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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혹은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현실에서 도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상의 공간을 현실이 아닌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면 맞는 말일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

넷 상의 공간이라고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여전히 사람들 간의 교류가 있

고 창조적 사고가 있고 무엇보다도 현실보다 더욱 열정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인터넷 속 행위들이 소위 ‘실제’ 현실이라 부르는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미 욕구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구조화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은 구조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

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요구하는 데로 행동하게 된다. 이런 욕구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공간이 인터넷 속이나 게임 속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 구조라고 할 만한 것이 매우 희미하

고 무엇보다도 구조가 생길 정도로 무엇인가가 걸려있지 않다. 결국 인터넷 속 세상은 사람들이 

가장 자유로웠을 때와 비슷한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구조를 해체할 수는 없다. 인류가 이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 구조적

으로 체계화 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구조에 얽매이지 않

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

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주체가 되어 뭔가 한다는 느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결국 점점 무기력하게 일상 속에서 잠에 빠져 드는 것이다. 결국 목표를 추

구하기 위한 구조가 목표를 앗아가 버렸다.

 이런 일상적 무기력함을 깰 수 있는 것이 게임이다. 게임 속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누군가 뭘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다면 다른 게임으로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자신의 목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그런 욕구들을 추구함에 따라 정량적으로 피드백을 주

는 것조차 가능하다. 그 결과 게임 속 세상은 비록 가만히 있으면 수없이 많은 방향성을 가지기

는 하지만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합칠 수 있을 경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힘들을 가지고 인터넷 상, 혹은 게임 상에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예를 들면 실제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백과사전을 제작하는 것에 도움을 줄 

사람을 자원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 속에 있는 세계에서는 그저 일에 

대한 보상만이 일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백과사전 제작에 참여할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을 하기에 ‘실제’ 현실이라는 것은 그저 너무 

바쁜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탐사해가고 있

다. 이런 욕구들이 방향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자신이 하는 일이 미친 영향을 즉

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욕구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하여 현실 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



로젝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혹은 게임 속 세상의 욕구들을 활용하여 결

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게임 속 세계에서 저절로 하나의 방향성을 지니

게 되기도 한다. 리니지2 속 세상의 바츠 해방 전쟁이 대표적이다. 비록 끝이 좋게 끝나지는 못

했지만 게임 속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추구해 나간 것이다. 인터넷 속에 있는 사

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것들은 아니다. 애초에 저 바츠 해방 전쟁

도 DK혈맹이라는 하나의 길드가 독재를 하고 나서야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분

명한 것은 게임 속 세상이 ‘실제’ 현실 세상처럼 복잡한 양상을 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복잡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세상을 무시할 수 있을까? 게임 속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겪은 경험들은 게임 속 세상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게임 속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 

자신이 ‘실제’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물론 게임 속의 일이 항상 ‘실제’ 현실에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이 목도하는 현실에 영향을 받아 자아를 변화시

킨다는 사실을 긍정한다면 아마 게임 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소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임 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매우 강력한 도구 혹은 현실을 바꾸는 기제가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게임을 현실과 동떨어진, 혹은 써먹지 못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게임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불태우고 있는 공간이다. 이런 변화가 좋든 싫든 간에 인터넷 속의 세상은 이미 

‘실제’ 현실에 성큼 다가왔고 무시 못 할 정도로 큰 힘으로 세상 속에 존재한다. 더 이상 이런 

변화를 젊은 사람들의 치기 정도로 간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며 이런 변화를 빠르

게 받아들여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게임 속 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현실’을 올

바르게 이끌어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모두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