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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롤 잉게임의 가상 실체험. Ⅲ 인도 이원론으로 본 

세계와 RPG 세계. Ⅳ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상키야, RPG, 붓디, 푸루샤, 가상세계]

본 논문의 목 은 롤 잉게임이라는 가상세계에 해 인도 이원론

의 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도 이원론은 순수정신인 푸루

샤와 순수물질인 라크리티라는 두 원리를 완 히 다른 역으로 분리

하고 이 둘은  혼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푸루샤는 붓디라는 물질

을 매개로 물질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은 컴퓨

터 속 가상세계와 상  물질세계가 완 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세

계의 인간이 가상세계의 게임캐릭터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인

다. 실세계의 게임 이어는 캐릭터에게 지성을 조명하는 푸루샤이

자 직  인식과 단을 행하는 붓디이다. 이어는 캐릭터에게 지성

을 부여하고 그 행  결과를 감수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작용과 상

없는 실세계의 주체이지만,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과 동일시된 

캐릭터의 기쁨과 분노, 슬픔을 향수한다.

Ⅰ. 들어가는 말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컴퓨터는 이제  사회의 가장 요

한 미디어  하나가 되었다. 컴퓨터를 통해 펼쳐지는 사이버공간

(Cyber Space)은 인들에게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

* 동국 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okyama@naver.com



2 8  ∙ 印度哲學 제24집

상들, 를 들면 은행업무, 화감상, 화, 쇼핑 등이 인터넷 상에

서 실세계의 그것과 병행하고 있다. 이제는 도리어 가상세계가 

실세계를 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1)까지 나올 정도이다.

아직까지는 우려에 불과한 이런 생각이 단순히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표 인 분야가 컴퓨터 게임이다. 컴퓨터 게임에 한 

몰입도는 다른 오락이나 매체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심하다. 사

회심리학자 터클(S. Turkle)에 따르면, “게임에의 집 은 아주 특

별한 것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명상, 즉 고도의 집

에서 얻는 종교  체험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것은 선(禪)에서 

말하는 순간이다. 곧 나 자신을 고도로 집 시키면서도  집

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다.”라고 한다.2) 게임에 한 무

아지경의 체험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특히 ‘리니지’ 등의 온라

인 게임은 무아지경을 넘어 자신과 게임 캐릭터를 동일시하는 사

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다.

게임 독은 이러한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라고 하

겠다. 실에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한 무리의 리더로서 다른 모든 유 들의 존경을 받으며 

자신감 넘치게 행동한다. 실세계와 게임세계 사이에 생기는 이

러한 괴리감은 실에서의 무능함, 게임세계에서의 유능함이 더해

1) 이러한 우려를 이끌어 낸 가장 표 인 가 최근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오 한 세컨드 라이 (Second Life)다. 세컨드 라이 는 미국의 린든 랩이 

개발하여 2003년에 시작된 인터넷 기반의 가상 세계로, 별도의 미션 없이 

사이버 세계에서의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시뮬 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유 들은 자신의 아바타('거주자')를 통해 다른 거주자들을 

만나고, 음악을 듣거나 화를 보는 등의 개인 활동은 물론 동호회와 같은 

그룹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는 실제 

달러와 일정 환율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이곳에 설치된 가상 쇼핑몰을 

통해 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세컨드라이  안에서 소득과 

소비는 물론 교육, 여가 생활  교우 활동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심하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 밖을 아  나가지 않고도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이 재(1998) p. 188. n. 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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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증폭된다. 증폭된 괴리감은 기야 실과 게임세계의 

상을 도시켜 게임 속 캐릭터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고 믿

으며 이제는 실이 되어버린 게임 속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느낀

다. 그러한 게임 독자에게 실에서의 자신, 정확히 자신의 육

체와 생명은 그  게임이라는 가상세계를 유지하기 한 수단에 

불과하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임 독자의 생활은 안타깝고 답답하

기 그지없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정신  만족 측면에서 본다면, 

타인의 이러한 시선은 일종의 폭력일지도 모른다. 실세계에서는 

불행할지도 모르는 그가 게임세계에서라도 행복을 느끼는 가운데 

나름 로 자아를 찾아가는 것에 해 구도 비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게임 캐릭터에 투 하여 거기에 만족하

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에게는 게임세계가 곧 실이다. 하지만 이

러한 게임세계는 컴퓨터상에서만 존재하고 그 원이 꺼지면 사

라지는 가상의 세계이다. 이는 ‘나’라는 존재가 ‘ 속 으로 실존’

하는 물질  상세계와는 엄연히 다르다. 그 다면 이 게 다른 

두 세계에 한 혼동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이 에서는 그 실마리를 인도의 이원론, 즉 상키야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상키야 철학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원리를 완 히 

다른 역으로 분리하고 이 둘은  혼합될 수 없다고 설명한

다. 하지만 물질에 한 정신의 향력, 혹은 정신이 물질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원리를 이론 으로 설명해냈다. 이러한 이론은 컴

퓨터 속 가상세계와 상  물질세계가 완 히 다름에도 불구하

고 실세계의 인간이 가상세계의 게임캐릭터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신이 물질을 경험하는 구조에 한 

샹키야 철학의 이론은 인간이 게임캐릭터를 경험하는 구조를 이

해하는 데 합하다고 생각한다. 

본문 구성의 큰 틀은 둘이다. 첫 번째는 롤 잉게임과 그것이 

제공하는 가상 실에 한 기본 인 이해를 한 것이다. 먼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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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게임의 구성과 진행을 살핀 후, 기존 연구 결과를 토 로 

롤 잉게임이 실감을 구축하는 요소들을 정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앞서 정리한 게임세계의 실  요소들이 실제 이어

에게 경험되는 구조를 고찰하기 한 것이다. 이는 인도 이원론에

서 설명하는 세계 경험의 구조를 고찰한 후 그것을 게임세계에 

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Ⅱ. 롤 잉게임의 가상 실 체험

롤 잉게임(RPG=Role Playing Game)3)이란 ‘역할수행게임’이

라는 뜻으로 이어4)가 캐릭터5)를 움직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하는 게임 장르를 말한다. 이것이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하여 MM

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라는 장

르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다수의 이어들이 온라인 상에서 

함께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 정도로 풀이할 수 있으며, 머드(MUD

3)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임들은 정확히 ‘온라인 RPG’, 

‘MMORPG’라고 표 해야 옳지만, 리니지 등의 온라인 게임을 일반 으로 

‘RPG’라고 표 한다. 본문에서 ‘RPG’라고 표 한 것은 결국 온라인 

RPG를 말한다.

4) game player, 즉 게임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게이머(gamer), 

유 (user)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 이어’(player)라고 통칭한다.

5) game character는 게임 상의 주인공, 즉 이어의 조종에 의해 게임을 

진행하는 가상 인물을 말한다. 롤 잉 게임의 캐릭터는 구체 으로 

아바타(avata)형 캐릭터라고 한다. 아바타란 범어로 avatara, 화신이라는 

뜻으로, 게임 속에 살고 있는 이어의 화신인 셈이다. 주로 게임 

캐릭터, 게임 아바타, 아바타형 캐릭터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는 가장 흔히 쓰이는 ‘캐릭터’라는 단어로 그 뜻을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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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User Dungeon)게임6)의 일종이다. 리니지, 와우(World Of 

Warcraft), 울티마온라인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게임이며, 재 큰 

인기와 상업 인 성공으로 인해 비슷한 종류의 게임들이 많이 양

산되고 있다. 이 게임들이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에 해 문가

들은 ‘ 실감’을 꼽는다. 즉 RPG를 통해 가상 실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감은 기술 인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

다.

재 가상 실 게임의 종류는 몰입형과 데스크탑형이 있다. 몰

입형 가상 실은 디스 이 장비를 사람이 직  착용하여 체험

하는 것으로 실재감이 높지만 장비가 비싸 보 에 어려움이 있다. 

데스크탑형 가상 실은 컴퓨터 화면상에 출력된 3차원 입체 상

을 통해 경험하는 것으로 자에 비해 실감이 떨어지지만 근

과 활용성이 뛰어나다.7)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RPG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달된 과학이 선사하는 최신 기술의 가상 실

은 아닌 셈이다.

그 다면 RPG가 실감을 구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도

록 하자.

1. 게임의 구성과 진행

우선 게임의 제작과정을 통해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자. 게임의 

6) 말 그 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모여 함께 던 을 탐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이다. 던 은 지하 감옥이라는 의미인데, 게임 상에서는 보통 

수많은 괴물들이 보물을 지키는 곳으로 묘사되곤 한다. 창기 

머드게임은 문자로만 구 되어, 게임 상황을 문장을 통해 악하는 

형식이었다. 최근에는 그래픽의 활용으로 3차원 환경을 만들어 실감을 

더하고 있다. 이를 MUG(Multi User Graphic)게임이라고도 한다. 

김웅남(2001) p. 95. n. 4. 참조.

7) 이수진(2005)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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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은 게임스토리 작성, 게임 규칙 설정, 제반 환경 설정, 그래픽 

아웃라인, 제작 산과 홍보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게 마련된 

기획을 토 로 로그래 을 하고 그 에 그래픽과 사운드를 더

하면 게임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8) 

게임스토리와 규칙, 제반 환경은 게임 속에서 펼쳐질 가상 세계

의 구조와 법칙, 세계  등을 형성한다. 이것을 그래픽으로써 우

리 에 보이는 외부 세계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운드는 시각으

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를 들어 화살이 살갗에 꽂히는 소리나 

죽을 때의 신음소리 등을 표 하여 캐릭터의 고통을 이어에

게 달한다. 이 게 구성된 세계는 출력장치인 모니터와 스피커

를 통해 이어에게 한다. 

이제 ‘탄트라’9)라는 게임을 로 들어 게임의 진행과정을 살펴

보자.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이어는 자신의 화신(아바타)이 될 캐

릭터를 선택한다. 선택할 내용은 남녀, 직업, 외모 등이다. 여기서 

직업(남/녀)10)은 마법사(데바/가루나), 사(나가/킨나라), 암살자

8) 민용식 외(2002) pp. 78-79.

9) (주)한빛소 트에서 운 하고 있는 MMORPG게임으로, 인도 신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 게임 속 인물명과 지명 등의 부분이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것들이며, 탄트라 인 개념을 차용한 것도 많이 있다. 를 들어 

라나(타 게임들에서는 ‘경험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며,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획득된다.)를 쌓아 벨 상승을 할 때마다 차크라(타 

게임들에서는 ‘스킬포인트’(skill-point)라고 한다.)를 얻을 수 있고, 그 

차크라를 쌓아야 더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10) 이 게 직업을 나 는 것은 ‘ 티’라고 하는 이를 해서이다. 각 

직업은 을 이  사냥을 할 때, 자신의 장 을 살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법사는 공격력이 강하고 의 편의를 돕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체력이 약하다. 사는 강한 체력과 공격력을 가지지만 

무기와 방어구에 한 의존도가 높다. 암살자는 빠르고, 원거리 

공격(활)이 가능하지만 공격력이 약하다. 사제(타 게임들에서는 

‘힐러’라고 한다.)는 같은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 하는 

임무를 맡으며, 따라서 공격력 방어력 모두 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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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락크샤사), 사제(야크샤/간다르바)로 나뉜다. 이 게 선택

된 캐릭터는 벨 1인 상태로 만다라 마을에 생성된다. 마을은 평

화 지역으로 공격의 험이 없으며 무기, 의상, 악세사리, 의약품 

등의 상 과 장11)을 통해 게임 진행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곳이다. 한 탄트라 세계에 한 역사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기도 하다. 마을 바깥은 사냥 지역으로 몬스터와 싸워야 하는 

곳이다. 몬스터를 죽이면 라나와 돈, 아이템을 얻는다. 돈과 아

이템(물건)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팔 때 사용하며, 라나

는 많은 몬스터를 죽일수록 쌓이는 것인데 100%가 되면 벨이 1

단계 상승한다. 이 세계에서는 벨이 권력이나 다름 없으며 1단

계 올라갈 때마다 생기는 차크라로 기술을 습득해 더 강한 무술 

 마법을 익힐 수 있다. RPG는 단순히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게

임스토리를 따라 퀘스트, 직 등의 필수 통과의례를 거친다.

이상의 게임스토리 진행 방법 외에 아쉬람12)에 가입하면 선배 

이어들로부터 게임 정보나 아이템을 얻어 더 빨리 벨을 올

릴 수 있다. 여기서 친분을 쌓아 오 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경

우도 있다. , 라흐마, 쉬바, 비슈   하나를 主神으로 선택해 

주신 이라고 하는 쟁에 참가한다. 이것은 몬스터와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이어들과의 싸움(PK, Player Killing)13)이다. 

구성은 부분의 RPG들에 공통된다. 

11) 이들을 NPC라고 한다. 게임세계에서 게임 방법과 그 세계에 한 설명, 

그리고 특정한 벨로 성장하면 다음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주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어에게 퀘스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작사에서 설정해 둔 게임스토리를 진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12) ‘길드’라고 불리는 것인데, 게임 내 친목모임 같은 것이다. 여기서 

高 벨의 캐릭터가 底 벨의 캐릭터를 키워주기도 하고, 어려운 퀘스트 

등을 서로 도와주기도 한다. 게임 내 채 창을 통해 이어끼리의 

사교 활동도 가능하다.

13)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같은 캐릭터, 같은 

벨이라 해도 더 좋은 방어구와 무기가 있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하기 해 실제 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기도 한다.  

‘리니지’의 경우, PK를 통해 캐릭터가 죽임을 당한 것이 분해 실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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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G의 실감 구축

화나 소설 등의 매체들 역시 인간으로 하여  감정이입

과 같은 몰입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이것에 비하면 컴퓨터로의 몰

입은 좀 특별하다. 화나 TV 같은 매체들은 사용자에게 일방

으로 달되며, 사용자는 수동 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컴퓨터는 

사용자가 키보드 등의 조작을 통해 정보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작

동하지 않는다는 구조  특징을 지닌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하

여 우리는 컴퓨터 세계를 통제하고, 그것의 정보처리 결과가 우리

의 단과 합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게 산출된 결과를 가

지고 우리는 다시 다음 작업을 단하고 다시 지시하는 작업방식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인간 유기체의 입출력과 컴퓨터의 입

출력은 하나의 피드백을 형성한다.14) 

컴퓨터의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로 하여  주체 이고 극 이

게 만든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 없이는 게임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게임마다 고유의 스토리가 있지만 이

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다르게 진행된다. 특히 

RPG는 완성해야 하는 미션이 있는 게임이 아니다. 게임스토리는 

배경에 불과하며 이어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마치 인생처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게임 안에서 이어는 늘 주인공이다.

마이클 하임(Heim)은 가상 실에 해 “사실 상은 실제 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서 움직이는 사물들에 한 우리의 감각에 향

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특성을 시뮬 이션 

등의 7가지로 정리한다.15) 이 가운데 RPG에 해당하는 가상 실

이어를 찾아가 살해한 사례도 있다.

14) 이 재(1998) p. 187.

15) 마이클 하임이 소재로 삼은 것은 몰입형 가상 실이다. 7가지 특성이란 

시뮬 이션, 상호작용, 인공성, 몰입, 원격 , 온몸몰입, 망으로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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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작용성-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게 느끼는 것, 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의 가상 종이에 문

서작업을 하고,  이것을 버려야 할 경우에는 마우스를 움직여 

가상의 휴지통에 버리고 실제 종이를 휴지통에 버린 것과 같게 

느낀다. ② 몰입-가상 환경을 통해 환각처럼 실제 감각이 반응한

다. ③ 망으로 연결된 커뮤니 이션-‘탈기호  커뮤니 이션’, 즉 

단어나 어떤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상상의 

사물이나 사건을 공유 할 수 있다. ④ 원격 (tele-presence)-거

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 를 

들어 내시경 등을 통한 외과 수술의 경우 의사는 화면을 통해 환

자의 수술부 에 직  들어가 시술하는 것과 같은 향을 미친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

되는 주체성은 RPG가 어떤 몰입형 가상 실게임 만큼이나 실

감을 주는데 충분한 요인들이다. 한 박동숙은 실제 이어들

과의 인터뷰, 다른 게임과의 비교를 통해, RPG가 실감을 주는 

요소를 다음의 4가지로 분석하기도 했다.16)

① 게임에 공간 ․시간  메타포를 부여하고 물리  요소들을 

배치함. 

② 캐릭터를 통한 게임 공간 탐색으로 몰입과 장감을 경험하

게 함. 

③ 게임을 실재하는 어떤 세계로 인식하게 하는 게임세계의 지

속성.

④ 이어간의 상호 계를 형성시키는 커뮤니 이션 채 들

과 모임(길드).

커뮤니 이션이다. 마이클 하임(1997) pp. 180-190. 

16) 박동숙 외(2000) pp. 206-207.



3 6  ∙ 印度哲學 제24집

Ⅲ. 인도 이원론으로 본 세계와 RPG 세계

1. 세계 개에 한 상키야 이론

상키야에서는 정신과 물질의 결합에 의한 변설로써 세계 

개를 설명한다. 그들이 상정한 세계의 근본원리는 순수정신인 푸

루샤(puruṣa, 靈我)와 순수 물질인 라크리티(prakṛti, 原質)이다. 

푸루샤는 독존, 조자, 비활동, 비작자를 자성으로 하고, 라크

리티는 활동성, 생산성, 비지성 등을 자성으로 하며 3질을 속성으

로 가진다. 이 둘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완 히 다른 역이다. 하

지만 이 둘은 각자의 목 에 의해 결합한다. 이것은 물리 인 결

합과는 다르며 실제로 상세계를 개하는 실재는 라크리티 

단독이라고 할 수 있다. 푸루샤는 개된 세계를 향수할 뿐이다.

비지성인 라크리티가 세계를 개할 수 있는 원리에 해서

는 인 유과론과 3질설로 설명한다. 인 유과론은 어떤 결과가 그

것의 원인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즉 세계 개의 

체 과정은 라크리티 안에 잠재되어 있으며 3질의 평형 상태

에서 그것은 근본 원인인 채로 정지되어 있다. 그런데 우연히 푸

루샤의 조명으로 인해 동요가 일어나 3질의 긴장된 평형상태가 

깨어진다. 이때 라크리티에 내재된 결과인 붓디가, 붓디에 내재

된 결과인 아함카라가, 아함카라에 내재된 결과인 11根과 5唯가, 

 그것들 각각에 내재된 마나스 등의 결과가 순서 로 산출된

다.17) 

17) SK. 22: “ 라크리티로부터 붓디가 있고, 그로부터 아함카라가 있고  

그로부터 16으로 된 무리가 있다. 다시 16으로 된 것 의 5[唯]로부터 

5大가 있다.”(prakṛter mah ṃs tato'haṃk ras tasm d gaṇaś ca 

ṣoḍaśakaḥ/ tasm d api ṣoḍaśak t pañcabhyaḥ pañca-bhūt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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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스(意)

푸루샤
11根

5知根

( ·귀·코· ·피부)
5作根

(발음기·손·발·배설기·생식기)

라크리티 ⇒
붓

디
⇒아함카라 ⇒

5唯(聲·觸·色·味·

香)
⇒
5大

(空·風·火·水·地)

따라서 라크리티가 3질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산

출된 이 모든 결과 역시 3질이 차별된 결과이다.

2. 3질의 세계와 2진수의 컴퓨터 세계

이상의 내용에서 라크리티의 변인 세계는 결국 3질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3질은 념 으로도, 실체

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어차피 3질의 차별결과  하나

인 우리가 그것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도 모른다. 단지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의 세력을 통해 추론할 뿐

이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것으로서 Yuktidipika에서는 ‘극미에 도

달한 미묘한 힘’18)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물질의 가장 미세한 

단 인 원자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심리 인 요소로 생각되기도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상키야 이론에서 3질은 물질세계를 구성

하는 근본 요소라는 이다. 상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3질의 특

정한 배열에 불과하며, 3질의 본성이 상세계의 본성이다.19) 

3질이란 사트바(sattva, 質), 라자스(rajas, 動質), 타마스(tama

s, 暗質)를 말한다. 이들은 각각 밝음, 활동, 무거움을 본성으로 한

18) YD: “극미에 도달한 미묘한 힘들”(paramavibh gam upasaṃpr pt ḥ 

sūkṣm ḥ śaktayaḥ/) Chakravarti(1975) p. 209 재인용.

19) YBh. 4.13: “이 모든 것(세계)은 [3]질들의 특수한 배열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그 자체가 질인 것들이다.”(sarvam idaṃ guṇ n ṃ 

sanniveśaviśeṣam tram iti param rthato guṇ tm n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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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질은 서로 독립 으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며 팽팽

한 힘으로 긴장 상태에 있다. 그 다고 서로의 성질이 섞이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들의 계는 상호불가분의 계이며, 보조 이

다.20) Tattva-kaumud에 따르면, 사트바와 타마스는 스스로 활동

하지 않기 때문에 각기 자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힘이 없다. 이

것을 자극하는 것이 라자스이다. 사트바는 결과를 출시키는 원

인이 되는 성질이다. 라자스가 활동하지 않을 때 3질은 타마스가 

우세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어느 때 라자스가 활동하여 사트바를 

자극하면 결과가 한다. 그리고 라자스가 타마스에 의해 방해

를 받으면 사트바는 타마스에 의해 덮인 상태로 있다.21)

이상과 같이 하나의 요소는 다른 두 요소에 향을 주며 항상 

개되고, 다른 비율로 분리되거나 결합한다.22) 비지성인 3질이 

이 게 서로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은 푸루샤를 해 세계를 개

할 목 에 따른 것이다. 라자스만 활동한다면 우주의 모습은 고정

된 구조의 형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기 해 타

마스가 작용한다.  사트바의 조명력이 없다면 의식  규제와 

응이 없게 되어, 세계 개는 우연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

문에 사트바를 활성화시키는 라자스의 활동이 필요하다.23)

다시 말해 상세계의 모든 변화는 3질의 순서, 치, 무리짓기, 

배합, 분리와 련된다.24) 3질의 배열, 배합의 차이 때문에 상이 

20) SK. 12: “질들은 [쾌․불쾌․낙담을 본체로 하여 비춤과 활동과 억제를 

해] 서로 압도하고, 의존하고, 산출하고, 동반하고, 

작용한다.”(anyo'ny bhibhav śrayajananamithunavṛttayaśca guṇ ḥ//) 

Ybh. 2.15: “[3]질의 작용은 상충하기 때문에 자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일 뿐이다. 휘(순질)와 활동(동질)과 고착(암질)의 성질을 지닌 

붓디의 질들은 서로의 원조에 의지하여…”(guṇavṛttivirodh c ca 

duḥkham eva sarvaṃ vivekinaḥ/ prakh pravṛttishitirūp  buddhiguṇ ḥ 

paraspar nugrahatantr bhūtv …)

21) 정승석(1992) pp. 207-208 참조.

22) Yardi(1996) p. 28.

23) Chakravarti(1975) p. 210.

24) 라다크리슈난(1999) p. 387 참조.

롤 잉게임(RPG)상의 세계 경험 ∙ 3 9

다르게 지각되는 것이다. 우리가 3질을 직  인식하는 것은 불가

능하며, 결과물의 본성을 악함으로써 그것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에 해 컴퓨터는 3질의 활동 양상에 한 모델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알려진 로 컴퓨터는 이진법의 체계로 구성된다. 

0과 1은 각각 류가 ‘끊어진 상태’와 ‘흐르는 상태’를 말한다. 컴

퓨터는 이 두 가지 신호로써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 상키야 철학에서는 라

크리티를 “[이보다] 더욱 미세한 다른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러한 [본원 ] 특징을 갖는 것의 다른 상태가 결과일 것이다.”25)

라고 언명한다. 이를 컴퓨터의 물리학에 용하면 라크리티 자

체는 이진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라크리티의 실제 

내용인 3질은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요소에 해당한다. 0과 1이 신

호의 연결과 끊음인 것에 3질의 상호작용을 비교하면, 기신호가 

끊어진 상태에서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라자스이다. 신호가 

끊어진 상태가 타마스이며, 라자스에 의해 연결되어 신호를 보내

는 상태가 사트바라고 할 수 있다. 

0과 1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는 

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근을 한 다양한 로그래  

언어가 존재한다. 간단한 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인터넷 웹페이

지의 경우 부분 HTML이라는 로그래  언어를 사용한다. 우

리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원래 컴퓨터가 인식하는 

기호들의 나열이다.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이 언어를 0과 1로써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한 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 다.

 

25) YD: anyat sūkṣmataram avasth 'ntaraṃ yasyedaṃ 

[pradh na]lakṣaṇam avasth 'ntaraṃ k ryaṃ sy t/ Chakravarti(1975) p. 

2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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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인식 인간의 인식

로그래  언어 인간의 인식
<html> <head> <meta http-equiv = 

Content- Typecontent= "text/html;charset= 

euc-kr"> <meta http-equiv =Cache-Control 

content= No-Cache> <meta http-equiv= 

Pragma content= No-Cache> <title>네이버 :: 

세상의 모든 지식, 네이버</title> <link 

rel="shortcut icon" href="favicon.ico" 

type="image/x-icon"> 

...

<tr onMouseOver= "this.style.background 

Color= '#F9FAE8' "onMouseOut= "this.style. 

background Color=''"> <td height="20" 

class= "pd01"> <img src= 

"http://wstatic.naver.com/w7/ico_msg_04.gif" 

width="11" height="11" alt="4" 

style="margin:0 4px 2px 8px; 

vertical-align:middle;"> <td></td></tr>

...

3질의 배열 한 이진법처럼 가정하고 로그래  언어들을 매

개로한 정보의 환은 상세계의 지각에 해 다음과 같은 상상

을 가능  한다. 상키야에서 지각의 성립은 붓디, 아함카라, 마나

스가 함께 결부된 활동이다. 마나스는 知根  作根의 활동을 분

별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감각을 통한 상의 인식을 말한

다. 아함카라는 인식 주체라는 자의식을 부여하고 붓디는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인식이라고 악한다.26) 여기서 마나스의 역할은 지

각에 한 정보를 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함카라를 거쳐 붓디

26) 정승석(199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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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지는데, 이때 붓디의 역할은 3질의 배열로 되어 있는 지각 

상을, 마치 컴퓨터의 이진수 체계가 여러 로그래  언어를 통

해 인간의 언어로 바 듯이, 푸루샤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27) 즉 푸루샤는 붓디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지 

3질의 배열로만 인식되는 세계에 해, 붓디를 통해 여러 가지 형

상과 감각  기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세계 경험의 주체: 푸루샤와 붓디

상키야에서는 정신과 물질을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분리해 

놓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상세계는 모두 물질이라고 설명

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상으로서의 외부 세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식기 과 그것의 기능도 역시 3질의 배열로 구성된 것으로서 

물질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물질은 비지성이기 때문에 인식력

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인식력을 가진 푸루샤가 물질세계와 직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향수한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설명은 붓디의 존재를 통해 이해

된다. 이 세계를 직  인식하는 것은 라크리티의 첫 산물인 붓

디에 의해서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세계에 한 

직 인 인식과 그것을 푸루샤의 상으로 만드는 것은 붓디의 

몫이다.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원리 사이에서 붓디가 이러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3질 가운데 사트바를 가장 우세한 양

27) 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은 인도자의 손에 이끌려 자신이 삶을 

살아가던 매트릭스 바깥으로 나간다. 그리고 매트릭스 밖에 나와 보니, 

매트릭스 안에서는 오감으로 지각되던 세계가 모두 기호로 이루어진 

가상 세계 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이 기호들을 3질로 생각할 수 

있다. 매트릭스 바깥에 있는 존재는 푸루샤이며 그에게 상세계는 

3질들의 조합, 배열 등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붓디와 연결된 푸루샤는 

매트릭스 속 세계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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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트바는 밝히고 비추는 성질로서 이것이 

우세할 때 붓디는 스스로 발 하는 푸루샤처럼 투명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푸루샤는 붓디에 반 된다.28)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유사

하지도, 다르지도 않다고 말해진다.29)

이 둘의 계는 호수에 비친 달의 상으로 비유된다. 달이 실

제로 맑은 물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의 상이 물과 결합

되어 있는 한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푸루샤는 붓디와 실제로 결합하지 않지만, 푸루샤의 상이 붓디

와 결합하기 때문에 결합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달은 움직이

지 않더라도 달을 반 하고 있는 물이 흔들리면, 물속의 달도 함

께 흔들릴 것이다.30) 하지만 실제 달은 물의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으며 이것은 독존하는 푸루샤이다. 그리고 물과 결합된 달의 

상, 즉 물의 표면에 존재하는 달이 붓디이다. 푸루샤를 거울처럼 

비추는 붓디는, 자신이 그러한 양 푸루샤의 지성을 모방해 인식력

이 있는 것처럼 활동한다. 그리고 물과  결합할 수 없는 달과 

같은 푸루샤는 마치 보름달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물결에 

출 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 구부러진 모양이라고 알듯이 자신의 

반 인 붓디를 통해 물질세계를 향수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즐거움에 한 느낌은 붓디 

 상 세계와 조자 푸루샤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이다.31) 마나스를 통한 상세계에 한 인식은 아함카라를 거쳐 

붓디에게 해지며, 붓디의 활동이 푸루샤에게 향수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Chakravarti(1975) p. 187.

29) YBh. 2.20: “그것(푸루샤)은 붓디와는 완 히 유사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한다.”(sa buddher na sarūpo n tyantaṃ virūpa iti/)

30) Chakravarti(1975) pp. 187-188.

31) 라다크리슈난(1999) 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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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샤 개된 라크리티(3질의 세계)

 붓디 내 , 외  기 상세계

향수
← 인지 ←

아함카라 ←
마나

스
←
5지근

5작근

←

5유 ← 5
⇢ ↓

단 →≠ →

독존

4. RPG 상의 세계 경험

상키야가 설명하는 상세계가 3질로 구성된 물질세계라면, 게

임의 세계는 0과 1의 이진법으로 구성된 컴퓨터세계이다. 순수정

신인 푸루샤가 물질세계와 직  할 수 없는 것처럼, 물질세계

를 사는 이어가 이진수만으로 처리되는 컴퓨터세계에 직  

들어갈 수는 없다. 서로의 역으로 통하는 매개, 혹은 변환장치

가 필요하다. 그 반 로의 환 역시 그러하다. 

이어가 게임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는 캐릭터이며 방법은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이다. 이어는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고 무기를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쉬기

도 하고 상 을 열어 물건을 팔수도 있고 살수도 있다.  채 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동료 캐릭터들에게 달하고 그들과의 친목

을 돈독히 한다.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물리  장치의 조작은 컴

퓨터 언어로 교환되어 게임에 반 되고 그 반  역시 컴퓨터 언

어로 작성된 그 결과가 모니터와 스피커와 같은 물리 인 출력장

치로 변환되어 이어에게 해진다. 

게임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 이어이다. 그는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 캐릭터가 경험한 감각을 시각과 청각으로써 지각

한다. 그리고 그의 물질세계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그 감각

을 물질세계의 것처럼 인지한다. 컴퓨터 속의 캐릭터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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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만큼의 감각을 느낀 것이고, 이어는 

캐릭터의 다음 행동이나 화를 단한 후 키보드나 마우스로의 

입력 작업을 행한다. 이어의 의도 로 행동에 옮긴 캐릭터는 

게임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의 입력이 공격이든 이동이든 

화든 그에 맞는 결과가 산출된다. 이것은 게임을 기획할 때 만들

어진 규칙에 따른 것이며, 화 등을 통한 다른 캐릭터 혹은 

이어와의 계는 물질세계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좋든 나쁘

든, 이어가 납득할 만한 결과는  다른 자극으로 캐릭터를 

통해 모니터 등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향수하면서 

이 세계와는 완 히 단 된, 실세계를 살고 있는 이어 역시 

늘 함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 컴퓨터(0, 1의 세계)

인터페이스 게임 세계
지각 ←

물리 출력장치

(모니터, 스피커)
←
논리  

출력장치

캐릭터 게임환경
↓ ← 감각 ← 자극
인지
 ↙ ↘
향수 단

물리 입력장치

(키보드, 마우스)
→
논리  

입력장치

↓
행동 → → 행동 → 상황변화

상키야의 이론에서 세계 경험은 푸루샤와 붓디의 상호 계를 

통해 설명된다. 이것을 토 로 게임세계를 경험하는 이어 역

시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하나는 실에 살고 있고 컴퓨터 세

계와는 존재방식 자체가 다른, 게임 세계에 해 향수하는 역이

다. 다른 하나는 게임을 직  실행하는, 즉 컴퓨터 세계의 도구 역

할을 하는 역이다. 게임에 몰입했을 때는 자의 역은 약하고 

후자의 역이 지배 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실로 돌아가

야 할 때 자의 역은 게임을 단하고 실 생활로 돌아간다. 

게임과는  상 없는 세계를 살고 있는 실에서의 이어

로 말이다.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이어는 게임을 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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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살게 되는 것이다. 마치 독존하는 푸루샤가 자신이 반 된 붓

디를 보고 그것의 활동을 자신의 활동인 것처럼 향수하는 것과 

같다.

푸루샤는 물질세계와는  무 하면서 단지 인식력으로 인해 

그 세계를 향수한다. 하지만 언제든 물질세계와 분리되어 독존할 

수 있는 주체이다. 이러한 에서 이어의 첫 번째 역은 푸

루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푸루샤와 같지도 않고 다

르지도 않다고 말해지는 붓디, 즉 푸루샤를 반 한 붓디는 상세

계를 직  인식하고 단하는 주체이다. 이것은 게임을 실행하고 

몰입하는 이어에 상당한다.32) 이때의 이어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 캐릭터로써 게임세계에 원격  한다. 모니터 

상에서 캐릭터는 이어로부터 인식력을 극 으로 부여받은 

행 자이며 게임세계의 환경을 직  경험하는 주체이다. 다른 

이어의 캐릭터를 보면 마치 캐릭터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붓디가 푸루샤의 지성을 자신이 그러한 

양 착각하는 것처럼 캐릭터도 가상 단이라는 단력을 가지며 

아함카라 이하의 기 들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아래의 

표처럼 정리할 수 있다.33) 

32) 이에 해 비갸나비크슈의 이 반 설(biṃbapratibiṃbav da)은 

참고할만하다. 그에 따르면 푸루샤의 반 은 다만 변화 상일 뿐이지 

실제 인 변화는 아니다. 이 반 설은 우선 붓디에 푸루샤가 반 되어 

의식이 형성된다. 여기에 다시 상의 형태를 취한 붓디가 반 되어 

의식이 활동한다는 것이다. 즉 ①붓디에 반 되는 푸루샤와 ②붓디에 

반 되어 형성된 의식을 통해 상으로써의 붓디를 경험하는 푸루샤를 

구분하고 있다. Yardi(1996) p. 67 참조.

33) 이것은 두 세계를 정확히 입한 것이 아니라 표 오른쪽 내용을 

기 으로 각각을 용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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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세계 상세계 내용

이어( 실세계의 존재) 푸루샤

게임세계- 상세계에 

한 무 성

게임 단-해탈의 주체

이어(게임주체) 붓디(푸루샤의 지성 반 ) 인식과 단

캐릭터 붓디, 아함카라, 11근

상에 한 

인식․감수 기

행 자

색과 소리로써 악되는 

게임 환경
5유, 5 외부 상

Ⅳ. 맺음말

어린 아이들이 하는 소꿉놀이도 일종의 RPG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연기해 내는 것, 그것이 RPG의 

기본이며, 컴퓨터를 통해 펼쳐지는 게임세계에서는 이어가 일

시 으로 캐릭터가 되는 것이다. 

게임세계는 단순히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분명 감각기 으로 인식해야 하는 외부 상이며 측 불

가 혹은 의외성을 가진다. 게임에 설치된 물리  요소들과 이

어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과 그에 따른 인과 계 등은 실과 같

은 느낌을 갖게 한다. 한 ‘ 실세계와 상 없이 어디선가 유지

되고 있는 세계’라는 지속성과 다른 이어들과의 커뮤니 이션 

장치도 게임세계를 물질  실세계와는 다른 0과 1로 구성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객 세계라는 것은 결국 주 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인도철학의 

통념’34)이 반 된 것으로 상키야의 이원론을 이해하고,  상세

계를 악한다면 이것은 게임세계에도 충분히 용할 수 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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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결국 상이 무엇이든 인식은 심리  기제와 연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심리  기제의 근본은 손상할 수 없는 정신원리, 즉 푸루샤

이다. 그리고 물질  상세계를 인식하는 자는 푸루샤를 반 한 

물질, 붓디이다. 이 둘은 정확히 결합된 상태도 분리된 상태로 아

니다. 붓디는 푸루샤를 거울처럼 비추어 물질세계에서 정신 인 

인식력을 발휘한다. 

게임세계의 붓디는 캐릭터일 것이다. 이어가 자리를 비운 

모니터의 캐릭터는 푸루샤를 반 하지 않는 붓디처럼 비지성이다. 

이어는 캐릭터에게 지성을 조명하는 푸루샤이자 직  인식과 

단을 행하는 붓디이다. 이어는 캐릭터에게 지성을 부여하고 

그 행  결과를 감수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작용과 상 없는 

실세계의 주체이지만,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과 동일시된 

캐릭터의 기쁨과 분노, 슬픔을 향수한다. 이 게 게임세계라는 가

상 실은 이어의 것이 된다.

34) 정태 (1984)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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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erience of Virtual Reality in RPG(Role 

Playing Game)

Choe, Ji Yeon

(Dongguk University)

Role Playing Game(RPG) means Game Genre that 

player performs duty assigned by Game storytelling through 

Game-character(avata). Some players have confused virtual 

reality of the Game with reality of genuine world.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RPG that is 

virtual reality. 

To accomplish this study, I made a tool of S ṃkhya 

system characterized by dualism in the Indian philosophy. In 

Samkhya system the university is composed of two original 

sources Puruṣa(mental) and Prakṛti(matter). Puruṣa will not 

mix with Prakṛti but enjoy the material world to which 

Prakṛti transforms. This system has a intermediation 

between Puruṣa and Prakṛti, that they call Buddhi. Buddhi 

is a material factor reflects Puruṣa(mental). Because the 

quality of Buddhi is illuminant, material factor can reflect 

pure mental factor Puruṣa. 

This theory of S ṃkhya could applies to the virtual 

reality of RPG. This reality is not the phenomenal world but 

the computer world. Nevertheless Game-player could 

experience virtual reality as if he experiences the real world 

by Game-character. While applying dualism of S ṃkhya to 

RPG, Game-player could be divided to two aspects those 

would compare to Puruṣa and Buddhi respectively.

Game-character is endowed with intelligenc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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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layer. This resembles that Buddhi reflects Puruṣa' 

intelligence. During playing the Game, player is the subject 

who recognizes and determines events in the computer 

world. This role of player would agree with the role of 

Buddhi. 

One hand Game-player endows Game-character with 

intelligence and willings to undergo the effect of Game 

course. The other hand Game-player who does not play the 

Game, is the subject of reality who does not participate 

events in the computer world. During playing the Game, 

player is enjoying pleasures, angers, and sorrows of 

Game-character identified to himself.

Key words : sAMkhya, buddhi, puruSa, RPG,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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