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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veness of inner interactions in gamers' game activities 

 : Gamers between being decadent and enjoyment

Ok Seon Young

요  약

이 의 목 은 게임에서의 상호작용의 특수성에 한 고찰이다. 여기서 다룰 상호작용성은 

사회과학  상호작용과는 다른, 철학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상호작용성이다. 상호작용의 특

수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다음의 차가 요구된다. 첫째, 상호작용성의 외재  성격의 검토, 

둘째, 상호작용성의 내재  이해, 셋째, 게이머의 양면성 악, 넷째, 게이머의 상호작용의 의미 

해석이다. 이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의 특수성은 게이머가 처한 이 의 사태를 토

로 기존 의 향을 이끄는 유희 이고 존재론 인 힘으로 나타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distinctiveness of interaction. The interaction discussed here 

is one that must be understood in philosophical context. The following is the procedure 

of this paper. First, reviewing the external properties of interaction, second, 

understanding the internal properties of interaction, third, grasping gamers' 

double-sidedness, fourth,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of gamers' interaction. In 

conclusion, The distinctiveness of interaction is an playful and ontological energy that 

turns the usual point of view on the basis of the double situation of the gamers.

Keywords : Game(게임), Interaction(상호작용), Reality( 실), Virtuality(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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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의 목 은 게임에서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의 특수성에 한 고찰이다. 어에서 

‘interaction’, ‘interactivity’, ‘interplay’ 등 상호작용

을 뜻하는 유의어들이 다수 있지만, 연구 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상용화된 포  용어로서 

‘interaction’을 선택했다. 하지만  ‘inter(-사이)’라는 

두사를 공유한다는 에서 언 된 나머지 용어 간

의 의미상의 차이는 동소이하다. 한편 ‘상호작용’ 

는 ‘다양한 변화’를 뜻하는 독일어 ‘Wechselspiel’

은 변화를 뜻하는 Wechsel과 놀이( 는 유희)를 뜻

하는 Spiel이 결합한 단어로, 사실상 이 표 이 이 

의 내용  ‘시각의 변화’의 항목에 합한 용어

이지만, 굳이 이것을 논의에 용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고의 목 은 상호작용이라는 상으로

부터의 유의미한 내용의 도출이기 때문이다.

 우선 디지털 매체의 범주에서 통용되는 상호작

용에 해 알아보자. 앤드류 달리(A. Darley)에 의

하면, 게임에서의 상호작용은 게이머가 물리  제

어 요소를 통제하여 화면의 시청각  역에 일정

한 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컴퓨터 혹은 

콘솔 게임에서 쓰이는 상호작용성이라는 표 은 상

당 부분 반응과 시각이라는 개념에 의존한다[1]. 

이러한 상호작용 혹은 상호의 작용이라는 상은 

물리 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조

건을 충족시켰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

와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해서는 

특정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작용은 

순 히 기계와의 에 의한 혹은 사용자의 입력

에 한 기계의 출력이라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

다. 무엇보다 게임은 하나의 세계 을 담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다[2]. 이러한 에서 콘솔 는 컴퓨

터 게임은 세계 을 구 하는 텍스트, 이미지, 

상, 맵, 시 과 유기 으로 엮여있어야 한다. 게임 

활동에서 상호작용이란 바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다양한 질  요소가 맞물려서 작거나 큰 규

모의 사건을 만들어 낼 때 일어나는 상이다.

1.1. 연구 배경 

 통상 으로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컴퓨터 게

임 시스템 모델 구 을 한 상호작용성 연구, 게

임 내외에서 일어나는 감각  혹은 사회  반응, 

실과 가상의 작용, 게임 텍스트와 게이머의 작용

을 심으로 논의 다. 여기서도 게임 텍스트와 게

이머의 상호 향에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3, 

4,5]. 이 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상호작용성은 게

임 내에서 일어나는 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개념이 철학  에서 ‘이해되어야 할’ 상호작용

성임을 미리 밝 둔다. 이것은 사회과학  상호작

용과는 다른 작용으로서 존재론(ontologisch)(SZ. 

9)[6]의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존재론’

이라는 표 은 ‘존재하는 자’의 ‘존재 방식’을 묻는 

방법을 뜻한다. 즉 주변 세계와 연 된 게이머로서

의 ‘나’의 존재 방식과 연 한 상호작용성이다.

1.2. 연구 문제  목

 필자의 문제의식은 다음의 이유에서 비롯한다. 

첫 번째, 게임 이외의 역에도 용되는 상호작용

성의 범 성, 두 번째, 상호작용성의 범용에도 

사회  문제, 컨  독 문제에 한해서는 게임이 

주요 표 이 되는 사태, 세 번째,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게임을 ‘ 이’한다는 것의 의미, 즉 

상호작용성의 내  의미에 한 연구가 일반 으로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번째, 다수의 연구가 시도되었음에도, 게임에서 상

호작용의 특수성 부각이 쉽지 않았다는 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다음의 물음을 던지려 

한다. 그 다면 게임에서 상호작용성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 문제의식

은 게이머를 바라보는 일부의 ‘온당치 못한 시선’에 

한 필자의 숙고에서 출발했다. 엄 히 말해서, 

상호작용의 특수성에 한 연구는 별도의 독된 

게이머와 몰입한 게이머라는 철 히 양분된 도식으

로 게이머를 이해하는 방식에 한 재고이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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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 게이머가 겪게 될 이  사태의 근본

인 원인에 한 철학  근을 배경으로 한다. 

 게임 독은 있지만, 화 독은 드물다. 이 

말은 게임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을 반 한다. 하

지만 이 일부의 부정 으로 가열된 입장이 내린 

진단에는 상호작용성이 암시하는 모종의 특수성이 

남겨져 있다. 그것은 ‘처방’을 내릴 수는 있어도, 

과학  혹은 의학 으로 ‘제거’ 불가능한 유희 이

고 존재론 인 힘이다. 다시 말해, 게임 독은 상

호작용성이 지니는 특수성을 반 하는 지표이자 표

면 인 증상에 해당한다. 

 1.3. 연구 차

 필자는 상호작용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해 우

선 게임에서 요구될 상호작용성의 외재  성격을 

짚어보려 한다. 기술  측면과 내용  측면이 그 

이다. 그리고 여러 랫폼과 장르를 가로지르는 

기 을 질 들뢰즈(G. Deleuze)의 운동 개념으로 

제시할 것이다. 다음의 내재  이해의 항목에서는 

로제 카이와(R. Caillois)와 요한 하 징아(J. 

Huizinga)의 놀이 개념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가

려내고자 한다. 이어서 유희  존재로서의 게이머

의 야 스  성격, 즉 이  성격에 한 이해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게이머이기 에 한 명의 

인간이 왜 이 인 상황에 부닥쳐야 하는지에 

한 철학  물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음

의 필요성은 게임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가린 기

성의 이라는 장막을 걷어내기 함에 있다. 게

이머가 처한 일반  사태와 련해서는 제스퍼 

(J. Juul)과 테일러(T. L. Taylor)의 설명을, 인간

이 세계와 연 해 취할 이 의 태도를 제시하기 

해 마르틴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 개

념을 용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진행될 작업은 야

스 인 게이머와 허구의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 방식의 규명이다. 본고의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된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야 스  게

이머와 게임 활동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성의 의미

에 한 해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 차의 흐름은 상호작용에 한 

의 일반 인 논의를 필두로 유희에 한 문화 

인류사  논의와 인간의 실존 구조에 한 철학  

논의를 따라 축차 으로 좁 지는 가운데, 시간상

으로는 놀이에 한 의 에서 출발하여 인

식에 한 고 의 철학  사유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2. 게임에서 상호작용성

 에릭 짐머맨(E. Zimmerman)에 의하면, 상호작

용성은 디자인, 설계, 의미 있는 놀이의 개념과 

하게 연 돼 있다[7]. 게임은 여타의 미디어보다 

높은 상호작용의 수 을 보여 다는 에서 스토리

와 이 모두를 결합한 복합 인 역이다[8]. 

특히 스토리 개와 유 의 활동이 따르는 게임에

는 스토리에 한 유 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게

임을 진행하는 부분의 유 는 스토리 감상보다는 

게임 ‘ 이(play)’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2]. 

 그런데 이 이가 암시하는 바가 있다. 바로 

게임에서 일어나는 게이머의 작용, 즉 ‘운동’이다. 

이어의 이동과 장소의 변화가 끌어낸 게임의 

흐름의 질  차이가 그 이다. 들뢰즈는 『운동-

이미지 L’image-Mouvement』에서 운동, 공간, 

차이 개념을 제시한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유

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 운동에는 목 이 있으며, 

유 가 목 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게임 반의 변

화, 즉 체 내의 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다.(changement qualitatif un tout)[9] 게임 활동

에서 일어나는 실제 운동과 게임 흐름의 질  차

이는 유 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악 가능한 성질

에 해당한다. 물리  측면에서나 내용  측면에서

나 유 의 의도가 반 되며 그 결과가 다음의 진

행 과정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일반 인 측면에

서 해석되는 게임의 상호작용성은 바로 유 가 실

제로 행하는 운동 개념을 수반한 작용을 지시한다. 

 주지하다시피, 게임 세계는 가상의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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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세계와 실 세계의 외재  소실은 분명 존

재하며 간극의 거리는 게임의 장르, 시 , 유 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10]. 게임이 구 되

는 장소의 특성상 발생한 틈은 다음의 의문을 만

든다. 그 다면 세계의 인  재구성에는 어떤 구

조가 요구되는가? 

2.1. 상호작용성에 한 외재  근 : 

기술과 내용 요소

 본 항목은 인공 세계로의 근을 가능  하는 

외재  요소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외재  근으

로 표 한 이유는 우리가 육안만으로 확인 가능한 

실물의 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랫폼

(platform)이 그 이다. 더 나은 환경 는 최소

한의 게임 활동이 가능한 조건이 고려된다는 에

서, 이것은 게임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해

당한다[5].

 게임에서 세계를 구 하는 기술은 요하다.   

세계를 인공 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의 구  방식에 

따라 게임 스토리의 반 의 정도도 달리하기 때문

이다. 여기에 인생 시뮬 이션이 있다고 가정하자. 

<심즈(Sims)>가 그 이다. 사람이 성장할 때 보

이는 신체  특징과 성장함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여건은 생애 주기의 변화를 그린 이 게임의 

체 테마를 좌우한다. 즉 단순히 외형만 바 는 방

식에 그치지 않고, “신체 역학의 변화” 과정의 구

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삶의 주기의 흐름을 

반 하는 가시 인 변화의 필요성이 <심즈>의 

체 내용에 요구되는 것이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상

황에 한 배경을 구 하기 해 건물, 교통, 날

씨조차 세부 이어야 하는 때도 있다[2]. 생화학 

무기 테러 응을 주제로 출시된 <더 디비 (The 

Division)>은 유 가 활동해야 할 장소인 고립된 

뉴욕과 도시들의 망 인 환경을 나라하게 묘

사한다. 거센 발, 잿빛 하늘, 난잡하고 더러운 길

거리는 공공질서가 무 진 무정부 상태를 반 한

다. 즉 세부  표  기술은 해당 게임의 세계 을 

합하게 반 하기 한 수단이다. 이러한 기술  

측면은 모니터를 비롯한 각종 출력 장치를 수반한 

하드웨어의 역인 외  장치에 해당한다. 인공 세

계로의 근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에서, 

실의 물리  수단을 통한 비 실 인 세계로의 진

입은 가상화를 한 불가피한 방식이다[11,12]. 

 그런데 물리 인 바탕에는 왜 내용 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게이머들의 

호감을 일으키는 창의 인 게임은 분명 있다. 하지

만 내용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의 

빈약함과 충분함을 떠나서 게임마다 주요 기획, 이

를테면 게임의 체 인 콘셉트가 있기 때문이다. 

외견상의 멋진 것들만 모아둔 상태는 내용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납득 가능한 이야기

가 요구되기 때문이다[10]. 

 러시아 핵 쟁으로 인한 아포칼립스  세계

을 그려낸 <메트로 2033(Metro 2033)>을 로 들

어보자. 방사선으로 뒤덮인 지상을 피해 남은 인류

는 지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 게임의 매력은  핵

쟁 이후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인간들 사이의 긴

장감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지상

에 녹아든 방사선을 피해 모스크바의 지하철이라는 

폐된 공간을 주요 활동 장소로 삼았고, 방사능의 

치명성과 인간의 취약함을 나라하게 보여주기 때

문이다. 근 미래의 지하의 삶을 유 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게임 세계와 실 세계의 일 일 

응 여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실에서는 불가능할 

일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 의 이야기로 

풀어내는가에 있다. 지니 노박(J. Novak)은 이러한 

상태를 “불신의 지연(suspension of disbelief)”로 

정의한다[2]. 유 가 인공  세계를 받아들이도록, 

즉 유 가 사실 이라고 믿을 만큼 설득한 상태가 

불신이 지연된 상태이다. 유 가 이 게임의 배경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방사능-지하철-생존의 구

도가 ‘그럴싸한’ 높은 개연성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0]. 여기에서는 가상세계에 한 불신보다 오히

려 그 세계로의 몰입이 두드러지는 상이 일어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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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 는 단순히 물리  효과를 넘어서 자

신의 의지와 선택을 반 할 수 있는 방식에도 호

소한다. 즉 가상 세계에서 어떤 실질 이면서도 의

미 있는 행동이 가능해야 하며, 유 의 포부가 충

족되어야 한다[11]. 이것은 게임 텍스트와 게이머

의 상호작용성을 반 한다. 게임 속에서 유 는 

‘아르튬’이라는 인물로 활동하면서 장에서 동료를 

구하고, 미션을 완수함으로써 주인공의 과업 완수

와 본인의 성취감이 일치하는 상태에 이른다. 즉 

게임 속의 표 물에 한 게이머의 극 인 개입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작용성의 내용

 측면으로서, 특별히 컴퓨터 게임 텍스트와 유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작용에 해당한다[13]. 

2.1.1. 게임 활동에서 유 의 외  작용으로서 

실제의 운동

 사실 앞서 로 제시된 게임들은 물리  그리

고 내용  측면 모두를 표할 모범의 지 를 차

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서로 다른 다양한 게임이 

어떻게 유 가 몰입하도록 이끄는가이다. 물리  

요소와 내용  요소를 범주로 용하여 게임의 층

를 나 면, 그래픽의 수 이 높으면서 내용도 충

만한 게임, 그래픽의 수 은 높지만, 내용이 빈약

한 게임, 그래픽의 수 은 낮지만, 내용이 충실한 

게임, 그래픽의 수 도 낮고 내용도 부실한 게임으

로 분류된다. 그런데 물리  혹은 내용  요소가 

부족해도 충분히 유 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에

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게임들이 경유하는 지 이 

있다. 필자는 그 교차 을 ‘일정한 목 에 따른 운

동’으로 보고자 한다[9].

 컨 , 코나미가 제작한 종 스크롤 슈  게임

<트 비(Twin Bee)>, SNK의 횡 스크롤 액션 게

임 <메탈슬러그(Metal Slug)>, 토아 랜의 고정화

면형 <스노우 라더스(Snow bros)>는 재의 

기 에서 그래픽 수 이 높지 않은 게임이지만, 당

시에는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한 내용 요소의 

부재와 더불어 악명 높은 조작을 자랑하는 운동선

수 조종 래시 게임 <QWOP> 한 의외의 심

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층 의 게임 내에서 한 범주의 

특정 요소가 락된 게임이라 해도, 유 의 심을 

끄는 이유는 게임 속에 설정된 목 에 따른 실제

의 운동에 있다. 이것은 게임의 질 -양  가치를 

평가하기 이 에 유 가 우선 체험하는 물리  힘

이며, 유 가 몰입하도록 이끄는 표면  운동이자 

게임 내의 운동이다.

2.2. 상호작용성의 내재  이해 : 작용, 

허구, 비생산성, 부패 가능성 

 내  이해의 방식에는 앞서 정리된 외  근

의 내용  측면과 교집합을 이루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 인 면에서만 해당한다. 왜냐

하면, 상호작용의 내  규정은 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라는 운동 ‘자체’의 유의미

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양

자의 성격 간의 가치  계를 상정하진 않는다. 

각 층의 가치는 기능 인 측면에서 그 우 를 따

질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 맞물려야 만이 제 기능

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과 련해서 유희

는 게임과 불가분의 계에 있다. 하 징와와 카이

와가 놀이 개념을 바탕으로 지 한 인간의 유희  

작용이 표 인 그 근거이다[14]. 필자는 후술할 

게이머의 이 성 해명을 해 카이와의 개념  

몇 가지만 추려내어 본 장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

다. 여기서 제시될 개념은 작용, 허구, 비생산성, 

부패 가능성이다.

 우선 놀이와 게임 간의 의미상의 차이에 해

서 간략히 알아보자. 어권에서는 게임(game)과 

놀이(play) 사이의 근본 인 차이가 있지만, 랑

스어로는 이 두 가지가 ‘게임(jeu)’이라는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자, 즉 어식의 정의는 ‘부과된 

규칙의 개념(l’idée de regles imposées)’을 지시하

는 반면, 후자는 그 지 않다. 이러한 에서 컴퓨

터 혹은 콘솔 게임도 놀이의 역에 속한다[15].



122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9 Dec; 19(6): 117-132

― 게이머의 게임 활동에서 나타나는 내  상호작용의 특수성: 타락(墮落)과 유락(遊樂) 사이의 게이머 ―

카이와가 말하는 놀이 활동의 본질  하나는 

자유로운 활동이다. 그래서 놀이하는 자는 강요당

하지 않아야 한다[16]. 놀이가 자유로운 운동이라

는 에서, 게임은 가상의 역을 ‘체험하기를 선

택하는’ 유 의 자유를 제로 한다. 이 듯 유

의 자유는 실과 인공 세계라는 서로 다른 두 

역 사이를 두고 발생한다. 즉 ‘무엇’과 작용해야 하

는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여 유 는 자신의 의지

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과 유  

사이에서 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인공 세계의 계산

된 규칙에 한 유 의 자발 이고 암묵 인 선택

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놀이의 성격  하나인 ‘허구

(fiction)’는 게임의 속성  하나이다. 놀이에서 허

구성은 규칙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로 나 어진

다. 놀이의 규칙 자체는 비일상성을 지시한다. 마

찬가지로 놀이에 규칙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태도 

비 실성을 상정한다[16]. 게임에서도 규칙이 있는 

혹은 없는 게임, 규칙의 정도가 낮은 혹은 높은 게

임으로 분류된다.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것’처럼 행동이 가능한 RPG 장르

의 경우 규칙의 정도가 약하다. 물론 규칙의 유무

에 따라 게임 간의 장르가 구분되지만, 그런데도 

하나의 사실이 남는다. 바로 게임의 ‘허구성’이다. 

카이와가 지 한 로, 놀이의 허구성은 규칙의 

수 여부와 무 하게 존재하며, 이 허구성이야말로 

일상생활과 구별 짓게 한다. 이 구별은 일상으로부

터 독립된 유희 활동으로서, 참여자의 존재론  운

동의 단서를 지시한다.

 한편 가상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

나는 세 번째 성격은 ‘비생산성’이다. 이 ‘비(非)생

산’이라는 표 이 게임과 련해서 언 될 경우, 

부정  색채가 짙게 반 된 표 으로 이해된다. 이

때 기성의 은 ‘생산 인 활동을 하는 인간’상을 

강조하는 근  압박을 제한다. 밤을 새워 공부

하는 행 는 생산  행 지만, 이에 비해 게임 활

동은 비생산  행 로 간주된다[17]. 이러한 에

서 ‘생산성’은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을 구별 짓는 

하나의 범주이다. 그런데 게임은 왜 비생산 이어

야 하는가? 

 하 징아는 놀이가 선과 악, 진리와 허 , 지혜

와 무지라는 립 계의 외부에 존재할 뿐만 아

니라, 논리, 미학, 생물학  범주  그 어느 하나

로도 규정지어질 수 없다고 본다[18]. 나아가 카이

와는 놀이가 “부의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에서 놀이는 어떠한 생산, 자본, 작품 따

를 만들어내지 않는 비생산 인 활동이다. 물론 

혹자는 로 게이머가 거두는 상 을 근거로 부의 

생산을 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활동은 

놀이가 아니라, “분명히 직업인”으로서 행하는 노

동에 가까운 활동이다[16]. 바로 이 지 에서, 즉 

게임이 생산성을 띠는 순간부터 게임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듯 게임이 게임일 수밖에 없

는 이유는 어떠한 실제의 생산  결과도 만들어내

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  사태의 무효화가 가능하

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요소는 후술 될 존재론

 이해 방식에 따라 특정 범주와 생산이라는 강

제의 아래로 통제 불가능한 인간의 존재 자체, 즉 

“실존(Existenz)”(SZ. 12)과 연 된 특징으로 용

될 것이다[6].

 이처럼 놀이 활동의 주된 특성은 놀이가 일상

에서 개시되는 “별도의 활동(une activité à part)”

이라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필자는 별도의 

활동이라는 정의 자체보다는 이것이, 즉 놀이가 왜 

‘놀이’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는 

에 주목하려 한다. 왜냐하면, 게임 한 일상과

는 분리된 활동으로서 놀이 개념에 용된 형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른 활동과 구별된 활

동이라는 에서, 게임 활동의 순수한 유희가 가능

해지려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

로 “오염” 는 “타락”의 성질로부터 독립된 상태

여야 한다는 이다. 세간에 오염된 놀이는 오히려 

실 속으로 “더 크게 침입해서 습 을 만들어”내

어 “  더 유해한 것”으로 확 된다[16]. 부패 

가능성은 바로 놀이 작용의 네 번째 성격이다.

 이 듯 부패의 험성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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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된다. 얼마나 더 많이 죽이고, 더 좋은 아

이템을 갖추고, 더 높은 벨을 달성하느냐에 집착

하는 순간, 더는 게임이 아니라 노동과 투기가 되

기 때문이다. 이 게 유희  활동의 균형이 깨어진 

‘불균형의 상태’가 소  독이라는 증상으로 불리

게 되는 것이다[19].

 이 게 세간에 젖은 활동은 존재론 으론 ‘퇴

락’에 해당하지만, 윤리 는 종교  잣 로 단

될 경우 도덕  ‘타락’으로 간주되는 활동이다. 따

라서 게임 활동에서의 작용을 말할 때, 감정  쾌

락을 좇는 작용과 유희를 경험하려는 인간의 원

인 갈망을 고려해야 한다[17]. 이어질 내용은 놀

이 활동이 왜 일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

고 순수한 유희  작용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한 

구조  사태의 해명을 심으로 개진될 것이다.

3. 게임 활동에서 게이머가 취할 이 의 방식

 우리는 놀이 활동이 보여주는 자유로운 작용, 

허구성, 비생산성, 부패 가능성을 통해 다음의 내

용으로 도달한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에게 유희  

작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유희  작용이 왜 타

락의 양식으로 변질하는지에 한 존재론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을 선취해서 말하자면, 게이

머로서 인간은 ‘일상  자기’와 ‘본래 인 자기’를 

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자이다. 물론 혹자는 인간의 

존재론  이 의 사태가 상호작용성과 무슨 연 이

냐는 지 을 할 수 있다. 게임, 상호작용, 유희의 

계를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이  사태

를 면에 내세워 설명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 활동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성은 

존재론 인 문제를 제로 한다. 한 명의 인간의 

내면 기 에 진정한 자기 기투의 갈망이 있기 때

문이다. 게임을 스트 스 해소용으로는 부 합한 

수단이거나 사회  문제로 간주한다면, 게임 외의 

다른 체물을 찾으면 그만이다. 한 유 가 게임 

활동에서 스트 스 해소 그 이상의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게임은 그  욕구 해소를 한 단발 인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게임에 독되고 게

임을 문제시하는 상황은 게임과의 상호작용이 단순

하게 이해될 상이 아니라는 을 반 한다. 왜냐

하면, 게이머이기에 앞서 인간은 육체  스트 스

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의 압박 아래 은폐

되어야 했던 자기의 존재를 풀어내길 갈망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심리학  는 과학  방식을 포

함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통제 불가능한 힘에 근거

한다. 인간의 존재, 즉 실존은 통제되어서도 안 되

며 장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에 한 근이 

과학, 종교, 윤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임을 하는 인간을 통제한다는 

말은 곧 유희하려는 존재의 힘을 통제한다는 맥락

과 다르지 않다. 그러한 시도는 불가능하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유희하려는 힘은 인간의 본질

이자 존재의 해방을 구하는 사인(sign)이기 때문

이다. 인간에 한 존재론 인 헤아림이 수반될 때

에야 게임의 본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7]. 따라서 지극히 일반 이고 피상 인 삶으로부

터 솟아오르려는 자기 존재의 힘은 일상 인 

에서 탈 일상 인 으로의 향을 이끄는 드문 

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 

방식의 도 과정을 설명하기 해 게이머가 처한 

일상의 사태를 다음의 항목에서 제시할 것이다.

 3.1. 게이머의 일상  사태

 먼  과 테일러의 견해를 통해 게임 유 가 

처한 우선의 사태를 살펴보자. 게이머가 처한 일차

 사태는 여러 규칙이 얽  있는 실이다. 즉 게

임 활동은 여타의 사회  규범이나 규칙이 바탕이 

된 실에서 일어나는 행 이다. 은 “비디오 게

임을 이하는 행 가 가상 세계를 상상함과 동

시에 실 규칙과 상호작용”하는 행 라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특별히 “하 -리얼

(half-real, 반- 실 인)”이라는 용어로 표 한다

[20]. 의 개념을 미루어 보아, 유 는 일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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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있으면서도 타면 비 실 인 사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은 실제의 물리·공간  측면

만을 지시하진 않기 때문에, 실과의 경계를 모호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게임 활동에

서조차 실에서 발생하는 사회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온라인과 오 라인을 오가는 

유 들을 돌이켜 보면서 “게임과 게임이 아닌 공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blurring)” 경험을 제시한

다. 테일러가 보기에, 게임에서도 실에서와 마찬

가지로 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가치가 용된

다. 집단(groups), 평 (reputation), 신뢰(trust), 

책임(responsibility)이 그 이다. 실의 사회에서 

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이 가치들은 허구의 역

에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다수의 유 가 공유한 가상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경우, 가상과 실의 경계를 구분 짓기

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21].

 즉 게이머는 실의 역과 비 실의 역 모

든 곳에서 ‘세상의 일반’, 즉 사회에서 일반 으로 

행해지는 행 와 요구되는 가치들을 명시  는 

비명시 인 방식으로 좇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

자가 지 하는 이 일반 인 상황은 정이나 부정

의 평가의 상은 아니며, 더욱이 도덕성의 유무를 

따져야 할 상황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일반 인 상은 게이머이기 이 에 인간이라면 세

상을 할 때 취하는 일차 인 태도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항목에서는 하이데거(M. Heidegger)의 

서인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이하 SZ로 

약칭)에서 언 되는 존재 개념을 바탕으로 이 사

태의 구조에 한 해석이 시도될 정이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다. 놀이 개념과 하

이데거의 사유를 연결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뿐더

러, 기존의 놀이 연구사에서도 드문 작업이라는 

이다. 놀이 개념이 하이데거의 체 사유 내에서 

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놀이가 

존재의 실존론  세계 연 이라는 사유의 맥락 속

에서 제시돼 있음을 그의 ·후기 사유에서 발견할 

수 있다[22]. 참고로 하이데거의 체 사상 내에서 

놀이 개념은 하이데거의 기 사유와 후기 사유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하이데거가 제시하

는 놀이 개념이 그의 ‘ 회(kehre)’와 연  지어져 

있음을 의미한다[23]. 물론 이 의 목표가 게이머

의 이  성격의 규명이기 때문에, 필자는 그 해

명을 개진하는 정도로 이 논의의 범 를 제한할 

것이다.

 

 3.2. 세간 속의 존재, 게이머

 게이머로서의 인간이 처한 실의 사정을 이해

하기에 앞서, 하이데거 사상의 기본 배경을 살펴보

도록 하자. 서론에서도 언 한 바이지만, 필자는 

게임을 부정 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근  시선’

으로 표 했다. 이 근  시선이란 철학 인 맥락

에서는 ‘이성 심  사고’에 해당한다. 종래의 철

학  사유 내에서 근  이래의 이성 심  사고

에 한 비 은 니체를 필두로 하이데거까지 연장

된다. 소  이성 심의 범주에 속하는 주 , 자아, 

이성, 정신이라는 개념은 하이데거에게 있어 해체

의 상이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은 하이데거가 

답하고자 했던 존재(있음)의 의미에 한 ‘오답’이

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상황을 존재의 

의미에 한 “오늘날 질문의 망각상태(Die 

genannte Frage ist heute in Vergessenheit 

gekommen)”(SZ. 1)(SZ. 2)로 지 하고 있다[6].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통 형이상학에 한 비

을 시작으로 존재론 역사의 해체 형태로 개진된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세운 기의 기획이다. 하지만 존재의 의미를 악

하기 해 설정한 그의 탐구 상은 역설 으로 

인간, 즉 존재(Dasein)(SZ. 12) 다[6].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들에 해서 ‘왜?’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 

존재는 존재의 의미를 규명하기 한 유일한 우

회로 던 것이다. 

 그의 시도에 따라 밝 진 존재의 실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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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비본래 인 방식이

며 다른 하나는 본래 인 방식이다. 비본래 인 방

식은 “우선 개(zunächst und zumeist)”(SZ. 

113)의 세계에 머무는 “일상성(Alltäglichkeit)”(SZ. 

113)을 의미한다. 일상 인 모습의 인간은 국가, 사

회, 조직으로 구성된 ‘우선 이미 주어진’ 상황에 따

라 자신을 이해한다. 일상 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서의 자기 이해에는 필연 으로 외부의 환경, 이를

테면 타인의 견해와 말이 개입된다. 이때 존재는 

익명 다수의 “그들(das Man)”(SZ. 129)속에서 자

기 “자신을 상실(sich im Man zu verlieren)”(SZ. 

177)한다. 즉 그들에 의해 형성된 조건 속에 처해 

있는 삶이 우선 개의 삶의 방식이다. 반면 “본래

인 자기 존재(eigentliches Selbstein)”(SZ. 298)

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은 자신의 고유한 가능

성을 여는 삶이다[6]. 본래 인 존재는 세간의 

가치에 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인다. 즉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능성

에 주목하는 인간의 모범 인 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두 명의 존재 는 한 명의 존

재 안의 분리된 두 개의 자아를 의미하지 않는다. 

양자는 함께 존재를 이룬다.

 하이데거가 구별한 인간의 존재 방식이 게이머

의 활동 방식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이 항목의 요

지이다. 게이머이기 이 에 유 는 한 명의 인간으

로서 일차 으로는 세간에 젖은 상태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일상 인 실존의 방식이 도덕

으로 타락한 삶이나 주체성이 결여된 방식을 의

미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일상  삶은 철 히 생산

성만을 추구하는 가열되고 피로한 삶의 양상도 수

반한다. 그 반작용으로서 과도하게 탐닉한 ‘타락’된 

형태로 추락할 험도 분명 존재한다. 이 듯 존

재의 일차  실존의 방식은 카이와가 지 한 ‘ 실

에 감염’된 놀이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유에 해당한

다. 이러한 험성은 게임마  노동과 경쟁의 장으

로 변질할 가능성을 암시한다[16]. 

 그런데 놀이의 변질이 험한 이유는 무엇인

가?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유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하 징아와 카이와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에 의해서 재차 확인된다. 극단 으로 

말하자면, 놀이 활동의 변질은 놀이에 참여하는 행

자의 존재의 변질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게임을 

비롯한 놀이 활동이 인간의 본래 인 존재의 방식

을 유희 인 방식으로 풀어내기 한 최후의 보루

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하지만 

필자는 존재로서의 게이머가 처한 이  상황이 

다루기 까다로운 난제임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럼

에도 다음의 항목에서 필자는 게이머가 처한 양면

인 사태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기기보다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안  을 제시하

고자 한다.

 3.3. 상호작용의 가능 조건

 사실 게이머가 처한 이 립  사태는 물리

이고 공간 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수직선상의 양 

끝에 치한 실재의 각 지 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된 게이머가 한쪽에, 유희하는 게이머가 다른 

한쪽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사태’라고 

표 하는 이유는 게이머의 양면성을 단지 ‘외  

찰’의 방식에 따라 진단을 내리기 함이 아니라, 

일어난 상황의 ‘본질’, 즉 립  상황의 내  의미

를 드러내기 해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질한 

게이머와 유희하는 게이머의 얼굴은 별도로 각자 

존재하지 않고, 한 명의 게이머 안에 ‘공존’하는 것

이다. 즉 게이머는 언제나 ‘자신 안’에 변질된 도박

자와 즐거운 참여자라는 얼굴을 동시에 갖추고 있

는 셈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게임에 한 노골

인 오감을 반 하는 “게임 포비아

(Game-phobia)”와 게임에 한 사랑을 뜻하는 

“게임 필리아(Game-philia)”가 완 히 립 이지 

않은 이유도 결국 양자 사이에 게임에 한 ‘감정’

이라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감정은 게임 

포비아들도 보유한 필리아의 감정이다[17].

 필자의 주장은 게임 활동에서 일어나는 상호작

용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실존 방식 간의 긴

장을 해소하려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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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게임 활동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

한다. 특히 게이머의 양면성은 상호작용이 일어나

기 한 근본이라는 에서, 즉 게이머가 세계와 

연 하는 ‘실존론  사태’라는 에서 필수 불가결

한 조건이다. 그 다 해서 게이머의 얼굴을 야 스

으로 만드는 립항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를 제거할 수는 없다. 변질한 게이머 혹은 몰입한 

게이머  별도의 하나만이 ‘모든’ 게이머를 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의 본질이 유희인 

이상, 게이머는 독과 몰입 사이를 부단히 오갈 

뿐이다. 

 그런데도 이 부단한 운동이 그  의미 없는 반

복이 아닌 이유는 존재의 ‘아직 아닌 자기’에로의 

자기 기투의 방식에 있다. 하이데거  맥락에서 이 

놀이 운동은 존재가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

여 존재 가능으로 던지는 “기획투사

(Entwurf)”(SZ. 145)의 방식에 해당한다[22].  

다른 이유로는 문화 부분과 학문의 근원이 “놀이 

정신(l’esprit de jeu)”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게이머가 겪는 립항 간의 갈등을 극

인 맥락에서, 미처 이 세계 체를 경험할 수 없는 

제약 아래서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그 삶 속에 자

기를 던지는 운동으로 해석한다. 무엇보다 이 놀이 

운동의 “무상성(gratuité)”은 인간의 삶이 뿌리내린 

사회의 기 에서 작동하는 원동력이다[16]. 카이와

의 이러한 지 에 앞서 하 징와는 이미 법, 상업, 

기술, 지혜, 과학 등이 놀이라는 토양에서 자양분

을 얻어 발 했음을 지 했다[18]. 

 놀이가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놀이 

활동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근거가 인간의 이  

사태에 뿌리박  있다는 에서, 다음의 사실이 드

러난다. 첫째, 하이데거가 지 한 바로, 인간의 실

존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존

재해야 함(Zu-sein)”(SZ. 42)이며, 인간은 지속

인 “생성(werden)”(SZ. 243)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존재한다(sein)”(SZ. 243)는 것이다[6]. 이러한 생

성의 운동은 놀이 정신을 기 로 한 세계에서 끊

임없이 작용(jeu)하는 인간의 유희  활동이다. 둘

째, 이러한 활동은 어떠한 생산 는 결과를 내지 

않는 ‘무상’의 운동이라는 에서, 존재가 세계 

속에서 행하는 실존의 부단한 운동이다. 셋째, 놀

이 활동은 인간이 처한 이  사태에 따라 부패

와 유희의 양상 모두를 띨 수 있다. 

 유희가 빈곤한 환경에서 극단 인 선택은 결국 

타락이다. 생산, 자본, 성과에 한 과도한 추구가 

래하는 부정  결과는 유희를 갈망하는 한 개인

의 원상, 본래  자기의 ‘상실’이다. 이 상실로부터 

헤어 나오기 해 취하는 극단 인 선택은 허구 

는 실 세계에서의 끝없는 함몰, 즉 독인 것

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나친 놀이 역시 험하

다. 모든 과도한 놀이가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경향

이 있듯이(L’excès de jeu est dangerux, et 

comme tout excès, il tend à déformer l’essence 

même), 과도한 게임 활동의 원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더는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없는 ‘나’, 즉 

나를 상실하기를 ‘선택한’ 그 자신에게 있다[15].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 립하는 얼굴에 

한 이해가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4. 야 스 인 게이머와 상호작용성

 이러한 야 스 인 게이머가 허구의 세계와 작

용할 때 그 작용의 기 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항목은 인간의 근원 인 욕구와 ‘반 된 시각’을 핵

심으로 다 질 것이다. 유희가 빈곤한 세계에서 벗

어나려는 인간의 본능과 세계와 연 한 게이머의 

을 뒤바꾸는 힘으로서의 유희가 그 핵심이다.

4.1. 두 사태 간 긴장의 해소

 게이머의 상태는 실존론 인 맥락에서 이 의 

항의 립으로 말미암아 긴장의 상태에 있다. 왜냐

하면, 유희에 한 끝없는 갈망이 이 충돌의 상태

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가 게임을 비

롯한 놀이로부터 끊임없이 개인을 격리하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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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의 본래 인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한, 립항 간의 시달림으

로부터 벗어날 방도는 없다. 유희에 한 갈망을 

서서히 르며 한쪽 구석으로 몰아내는 양몰이의 

상이 그  이 실 안에 존재하는  다른 가상

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필자는 게이머가 처한 이 긴장된 사태

가 유희의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은 항상 ‘나로서’ 존

재하느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사태에 처해있기 때문

이다.(einer Möglichkeit seiner selbst oder nicht 

es selbst zu sein)(SZ. 12)[6] 무엇보다 놀이가 해

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놀이 활동이 지

닌 그 가치에 있다. 하지만 이 가치는 사회  는 

경제 인 그 어떤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

본주의의 흐름에 의해 이해되는 가치도 아니다[17]. 

바로 ‘놀이 행  그 자체’만이 놀이의 가치이기 때

문이다. 하 징아 한 놀이의 진정한 의미를 지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놀이는 “순수한 신체 ·생

물  활동의 역을 훌쩍 벗어나는 것”이다. 한 

물리  활동 이상의 의미를 넘어선 놀이는 “의미심

장한 기능”일 뿐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깃들

어” 있음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하 징아가 말하는 

놀이의 요한 의미는 “놀고 있는데(작용하고 있는

데)”, 이 의미가 일상에서 요구하는 “필요를 월

하는 것으로서 그 행동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18].

 행  그 자체에 가치가 부여된 놀이 활동은 결

국 무생산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놀이가 놀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어 세

상 변화에 일조하는 노동과 과학에서의 성격과 그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놀이는 행 지

가 만들어낸 “결과를 폐기(무효화)”한다는 것이 카

이와의 지 이다. 결과에 해당하는 특정 가치를 무

화한다는 사실에서, 이 지 은 상당히 탁월한 통찰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건, 놀이는 

행 자를 실로부터 ‘떼어내어’ 실 속의 비 실

에 던진다. 이 비 실화(irréalise)[16]의 실 이 

요한 이유는 인간이 아직 제 로 직면하지 못한, 

그러나 이따  솟아오르는 본래 인 자기의 모습을 

찰나의 순간에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계기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 이를 하이데거는 “세계가 그 자체 세

계성”(SZ. 187)으로 드러나는, 즉 “세계 내부 인 

것”의 “무의미성”(SZ. 187)이 부각되는 계기로 표

한다. 세간의 여타의 가치들이 침식하고, 즉 ‘무

화’의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놀이하는 자의 진정

한 자기의 얼굴이 드러난다. 이 해소의 과정을 이

끄는 역할이 바로 놀이의 역할이자 게임이 충실히 

구 해야 할 기능인 것이다.

4.2. 게이머의 반 된 시각

 필자는 지 까지 비물질 이고 비생산 인 놀

이 활동이 이끄는 가치의 무화 작용과 게이머가  

이  사태의 사이에서 겪는 충돌을 기술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여 히 하나의 의문이 남는

다. 사실 게임에서 유 가 활동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서 가상의 세

계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게임의 역에 한 하나의 오해에 해당한다. 애

에 게임 세계는 공간의 분 을 기본 구조로 갖추

어 형성되기 때문이다[24]. 컨 , 일본의 캡콤에

서 출시한 호러 장르 <바이오하자드 

(BIOHAZARD)> 시리즈는 유 가 다음의 장소로 

이동할 때 거쳐야 할 ‘로딩’ 구간을 검은 화면으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의 ‘문’을 여는 장면으로 처리

한다. 

[Fig. 1] BIOHAZAR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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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성격이 달라짐으로써 변화하는 캐릭터의 

장비와 조작 패턴도 하나의 다른 이다. 스퀘어 

에닉스에서 발매한 시네마틱 RPG <패러사이트 이

 2(Parasite Eve 2)>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 

변화하는 장소와 그에 합한 무기  아이템들을 

제시한다. 주인공의 활동 반경은 반에는 LA의 

MIST 센터 는 쇼핑센터와 같은 도심지를, 후

반에는 네바다 모하비 사막의 드라이 필드와 폐

산 실험장을, 극 후반에서는 인공 방주(Ark)로 불

리는 거  온실 샴발라로 제한된다. 

[Fig. 2] Parasite Eve 2, 1999

 이 듯 게임에서는 유 가 이곳 곳을 건 뛰

며 마치 자유로운 이를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각종 객체(object)와 여러 공간 사이를 엮

는 복잡한 수  계산들에 의해서 유 의 행 가 

제약을 받는다. 즉 게임 세계에서의 운동은 공간 

내에서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Le mouvement, 

c’est une translation dans l’espace.)[9] 이것은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제약에 해당한다. 한편 에 

의하면, 실의 규칙과 허구의 분리는 비디오 게임 

내에서 비교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카이와

는 규칙과 허구의 등가 계를 언 한다[16]. 은 

이러한 카이와의 견해를 지 하면서, 세계( 실) 

공간과 게임 공간을 구분 짓는다. 그럼에도 분명 

허구의 세계가 게임의 규칙에 한 게이머의 이해

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의 설명

로라면, 게임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화면 안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실과의 외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20]. 하지만 이러한 틈이 존재함에

도, 무엇이 어떻게 게이머를 허구의 역으로 몰입

하게 이끌고, 가치의 무효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몰입에 해 앞서 제시한 ‘목 에 따른 

운동’이라는 외  근거에서 조  더 고 나아가기 

한 사유 실험  시도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효화( 는 무화)의 작용

은 실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가 ‘실제’로 제거되는 

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다면 무효화라고 부

를 이유가 없을 텐데도, 왜 놀이의 무상성을 굳이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게이머의 

‘인식의 반 ’이 일으킨 “거꾸로 된 세계(die 

verkehrte Welt)”(WM. 24)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25]. 즉 세간의 가치를 향한 기존의 인식이 뒤

바뀜으로써, 그 가치들이 허구의 세계 속에서 활동

하는 게이머에겐 더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보인

다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경험은 실제 게임 

작품에서 ‘ 이 공간’의 형태로 종종 묘사된다. 병으

로 아내를 잃은 주인공 제임스가 어느 날 죽은 아

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기

괴한 사건을 그린 <사일런트 힐Ⅱ(Silent Hill 

Ⅱ)>가 그 이다. 아내를 찾아 안개 낀 마을을 돌

아다니며 흉측한 크리쳐들과 마주하다 그가 알아차

린 충격 인 사실은 바로 자기가 ‘아내를 죽 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요한 변화는 제임스가 처

한 실의 세계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철된 

이면 세계(내면세계)에로의 이, 즉 도의 상이

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자기기만을 깨닫고 

죄의식에 가득 찬 자기와 직면하는 계기는 세계가 

“그 자체로 침몰하는(Sie sinkt in sich 

zusammen)”(SZ. 186) 상황에 해당한다[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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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lent Hill 2, 2001

 이러한 필자의 해석은 시각에 하여 인식의 

상태를 ‘꿈꾸는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로 비유한 

라톤의 설명에 근거한다. 허구의 세계를, 즉 게

임 속의 세계를 뒤바  세계로 보는 시각은 일상

인의 시각이다. 반면 몰입한 게이머는 도리어 일상 

세계를 뒤바  세계로 바라본다. 뒤바  양자의 

은 마치 동굴 안의 세계가 헛된 그림자 음을 

깨달은 철학자와 오히려 그곳을 편안한 거처로 믿

는 동굴 속 죄수들이 취한 서로 다른 과 유사

하다. 동굴 안에서 머무르려는 죄수와 그들을 바깥

으로 인도해 가려는 자 간의 갈등(517a)[27]은 게

임을 두고 벌이는 게임 포비아인 집단과 게임 필

리아인 집단 사이의 거센 항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시각의 이러한 극단 인 반 의 상은 유희 

그 자체에 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일어난다. ‘노

는 것’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알면서도, 여러 유희

의 방식  하나인 게임을 경계하는 모순 인 입

장은 비단 지 에만 해당하는 구도가 아니다. “아

름다운 사물들은 믿으면서도 아름다움 자체는 믿지

도 않고” 사는 사람들은 “꿈꾸는 상태로 살고” 있

지만, “아름다운 것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

과 이것에 ‘ 여하고 있는 것들(ta metechonta)’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꿈에서 “깬 상

태”(476c-d)에 있는 자들이라는 라톤의 비유가 

오늘날에도 여 히 유의미한 이유이다[27].

4.3. 게이머의 시각 변화 그리고 상호작용

 지 까지 필자는 상호작용의 의미를 읽어냄으

로써 내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했다. 이 작업은 보이지

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딘가로 흐르고 있는 상의 

한 가닥을 끌어내는 작업이었다. 즉 게이머가 일으

키는 작용이라는 사건의 내  의미의 ‘유의미한 재

구성’ 작업에 해당한다. 더불어 본고에서 필자는 

게임 활동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치에 해 살펴

보았다. 그 장소는 바로 우리, 존재이다. 작용이 

펼쳐지는 장, 즉 ‘거기(Da)’로서 존재는 ‘항상 지

 그리고 여기에(immer hier und jetzt)’ 열려있

다. 그래서 언제나 타락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반 로 유락의 길로도 향할 수 있다. 길은 이미 그

의 앞에 놓여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결국 

존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로써 이 논의의 본래 기획 목표 던 상호작

용의 특수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게이

머가 처한 이 의 사태를 토 로 기존의 가치를 

무효화하고 시각의 향을 이끄는 존재론  힘이

다. 이 변화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마치 ‘해

방된 것 같은 자기를 체험’하도록 하는 힘이 게임

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것이다. 이 듯 게임은 

탈 일상 인 을 취한 게이머가 실에서 ‘무리 

없이’ 그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유희  역을 

제공한다. 게임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이 단지 가상 

세계와의 조우 는 행 자의 개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러한 특수성을 통해 규명된 것

으로 보인다. 끝으로 상호작용성에 한 종래의 내

재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끌어낸 작용의 

의미를 필자는 ‘특수성’으로 정의 내리려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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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인간은 실에서 해소하지 못한 혹은 해소해야 

할 결핍된 측면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

 치의  머에 존재하는 충만한 것들을 추

구한다. 양자 사이의 간극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

고 그 틈은  좁 질 수 없다. 좁 지는 순간, 

그것은 실도 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이 

‘이상으로서’ 남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

코 좁 질 수 없는 틈은 지속해서 인간의 유희 욕

망을 부추긴다. 그 기에 놀이 활동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기 에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인간의 야 스 인 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은 언제든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잠정 으로는 둘 이상의 을 취할 여지를 포함

하고 있다.

 결국 이 논의의 과정도 하이데거가 존재의 의

미를 악하기 해 시도했던 작업의 과정을 따라 

존재, 즉 인간에 한 이해로 돌아왔다. 하이데

거가 존재의 의미를 규명하기 해서, 존재의 의미

에 해 물음을 던지는 ‘인간’을 조회처로 삼았듯

이, 필자는 상호작용성의 특수성을 악하기 해 

게이머에 한 선이해를 시도했다. 존재에 한 

해명을 통해 밝 진 존재의 의미는, 하이데거에겐 

“무(Nichts)”(SZ. 187)이다[6]. 게이머 그리고 그가 

처한 사태와 연 하여 진행한 상호작용성의 특수성

에 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게임 활동에

서 상호작용은 바로 허구의 세계 속에서 유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능 근거’이자 두 얼굴의 게이

머가 펼치는 ‘존재론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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