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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텔 비  방송(이하 ‘방송’)의 게임화(gamification) 과정을 추 해, 방송 속에서 게

임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해 이 이 주된 분석틀로 삼은 것은 아즈

마 히로키(東浩紀)의 ‘게임  리얼리즘(ゲーム的リアリズム, gamic realism)’이다. 하지만 게

임  리얼리즘의 한계, 그리고 단일 연구자의 논의를 주된 분석틀로 삼는 것의 한계를 고려해, 

게임화 상을 보다 잘 설명해  수 있는 기존 개념들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고안하도록 

했다. 실질 인 분석을 해 방송 텍스트 5개(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 SBS <런닝맨>, 

Mnet < 로듀스 101>, MBC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 유튜

(YouTube)의 <양띵 유튜 >)를 상으로 삼았다. 게임화로 인해 방송에서의 큰 이야기는 사

라지고 그 자리를 데이터베이스가 채우게 된다. 텍스트의 심층에 데이터베이스가 자리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송이 완결된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시청자의 참여를 통

해서만 완성되는 불완 한 텍스트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요소는 설정(기획

의도․콘셉트, 시․공간 배경, 이벤트), 규칙․목표․결과, 그리고 캐릭터로 구성된다. 데이터

베이스화의 효과 혹은 결과로 게임화한 방송의 이야기는 복수화(複數化)되고 모듈화

(modularization)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시청자에 의해 재/조합 가능한 작은 이야기가 되며,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야기에 해서는 리셋과 리 이가 가능해진다. 결론 으로 이 

에서는 게임화한 방송 텍스트를 열린/작가  텍스트, 생산자  텍스트를 잇는 ‘ 이어 ’ 텍

스트로 규정하고자 했다. 이어  텍스트는 생산자  텍스트의 성과 텍스트성뿐 아니

라, 이어성과 재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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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

게임1)이 모니터 바깥으로 나와 다른 것들에 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경 2)과 마 , 정치, 

교육, 강연, 융거래, 의료, 군사훈련 등에 게임이 침투한다. 걷기, 다이어트, 회의, 공부, 운 , 

3), 연 등 일상 속 다양한 활동 역시 게임과 계 맺는다. 미디어도 게임과 연결된다. 오랫

동안 게임의 모니터 역할을 해왔던 텔 비 이, 최근 게임 소 트웨어를 매개하는 역할을 넘어 

자신의 안에 수용하는 모습4)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5)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모바일 애 리 이션(application) 등이 게임의 논리를 극 활용

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게임은 앞에 두고 이하는 구체 인 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게임 소

트웨어는 게임이라는 상을 작동시키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에 보이지 않는 게임이라는 상 

자체가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든다(井上明人, 2012/2012). 게임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일상, 사회, 미디어 등)을 매개한다. 게임을 통해 연결된 모든 것들은 우리 승인을 받아 작

동하는 동 인 존재로 거듭난다. 게임이 침투한 것들이 우리와 상호작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게

임을  더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마치 원래 우리 일부 던 것처럼, 게임과 우리 사이의 경계

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그 게 게임의 향력이 커질수록 역설 으로 게임은 우리 앞에서 

사라진다. 게임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요컨  게임이 사라진다는 것은 게임

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한 인식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게임은 세상 어

1) 이 에서 게임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디지털 게임(digital game)’을 가리킨다. 이는 아 이드, 비디오 콘솔, 컴

퓨터, 모바일 등의 랫폼을 통해 이되는 모든 자화된 게임체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2) 화장품 기업인 로 알 그룹(L’Oréal Group)은 연구 개발과 마  비용 산출, 생산 비용 감 방법에 이르는 경  

반의 과제를 시뮬 이션 실험으로 모색한다(임태훈, 2017).

3)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이 발생한 직후, 당시 고쿠사이 학교(国際大學校) 로콤(GLOCOM)의 연구원이

었던 이노우에 아키토(井上明人)는 을 해 자신 집의 기계량기 수치를 매시간 체크해 트 터(Twitter)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 가 게임 이와 닮아 있다고 단, 자신의 기록에 게임 ‘#denkimeter’라

는 해시태그(hash tag)를 붙이고 트 터상에서 지인들과 게임을 시작했다. 정 한 가 제품 운용, 이  성 의 갱신 노

력 등 최소한의 게임 요소를 제시(井上明人, 2012/2012)했을 뿐인 게임은 이후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일상생활 일부에 게임논리를 용한 표 사례가 되었다.

4) 스마트TV가 표 인 다. 이어들은 별도의 PC 본체나 콘솔 없이도 텔 비 만을 통해 게임 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텔 비 은 게임을 매개하는 수 을 넘어 게임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강신규, 2013).

5) 게임 문웹진이자 커뮤니티인 ‘인벤(www.inven.co.kr)’은 이용자의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벨 시스템

을 활용한다. 벨은 웹진 활동으로 획득한 경험치에 따라 정해지는 이용자의 등 이다. 일정 벨과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자는 게임 캐릭터처럼 스킬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스킬을 통해 추가 혜택을 얻거나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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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되어간다.

게임(에 내재한 여러 요소들)을 사회와 일상생활 반, 그리고 특정 문화장르나 표 역

에 활용하는 것을 ‘게임화(gamification)’6)(원용진․강신규, 2013; 井上明人, 2012/2012)라 

일컫는다. 나아가 게임화는 게임의 논리가 여타의 제도, 인간 행 와 실천, 몸과 인식 속에서 작

동함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게임 아닌 것을 새로우면서 혼성 인 무언가로 만들 뿐 아니라, 사

람들에게 마치 게임을 이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데 있다. 과거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with)’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게임 ‘안에(in)’ 산다. 게

임화는 게임을 가지고 살던 시 에서 게임 안에 사는 시 로 바 는 과정 한복 에 자리한다. 이

러한 게임화의 확산은 게임이 우리 삶을 규정하고 그것에 향을 미치는 요한 하나의 틀 혹은 

방식이 됨을 나타낸다. 우리 일상에 게임이 여하고, 게임에 따라 일상이 재편되기도 하며, 게

임이 연결하는 거 한 세계가 우리 주변에 형성되는 것이다.

이 에서는 게임화가 이 지고 있는 구체 인 역인 ‘미디어’에 을 맞추고, 게임 아닌 

미디어가 게임을 닮아가는 것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뉴미디어들이 편재하는 시 가 도래

하면서, 개별 ․독립 으로 존재하던 미디어들도 복잡하게 뒤얽  갖가지 방식으로 화하기 

시작했다. 상이한 미디어들 간 경계가 해체됨에 따라 미디어들은 경쟁하고,  다른 종류의 미디

어를 합하고 수렴하면서 역동 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디어의 게임화 역시 이러한 환경 하에서 

미디어의 확장과 탈미디어 과정이 함께 일어나는 주목할 하나의 상으로 이해 가능하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 을 통한 미디어 간 자유로운 융합, 더욱 능동 인 이용자의 등장, 고정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해진 미디어의 소비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이

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에서도 특히 주목하려는 것은 ‘방송’7)이다. 게임을 통해 방송을 들여다본다. 방송

이 분석 상이라면, 게임은 분석을 한 방법론인 셈이다. 물론 게임화가 미디어  방송에만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의 게임화를 살피는 일은 방송이라는 유일 사례를 통해 게

임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화의 논리와 체계를 확인하기 해 방송을 소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의 게임화는 방송이 게임의 형식을 차용하거나 내재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로 

6) gamification은 ‘game’과, “~이(가) 되게 함” 혹은 “~와(과) 같은 성질을 지니게 됨”을 나타내는 미사 

‘-ification’을 결합한 말로, 한국에서 ‘게이미피 이션’ 혹은 ‘게임화’라 불린다. 본문에서는 ‘게임화’로 통일해 표기한다. 

단, 고유명사는 수정하지 않고 그 로 표기한다.

7) 시청각 기반의 콘텐츠를 갖는 게임과 방송에 해 살피고자 하는 이 에서는 상 미디어로서의 방송에 논의의 

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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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역에 머물러 왔던 방송과 게임의 미디어성(mediality)8)이 하고 융합해 만들어내는 

에 없던 성격의 미디어 상이다. 이러한 상이 새롭게 등장한 방송 형태만이 아니라 통

인 방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게임화가 방송의 모든 측면에 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

다. 최근 방송의 변화를 게임화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에 없던 특정 변화가 방송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 즉 게임화를 통해 읽어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변

화를 추 해 방송 속에서 게임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

피는 것이 이 의 목 이다.

2. 기존 논의 검토와 문제의식

1) 게임화 논의의 갈래

(1) 주도  : 비즈니스와 마  수단으로서의 게임화

‘게임화’라는 용어의 기원은 2003년 국의 게임 디자이  펠링(Nick Pelling)에 의해 설립된 컨

설  회사인 코 드라(Conundra Ltd.)의 웹페이지9)에서 발견된다(Werbach & Hunter, 

2012).10) 코 드라의 목 은 게임의 특성을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용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

들이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게임화 개념이 지 과 같이 본격

으로 사용된 것은, 2011년 1월 20~21일 미국 샌 란시스코에서 게임화에 한 최 의 종합 컨

퍼런스라 할 수 있는 ‘게이미피 이션 서 (Gamification Summit)’이 개최된 이후부터다

(Deterding, Dixon, Khaled, & Nacke, 2011, 9). 첫 시도 던 만큼 발표자들은 게임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집 했고, 련 사례 소개와 어떻게 게임 아닌 것들에 게임화를 도입할 

8) 말 그 로 미디어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정 미디어의 미디어성은 고정 인 것이 아니며, 그것의 

환경에 따라 늘 변화한다. 표 으로 디지털 환경은 미디어의 변화를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매체성’으로도 번역되

지만, 매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소 제한 (김무규, 2013)이므로 여기에서는 ‘미디어성’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9) 코 드라는 2003년 4월 9일 설립 후 2006년 10월 17일에 해산 지만, 그 웹페이지 사본이 다음 주소에 남아 있다: 

www.nanodome.com/conundra.co.uk/

10) 게임화라는 용어가 2003년부터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 에 그러한 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게임화는 

게임화로 불리기 부터 여러 분야에 존재해왔다. 새로운 상이 아니라 새로운 용어일 뿐이다. 하지만 아직 게임화의 

정의와 범 가 명확히 정립돼 있지는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게임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게임화

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어떤 사례들은 게임화가 되고,  다른 어떤 사례들은 게임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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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한 설명들이 덧붙여졌다. 게이미피 이션 코퍼 이션(Gamification.co)의 CEO이자 

서 의 의장인 지커맨(Gabe Zichermann)은 오 닝 키노트에서 게임화를 “문제 해결  이용자 

몰입을 해 게임  사고(game thinking)나 게임 메커닉스(game mechanics)를 사용하는 과

정”(게이미피 이션 코퍼 이션 홈페이지, www.gamification.co/about-gabe-zichermann/)

이라 재규정했다.

얼핏 비즈니스 차원에 한정돼 있던 코 드라의 게임화 개념을 비(非) 비즈니스 차원으로까

지 확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커맨은 팔리지 않는 게임화에는 심이 없었다. 그는 게임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부터 유사한 의미를 ‘펀웨어(funware)’ 혹은 ‘게임 기반 마 (game 

based marketing)’으로 칭해왔다. 즐거움을 목 으로 하는 상호작용  게임과 이어 사이

에 형성되는 애착을 ‘끈끈함(stickness)’으로 간주하면서, 끈끈함이야말로 (게임뿐 아니라) 기업

과 고객 사이를 연결하는 충성도 마 의 이상  목표라고 보았다(Zichermann & Linder, 

2010). 때문에 그가 게이미피 이션 서 에서 강조했던 것 역시 게임화의 본질이 ‘이용자 충성

도나 몰입의 향상’에 있다는 이었고, 그에 뒤따르는 청 들의 질문 역시 이용자 충성도 향상을 

해 게임 메커닉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집 다(深田浩嗣, 2011/2012).

서  이후 구  기술강연회(Google Tech Talk),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Game Developer 

Conference: GDC) 등 각종 기술 컨퍼런스에서 게임화를 무게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검색엔진

에서 련 검색량이 증했고, 뉴스 기사에서도 ‘게임화’라는 단어를 볼 기회가 늘었다(深田浩嗣, 

2011/2012). 리서치․컨설  분야는 게임화를 하나의 잠재  수익원으로 홍보했다. 표 으로 

미국 IT(Information Technology) 리서치․컨설  문업체인 가트 (Gartner, Inc.)는 

2015년까지 2,000개의 로벌 기업들 가운데 70% 이상이 마 과 고객 유치를 해 어도 하

나 이상의 게임화한 응용 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며, 신 로세스를 리하는 기업의 반이 게

임화 개념을 극 활용할 것이라 측했다(Goasduff & Pettey, 2011, 4, 12).

기업의 기술 신 과정에 어떻게 게임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마 과 고객 유

치를 해 기업이 어떻게 게임화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한 기 심사도 발 해갔다( 를 

들어 深田浩嗣, 2011/2012; Harrison, 2014; Kumar & Herger, 2013; Radoff, 

2011/2011; Zichermann & Cunningham, 2011/2012 등). 특히 허니키, 르블랑 그리고 

주벡(Hunicke, Leblanc, & Zubek, 2004, 7)이 제안한 구조  게임 디자인 원리인 MDA 

임워크(MDA Framework)는 게임 시스템을 게임 외  분야에 용하는 주된 방법론으로 기

능했다. MDA 임워크는 게임 메커닉스(mechanics), 다이내믹스(dynamics), 에스테틱스

(aesthetics)의 첫 자를 취해 명명 다. 게임 메커닉스는 이어의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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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규칙과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다이내믹스는 메커닉스가 유도하는 이어의 행  

반을 의미한다. 에스테틱스는 이어가 게임 속에서 느끼는 감각  반응들로, 메커닉스와 다이

내믹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셋  비즈니스 게임화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메커닉스다. 

메커닉스에서 말하는 순  경쟁, 보상, 양  측정 등이 게임화의 주된 요소로 받아들여졌다.11) 

때문에 게임화 도입에 있어 경제 이고 빠른 제작법, 그리고 용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측정법

에 한 고민과 심을 우선시했다.

게임화는 이제 비즈니스나 마  문가에게 하나의 키워드가 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

들이 게임화를 맹신하며 게임화 없는 비즈니스와 마 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

도 그들에게 게임화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수단이다. 몇 년 에 비해 좀 더 낡은 것이 되긴 

했지만, 이 키워드는 교육과 트 이닝 로그램뿐 아니라 련 리서치  컨설 에서도 여 히 

인기를 구가한다. 련 워크 이나 출 물에서도 빈번하게 소환된다. 고객 충성도, 재정  거버

스 이슈들, 노동자의 생산성 등이 게임화의 두로 인해 정 으로 신되(는 것으로 여겨지)

는 역들이다(Fuchs, Fizek, Ruffino, & Schrape, 2014).

(2) 비  : 사회․문화  경험으로서의 게임화

하지만 게임화를 비즈니스나 마  수단 이상의 무언가로 이해하려는 비  시도들도 폭넓게 

이 져 왔다. 그 역사는 비즈니스 게임화 논의와 함께한다. 이들의 략은 게임이 비즈니스 수단

이나 방법임을 반 하거나 비 하는 신, 게임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게임 연구자 보고스트(Bogost, 2011, 5, 3; 

2011, 8, 8)가 지 하듯, 앞선 게임화 논의는 게임의 본질  속성보다 노동자나 소비자 착취

(exploitation)와 더 련된다. 게임화는 노동을 순수하게 즐거운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놀이로

서 게임이 가진 가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착취도구(exploitationware)’에 불과하다. 물론 노동

이 언제나  즐겁지 않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놀이의 즐거움은 그것이 ‘자유로운 활

동’이자 ‘비생산 인 활동’12)이라는 에서 노동의 그것과는 구분된다(Caillois, 1967/1994).

11) 연구자에 따라 게임 메커닉스를 다르게 구분한다. 지커맨과 커닝햄(Zichermann & Cunningham, 2011/2012)

은 수, 벨, 순 표, 배지, 도 과제, 퀘스트, 심자 응 로그램으로, 번치볼 사(BunchBall Inc., 2010)는 

수, 벨, 순 표, 도 과제, 가상재화, 선물과 기부로, 후카다 코지(深田浩嗣, 2011/2012)는 목 , 단계별 목표, 가시

화 피드백으로 게임 메커닉스가 구성된다고 본다. 이들은 메커닉스  요소에 해서는 각각 생각을 달리했지만, 게임을 

비즈니스 목  달성을 한 도구로 봤다는 에서는 같았다.

12) 카유아가 말하는 ‘자유로운 활동’으로서의 놀이는, 놀이하는 자가 강요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강요당하는 순간 놀

이는 마음을 끄는 유쾌한 즐거움이라는 성질을 잃는다. , 놀이가 ‘비생산 인 활동’인 것은, 그것을 통해 재화도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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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에서 게임 디자이  셀(Jesse Schell)은 비즈니스와 마  목 의 게임화가 

참여자로 하여  원하지 않았던 활동을 원하게 만든다는 을 비 하며, 게임화란 참여자가 원하

는 활동에 보다 극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Schell & Reynolds, 

2011. 2. 10). 푹스, 피젝, 루피노, 그리고 쉬라 (Fuchs, Fizek, Ruffino, & Schrape, 

2014)도 이 의 게임화 논의가 게임을 제 로 이해하는 데 있어 정 이지 못했다고 본다. 그것

이 비즈니스, 마 에 한 심에 의해 게임이 지닌 문화  가치를 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게임화는 게임 자체에는 심이 없고 오직 비즈니스와 마  분야에만 복무하는 것으

로, 사라지거나 재고돼야 한다. 요컨  우리가 왜 비즈니스, 마  수단으로서의 게임화 논의가 

재고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이 게임의 재미가 아닌 보상의 매력과, 그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과 련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Breville & Rimbert, 2013, 12, 11).

비  에서 게임화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들은 게임화에서 말하는 ‘게임’의 의미가 

오염되었음을 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되찾거나 새롭게 구성하려 한다. 새롭게 구성

된 의미들은 수렴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마  분야에서 비롯 지만, 여러 학제의 유입과 함께 

게임화 논의도 차 범 를 늘려갔기 때문이다. 그  표 인 것이 게임의 놀이  경험에서 나

타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게임화를 바라보는 근방식이다( 를 들어 Bogost, 2011, 5, 3, 

2011, 8, 8; Deterding, 2014; Nicholson, 2015; Walz & Deterding, 2014 등). 이러한 

근에서는 어떻게 다른 역사 ․문화  맥락에 속하는 실천과 제의들이 게임 혹은 게임 비슷한 

형태로 자리매김하는지를 살핀다(Fuchs, Fizek, Ruffino, & Schrape, 2014). 이들 논의는 

게임의 본질을 ‘놀이’로 악한다는 에서 루돌로지(Ludology)13)의 과도 맞닿아 있다.

여러 학제의 유입과 함께 게임화 논의는 차 범 를 확장해가고 있다. 교육, 사회․복지, 

지역․ , 심리, 미디어․커뮤니 이션, 인지․감성과학,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게임화를 활용

한다. 연구 목  한 게임화의 개념, 원리, 기  이론 정립에서부터 사용 의도, 목 , 효과 평

가, 사례 분석, 신규 용 역 제안, 창작․디자인 방법론 논의, 그리고 신기술 용  공학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는 추세다. 심을 두는 부분 역시 게임 메커닉스에 한정되지 않

어떠한 새로운 요소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Caillois, 1967/1994).

13) 덴마크 출신의 게임 디자이 이자 연구자인 율(Jesper Juul)이 처음 제안했으나, 본격 으로는 1999년 우루과이 

출신의 게임 디자이  겸 연구자인 라스카(Gonzalo Frasca)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임 연구 분야다. 루돌로지의 어원

은 라틴어로 게임을 가리키는 ‘루두스(ludus)’다. 이 ‘루돌로지’는 경제학이나 정치학 등에서 사용하는 게임 이론(theory 

of games)과 구분하기 한 이름이다(윤태진, 2015). 루돌로지는 한 발 앞서 게임의 인문사회학  논의를 본격화했던 

내러톨로지(Narratology)에 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내러톨로지가 게임을 하나의 진화된 내러티 로 보았다면, 루

돌로지는 그 이름처럼 게임을 게임으로, 그리고 나아가 놀이의 확장으로 이해하고자 했다(Frasc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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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맥락이나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럼에도 여 히 게임화를 사회․문

화의 문제로 사유하는 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권보연․류철균, 2015). 뿐만 아니라, 많

은 연구들이 (특히 비즈니스․마  입장에서 바라본) 몇 안 되는 기존 논의에 지나치게 의존한

다는 제한 을 지니고 있다. 양  확장에 질  성취가 따르고 있지 못한 것이다.

2) 기존 논의의 한계와 남은 문제들

비즈니스․마  수단으로서의 게임화 논의가 게임을 어떻게 요소화하여 비즈니스 역에 목

시킬 것인지에 심을 둔다면, 사회․문화  경험으로서의 게임화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놀이의 

역으로 가져올 것인지에 주목한다. 자가 게임화의 가능성을 먼  발견하고 다소 제한 이지

만 본격 인 논의를 시작했다면, 후자는 자의 의도와 효과에 비 을 가하고 게임이 가진 본질

에 심을 둠으로써 게임화에 한 새로운 개념 구성을 이루고 논의 역을 넓히기 한 토 를 

마련했다는 에서 유의미하다. 그럼에도 사회․문화  경험으로서의 게임화 논의 역시 비즈니

스 게임화론을 비 하는 데에서 많이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개념이 사실상 ‘놀이’에 가까워,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화를 구체 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제한 이다. 비즈니스 에서 말하는 게임 개념이 지나치게 한정 이었다

면, 문화  에서의 게임 개념은 다분히 포 이다. 이는 문화  에서의 게임화를 논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  배경, 목 이나 심사를 가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요한 것은 이들이 

게임화의 메커닉스에 주목하는 비즈니스 게임화론에 한 반 논리로 게임화의 본질  특성을 

‘놀이’에서 찾고자 했다는 이다. 그래서 사회․문화  경험으로서의 게임화 논의에서의 게임은 

디지털 게임이 아닌 놀이의 체계를 도입하는, ‘놀이화’에 보다 가깝다. 하지만 게임화를 놀이화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일은, 게임화만을 바라보는 경우보다 폭넓은 논의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

며, 정확하지도 않다. 더욱이, 이 부터 존재해왔던 게임화와 비교  최근에 나타난 (디지털) 게

임화에 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진다. 게임을 디지털 게임이 아닌 놀이로서의 게임으로 보면, 

율(Juul, 2005/2014)이 지 하는 것처럼 게임은 보드 게임, 카드 게임, 디지털 게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  가능한 트랜스 미디어가 된다. 디지털 게임은 수천 년의 게임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게임 형태가 될 뿐이다. 따라서 비  게임화 논의에서 말하는 게임의 범 는 보

다 좁 져야 한다.

둘째, 구체 인 안이나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논의의 역사가 짧다. 하지

만 비즈니스 게임화론과 립각을 세우며 스스로를 그  비  담론 역 안에 남겨 놓은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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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다. 비즈니스 게임화론이 구축한 게임화의 개념과 범 , 효과 등을 비 하는 데 집 하느라 

정작 (자신들이 주장한) 게임화가 갖는 보다 다양한 문화  성격을 실제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생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독자 인 이론 ․방법론  틀의 부재로도 이어진다. 게임화

가 하나의 상이고 그것을 지칭하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나,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써 다양한 

역에 다분히 기능 으로 용하려는 시도들만 존재할 뿐 그것을 학 으로 읽어내기 한 고유

의 이론과 방법론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게임화의 정의에 한 지나친 집 , 사례 분석  경

험연구의 부족과도 련이 있다.

그럼에도 비  의 공헌은 이 까지 비즈니스․마  차원에 치 돼 왔던 게임화 논

의를 방향 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특히 놀이, (자발 ) 즐거움, 그리고 창작자/제

작자가 아닌 참여자/이용자에 주목한 비  의 유산은 매우 요하다. 이 은 비  

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체보다는 보완을 지향하고, 통을 통해 새로운 방

안을 모색한다. 이를 해 먼  게임화에서 말하는 ‘게임’을 재개념화한다. 미디어 간 새롭게 맺

어지는 계로서 게임화를 살피고자 하는 이 에서는 게임을 문화 상으로서의 ‘놀이’가 아닌, 

디지털 미디어로서의 ‘게임’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 다고 게임을 놀이로 폭넓게 바라봤던 비  

의 통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게임이 놀이와 한 련을 맺되, 놀이에 속하거나 놀

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놀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박근서, 

2009). 즉, 놀이는 게임의 상  혹은 하  범주가 아니라 게임을 구성하는 요한 한 요소이며, 

게임에는 놀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그 다른 요소들은 게임

이 (기존 놀이와는 달리)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는 데서 비롯(Loftus & Loftus, 1983)된다.

3. 분석방법과 상

1) 분석틀

이 은 일본의 사상가이자 서 컬처 비평가 던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의 ‘게임  리얼리즘

(ゲーム的リアリズム, gamic realism)’을 주된 분석틀로 삼아 게임화를 논의할 것이다. 게임  

리얼리즘은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  문화장르와 그것을 즐기는  수용집단인 오타

쿠(お宅, otaku)14) 문화를 설명하기 해15) 아즈마가 고안한 개념이다. 아즈마의 논의가 게임

14) 오타쿠는 원래 1970년  일본에서 두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새로운 서 컬처(subculture)의 주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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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살피는 데 유용한 것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등의 포스트모던(사회)론을 구체 인 문화 분석에 용 가능하게끔 연결하

는 데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표 인 속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게임’을 들기 때문이다. ‘게임화’

라는 표 을 직  쓰지는 않았지만 아즈마는 오늘날의 문화가 ‘게임 ’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 게임  속성이 문화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미치는 변화까지 살핀다는 에

서 게임  리얼리즘은 게임화의 작동구조와 방식을 살피려는 이 의 분석틀로서 의미를 갖는다.

포스트모던이 가져온 변화들  아즈마가 주목했던 것은 다음 두 가지 다. 첫째, ‘큰 이야

기(meta narrative)16)의 쇠퇴’이다. 포스트모던이 도래하기  근 는 큰 이야기가 가능한 시

다. 의식에 비치는 표층 세계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표층을 규정하는 심층, 즉 큰 이야기가 

존재했다. 때문에 근 에서는 그 심층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학문의 주된 목 으로 여겨졌다. 하

지만 포스트모던 시 가 도래하면서 그러한 세계상은 붕괴되었다. 둘째, ‘시뮬라크르(simulacre)

의 면화’다. 이는 오리지 과 복제 사이의 가치가 사라지며, 모든 기호가 근거를 지니지 못하고 

부유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시뮬라크르의 면화는 수용자들의 허구 시 태도와도 련된다. 포

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사회  실보다 허구에서의 원리가 빈번하게 우선시된다. ‘큰 이야기의 쇠

퇴’가 사회 ․이데올로기  변화와 련된다면, ‘시뮬라크르의 면화’는 기술  발달로 발된 

변화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맥락에서 이 두 상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가지 변

화(트리 모델의 붕괴)의 앞뒷면인 것으로 악된다(東浩紀, 2001/2007).

물론 이러한 논의가 완 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술복제시 의 도래와 이데올로

기의 쇠퇴는 벤야민(Benjamin, 1939/2007)이 논의한 바 있으며, 보드리야르(Baudrillard, 

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소  ‘선수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수 에 그치던 이 말은 1988~1989년 사이타마 (埼玉県)에서 

발생했던 한 오타쿠 청년의 여아 연속 유괴살인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 리 알려지게 된다. 때문에 오타쿠에는 ‘비사

회 이고 도착 인 성격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덧입 졌다(東浩紀, 2001/2007).

15) 그럼에도 아즈마의 에서 오타쿠 문화는 어디까지나 포스트모던 사회의 한 상으로 분석된다. 그는 오타쿠가 일

본 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징후라 본다. 오타쿠들이 특수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얼핏 특수해 

보이는 그 문화가  사회의 보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16) ‘meta narrative’는 국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번역된다. 가령, 리오타르의 <La condition postmoderne - 

Rapport sur le savoir(1979)>에 등장하는 ‘meta narrative’를 이 복의 번역본(1992)에서는 ‘메타이야기’로, 유정

완․이삼출․민승기의 번역본(1992)에서는 ‘ 서사’로 옮겼다. 아즈마의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 오타쿠에서 본 일본 

사회(2001/2007)>와 <게임  리얼리즘의 탄생 –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2(2007/2012)> 번역서에서는 같은 용어를 

‘커다란 이야기’라 칭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리오타르의 메타이야기 혹은 서사, 그리고 커다란 이야기 사이에는 의

미 차이가 있다. 이에 이 에서도 ‘커다란 이야기’로 번역하려 했다. 하지만 뒤에 커다란 이야기의 반  의미를 가진 ‘작

은 이야기(petit narrative)’가 등장하는데, ‘커다란’의 반 말은 ‘작은’이 아니라 ‘작다란’이기에, ‘커다란 이야기’ 신 

‘큰 이야기’로 통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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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001)도 이제 이데올로기는 없고 시뮬라크르만 남았다면서 양자의 흐름에 확실한 상

계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즈마는 그동안의 포스트모던론이 큰 이야기의 쇠퇴와 시뮬라크르 

면화 이후의 모습까지 논의하지는 못했음을 지 하면서, 모던 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문화물의 논리로 ‘게임  리얼리즘’이라는 구체 인 아이디어를 제

시한다(稲葉信一郎, 2006). (前)근  이야기꾼이 ‘신화와 민담의 집 ’ 속에, 근 의 작가 = 

독자 = 시민이 ‘자연주의 리얼리즘’17) 속에 산다면, 포스트모던의 들은 ‘게임  리얼리즘’ 

속에 산다. 자연주의 리얼리즘이 이야기 인과성, 재 의 객 성, 화자의 투명함을 특성으로 하는 

반면, 게임  리얼리즘은 다음 세 가지를 특성으로 삼는다.

첫째, ‘이야기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2층 구조를 지닌다. 

큰 이야기18) 신 정보의 집 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가 심층에 자리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층에는 수용자의 수용에 따라 구성되는 작은 이야기가 자리한다. 작은 이야기가 한 텍스트의 

특정 이야기라면, 데이터베이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탱하지만,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설정

을 의미한다. 요한 것은, 표층에 나타난 겉모습을 결정하는 심 이 심층에 있지 않으며, 오히

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읽어내는 수용자에 있다는 사실이다(東浩紀, 2001/2007). 근 의 이

야기 수용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한 작품의 세계 을 기 로 그것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수용은 수용자에 의해 모든 작품이 순식간에 요소

요소로 해체돼 각기 다른 작품으로 출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前島賢, 2014/2016).

둘째, ‘캐릭터 선호’다. 큰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들은 

큰 이야기 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특정 캐릭터나 기호에 해 극단 으로 감정이입한다(東

浩紀, 2007/2012). 이를 ‘모에(萌え)’라고도 한다. 모에는 ‘갸루게(ギャルゲ, gal game)’19)를 

즐기는 과정에서 극 화된다. 갸루게는 이어20)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

17) 근  문화장르의 형과도 같은 것으로, 근 인 이야기 양식들이 내재하던 각양각색의 제들을 일단 무효화하

고, 보다 많은 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해 도입한 방법이었다(東浩紀, 2007/2012).

18) 여기에서 ‘큰 이야기’는 리오타르가 언 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  사건들이 이해되도록 설명해주는 큰 ‘이

념’(Malpas, 2002/2008)이라기보다는, ‘ 체 콘텐츠’에 가깝다. 요한 것은 이 시도가 단순히 개념 인 축소가 아니

라, 오히려 ‘시스템= 체 콘텐츠’를 ‘이념=세계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이다.

19) ‘girl’에서 생된 일본어 ‘갸루(ギャル)’와 ‘게임(ゲーム)’의 합성어로, 미소녀가 등장하는 일러스트와 이야기를 가

진 게임을 말한다. 체로 주인공을 (평범한) 남성으로, 연애 상 를 미소녀로 설정한다.

20) 이 에서는 ‘이용자 혹은 유 (user)’, ‘수용자(audience)’, ‘게이머(gamer)’ 등 신 ‘ 이어(player)’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게임하는 사람은 단순히 게임 속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을 지닌 행 자

(actor)’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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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큰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나와 캐릭터 간에 

벌어지는 작은 계들이다. 여기서의 캐릭터는 (게임 캐릭터와 같이) 실에서의 인격이 제거된 

존재로 이해 가능하다. 자연주의  리얼리즘이 묘사의 기 이 되는 화자를 필요로 했다면(大塚

英志, 2003, 2005), 게임  리얼리즘에서는 완결된 인격  존재로서의 화자 신 데이터베이스

화한 캐릭터만이 존재한다(東浩紀, 2007/2012).

셋째, ‘메타이야기성’이다. 완 히 허구 인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와 캐릭터는 복수화(複數

化)될 가능성을 갖는다. 자연주의  리얼리즘에서의 등장인물들은 실제에서와 같이 살 속에 피

가 흐르는 신체를 갖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설사 이야기 속에서일지언정) 귀신이나 괴물이 아

닌 이상 칼이나 총을 맞으면 피를 흘리고, 상처가 심한 경우 죽기도 한다(大塚英志․ササキバラ

ゴウ, 2001/2004). 하지만 게임  리얼리즘은 죽음을 리셋(reset)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연주의  리얼리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캐릭터를 피 흐르고 죽게 하는 것’의 

의미를 해체시킨다(東浩紀, 2007/2012). 따라서 게임  리얼리즘에서의 이야기와 캐릭터는 마

치 게임에서처럼 필요한 경우 다시 시작되거나,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아즈마는 게임  리얼리즘을 통해 라이트노벨(light novel)21), 갸루게 등을 분석했다. 이

들 새로운 문화 역에서 이야기의 데이터베이스화, 캐릭터 선호, 메타이야기성을 찾아냈다. 

게임  리얼리즘이 우세종으로 포스트모던 문화물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을 수용하는 쪽

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캐릭터에 집착하고 지속 으로 자신들의 폐쇄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

음을 밝혔다. 아직은 특정한 집단의 취향이지만 이를 미래 문화의 징후로 악함으로써, 게

임  리얼리즘을 문화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으로 정착시켰다(원용진․강신규, 

2013). 이처럼 포스트모던 사회의 구체 인 문화물을 분석하기 한 명시  특성(이야기의 

데이터베이스화, 캐릭터 선호, 메타이야기성)을 규정한 게임  리얼리즘을 심으로 뒤에서는 

게임화한 방송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단일 연구자의 논의를 분석틀로 사용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단, 논의

의 폭이 다양해질 수 없다. 게임  리얼리즘이 유일의 완벽한 분석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아즈

마가 분석한 일본의 오타쿠 문화가 우리 사회 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징후라고는 하지만, 그것

이 한국 문화에 그 로 들어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라이트노벨이나 갸루게처럼 새롭게 등장

한 문화를 한 분석틀로 사용되긴 했으나, 방송과 같은 기존 미디어에 그것이 용된 도 

없다. 무엇보다, 아즈마의 문화론이 2010년 이후로 진 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다.

21) 만화 이거나 애니메이션  일러스트가 더해진 엔터테인먼트 소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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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  리얼리즘을 분석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2000년  후반 망했던 게임

 문화의  지구  확산을 2010년  한국에서 확인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게임

 리얼리즘을 주된 분석틀로 사용한다고는 해도, 으로 그것에 의지하지는 않는다. 한국 

상 분석에 한 아즈마의 논의가 있으면 용하고, 마땅한 개념이 없을 경우 기존 (다른 연구

자들의) 개념들을 변용하거나 해당 상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개념을 고안할 것이다. 즉, 게임  

리얼리즘을 심으로 삼되, 상에의 용 과정에서 다른 여러 논의들을 불러와 그것을 보완해나

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게임화 논의뿐 아니라 게임  리얼리즘 논의 한 재구축할 수 있을 것

이다.

2) 분석 상

이 의 분석 상은 게임화하는 방송 로그램이다. 하지만 게임화가 모든 방송 로그램에서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방송의 게임화를 살펴보기 한 분석 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

다. 여기서는 게임화한 방송의 논리와 체계를 구체화하고 확장하기 해 필요하다 단되는 텍스

트들을 유의 (purposive)으로 추출하려 한다. 이에 용한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목

 달성에 한 상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텍스트가 방송의 게임화를 분명하게 그리고 체계

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련된다. 둘째, 해당 장르

나 포맷의 게임화에 한 표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특정 사례를 언 하는 것임에도 해당 장

르나 포맷의 로그램에 한 설명을 해  수 있다. 여기서 표성을 지니는 텍스트에는 에

게 큰 인기를 얻은 로그램,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로그램, 독특한 장르나 포맷을 개척해 

함께 언 할 후속 로그램들이 존재하는 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특정 텍스트가 표성

을 가지면서 그것을 통해 방송의 게임화를 풍부하게 설명해 다면, 그것은 구체  일반성을 갖는 

유형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기 에 의거, 이 에서는 KBS 2TV <생방송 게임천

국>, SBS <런닝맨>, Mnet < 로듀스 101>, MBC <마이 리틀 텔 비 >, 유튜 (YouTube) 

채  <양띵 유튜 >를 분석 상으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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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있어 세 가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 으로는 분석 상이 되는 텍스트들의 

모든 방송분을 논의 범주에 포함하나, 그  특정 방송분만을 논의 범주로 할 수도 있다. 어떤 

로그램은 포맷이 자리 잡는 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특정 회나 에피소드에 집 하는 것보다 

체 방송분을 논의하는 것이 상 으로 더 포 이면서 체계 인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하지

만 다른 어떤 로그램은 특정 회나 에피소드만이 강하게 게임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둘

째, 5개 로그램/채 의 공통 과 차이 을 동시에 드러내며 논의를 진행한다. 공통 이 게임

화의 일반 인 특성들을 나타낸다면, 차이 은 게임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드러내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분석 상은 1차 텍스트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방송 콘텐츠 분석이라고는 해도 콘텐츠

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상이 반 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그것을 둘러싼 맥락이 

어떠한지 등 보다 폭넓고 입체 인 논의들을 고려한다. 이를 해 논문, 보고서와 같은 학술자료

뿐 아니라, 신문, ,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제시된 논의들도 분석 상에 포함해, 텍스트의 

안과 밖을 종합 인 에서 살피려 한다.

구분 로그램/채 명 방송기간 출연진 로그램/채  개요 유사 로그램

텔

비

방

송

<생방송 게임천국>

(KBS 2TV)

1994.10.

∼

1996.  3.

․ 진행: 손범수, 박미선

․ 게스트, 참가자 등

․ 게임 로그램

․ 게스트, 그리고 화로 연결된

시청자가 사  제작된 게임을

이하는 로그램

<달려라 코바>,

<날아라 호킹> 등

<런닝맨>

(SBS)

2010.  7.

∼

․ 진행: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하하 등

․ 게스트

․ 리얼 버라이어티 쇼

․ 이스, 몸싸움, 심리  등

실생활과 목된 게임

버라이어티 쇼

<무한도 >,

<1박 2일> 등

< 로듀스 101>

(Mnet)

2016.  1.

∼

2016.  4.

․ 진행: 장근석

․ 심사 원, 연습생 등

․ 음악 리얼리티 경연 로그램

․ 연습생 101명을 상으로 매주

국민 로듀서 투표제를 실시해

순 를 매기고, 일정 단계마다

소수 인원을 탈락시켜

최종 11명을 데뷔시키는 방식

<펜타곤 메이커>,

<더 유닛>,

<믹스나인> 등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

(MBC)

2015.  4.

∼

2017.  6.

․ 진행: 서유리

․ 아, 권해  등

․ 개인방송 결 로그램

․ 스타나 셀러 리티들 스스로가

로듀서, 작가, 연기자가 되어,

최고의 개인방송 채 로 우뚝

서기 해 경쟁하는 로그램

<나홀로 연애 >,

<아바타 셰 > 등

인
터
넷

방
송

<양띵 유튜 >

(YouTube)

2013.  1.

∼

․ 양띵과 크루들(미소,

삼식, 서넹, 후추 등)

․ 유튜  게임채

․ <마인크래 트> 콘텐츠, 시청자

참여 콘텐츠, 모드(MOD) 리뷰, 

온라인․모바일․ 래시 게임

련 상 등을 제공

< 도서 TV>,

<악어 유튜 > 등

표 1. 분석 상 로그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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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들의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 1994년 8월 국내 최 로 지상  방송이 선보인 게임 

로그램이다. 게임을 방송 소재로 삼는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새로웠지만, 무엇보다도 

에 볼 수 없었던 포맷을 제시했다. 게임 로그램이라 해서 시청자에게 단순히 게임에 

한 정보를 주는 로그램은 아니었다. 게임을 말하고 보여주는 로그램이 아니라, 게

임을 하게 만들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로그램이었다. 20여 년 에 방송된 로그

램임에도 이 로그램을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시청자로 하여  로그램에 직  참

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청자가 집에서 화기를 물리  인터페이스(interfac

e)22) 삼아 게임을 이하면, 그 이 화면이 텔 비 을 통해 방송 다. 이러한 독

특한 시청자 참여 방식은 SBS <달려라 코바>, <생방송 날아라 호킹> 등의 로그램으

로 이어졌지만, 이후 본격화된 게임 로그램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② SBS <런닝맨>: 리얼 버라이어티 쇼(real variety show) <런닝맨>은 시청자들에게 ‘게

임 버라이어티’로도 불린다. 제작진 한 이를 지지한다. 조효진  로듀서는 한 인터

뷰에서 “ 이스, 몸싸움, 심리  등 실생활과 목된 게임쇼”(정철운, 2011, 9, 28)로 

SBS <런닝맨>을 규정하기도 했다. 그런 에서 SBS <런닝맨>은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게임과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기에 한 상이라 하겠다. 지속 인 인기23)

를 고려했을 때, SBS <런닝맨> 논의는 게임화한 로그램이 얼마나 시청자들의 심을 

끄는지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이 도 지닌다(원용진․강신규, 2013).

③ < 로듀스 101>: < 로듀스 101> 시리즈가 기존 경연 로그램들과 차별화되는 지 은 

콘셉트가 ‘국민이 뽑는 국민 아이돌 그룹’이라는 데 있다. 로그램은 ‘국민 로듀서’라

는 호칭을 통해 시청자를 로그램의 일부로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

속 인 참여를 유도한다. 거기에 (후술할) 육성 시스템, 연습생 매칭 등과 같은 요소를 

통해 국민 로듀서로 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캐릭터(들)에 한 애착을 갖게 한다는 

에서 육성 시뮬 이션 게임24)의 형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리즈는 2019년 

22) 게임에서 ‘인터페이스’는 이어와 게임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크게 ‘물리  인터페이스’

와 ‘정보 인터페이스’로 구분된다. 물리  인터페이스는 게임 외  요소로, 조이스틱, 키보드, 마우스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 인터페이스는 게임 내  요소이며, 인벤토리, 맵, 정보 창 등을 포함한다. 자가 게임 이를 해 이어에게 

처음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어가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박근서, 2009).

23) 2019년 5월 기  시청률은 6~7% (닐슨코리아 조사)로, 폭발 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

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로그램(한국갤럽이 매월 조사)’ 상 권 자리를 꾸 히 지켜온 능 

로그램은 SBS <런닝맨>과 지 은 종 한 MBC <무한도 >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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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재 시즌 4가 방송 (2019, 5, 3 ~)이며, 큰 양  성과25)뿐 아니라 이후 <펜타

곤 메이커(Mnet, 2016, 5, 17 ~ 7, 19), <아이돌 리부  로젝트 더 유닛(KBS 

2TV, 2017, 10, 28 ~ 2018, 2, 10)>, <믹스나인(JTBC, 2017, 10, 29 ~ 2018, 1, 

26)>과 같은 후속 로그램에 향을 미쳤다는 에서 분석 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다. 이 에서는 시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시즌 1을 심으로 논의한다.

④ MBC <마이 리틀 텔 비 >: 각계각층에서 선별된 5명의 출연진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직  인터넷 생방송을 한 후, 그 편집본을 텔 비 으로 방송하는 개인방송 결 

로그램이다. 인터넷과 텔 비 이라는 이종 미디어를 통해,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생

방송 후 텔 비 을 통해 편집본 방송) 방송한다는 에서 다른 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수용 과정을 요구한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internet broadcasting)26)의 참여  

속성을 지상  방송 로그램으로 가져와 성공한 유일한 사례라는 에서 분석 상으로

서의 의미를 지닌다. 텔 비  방송 로그램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채 의 게임화

도 논의하려는 이 에서 둘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마이 리틀 텔 비 >은 빠트릴 수 

없는 상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는 2015년 10월 3일 방송 던 <마이 리틀 텔 비

> 23회  걸그룹 AOA(Ace of Angels) 메인보컬인 아(박 아)의 방송분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에 집 해 논의를 펼친다. 앞서 언 했듯 어떤 로그램은 포맷이 자

리 잡는 데까지 변화를 겪어 체 방송분을 분석하는 것이 좋으나,  어떤 로그램은 

특정 회나 에피소드만이 강하게 게임화하는 경향을 보여 체 방송분을 분석하기엔 

합하지 않다. <마이 리틀 텔 비 >도 그 자체로 게임화한 로그램이라고는 보기 어려

우며, 일부 출연자가 방송한 부분에 한해서만 게임화가 이 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4) 말 그 로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이 이의 주가 되는 게임이다. 가이낙스(Gainax)의 < 린세스 메이커

(Princess Maker)> 시리즈를 시작으로 본다. 이어는 일정 기간 단 로 육성 상 캐릭터의 스 을 마련하며, 그 

결과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치가 변화한다. 일정 기간 내에 높은 능력치를 지니게 하거나, 특정 나이, 직업군 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다.

25) 시즌 1은 결승(2016, 4, 1 방송분)에서 1등을 차지한 소미(JYP)가 85만 8,333표, 2등 김세정(젤리피쉬)이 52

만 5,352표를 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시청자 1인 당 1표만 가능). 시즌 2에서 1등이 된 강다니엘(MMO)은 시즌 1 

소미가 받은 표의 2배에 가까운 157만 8,837표를 기록했다. 시즌 3의 경우 1등 장원 이 33만 8,366표, 2등 미야와

키 사쿠라가 31만 6,105표를 얻었다.

26) 방송국이나 개인이 인터넷 동 상 스트리  랫폼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 창기에는 장비

나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방송 서비스가 주로 제공 다. 그러나 제작 도구에 한 근성 증

가, 스트리  기술의 발 과 보 ,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용자 간 데이터 공유의 일반화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개별

으로 콘텐츠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 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1인 

방송, 인터넷 방송, 온라인 개인방송 등의 유사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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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그것은 데스티니...’의 경우, 1인칭 연애 시뮬 이션 게임27)의 형식을 차용한다

는 에서 <나홀로 연애 (JTBC, 2015, 1, 31 ~ 2015, 4, 18)>과도 유사한 듯하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출연자와 시청자가 서로 향을 주고받게 했다는 에서는 무후

무한 사례다.

⑤ <양띵 유튜 >: 아 리카TV(AfreecaTV)28)의 BJ(Broadcasting Jockey) 으면서 

유튜 (YouTube)29)의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30)인 양띵(본명 양지

)이 운 하는 유튜  게임 채 이다. <마인크래 트(Minecraft)>31) 창작 콘텐츠, 

시청자 참여 콘텐츠, 탈출맵, 모드 리뷰 상뿐 아니라, 여러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련 상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10 들에게 양띵의 인기는 유명 아이돌의 그것 못지

않다.32) 양띵 방송은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이용자 참여  

27) 이어가 가상의 이성과 연애를 하는 시뮬 이션 게임으로, ㈜엘 (elf)의 <동 생(同級生)>과 ㈜코나미

(Konami Holdings Corporation)의 <두근두근 메모리얼(ときめきメモリアル)> 시리즈가 시 라 알려져 있다.

28) 한국의 (주)아 리카TV에서 운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로, 특별한 기술․장비․비용 없이도 구나 쉽게 

PC나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채  화면이 있어 방송인과 시청자 사이

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시청료 개념의 ‘별풍선’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시청자가 방송인을 후원할 수도 있다.

29) 세계 최  무료 동 상 공유 사이트로, 이용자가 상 클립을 업로드하거나 보거나 공유할 수 있다. 당신(you)과 

라운 (tube)을 합친 이름처럼, ‘당신이 곧 미디어(You=Tube)’임을 표방한다. 2005년 2월 당시 인터넷 결제 서비

스인 페이팔(PayPal Holdings, Inc.) 직원이었던 헐리(Chad Meredith Hurley), 천(Steve Shih Chen), 카림

(Jawed Karim)이 공동 창립했다. 2006년 10월 구 에 인수 고, 한국어 서비스는 2008년 1월 23일에 시작 다. 사

이트 콘텐츠의 부분은 화와 텔 비  클립, 뮤직비디오로, 로뿐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제작한 것들도 꽤 많다.

30) 인터넷 개인방송을 송출하는 사람들을 아 리카TV에서는 ‘BJ’, 유튜 에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트 치(twitch)

에서는 ‘스트리머’, 카카오TV에서는 ‘ 로듀서(PD)’라 칭한다. 이외에도 서비스별로 명칭이 다르며, 이들을 묶어 부르는 

말은 아직까지 따로 없다. 이 에서는 양띵의 유튜  채 을 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므로, 인터넷 개인방송 생

산자를 ‘크리에이터’로 통일해 표기한다. 크리에이터는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   제작하여 유튜 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31) 스웨덴 로그래머인 페르손(Markus “Notch” Persson)이 만든 뒤, 모장(Mojang) 사에 의해 개발, 매되고 있

는 샌드박스 인디 게임이다. 모장은 2014년 9월 마이크로소 트(Microsoft)에 인수 다. 2009년 5월 17일에 알  버

으로 PC 에디션이, 2011년 11월 18일에 정식 버 이 공개 다. 모바일 에디션 한 같은 해에 출시 다. 모든 것이 

블럭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몬스터들을 피해 집을 짓고 채 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 생존하는 간단한 구성을 지닌다. 블

럭을 쌓아 이어가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어 지형의 변화나 건축을 이어 입맛 로 할 수 있다. 아기자기

한 집뿐 아니라 웅장한 성이나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픽셀 그래픽처럼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자유도 덕분에 

다양한 이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폭발 인 인기를 자랑한다. 네덜란드의 게임 문 시장조사기  뉴주(Newzoo)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인크래 트>는 첫 조사가 시작된 2014년 5월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 PC게임 랭킹 10  

밖으로 려난 이 없다(Newzoo, newzoo.com/insights/rankings/top-20-core-pc-games/).

32) 2019년 5월 기  <양띵 유튜 > 채  구독자 수는 약 178만 명, 동 상  조회 수는 16억 2천만 회가 넘는다.  

다른 인기 게임 크리에이터인 도서 (본명 나동 )의 채 ( 도서 TV) 구독자 수는 186만 명, 동 상  조회 수는 

11억 8천만 회로 양띵보다 구독자 수는 많지만 동 상  조회 수는 다. 인기 아이돌 엑소(EXO)의 채 (EXO) 구독

자 수가 320만 명, 동 상  조회 수가 3천 3백만 회임을 감안하면, 유튜 에서 양띵이 차지하는 상이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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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방송에 반 할 뿐 아니라, 종종 시청자의 게임 이 계를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 시청과 게임 이를 혼합한 수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에서 인터넷 게임방송33)

의 게임화를 보여주는 표 사례라 할 수 있다(강신규, 2016, 11).

4. 게임화한 방송 텍스트의 형식체계

1) 이야기에서 탈(脫)이야기로: 데이터베이스화

부분의 소설, 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과 마찬가지로 텔 비 은 사 에 창작자에 의해 완성

된 텍스트를 시청자에게 달한다. 그러나 게임은 이어의 참여를 통해서만 완성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게임은 계열체(paradigm)들, 즉 ‘데이터베이스’의 묶음이며, 잠재태(potentiality)

의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 이어가 참여해 이함으로써, 즉 데이터베이스를 골라 조합하고 

의미작용을 발생시키면서 게임은 완 한 텍스트로 나아간다. 완 한 텍스트로서의 게임은 계열

체들이 이어에 의해 실행된 하나의 통합체(syntagm)이자 실태(activity)이다(강신규, 

2006). 텔 비 에서 이야기가 재 된다면, 게임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수행된다(Ryan, 

2001). 게임화한 방송은 이러한 게임  속성을 수용함으로써 기존 방송과는 다른 텍스트성을 갖

게 된다.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에서는 게스트와 화로 연결된 시청자(일반 시청자와 구분

하기 해 이하에서는 ‘참여자’로 칭한다)가 게임을 두고 실시간으로 경쟁이나 력을 펼친다. 이

들이 실제 게임 이를 시작하기 까지 그 결과는 제작진도 출연진도 시청자들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승패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에서(만은) 퀴즈쇼, (그리고 거기에 생방송이라는 

까지 포함하면) 스포츠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퀴즈쇼나 스포츠가 (비록 소수일지언

정) 시청자에 의해 이야기의 결과를 결정짓진 않는다.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퀴즈쇼나 스포츠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당시엔 최 의 방향 

를 짐작할 수 있다. 양띵 채 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동 상은 2014년 9월 11일 업로드된 ‘탈옥을 꾀하는 자, 력하라! 

마인크래 트 감옥탈출 1편’으로, 조회 수가 557만 회이다(양띵 유튜 , www.youtube.com/user/d7297ut). 그의 별명

은 ‘ 통령’으로 특히 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게임쇼 ‘지스타(G-Star: G★)’에 참가하는 그를 

보기 해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국에서 몰릴 정도다(양띵, 2015).

33) 인터넷 개인방송은 겜방(게임하는 방송),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 방송), 여캠(여성 방송) 등으로 세분화되는

데, 유통 인 다양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분야가 게임이다. 이하에서는 게임을 주된 

소재로 삼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인터넷 게임방송’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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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기도했다(이원호, 1994, 8, 28).

하지만 보다 주목할 것은 참여자에게 있어 로그램이 갖는 역할이다. 게스트는 스튜디오

에 미리 비된 물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게임을 이한다. 하지만 참여자는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를 물리  인터페이스 삼아 게임

을 이한다. 이를테면, 화기 1번을 무기 변경키, 5번(↑)-7번(←)-8번(↓)-9번(→)을 

방향키로 삼아 이하는 식이다. 게임 제공 서버가 콘솔(기억  연산장치), 텔 비  수상기

가 모니터(출력장치), 화기가 물리  인터페이스(입력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에서 참여자에

게는 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종합게임기인 셈이다.

그림 1.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
* 출처: 유튜 (https://www.youtube.com/watch?v=DzvWuEeRWBE&list=PLb6W_b6V1Xjiw_UryA7i9jJ4ndUmSHn

6j&index=9).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에서 게스트와 참여자가 이하는 게임은 그 자체로 데이

터베이스로 이 져 있다. 주어진 공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사용할

지, 과 어떻게 투를 벌일지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어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진행자들의 멘트, 게임의 승패, 그리고 그에 따른 게스트와 

방청객들의 반응 등 로그램 진행 반에 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로게이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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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패를 알 수 없는 게임 결을 펼치는 e스포츠(e-Sports) 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방

송의 게임화가 아니라, 방송이 게임을 소재로 다루는 ‘게임의 방송(소재)화’에 머물 뿐이다. 오히

려 로그램 생산의 한 요소로 참여자를 합류시키고 로그램 자체가 게임기 역할을 한다는 에

서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은 게임의 논리를 내재화하는 ‘방송의 게임화’로 나아간다.

이처럼 게임화한 방송 로그램은 기본 으로 게임  속성, 즉 시청자에게 사 에 완 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시청자로 하여  직  수행하게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통 인 로그램에서의 이야기가 하나의 완결된 문장과 같이 ‘처음- 간-끝’이라는 하나의 질

서로 묶인 통사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게임화한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백과사 의 항목들

과 같이 단순히 나열돼 있을 뿐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보인다. 기존의 방송에서 이야기가 연

속 으로 제시된다면, 게임화한 방송에서는 다 으로 제시(Murray, 1997/2001)된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  그것들 가운데서 일정 항목들을 끌어내 한 데 엮음으로써 통사  형태를 갖추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Mnet < 로듀스 101>에서 경연에 참여한 연습생들(이하 ‘연습생들’)의 합격과 탈락 여부

는 100% ‘국민 로듀서’의 투표로 결정된다. 기존 경연 로그램들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청자 

의견이 반 지만, Mnet < 로듀서 101>의 경우처럼 으로 시청자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

는 없었다. 선에서 심사 원들의 의견이 지배 으로 반 되다가, 본선에 와서야 심사 원들과 

시청자 의견을 함께 반 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Mnet <슈퍼스타K> 시리즈(2009~2016), 

SBS <K팝스타> 시리즈(2011~2017) 등). 하지만 Mnet < 로듀스 101>의 경우, 연습생의 

결과는 오롯이 해당 연습생을 지지하는 시청자들의 투표결과에서 비롯된다. 국민 로듀서는 그 

이름답게 매주 투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그램 제작  과정, 그리고 데뷔 음반 작업에까

지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Mnet < 로듀스 101>은 방송을 제작진이 사 에 제작 완료해 시

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를 경연 진행  결과의 결정권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로그램의 빈 곳을 채워가게끔 한다. 개별 으로 제시되는 여러 연습생(의 이야기)들이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이야기 반의 변화로 이어진다.

MBC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는 실시간 가상 데이트를 표방한다. 

로듀서가 머리 에 카메라를 달고 1인칭 시 으로 아를 촬 한다. 시청자들이 아와 연애

한다고 생각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 말을 으면, 그때그때 아가 로듀서에게 반응을 보인

다. 로듀서는 촬 감독이자, 아와 시청자들 사이를 매개하는 아바타 역할을 수행한다. 제작

진에 의해 비된 여러 시나리오  시청자들이 어떤 것을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송 체의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1인칭 연애 시뮬 이션 게임의 형식을 방송에 그 로 가져온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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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연애 시뮬 이션 게임은 개 스  리, 연애를 성사시키기 한 주인공 캐릭터의 

성장, 호감도를 바탕으로 한 이성 캐릭터와의 계 증진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짧은 

시간 동안만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에 세 번째 부분에 특히 을 맞춘다. 여기에 애인으

로서의 ‘역할 수행’까지 더해짐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화면 속 아바타와 동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인터넷 게임방송 채  <양띵 유튜 >는 말할 것도 없다. 채  인터페이스를 통해 크리에이

터(양띵)와 시청자 간 소통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시청자의 채  입력 내용에 크리에이터가 반응

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 방송 속 세계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채 을 통한 크리에이터-

시청자 간 소통이나 크리에이터의 반응은 다른 부분의 개인방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

목할 부분은 게임을 방송의 주된 소재로 삼음으로써 이어로서의 크리에이터가 방송의 주체

그림 2. MBC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   
* 출처: MBC <마이 리틀 텔 비 > 23회(2015년 10월 3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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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수용과 생산이 일치하는 상이 발생한다는 이다. , 일부 시청자가 양띵이 마련한 

게임에 참여해 함께 이해나가는 ‘시청자 참여 콘텐츠’는 다른 개인방송이 아닌 게임방송에서 

특별히 가능한 것으로, 마치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에서처럼 시청자가 이어로서 로

그램의 개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은 단순히 채 이나 댓 을 통

해 크리에이터에게 의사 표 하는 수 을 넘어, 콘텐츠 자체를 직  바꿀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방송의 상이 됨과 동시에 설정이나 이에 직  개입하는 창작의 

주체로 거듭난다. 이러한 시청자 참여 콘텐츠는, 시작과 끝이 명확히 주어지지 않은 형태로 이용

자에게 제공되는 계열체/잠재태의 텍스트에서 이어의 참여를 통해 통합체/ 실태의 텍스트

가 되는 게임  속성이 방송에 그 로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  특성을 반 해 새로운 

방송 포맷을 구축한 셈이다(강신규, 2016, 11).

 

기존의 이야기 같은 경우, 창작자가 이야기의 모든 것을 완 히 조망하여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나열하여 이루어낸 완결된 형태로서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게임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통해 기존 이야기 패러다임을 뒤흔든다(최유찬, 

2004). 게임화한 로그램은 그러한 게임의 속성을 이어받는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청자들에 

의해 어떤 데이터가 선택되느냐, 그리고 선택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

는 이야기의 내용도 달라진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마련돼 있는지에 따라 그것의 선택과 조합

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갖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 으로 게임화한 로

그램은 서로 다른 복수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는다는 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

나의 결과를 갖는 기존의 로그램들과 구분된다(원용진․강신규, 2013).

그림 3. <양띵 유튜 >의 시청자 참여 콘텐츠
* 출처: <양띵 유튜 >(https://www.youtube.com/watch?v=xfniHdVN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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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1) 설정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설정’이다. 방송에서 설정이라 하면 개 ‘상황  출연자(진)

의 캐릭터 따 를 제작자(진)와 출연자(진)가 사 에 짜놓는 것’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

만 게임에서 설정은 보다 포 인 개념으로, 세계 과 같이 게임의 반 인 콘셉트와 이에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이인화․한혜원, 2016). 게임화한 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의 설정은 방송에서의 설정보다는 게임에서의 설정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의 

설정을 방송에 용하기 해서는 게임과 방송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련하여 원용진․강신규(2013)는 게임에서의 ‘세계 ’에 해당하는 것을 ‘기획의도나 로

그램 콘셉트’, ‘시․공간  배경’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이벤트’를 더해 게임화한 로그램의 설정

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기획의도나 콘셉트’는 회차나 에피소드를 통하는, 로그램 

체를 아우르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로그램의 세부 인 이야기 개와 련된다. 둘

째, ‘시․공간  배경’은 말 그 로 실제 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한다. 게임에

서 ‘시․공간  배경’은 유동 이다. 특정 시간 ․공간  배경에서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게임들도 

존재하나, 그것은 해당 게임의 이야기나 목표와 같은 게임 자체의 이유 때문이지 시․공간  배

경을 바꾸는 일이 시스템 으로 불가능해서는 아니다.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리얼(serial)

이 아니라 시리즈(series)34)인 경우 특히 더 시․공간  배경의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시․공간은 시청자의 시청/참여 공간과도 하게 연 된다. 셋째, 특정 회나 에피소드를 구성

하는 ‘이벤트’다. 이벤트는 앞의 둘과 하게 련되는데, 다분히 추상 인 기획의도나 콘셉트

를 구체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공간  배경에 향을 미친다. 이벤트 한 시․공간  배

경과 마찬가지로 유동 이다. 로그램이 변하지 않는 기획의도나 콘셉트를 지닌다 해도, 매회 

다르게 구성되는 이벤트 설정을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  새로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세 설정 역을 분석 상 로그램에 용하면 <표 2>와 같다.

34) 시리즈와 시리얼은 둘 다 소설, 화, 라디오, 텔 비  등의 연속물이라는 뜻을 가진다. 하지만 속뜻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리즈가 연속된 흐름을 지니되 매회 에피소드가 독립 으로 완결되면서 다음 회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시

리얼은 매회 이야기가 이어지는, 즉 로그램 체에 걸쳐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X 일(The 

X-Files)>과 같은 시리즈가 자에 속한다면, 우리가 흔히 ‘연속극’이라 부르는 드라마들은 후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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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설정요소를 지님에도 분석 상들은 공통 으로 고정된 기획의도나 콘셉트 하에

서, 이벤트 설정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설정의 조합을 통해 분석 상

들은 시청자들로 하여  설정에 익숙해지되 매회 발생하는 이벤트의 과정과 결과에 해서는 

측할 수 없는 양가  수용 경험을 하게 만든다. 기획의도나 콘셉트가 실제 화면상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로그램 체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벤트 설정은 매회 변경될 수 있지만 실제 

화면상에서는 게임이나 미션으로 구체화된다.

(2) 규칙, 목표, 결과

설정이 게임의 기본 조건이 된다면, 실제로 게임을 게임답게 만들고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작용하

는 것은 ‘규칙’이다. 규칙은 게임 세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요한 경계선 역할을 한다. 게임이 

구분
로그램/

채 명

설정 역

공간 기획의도․콘셉트 이벤트

텔 비

방송

<생방송

게임천국>

(KBS 2TV)

․ 고정

 (스튜디오)

․ 게스트, 그리고 화 연결된 

시청자(참여자)가 게임 이를 통해 

경쟁 혹은 력

․ 해당 이 화면을 진행자들이 계

․ 매회 다른 장르의 게임을 

이하게 함

․ 매회 다른 게스트/시청자가 

참여

<런닝맨>

(SBS)

․ 비고정(실내+

야외)

․ 여러 돌발 상황들

발생으로 텍스트에

역동성 부여

․ 개인별 혹은 별로 다른 편과 경쟁

․ ․ 반에 이 지는 게임들은 최종 

게임으로 가기 한  단계로 기능

․ 최종 게임은 체로 이스 게임

․ 게스트에 맞춰 이벤트를 설정한 

뒤 게임 수행

․ 매회 게스트와 련된 소재, 

게임 포맷, 장소를 찾아 

로그램 진행

< 로듀스

101>

(Mnet)

․ 비고정

(스튜디오+야외)

․ 101명의 연습생들  11명만을 

선발해 데뷔시킴

․ 100% 시청자 투표에 의해 결과가 

정해짐

․ 총 5회에 걸쳐 연습생들에게 

과제가 부여되는데, 과제는 매번 

다른 무 를 만드는 것

․ 과제에는 늘 생존 아니면 

배제라는 결과가 따름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

(MBC)

․ 비고정

( 개 스튜디오,

출연자(진)나 방송

성격에 따라

야외에서도 진행)

․ 5 의 출연진이 인터넷 방송 

랫폼에서 경쟁을 펼쳐 가장 시청률 

높은 출연자에게 우승자 배지 부여

․ ․후반 90분에 걸쳐 생방송 진행

․ 시청률과 체 순 는 본방송 분량이 

끝날 때 공개

․ 1인칭 연애 시뮬 이션 형식

․ 로듀서가 머리 에 카메라를 

달고 1인칭 시 으로 AOA 

아를 촬

․ 시청자들이 아와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 

말을 으면 아가 모르모트 

로듀서에게 반응

인터넷

방송

<양띵

유튜 >

(YouTube)

․ 고정

(스튜디오)

․ 특정 게임을 이하면서 미션을 

두고, 개인별 혹은 별로 승부를 펼침

․ 보통 회당 1~2개의 미션만을 수행

․ 양띵 혼자 이하거나, 크루들 혹은 

사 에 선정된 시청자들과 함께 

이

․ 동일 게임 이 계라 해도, 

매회 다른 소재와 미션을 용, 

시청자들에게 새로움을 선사

․ 때문에 자유도 높은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다양한 미션 

설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음

표 2. 분석 상의 설정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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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분리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실제의 삶을 벗어나 자유롭고 일시 인 규칙의 역으

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그것이 ( 부분의 비디지털 게임처럼) 물리  실 속에서 

이 지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게임에 참여하는 순간 그곳에서는 실에서와 다른 특별한 규칙이 

용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약속된 몇몇 행 의 수행에만 념한다. 게임의 규칙이 작동하는 그

곳은 더 이상 실에 속하지 않으며, 고립되고 울타리 쳐진 신성한 역이 된다. 이 듯 게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칙의 시․공간을 하 징아(Huizinga, 1955/1981)는 ‘매직 서클(magic 

circle)’이라 불 다.

규칙을 출연자(진)에게 잘 이해시키는 일은 요하다. 출연자(진)가 게임이나 미션을 직  

수행하는 주체로서 게임을 알아야만 게임 혹은 미션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규칙

을 잘 모른다 해도 실제 수행과정에서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규칙을 시청자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더욱 요하다. 시청자는 모니터/스크린을 통해 로그램을 보는 사람이기에, 본인이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한 (특히 복잡한) 규칙에 해 상 으로 덜 익숙할 확률이 높다. 이에 Mnet

< 로듀스 101> 시리즈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로그램의 핵심 규칙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해 

‘온보딩(onboarding)’35)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시즌 1의 ‘[101 아이돌] 미소녀 연습생 데

뷔시키기’와 시즌 2의 ‘101 마보이 뽑기’가 표 인 다. 이들은 시청자에게 취향에 맞는 연습

생을 매칭해주는 일종의 캐주얼 게임(casual game)이다. 101명의 연습생  시청자가 선택한 

항목에 맞는 연습생을 골라 으로써 시청자로 하여  자신만의 연습생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101명이나 되는 연습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택되는 연습생을 마

주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연습생을 찾아가거나, 공통된 취향이나 심사를 지닌 연

습생과 매칭되는 과정에서 간 이나마 시청자와 연습생 간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 ‘[101 아이

돌] 미소녀 연습생 데뷔시키기’는 다분히 재미삼아 해보는 테스트에 가깝다. 하지만 ‘101 마보이 

뽑기’는 연습생과의 매칭 이후 해당 연습생을 후원하는 단계까지 제시한다. 간 인 것처럼 보

던 교류는, 얼굴을 면하는 수 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직 인 후원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온

보딩 시스템 통해 시청자들은 로그램의 규칙에 익숙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습생 ‘육성 시뮬

이션’이라는 매직 서클로의 입구에 들어서게 된다.

게임은 규칙을 통해 결과 으로 어떤 것을 얻거나 표 하기 한 기능을 지니게 되는데, 이

는 게임에 ‘목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 역시 (최 한) 로그램이나 (최소한) 한 회

35) ‘조직에 새로 합류한 사람이 빠르게 조직의 문화를 익히고 응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게임에서는 보자를 게임에 

응할 수 있게끔 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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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을 가로지르는 목표와, 개별 게임이나 미션의 목표로 나눠볼 수 있다. KBS 2TV <생방

송 게임천국>에서 출연자의 목표는 주어진 게임 속에서 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다. MBC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 시청자들의 목표는 비록 가상에서지만 아와의 연애

에 성공하는 일이다. 경쟁의 결과가 데뷔로 직결되는 Mnet < 로듀스 101>에서 미션의 목표는 

다른 연습생들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살아남아 이기는 것이다.

게임은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필연 으로 ‘결과’를 동반한다. 결과

는 무엇보다 강력한 동기부여 기제로서 참가자들의 게임 집  여부와 도 감, 그리고 행동 등에 

큰 향을 미친다(Salen & Zimmerman, 2003/2010). 때문에 목표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게임의 참가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매우 요하다. Mnet < 로듀스 101>의 결과는 선발

된 연습생들의 ‘데뷔’이다. 데뷔는 연습생들의 꿈으로, ( 어도 그 시  그들 인생에서) 다른 어

떤 것보다도 요하다. Mnet < 로듀스 101>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은 매우 가

시 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연습생들에게 순 를 매기고, 순 표를 제시해 연습생의 그리고 카

메라 머 국민 로듀서들의 경쟁을 강화한다. 시청자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순 표는 연습생의 

성과(와 지 )를 보여 과 동시에, 시청자의 성과를 드러낸다. 기존 경연 로그램들에서 이름과 

순  표 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면, Mnet < 로듀스 101>에서는 거기에 실사 

순 까지 제시한다. 이는 피라미드형 무 를 통해 구체화된다. 101명의 연습생  가장 높은 순

를 기록한 연습생이 피라미드형 무  정 에 치한 의자에 앉는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수록 

피라미드의 바닥으로 내려가거나, 심지어 피라미드 무  밖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피라미드 

무 는 연습생의 무  결과를 순서 로 가시화함과 동시에, 연습생/시청자들의 극 인 참여를 

독려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에서 게임에서의 리더보드(leaderboard)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규칙’은 게임을 만들고 진행시키는 방법이며, 규칙을 통해 게임은 어떤 것을 얻거나 표 하

고자 하는데, 이것이 게임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갖는 게

임엔 반드시 ‘결과’가 수반된다. 이처럼 규칙, 목표, 결과는 서로 연결되면서 게임화한 방송 세계

를 떠받치고, 방송에서 수행되는 게임이나 미션에 향을 미침으로써 (작은) 이야기가 형성되게

끔 만든다. 물론 목표와 결과의 경우는 꼭 게임화한 방송에만 나타나는 요소라 볼 수 없다. 오히

려 부분의 방송 로그램이 나름의 목표와 (특히 무조건) 결과를 갖는다. 하지만 규칙의 경우

는 다르다. 규칙은 게임을 게임답게 만드는 요소임과 동시에, 시청자가 텍스트를 함으로써 만

들어지는 매직 서클의 경계선 역할을 수행한다. 매직 서클 안에서 참여자는 규칙을 따르지 않으

면 안 된다.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실과 다른 특정한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 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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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어떠한 목 을 제로 한다. 규칙이 지배하는 매직 서클로의 진입을 통해 시청자는 게임화

한 방송을 (의식 인 것으로든 무의식 인 것으로든) ‘게임 ’인 것으로 느낄 수 있다.

(3) 캐릭터

분석 상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는 ‘리얼리티’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로그램의 속성

은 흔히 ‘ 본 없음’과 ‘실제 인물’로 요약된다(김수정, 2010). 본 의존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

고, 연 인, 셀러 리티, 혹은 일반 시청자를 실명과 실제 모습 그 로 등장시켜, 이스, 스포

츠, 여행 등 주어진 게임/미션을 수행하게 한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제작진  출연자

(진)조차도 실제 미션을 수행하기 까지는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실제 상황에서 

출연자(진)는 날 것 그 로의 결을 살리려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연자(진)들이 

‘캐릭터’36)화되기 마련이다. SBS <런닝맨>37), MBC <마이 리틀 텔 비 >, Mnet < 로듀스 

101>, <양띵 유튜 >의 경우가 그 다. 고정된 진행자가 매회 게스트를 해 게스트와 미리 

섭외된 시청자 간 게임 결하는 모습을 계하는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에서는 캐릭터가 

형성되지 않는다. 게임 이어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느라 게스트와 시청자의 캐릭터가 형성

될 여지가 없다.

<양띵 유튜 >에서부터 구체 인 논의를 시작해나가도록 하자. 크리에이터들은 인터넷 개

인방송의 표 인 인기요인으로 ‘친근함’을 꼽는다(도티, 2015; 악어, 2015; 양띵, 2015). 시

청자가 (텔 비  방송이 아닌) 개인방송에서 원하는 건, ‘나만의 특별한 재미’이다. 지상  로

그램이 훨씬 화려하고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타깃 시청자 범 가 넓다 보니 개별 시청자의 소소

한 취향까지는 모두 맞춰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개인방송이다. 시청자는 수많은 

개인방송 채  에서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주 하는데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

을 채워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크리에이터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악어, 2015). 양

띵은 한 인터뷰에서 이 친근함을 유지하기 해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고 이야기한다. 

진솔하지 않으면 벽이 생기고, 그것을 시청자들이 빠르게 감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진짜 다 말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장제석, 2014, 1, 10)

하지만 양띵이 카메라 앞에서 아무리 진솔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 해도, 모니터 

36) 캐릭터의 사  의미는 ‘성격’이나 ‘기질’이다. (다른 문화장르들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는 보통 작품의 내용에 의

해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를 가리킨다. 게임에서는 ‘아바타’로도 지칭된다. 그러한 존재의 속성을 캐릭터라 

부르기도 한다. 앞에서는 두 의미를 혼용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주로 자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할 것이다.

37) 이 에서 이 질 <런닝맨> 분석은 원용진․강신규 연구(2013) 내용을 심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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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그녀는 특정한 목 을 해 인 으로 구성된 캐릭터일 뿐 실제인물 그 자체는 아니다. 양띵

과 양지 은 다르다. 캐릭터는 극  의미나 효과를 해 강조할 측면들을 의도 으로 부풀린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배제한다(원용진․강신규, 2013). 양띵은 <양띵의 사생활>이라는 별도

의 채 을 운 한다. <양띵 유튜 > 채  부제가 ‘YD Gaming Channel’, <양띵의 사생활> 채

 부제가 ‘YD Real Life’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양띵의 사생활>은 게임을 잘 이하지 않

는 사람들, 그리고 양띵의 사 인 모습까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한 채 이다. 처음부터 

인기를 끌진 못했다. 채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그녀가 ‘ 먹녀( 신 먹어주

는 여자)’ 캐릭터를 보여  이후부터다.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이 나오고 맛있겠다 싶으면 바로 

주문을 하거나 찾아가서 먹는 게 아니라 먼  블로그를 검색한다는 것에 착안해 사진이나  

신 상 블로그를 만들고자 했고, 이 생각은 주효했다(양띵, 2015). 그 게 화면 속 그녀의 캐릭

터가 명징하게 구축된다.

구축된 캐릭터와 실제 인물 사이에 필연 인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들의 행 를 

연기라 보기도 어렵다. ‘연기’가 ‘가상의 상황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로그램의 ‘실제’는 ‘진실한 상황에서 가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강신규, 2015). 이는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된 그녀의 책에 잘 드러나 있다. “양띵은 좀 많이 참

아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반면 실제의 는 솔직하고 다 털어놓고 말하는 편이에요. …( 략)

… 양띵이 그러면 안 되죠. 의식을 안 할 수 없어요. 방송이니까요. …( 략)… 양띵이라는 캐

릭터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 죠. …( 략)… 양띵으로 만난 

친구들과 양지 으로 만난 친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양띵, 2015).”

그럼에도 캐릭터와 실제 인물 간 계를 완 히 분리하는 일 역시 쉽지는 않다. 캐릭터 안

에는 출연자(진)의 개인 인 체험들, 즉 연애, 결혼, 사고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양띵의 ‘ 먹녀’ 유튜  방송 
* 출처: <양띵의 사생활> 채  - ‘ 신 먹는 女자! “ 투식량 특집 상편”’(https://www.youtube.com/watch?v=evaxFYa3J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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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띵은 방송 아이디어를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얻는다. 자신이 하던 것, 자신 주변에 있는 것을 

콘텐츠로 만들고자 한다. <런닝맨>의 하하 역시 별과의 결혼 이후 더 이상 로그램에서 난 꾼 

캐릭터를 자처하지 않는다. 특정 출연자(진)의 캐릭터는 많은 부분 로그램 바깥 그의 실제 삶

에서 가져와진다(강신규, 2016,11).

<마이 리틀 텔 비 >의 경우는 조  다르다. 특정 출연자(진)가 여러 번 출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출연자(진)는 단발 출연한다. 때문에 자신의 방송 콘셉트를 어느 정도 잡아놓

은 상태에서 해당 콘셉트를 반 한 닉네임을 정해놓고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쿡방을 보

여  백종원이 ‘백주부’, 운동방법을 알려줬던 정화가 ‘ 코치’로 닉네임을 정한 것이 그 이

다.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에서 아의 닉네임은 ‘슈퍼스타 촤앙♡’이었다. 아의 경우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 이 에 이미 <마이 리틀 텔 비 > 일럿 방송, 그리고 1~4회에 출연해 매

사에 열심이면서도 허당인 면모를 보여  바 있다. 그런 아가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에서 주

력한 것은 원래의 모습인 가수 겸 발랄한 여자친구 캐릭터다.

캐릭터는 곧 해당 인물의 ‘개성’이다. 개성은 치가 아니며, 상 방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 군가 특정 개성을 더 많이 지닌다는 것은, 다른 군가가 해당 개성을 그만큼 지니지 못함

을 의미한다. 때문에 캐릭터는 출연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뚜렷해지거나 약화된

다. 한 명의 캐릭터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원용

진․강신규, 2013). 양띵 캐릭터는 크루들과의 차이 속에서, 그리고 특정 크루의 캐릭터는 다른 

크루들과의 차이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캐릭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것이다. 출

연진의 게임/미션 수행 경험이 된 결과임과 동시에, 그들이 지 , 그리고 앞으로 방송을 진행

하는 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어도 방송에서 이는 출연진의 실제 모습을 압도한다. 실제 

모습과 캐릭터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게 뭉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 방송을 진

행하는 데 있어 더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는 명백하다. 출연진의 별명들은 캐릭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나 다른 출연진에 의해 부여된다. 다른 크루들을 잘 배신한다는 의미의 ‘미통수

(미소+뒤통수)’, 잔머리를 이용해 크루들끼리 거짓말이나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의 ‘삼기꾼(삼식+사기꾼)’ 등의 별명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붙여졌다(강신규, 2016,11).

이 게 구성된 캐릭터는 특정 출연자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고유성을 박탈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미 개인의 인간  특성에서 텔 비 /모니터 속 캐릭터로

의 이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설사 그것이 실제 개인 모습과의 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말이다. 실제의 모습과 구성된 모습은 다양한 설정 하에서 벌 던 수행을 토 로 한 평가치

와 합해져 캐릭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축 된 데이터베이스들은 매번 새로운 수행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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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텔 비 /모니터 속에는 인격  존재로서의 개인 신 데이터베

이스화한 캐릭터만이 존재하게 된다(원용진․강신규, 2013).

 

캐릭터가 인격  존재를 벗어나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원래의 미디어에 남아 있을 필요 없

이 다른 미디어로의 환(media conversion)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

던 미디어  표 양식을 벗어나 다른 새로운 미디어 표 양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3월 3일까지 방 된 애니메이션 <런닝맨>은 능 <런닝맨> 출연

진들의 캐릭터를 빌려와 만든 미디어 환의 결과물이다. 캐릭터 이름이 다르고, 심지어 능 출

연진들이 성우로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모와 성격은 능 캐릭터

의 그것들을 닮아 있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면서 능 캐릭터를 떠올리는 일이 어색하지 않

다. 가령, 리우(메뚜기)는 유재석의 별명  하나인 ‘메뚜기’를 형상화해 만든 캐릭터로, 뛰어난 

지략가면서 리더십을 가진 주인공이다. 포포(펭귄)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하로로(하하+

뽀로로)’라는 별명을 가진 하하와 연결되며, (하하가 능 <런닝맨>에서 그 듯) 이기 이고 이

해타산에 능하다. 다른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동물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미요는 인간으로 

그려진다. 상 방의 마음을 잘 읽고 여러 능력도 뛰어나지만 가끔 멍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설

정은, 능 <런닝맨>에서 ‘멍지효’라는 별명을 가진 송지효에서 비롯 다.

5. 게임화의 효과 혹은 결과: 조립형 이야기

1) 이야기의 복수화: 리셋과 리 이 가능성

시청자가 우연성에 기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얼마든지 다른 결과

그림 5. 애니메이션 <런닝맨>(좌)과 능 <런닝맨>(우)의 캐릭터
* 출처: 애니메이션 <런닝맨> 블로그(blog.naver.com/runningman_animation); 

<런닝맨>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gorunni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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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은, 게임화한 방송이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여러 다른 결과의 가능성을 

가짐을 뜻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다른 결과를 갖는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음을 나

타낸다. 이할 때마다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게임들처럼 말이다.

방송 속 디지털 게임(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 <양띵 유튜 >), 아니면 비디지털 게

임이나 미션(SBS <런닝맨>, Mnet < 로듀스 101>, MBC <마이 리틀 텔 비 >)의 세계로 

이한 출연자(진)의 몸은 게임/미션 규칙을 따르는 완 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물론 그 구체

 양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각 로그램에서의 게임/미션이 갖는 차이에 기인한다.

먼 ,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과 <양띵 유튜 >에서의 게임은 ‘디지털 게임’이다. 출

연자(진)는 이어가 되어 가상공간 속 캐릭터를 조종한다. 출연자(진)와 캐릭터가 물리 으

로 분리38)되기 때문에, 방송 속 출연자(진)와 게임 캐릭터의 역할 역시 달라진다. 여기서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과 <양띵 유튜 >가 다시 구분된다.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에서

는 게임 시작 까지 진행자와 게스트가 방송의 상이다. 그러다 게임 시작 후 시각 으로는 게

임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청각 으로는 출연자(진)의 해설이나 기타 멘트를 들려 다. 게임을 

이하는 것은 게스트와 화를 통해 연결된 시청자다. 둘은 경쟁하거나 업한다. 경쟁 시 서로

가 이 되고, 업 시 컴퓨터가 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이하는 게임은 시 에 출시돼 

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조작 역시 복잡하지 않다. 여기에 생방송이라는 기제도 작용해, 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양띵 유튜 >에서도 게임 시작 엔 크리에이터가 방송의 상이다. 게임 시작 후는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게임 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뿐 아니라 기존의 게임방송, 이를테면 e스포츠 계방송의 그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인터넷 게임방송의 경우, 게임방송에서처럼 경쟁이 주가 되거나 로 의 이

를 통해 시청자들의 경탄을 자아내기보다는, 크리에이터가 게임 이를 자신만의 스토리텔링

으로 풀어내는 형태를 띤다. 무난하게 게임을 이하며 유머를 던지는 경우, 게임 규칙을 새롭

게 만들어 이하는 경우 등 크리에이터의 역량에 따라 게임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요한 

것은 해석이기에, 그들이 반드시 게임을 ‘잘’ 할 필요도 없다(이경 , 2016; 허재민, 2018. 2. 

17). 요컨  e스포츠 계방송이 이어= 로게이머 간 측할 수 없는 이에 을 맞

38) 물리 으로는 분리된다 해도, 이어와 캐릭터를 완 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캐릭터는 이어의 

조작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디지털 세계의 분신이다. 여기에는 이어의 개성이 고스란히 이양된다. 일단 게임이 시작

되면 시청자들도 캐릭터를 통해 이어를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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췄다면, 인터넷 게임방송에서 요한 것은 크리에이터의 창의 인 해석이다. 이어= 로게

이머가 방송의 상이자 객체 다면, 크리에이터는 마찬가지로 방송의 상이지만 스스로 방송

을 이끌어가는 해석의 주체이기도 하다(강신규, 2016, 11).

반면, SBS <런닝맨>과 Mnet < 로듀스 101>, 그리고 MBC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에서의 (의사)게임은 ‘리얼 액션 게임’이다. 출연자(진)는 (아무리 그것이 인

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실제의 물리  공간에서 직  자신의 몸을 활용해 게임에 참여

한다. 그런 에서는 일반 인 텔 비  로그램의 인물이 아니라, SBS <런닝맨>의 경우 액션 

게임이나 어드벤처 게임, Mnet < 로듀스 101>은 육성 시뮬 이션 게임, 그리고 MBC <마이 

리틀 텔 비 > ‘사랑 그것은 데스티니...’의 경우 1인칭 연애 시뮬 이션 게임 캐릭터와 유사하

다. 다만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과 <양띵 유튜 >에서 출연자(진)가 가상의 게임 공간 바

깥에서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하는 이어 역할을 한다면, SBS <런닝맨>과 Mnet < 로듀스 

101>의 출연자(진)는 실제 물리  게임 공간 안에서 캐릭터 자체가 된다. 자에서 이어와 

캐릭터가 물리 으로 분리된다면, 후자에서는 이어가 곧 캐릭터다.

양쪽 모두 게임 속에서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 공간이 디지털에 기반한 것인지(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 <양띵 유튜 >), 실제 실에 기반한 것인지(SBS <런닝맨>, Mnet 

< 로듀스 101>, <마이 리틀 텔 비 >)의 차이가 있을 뿐, 게임이 벌어지는 허구의 공간이 실

제의 삶에서 분리돼 있다는 엔 별반 차이가 없다. 둘 다 리셋과 리 이(replay)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도 같다. 다른 게임인 듯 보여도, 이야기의 복수화에 있어서는 공간의 물리  기

반 유무가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의 캐릭터를 조종하든 아니면 직  캐릭터가 되든) 제

한된 시간 안에 다른 출연진과 경쟁하면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게임에

서 패배한다. 게임의 패배는 게임 세계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며, 게임에서 패배하는 순간 그는 게

임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패배자에게 게임 속에서의 삶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별도의 구

제책이 있지 않는 한, 게임에 패배한 출연자(진)의 역할은 그  게임 바깥에서 남은 자(들)의 게

임을 들여다보는 일뿐이다(원용진․강신규, 2013).

하지만 이 같은 캐릭터의 생명 이야기도 한 회 혹은 한 게임에 한정될 뿐이다. 게임이 리셋

되는 다음 회(게임)에서 그들은 다시 새 게임에 임할 수 있다. 그 게 게임은 매번 리셋되고 리

이된다는 에서 시리즈물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어 입장에서 보자면 게임은 캐릭터가 

이어의 숙련도 증가에 따라 성장하는, 일련의 성장 서사를 지닌다. 그런 에서 시리얼  성

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게임화한 로그램만의 속성은 아니지만, 게임화한 로그램 역시 

일반 으로 시리즈의 형태를 취한다.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 MBC <마이 리틀 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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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시리즈  성격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SBS <런닝맨>과 <양띵 유튜 >의 경우는 약

간 다르다. 매회 특정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출연자(진)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승자에

게는 보상(혹은 패자에게는 벌칙)을 다. 매번 상황, 임무, 과제는 달라지지만, 출연자(진)는 

그동안 축 한 경험치를 기반으로 행동한다. 둘은 시리즈와 시리얼의 모습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Mnet < 로듀스 101> 역시 11회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면서도 이벤

트(과제)를 심으로 분리 가능하다는 에서 시리즈와 시리얼의 성격을 모두 갖지만, 과제에서

의 탈락이 언제나 리 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과제로의 리셋과 리 이는  과제에

서 살아남은 연습생들에게만 용된다. 더욱이 그 결과는 실 속 그들의 삶, 다시 말해 11명에 

선정돼 100%의 확률로 데뷔하느냐 아니면 데뷔가 불확실한 나머지 90명이 되어 살아가느냐에 

향을 미친다.

분석 상들에서 새로운 게임에 임한 출연자(진)는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지난 번 게임처럼 반에 패배해 남은 게임을 지켜보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게임은 유한하다. 

하나의 게임이 끝나야 다시 다른 하나의 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단 한 번

의 삶만이 허락되는 시리즈 출연자(진)에게 게임 속에서의 삶은 ( 어도 본인이 하차(당)하거나 

로그램이 종 하기 까지) 무한히 반복된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출연

자(진)의 몸은 게임을 수행하기 해서만 기능하며, 살아있는 몸이 갖는 생과 죽음의 고리에서는 

분리된다. 게임이 지속되는 한 그들은 매회 죽지만 매회 살아난다. 더 이상 인격  존재가 아닌 

캐릭터를 통해 참여한다. 물리  차원에서 이어=캐릭터(SBS <런닝맨>과 MBC <마이 리

틀 텔 비 >)냐 아니냐(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과 <양띵 유튜 >)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에서 분석 상 로그램들은 게임  리얼리즘의 속성을 갖는다. 완 히 허구 인 

게임 세계 안에서 출연자(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메타성을 획득한다. 리셋과 리

이를 통해 작은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 삶의 복수화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이나 <양띵 유튜 >에서처럼 디지털 게임 속 캐릭터가 리셋과 리 이를 통해 복수의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MBC <마이 리틀 텔 비 >과 Mnet 

< 로듀스 101>, 그리고 특히 SBS <런닝맨>의 경우다. SBS <런닝맨>의 출연자(진)는 숱한 게

임에 참여하고 략을 수정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시도한다. 그들은 게임 속 캐릭터이자 게임 세

계에 개입하는 이어다. 게임 공간 내부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동시에 외부의 존재다. 를 들

어, 게임 바깥의 실제 유재석( 이어)은 게임 속에 구축된 유재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게임 

세계에 개입한다. 게임 속 유재석이 방송 로그램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구축된 캐릭터와 능력

치, 그리고 죽지 않는 신체를 갖는다면, 게임 바깥의 유재석은 게임 속 유재석을 통해 ‘다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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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 안에서는 게임 세계의 경험이 실 세계의 경험과 만나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 공간과 다르게 게임 세계는 상상된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규칙은 매 게임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규칙의 향을 받은 공간 한 매번 조 씩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그 속에서 끊임없

이 새롭게 시작되는 캐릭터와 이야기는 새로운 삶을 시뮬 이트(simulate)하는 가능성의 공간

이다. 이는 게임화한 방송 로그램이 기존 문화장르나 통  방송 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지

이기도 하다. 리셋과 리 이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는 통 인 의미의 단선 이며 일 된 성격

의 이야기를 벗어난다(원용진․강신규, 2013).

2) 이야기의 모듈화: 재/조합 가능성

통 인 이야기는 사건들의 연쇄구조를 통해 성립한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순서도 계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의 뭉치로 구성된다. 따라서 통 인 이야기는 개별 사건들의 인과 계

를 통한 하나의 필연 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성되는 작은 이야기는 개별 사건들의 우

연  연결을 통해 복수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을 갖는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데이터는 어디에도 

매어 있지 않기에, 다른 데이터들과 어떻게든 결합될 수 있다. 여기서 기존 텔 비  로그램의 

이야기가 지니는 선형구조와, 게임화한 로그램의 병렬구조 간 비가 가능하다(최유찬, 2004).

게임 텍스트처럼, 게임화한 로그램은 시청자의 경험  구성물이다. 순간 순간의 시청은 

시청자의 데이터 선택과 조합으로 이 진다. 이러한 수용행 를 경험 으로 인지하는 일은, 그것

이 그  (텍스트-수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 조각을 재/정렬하는 행 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여해 의미 있는 선택을 내리고 가능성의 공간을 탐색하는 연속 인 

활동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에서 게임화한 로그램의 ‘(작은) 이야기’는, 텍스

트 조각이나 단편의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들이 시청자들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선으로 연결된 

도표(Salen & Zimmerman, 2003/2013)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와 그것의 선택․조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은) 이야기’만으로 게임화한 

로그램의 내용과 형성과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시청자가 데이터와 이야기 사이를 어떻게 연

결하는지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을 만들고 수용하는 것은 데이터만 만드는 것도, 완성

된 이야기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연 으로 이 지는 것이라고 해도) 행 의 집합, 그

리고 그러한 집합의 연속을 만드는 일이다. 그 집합을 여기서는 모듈(module) 개념으로 살펴보

려 한다.

체를 이루는 독립된 하나의 구성단 가 모듈이다.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지만, 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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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덩어리여서 분리나 교체가 가능하고 재조립되어  다른 체가 될 수도 있다. 모듈을 통해 

이 지는 체는 보통 하나 이상의 모듈을 요구로 한다. 모듈화(modularization)는 체를 구

성하는 개별 단 들이 연결이 용이한 모듈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체를 이

루기 해 모듈 체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 모듈 단 에서 발생하는 독립 인 요소들의 자유로

운 집합을 통해 체를 뒤엎지 않고도 구성 반에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Langlois & Robertson, 1991).

모듈은 보통 제조나 ICT 분야에서 완제품을 구성하는 독립된 하나의 하드웨어나 소 트웨

어 단 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건축,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해당 성격을 가진 제품이나 상 등

을 이해하기 한 용어로 차 사용 범 가 확 되고 있다(Sanchez & Mahoney, 1996). 모

듈/화 개념을 방송 로그램에 용했을 때, 방송의 모듈화는 하나의 로그램을 여러 모듈의 연

결을 통해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각 모듈은 독립 으로 하나의 이야기 단 를 구축하기도 하면

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모듈로 체 가능한 체계를 이룬다. 코미디 로그램의 개별 코 나, 

시트콤(situation comedy: sitcom)의 한 에피소드가 형 인 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

이터는 시청자들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모듈을 이룬다. 모듈은 크게 봤을 때 한 회 분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작은 단 (작은 이야기를 이루는 이야기 조각)가 될 수

도 있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로그램이 된다(노동렬, 2009; 채희상, 2017).

게임화한 로그램은 하나의 특징으로 모듈화를 갖지만, 모듈화한 로그램이 모두 게임화

한 것은 아니다. , 매회 거리가 이어지면서 로그램 체에 걸쳐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시리얼보다는 시리즈가 모듈화와 더 깊이 련될 수 있다. 시리즈에서는 독립 으로 완결돼 다음 

회로 이어지는 매회 자체가 하나의 모듈이다. 한 회를 이루는 개별 에피소드들 한 하나의 모듈

이다. 하나의 에피소드나 회만 도 독립된 이야기로서 이해가 가능하며, ( 개) 특정 에피소드

나 회가 빠진다 해서 시리즈 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각기 다른 모듈을 

병행 편집해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 로그램들에서는 개별 모듈의 순서를 바꿔 편집해도 이해에 

 문제가 없다.

단 인 로, SBS <런닝맨>에서는 ․ 반에 이 지는 게임들의 순서가 바 어도 결과

에 큰 지장이 없을 확률이 높다. 더욱이 아  하나의 회가 1~2주 빠르거나 늦게 방송된다 해도 

얼마든지 해당 회를 다른 회로 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의 이벤트를 심으로 다른 이벤트

들과는 구분되는 게스트, 게임 포맷, 시․공간을 갖는 SBS <런닝맨>의 한 회는 다른 회와 연결

성을 거의 갖지 않는다. KBS 2TV <생방송 게임천국>의 경우, 이야기 구조상으로는 병행 편집

이나 회를 바꾸는 것에  문제가 없을 듯하나, 생방송이라는 에서 병행 편집이나 회를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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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불가능하다.

방송을 만드는 입장, 그리고 만들어진 방송을 내보내는 랫폼 입장에서도 모듈화는 정

인 략일 수 있다. 가령, 회당 2개의 에피소드가 교차하는 시트콤이나 여러 코 로 이루어지

는 개그 로그램에서는 특정 에피소드/코 의 실패를 다른 에피소드/코 (들)로 만회함으로써 

한 회 체분의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매 회마다 성공 확률이 높은 에피소드/

코 를 탄력 으로 배치하는 일도 가능하다. , 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듈화를 행한 

로그램은 한 모듈이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되어 그 자체로 분리 수용 가능한 형태가 된다. 모바

일 미디어를 휴 하며 멀티태스킹 환경, 클리핑(clipping) 상에 익숙한 수용자들에게 모듈화

한 콘텐츠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 가볍게 즐기기에 합한 존재

다. 게임으로 치면 캐주얼 게임처럼 말이다.

이러한 모듈화를 통한 효과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 단가능성(interruptibility)’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두 모듈을 보지 않는다 

해서 세상이 무 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시청을 그만두는 데 큰 부

담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의 모듈은 부분 이야기로서 완결성을 갖기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에 충분하다. 모듈화된 모든 로그램이 짧은 시간 동안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은 아니지

만, 부분 모듈마다 순간 으로 몰입할 수 있는 지 을 둔다. 가령, Mnet < 로듀스 101> 시

리즈를 온라인 동 상 서비스에서 검색하면, 회당 수십 개의 동 상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개별 동 상들의 분량은 30~40 짜리부터 20~30여분까지 다양하다. 그것들이 다루는 

내용 한 특정 회의 인트로부터 개별 연습생의 사연이나 평가 장면, 여러 연습생들의 합동 공연

무 에 이르기까지 범 하다. 이들을 모두 연결하면 한 회의 얼개가 갖춰지지만, 별개로 도 

충분히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로서 손색이 없다.

둘째, 그럼에도 독립성만이 아니라 연결성 한 요하기에, 모듈화한 로그램에서는 ‘내

텍스트성(intratextuality)’ 한 강하게 나타난다.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거론하는 것이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39)이라면, 연 성을 지닌 텍스트 간의 언 은 내 텍스트성으

로 칭할 수 있다. 내 텍스트성은 말 그 로 텍스트 안의 내  계를 지칭한다(Chandler, 

39) 1966년 바흐친(Mikhail Bakhtin)에 한 한 논문에서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상

호텍스트성은 어떠한 텍스트에도 구불변의 확정  해독이 선언될 수 없으며, 텍스트와 텍스트 혹은 텍스트와 독자의 

속에 따라 의미의 산포(散 )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크리스테바는 상호텍스트성을 축(axis)에 기반하여 두 가지로 구

분했는데, 하나는 텍스트와 독자를 연결하는 수평축(horizontal axis)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를 연결하

는 수직축(vertical axis)이다(Kristeva, 1980). 이 의 맥락에서 언 하는 것은 수직축의 상호텍스트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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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6).40) 방송화한 로그램이 모듈화를 특성으로 하고, 모듈화를 이루는 개별 모듈 간 

계가 내 텍스트성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의 모듈을 다른 모듈과의 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 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지난 모듈을 다 경험해야 재의 모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나머지 모듈을 경험하지 않아도 해당 모듈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다른 

모듈을 경험하는 것은 어도 해당 모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각 모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이지만, 모듈 체가 만들어내는 거 한 유기  텍스트를 구성하

는 하나의 작은 텍스트이기도 하다. 내 텍스트는 이처럼 하나의 모듈이 단 이고 폐쇄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모듈과의 ‘ 화’를 통해 존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Barthes, 

1973/1997).

이 듯 각 모듈에 내재된 내 텍스트의 단서들은 체 로그램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나아

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 다른 모듈의 일부가 되어 다른 각각의 모듈들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단서로 기능한다. 이러한 단서는 로그램 반에 걸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사소한 에피소드나 

특정 신 등에 그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개별 모듈들은 개별 으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유기 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 에서 게임화한 로그램의 모듈화는 더 큰 의미망을 지니게 된

다. 개별 모듈의 차원은 물론, 서로 다른 모듈들 사이에서 모든 모듈은 -모듈 그리고 후-모듈

과 한 련을 맺으며 모듈의 소우주를 만든다.

결국, ‘복수화’는 방송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해 이야기가 하나가 아닌 여러 결과를 가질 수 

있고, 그 기에 다른 결과를 갖는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듈화’는 데이

터베이스가 (시청자들의 데이터 뽑기와 연결을 통해) 작은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단

를 이루는 것과 련된다. 데이터 간 계가 병렬 이기에, 그리고 데이터끼리의 연결은 우연

으로 이 지기에, 그 결과인 모듈 한 그 자체로 독립 인 이야기이면서 다른 모듈로 체 가

능하다. ‘복수화’가 데이터베이스화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통합체 간 계에 한 것이라

면, ‘모듈화’는 데이터가 통합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모

듈화해 언제든 재/조합 가능한 작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더 작은 이야기)가 되고, 그 게 만들어

진 이야기는 다른 결론으로의 개방성을 갖기에 리셋되고 리 이될 수 있다. 이러한 복수화와 

모듈화를 통해 게임화한 방송의 이야기는 시청자에 의해 ‘(재)조립 가능한’ 것이 된다.

40) 여기서 내  계란 하나의 코드(code) 안에서 발견되는 통합체  계다. 사진 코드를 로 든다 했을 때, 같은 

사진 안에 있는 상들 간 계가 내  텍스트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개의 코드를 포함하기도 한

다. 신문 보도사진에 사진 설명(caption)이 따라붙는 것처럼 말이다(Chandler, 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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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1) 게임화하는 방송 치 짓기: 생산자  텍스트에서 이어  텍스트로

게임화로 인해 방송에서의 큰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데이터베이스가 채운다. 텍스트 심층

에 데이터베이스가 자리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송이 완결된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시청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불완 한 텍스트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데이터베

이스의 요소는 크게 설정(기획의도․콘셉트, 시․공간 배경, 이벤트), 규칙․목표․결과, 그

리고 캐릭터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화의 효과 혹은 결과로 게임화한 방송의 이야기는 복수화

되고 모듈화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시청자에 의해 재/조합 가능한 작은 이야기 혹은 작은 이야기

를 구성하는 더 작은 이야기가 되며,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야기에 해 리셋과 리 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는 게임화한 방송의 내  속성만을 설명할 뿐이다. 게임화한 방송 텍스

트가 다른 문화장르 텍스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된 속성을 가지며 어떤 상을 갖는지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장르 텍스트와의 계 속에서 게임화한 방송 텍스트를 논

의하면서 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이는 조립형 이야기로서의 게임화한 방송 텍스트를 어떤 존재

로 이해할지에 한 고민과도 련된다. 구체 으로는 게임화한 방송 텍스트를 열린/작가  텍

스트, 생산자  텍스트를 잇는 새로운 텍스트로 규정하고자 한다.

텔 비  텍스트는 의미를 고정시키는 신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는 에서 흔히 ‘열린 텍스

트(open text)’로 설명된다. 텍스트가 열리거나 닫힌다는 표 은 에코(Eco, 1989)로부터 비롯

다. 열린 텍스트는 수용자의 조를 통해 의미가 생산되는 텍스트를 말한다. 반면, 닫힌 텍스

트는 텍스트가 수용자 반응을 미리 정하고 수용자의 극 인 참여를 제한한다. 그런 에서 열

린 텍스트는 ‘작가  텍스트(writerly text)’로, 닫힌 텍스트는 ‘독자  텍스트(readerly text)’

로도 설명될 수 있다(원용진, 2000).41) 작가  텍스트가 수용자로 하여  마치 작가처럼 읽어

내게 하는 텍스트라면, 독자  텍스트는 수용자 입장에서 수동 으로 하도록 구성된 텍스트이

다(Barthes, 1973/1997).

작가  텍스트에서 서사의 통  습은 깨진다. 습  서사는 화자의 목소리를 사용한

41) 텔 비 이 열린/작가  텍스트일 수 있는 이유는 ‘다의성(polysemi)’을 지니기 때문이다(Fiske, 2010/2017; 

Newcomb, 1984). 텔 비  텍스트는 수용자에게 단일한 의미를 강제하는 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

놓는다(Gray & Lotz, 2011/2017). 다의성 덕에 수용자는 텍스트와 만나 자율 인 의미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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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자는 그 목소리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신념, 메시지를 짐작하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의 말에

서 작가의 목소리를 추론하기도 한다. 습  서사에서는 화자의 목소리, 등장인물들의 말, 작가

의 메시지가 분리된다. 하지만 작가  텍스트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작가의 목

소리가 분리되지 않는다. 작가의 목소리는 텍스트를 해독해나가는 데  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텍스트 내 다른 목소리들, 말들과 동일한 지 에 자리한다. 이는 텍스트를 쓰는 것이 작

가가 아니라, 코드(code)와 습, 그리고 상호텍스트 (intertextual) 담론일 가능성을 보여

다(Barthes, 1970/2006).

피스크는 텔 비 이 ‘열린/작가 ’ 텍스트에서 나아가 ‘생산자 (producerly)’ 텍스트의 

면모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생산자  텍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  텍스트가 형 으로 소수에 어필하는 고 스러운 텍스트라면, 텔 비 은 

이다. 그런 에서 생산자  텍스트는 작가  텍스트로서 텔 비 의 특성과 독자  텍스

트의 쉬운 근성을 결합한다. 인 작가(혹은 술가)는 의미와 즐거움 생산에 작가  방식

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해 수용자에게 새로운 담론 참여 능력을 습득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생산자  텍스트는 기호학  민주주의(semiotic democracy)의 성원으로서의 시청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담론  능력에 의지하면서도, 그런 능력을 자신에 맞는 방식으로 쓸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생산자  텍스트는 작가  텍스트가 성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 수 있다.

둘째, 생산자  텍스트는 시청 순간 시청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텍스트들 혹은 텍스트성42)

에 주목한다. 그것은 작품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해 략에 의해 진입하게 되

는 범주라 할 수 있다. 생산자  텍스트에서 ‘작가’는 더 이상 텍스트 내에 의미를 채워 넣는 사람

이 아니다. 신 텍스트 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을 조합한다. 이 목소리들은 담론의 계 내에 최

종 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독해자들이 크든 든 각기 다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들이 작가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해자의 독해를 통해 의미가 부여되

는 것이다. 작가가 문화 내에서 끌어다 놓은 여러 목소리들로부터 독해자들은 자신의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셋째, 생산자  텍스트는 텔 비 의 ‘ 재성’에서 비롯된다. 시청자에 의한 ‘쓰기’는 텔 비

이 시청자와 동일한 시간 척도를 갖고 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담는다는 느낌을 보여 으로써 

42) 텍스트성이란 수용과정에서 여러 텍스트들이 생산되는, 보다 추상 인 기호학  잠재태를 가리킨다. 텔 비 의 텍

스트성과 그것의 텍스트들을 구별하는 것은 바르트(Barthes, 1973/1997)가 작품(work)과 텍스트를 구별한 데서 유

래한다. 한 문학 작품은 생명 없는 상이며 책 페이지 에 있는 기표들의 고정된 패턴이다. 이것은 군가가 그 책을 

펼쳐서 읽을 때에만 텍스트가 된다. 즉, 텍스트는 독자가 생산하는 잠재태의 특정한 실 체다(Fiske, 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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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텔 비  로그램 속 미래는 실제 미래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책이나 화와는 다

르게, ‘쓰이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수용자는 소설, 만화, 화, 애니메이션 등의 경우 이미 쓰

여 있고, 자신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뿐임을 안다. 텔 비 의 재성은 특히 뉴스, 스포

츠, 퀴즈쇼  게임쇼에서 극 화된다. 여기서 뉴스나 스포츠처럼 생방송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퀴즈쇼나 게임쇼가 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퀴즈쇼나 게임쇼의) 제작자들이 시청자로 하여

 (퀴즈나 게임의 결과에 한) 불확정성을 인지한 채 몰입하게 만들기 해, 로그램이 사  

녹화되었고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텔 비  제작

자들은 재성을 드러내는 략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  앞에 펼쳐지는 로그램에 집 하게 

만든다(Fiske, 2010/2017).

피스크는 텔 비 이 기존 텔 비  비평가나 연구자들에 의해 ‘닫힌/독자  텍스트’로 간

주돼 왔던 것을 수용자 독해 심의 ‘열린/작가  텍스트’로 방향 환하는 데서 나아가, 성

과 재성을 가진 ‘생산자  텍스트’로 새롭게 규정한다. 이를 통해 텔 비 의 여러 텍스트  특

성, 다양한 수용방식과 즐거움, 그리고 이질 인 시청자들에 해 논의할 근거를 마련한다(원용

진, 2000). 생산자  텍스트의 특성들은 게임화한 방송의 특성을 언 하는 데 있어서도 요하

게 참고할 수 있다. 방송이 그런 것처럼, 게임화한 방송이 내재화한 게임 한  사회의 표

인  미디어다. 그리고 이어야말로 창작자가 배치한 데이터베이스에 직  개입해 그것

들을 작은 이야기로 만드는  하나의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수용자가 가진 힘에 한 피스크의 지나친 정은 차치하고라도, 생산자  텍스트에

서 말하는 몇 가지는 게임화한 방송을 통해 다음처럼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게임화한 방송에서는 작가가 목소리를 조합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합의 가능성만 남

겨 둔다. 실제 조합은 시청자가 한다. 그것도 수용자가 머릿속에서 인지 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로그램의 공간 속에서 그것을 직  수행한다. 텔 비 에서 생산자  수용과정이 생산자가 

만든 텍스트와 수용자가 상상하는 텍스트 사이에 치한다면, 게임화한 방송에서는 생산자가 만

든 텍스트가 일단 존재하지 않고, 수용자가 수용과 동시에 만드는 텍스트만이 자리한다.

둘째, 피스크는 텔 비 이 재성을 지님에 따라 생산자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다른 문화장르들과 마찬가지로 방송 로그램의 창작과 수용 시․공간 

한 분리돼 있다(Moores, 2000/2008). 방송은 제작자(진)에 의해 완성된 후 이어에 의

해 소비된다. 설사 생방송과 연결해 재성을 말하는 것이 텔 비 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해도, 

생방송은 일부 로그램에 한해 이 진다는 에서 텔 비  반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생산

자  텍스트로서의 텔 비 이 수용되는 순간은 엄 히 말해 ‘ 재성’을 띤다기보다는 시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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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재 같은 느낌, 즉 ‘ 재감’을  뿐이다.

하지만 방송의 게임화를 통해 피스크의 ‘생산자  텍스트’ 논의는 완성형에 가까워질 수 있

다. 게임화한 방송에서는 제작자(진)가 로그램이 사 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 그것은 실제로 시청자에 의해 ‘지 , 여기서’ 써진다. 이처럼 게임화한 방송이 시청자의 역

할을 보다 작가에 가까운 것(작가가 조합한 다양한 목소리  자신만의 목소리를 얻어 텍스트를 

만드는 것 → 다양한 데이터를 직  선택․조합해 텍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만들고, 진정한 

재성(지 , 여기서 시청자에 의해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닌다면, 이를 ‘ 이어  텍스

트’로 이해하는 일도 가능할 듯하다. 즉, 이어  텍스트는 생산자  텍스트의 성과 텍스

트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이어성과 ( 재감이 아닌) 재성을 지니는 텍스트라 하겠다.

이어  텍스트가 생산자  텍스트의 성격을 지니면서 구분되는  하나의 요한 부분

은, 독립 인 데이터들이 수용자에 의해 추출될 때에는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하나의 본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 본은 시청자의 데이터 선택․조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

으로, 그 때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 간 상호 향의 결과물이다.43) 이런 상을 ‘가변의 원리를 통

한 디지털 미디어 개체의 무한한 본 존재 가능성’(Manovich, 2001/2014)이라 설명할 수 있

다. 여기서의 ‘ 본’은 작가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복사본이나 탁본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들

43) 그런 에서 개별 이어 단 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갖는 게임과는 구분된다. 게임에서는 특별한 경우

(타인의 이 구경 혹은 람, 리 이 공유,  모드 등)가 아니면 자신이 가상공간에서 만들어 낸 하나의 통합체

를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구분 작가  텍스트 생산자  텍스트 이어  텍스트

근성 낮음( ) 높음( ) 높음( )

텍스트

달방식

사 에 완성된 상태로

수용자에게 도달

사 에 완성된 상태로

수용자에게 도달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자에게 도달

재성

쓰기 략

완성된 상태로

수용자에게 도달되므로

재성 없음

완성된 상태로

수용자에게 도달됨을

지우는 재감 제공

실질 인

재성 제공

창작자 역할 생산자 조합 조합의 가능성만 남겨놓는 존재

수용자 역할 (  다른) 작가 생산자 이어

리얼리즘

속성
자연주의  리얼리즘 탈자연주의  리얼리즘 게임  리얼리즘

표 3. 작가 –생산자 - 이어  텍스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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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창작의 재료로 사용된 버 임을 의미한다. 무한한 버 의 본들은 모두가 그 자체로 

원본인 셈이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갖는 본의 무한한 생성 가능성은 원본과 복제품 간의 차

이를 소멸시켜 시뮬라크르화한다.

2) 의의, 한계, 제언: 이후의 게임화

이 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화라는 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토 를 마련했다. 기존의 주도  (비즈니스․마

 수단으로서의 게임화)과 결별하고 비  (사회․문화  경험으로서의 게임화)을 수

용하면서, 새로운 분석틀(아즈마의 게임  리얼리즘 확장)로 게임화한 방송을 살폈다. 게임화한 

방송이 갖는 속성을 살피면서 추상 이었던 개념들을 구체화하고(데이터베이스), 세부 사례에 

걸 맞는 개념들을 빌려오거나(모듈화, 생산자  텍스트) 고안했다( 이어  텍스트). 이 에

서 제시된 분석틀이나 여러 개념들은 향후 방송의 게임화에 한 확장된 논의뿐 아니라, 다른 문

화장르의 게임화에 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둘째, 방송에 새롭게 나타나는 상으로서의 게임화에 주목해, 기존 방송 논의의 외연을 확

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미디어로서 방송에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해 다

른 미디어(게임)와의 계를 참고하려는 작업들과 구분된다. 개별 미디어의 혼종화 혹은 개별 미

디어가 하고 있는 새로운 상에 한 고찰을 목 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

은 기존 방송의 범 를 벗어나 완 히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방송의 범 를 확

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은 여러 한계 한 가진다.

먼 , 방송의 게임화를 포 으로 살피고자 했음에도 이 작업이 망라 이지는 않다. 몇몇 

로그램을 찰한 것만으로 방송에 나타나는 게임화 경향을 일반화하긴 어렵다. 해외 사례를 살

피지 않아, 이 에서 말하는 방송의 게임화가 로벌 방송의 게임화까지 아우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시청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게임화한 방송을 수용하는지를 드러내지 못했다. 이 

에서의 논의가 반쪽짜리인 이유다. 게임을, 그리고 방송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자주 하고 보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특정 국면에서 데이터를 조합한 작은 이야기가 개인에 따

라 다르게 다가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개인 인 경험에 한 근은 향후 련 논의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동시에 후속 연구주제  방향에 한 제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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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게임화한 방송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게임화한 방송에 한 수용자들의 

기억과 경험을 불러옴으로써, 게임화한 방송에 한 실제 개별 수용 경험이 어떻게 이 지는지, 

그 구체 인 양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획득하는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게임화에 한 보다 다양한 근이 이 질 필요도 있다. 이 의 경우 아즈마의 논의를 

심으로 안  게임화론을 펼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즈마의 주장을 지나치게 수용한 

감이 있다. 게임화에 해 아직 충분한 이론화가 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즈마의 논의가 과도

기  상황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일련의 비평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의 

논의에 한 보다 심도 깊은 검, 그리고 2000년  일본의 사회․문화  상황과 하게 

련 맺는 그의 논의를 지  한국의 구체 인 상에 용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생략될 수밖에 

없는 맥락들에 한 고려를 통해 게임화 논의와 아즈마 논의를 동시에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화한 방송이 앞으로 어떤 방향과 형태로 개될지에 한 꾸 한 심이 

요구된다. 게임화는 앞으로 방송뿐 아니라 다른 미디어 분야에서도 지속 으로 논의돼야 할 필요

가 있다. 게임화는 이미 와 있다. 비 건 그 지 않건 우리는 이미 게임화한 미디어들에 둘러

싸여 있다. 서로 다른 미디어의 속성이 만나 생성되는 미디어 략인 게임화는, 앞으로 더욱 활

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에서 그것이 지닌 가능성에 한 사회와 학계, 그리고 수용자의 깊이 

있으면서도 폭넓은 모색을 숙제로 던져놓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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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amification of Television 
Broadcasting

Kang, Shin-kyu

Research Fellow, Media & Advertising Research Institut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k down how a television broadcast program (The rest is mentioned 

as ‘program’) transforms into a digital game, reveal the activating mechanism of games within the 

programs, analyze how the viewers embrace it and what it means in our everyday life. In order to 

achieve such research goal, four Korean television broadcast programs and one internet game 

broadcasting channel were analyzed based on ‘the gamic realism’ of Azuma Hiroki. Due to the 

gamification, the grand narrative allowed its place to the database. This means that the program is 

completed onl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viewers. The database consists of settings (such as 

project intention, concepts, temporal and special backgrounds, events), rules, goals, results, and 

characters. The content of the program become pluralized and modularized because of the results 

and effects from these databases. Therefore, gamified program is defined as a ‘playerly’ text, 

following the previous ‘open and writerly text’ and ‘producerly text’.

Keywords: television broad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gamification, gamic realism, playerly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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