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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고는 MMORPG「월드오 워크래 트」와「마비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 이하 ‘SN’) 기반 사용자스토리텔링에 한 유형  생성 구조에 한 연구이며, SN을 기반으로 

인터넷 이슈로 자리해 온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에 한 논의에

서부터 시작된다.  SNS는 게임 콘텐츠를 즐기는 이어들에 의해서 개발자 스토리텔링을 넘어 사용자 

스토리텔링이 구 되는데 일조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N지향 게임의 요소와 이들이 지닌 스토리텔링의 

열린 가능성을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 이션이론을 이용하여 용하고자 한다.  본고는 웹에서

의 SNS가 요한 이슈로써 게임 설계  사용자 스토리텔링까지도 꾸 히 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MMORPG의 사용자 스토리텔링을 통해 게임의 SN지향 게임 요소를 살피는데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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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d out the prototype and the structure of UGS(User Generated Storytelling) 

based on social network in「World Of Warcraft」and「Mabinogi」as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and started with issues based on SNS(Social Network 

Service) in Internet. SNS has been supported by storytelling which is made by users to go 

through the contents in game space as well as by developers. This study drew elements toward 

social network in game and its new possibility as storytelling applied by communication 

theories based on social psychology. Today SNS is a major topic in web environment and this 

issue has influenced the game design and UGC. Under this situat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because it proves that the factors toward social network in MMORPG is analyzed by 

U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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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웹 기반의 가상공간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

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새로운 계가 조직되는 

사회  공간으로서 논의가 확장되어 왔다. 게임의 경우

에도 PC게임을 넘어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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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상용화와 함께 게임으로서의 가상공간이 사회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화되기 시

작한다. 동시 에 기존 웹서비스 비즈니스모델로서 사

회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개념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에서의 주요 이슈

로서 SNS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 MMORPG에서는 이미 SNS의 요소를 극 

수용해 발 시켜왔으나 그 과정에서 SNS는 개발자 스

토리텔링 뿐 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를 즐기는 이어

들에 의해서 개발자 스토리텔링을 넘어 그들만의 새로

운 사용자 스토리텔링이 구 되는데 일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미약했다. 본고에서는 게임 

안에서의 사회  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 이하 ‘SN’) 요소가 무엇이며 

게임에서 어떤 의미 생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유도하

여 사용자 스토리텔링이 나타나도록 돕는지에 한 논

의에 연구 목 을 두고자 한다. 일반 으로 MMORPG

는 길드나 티 이를 통해 사, 마법사, 도  등의 

클래스를 구성하여 효율 으로 사냥이나 투를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로 게이머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MMORPG가 사회  정체성을 

시험하는 장으로써 논의 되어 왔다[5]. 본고는 게임에서 

SN요소이자 커뮤니 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

한 연구이며, 특히 MMORPG가 지닌 사회  네트워크

를 발하는 게임의 요소를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하 UGC)를 통해 고찰하는 선행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1.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향

본 연구에 앞서 온라인 게임 이 에 웹 자체를 가상

공간으로 상정했던 시 부터 최근까지 나타났던 선행 

연구를 통해 MMORPG의 SN기반 사용자스토리텔링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  가상공간으로서의 웹의 사회

 네트워크에 한 논의는 1990년  후반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바탕으로 자아와 공동체 등의 주제와  가상 커뮤니티에 

한 것이었으며 2000년 에는 사이버 공간의 사회  

계나 계  자아 형성의 장으로서의 사회  네트워

크 어 리 이션 게임과 같은 주제들이 사회학이나 언

론 분야에서 커뮤니 이션 이론 심으로 연구되어 왔

다. 미디어분야에서는 다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지

는 온라인 공간에서 ‘나’와 ‘타인’간의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조해리(Joseph Luft and Harry Ingham)의 

Window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hidden area

의 특성을 활성화하는 커뮤니 이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했다[16]. 한편으로 MMORPG에서 나타났던 사용

자스토리텔링에 한 연구로서는 사용자 경험과 사용

자 서사를 통해 ‘사용자 스토리텔링’의 네 가지 서사패

턴 상에 한 논의[13]나 이어의 존재양태와 유

형에 따른 공간연구[14] 등을 통해 사용자스토리텔링의 

유형을 분류했던 선행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를 통해 SN지향 게임의 요소와 이들이 지닌 스

토리텔링의 열린 가능성을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 이션이론을 이용하여 용하고자 한다. 네트

워크란 어도 3개 이상의 요소, 지  혹은 단 들을 연

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장 추상 인 정의로 물

리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  미디어 네트워크에 

용될 수 있다.  ‘연결’  ‘요소’와 같은 용어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4], 사회  네트워크는 

가족이나 친구 등 서로 신뢰하고 충고나 조언,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사회 으로 의미 있는 계로 엮어

진 사람들 혹은 집단들의 모임을 가리킨다[9]. 네트워크

는 실을 기반으로 한 사회  네트워크와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의 사회  네트워크로 나뉜다. 본

고에서는 가상세계의 사회  네트워크를 심으로 논

의되며, 1990년 의 웹 환경에서의 사회  네트워크 형

성에 한 논의의 경우 가상 커뮤니티의 개념에서부터 

나타났다. 가상커뮤니티란 통 인 공동체의 개념과 

달리 새로운 정보 기술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 구성된 

공통의 심사나 경험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

의 집단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인 교감을 느끼고, 

공공의 논의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가상공간에서 개인

인 계의 망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사회  집합체인 

것이다[21]. 웹에서 가상 커뮤니티의 사회  기반 요소

는 목 , 장소 로화일, 역할, 리더, 규정, 정기행사, 실

생활과의 연계성, 소그룹 등의 9가지가 커뮤니티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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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11]. 본고에서 논의

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요소는 게임 공간 내에서 

사회  네트워크를 유발하는 이 심의 설계를 말

한다. MMORPG에서의 게임 요소는 사회  네트워크

를 유발하는 요소들로 의미를 체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고의 연구 상범 는 해외

는 물론 국내에서도 성공한 MMORPG인「월드오 워

크래 트(World Of Warcraft)」와 소셜라이징이 강한 

표  MMORPG  하나인「마비노기」로 한정했다.  

본고의 2장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유도하는 이에서

의 SN을 지향하고 있는 게임 내 설계의 특징을 커뮤니

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한다.  2장에서 게임과 함

께 논의되는 상징  상호작용론은 슨즈의 기능이론

과 사회체계이론 등 거시  사회이론에 한 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론으로서, 게임 내의 캐릭터 역할이 

어떻게 행 를 구성되도록 만드는지의 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Play에서의 SN지향 설계 특징

2.1‘캐릭터’역할 획득의 Play

게임이 기존의 웹 콘텐츠와 다른 부분은 3차원의 그

래픽 공간 안에 실 세계의 이어와 게임 세계에서

의 캐릭터가 성별이나 스타일이 유사한 부분을 지녔거

나 혹은 그와 반 로 실세계의 이어가 지닌 성별

이나 스타일을 달리하여 게임 세계에서의 캐릭터는 단

지 이어의 욕구가 반 된 아이덴티티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야기의 풍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임에

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로는 퀘스트, 캐릭터, 

공간 등이 있으며 이는 MMORPG의 세계 을 심으

로 함께 확장될 수 있다. 게임에서 이야기의 주요 장치

는 캐릭터-공간, 공간-퀘스트, 캐릭터-퀘스트, 캐릭터-

캐릭터 등의 조합을 통해 개발자 스토리텔링에서 사용

자 스토리텔링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 

주어지는 SN요소는 사용자스토리텔링을 유도하는  

하나의 이야기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이야기 구성 장

치 에서 퀘스트는 게임에서 일정한 역할과 새로운 임

무를 부여하는 요한 기능을 한다. 퀘스트를 통해 

이어는 캐릭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이어 자

신의 치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경험을 축 한다. 

 다른 이야기 구성 장치인 캐릭터는 게임과 이어

를 이어주는 에이 트가 되는 것이다. 퀘스트-캐릭터, 

캐릭터-공간, 캐릭터-캐릭터의 상호 과정에서 이

어는 캐릭터를 자아의  다른 상으로 악하게 되는

데, 이는 자아에 한 상징  상호작용론  개념의 핵

심으로 설명된다. 인간의 자아인지는 자기 자신을 상

화 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개개

인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상 즉, 자신이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시각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

고, 행동이 향하는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8]. 게임이

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이어는 캐릭터를 움직여 스

스로 하고자 원하는 것과 퀘스트를 통해 개발자 혹은 

다른 이어들이 이어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내  화 안에

서도 게임에서의 캐릭터는 이어이며 동시에 캐릭

터로서의 자아-형성 과정의 기제를 작동하게 된다[8]. 

자아-형성 과정을 통해 이어는 게임 내의 캐릭터 

곧 자신이 따라야 하는 룰이나 스토리를 알게 되며, 게

임 세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의 치  역할이나 

사명에 해 더욱 확고히 인지하게 된다. 쿨리(Charles 

Horton Cooley)의 거울 자아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새

로운 사람들을 사귀게 되거나, 새로운 집단에 가입하게 

되면, 타자로부터 받게 되는 피드백 정보에 따라 우리

의 자아 개념도 수정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조

해리(Johari)의 Window이론에서는 자아 노출과 피드

백으로 인해 자아의 변화가 이 짐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열린 자아의 형성은 게임 내에서의 

이어 개인, 혹은 이어 간의 사회성, 정체성을 일

깨우며 게임 안에서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축

을 형성하게 한다. 쿨리(Charles Horton Cooley)의 거

울 자아 개념에서처럼「마비노기」에서의 이어는 

자신의 캐릭터 명 앞에 개발자에 의해 주워지는 새로운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고 이를 지니게 된다. ‘10살에 곰

을 잡은 스트루냥(캐릭터 명)’, ‘골렘을 잡은 은빛다나에

(캐릭터 명)’ 등을 캐릭터의 타이틀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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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의 캐릭터는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월드 

내의 자신의 역을 확장하듯 Johari Window이론과 같

은 심리  변화를 보인다. 이어는 상황이 어떻게 

조직되어질 것인지에 한 분별력을 가지고 각각의 상

황에 근하며, 이때 발휘되는 변별력은  벨의 퀘

스트를 수행하면서 이어 자신이 게임 내의 캐릭터

이자 구성원으로서 깨닫게 되는 역할(role)에서 기인한

다[8]. 게임에서 캐릭터의 역할은 이어에게 제공되

는 방침을 읽도록 요구하며, 동시에 역할에 한 규범

인 요구들을 따르기 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행동

하도록 요구한다. 상호작용  에이 트 구 을 해 

MMORPG에서도 효과음, 행동과 같은 캐릭터의 다양

한 감정 표 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  커

뮤니 이션 발생을 한 요소이자, SN의 요소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표 과 연출 방법에 따라 캐릭

터의 춤, 표정, 이모티콘 등의 표정 연출과 이들 동작의 

순환은 이어들에게 길드나 인스던트 던 , 사회  

공간이자 던 의 공간이기도 한 여러 게임공간에서 여

유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상태나 기분을 춤이나 인사, 

울음, 외침 등으로 표 할 기회를 열어 주게 된다. 캐릭

터의 감정 표 은 2008년 5월 베타서비스를 시행했던 

‘싸이월드’의 3D미니라이 에서도 구 다. 지 까지

의 게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방향 인 캐릭터의 행동

에서 한걸음 나아가 악수, 포옹, 키스 등 세 가지 동작이 

캐릭터끼리 ‘상호작용’ 행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SNS의 표 인 성공모델

이기도 한 “싸이월드”의 변화를 보건데, 이와 같은 SNS

의 기능  변화는 게임에서도 캐릭터간의 상호작용 행

동 기능이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으로서, 나타

날 것을 상할 수 있다.

2.2 의미에서 실재로의 관계 형성 Play

앞서 2.1에서 논의되었던 캐릭터의 이 경험은 월

드 내에서의 시민으로서, 는 웅으로서의 사회화 과

정을 거치며 더욱 발 하게 된다. 캐릭터를 통한 지속

인 이는  ‘몰입’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몰

입은 처음부터 이 지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의 텍스

트를 소비하며 이 진다. 롤랑 바르뜨(Roland Barthes)

는 작품이 작가의 의도 로 쓰여 진 단일하고 안정된 

기호체계라면, 텍스트는 무한한 기표들로 짜여 진 것이

며, 작품 신 텍스트를 기호학  분석의 상으로 하여 

작가의 자리에 독자를 배치했다. 독자는 곧 본고에서 

이어라 말할 수 있으며, 이어는 텍스트의 의미

를 마음 로 풀어헤쳐 그 짜임 속에서 어떤 질서를 발

견하고 의미를 찾는 황홀감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

다[13]. 게임 월드에 처음 들어간 캐릭터는 선택에 의한 

역할과 성장의 룰을 습득해야하며 이 단계에서 가장 기

본이 되는 것이 퀘스트가 된다.「월드오 워크래

트」의 경우에는 지역 으로 인 하여 서로 련되어 

연결되어있는 퀘스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캡슐 서사 상

황(capsule narrative situation)[20]으로 설정되어 있다. 

「마비노기」의 경우에도 퀘스트는 있으나, 「월드오

워크래 트」와는 달리 반드시 퀘스트를 하지 않더

라도 사람들과의 계를 통한 사교의 모임을 즐기며, 

게임 공간 내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비노기」나 「월드오 워크래 트」에서의 사교 

공간은 SN형성을 통해 사회  지지의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사회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

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15]. 

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회  지지의 분류는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도구  지지, 평가  지지의 네 가지

로 분류된다. 코헨(Cohen, S)과 호버만(Hoberman, H)

에 의해 이루어진 네 가지 분류에서 정서  지지는 정

서  공감을 표 하거나 존 과 사랑을 표 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며, 정보  지지는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충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

구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

는 것이며, 평가  지지는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정서  지지와 평가  지지는 이어의 

캐릭터와 다른 이어의 캐릭터들 간의 계, 이

어와 공간과의 계를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  지지나 도구  지지는 길드를 통하거나 퀘스트 

수행 시 나타나는 이어들 간의 정보에 한 공유와 

일시  티를 수행하여 퀘스트를 마무리하는 행태로

도 나타난다. 이어가 사회화 과정 속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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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들은 이 경험으로 이어진다. 효과 인 SN 지

향을 해서는 객  실재가 독자 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캐릭터의 정체성 표 , 공정한 싸움 등이 상

호작용을 통해서 부여되는 의미가 곧 실재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SN를 한 캐릭터의 역할 부여는 

의미부여나 해석의 옳고 그름이 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사회 으로 구성된 실

재의 사건은 그 구성원들에게는 의미 있는 실재, 즉 사

용자 경험의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론자

들은 캐릭터의 역할 구성은 역할 상연, 역할 수행보다 

역할 구성에 해 요성을 강조한다. 게임 내에서의 

캐릭터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상황과 타인들의 행동 방

침에 합한 행동 노선들을 구성하도록 이끌어 주는 

들을 제공한다. 조해리(Johari)의 Window이론[3]을 

응용하여 사회  네트워크에 따른 게임 내의 사용자 스

토리텔링의 소비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Open story에서부터 Behind story를 

알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는 사회  네트워크가 강한 경

우를 나타내며, Blind story가 많은 경우에는 사회  네

트워크가 약한 경우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Unknown 

story의 경우 수많은 이어가 공략해야하고 만들어 

가야하는 ‘가능성’이 열린 상상의 스토리라 볼 수 있다. 

다음 3장은 이어의 경험이 이포럼 등의 게임 

포털 사이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UGC의 주요 사례

를 유형화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Johari Window 응용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사용자 스토리 소비 패턴 

3. SN지향 요소와 사용자스토리텔링

3.1 존재하기의 스토리텔링

소쉬르의 공시-통시 이분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

의성은 통시  성격의 가능성을 지닌다. 다의성은 먼  

나타난 의미가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 

이은 열려진 구조, 탄력성, 유동성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미 변화의 상이라고 한다[4]. 열려진 구조에서의 의

미 변화 상은 게임 공간에서도 이어들에 의해 뚜

렷하게 나타난다. 게임 공간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나타

내는 캐릭터는 공간과 이어를 잇는 에이 트로서 

공간 안의 경험이 마치 실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몰입의 기쁨을 얻는다. 이어는 이에 한 만족과 

기쁨을 표 하고, 환상  경험을 주는 공간 요소들을 

배경으로 하여 스크린 샷(Screen Shot)을 거나, 동

상을 는다. 혹은 군가가 자신이 느 던 경이감이 

담긴 게시  에 해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감탄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댓 로 

표 한다. 를 들어, 게임 이  ‘운하’라고 표시된 

공간을 지나던 이어가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

는 화두에 한 이어 자신의 생각을 담아 이포

럼이나 인벤 게시 에 스크린 샷과 을 올리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게임 세계 에 입각하여 개발된 공간에

서 이어는 실을 반 하여 게임 공간 안에서의 캐

릭터 경험에 자신의 견해를 담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이어의 경험은 공간과 캐릭터, 캐릭터와 이

어, 이어와 게임 공간 안에서 존재하기(Being)에서 

참여하기(participating)로 나아갈 때 얻는 경이와 환상

이 동반될수록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해 

츠베탕 토도로 (Tzvetan Todorov)는 환상물의 주제

군에서 언어의 심성을 주장하는데, 그 계를 구조화

하는 것이 바로 언어로서, ‘시각의 주제들’이 ‘자아의 주

제들’에 묶여 있듯이 ’담화의 주제들‘은 ’타자의 주제들

‘에 꼼짝없이 얽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모티 들은 ’나‘와 ’나 아닌 존재‘, 그리고 그것들

의 상호 계에 한 기본 인 의미론  요소들의 변이

체들로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2]. 이 과정에

서 이어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기본은 이야기 장치 

 앞서 언 한 퀘스트이며, 게임의 퀘스트를 통해 게

임 공간 내에서  나아가기와 확장하기를 이어에게 

유도 한다면, 이어는 공간과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재생산하기를 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간의 여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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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가능성을 캐릭터의 능력에게 부여하고 그 부여된 

능력을 수련하도록 유도할 때 다양한 사용자스토리텔

링의 생성을 도울 수 있다.  

3.2 참여하기와 성취하기의 스토리텔링

「에버퀘스트」나 「울티마 온라인」에서부터 「마

비노기」,「월드오 워크래 트」에 이르는 MMORPG

에서 게임 스토리텔링은 규칙과 이어간의 상호작

용의 결과로 시간을 두고 발 해 왔다. 게임의 인 라

는 마치 생태계와 같이 이어의 행동에 따라서 진화

하고 응하고 재형성 다[19]. 특히 게임 이과정

에서 이어들은 그들 입맛에 맞게 규정된 룰과 세

된 요소들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룰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17]. 를 들면 「월드오 워크래 트」의 티에

서는 티장, 공 에서는 공 장의 지시에 따라 아이템 

획득을 직업의 클래스에 맞는 이어의 캐릭터에게 

우선순 를 두어 순차  혹은 경매를 통해 얻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들 간의 사회  룰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

이 있다. 이때 이어의 개인  행동으로 몬스터(몹)

를 몰고 와 티원 원을 멸시키거나, 획득귀속아이

템을 임의로 습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어와 마찰을 겪게 된다. 개 SN형성 요소에 

응하지 못한 보 이어의 경우에는 지정된 고유 퀘

스트를 통해 성장하고, 공간을 확장하며 게임 세계의 

역사와 사회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실제 게임 기획 시

에는 이어가 게임 이와 사회화의 과정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툴로 근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일정한 

규칙 안에서는 이어가 물리  모양이나, 정치  모

양, 경제  모양, 사회  모양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10]. 「세컨드라이 (Second Life)」의 경우에 아이템

의 외형을 물리 으로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월드오 워크래 트」에서 경제 인 모양의 변경 사

례의 경우는 경매장 내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을 자신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경우 실시간 확인 후 

구매하여 자신의 시장 거래 가격으로 시세를 맞춰 놓는 

등의 행태를 볼 수 있다. 참여하기와 성취하기는 

이어가 게임 기에는 티 퀘스트를 통해 캐릭터의 

벨보다 상 의 퀘스트를 수행하기 해 다른 이어

와 티를 맺어야 하는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나타난

다. 퀘스트 수행 지역에서 이어와 같은 벨, 혹은 

상  벨의 이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이를 수월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상  캐릭터 명을 인

지하게 되며 친구등록을 통해 이어만의 사회  네

트워크가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게임 내에서 

SN 형성을 돕는 가장 뚜렷한 것은 ‘길드’와 같은 커뮤

니티를 갖는 것이다.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은 더욱 다

양한 경험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오 라인이나 온라

인을 통해서 모집되는 길드는 이어들 간의 유 감

과 소속감을 높여 다양한 경험을 이어에게 제공한

다. 이어가 만 벨(게임 내 최고의 벨)이 되는 

경우는 만 벨의 콘텐츠를 소비하기 해 「월드오

워크래 트」의 경우에는 투장을 뛰기 해서나 혹

은 만 벨 에도 반  진 의 캐릭터의 순간  도발

에 처하기 한 투 스킬을 단련시키는 트 이닝을 

하기도 한다. 특히「월드오 워크래 트」의 호드

(Horde)진 을 표하는 도시인 오그리마(Ogrima) 

앞뜰이나 아웃랜드(Outland)의 스랄마(Thrallmar) 공

간 안에서 PvP연습을 하는 이어 경험을 만들어 낸

다. 게임 공간 내 본래 장소가 지닌 고유한 기능인 휴식

과 만남의 공간이 아닌 교육공간이나 약속의 공간, 시

의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며 이어의 이야기는 나

타난다. 「마비노기」의 경우에는 도시에서의 악기 

연주를 기획하여, 장에서의 규모 연주회를 하거나, 

길드의 지인들과 요리를 나눠 먹는 등 원 이고 여유

로운 삶을 경험하게 한다. 

 

그림 2.‘참여하기(Participating)'의 「마비노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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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의 참여는 곧 사회  네트워크의 참여로 이 지

는데, [그림 2]에서 보여 지듯 장에서 시체놀이를 하

거나[23], 얼라이언스(Alliance)와 호드(Horde) 양  진

으로서 서로 공격하게 되어 있는 노움과 타우 이 한 

장소에 모여 여러 노움을 가슴에 품는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MMORPG는 온라인이라는 장 을 

통해 개발자에 의해 수시로 이벤트가 주어진다. 이벤트

의 아이템을 얻기 해 이벤트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동일한 종족의 캐릭터들이 모여 일렬로 함께 하며 자신

을 찾는 퀴즈를 게시 에 올리거나, 오그리마(Ogrima) 

여  앞에서 던 을 함께 돌아 달라고 타우  캐릭터 3

인이 앵벌이를 하는 등 이어들의 참여는 게임 안에

서만이 느낄 수 있는 재미이자, 성취를 한 이어

들의 이벤트가 된다. 한 한 이어는「월드오 워

크래 트」에서 한때 40인 공격 가 처치해야하는 보

스몹인 ’오닉시아‘를 세계 최 로 1인으로 눕혔던 외국

의 이어에 자극을 받고, 주말 동안  ’오닉시아‘를 1

인 공격하겠다는 열의를 보이는 이어의 경우도 발

생했다. 이처럼 사회  행 는 진공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 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

들과 상들이 친숙한 배열을 제공해 주는 보통 잘 

알려진 상황들 안에서 발생하지만[8], 때론 이를 뒤집는 

새로운 발상의 이벤트를 통해 이어 경험은 더 많은 

사용자스토리텔링을 낳게 된다.

3.3 변형하기의 스토리텔링

이어는 게임 이를 통해 얻은 게임의 캐릭터, 

공간 등을 이하며 발생하는 환경을 통해 실의 자

신과 동일시를 하거나 게임 내에서의 역할에 한  

다른 게임 요소를 넣어 즐기는 단계를 갖는다. 앞서 언

했듯이 상징  상호작용이론에서는 객  실재가 

독자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곧 실재를 구성하는 것이다[7].  미드

(George H. Mead)는 역할 취득개념 안에서의 인간의 

자아형성과정을 놀이단계(play stage), 게임단계(game 

stage),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로 나 어 설

명한다. 놀이단계는 두세 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 같은 요한 타자의 역할을 흉내 내면서 노는 단

계를 말한다. 둘째 단계는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가 게

임의 규칙을 알아야 하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보조

를 맞추어야할 뿐만 아니라 상  의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알아 자신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형성됨을 말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일반화

된 타자의 역할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아개념이 더욱 성숙되어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

구 등을 개별  타자로 보면서도 나에 한 타자 일반

의 역할기 가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단계로 발

함을 의미한다. 미드(George H. Mead)의 3단계 역할 

취득의 개념은 인간의 사회  자아 형성에 한 이론이

자, 게임 내에서의 이어가 캐릭터의 사회  자아를 

만드는 것에도 미칠 수 있다. 놀이단계에서는 게임에 

기에 진입한 이어가 캐릭터를 통해 동일한 종족, 

동일한 이어의 이를 흉내 내는 단계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 퀘스트를 통해 벨을 상승

시켜오던 이어가 던 을 진입하며 티 수행을 통

해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단계라 하겠다. 세 번째 단계

인 자신에 한 타자 일반의 역할 기 를 상상하는 단

계로의 발 은 게임에서 이어가 메인 캐릭터와는 

서  캐릭터를 키우게 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 이

를 해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림 3.‘변형하기(reproducing)'의「월드오브워크래프

트」사례 

이어 경험을 만들어 내는 역할취득의 개념은 게

임 월드에 몰입을 깨는 변형하기(reproducing)를 통해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는데, 이 경우의 로는 [그림 3]에

서와 같이 이어의 어린 시  즐겨 봤던 만화『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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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죠』의 소환의식을 따라하거나 도 캐릭터의 특성

을 살려 이어에 의해 캐릭터의 이미지가 변형되어 

카툰이나 소설이 되기도 한다. 본 3장은 이어의 경

험이 이포럼 등의 게임 포털 사이트를 통해 나타나

고 있는 주요 사례를 통해서 게임 공간에서 존재하며 

얻을 수 있는 이어의 아이덴티티는 자신의 캐릭터

와 게임의 세계 이 반 된 공간을 통해 네 가지 유형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게임 내의 SN요소를 보기 해 

존재하기, 참여하기, 성취하기를 심으로 사용자 스토

리텔링 생성에 해 논의하 다.

4. 사용자 스토리텔링 생성 유형과 SN 요소 분석 

MMORPG의 월드 내에서 개발자 스토리텔링은 SN 

요소에 의해 사회  이로서 나타난다. 사회 인 

이의 과정은 개발자 스토리텔링과는 차원이 다른 사

용자 경험아래 이에 한 소유화와 공유화의 과정을 통

해 사용자 스토리텔링으로서 동 상, 팬픽, 이미지 등의 

콘텐츠들을 양산해 내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한정된 

콘텐츠 안에서 제한된 개발자 스토리텔링이 지닌 한계, 

혹은 하이퍼텍스트 인 빈 공간을 사용자 스토리텔링

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MMORPG 는 분명 하나의 새

로운 월드를 구성했지만, 이어들이 사회  네트워

크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있다. 

표 1. MMORPG 사용자 스토리텔링 생성 유형에 따른  요

소 및 사회적 네트워크 유발 단계

UGC 유형
UGC
형태

UGC 생성 주요 요소
SN
단계

존재하기 이미지
아바타 표정, PvP공격, 

연마가능(채집, 연주 등), 탈것, 공간
1기

참여하기 동영상, 

팬픽
아바타 역할, 고유스킬 2기

성취하기
동영상, 

이미지
던전, 역할, 고유스킬 3기

변형하기
팬픽, 

이미지
공간+아바타, 역할, 고유스킬 순환

표 2. MMORPG 사용자 스토리텔링 유발단계 별 사회적 네

트워크 유발 요소

SN
유발
단계

사회  네트워크 유발 요소

세
계

일
반
공
간

던

공
간

이
드

캐릭
터
룰
아
이
템

스
킬
역
할
탈
컷

퀘
스
트

이
벤
트

보
스
몹

1기 ◎ ◎ ◎ ◎ ◎

2기 ◎ ◎ ◎ ◎ ◎ ◎ ◎ ◎

3기 ◎ ◎ ◎ ◎

순환 ◎ ◎ ◎ ◎ ◎ ◎ ◎ ◎ ◎

 

앞서 3장에서 논의된 분석 내용을 [표 1]과[표 2]로 

정리해 보면 [표 1]에서 보여 지듯 UGC를 통해 나타나

고 있는 MMORPG의 UGC 사례 연구를 통해 존재하기, 

참여하기, 성취하기, 변형하기의 네 가지 사용자 스토리

텔링의 생성 유형을 볼 수 있었다. 이를 게임 콘텐츠 소

비의 단계를 고려해 SN유발 단계로 나눠 1기에서 3기

로  순환의 단계로 나눠 [표 2]와 같이 SN유발요소를 

분석하 다. 

MMORPG에서의 SN유발 요소는 [표 2]의 요소를 기

본으로 하여 이어에 의해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

다. 확장 과정에 있는 이어의 캐릭터는 존재하기를 

넘어 개성이 강한 종족별 자아를 표 하는 표정, 음성, 

행동을 풍부함을 열어 변형하기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면 기존의 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업그 이드

된 표정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이어는 참

여하기와 이벤트 이를 활용하여 사교 인 공간을 

활성화함으로써 SN을 유발할 수 있다. 성취하기는 역

할에 맞는 이를 해 아이템의 획득과 던 의 보스 

몹에 한 이 경험을 다양하게 열어 놓음으로써 

SN를 유발한다. 존재하기에서부터 성취하기에 이르는 

사용자스토리텔링은 개발자스토리텔링을 기본으로 나

타났으나 반면 변형하기는 이어의 경험을 재해석, 

재생산할 수 있는 상상을 이어 스스로에게 부여하

는 것이다. 이어들이 느끼는 월드에서의 재미와 경

이를 통해 이어의 개인의 경험의 소유화, 사회화, 

공유화로 가는 열린 사용자 서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변형하기는 다른 세 가지 사용자스토리텔링 생

성 유형과는 달리 게임 공간을 벗어나 확장되는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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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MMORPG 사용자 스토리텔링 유형 

 사회  네트워크 유발 요소를 분류했다. 앞서 언

했듯이 특히 캐릭터의 행동에 상호 작용성 부여는 요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캐릭터 자체는 물론 공간과 캐

릭터, 캐릭터와 캐릭터, 캐릭터와 몹, 캐릭터와 탈것의 

디자인 설계 시 이를 고려하는  상호작용의 확 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어의 몰입 요소를 열어 

주는 사용자 경험의 확 에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5. 결론

지 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제3의 사회라 

일컬으며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심 분야에 따

라 지 보다 오히려 더 번번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망이 공공연히 견되어왔다[6]. 이와 같은 견은 놀

이와 재미를 추구하는 수많은 이어들에 의해 사실

상 실화 되고 있다. 수천 년 아니 그 이상의 역사를 

지닌 병행 세계를 세계 으로 하고 있는 게임에서 

이어들은 그 공간만의 룰에 따라 실과는 다른  다

른 정체성을 지니며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

만의 고유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스토리텔링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다

시 게임에서 향후 사회  네트워크의 요소가 어떻게 더

욱 발 해야 할지에 한 지표를 열어 주는 이정표이기

도 하다. 본 연구는 단순히 사용자 스토리텔링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스토리텔링 안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사회  네트워크의 기능으로서 게임 요소를 

추출해 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고는 MMORPG에서

「월드오 워크래 트」와「마비노기」를 심으로 

사용자 스토리텔링 사례를 다뤘으나, 다양한 

MMORPG  자의 으로 한정된 연구 상과 범 를 

선정하고, 사용자 스토리텔링 생성 유형을 분류한 부분

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웹에서의 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SNS가 게임까지도 꾸 히 향을 미치고 있

는 작 의 실에서 MMORPG의 사용자 스토리텔링을 

통해 MMORPG에서의 SN지향 게임 요소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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