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97

게임과 사회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6 Apr; 16(2): 97-110

http://dx.doi.org/10.7583/JKGS.2016.16.2.97

현실을 패러디한 인디게임의 희비극성 연구　

한혜원,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hwhan@ewha.ac.kr, iris2541@naver.com

Analysis of Parody Game as Tragicomedy

Hye-Won Han, Su-jin Kim

Department of Content Convergence in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디지털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재 하고 메시지를 달할 수 있는 문

화 콘텐츠이다. 본 연구는 실을 패러디한 인디게임의 서사와 이의 특징을 곤잘로 라스카의 확장 모델 

개념을 용해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디지털 게임이 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반 하는데 있어서 효과 인 

술 양식임을 증명했다. 실 패러디 게임의 경우, 이면 으로는 개발자가 실제 세계의 사회 문화  문제들을 

비극 으로 인식하되, 표면 으로 이어에게는 희극 인 패러디와 반복  이를 통해서 풍자와 아이러니

로 달한다. 특히 디지털 게임의 경우 ‘ 이’라는 과정추론  형식을 통해서 ‘패러디’의 내용을 재 하고 

달한다는 에서 특이할 만하다. 이처럼 실 패러디 게임에서 이어는 진지한 주제(serious theme)를 1인

칭 입장의 캐주얼 이(casual play)를 통해서 경험하며, 희극 인 서사를 통해 비극 인 실을 직 으로 

인지하게 된다. 

ABSTRACT

Digital game is an entertainment content as well as a cultural content so that digital game 

can deliver social messages to make people confront with current problems. Based on Gonzalo 

Frasca’s expanded model theo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dependent games parodying reality 

on the level of the narrative and the gameplay to demonstrate that digital game can be a 

powerful medium to represent a satire on society. Parody games describe irrational side of 

society as being comical and provoke players’ repetitive gameplay. Therefore, players can 

experience serious theme through casual play in the first-person, and realize the tragic reality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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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   연구 상 

디지털 게임은 사회의 표 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다. 동시에 디지털 게임은  사회의 문

제를 인식하고 이를 설득 으로 표 할 수 있는 문

화 콘텐츠이기도 하다. 특히 디지털 게임은 게임 의 

특성상, 이어가 1인칭의 시 에서 게임 세계를 

체험하고 주제를 과정추론 (procedural)으로 달받

도록 한다. 이는 창작 주체의 주제를 일방향 으로 

달하던 소설, 화, 애니메이션 등 선형  매체와 

차별 인 이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게임  

인디게임을 심으로 게임에 나타난 실의 패러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실 패러디 게임의 

미학  가치와 사회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 디지털 게임은 신기술에 한 가시 인 재 물

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시 게임 개발자는 기술의 재  

정도에만 집 했을 뿐, 재 물의 인문학  주제와 사회

 가치에 해서는 간과했었다. 이후 디지털 게임이 

화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각 받게 되나 

여 히 상업  이윤을 창출하기 한 상품으로만 인식

될 뿐, 실을 진지하게 반 하고 사회문화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술이자 매체로는 인식되지 못했다.

게임학자(ludologist) Gonzalo Frasca는 기존 디지털 

게임의 한계에 해서 “게임의 무반성성 혹은 실순응

성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1]. 실제로 

제도권의 게임들은 이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 도피 인 소재들을 주로 다루거나 소유욕 내지 소

비욕을 자극하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게임의 주제가 반드시 실 순응 이거

나 실 도피 이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Frasca에 따르면, 게임은 이어와 캐릭터 사이

의 거리가 다른 어떤 술  형식보다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  실과 갈등에 한 

비  사유를 강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게

임학자 Ian Bogost 한 게임의 경우 실에 한 

인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설득  힘(persuasive 

power)’을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디지털 게임이 

이어의 실에 한 근본  인식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 강력한 미디어라는 

것이다[2]. 게임 특유의 매커니즘을 잘 활용할 경

우, 게임은 실의 문제를 재 하고 달하는데 있

어 의미 있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기술의 

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

 가치의 반 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디지털 게임의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디게

임을 심으로 실의 문제를 소재 내지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디 게임 에서 실 세계의 인물  사건을 원

본으로 삼아 이를 비 하고 그 메시지를 게임의 

형식을 통해서 달하는 ‘ 실 패러디 게임(parody 

game based on reality)’을 연구 상으로 정하고, 

게임 특유의 실 패러디의 양상  특징을 도출

하고자 한다. Linda Hutcheon에 따르면, 패러디란 

특정 상에 해 비  거리를 두고 그 내용이

나 형식을 변형해 반복 으로 보여주는 술 기법

이다. 이때 패러디는 특정 텍스트를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풍자  동기를 내포한다는 에서 패

스티쉬(pastiche)와 변별된다[3].

디지털 게임에 나타나는 패러디 양상은 패러디

되는 상에 따라서 먼  크게 허구  장르인 소

설, 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패러디하는 경우와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게임을 패러디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Valve에서 제작한 게임 유통 랫폼 

Steam에서는 사용자들의 ‘태그’를 통해 게임의 성

격이나 장르를 규정한다. 2015년 11월 20일을 기

으로 Steam에서 ‘패러디(parody)’ 태그가 부여된 

25개의 게임 타이틀  장르를 분석해본 결과, 특

정 게임을 패러디한 경우는 52% 다. 주로 개발사

가 자사의 표 게임을 패러디하고 있었다. 특정 

화나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하는 경우는 16%로, 

주로 화·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을 이어 캐릭

터 는 NPC로 게임에 등장시키고 있었다. 실 

사회를 패러디하는 경우는 32%로, 주로 실의 제

도, 인물, 사건 등을 패러디하고 있었다. 산업  분

류에 따른다면, ‘패러디’ 태그가 부여된 게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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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가 인디게임에 포함 다. 즉, 패러디 게임은 

비교  개인  소규모 단체들이 비용으로 개발

한 인디게임(indie game)에 속했다. 이는 인디게임

이 개발자의 주제를 직 으로 표 하는데 합하

고, 개발 기간  규모 등에 있어서도 상업  게임

에 비해서 유연한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Criteria 1: parodied text (by 20 November, 2015)

Criteria 2: form of production (by 20 November, 2015)

[Fig. 1] Classification of the Games Tagged with 

‘Parody’ in Steam

이 에서 본 논문은 실 사회를 패러디한 인

디게임을 연구 상을 선정하고자 한다. 인디

(indie)는 산업경제학  용어이자 상으로, 주류를 

심으로 한 문화 산업 구조에 한 반작용으로 

문화의 다양성, 창조성을 구축하기 해 발생했다

[4]. 게임 산업에서의 인디문화, 즉 인디게임은 개

인이나 소규모 개발자 집단이 자율 제작, 유통, 서

비스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이윤 창출 는 

인 성공을 목 으로 하는 상업 게임에 비해 인디

게임은 산의 자율 충족, 독창 인 소재  매커

니즘 사용, 유통 방식 다각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인디게임은 2000년  후반부터 Steam, 

PlayStation Network, XBox Live 등 표 게임 

랫폼을 통해 유통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실 패러디 게임은 실에 한 패러디의 반  

정도, 실 풍자에 한 의도 등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발자가 실 풍

자에 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게임을 제작한 경

우, 둘째, 게임 내 이벤트나 스토리 추가로 간

으로 실 풍자를 드러내는 경우, 셋째, 개발 시 

풍자에 한 의도는 없었으나 이어가 특정 게

임을 실에 한 풍자로 해석하는 경우, 넷째, 게

임 내 특정 부분에서 풍자를 읽어내는 경우이다. 

이 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경우를 표

인 실 패러디 게임으로 제하고, 시의성을 고려

해 최근 5년 이내 등장한 게임들을 토 로 분석 

상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Table 1] Subjects of the Analysis

Title
Developer/

Publisher
Parodied Text

〈Angry Kremlins〉

(2012)

Magnus 

Vulp

judgment on 

Russian punk 

group 

〈DLC Quest〉

(2013)

Going Loud 

Studios

game industry 

forcing players 

to buy DLC 

〈Stanley Parable〉

(2013)

Galactic 

Cafe

the irony of 

traditional game 

process

〈Nuts Return〉

(2014)
Agit games

the Nut Rage 

Incident1)

〈Don't Get Fired!〉

(2015)
Quick Turtle

situation of 

non-regular 

workers

〈Glorious Leader!〉

(2015)
MoneyHors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Little Dictator〉

(2015)
Built Games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Save My Snack〉

(2015)
Andwhy

excessive 

packaging of 

snack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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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사  연구방법론

소설, 화, 애니메이션 등 허구  이야기 술

들에 나타난 실 패러디 연구는 활발히 이 져왔

다. 하지만 상 으로 게임에 나타난 실 패러디

의 기법을 연구한 선행 연구는 은 편이다.

인디게임에 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 주로 미디

어 아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다. 가령 문화

와 순수 미술 간의 계에 해 비 하기 해 

Nintendo의 1인칭 슈 게임 형식을 차용해 

‘Hogan's Alley’, ‘I Shot Andy Warhol’이라는 작

품을 만든 Cory Arcangel, 이라크 쟁의 발발과 

컴퓨터가 경제 ·군사  용도로 남용되던 2004년 당

 실을 비 하기 해 ‘(t)Error’라는 작품을 만

든 Robert Praxmarer, ‘Every Day the Same 

Dream’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Paolo Pedercini와 이

를 반복되는 일상에 내포된 속박과 자본주의  맥락

으로 해석한 Braxton Soderman 등이 있다[5,6]. 다

만 이 경우에는 실의 풍자를 해 게임의 기술이

나 요소를 도구 으로 활용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

러한 장르의 게임을 Jason Rohrer는 ‘아트로서의 

게임’ 혹은 ‘아트 게임(art game)’이라고 칭했다[7]. 

즉, 미디어 아트 텍스트를 분석한 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정작 게임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게임 텍스트로 하지 않았다는 에서 한계 이다.

국내의 경우 실 패러디 게임을 포함해 인디게

임을 분석하는 사례가 차 증가하는 추세다. 인디

게임의 차별 인 인터랙션 매커니즘에 주목한 이정

엽과 서성은의 연구[8,9], 효과 인 메시지 달  

설득 가능성에 해 고찰한 김 수 외와 이동민 

외의 연구가 있다[10,11]. 해외의 경우 국내에 비해 

실 패러디 게임에 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12, 

13,14]. 일련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인

디게임은 산업 으로는 물론 연구에 있어서도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무엇보다도 인디게임의 스펙트

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인디게임을 보다 세분화

하고 각각 장르별 미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인디게임 에서도 실 패러디 

게임의 내용 , 형식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 패러디 게임을 희비극

(tragicomic) 장르로 제한다. Robert W. Corrigan에 

따르면 희비극이란 비극  요소와 희극  요소가 혼합 

는 결합된 장르로, 심각성은 가볍게 표 되고 망은 

유머 있게 표 된다는 이 특징이다[15]. 실 패러디 

게임의 표면  모습과 게임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이면  의미의 상반되는 모습은 웃다가도 울 수밖에 

없는 희비극  양상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방법론으로 Gonzalo Frasca의 

‘확장 모델(expanded model)’ 개념을 용하고자 

한다. 확장 모델은 게임의 표면  이 과정과 

이면  해석 과정을 도식 으로 나타내고 있다. 확

장 모델은 Frasca가 Charles Peirce의 기호 모델

에 ‘해석소’라는 개념을 추가해 새롭게 고안한 정신 

모델이다. 이때 해석소란 재 된 상에 한 해석

자의 념을 의미한다. 게임 세계는 개발자를 통해

서 설정되는 것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해 이

어는 개발자에 의해 설정된 조건들을 습득해야 한

다. 하지만 이후 게임을 지속 으로 하게 되는 과

정에서 이어는 개발자의 의도를 습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게임에 한 개개인의 해석  념

을 이 과정 속에 개입시키게 된다[16].

실 패러디 게임에서는 게임의 개발자가 특정한 

의도나 주제를 이어에게 달하기 해 실의 

맥락을 차용한다. 이와 같은 기본 제는 실을 패

러디한 다른 허구  장르의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

나 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그 주제를 재 해 일

방향 으로 달하는 것과 달리, 게임의 경우에는 

이어가 1인칭의 시 에서 그 세계를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게임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몰입의 경

험이 주제에 한 설득 인 달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민규에 따르면 인디문화는 문화  실천의 측면

으로도 고려되어야 한다[17].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인디게임은 후기 자본주의 문화산업의 구조에서 

제시되기 어려운 이데올로기  안, 실천  안, 

1) 땅콩 회항 사건(Nut Rage Incident)은 2014년 12월 5일 한항공 

086편 여객기 내에서 당시 한항공 부사장이 객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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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국내의 경

우 2000년  반에 인터넷이 보 되면서 커뮤니티

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류가 이 지고, 사회에 

한 비  시각을 반 한 게임이 개인이나 소규모 

개발 을 통해 자발 으로 개발되고 배포된 바 있다. 

표 인 로 2004년에는 통령 탄핵을 다룬 

〈탄핵마불〉, 〈국회 기생충 박멸 게임〉 등이 등

장했다[18]. 당시 이 게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을 통해 이어 사이에만 유포  이되었기 

때문에 정식 산업 지표에는 포착되지 못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 세계의 문제의식을 게임의 형

식으로 구 하고 이를 들과 이를 통해서 

공유하고자 시도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을 패러디의 상으로 

삼은 인디게임들을 ‘ 실 패러디 게임’으로 규정하

고 게임의 재  양상과 이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  2장에서는 실 패러디 게임의 표면에 

나타나는 희극  구성 요소들을 캐릭터, 사건, 세

계 의 층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1.에서는 재

의 방식을, 2.2에서는 게임 이 방식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토 로 3장에서는 실 패러디 게

임의 이면에 내재한 비극  실 인식과 희비극의 

역 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이러니 효과를 고찰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게임 특유의 실 패러디 방식

과 풍자의 기능  미학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실 패러디 게임의 희극  구성 요소

2.1 만화  과장과 아이러니한 세계

패러디란 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나 사건, 

상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실 패러디 게

임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용된다. 과장을 통해 재 된 

상은 이어에게 일정 거리감을 제시한다. 이는 

이어로 하여  풍자 상에 한 일정한 거리를 유

지하도록 만든다. 풍자 작가 Robert Gernhardt는 이와 

같은 거리두기를 “낙차(Fallhöhe)”[19]라고 본다. 낙차는 

독자나 이어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Patrick Holleman은 게임을 구성하는 주요 요

소로 캐릭터(character), 세계 (setting), 목표

(challenge)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20]. 실 패러

디 게임에서 사용되는 풍자의 수사  략 역시 

세 층 에서 발생한다. 첫째, 캐릭터의 과장  형

상화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사용, 둘째, 재맥락

화를 통한 희극  세계의 설정, 셋째, 이어와 

캐릭터 간 욕망 불일치를 한 목표 설정이다.

첫째, 패러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형은 

특정 부분을 과장, 부각해 형상화되거나 추상화된

다. 특히 〈 스러운 지도자!〉, 〈내꿈은 정규

직〉, 〈 츠 리턴〉과 같이 ‘북한의 지도자’, ‘비정

규직’, ‘재벌’이라는 특정 인물이 패러디되는 게임에

서 과장과 추상화는 가시 으로 드러난다.

[Table 2] Caricatured Characters of Parody Game

〈Title〉

&

Caricatured

Character

Example

Aspects of 

Representation
Purpose

〈Don’t 

Get 

Fired〉

irregular 

workers in 

South 

Korea

dark-

circles

to 

exaggerate 

demanding 

work 

environ-m

ent of 

irregular 

workers

hair loss,

red-eyed

wrinkles

〈Glorious 

Leader!〉

political 

leader of  

North 

Korea

black 

uniform of 

a Maoist,

bulging 

belly

to 

symbolize  

each 

characters 

with  

colors of  

 uniforms

Khaki 

uniform of 

a Maoist

〈Nuts

Return〉

airline staff 

related to 

nut rage 

incident

aircraft 

painted in 

light blue, 

identity 

color of 

particular 

airline

to remind  

the event 

using 

meta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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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 정규직〉에서 패러디되는 상은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다. 캐릭터의 외양에서 비정규직의 

고단한 처지를 드러내기 해 코 근처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탈모가 진행되어 M자가 된 이마, 흰자

가 보이지 않을 만큼 충 된 , 이마의 깊게 팬 

주름살, 수염을 지 못한 턱 등이 강조된다. 하지

만 고단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부 를 제외한 나머

지 신체 부 는 생략된 채로 그려지거나 벨 상

승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 스러운 지

도자!〉에서는 얼굴 표정이 생략되는 신 인물이 

입고 있는 인민복의 색과 불룩한 배와 같은 신체

 특징이 강조되며, 〈 츠 리턴〉에서는 항공 

련 재벌이라는 실 맥락을 바탕으로 인물이 아닌 

비행기라는 사물로 비유되기도 한다.

캐리커처란 과 (過積), 즉 특징 인 것을 과장

하는 것을 의미한다. 캐리커처의 본질은 해당 략

에 의해 비틀린 상의 반  이미지를 특정하게 

반 함으로써 상을 풍자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단

순히 비 칭 인 것은 캐리커처라 할 수 없다. 이

에 따라 패러디 게임에서 과장되고 희화화 되는 

부분은 문제의 건이 되는 실의 일면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실제 실은 비정규직의 비

참한 업무 환경, 지배 계층의 폭정과 억압 등 비극

이나 이를 반  이미지로 특정하게 반 함으로써 

코믹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패러디 게임에서 캐

리커처는 캐릭터로 변되는 실제 실 속 사건이

나 문제에 내포된 부정  속성을 극 으로 폭로하

는 효과를 거두기 해 략 으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만화 으로 과장된 캐릭터는 의도

으로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설정되기도 한다. 

이는 일반 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행동을 실제 세

계의 물리 법칙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강조하는 경우와 별된다. 게임엔진의 발달, 3D 

컴퓨터 그래픽의 용이한 용 등 게임을 구 하는 

데 있어 기술  발 은 비약 으로 이 졌다. 하지

만 실 패러디 게임에서는 의도 으로 단순한 도

트(dot) 이미지가 사용되거나 투박하고 부자연스러

운 움직임이 연출된다. 컴퓨터 뒤에 앉아 머리를 

아래 로 들썩이는 모습(〈내꿈은 정규직〉), 좌우

로만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 츠 리턴〉), 로켓

을 타고 용수철처럼 튀어서만 진하는 모습(〈작

은 독재자〉) 등 어색한 움직임들로 연출된다. 과

도한 부자연스러움은 게임 이의 질서정연한 진

행을 뒤집는데, 이어에게 부자연스러움의 반

상(像)의 형태를 떠올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어는 게임 세계에 몰입하기 이

에 게임을 비 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

보하게 된다. 

둘째, 실 패러디 게임에서는 모순 이고 비합

리 인 규칙에 의거한 세계를 재 한다. 세계 이

란 게임의 바탕이 되는 시간 , 공간 , 문화  배

경을 말한다. 실 패러디 게임에서 세계 은 실

 맥락의 특정 요소들이 차용되되, 각 요소들이 

연결되는 인과 과정에 있어서는 의도 으로 비합리

인 맥락이 차용돼 재맥락화(re-contexualization) 

된다. 가령 〈 포장시 〉는 과자 과  포장 실태

를 풍자하기 해 제작된 것으로 ‘포장’이라는 실

 맥락이 차용된다. 하지만 게임의 세계 에서는 

에베 스트만큼 거 한 상자, 륙, 행성으로도 과

자를 포장할 수 있는 비 실  상황으로 과장된다. 

〈내꿈은 정규직〉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직’의  실태를 차용하되 이를 비 실 인 이유로

도 퇴사를 당할 수 있도록 재맥락화 된다. 이

어는 불러도 답을 하지 않은 경우, 땅콩을 지 

째 가져온 경우, 동료가 짜장면을 먹는 상황에서 

탕수육을 시킨 경우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사

를 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유니콘을 타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도록 세계 이 

과장 설정된 〈 스러운 지도자!〉가 있다. 

셋째, 게임의 목표는 의도 으로 이어의 욕

망과 캐릭터의 욕망이 불일치되도록 설정된다. 목

표는 풍자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극 화한 형태

가 된다. 가령 〈내꿈은 정규직〉에서는 불의에 의

해 퇴사를 당해도 재입사해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

는 것이 목표이며, 〈 츠 리턴〉에서는 포장을 벗

긴 땅콩만을 먹으며 활주로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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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다. 〈스탠리 패러블〉은 제작자에 의해 정해

진 스토리로만 움직여야하는 게임의 성격을 풍자하

고자 메타 서술을 시도한 1인칭 시  게임[21]인

데, 게임의 첫 시작에서는 서술자의 지시 로만 움

직이는 것이 목표로 등장한다. 게임의 처음 시작부

터 서술자가 등장해 모든 퀘스트의 정답을 알려주

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해 밤낮 구분 

없이 일해도 비정규직은 갑작스런 퇴사를 맞게 되

며, 포장된 땅콩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한 번의 실

수도 용납 없이 엔딩을 맞이하게 된다. 〈스탠리 

패러블〉에서는 지시 로 수행한 경우, 스탠리라는 

캐릭터가 행복해졌다는 진(眞)엔딩을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후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라는 

의뭉스러운 문장이 등장한다. 이는 이어로 하

여  게임에서 추구하게 된 목표에 해 재고해보

도록 유도한다. 반복되는 이를 통해 재고가 깊

어질수록 캐릭터의 욕망과 이어의 욕망은 불일

치되며, 이에 풍자의 의도는 극 화된다.

2.2 반복  이와 우연성  

Torben Grodal은 비디오 게임에서 “반복의 미

학(aesthetic of repetition)”[22]이 요하다고 강

조했다. 게임에서의 반복은 측가능성

(predictability)을 담보한다. 처음 면하게 된 게

임도 이어는 반복 이하면서 NPC의 움직

임, 공간의 구조 등 내부  규칙을 습득할 수 있

고, 이후 습득한 내부  스키마(schema)를 바탕으

로 게임 세계를 극 탐험해나가게 된다. 

실을 패러디한 인디 게임에서도 게임의 시작

과 종료를 반복해 나가는 이는 필수 이다. 게

임의 주제를 반복  이를 통해 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  이를 가능  하는 

맥락이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다는 에서 특이하

다.

[Table 3] Situations Causing Repetition 

in Parody Game

Cate-

gory

Aspects of  

Gameplay
Example

General

Game

Parody

Game

Reward 

or 

Response

diegetic 

reward 

to 

induce 

fun

(bonus 

sign, 

flares…)

mimetic 

reward 

to 

remind 

of reality

〈Nuts 

Return〉

reward of bigger

packaged snacks 

titled ‘BACK’ 

and ‘DANGER’

Death 

or 

Ending 

relative 

to 

players’ 

skills

irrelevant 

to 

players’ 

skills

〈Don’t Get 

Fired〉

character’s death 

while expecting 

level-up

Bernard Suits는 게임을 이 하는 것을 “불

필요한 장애물을 자발 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으

로 정의했다[23]. 요한 것은 이어의 자발성

으로, 이는 이어가 이를 하는 동안 만족감

을 느끼며 목표를 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Jesper Juul은 더 나아가 “풍성한(juicy) 보

상”[24]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상은 

이어의 몰입과도 연 된다. 

그러나 패러디 게임에서는 Juul이 시로 언

한 보 스 표시 는 무지개와 같은 시각  상징

의 출 , 요란한 소리 등장 등의 게임 세계 내 인

(diegetic) 보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포장지 부피

의 정도, 과자 매 속도, 당 매 액(〈 포장

시 〉), 비행시간  먹은 땅콩의 개수(〈 츠 리

턴〉), 비행거리  통과한 미사일의 개수(〈작은 

독재자〉) 등의 수치 정보는 목표 달성과 한 

련이 있다. 하지만 수치들은 게임 화면 상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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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만 확인 가능할 뿐이며, 상승에 따른 시각

·음향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패러디 게임에서 몰입과 반복  이를 해 

제공되는 것은 게임 외 인 보상, 즉 풍자하고자 

하는 실에 한 단서와 상징물이다. [Table 3]과 

같이 이어는 실의 특정 요소가 어떻게 패러

디되고 있는지를 반복 이하면서 감지하게 된

다. 〈 츠 리턴〉에서는 오래 비행할수록 크기가 

확 된 포장 땅콩이 등장하고, 이어는 포장지

에 힌 ‘BACK’, ‘Danger’, ‘Macadamias’라는 단

어를 통해 ‘땅콩 회항 사건’을 감지할 수 있다. 

〈작은 독재자〉에서는 비행 거리에 따라 핵이 폭

발하는 풍경, ‘시험 이다’, ‘서양의 악마들’, ‘모란

밴드 잘한다’ 등의 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풍경과 사에서 특정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떠올

릴 수 있다. 이처럼 간헐 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은 

실을 모방하고 상징하며, 이어로 하여  게

임과 실제 실을 연결 짓도록 만든다. 즉, 일종의 

숨겨진 게임 외  보상(mimetic)들로 기능하며 반

복 이를 유도한다.

게임 이 도  죽음이 발생하는 논리  기반

에서도 패러디 게임은 일반 게임과 구별된다. 일반

으로 게임에서 죽음은 “상징  죽음”[25]으로, 

이어의 숙련도를 높이고 규칙을 내면화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때 죽음은 ‘필연  사건’으로, 

이어의 미숙한 이 등 죽음이 발생할 수밖

에 없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 발생한다. 반면, 

실을 패러디한 인디게임에서 캐릭터의 죽음이나 게

임의 엔딩은 이어의 의지 는 실력과 무 하

게 이 진다. 이때 죽음은 타당한 인과  이유 없

이 발생하는 ‘우연  사건’이다[26].

승진을 해 경력 수를 쌓아도 운에 의해 ‘권

고사직’을 받는 경우(〈내꿈은 정규직〉), 다양한 

탈출 경로를 발견하기 해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도 서술자에 의해 엔딩이 일방 으로 이 지는 경

우(〈스탠리 패러블〉) 등과 같이 패러디 게임에서 

죽음 는 엔딩은 이어의 스킬이나 숙련도와 

무 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죽음 는 엔딩의 우연

 발생은 이어의 게임에 한 통제 감각 상

실을 유도하기도 한다.

한편 패러디 게임에서는 엔딩 때마다 제작자로 

변되는 제3자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내꿈은 정

규직〉에서는 ‘ (Tips)’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한민국 최 시 은 5,580원입니다”, “이 게임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날이 오길 간

히 기다립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스탠리 패

러블〉에서는 “내 이터는 도 체 그가 무엇을 얻

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길이 미리 정해져있다면 죽음도 삶도 의미가 

없을 텐데요.”라는 음성이 등장한다. 제3자의 목소

리가 등장할 때마다 이어는 우연  죽음, 는 

엔딩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어

가 게임의 이면  의미, 즉 실 풍자 의도를 깨닫

게 되는 순간 그에게 닥친 죽음은 인과성을 상실

한 우연  사건이 아니라 실 풍자를 한 필연

 사건이 된다. 이처럼 실을 패러디한 인디 게

임에서 ‘죽음’의 설정은 이어의 실 문제에 

한 자각을 유도하기 한 장치이다. 

3. 희비극 역 을 통한 풍자 효과 

3.1 다층  의미 결합을 통한 비장미

Frasca에 따르면, ‘재 체(representamen)’를 

면한 이어는 두 층 의 념을 갖게 된다. 하

나는 재 체 자체로부터 발생한 ‘해석체

(interpretamen)’이고, 다른 하나는 재 의 기반이 

된 실체(object)로부터 발생한 ‘해석소(interpretant)’

이다. 해석체와 해석소는 발생 기반이 다르기 때문

에 그 내용 한 상이해질 수 있다. 즉, Frasca는 

재 된 것에 해 찰자가 다층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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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of Recognizing Realities 

by Playing Parody Game

실재하는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패러디 

게임에 해 이어는 다층  의미를 달받을 

수 있다. 패러디 게임에는 등장 배경과 캐릭터를 

설정함에 있어 과장 는 탈맥락화 등을 통해 웃

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극 차용된다. 즉, 표면

 모습으로는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에 가깝다. 유

니콘을 타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스러운 지도자!〉), 에베 스트 산만큼 거 한 포장 

용기가 등장하는 모습(〈 포장시 〉), 정치 지도

자의 머리가 새총으로 발사되는 모습(〈앵그리 크

렘린〉) 등은 익살스러우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난센스 인 모습을 강조해 웃음을 유발한다. 이러

한 이어의 웃음은 게임의 표면 인 형상으로부

터 발생한 것이기에 ‘해석체’에 해당한다.

[Fig. 3] Process of Recognizing Realities

by Playing 〈Don’t Get Fired〉

일반 으로 게임 흥행에 있어 요한 것은 

이어가 게임을 면하면서 갖는 해석체다. 하지만 

실 패러디 게임은 코믹함이라는 해석체에 비통함

이라는 해석소가 덧 워진다는 에서 변별된다. 

[Fig. 3]과 같이 사무실에서 충 된 , 벗겨진 머

리, 다크서클을 단 을 가진 캐릭터들의 모습은 

이어에게 웃음을 제공한다. 이어서 이어가 

게임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는 풍자하고자 하는 

실의 부조리한 면모를 직 으로 노출시킨다. 

〈내꿈은 정규직〉에서 이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사로부터 떨어지는 일을 받아와 불꽃을 내

뿜으며 일을 처리해야 한다.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해도 끊임없이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 

게임의 궁극  목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의 

풍자  언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일례로, 게임을 

하던 에는 사장이 등장해 “내가 인턴 때는 말이

야. 회사에서 밥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는

데, 자네는 어떤가? 열정이 있어?”라는 말이 등장

한다. 이러한 게임의 목표와 숨겨진 요소들은 

이어에게 그 상과 연  계를 맺고 있는 실, 

즉 정규직 환이 되지 못해 거리로 나와 시 를 

하고 있는 실을 상기해내도록 종용한다. 이

어가 비틀린 실제의 이미지를 상기해 낸 순간 게

임은 희극이 아닌 비극이 된다.

이와 같이 실을 패러디한 인디 게임에서 

이어는 희극 인 형태를 띤 패러디 게임의 진정한 

제작 의도, 즉 해석소를 발견한다. 그리고 지 까

지 추구해왔던 목표와 행동들이 실  맥락에서는 

비극 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된

다. 처음 게임을 면했을 때의 감각과 이면  의

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의 감각 사이의 간극이 벌

어질수록 이어의 게임에 한 비극  인식은 

증폭된다. 이에 따라 실 패러디의 인디 게임을 

이하는 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실 인 것이 우세한 상황에

서 그것에 정면 항해 이상 인 것을 추구하는 

행 가 되는 것이다[27]. 더불어 실 인 규칙에 

항해 이상 인 것을 추구하려는 이어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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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해질수록 비장미(悲壯美) 한 고조된다.

3.2 부조리한 세계 인식과 극복 의지

실을 패러디한 인디 게임에서는 게임 세계 내

에서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며, 

이어의 의지와 무 하게 게임이 끝나기도 한다. 

Katie Salen과 Eric Zimmerman에 따르면, 이러한 

패러디 게임의 특징의 경우 이어가 게임 세계

에 몰입하고 매직 서클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특정 행 에 한 명확한 반응과 리 이(replay)

를 통한 통제 가능성의 증 가 이어의 몰입을 

한 조건이라 했을 때[28], 패러디 게임은 게임의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패러디 게임에서 반복 인 이가 이 지는 

이유는 반복  이를 통해 게임의 이면 인 주

제와 의의를 이어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외 인 보상이 부여되는 것과 무 하게 이어가 

게임을 반복 이하는 것은 즐거움을 해서가 

아니라 부조리한 게임 세계의 상황을 견디기 한 

것이다.

[Fig. 4] Process of Playing Parody Game

계속 반복되던 일상  행 들이 정지되는 순간, 

부조리한 실에 한 인식이 발생한다. 동일한 버

튼을 일정한 간격으로 르는 행 를 반복하던  

돌연 게임이 정지되는 순간 이어는 부조리를 

감지한다. 〈DLC 퀘스트〉에서 코인을 먹으며 

진하던 캐릭터가 돌연 상인을 만나 그 움직임이 

정지되었을 때, 〈내꿈은 정규직〉에서 열심히 일

을 하다 퇴사를 맞게 되었을 때, 〈스탠리 패러

블〉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 하게 서술자에 의

해 화면이 정지되었을 때, 이어의 버튼 르기 

혹은 클릭 행 는 더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때문에 이어는 

스스로의 행 에 한 재의미화와 재발화를 모색하

게 되고, 땅콩 포장지(〈 츠 리턴〉), 미사일에 붙

여진 북한의 국기(〈작은 독재자〉) 등 이 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수  요소들을 통해 실

제 실  맥락을 끌어오게 된다. 마침내 이어

는 포장된 땅콩 무리에서 깐 땅콩을 골라내던 행

에, 미사일 사이를 골라내던 행 에 실 풍자라

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의미 부여

와 행 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에서 “수행  화행

(speech act)”[29]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게임이 실을 패러디하는 매체로서 의미를 갖

는 것은 단순히 실 세계의 문제를 재 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이어로 하여  가상세계에서 

실의 부조리를 직 으로 경험하도록 하며, 마

우스나 버튼을 반복 으로 르는 행 를 사회  

변화를 한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어의 인식 변화와 행동 변화 과정

은 G.H. Mead가 주창한 자아발달과정과 유사하다. 

Mead는 개인이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  인식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단순모방단계(preparatory 

stage), 역할습득단계(play stage), 역할내면화단계

(game stage)의 3단계로 설명했다[30].

첫째, 단순모방단계는 이면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채 단지 주어진 역할을 무의미하게 흉내 내

는 단계다. 이는 실 패러디 게임에서 이어가 

캐릭터를 움직여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하며 경험을 

축 해가는 학습 단계(learning stage)라 할 수 있

다. 이때의 이어의 경험은 오롯이 게임 세계 

내부(internal world)의 경험이다. 둘째, 역할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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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자신이 처한 입장의 의미를 알고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다. 행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

지 않는 아이러니한 게임 세계에서도 리 이 하

는 자신의 모습에 이어가 실 풍자라는 의미

를 인식하고 부여하는 단계(recognition stage)라 

할 수 있다. 게임의 매직서클에서 실제 실로 나

아가는 과정이기에 이때의 이어 경험은 게임 

세계 외부(external world)에 치하게 된다. 마지

막은 역할내면화단계로, 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

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차지하는 의미에 

해 고려하는 단계다. 패러디 게임에서는 이어

가 게임 세계 내부에서 벗어나 실제 세계 속에서 

타 이어와의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

(social action stage)에 상응한다. 이 단계는 

이어가 해당 게임에 한 리뷰를 남기는 행 에서

부터 유사한 게임을 찾아 이해보거나 유사한 

게임 개발을 한 모  캠페인에 참여 는 직  

실 풍자를 한 게임 개발을 계획하는 등의 사

회  행 까지 모두 포함한다.

[Fig. 5] Spectrum of Reactions 

Triggered by Repeated Play of the Parody Game

게임 이를 하던 학습 단계의 이어는 게

임에 한 감상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인식 단계로 들어선다. 실 

패러디 게임은 소규모 개발자에 의해 제작·유통되

기 때문에 게임에 한 감상의 공유 한 게임이 

유포된 랫폼에서 이 진다. [Fig. 5]에 나타난 것

처럼 〈내꿈은 정규직〉의 다운로드 랫폼에는 

“ 쓸하면서도 모든 직장인들의 이야기 같아 재미

있다”, “일을 잘해도 안 되는 실이 물난다”는 

감상평들이 공유 다. 게임 이에 한 사회  

공감  형성은 유사한 게임 이의 증 로 이어

지기도 하며 게임 제작을 한 환경 마련의 기반

이 되기도 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어가 게임을 반복하는 행

가 실제 세계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

로 이어지기도 한다. App Store에 〈내꿈은 정규

직〉의 련 콘텐츠로 등장하는 〈내꿈은 멘탈갑〉

의 감상평에는 〈내꿈은 정규직〉을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이했다는 평가들이 존재한다. 〈내꿈은 

멘탈갑〉은 성별 는 세 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사회  편견들을 풍자 으로 재 해낸 게임이다. 

〈내꿈은 멘탈갑〉은 취업 비생과 직장인이라는 

캐릭터로도 이할 수 있다는 에서 〈내꿈은 

정규직〉과 상통한다. 이처럼 특정 게임의 반복 

이는 그와 유사한 게임을 탐색하는 것으로도 이

어진다. 이는 이후 유사한 게임 개발을 한 캠페인 

참여로도 연 될 수 있다는 에서 실제 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에 공감하는 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

해서 제작에 참여하기도 한다. 일례로 〈Glorious 

Leader!〉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Kick 

Starter를 통해 자  마련 캠페인이 진행 다. 참

여한 사람들  일부는 〈Hero Happy Hour Vs. 

The Supreme Leader〉와 같이 유사한 풍자 작품

의 자  마련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사례들

을 통해 게임의 이 경험이 실제 세계의 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술한 행 들은 이어들이 게임 경험을 토

로 공론의 장을 마련했고, 극 인 경우에는 게

임 개발을 한 모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게임엔진 상용화, 게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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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다변화로 인해 게임 제작  참여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이어가 게임으로써 부조리

한 삶에 의식 으로 항할 수 있는 방안 한 

마련 다. Hardt와 Negri는 이어의 주체  

역량이 모여 사회변 을 해 게임을 계획 으로 

활용하는 것이 게임의 진정한 존재 조건이라는 

진 인 주장을 내세웠다[31]. 그리고 2003년 일

련의 활동가들이 〈Escape from Woomera〉를 개발

하고 호주 우메라 난민 이주 응처리센터에 한 비

인 여론을 형성해 센터를 폐쇄시킨 사건을 표

 시로 들었다. 이러한 주장과 상은 게임이 가

진 다양한 가능성  사회 상의 일면을 다룰 수 

있는 표 (expressive) 매체로서의 가능성, 사람들

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득  매체로서의 가

능성을 보여  것이라 할 수 있다. 

Judith Butler에 따르면, 반복 인 수행에는 언

제나 새로운 의미로 열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32]. 의지와는 무 한 엔딩, 정당하지 못한 보상 

등 게임 세계 내의 아이러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어는 게임을 반복 으로 이하게 된다. 

이는 세계의 부조리에 한 반항이자 이어의 

존함을 증명한다. 이처럼 패러디 게임에서 발생

하는 반복  이의 경우, 이어가 부조리한 

삶에 해서 의식 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4. 결  론

실을 패러디한 인디 게임은 비극 인 실 세

계의 문제를 희극 으로 재 함으로써 이어에

게 게임의 풍자  주제를 효과 으로 달한다. 

이어는 아이러니한 게임 세계에서 캐릭터를 

이하게 되며, 1인칭 시 에서 희비극이 역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에 한 풍자

와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며, 나아가 실제 세계의 

사회 문제에 해서도 새롭게 인지하게 된다. 

실을 패러디한 인디 게임에서는 의도 으로 

반복  이가 발생하며, 게임 세계에서 일반

이고 필수불가결한 내  보상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고, 이어의 자발  의지와 상 없이 게임 세

계가 지속된다. 반복  게임 이를 통해 이

어는 자신이 게임이라는 매직 서클 안에 있는 동

시에 실의 맥락을 극 으로 환기하게 된다. 즉 

실에 한 도피와 외면을 한 게임 세계가 아

닌, 실과 긴 한 상 계를 맺고 있는 게임 세

계에서 캐릭터이자 이어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

지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는 늘 문제가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은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소설, 화, 애니메이션 등 기존의 선

형  술은 실 세계의 문제를 재 하고 사회 참

여 인 메시지를 달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술

이자 효과 인 매체로 여겨져 왔다. 디지털 게임의 

경우, 이어에게 과정추론 , 상호작용 으로 주제

를 제시하고 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다. 

 세계 으로 인디게임 에서도 특히 실의 

문제를 풍자 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서 사회문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

세이다. 디지털 게임은 가상과 실재, 기술과 술

이 융합된 요한  술이자 매체이다.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심 콘텐츠로 각 받는 것은 

물론, 사회 문화 인 문제들을 고찰하고 이에 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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