 으로 제시한다. 세부 으로 메타 게

임은 매체를 둘러싼 외부 콘텍스트를 게임의 요소로 활용하며, 게임 공간의 근원  성격을 규

명하기 해서 ‘미로’ 메타포를 극 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메타 게임은 게임 특유의 상호텍

스트성을 강조하면서 게임 세계 내에서 환상성과 실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결과

으로 메타 게임을 통해 게임은 하나의 독립 인 표  술이자 실험 인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형성과 습성을 넘어서서 안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메타 으로 제시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games about games,’ which examine the 

identity of game itself through a form of the game, emerged with a variety of shapes. Thus,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meta game.’ Firstly, 

meta games strengthen the artificiality of the games and suggest procedurality through a form 

of the game play. Meta games also utilize the external context as a part of the games, and 

use the metaphor of ‘labyrinth’ to identify a feature of the game space. Furthermore, they 

emphasize intertextuality and prove that the fantasy and the reality can merge within the game 

world. In conclusion, meta games prove themselves to be independent expressional arts and 

experimental content, and suggest the potential for an alternative medium beyond formality. 

Keywords : Meta game(메타 게임), 자기반 성(Self-reflexivity), 정체성(Identity), Indie 

game (인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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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게임은 상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 

동시에  술 양식의 하나이다. 기술이 발 함

에 따라서 디지털 게임 역시 다양하게 분화하는 

동시에 그 역을 확장하는 이다. 따라서 디지털 

게임을 독립  매체이자 술 양식의 하나로 인정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게임의 정체성에 한 논

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 질 필요가 있다. 

게임의 본질과 정체성에 한 연구는 다양한 

에서 꾸 히 이 져 왔다[1]. 한 아트 게임을 

심으로 게임의 자기 반 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

었다[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 게임이 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근간의 역할을 한

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게임 특유의 메타  특

징을 규정하고 의의를 연결해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 로, 본 논문에서는 게임

의 고유성을 메타 으로 분석하고 이를 게임 내에

서 재 한 이른바 ‘메타 게임(meta game)’들이 

2013년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에 주목

하고자 한다. 

게임의 정체성을 잘 구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바로 게임의 고유한 언어로 게임

을 설명하는 것이다. 메타 게임은 게임을 비평의 

텍스트로 제했던 논의들과는 차별 으로, 게임 

자체의 구조와 미학을 소재로 삼아 해당 매체의 

특성을 극 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를 게임 

이의 형식으로 재 한다. 물론 타 술 장르에서도 

메타 픽션, 메타 드라마 등 다양한 메타의 형식이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게임은 이러

한 선례를 무조건 으로 수용하거나 답습하지 않는

다. 메타 게임에서는 이어로 하여  게임 

이를 통해서 이어가 직  디지털 게임의 의미

와 가치를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일반 으로 술은 그 목 에 따라서 표 의 내

용인 실 세계와의 연결과 재 을 고민하는 경우

와, 표 의 수단인 매체 자체에 집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술의 형식, 양식 자체에 집 하는 후

자의 경우 “허구와 실재의 계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메타픽션으로 이어졌다. 퍼트리샤 워에 

따르면 메타픽션이란 “픽션과 리얼리티의 계에 

의문을 제기하기 해 가공물로서의 그 상에 자

의식 이고 체계 으로 심을 갖는 허구 인 쓰

기”이다[3]. 메타픽션은 “매체를 목 으로 다루려는 

충동”[4]으로써 술의 생산품보다는 생산 과정에, 

메시지보다는 매체에 더 큰 심을 갖는다. 메타픽

션은 소설의 형성기에 장르의 상을 정당화하고 

입지를 강화하기 한 시도이기도 했다[5]. 메타픽

션 에서 본 연구에서 집 하는 것은 메타  표

 방법  정체성 규정의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게임에 나타난 허구성과 

실재성의 계에 주목함으로써 게임의 미학을 탐구

하고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시도하는 게임’을 메타 

게임으로 제한다. 보다 구체 으로는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인디 게임과 아트 게임 장르 

에서 ‘게임에 한 게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3

년 이후 메타 게임의 양  증가는 게임 랫폼 스

(Steam)이 화됨에 따라 기존의 산발 으로 

퍼져있던 인디 게임과 실험  게임이 모여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장(場)이 마련되었기 때문

이다.   

메타 게임은 기존의 상업  게임에서 당연시 여

겨지던 습성과 규칙 등을 변형함으로써 게임의 

요건에 해 질문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이후에 출시된 아트게임과 스 의 인디게

임을 심으로 게임 텍스트와 외부 콘텍스트에 

심을 갖고 이를 게임 내에서 재 하고자 한 게임

들을 연구 상으로 한다. [Table 1]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시된 표 인 메타 게임들로, 본 논

문에서 주요한 논의의 근거이자 상으로 삼고 텍

스트 분석을 통해서 메타 게임의 특징, 의의를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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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s of the Analysis

Title
Release 

Year

<The Stanley Parable> 2013

<Necessary Evil> 2013

<Ennuigi> 2015

<The Magic Circle> 2015

<Undertale> 2015

<The Beginner’s Guide> 2015

<Dr.Langeskov, the Tiger, and 

the Terribly Cursed Emerald: 

A Whirlwind Heist>

2015

<Pony Island> 2016

<OneShot> 2016

<Doki Doki Literature Club!> 2017

특히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게임이라는 매체 자

체에 한 자기반  성찰과 매체의 과정추론  

성격이 게임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Stanley 

Parable>, <The Beginner’s Guide>, <The 

Magic Circle>과 <Pony Island>를 주요 분석 

상으로 선정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게임 매체

와 메타 술의 으로서의 메타 게임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며, 3장에서는 2장의 분석 결과를 토

로 메타 게임의 정체성을 규명할 것이다. 

2. 메타 게임의 구조  특징 

2.1 게임의 인공성 강화

요한 하 징아는 놀이의 형식  특징의 하나로 

일상 혹은 실제 생활에서 벗어나 일시  행 의 

역으로 들어간다는 을 지 했다[6]. 일반 으로 

게임학(ludology) 등 게임과 련된 선행 연구들은 

하 징아를 계승해 게임의 인공 세계를 ‘매직 서클’

로 규정하고 그 인공성에 주목해왔다[7].

메타 게임의 경우, 게임의 인공성을 게임 내 인 

체계와 구조를 통해서 표면화한다. 기존의 게임이 

매직 서클 안 의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폐

쇄된 원 안에서 규칙과 이어, 상호작용과 의미

에 을 맞추었다면, 메타 게임은 그 원의 경계

성 자체에 주목한다. 

디지털 게임의 정체성은 게임의 구성 요소들을 

의심하고 이를 재확인할 때에 보다 공고해진다. 

이티 살 과 에릭 짐머만에 따르면, 게임은 시스템, 

이어, 규칙 등의 구성요소들로 이 진 유기

인 계의 결과물이다[8]. 따라서 게임의 구성 요

소들 자체에 의문 을 제시하는 것은 정체성을 규

정할 수 있는 직 이고도 효과  방법이다. 

첫 번째, 메타 게임은 게임 시스템의 내부  요

소를 표면에 드러낸다. 시스템은 “상호작용하거나 

서로 연 되어 있는 혹은 상호 의존 인 요소들이 

집단 으로 모여 구성한 복합체”로서 그 특성상 디

지털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메타 게임은 게임의 

하부 혹은 내부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을 게임 

면에 표면 으로 드러낸다. 이는 게임의 그래픽 측

면과 인터랙션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 

[Table 2] Emphasis on Artificiality in Meta Games

<Pony 

Island>

<The Magic 

Circle>

<Necessary 

Evil>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Pony Island>, 

<The Magic Circle>, <Necessary Evil>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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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그래픽 차원의 이미지로 

제시한다. 이 게임들은 로그래  코드를 이미지

이자 배경으로 제시함으로써 게임 시스템 자체를 

게임의 주요 소재로 부각시킨다.  

그래픽 측면뿐만 아니라 게임의 인터랙션 측면

에서도 시스템을 드러내 인공성을 강조하기도 한

다. <Pony Island>의 게임 이는 게임 시스템 

내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나가는 디버깅을 

연상시키는 인터랙션 방식을 차용한다. 게임을 시

작한 후 나타나는 메인 화면에서 이어는 ‘시작 

버튼(Start Game)’을 르게 되는데, 이 버튼이 

‘에러(Error)’라고 뜨며 정상 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 이어는 ‘설정 옵션(Options&Help)’으로 들

어가 ‘시작 버튼 고치기(Fix Start Menu)’를 클릭

해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고 주의의 미학에서 

‘ 술은 창조되는 과정을 숨겨야 한다’는 심미  원

칙을 시했던 것[9]과는 조 으로, 메타 게임은 

이를 표면에 노출시키고 주요 이 방식으로 채

택함으로써 게임의 인공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메타 게임은 이어의 정체성 자체를 

이 에 질문으로 던짐으로써 이어로 하여

 이 행  자체에 의문을 갖도록 유도한다. 

와스컬은 디지털 게임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크게 

페르소나, 이어, 퍼슨 세 층 로 구분한다[10]. 

메타 게임은 페르소나와 이어 층 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사를 제시한다. 표 으로 <The 

Stanley’s Parable>에서 이어는 회사 직원 

“스탠리”의 페르소나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어가 게임에서 제시된 두 개의 방문  어느 곳으

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탠리는 열려있

는 두 개의 방문을 보았을 때, 왼쪽 문으로 들어갔

다.(When Stanley came to a set of two open 

doors, he entered the door on his left.)”라는 내

이션을 듣게 된다. 이는 이어로서의 정체성

과 페르소나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도

록 유도한다. 이와 동시에 “당신은 이 농담에 신물

이 납니까?(Are you sick of this gag?)”와 같이 

이어를 겨냥한 내 이션을 통해서, 페르소나와 

이어를 첩시킨다. 

세 번째, 규칙과 련한 장치가 있다. 이티 살

과 에릭 짐머만에 따르면, 게임은 일상 인 삶과

는 구분되는 인공 인 시스템으로, 규칙은 게임이

라는 제한된 맥락 내에서 힘을 발휘한다[11]. 형

인 게임 장르에서 규칙은 습 이고 고정 이

다. 그러나 메타 게임은 매직 서클 안에서 통용되

는 규칙들을 습 으로 답습하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한다. <The Beginner’s Guide>의 경우 기존 

규칙의 특성들을 소거해보거나 변형하는 실험들을 

미니 게임 형태로 제시한다. 가령 작은 게임 에

는 방향키가 역으로 작동하도록 디자인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칙은 습성을 따름으로써 고정되

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의 특성을 반한다. 한  

이어가 감옥 안에 갇 있기만 하고 탈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칙은 무엇을 해야 하

는지 명시 이어야 한다’는 특성에 의문을 제기한

다. 이처럼 메타 게임은 게임의 규칙을 반하나 

변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어로 하여  규칙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더 나아가 게임 자체에 

해서 메타 인 물음을 갖도록 유도한다.  

2.2 게임의 차성 표면화

게임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메

타 게임은 게임을 둘러싼 내 , 외  요소를 게임 

이를 통해서 시뮬 이션화한다. 이를 통해 메

타 게임은 게임의 본질 인 특성에 해 고찰하고, 

더 나아가 그 매체를 둘러싼 생산·소비·산업 환경

까지를 게임의 정체성과 연계 짓는다.

메타 게임은 주로 게임의 ‘ 차성

(procedurality)’에 의문을 던지고 이를 시뮬 이션

으로 제시한다. 자넷 머 이는 디지털 환경의 네 

가지 특성으로 과정추론 , 참여 , 공간 , 백과사

임을 지 한 바 있다[12]. 이안 보고스트 역시 

과정추론  혹은 차 (procedural)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게임의 고유한 수사학으로 차  수사학

을 제시했다[13]. 메타 게임은 디지털 게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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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깔려 있는 차성이라는 기본 속성 자체를 게

임의 소재로 삼고 이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자 노력한다.  

표 으로 <Pony Island>의 경우 게임의 차

성이 ‘게임 속 게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  

<Pony Island>는 메타 술에서 흔히 활용한 

략인 그림 속 그림, 극 극과 같은 ‘게임 속 게임’

을 제시한다. <Pony Island>는 기본 으로 장애

물을 뛰어넘어 목표 지 까지 도착하는 것이 목

인 2D 아 이드 게임을 패러디한다. 이뿐 아니라 

이어는 동일한 게임을 명령 롬 트처럼 텍스

트만으로 이할 수 있는 버 과 3D 버 으로 

이할 수 있는 버  등을 ‘게임 속 게임’의 형

식으로 마주치게 된다. 이때 이어는 자신이 무

의식 으로 따라가고 있던 이 방식이 구체 으

로 어떠한 차를 통해 구 되는지에 해 자각하

게 된다. 즉 게임 속 게임은 이어의 어떠한 선

택이 여러 규칙들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게임의 맥락 속에서 특정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일련의 알고리즘에 해 메타 으로 

제시한다. 

한 <The Magic Circle>은 ‘모드하기’를 주요 

이 양식으로 채택하고 게임의 차성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 모드(Mod)는 수정 는 변형을 의

미하는 ‘Modification’의 임말로 일반 으로 사용

자가 소 트웨어를 사용해 이미 존재하는 게임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이 모드

하기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이분법을 변화시킨다

[14]. 이때 <The Magic Circle>은 모드를 다시 

게임의 주요 인터랙션 방식으로 차용하게 된다. 

를 들어 이어는 몬스터를 마주쳤을 때, 공격하

기보다 그 몬스터의 설정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진행해나가게 된다. 구체 으로 이어는 

몬스터의 설정 값에 근하여 “My enemies are 

‘THE HERO’”라는 설정에서 ‘THE HERO’라는 

값을 ‘Nothing’으로 바꾸어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

록 설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더 강한 몬스

터의 이름을 넣어 이어의 편으로 만드는 

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The Magic Circle>은 

어떠한 목 에 도달하기 해 개발자가 상정해놓은 

이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어들이 자유롭게 

모드를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나

갈 수 있다는 에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메타 게

임에서 이어는 모드하기를 통해서 게임의 차

성을 시뮬 이션하게 된다. 게임 내 설정 값에 변

화를 주고 이에 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되

풀이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어는 게임

의 차 자체에 의문을 갖고 이를 탐색하는 과정

을 게임 이로 경험하게 된다. 

2.3 게임의 콘텍스트 추출

메타 게임은 게임을 둘러싼 외  콘텍스트도 시

뮬 이션의 상으로 삼는다. 어떤 매체에 한 자

의식은 작가 혹은 생산자가 결과인 생산품보다는 

생산하는 과정에,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보다는 이

를 담는 매체에 더 큰 심을 보일 때 시작한다

[15]. 이러한 맥락에서 메타 게임은 게임의 텍스트

뿐 아니라 콘텍스트까지 포 한다. 메타 게임은 게

임의 산업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게임 개발

의 환경, 게임 개발의 과정, 게임 개발의 주체  

역할 등을 모두 게임의 소재로 차용한다. 

먼  게임 개발 과정  환경을 메타 게임으로 

다룬 사례로는 <Dr.Langeskov, the Tiger, and 

the Terribly Cursed Emerald: A Whirlwind 

Heist>가 있다. 이는 게임 개발에 한 이야기를 

게임으로 제시한다. 체 인 이는 앞서 도착

한 가상의 이어가 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

도록 게임 환경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를 들어 가상의 이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어는 버튼을 러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가상의 이어가 게임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게임 개발에 한 

이야기를 마치 연극 무 의 뒤에서 여러 장치를 

조종하는 것을 비유 으로 구 한 것으로, 게임 텍

스트 밖의 외부  상황을 게임 내부로 포 한 

이다. 이 게임을 통해서 이어는 게임 개발이라



104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8 Apr; 18(2): 99-108

― 메타 게임의 정체성 연구 - 게임에 한 게임을 심으로 - ―

는 생산 과정, 창작 과정 자체에 해 인지하게 된

다. 

개발자 자체를 소재로 삼는 <The Beginner’s 

Guide>도 있다. 이는 <The Magic Circle>에서 

개발자가 베이퍼웨어1) 상태에 빠져 있는 게임에 

해 고민하는 것과 유사한 설정이다. 다만 <The 

Beginner’s Guide>의 경우 창작자로서의 개발자의 

고민을 진지하고 사실 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어는 코다(Coda)라는 이름의 가상의 개발자가 

지난 몇 년간 홀로 제작하 으나 시장에는 배포되

지 않은 일련의 실험 인 게임들을 이하게 된

다. 코다가 게임 제작 에 겪는 슬럼 가 악화됨

에 따라 자기 괴 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하나의 게임으로 제시한다. 이때 이어

는 앞서 코다가 만들었던 게임 공간들을 괴하는 

이를 통해 게임 개발자의 상태를 시뮬 이션한

다. 이처럼 <The Beginner’s Guide>는 게임 개발

을 둘러싼 창작자의 고민, 슬럼 , 딜 마를 게임

의 퀘스트로 제시한다. 이처럼 <The Beginner’s 

Guide>는 이어로 하여  개발자의 상황  

생각을 시뮬 이션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유

형의 메타 게임들은 게임의 주체와 과정, 환경에 

한 담론을 게임 이로 재 한다. 

2.4 미로 메타포를 통한 게임 공간 규명

게임학자 제스퍼 주울은 게임을 ‘하  리얼’이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실제와 허구를 동시에 아

우르는 게임의 특성에 을 맞춘 바 있다. [16]. 

이는 게임에서의 실제와 허구를 구분하고 매직 서

클의 내외부를 명백히 구분하려는 시각이다. 반면 

메타 게임은 주울이 제시한 허구/실제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메타 게임은 주울의 실제로서의 규칙과 

허구로서의 가상 세계를 변증법 으로 통합해 새로

운 세계로 상정한다. 메타 게임은 이 경계를 넘나

들고자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매직 서클을 해체하

며 나타나게 되는 안  공간이 미로이다. 실제로 

메타 게임들은 게임의 주요 공간으로 미로를 반복

, 변형 으로 활용했다. 이는 우주, 박물 , 감옥 

등으로 변주되어 나타났다. 이때 미로 모티 의 공

간은 이 도  일회 으로 지나쳐가는 공간이 

아니라, 게임의 심 주제를 통하는 상징  공간

이다. 메타 게임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는 미로 공

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Space of Labyrinth in Meta Games 

Labyrinth

<The 

Beginner’s 

Guide>

Space

<The Magic 

Circle>

Museum

<The Stanley 

Parable>

Prison

<Pony Island>

의 표와 같이 메타 게임에서 공통 으로 나타

나는 미로라는 공간은 매직 서클과는  다른 공

간이다. 매직 서클이 원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이어로 하여  경계 안에서 머무르도록 제한한다

면, 미로는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공간이다. 메타 

게임은 미로 공간을 통해서 매직 서클의 내부와 

외부, 게임 텍스트와 텍스트 밖 실을 넘나든다. 

1) 베이퍼웨어(Vaporware)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제품
을 의미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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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로는 실의 허구성과 허구의 실성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17] 메타 게임을 설명한다. 

미로는 인간 문명에 한 가장 근원 인 상징이

자 은유이다. 미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미노타우로스와 같은 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에서, 미로는 “성

인식”의 은유로 해석되기도 한다[18]. 자기 자신을 

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메타 게임이 미로라는 

공간 모티 를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메타 게임은 단지 공간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 경험에서도 방황의 모티 를 제시한다. 

<Pony Island>의 경우 기존의 습에서 벗어난 

게임 규칙들을 제시함에 따라, 이어는 미로를 

헤매는 방황의 이를 하게 된다. 이는 게임이라

는 매체 특성상 이어의 극 인 개입을 통해 

텍스트가 구성된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결론

으로 메타 게임은 미로라는 공간 이미지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한 통과의

례를 은유 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메타 게임의 자기 규정

3.1 차성을 통한 상호텍스트성 강화

게임이 문학이나 화 등 타매체와 변별되는 지

은 바로 게임 고유의 기술과 제작 환경이다[19]. 

게임의 기술  일부 요소들은 독립 으로 향후 

유사한 장르의 게임에도 이식되거나 공유될 수 있

다. 즉 개체로서의 게임은 독립되어 있으나, 각각

의 게임들은 동일한 게임의 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는 에서 기술 으로 상호텍스트성을 내재하게 된

다. 이는 소설이나 화와는 다소 차별 인, 디지

털 게임만의 특이성이라 제할 수 있다. 메타 게

임은 이와 같은 게임 매체의 고유한 기술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하고 이를 표면 으로 재 한다. 

가령 <The Beginner’s Guide>에서 처음 제시

되는 게임 공간은, 1인칭 슈  게임 <Counter 

Strike>의 사막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벨 디자

인을 의도 으로 차용한다. 두 게임은 동일한 게임

의요소를 활용하여 유사한 게임 공간을 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으로는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이 재 되고 이어들은 다른 공간 경

험을 하게 된다. 를 들어서 <Counter Strike>에

서 볼 수 있는 운송용 상자는 시에 이어가 

엄폐할 수 있는 오 젝트로 기능한다. 하지만 

<The Beginner’s Guide>의 상자는 기존의 기능

을 잃어버리거나 물리 법칙조차 용되지 않은 채 

하늘에 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선행 게임

의 기술  요소가 이후 등장하는 게임의 내용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The 

Beginner’s Guide>와 같은 메타 게임의 경우 게

임의 기술  요소를 내용  요소로 환해 활용했

다.   

[Table 4] Intertextuality between <Counter Strike> 

and <The Beginner’s Guide>

FPS

<Counter

Strike>

Walking 

Simulator

<The

Beginner’s 

Guide>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창작 행 에만 련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행 와도 

하게 연결된다[20]. 디지털 게임의 경우 이

어의 참여와 이 자체가 상호텍스트성을 구 한

다. 디지털 게임에서 사용자 차원의 상호텍스트성

은 모드를 통해 나타난다. 원본 텍스트를 변형하는 

모드는 게임 제작 과정에서 사용자의 참여 가능성

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이다[21]. 게임의 경우 

이어가 텍스트를 읽는 행 뿐만이 아니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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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통해서도 상호텍스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 인 로 <The Magic Circle>은 사용자 

모드를 다시 게임 텍스트 내 주요 인터랙션으로 

차용함으로써 게임 매체에 메타 으로 근하고자 

한다. 특히 이는 게임이 본질 으로 차 이며 인

공 으로 설계된 하나의 유기  산물이라는 속성과 

연계된다. 즉, 사용자가 변형한 모드를 다시 게임

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게임의 상호텍스트성을 

재 하는 것이다. 

3.2 환상성과 실성의 혼합  제시 

게임은 허구  술의 한 양식으로 환상성에 기

반을 둔다. 게임 세계는 매직 서클을 통해서 외부 

세계, 즉 일상과 구분되는 일탈의 세계를 제시한다. 

이어는 게임 세계에서 부여된 캐릭터를 통해서 

환상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의 게임에

서 환상성이란 로제 카이유와의 주장 로 기존 질

서와의 단 을 가능  하며 동시에 일상과 일탈을 

경계 짓는 역할을 한다. 

반면 메타 게임에서 지향하는 환상성은 실세

계와 변별되고 이항 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마술

 사실주의를 지향한 소설가 보르헤스는 미로 개

념을 통해서 실 인 것과 비 실 인 것 사이의 

다리를 놓으면서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환상성

을 제시한 바 있다[22]. 메타 게임 역시 이와 유사

하게 자기 자신에 해 논평하고 자기 정체성을 

게임 내에서 경험하게 하기 해서 환상성을 유지

하는 가운데 실성을 반 하고자 시도한다.  

메타 게임이 실을 환상 으로 제시하려는 시

도는 그 매체 자체를 둘러싼 게임  정황과 환경

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2장에서 분석

한 바처럼 메타 게임은 개발 과정이나 개발자와 

같은 게임의 콘텍스트를 게임의 소재로 삼으며, 이

를 은유 , 환상 으로 제시한다. 가령 

<Dr.Langeskov, the Tiger, and the Terribly 

Cursed Emerald: A Whirlwind Heist>는 게임 

개발 상황을, 마치 한 편의 연극이 상 되기 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무  뒤의 장면으로 설정한

다. 즉 극(drama)을 게임 체를 포 하는 은유로 

활용하고 있다. 한 게임 내에서 직  언 하는 

개발자 한 <The Magic Circle>의 경우  모

양의 캐릭터로, <Pony Island>의 경우 루시퍼(1U

ⒸiF#r)라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 재 한다. 

한 메타 게임은 게임의 고유한 환상성을 유지

하는 동시에 실성을 재 한다. 즉 환상은 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과 얽  있는 가운데에

만 발 될 수 있다[23]. 메타 게임에서 이러한 양

가성은 특히 미로 메타포를 통해서 상징 , 집약

으로 나타난다. 메타 게임에서 제시되는 미로, 우

주, 감옥 등은 단순히 실과 괴리된 매직 서클의 

내부 공간일 뿐 아니라, 디지털 게임의 환상성과 

실성을 구분지은 뒤 그 경계를 해체하고, 다시 

그 둘의 공존을 보여주는 메타포이다. 이는 스스로 

출구와 입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어로 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 탐험하도록 유도하는 은유  

공간이자 게임의 형식이다. 

4. 결  론

디지털 게임은 산업  형성기와 성기를 거쳐

서 안정기에 어들고 있다. 디지털 게임은 들

의 다양한 욕망과 가치를 실 할 수 있는 디지털 

시 의 표 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장했다. 

이러한 산업 , 양 인 증가와 동시에, 이제 디지

털 게임은 게임 자체의 본질  가치에 한 탐구

와 자기 정체성에 한 규정을 게임 자체로 실험

하는 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험  

게임의 다양한 양상을 메타 게임으로 규정하고, 메

타 게임의 구조  특징과 자기 반 성에 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메타 게임은 게임의 인공성을 

드러내고 차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게임  콘텍스

트를 추출하고 미로 메타포를 통해 게임 공간을 

규명하고자 했음을 확인했다.  

메타 게임은 게임의 고유한 상호텍스트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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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차성을 극 화하며, 이 과정에서 환상성과 

실성을 혼합 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디지털 게

임의 특이성은 ‘마술  사실주의’의 미학과 연계되

어 설명될 수 있다. 20세기 남미 문학의 한 갈래

인 마술  사실주의는 일상  논리를 월하는 비

합리 인 요소가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정합 이고 

완결된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에 해 

고민했다[24]. 메타 게임 역시 게임 특유의 법칙을 

통해서 매직 서클을 구축하고 매직 서클 내부의 

고유한 역에서 게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

시에 게임의 기술 , 형식  특징을 게임 이를 

통해서 실 세계에서 재 한다. 이처럼 디지털 게

임은 메타 게임을 통해서 스스로를 설명하고 재

할 수 있는 고유한 메타 언어와 형식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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