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월드(world)의 공간 층위 연구
이 진*

1. 서론
1.1. 연구 배경
디지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는 완벽한 상태로 작가의 손을 떠난 완성품의 개념
이 아니다. 현대 문학에 대해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는 ‘저자의 죽음’과 함께, 독자의
탄생을 말한다.1) 자유분방한 유희의 대상으로서 텍스트는 작가를 떠나 개방된다. 개방적이
고 비선형적인 성격의 디지털 기반의 뉴미디어 객체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거의 없다. 컴
퓨터 문화에서 메뉴에서의 선택이 순수 창조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2)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는 선택과 조합의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제작과정은 보다 효과적이 되며, 소비자
들은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뉴미디어물이나 뉴미디어 경험을 창조하는 ‘작가’라고 느끼게 된
다고 말한다.3)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독자(active reader)는 원전에 대한 즉각적
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나아가 원본에 대한 이본이 아닌, 원본에 대한
원본으로서의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한다. 접근성의 증가로 강화된 팬덤(fandom) 문화의 속
성 또한 참여 의욕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본위에 기반한 텍스트의 생산으로 설명된다.4) 드
라마 <엑스파일>의 제작자 크리스 카터(Chris Carter)는 이러한 팬의 속성을 프로그램 제작
에 적극 반영해 팬과의 교류를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5)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Massively Multi-play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머드(MUD Multiple User Dimension, Multiple user Dungeon, or Multiple User Dialogue)
게임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입력한 단어들에 의해 진행되며, 집단적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
해낸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MMORPG에서 그래픽과 사운드, 더욱 공고해진 네트워크에
의해 확대되었다. 가상 세계로서 영속적인 게임 월드(persistent world)를 중심으로 하는 다
양한 MMORPG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고정되지 않은 MMORPG의 월드는 사용자에게
게임 내의 룰에 따른 생활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성을 가지게 했다.
온라인 게임 월드의 등장 이후 공간 연구도 공간 자체가 아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의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부 석사과정
접수일자: 2008년 6월 9일, 심사완료: 2008년 8월 10일
1) Roland Barthes,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2) Lev Manovich,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4, p.177.
3) Lev Manovich, 위의 책.
4) John Fiske,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The Adoring Audience-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Lisa A. Lewis (ed.), London & N.Y.: Routledge, 손병우 역, 「팬덤의 문화 경제학」, 『문화, 일상, 대중 : 문
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2, p.197.
5) 별명이 '불친절한 시리즈‘인 <엑스파일>은 에피소드 간 인물 변화나 사건간의 연결 고리에 대해 설명 없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극의 흐름을 해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빈 칸‘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폭발적인 ’
팬 스토리(fan-story)'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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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및 방법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온라인 게임 월드에서 공간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의 대상이
되었다. 서사학의 관점에서 온라인 게임 월드의 공간은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의 3요소 중 배경의 측면으로 이야기되었다. 게임의 공간은 적극적인 배경으로서 사건
을 유발시키는 스토리텔링의 주요 요소이다. 소설이나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시간의 종적 연
쇄였다면, 허구적 공간의 구축으로서 게임 월드는 선택 가능한 이야기 요소들을 횡적으로
병렬시킨 공간의 축의 연쇄이다.6) 건축학을 비롯한 디자인학에서 게임 공간은 사용자의 이
용 행태 및 공간 구조의 형태적 특질에 대한 정량적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회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에서 온라인 게임 월드의 공간은 사용자의 정체성 및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 주제였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월드의 공간은 의미를 가진
해석의 공간으로 다루어지거나,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으로 다루어졌다. 디지털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미디어인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세부적이고 엄밀한 접근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공간에 대한 복합적인 접
근도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현재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성이 촉발시키는 감각적
인 흥미와 오락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의 상호작용성은 아직 스토리텔링의 서사
와 조화롭게 통합되지 못했다.7)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게임 월드는 사
용자와의 연계성 안에서 구체적으로 분류되어질 필요가 있다. 각각의 공간 층위에서 이루어
지는 스토리텔링의 양상들은 살펴볼 수 있는 좌표로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물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서사학에서 인물 개념인 아닌 공간을 향유하는 유기체적인 인간의 개념에 더
가깝다. 공간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인간에 대한 연구, 즉 인간의 행태에 관한 연구와 그 축
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마거릿 버트하임(Margatet Wertheim)은 『공간의 역사』를 통해
철학과 과학, 종교의 관점에서 서구의 공간관을 정리하며,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를
정의한다. 사회적 교류와 놀이를 위한 장소로서 ‘사이버 스페이스’의 네트워크적 특성은 공
간을 점유한 자가 다양한 자아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아
를 보다 유동적이고 포용력 있게 바라보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8)
본 연구는 환경과 인간의 행태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환경행태학에서의 환경 개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월드의 층위를 나누고, 이러한 공간의 분류에 따른 플레이어의 행태를 살펴
볼 것이다. 환경행태학에서 공간 층위의 유형은 쿠르트 레빈(Kurt Levin)의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지칭하는 장(field) 이론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심리적 장과 물질적 장을 구분하는
레빈은 장이론은 방법론으로서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통합체적인 공간을 다양한 층위로 유형
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어 기호학의 계열체, 통합체 모델과 그레마스의 행동주 모델을 통
해 공간 층위의 분류에 따른 플레이어의 행태를 살피면서, 어떤 환경(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와, 플레이어가 어떤 행태(사건)를 통해 빈 곳을 채우려는 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즉,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분류된 환경의 분류를 통해 구분되는 스토리텔링의 층위를 연구할 것이다.
연구 대상은 현재 세계 및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니지2>로

6)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 2005, p.37.
7) 이인화, 「서사 계열체 이론」, 『차세대스토리텔렝 연구』, 제1권 1호, 2006.10, p.35.
8) Margatet Wertheim, 『공간의 역사』, 생각의 나무, 2002,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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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 대규모의 동시접속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리니지2>는 2003년 서비스를 시작으
로 2008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월드를 유지해왔다. <리니지2>는 한국형
MMORPG로서

다양한 층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임 월드로서의 속성을 갖

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환경’으로서 온라인 게임 월드(world)
2.1. 환경의 개념과 유형
심리학과 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MER(man-environment relations ; MER)’은 인간 행태와
환경으로서의 공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시작된 학제 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기
본적으로 설계와 디자인의 연계를 상정하는 학문으로 환경심리학, 환경행태학 등으로 명명
된다. 환경으로서 공간은 존재물이 존재하는 장소로의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개체와 행태
그리고 체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된다. 환경행태학에서 다뤄지는 환경은 물리적인 환
경 혹은 자연적인 환경이 아닌 인간에 의해 조직되어진 환경을 이른다. 환경행태학은 우리
가 도시로 알고 있는 인간의 인공물(human artifact)의 공간적 행태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9)
환경행태학의 개념들에 많은 기여를 한 사회심리학자 쿠르트 레빈(Kurt Lewin)은 장이론
(field theory)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심리적 장
(場)’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행태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레빈의 ‘심리적 장’의 개념은 지리적
환경은 동일하더라도 행태적 환경은 동일하지 않다고 정의한다.10) 즉, 레빈의 장(場), 환경의
개념은 존재하는 사실들의 총체, 즉 상호의존적인 요소들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
이다. 현상적인 공간과 개인과 집단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공간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것이다.

환경행태학에서는 이러한 레빈의 개념을 통해 환경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현상적 환경, 개인적 환경, 맥락적 환경이 그것이다.11) 현상적 환경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측적 및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각적인 경험으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
에 동일하다. 즉 대상 그 자체만의 세계를 지칭한다. 경험적 환경 혹은 행태적 환경이라 이
야기되는 개인적 환경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현상적
환경이 개인에 의해 경험되어지면서 형성되는 2차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적 환경은
집단과 조직의 개념으로 특정 문화를 구성하는 환경의 개념이다. 저장된 과거의 경험을 통
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9) Douglas Perteous, 송보경 외 역, 『환경과 행태』, 명보문화사, 2986, p.2.
10) Kurt Lewin, 박재호 역, 『사회과학에서의 場理論』, 민음사, 1997, p.52.
11) Douglas Perteous, 송보경 외 역, 『환경과 행태』, 명보문화사, 1986,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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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경의 상호 작용 관계
출처: K. H. Craik, "An Elogical perspective on
Environmental Desion-Making," Human Ecology 1,
1972, p.72, Douglas Perteous, p.152, 재인용

세 가지 환경의 유형은 상호작용을 주고받지만 면밀하게 구별된 공간이며, 통합체적인 공간
으로 기능한다. 위의 분류는 환경을 인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라는 전제 하에 인간
의 선택을 중요한 변수로 둔다. 개체로서의 인간이 구성하는 통합체로서의 공간인 동시에,
개체 자체와 개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시스템으로서의 환경을 포괄하는 것이다.

2.2. 환경 분류 층위에 따른 온라인 게임 월드
온라인 게임 월드는 이러한 환경의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게임 월드의 현상적 환경은 게
임 디자이너에 의해 계획된 공간이다. 세계관, 캐릭터, 맵(map)의 구성 등을 포함한 일련의
룰(rule)이 디자인되어진다.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통해 경험되기 이전 단계로서의 제공된
콘텐츠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개발자 스토리라 통칭해지는 것이다.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상적 환경의 ‘이미지(image)’로서 개인적 환경은 플레이어들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환경
이다. 이는 현상적 환경을 경험하는 플레이어 개인의 성격, 복합적인 태도, 기호 등을 통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MUD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리차드 바
틀(Richard Bartle)의 이론을 통해 이러한 개인적 환경의 유형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12) ‘게
임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가’ 라는 관점에서 분류된 성취가형(Achievers)․ 탐험가형
(Explorers)․ 파괴자형(Killer)․ 사교가형(Socializer)은 곧 플레이어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놓고 게임 월드를 지각하느냐와 상통한다. 현상적 환경은 개인적 환경을 통해 다의성을 가
지고 확장된다. 일단 개인적 환경이 형성되면, 플레이어는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단계에 접어
들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자타에 의해 교류를 가진다. 이때 집단 조직으로서 맥락적 환경에
서 플레이어는 영속적인(persistent) 온라인 게임 월드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에 소속되고, 월
12) Richard Bartle, "Heart, Clubs, Diamonds, Spaders: Players Who Suit MUDs", Designing Virtul Worlds,
New York: New Riders Gam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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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내에 일종의 게임 문화로서 룰(rule)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2. 온라인 게임 월드(world)의 상호 관계

온라인 게임 월드는 게임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적 환경으로부터 플레이어 개개인
의 지각된 환경의 층위를 지나, 플레이어 집단에 의해 규정되는 맥락적 환경까지, 상호작용
을 통해 각각의 층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통해 현상적 환경에서 개
인적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고, 개인적 환경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게임 월드의 구성원으
로서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맥락적 환경에서의 플레이어의 행위들은 개인적
환경의 경험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현상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러한 환경에 분류에 따른 게임 월드 공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기호학적 모델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3. 기호학적 분석에 따른 공간 층위
3.1. 계열체적 공간으로서의 현상적 환경
현상적 환경은 객관적이며, 명시적이다. 모든 외부 조건이나 영향들을 그가 알든지 모르든
지, 둘러싸인 단위에 부딪히는 그것들로 이루어진다.13) 현상적인 환경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간주되는 것에 따라 측정될 수도 있고 또한 계량화될 수도 있다. 지각적인 경헌으로 수정되
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14) 온라인 게임의 영속적인 월드(persistent)
는 플레이어가 접속하지 않아도 존재한다.15) 온라인 게임의 현상적 환경은 이러한 월드의
현시성에 의거해 정의될 수 있다. 플레이의 참여 전의 공간으로서, 개발자에 의해 설계되어
13) Douglas Perteous, 위의 책, p.149.
14) 위의 책.
15) 베치북(Betsy Book)은 MMORPG가 게임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미디어로 발전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가상
세계의 특징 중 하나로 ‘영속성(persistence)’을 들었다.
Betsy Book, Moving beyond the game: Social Virtual Worlds,
(http://www.virtualworlds-reniew.com/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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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든 대상을 의미한다. 서사물을 이야기로서의 스토리(story)와 서술된 이야기로서의 담
화(discourse)를 나눈다면, 현상적 환경은 '담화 전(前) 담화(discource)'라는 새로운 개념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서술의 과정을 통해 스토리가 담화로 표현된다면, 플레이를 통해 현상적
은 환경은 플레이어의 개인적 환경으로 진입한다. 플레이는 일종의 표현(expression)이자,
진입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적 환경 자체는 역사와 신화를 가지는 통합체적인
담화로서 완결된 세계관을 가진 월드다. 다만, 전통적인 서사물이 스토리와 담화로 구분되어
졌다면, 온라인 게임은 스토리와 현상적 환경으로서의 담화, 플레이어어의 플레이어에 의해
구성되는 2차 담화로 나눠진다.
스토리로서 현상적 환경을 이루는 개체들은 계열적으로 존재한다. 영화나 소설의 서사에서
는 통합체가 명시적(explicit)이고 계열체가 함축적(implicit)인 반면, MMORPG 같은 디지털
서사에서는 계열체가 명시적이고 통합체가 함축적이다.16) 이는 인과 관계에 의한 시간성이
포함된 사건의 개념보다는, 선택/비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봤을 때 잘 드러난다. ‘ 그는
/A/와 결혼한다.’는 ‘그는 /A/B/C/와 결혼한다’에서 B와 C가 지워진 상황이다. 전통적인 서
사에서는 사건으로 드러난 A만 남고, B와 C는 삭제된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공간은
‘플레이어는 퀘스트/몬스터/지역을 수행한다/죽인다/이동한다.’에서 선택되지 않은 대상도 명
시적으로 공간 안에 존재한다. 제일 처음 온라인 게임 월드에 접속하는 과정은 아바타의 선
택이다. 종족, 성별, 얼굴 생김, 머리카락의 색깔 등 다양한 계열체들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
작한다. 이처럼 플레이어는 온라인 게임 월드를 계열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계열체군들은
담화 전 담화로서 현상적 환경 내에 잘 갈무리되어 있다.

3.2. 통합체적 공간으로서의 개인적 환경
개인적 환경은 경험적 환경이다. 현상적 환경은 개인에 의해 지각되어지고, 재구성되어진다.
계열체로 구조화된 현상적 환경은 플레이어에 의해 선택, 경험되면서 진행되고, 의미를 지니
는 공간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의는 자신의 성향과 기호에 의한 통합체를 구성
한다. 리차드 바틀(Richard Bartle)이 분류한 MUD게임 플레이어의 4가지 유형인 성취가형,
킬러형, 모험형, 사회형은

현상적인 환경에 대해 개인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각하느냐

에 따라 형성되는 개인적 환경의 유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레마스의 행동주 모델을 통해 개인이 선택하는 계열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를 드러
낼 수 있다. 주체가 대상을 욕망하는 욕망의 축에서는 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의해, 계열체로
서의 현상적 환경이 개인적 환경으로 변모한다. 성취가형(achiever)과 모험가형(adventure)
은 욕망의 축에 어떤 대상의 놓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맵(map)으로 통칭되는 지역들이 대상
에 위치할 때는 주체는 모험가형이 된다. 레벨(level), 스킬(skill), 아이템(item) 등이 대상의
자리를 차지하면 주체는 성취가형으로 구분된다. 사교가형과 킬러형은 온라인 게임의 MMO
적인 면을 중시하므로, 욕망의 축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16) 류철균, 「서사 계열체 이론」, 『차세대 스토리텔링 연구』, 제1권 1호, 2006.1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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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적 환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

원조자와 주제의 관계인 플레이어1와 플레이어2의 관계는 양(+)의 사회적 관계인 사교가형
에 해당한다.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3은 음(-)의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킬러형이다. 이들은
현상적 환경을 구성하는 계열체 자체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과 상호작용을
즐긴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플레이어를 계열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 전달의 욕망의 축과 사회적 관계의 축 각각이 서사적으로 개연성을 가지며 연결이 되
도록, 연결(link)시켜주는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퀘스트(quest)를 의미한다. 통사적으
로 욕망의 축과 사회적 관계의 축이 주어의 동사와 목적어를 결정한다면, 정보 전달의 축은
대상을 획득하거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다. 퀘스트는 게임과 서사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플레이어가 몰입할 수 있으면서 게임의 진행을 지각할 수 있는 공간 창
조17)하며, 이는 플레이어의 유형에 따라 개인적 환경을 형성한다.

그림 4. 개인적 환경을 이루는 축의 작용

17) Jeff Howard, Quests : design, theory, and history in games and narratives, MA: A K Peters, Ltd. 2006,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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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스트를 통한 정보의 전달은 모험가, 성취가, 킬러, 사교가라는 플레이어의 기호에 따른 통
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3.3. 2차-통합체적 공간으로서의 맥락적 환경
맥락적 환경에서는 경험적 환경으로서의 개인적 환경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배합
시키는 작용이 일어난다. 신념, 태도, 선호, 그리고 기타 성격의 속성들은 개개인에서만 유래
되는 것이 아니라, 층위가 다른 집단들의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으로 만들어진다.18) 문화 또는
어떤 것의 하위 문화로서 때로는 구성원의 특정한 행복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온라
인 게임 월드에서 맥락적 환경의 층위는 현상적 환경과 개인적 환경이 성립되고 난 후에 성
립 가능한 개념이다. 개발자에 의해서 주어진 월드의 룰과 메커니즘이 플레이어의 개인적
환경으로 수용되어진 후 플레이어 집단의 피드백에 의해 맥락적 환경은 성립 가능한 것이
다. 저장되고 학습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특정 게임 월드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현상적 환경과, 개인적 환경에 각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맥락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플레이어의 행태는 반복적인 집단행위를
통한 통합체의 구성이 있다. 플레이어에 의해 조직되는 의미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적 환경에서 플레이어는 퀘스트를 수행하고, 다른 플레이어와 PvP를 수행하는 것과 같
이 계열체를 선택하는 1차적인 통합체를 형성한다면, 맥락적 환경에서는 선택 이상의 능동
적인 의미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월드 내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거나, 현상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2차적 통합체의 패턴은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특정 행
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게임 월드의 연장선상에서 대상이 생성되거
나, 게임 월드와 무관한 의미가 만들어진 다는 점에서 플레이어 중심의 ‘의미의 투입’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플레이어들의 반복 행위에 의한 통합
체적 의미 생성 구조

18) Douglas Perteous, 위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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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의 크로니클4 업데이트에서는 <리니지2>의 핵심 업데이트 콘셉트인 ‘전투’와 무
관한 결혼 예복 아이템이 업데이트되었다.19) ‘크로니클4-운명의 계승자’의 공식 플레이 동영
상에서는 평화로운 결혼식 장면이 적의 침입에 의해 깨어지는 스토리가 중심이 되었다. 이
는 온오프라인의 관계를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진 플레이어들의 결혼식이 뒷받침이 된 경우
다. 의례화된 플레이어들의 행동은 길드를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월드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도 할 수 있다. 개발자에 의해 주어진 현상적 환경과 상관없이 반복된
‘결혼식’이라는 플레이어들의 집단적 행위는 온라인 게임 월드 내에 새로운 계열체로 받아들
여지며, 현상적 환경에 포함되었다.

그림 6. <리니지2>의 결혼식(좌)과 오크 플레이어들의 집회(우)
출처 : 플레이포럼 www.playforum.net/lineage2

플레이어들은 주어진 대상의 선택이나 획득을 통해 1차적 통합체를 구성하는 개인적 환경
을 구성할 때, 플레이어 집단과 부합하지 않는 통합체는 새롭게 재구조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리니지2>의 플레이어 주최의 이벤트가 이러한 경우이다. 그랜드 올림피아드는 <리
니지2>의 최고 클래스인 ‘영웅’의 레벨이 되기 위해 거치는 플레이어 간의 전투 시스템이다.
이 경우 전사 계열 플레이어의 참여가 중심이 되고, 힐러 계열의 직업을 가진 플레이는 상
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없지 않다. ‘제1회 힐러 올림피아드’ 는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플레
이어가 주최한 이벤트의 사례다. 게임 월드에서의 룰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의사 표시를 위
해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리니지2>의 선택 가능한 캐릭터 중 오크 종족을 선택
한 플레이어들은 종족 특성의 불균형과 파티 플레이에 불리한 직업 및 스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7시부터 전체 창에 구호를 외치는 것을 시작으로 기란성 북문
부터 아덴 마을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1시간 30분 동안 소요된 행진을 마치고 마을의 광장
에서 소셜 액션을 통해 집단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다음 업데이트
에서 의견 수용을 목표로 하는 플레이어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의미를 지니는 2차-통
합체적 사건이다. 사건으로서의 이야기의 통합체적인 질서가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
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견지한 의미 구조로서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선택을 드러낸다. 맥락적
환경에서 플레이어들은 개인적 환경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특정 주제 아래 대규모로 업데이트 되는 <리니지2>는 2003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약 6개월을 주기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연속성을 가지는 <리니지2>의 업데이트는 ‘크로니컬 업데이트
(chronicle update)’라 불리며, MMORPG 게임의 안정적인 업데이트의 형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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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영속적인 월드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공간의 환경행태학적 개념에서의
공간 층위의 분류와 기호학 모델을 통해 환경 층위에 따른 공간의 구조와 상호작용의 양상
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게임 월드는 전통 서사물의 공간이 가지는 배경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의미를 형성
하는 공간으로 역동적인 스토리텔링의 된다. 그런 의미에서 플레이어를 둘러싼 환경으로써
공간 층위의 세분화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양상과 공간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관
점이 될 수 있다. 개발자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온라인 게임 월드의 배경 스토리와 사용자 스
토리텔링으로서 플레이어와 월드, 플레이어와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의 스토리로 구분되어
온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개발자에 의해 주어진 기본적
인 온라인 게임 월드의 룰이자 메커니즘으로서 현상적 환경은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타일,
선택의 요소에 따라 개인적 환경으로 변모한다. 이후 경험의 축적에 따른 월드의 구성원으
로서의 플레이어들의 집단행위는 맥락적 환경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맥락적 환경을 통해 개발자는 현상적 환경에 새로운 대상을 생성하기도 하며, 새로운 메
커니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현재 서사학,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제 간 학문적 시도
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컨버전스와 공유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의 성격에 비출 때, 유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행태학은 인간의 도시경험과 인공적
인 환경을 인간 행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현재 발전 중에 있는 분야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행태학의 개념들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월드의 공간 층위를 유형
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월드는 3D 웹의 가상 세계를 상정한다. 환경행태학에서
의 환경과 공간 개념이 네트워크화된 3D 웹의 가상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공간
개념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바이다.
주제어 : MMORPG, 리니지2, 공간 층위, 환경행태학, 통합체, 계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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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pace Layer of Online Game World

Lee J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space layer of online game world based on a theory which
explains human behavior and spatial environment. The theory that deals with human
behavior and spatial environment

assumes that a space as an environment interacts

with human behavior. This paper assumes that online game world can be divided
into space later on the interaction with player behavior and game world. Because
the interaction with human and space appears the compositive aspect. Also it is
available in online game world.

Thus, this space later is analyzed by a theory of

semiology.
The Environment as a unific field is constructed phenomenal environment, personal
environment, coherent environment. A phenomenal environment is measured by objective
standard. If it is retouched by perceptual experiment, it is same for every person.
is, it is designated

That

world of existence itself. A personal environment called experiential

environment or behavior environment is an idea that gives a general name environment
formed by personal experiment.

A coherent environment is an idea that is constructed

a specified culture as a group or system. It is organized by kept a past experiment.
In online game world, a phenomenal environment is the space planned by a game
designer. A personal environment as image of phenomenal environment for an each
individual. In the coherent environment as a group, a player who is a member of
persistence world in online belongs to the group. And they forms rules as the game
culture in the online game world.
The phenomenal environment is a paradigmatic space that is available choice. The
personal environment is a syntagmatic space which formed by players. The coherent
environment makes a culture of specific game world

through the past experiment

learned. So these things influences both the phenomenal environment and the personal
environment.
Key

words:

MMORPG,

Lineage2,

space

layer,

environment, syntagmatic, paradig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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