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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 일본의 판타지 장르 비교를 통한 

마스터플롯 연구

－이세계물과 그 파생 장르를 중심으로

박 인 성*

본고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유행 중인 판타지 장르를 비교하여 살피고, 그 내

부적 논리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서브컬쳐 장르문학 역시 사회적인 마스터플롯을 

포함한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판타지 장르 가운데 이세계물과 그 파생 장르의 형

식이 동시대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서사적 해결방식을 구체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밝힌다. 장르문학이 그저 매니악한 독자들 사이의 유행이나, 웹소설 생태

계의 내적인 논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 맥락과 넓은 의미에서의 공

동체 구성원의 심리적 상황 및 욕망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로컬리티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또한 로컬리티에 따라서 서사적 구성, 장르적 형식, 이를 반영하는 포괄

적인 마스터플롯 역시 달라진다는 사실 또한 강조한다.

웹소설을 포함하는 장르문학은 단순히 설정이나 세계관, 그리고 도상적인 이해 

정도로 정의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유행

하고 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로컬리티에서 지향하는 문제 인식과 해결

의 수단은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이세계물은 상상적 퇴행을 통해서, 실제 세계와

는 무관하더라도 더 강력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는 미시적 유대관계로 기존 세

계를 대체한다. 반면 한국의 이세계물은 이세계를 대안 세계로 활용하기보다는 오

히려 현실 속의 판타지를 노골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이세계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구조적 

문제에 깊숙이 반영하는 사람들의 판타지,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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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 과잉 능력주의를 서사의 구조적 논리로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판타지는 현실의 문제를 재생산하는 구조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까지 시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판타

지 장르는 이세계물의 기본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파생 장르로 거듭나고 있다. 

주제어 : 판타지, 이세계물, 마스터플롯, 로컬리티, 퇴행, 능력주의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판타지 하위장르 가운데 차원이동 서사, 소위 ‘이세계물’를 

대상으로 한국와 일본의 경향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로컬리티에 따

라 유사한 장르문학에서도 그 구성적 서사의 기능 및 의미가 달라지는지

를 드러낼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장르가 구성되고 유행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장르적 변화가 발생하는 양상을 통해서, 각각

의 사회 공동체가 선호하는 마스터플롯의 기능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웹소설 생태계가 정립된 이후로, 다양한 장르문학들이 특정한 설정과 세

계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양상으로 변화

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판타지 장르에서 수많은 하

위장르가 발생했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러한 장르의 변화 과정을 단순히 웹소설 생태계의 유행에 따른 하위장르

의 생성과 교체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르문학 내부의 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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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롯의 차원에서 바라고보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본

의 사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구체화해보는 것이다. 

판타지의 하위장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이동 장르 역시 표준적인 이

세계물은 물론이고 2010년대를 기준으로 상당한 변화와 인접 장르와의 

혼합 등을 겪어왔다.1) 이세계물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환생 및 회귀물 등

의 후속 장르로 거듭나기도 하고, 게임을 참고한 가상현실 혹은 레이드물, 

책빙의물 등으로의 전환 및 갱신이 빠르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장르

물의 빠른 전환과 갱신이 단순히 웹 생태계에서의 빠른 유행과 소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웹소설 생태계가 더 많은 독자들과 접

속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장르의 형식적 갱신을 동시대 사회

적 맥락과 독자의 욕망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2) 동시대적 맥락과 독

자의 욕망이 장르의 형식적 갱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르 내부에 외부

적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텍스트로 재구성하기 위한 구조적 매개체가 필

요하다. 서브컬쳐 문화에 대한 협의의 정의와 달리 장르문학 텍스트는 자

율적인 체계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동시대적 맥

락, 사람들의 인식적 틀과 다양하게 교섭한다.3)

이때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장르 

내부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 서사로서의 마스터플롯 개념이다. 

1) 판타지 소설의 ‘퓨전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대에도 지적된 바이다. 하지만 단순한 

형식적 결합에 가까웠다면, 지속적인 형식적 갱신과 장르적 혼성성을 반복한다. 고훈, ｢대중

소설의 퓨전화｣, 대중서사연구, 19호, 2008, 225-254면. 

2)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

사연구, 53호, 2020, 77-102면. 

3) “천재는 시스템이다”라는 토마스 샤츠의 말은 비단 헐리우드 장르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오

늘날의 온갖 장르적 전통을 이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작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습 및 도상, 공식을 공유하며 점점 더 세련화시켜나가는 전체 작가군,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더 많은 장르적 변화들을 요구하는 독자 및 관객의 존재

에 의해서만 장르란 실체화될 수 있다. 토마스 샤츠, �할리우드 장르�, 한창호·허문영 옮김, 

컬쳐룩, 2014, 19-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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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 형식적 갱신과 후속 장르로의 전환을 통해 장르적 성격을 다루고

자 할 때는 고전적인 판타지의 하위장르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적 맥락과 함께 겹쳐볼 수 있는 도식적 내러티브로서 마스터플롯 층위에

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4) 마스터플롯은 “되풀이해서 나타는 스토리들

의 뼈대를 의미한다.”5) 하지만 단순히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반복되어온 

아크플롯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직접적

인 문제해결의 시뮬레이션에 가깝다.6) 본고는 포괄적인 대중문화와 달리 

4) 마스터플롯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동시대에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도식적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 배상민에 의하면 도식적 내러티브는 시대정신과 함께 특정한 정서적 구조를 재매개하

여 당대적인 이야기로 구성한다. 이는 시대에 따라 원형적인 마스터플롯이 구체화되는 논리

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한의 내러티브는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

억을 반복되는 기저 패턴 즉 ‘도식적인 내러티브’로 재매개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중략) 당대

의 기억은 한의 감정에 의해 재매개 된다. 이때 한은 특별한 도식적 내러티브와 결합한다.” 

배상민, ｢한국 내러티브에서 한의 양상 – 현대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

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60면. 

      

5) “특정한 문화와 개인들은 정체성, 가치관, 삶의 의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

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스터플롯은 바로 이들에게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

스터플롯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스터플롯은 우

리로 하여금 서사를 더읽거나 덜읽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때로 우리는 마스터플롯에 맞

추어 서사를 읽고 쓰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마스터플롯은 여러 서사

의 판본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H. 포터 애봇,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옮김, 문학과지

성사, 2010. 448면.

6) “마스터플롯이란 단순히 보편적 이야기 구성 논리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나 공동체 내부의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를 의미한다.” 아크플롯이 고전적인 이야기 설계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근본적인 이야기 패턴이라면, 마스터플롯은 보편적이거나 포괄적이라기보다 더 시의성에 가

지며 로컬리티에 따라 다양한 경향을 띤다. 이는 마스터플롯이 이야기를 통한 대안적인 문제

해결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박인성, �한 ․ 미 ․ 일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 비교 연구�, 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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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문학이기 때문에 발휘될 수 있는 마스터플롯의 영역을 전제하고 있

다. 서브컬쳐라고 할지라도 동시대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특정 장르

에 주목하여 그 장르적 갱신 및 양상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게 되

면, 하위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명확한 사회적 의미와 독자들의 수

용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의 판타지 장르가 탐색담과 모험담을 포함하는 고대 서사시

와 중세적 멜로드라마 장르를 통해 발전한 장르라면, 차원이동물을 포함

하는 한국식 이세계물의 서사는 좀 더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양상을 띤다. 

현실로부터 이화된 판타지 세계에 대한 몰입 이상으로, 실제 현실과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판타지 장르

가 더이상 관습과 문법에만 얽매인 폐쇄적 장르, 혹은 억압된 현실의 욕

망을 굴절시키는 우회적 장르로 설명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시

장의 수요뿐 아니라 동시대 사회의 다양한 욕망을 반영하여 빠르게 여러 

장르와 결합하거나 새롭게 갱신되는 과정이야말로 오늘날 판타지 장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하위장르의 이행과 변천이라는 과정

을 이끌어가는 흐름과 서사의 마스터플롯이 상호조응하는 양상을 살피고

자 하는 것이다. 

우선 범박한 차원에서 한국의 이세계물은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 �

사이케델리아�로 대표되는 90년대의 퓨전 판타지에서 이미 시작되어, 

2000년대의 소위 ‘이고깽’(이세계로 간 고등학생이 깽판치는 이야기)으로 

요약되는 ‘양판소’ 소설들을 거친다. 그리고 2010년대의 웹소설 플랫폼에 

대중적으로 안착한 이후, 이세계물은 단순한 판타지 하위장르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자연스러운 웹소설 문법으로 정착했다.7) 이처럼 시대에 따라 

사학회 제26권 2호, 2020. 41면.

7) 허만욱의 세대구분처럼 퓨전과 차원이동이 소위 2세대 판타지 작가들에 의해 이미 나타났으

며, 현재는 3세대 이후의 부흥기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세대 구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한국적 판타지 소설 내부에서 연속적인 이야기 골격이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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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장르의 구성 및 형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기존 문학

연구 활용하는 장르에 대한 내재적 이해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장르

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도상(icon)과 관습(convention)을 참고하면서도, 

그 이야기 공식(formula)과 문법에는 동시대를 호흡하는 창작자-수용자 

사이에 공유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와 공동체 내부의 인식적 변화가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설정’ 중심으로 구성된 ‘장르’에 대한 범주적 이해

에서 벗어나서 기술적(descriptive)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의 웹

소설 경향이 다양한 설정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음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사를 반복 혹은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마스터플롯을 형

성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웹소설에서 기본 틀처럼 받아들여지고 세

계관으로 활용하는 ‘설정’만을 텍스트의 주요 특징으로 살필 수는 없다. 

설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 전개

의 패턴으로 서로 다른 주제의식을 전달하게 되느냐에 있다. 이야기의 포

괄적인 플롯 전개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가

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판타지 장르 내부의 

특정한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각각의 동시대적 인식

을 제공하는 마스터플롯의 기능적 차원에서 텍스트를 살펴볼 것이다. 앞

서 유인혁의 연구처럼 독립적으로 한국의 장르적 특징을 살피는 것도 유

효하겠지만 사회적 맥락이 형식화되기 위한 매개물로 마스터플롯이 활용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로컬리티 간의 비교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

문이다. 또한 장르문학에 대한 마스터플롯 중심의 연구는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져 왔다. 안상원의 경우는 본고에 앞서서 차원이동 장르를 중심으

로 이를 다루었다.8) 다만 본고는 마스터플롯의 개념을 훨씬 더 적극적인 

양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허만욱, ｢한국 판타지 장르문학의 흐름과 발전 전략 연구｣, 우

리문학회, 34호, 2011, 485-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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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마스터플롯 연구방식은 앞서 

한국 미국 일본의 재난서사 마스터플롯을 비교분석 했던 선행연구9)의 연

속선상에 있으며, 로컬리티와 사회 공동체가 향유하는 스키마적 인식과 

이야기 모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특히 본고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롯의 개념은 이러한 서브컬쳐 

장르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를 재해석하기에 유용하다. 이는 웹소설 

생태계가 확장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화콘텐츠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시대 현실 속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유하는 독자들은 그 해결을 위한 가상적 시뮬레이션을 

레거시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동시적이고 포괄적

인 사회적 맥락과 대중적 무의식이 뉴미디어와 웹 플랫폼에 반영될 수 있

으며, 웹소설은 가상적인 대안이라고 할지라도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적극

적인 수단으로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장르의 유입과 변형

이 결코 텍스트 내적인 원인에만 귀속되지 않으며, 또한 시장과 독자의 

즉각적인 수요에만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장르

문학의 창작자는 결코 독자의 요구에만 맞추어 장르적 문법을 변형시키

는 수공업자가 아니라, 좀 더 큰 사회 공동체의 스키마를 내장하고 있는 

자체적인 제작 시스템 속에서 공유 가능하며 합의 가능한 형태의 문법적 

틀을 구성한다. 토마스 샤츠에 따르면 오늘날의 장르란 사회와 문화를 포

괄하는 시스템에 의해 구성된 정형定型이지, 그럴듯한 분위기나 스타일이 

아니다.10) 또한 텍스트가 발생하고 유통되며 다시 피드백을 획득하는 전

체 ‘시스템’ 위에서 기술적으로 형성된 관습의 체계다. 따라서 본고는 특

정 하위장르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플랫폼의 독자 생태계와 폐쇄적인 유

행으로 파악하는 결을 넘어서, 중층적인 문화 시스템의 상호관계성으로 

8) 안상원, ｢한국 장르소설의 마스터플롯 연구｣, 국어국문학회 184호, 2018. 163-186면. 

9) 박인성, 앞의 글. 

10) 토마스 샤츠, �할리우드 장르�, 한창호ㆍ허문영 옮김, 컬쳐룩, 2014. 4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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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 한다. 

2. 일본 이세계물의 차원이동과 퇴행적 상상계

1) 원본화되는 이세계와 소속감의 재구성

한국에서도 90년대에 이미 퓨전 판타지가 존재했으며, ‘양판소’ 판타지

들의 유행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세계물은 한국적 판타지 장르에 있어서 

이질적인 하위장르는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이후 라이트

노벨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세계물의 장르 경향이 판타지 장르의 완벽한 

주류가 되었다. 물론 그 양상과 설정은 조금씩 서로 다르다. 클래식한 하

이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에 두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적 리얼

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게임 속 가상현실로의 접속을 실제 이세계 차원이

동과 등가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양상 차이를 

중요하게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본고는 오히려 양상의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 요소에 집중하고자 한다. 미시적으로 장르를 갱신

하는 설정의 변화보다는 장르가 발전하는 서사적 지향성을 강조하기 위

해서다.

무엇보다도 진짜 차원이동이냐, 아니면 게임 속 가상현실에의 접속이

나 책 속의 허구 세계로 빙의냐와 무관하게 판타지 세계관이 현실의 세계

관을 압도하며 대체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문

화적 인식에 비추어본다면, 자신이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공동체적 삶을 추구한다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실제 

세계의 공동체적 삶과 소속감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문화적 분위

기가 다양한 전통적 서사들의 마스터플롯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

다.11) 이는 중세의 봉건 체제로부터 학습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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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감의 문제다. 이야기의 기저에는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상당한 

공포가 작동하며, 이는 사회적 감정으로도 공유되어 근대에 이르러서도 

암묵적인 계급적 신분화 및 차별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

감과 그 박탈에 대한 서사는 다양한 장르의 마스터플롯으로 활용된다. 이

는 오늘날의 일본 재난서사에서도 강한 마스터플롯으로 발휘되며12), 서

브컬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유대’(絆)라는 말로 대변되는 

소속감의 획득 혹은 회복이야말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적용되는 마스터플

롯의 원동력이 된다. 

고전적인 하이 판타지가 유행했던 일본에서 본격적인 이세계물의 유행

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서브컬쳐 문화의 주류로 떠

오른 일본의 이세계물은 하이 판타지 장르의 도상과 관습을 활용하면서

도, 실제로는 종래의 하이 판타지와 완전히 다른 경향의 장르로 발전했

다. 기존의 하이 판타지는 고대 서사시와 중세 멜로드라마의 결합을 통해

서, 모험담의 플롯을 통해 선과 악 사이의 결투를 그려낸다. 이러한 판타

지의 아크플롯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균형을 회복하고, 권력을 재정비하

며, 사회 공동체를 재결정화하는 목표를 향해 간다. 따라서 하이 판타지

는 실제 현실에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공동체의 재구성과 그에 대한 소속

감의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갈등과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반면에 현대의 이세계물은 무엇보다도 갈등과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기 

11) 고전적인 <가나데혼쥬신구라仮名手本忠臣蔵>의 이야기로부터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패턴은 공동체에 소속감을 보장해주는 영주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박탈된 소속감

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일본에서 체면(メ

ンツ)의 손상과 그에 대한 매듭짓기(けじめ) 문화가 여러 장르의 서사의 플롯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손상될 경우 반드시 주인공은 그것

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복수하기 위한 결단으로 나아간다. 

12) <신고질라>(2016)에서 “이 영화의 주제적 메시지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국가는 부재할 수 

없으며, 단 한 명의 국민이 남을지라도 그가 곧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단체의

식이기도 하다.(중략) 일종의 건축이나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협력 체

계가 달성하는 모습으로 국가 재건의 은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인성, 앞의 글, 7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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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하이 판타지의 세계관을 활용한다. 따라서 실제 세계보다도 판타

지 세계를 전경화하는데 주력한다. 단순히 현실의 구속력을 완화하는 경

험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인공으로 상정되는 실제 세계의 구성원

들이 완전히 다른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 이세계물의 기초가 

되는 차원이동은 실제 일본의 평범한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이

행하는 것, 원래 세계의 소속감을 상실한 로닌(浪人)이나 부라쿠민으로서

의 정체성과 위험성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차원이동 서사

는 분명 과도한 실제 세계로부터의 의도적 거리두기인 동시에, 기존 세계

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하는 만큼 더 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

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이세계물에서 이세계의 진입은 물

론 원래 세계로의 복귀 자체는 전체 서사 구조 내부의 사건으로서는 그다

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세계 진입이 ‘전이’, ‘빙의’, ‘환생’ 

등으로 양상을 통해 세부 장르 및 플롯의 전개가 구별되지만, 그 기능과 

서사적 전개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성은 결국 이세계에 대한 적

응과 새로운 소속감의 획득이다. 설령 결말에 이르러 이세계에 남지 않고 

원래 세계로의 복귀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주인공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원래 세계보다는 이세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은 어디까지나 이세계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행위로부터 좌

우된다. 원래 세계와 무관한 소속감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핵심 사건들

은 이세계의 공동체로 편입되어가는 전체 과정과 성취다. 

이세계물의 연장선상에서 게임 속 가상현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그러하다. 대부분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서 주인공들은 현실

의 정체성보다도 게임 내부의 정체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강한 소속

감을 가진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이라는 행위를 통해 얼마든지 현실세계

로 복귀할 수 있지만, 가상현실이 가지는 강력한 소속감은 현실세계를 이

미 압도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세계란 주인공에게 실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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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소속감을 대체하고 극복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애초에 실제 세계에 대하여 큰 만족

을 얻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세계로의 진입은 단

순히 위안과 보상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기존의 소

속감을 대체하며 더 나아가 지금 세계에 대한 강한 몰입과 의미를 확보하

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이세계의 존재 가치는 실제 세계의 대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세계로의 진입과 적응 과정을 제외한다면 사실 모든 이세계물은 일

본의 고전적인 하이 판타지 장르의 서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도 이 장르를 별도의 하위장르로 구별하는 경계는 서사의 설정으로 후경

화되어버린 실제 세계와의 관계성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화

된 포스트모던’13)이라 명명된 바 있는 일본의 서브컬쳐 경향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와 일본의 장기적 경제침체가 2010

년대를 잠식하는 와중에, 이세계물이 라이트노벨 전체를 대변하는 장르로 

거듭났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욕망의 원인으로 기능해야 하는 현실의 

상징계가 안정적인 소속감을 제공하기 힘들어지면서 장래에 대한 전망없

음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토리 세대와 유토리 세대가 연이어 등장한다. 

새로운 세대의 세계에 대한 전망없음을 하나의 중요한 감각으로 삼아, 

2010년대 일본식 이세계물은 이제 일본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에 이탈과 재구성을 꿈꾸는 셈이다. 이러한 실제 세

계에서의 욕망이 벽에 부딪쳤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젊은 세

대의 대안적 상상력이란 대안 자체를 실제 세계와 무관한 곳으로 위치시

킨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에서 아즈마 히로키는 이러한 ‘공감 없는 소

세계’라는 표현을 활용했지만, 표준화된 장르문학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13)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이은미 옮김, 문학동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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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그 독자들에게 공감을 유발한다. 도상과 관습에 대한 이해가 확

고하다면, 장르문법에 대한 친숙함은 독자에게 장르에 대한 소속감을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세계물 자체가 빠르게 관습화되었으며, 정형화

된 플롯을 반복하면서도 다양한 작품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상황도 그러

하다. 이 장르의 독자들은 놀랍게도 이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소속감을, 

즉 ‘즉각적인 공감이 있는 상상계’를 얻길 원한다. 오쓰카 에이지는 “하위 

카스트의 ‘문학’인 ‘라이트노벨’은 당연히 계급 ‘혁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14)고 지적했지만, 이미 정반대의 선택들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

다. 혁명이라는 계급적 전복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더욱 무력화된 장르

서사의 형태로 이세계물을 살필 수 있다. 실제 세계에서는 하위 카스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세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주인공은 더이상 변화

하지 않는 실제 세계를 혁명할 것인가, 혹은 욕망을 포기하고 상상적인 

소세계로 퇴행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 실제 세계를 바꾸거나 

리셋하지 않더라도, 도식적인 이세계, 친숙한 인접세계로의 퇴행이 가장 

급진적인 혁명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살아가는 실제 세계는 도식화된 스키마로부터 벗어나며 요동

치지지만, 텍스트 속 판타지 세계는 아무리 하위장르가 갱신되고 온갖 설

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독자에게 익숙한 도상들과 관습의 범주 속에 있

다. 이세계 진입은 유동하는 현실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를 의미하며, 그

만큼 관습적 세계를 전경화한다. 이는 주인공으로 대변되는 등장인물과 

해당 장르의 독자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친숙함의 세계다. 기존의 하이 

판타지의 관습과 도상과 이세계로 이동한 주인공부터 소설의 독자까지 

당연하게 공유하는 도식들이다. 따라서 주인공은 자신이 놓인 상황을 낯

설어하지 않으며, 심지어 능숙하게 판타지 세계의 지식과 원래 세계의 지

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14) 오쓰카 에이지, �감정화하는 사회�, 선정우 옮김, 리시올, 2019.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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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가장 대표적인 이세계물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この素晴

らしい世界に祝福を!, 2013~2020)이 성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역시 이 텍스트가 단순히 이세계물의 클리셰를 비틀었기 때문만은 아니

다. 기존의 이세계물이 설정은 다를지언정 하이 판타지의 문법의 큰 틀에

서 패러디하면서 이세계에서도 갈등과 시련을 도구화했다면 �이 멋진 세

계에 축복을!�에서는 그러한 갈등과 시련이 요구되지 않는다. 더 정확하

게 말하자면 판타지 세계를 주인공의 성취와 성장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

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 텍스트는 이세계를 어떤 수단도 아닌 목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기존의 판타지 클리셰 자체를 비틀어 웃음을 유발하는 

일상물이나 개그물에 근접한 장르가 된다. 그 모든 웃음이 유발하게 되는 

정서적 기반은 이야기 속 이세계가 등장인물들에게 비일상이 아니라 철

저한 일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이 판타지 세계에서는 위계가 없으며, 더 높은 곳을 위한 상승이 없다. 

따라서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 역시 주인공을 변화시

키지 않는다.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따라서 중

요한 중핵사건보다는 일상적 해프닝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

의 질적인 변화나 공동체의 재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인공 사토 카

즈마가 역시 최종적으로 마왕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지만, 그 보상으로 원

하는 소원이란 결국 기존의 이세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외견

상으로는 하이 판타지 세계를 모방하고 있지만, 그 내적 욕망의 중핵은 

동시대적 젊은 세대들의 현실에 대한 방어적 의식이 고스란히 작동하는 

셈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결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유지되

는 공동체적 삶이자 위계 없이 유대를 지킬 수 있는 정서적 평등주의다. 

카즈마는 원래 세계로의 복귀는 물론이고 상승 지향과도 무관한, 주변의 

여성 동료들과의 인접한 세계를 선택한 셈이다.15)

15)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 일본 젊은 세대들이 큰 세계의 질적 변화보다는 차라리 인접 세계에 

지키고자 하는데 집중하는 관계성의 양상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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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계물에서 손쉬운 이분법으로 구성되었던 두 세계 사이의 관계는 

역전된다. 이세계물의 주인공은 이방인이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 함몰

되지 않고 빠르게 판타지 세계를 일상화할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탐험하

고 자기-세계화한다. 이세계는 실제 세계 외부에 있는 이질적 세계가 아

니라 주인공이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고정적이고 관습적이며,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인접 세계로서의 위상을 차지한다. 아무리 그러한 일상을 

위협하는 적이 출현하고 세계를 뒤흔드는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예측 가능하며 대응 가능하다. 아이러니하지만 판타지 세계

야말로 실제 세계의 압도적인 사건들보다 안정적이고 친숙하다. 이러한 

일상성이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한, 이세계물에서 결코 주인공 혼자만의 

성장과 승리만으로 멜로드라마적인 대단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사회의 새로운 재구조화가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러한 이세계물의 목표는 실제 세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상징계를 구

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래 세계가 원경화되는 순간, 이세계야말로 

주인공에게 실제 세계이며 이곳에서 확보하는 일상의 감각과 소속감이야

말로 새로운 기준이 된다. 이세계가 실재 세계처럼 기능하며, 선택에 따

라서 주인공이 원래 세계로 귀환한다 할지라도 이세계에서 확보한 세계

를 바라보는 기준들이 단절 없이 연속된다. 따라서 형식으로는 구별되는 

두 세계가 실제로는 하나의 재귀적 구조를 가진다. 무력하고 예측 불가능

성으로 유동하는 현실 인식을 완화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허구적 관습의 

현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관습화된 세계를 실제 세계와 교차하고 겹

쳐보기 위한 이세계 차원이동은 실제 세계의 상징계적인 구조를 무너뜨

리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여행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구조를 개선하거

나 혁명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이세계의 감각을 빌려서 다만 현실 감

컨서머토리화하고 있다. 무언가 높은 대상을 향해 분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 등 자신

과 가까운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후루이치 노

리토리,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언숙 옮김, 민음사, 2014.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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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교란하고 뒤바꾸기 위한 작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2) 상상적 어머니-신을 향한 의도적 퇴행

실제 세계의 상징계 현실을 무력화하면서 더 안정적이고 관습적인 판

타지 세계를 일상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주인공의 상상적 퇴행을 요

구한다. 이러한 퇴행의 감각은 상징계 주체의 소멸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

한다는 점에서, 실제 세계에서의 삶까지 이세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는 강한 연결성을 요구한다. �소드 아트 온라인�(ソードアート・オンライ

ン, 2009~)에서 활용되는 ‘데스 게임’, 즉 캐릭터의 생명과 실제 생명을 연

결하는 방식의 설정이 어느새 대부분의 가상세계를 소재로 하는 이세계

물에 보편화된 이유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치명성이 아니라, 주인공과 

세계 사이의 강한 결속감이기 때문이다. 이세계물은 후경화된 실제 세계

와 달리 인물의 운명과 세계의 관계를 강한 결속으로 묶는다. 실제 세계

의 상징화된 기준에 의해 이세계에서의 삶을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하이 판타지의 세계관을 그대로 모방하는 이세계에 내포된 환

상성이나 초자연적 성격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환상

성과 초자연성조차 판타지 세계의 관습에 묶여 있으며, 주인공이 다만 그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더욱 능동적으로 그 모든 설정들을 자신의 능

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야말로 상상계적 퇴행이 가지는 힘이

다. 흥미로운 점은 이세계물의 주인공이 철저한 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이 판타지 세계관에서는 원래 세계가 아니라 판타지 세계관에 대한 믿

음을 더욱 강하게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대인들이 정령사상 속에서 

죽은 자들과의 만남을 믿기만 하면, 기꺼이 그들과의 강한 결속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16) 따라서 이세계

16) 프로이트는 충분히 근대화된 인간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사유의 전능성’이 바로 고대 종교

에 내재한 믿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상징적 구조에서 그러한 믿음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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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강한 상상적 퇴행에 의해서 진짜 ‘자기’(self)를 제공해준다고 믿는

다면, 주인공은 비로소 이세계를 더 원본에 가까운 세계로, 변하지 않은 

일상으로 삼아 관습적인 삶을 획득할 수도 있다. 

상상계적 퇴행, 즉 의도적인 ‘사유의 전능성’은 이세계물의 주인공을 소

위 ‘먼치킨’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 능력이 된다. 이때의 능력들은 실제 

세계에서는 기능할 수 없는 예외적 능력들이다. 원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 혹은 무능력이야말로 이세계에서 새

로운 능력으로 재해석되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 결과

적으로 이세계는 주인공에게 어떤 표면적인 시련을 제시할지라도 주인공

에게 그것을 이겨낼 방법과 조건까지도 함께 제시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하나의 세계가 주인공을 무조건적으로 보조해준다는 인식은 세계와 주체 

사이에 성립하는 무제한적인 애정에 비견될 수 있다. 그것은 흔히 일본 

서브컬쳐에서의 모성적인 세계관, 여신으로 대변되는 초월적 존재, 그리

고 구체적으로는 주인공과 함께 동료인 동시에 로맨스의 대상이 되는 이

성 파트너에 의해서 시각화된다. 

로맨스는 고전적인 판타지 장르에서도 유용한 서브 장르가 되어왔지만, 

이세계물에서는 더욱 편의적인 기능으로 작동한다. 노골적인 차이를 보

여주는 것은 일본 이세계물에서의 히로인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이 평범한 

로맨스 서사의 인물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실 

사랑의 완성은 주인공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 어떠한 강한 긴장도 관계상

의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갈등은 주인공이 여러 이성과의 다자 

관계 속에서 누구를 더 정당한 성적 파트너로 결정할 것이냐의 내면적 갈

등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인공의 선택은 표준화하기 어렵게 다양하다. 중

압되어야 하는 언캐니가 되는 반면에, 칼 구스타프 융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되찾아야 하는 

집단무의식의 영역과 관련된다. 융이 주장하는 ‘동시성’을 통한 진정한 자기 발견의 힘은 이

러한 상상적 퇴행을 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믿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

종교의 기원�,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2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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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그러한 이성적 파트너 가운데 반드시 주된 유형으로 활용되는 

여성군은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주인공에게 믿음을 제공하는 인물이

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Re: ゼロから始め

る異世界生活, 2014~)에 등장하는 ‘렘’ 같은 캐릭터가 자주 강조된다. 주

인공이 이세계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선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사유의 전능성을 믿어야 하듯이, 헌신적인 여성 캐릭터는 주인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세계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한다. 또한 주인공의 파

트너로 선택되지 않더라도, 등장하는 전체 여성 인물들의 총합이자 여성 

전체를 대변하는 편리한 젠더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 텍스트의 주인

공 나츠키 스바루는 죽음에서 귀환하는 능력 이외에는 평범한 신체 능력

을 갖춘 현대인으로 그려지지만, 끊임없이 죽음을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상황을 개선하는 집념의 주인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러한 스바루를 

지탱해주는 심리적 기저는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헌신에 의해서만 성립

한다. 

이와 같은 퇴행성과 모성으로의 귀환은 점점 더 극단화되며 이세계물 

장르의 내적인 요구와 결합하고 있다. 게임으로 먼저 발매되었다가 애니

메이션으로 방영된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에 등장하는 콧코로와 같

은 캐릭터는 주인공보다도 어른 외관에 모성적 헌신을 결합한 캐릭터로 

강조된다.17) 게임에서도 기억상실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경우, 애니메이션

에서는 거의 아동의 상태로 정신이 퇴행한 상태이며 주변의 여성 캐릭터

들의 보살핌이 없다면 삶을 유지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 멋진 

17) 국내의 서브컬쳐 문화에서는 이러한 여성 캐릭터를 속칭 ‘마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호명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유아의 위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세계에 

진입한 남성 주인공은 대부분의 경우 유아적 퇴행 상태와 무능력을 정당화하며, 그에 대한 

모성적 헌신만이 소속감을 상실한 주인공을 성장시키고,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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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축복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의 카즈마를 차원이동시킨 여

신 ‘아쿠아’는 초월자의 역할을 박탈당한 채로 주인공의 동료가 되어 소위 

‘여성 민폐 캐릭터’ 역할로 격하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실제 

세계보다도 이세계에서 소속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건과 함

께 자기 자신마저 동료로 제공하는 헌신적 여성-신으로 유형화 가능하다. 

이러한 노골적인 남성 퇴행과 그러한 퇴행을 보살피는 모성적 캐릭터

의 편의적 구성은 일본의 서브컬쳐 문화적 흐름을 이어받아 이세계물을 

통해 극대화된 장르적 효용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에서 샤아 아즈나블 같은 혁명가가 내면에 있어

서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으며, 어른이 된 후에도 모성적 

존재에게 위로받길 원한다는 사실은 노골적이다. 일본 서브컬쳐에서 이

러한 마더콤 캐릭터들은 명백하게 계보를 형성하며 이어진다.18) 그러나 

일본 서브컬쳐의 공통적 요소라고 손쉽게 정리하기에는, 마더콤 캐릭터들

이 샤아 아즈나블 같은 혁명의 좌절과 성장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모성성

으로의 회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극단적인 것은 <에반게리온 : 

엔드 오브 에반기리온>의 결말로, 여기에서 그려지는 상상적 퇴행은 현실

에서 어떤 소속감도 획득할 수 없는 소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좌절

이 원인이다. 주인공 신지는 최종적으로 세계를 리셋시키는 극단적인 소

원충족을 달성한다.19)

일본식 이세계물은 서브컬쳐 장르가 반복해온 마스터플롯을 사토리-유

18) 야마시타 에쓰코, �마더콤 문학론: 저주로서의 ‘어머니�, 신요사, 1991. 

19) 1997년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다뤄지는 결말의 세계 종말의 지옥도는 아버지 

세계를 거부하는 아이의 극단적인 모성적 세계로의 퇴행을 실재화한다. 상징계의 압박과 공

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 관계에 상처받고 소통이 서툰 아이가 “인간따윈 

모두 죽어버리면 좋을텐데”라고 바라게 되는 퇴행적 소망을 초월적인 어머니-신의 힘으로 충

족시켜주는 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상상계로의 퇴행이 실제로는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이

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어머니란 없으며, 오히려 모성적 

공간으로의 퇴행이 남성적 주체의 죽음일뿐 아니라 가장 끔찍한 악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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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세대 남성들의 심리적 풍경으로 변형한 결과물이다.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의 소속감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 보여준 끔찍한 실재

(the Real)마저도 마모된 것, 더욱 안락하고 편의적인 퇴행으로만 그려진

다. 외부적인 적대와 위협이 실재하고 때로는 주인공에게 큰 위협이 되지

만, 주인공을 둘러싼 유대로 구성된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원본과 허구가 구별되지 않는 상상적 세계는 곧 주인공의 소속감으

로만 실체화된다. 따라서 이세계물의 세계관이 판타지냐 가상현실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원본이라고 부를 만한 원래 세계는 위험

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선해야 하는 세계로서의 위상을 잃었으며, 더 무조

건적인 애정으로 소속감을 제공해주는 강한 결속의 세계야말로 진짜 원

본 세계의 위상을 차지한다. 

�소드 아트 온라인�의 주인공 키리토의 경우 현실-가상 사이의 이분법

적 구분 자체를 무화하는 존재다. 가상현실에 대한 과도한 몰입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접 위기에 봉착하지만, 이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키리토는 작품의 시리즈가 거듭되어도 큰 틀에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

는 캐릭터다. 그는 이미 인식론적으로 완성되어 있으며,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키리토가 더 많은 

가상현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소속감을 획득하는 

것 뿐이다. 즉 세계의 양적 팽창만이 중요한데, 그 모든 양적 팽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에고의 중심을 향해 구심적으로만 팽창하는 세계다. 

일본의 이세계물에서는 상징적 세계의 압박과 소속감의 상실을 견디기

보다도 어떻게 실제 세계를 지배하는 좌절과 무기력을 받아들이고, 개선 

불가능한 세계를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계로 다시 일상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상적 퇴행은 실제 세계가 제시하는 재난적 상황, 소

속감의 해체, 개인 주체의 선험적 좌절을 오히려 정상화한다. 아무리 가

상적인 이세계라고 할지라도 그 규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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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감각은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퇴행은 실제 세계에 내재하는 갈

등과 소속감 부재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시뮬레이션 가운

데 한 가지다. 그렇다면 일련의 일본식 차원이동물을 엄밀하게는 차원이

동이 아니라 세계-없음(worldlessness)20)의 상태를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

이는, 재귀적 이동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론적 지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성

과 편의적인 소속감만이 가장 확실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3. 한국 이세계물의 차원중첩과 연속적 상징계

1) 재난화되는 현실세계와 출구 없는 능력주의

우선 한국식 이세계물과 일본의 이세계물이 완전히 대조적인 비교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대 일본식 이세계물이 새롭게 한국 서브컬쳐계

에 유입되면서, 한국적 판타지 웹소설의 한 가지 하위장르로 자리를 잡았

으며, 현재는 한국의 자생적 이세계물과 공존하는 장르라고 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쪽이 유사한 설정을 공유한다고 할지라

도, 한국식 이세계물에서 주인공의 세계인식은 퇴행적 경향보다는 여전히 

실제 세계에 대하여 대항적이며 진취적인 욕망이 강조된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사토리-유토리 세대와 유사한 의미에서의 N포 세대에 대한 사회

적 정의와 세대적 이해가 유행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징후적

이다. 이야기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독자 주체들에게 있어서 세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방식이 마스터플롯의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다

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ke Univ Pr, 1992,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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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롯의 차이는 사회구조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가능한 해결방식

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의 차이이기도 하다. 일본의 이세계물은 현실을 바

꿀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더욱 자신에게 인접한 최소한의 세계를 지키는 

것, 변형된 형태라도 할지라도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유

대로 상상적인 심리적 방어를 수행했다.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소속감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중심와 생존 편향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실재 세계를 무제한

적 경쟁의 장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써의 

능력이 긍정될 수 있다.21) 표면적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열패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

극적인 능력주의는 생존의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한국 이세계물은 완전한 상상적 퇴행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오히

려 이세계가 제공해주는 상상적 퇴행을 활용하여 절충적인 형태로나마 

실제 세계와 화해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상상적 퇴행 자체를 능력

화하여 강력한 상징적적 귀환을 수행할 것인가, 능동적인 선택지가 등장

한다.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상승시킴으로써 상황을 개

선하고, 문제를 실제 세계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나 혼자만 레

벨업�(2016~2018)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텍스트는 주인공이 이세계에 진

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계가 실제 세계에 직접 진입하여 융합된 세계를 

보여준다. 주인공 성진우의 능력은 이러한 변형적 세계를 하나의 게임 시

스템처럼 인식하고 자신만의 능력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과 

21) “부조리한 미션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잔머리’나 ‘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긍정

되는 이유 또한 그러하다.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만이 아니라 보다 개인의 능력을 보

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포츠 스타의 신화처럼 공동체 내부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신뢰 또한 긍정되는 것이다. 재난적 상황에 대한 예비적 리얼리티는 공동체주의와 능력주의

의 모순적인 동거를 허락한다.” 박인성, ｢포스트 IMF 시대 경쟁 논리의 내면화 양상 연구 - 

IMF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권 2호, 

2019, 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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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별도의 인식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이

세계의 침투를 통해 변화하는 주인공의 자기 정체성이다. 따라서 세계관

의 설정에 있어서도 온전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게임적 리얼리티의 현실

화에 가깝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한국의 이세계물은 점점 하이 판타지의 도상

과 관습에서 이탈하여 가급적 실제 세계를 바탕에 두고 게임적 리얼리티

와 허구적 가상세계가 겹쳐지는 차원중첩의 양상을 띤다. 이세계물이 파

생 장르로 갱신되어가는 과정이 다양하게 양상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

본처럼 하이 판타지 세계로의 차원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세계에 대

한 판타지 세계의 침투, 혹은 적극적인 뒤섞음이 역설적으로 현실의 증상

을 구성하는 문제적 판타지임을 강조한다.22) 따라서 여러 하위장르로 갱

신되고 변화하는 한국적 이세계물의 핵심은 이세계가 아니라 실재 세계

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판타지를 실제화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나 혼

자만 레벨업�은 은연중에 우리 사회구조 내부에 ‘능력주의 유토피아’23)의 

판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일본 이세계물과 달

리 한국적 판타지에서 게임적 리얼리티는 곧 능력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24) 이러한 판타지 소설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자체

로 게임의 스테이터스처럼 언제든지 시각화 가능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22) “판타지는 현실을 이화하기 위한 유화제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

계의 억압과 증상까지 포괄해 보여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억압과 증상은 

‘다른 현실’에 대한 상상력만큼이나 이화되지 않기에 더욱 끈질기게 유지되는 실제 현실 속 

판타지를 보여준다.” 박인성, ｢환상을 가로지르는 여자들｣, 문학동네 102호, 2020, 144면. 

23) 마이클 영은 소개하는 능력주의 유토피아는 ‘진정한 능력주의’에 대한 판타지를 대변한다. 박

권일, ｢능력주의 해부를 위한 네 가지 질문｣, 박권일 외 9명,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

체벗, 2020, 161면. 

24)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게임이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통해 위계를 구성하고 차별을 정

당화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게임 문화보다도 한국에서의 능

력주의에 대한 선호는 플레이어들 사이의 능동적인 위계화와 서열화의 문제로 강조될 수 있

다. 송무석, ｢MMORPG 게이머 문화의 차별과 능력주의 연구 : World of warcraft의 레이드 콘

텐츠와 게임 분석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8. 



한국와 일본의 판타지 장르 비교를 통한 마스터플롯 연구

27

통해 위계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만 갈수록 지배적인 힘으로 실체화될 수 있으며, 적대적인 세력

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폭력적 수단이 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능력

이야말로 캐릭터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까지 격상된다. 

앞서 일본 이세계물에서 주인공의 능력은 하나의 공동체적 소속감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심점이 될 뿐이다. 능력 자체가 발휘되기 위해

서는 공동체 내부에서 믿음으로 얽힌 헌신적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공들의 능력은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최소한의 소속감을 제공

하는 공공선을 위해 활용될 때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이세계물에서 파생

한 한국의 판타지에서 주인공의 능력은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생존 지

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환기하고 정당

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식 이세계물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조건이다. 일본 판타지가 이세계

를 통해서 실제 세계를 재귀적으로 재구성했다면, 한국식 판타지는 실제 

세계의 영향력 속에서 여러 환상적 세계를 의미화하기 때문이다. 즉, 이

세계는 사실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화한 실재 현실의 은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현실에 침투해 들어온 이세계가 그저 일상을 벗어난 재난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세계는 현

실에 내재화되어 있는 일상적 재난을 시각화하거나 외부화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차원이동이 아니라, 이세계의 침입을 통한 차원중첩은 현실에 

총체적으로 재난화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예외적인 능력을 재발견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세계물이 하위장르로서 재난서사의 조건과 상황을 차

용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식 이세계물이 실제 세계의 소속감

으로부터의 이탈을 공식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요하다면, 한국의 이세계

물에서는 소속감보다는 상징적 질서의 상실, 공권력이 정지와 국가의 실

종 상태에 내던져진 개인들에 주목한다. 주인공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

신의 새로운 능력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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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세계물이 기존의 재난 서사에 대한 한국적 마스터플

롯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다양한 대중관객들이 선

호하는 한국적 마스터플롯 진행에 있어 중요한 이야기 패턴은 ① 국가의 

실종 ② 가족 공동체로 대변되는 자경단의 문제해결 시도 ③ 절충적이거

나 희생적인 결말로 요약된다.25) 반면에 한국 이세계물과 그 파생 장르에 

있어서 재난서사의 차용은 ②의 단계에서부터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 가

족이 중심이 되는 자경단이 아니라 소수의 동료 혹은 경쟁자의 개입을 제

외하면 거의 개인의 단독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경단이라는 잠정적인 공동체의 새로운 결속과 그에 따른 소속감이 아

니라 개인 능력의 차원에서 위기 상태를 타개하는 새로운 극복 방식을 이

야기 내부에서 제공해야 한다.

물론 여러 한국의 여러 재난 서사가 가족을 중요한 우선적인 공동체로 

환기하듯이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성진우에게 가족은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서도 자신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대상이자,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가족이 전경화되는 일반적인 재난 서사와 

달리 이 텍스트에서 가족은 주요 공동체가 아니다. 일반적인 재난 서사가 

무법적인 아나키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강한 결속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를 전경화하는 것과 달리, 이세계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외

부 공동체와의 약한 연결과 결속 상태 혹은 적대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

진다. 한국적 이세계물의 변형 가운데 가장 큰 특수성은 텍스트상의 설정

이나 주인공의 능력의 조건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로 능력이 발휘되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철저하게 외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식 이세계물의 주인공들이 사유의 전능함을 믿는 퇴행 속에

서 능력을 획득한다면, 한국식 이세계물의 주인공들은 자신만의 독자적 

25) 박인성, �한 ․ 미 ․ 일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 비교 연구�, 대중서사학회 제26권 2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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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능력을 도구 삼아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때 비

로소 성장한다. 따라서 이 세계는 판타지 세계과 중첩되어 있을 뿐 실제

로는 강력한 현실 논리에 묶여 있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자체보다도 그것이 공인되는 외부적 시각화다. 따라

서 차원의 중첩을 통해 기존의 공동체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을 어떠한 이질감 없이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큰 문제 

없이 유지하고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헌터라는 직업과 그들이 살

아남기 위해 공략하는 레이드 행위 역시 그들을 새롭게 위계화하고 유지

시켜주는 선명한 상징적 질서로 기능한다. 일본식 이세계물이 하이 판타

지 장르의 관습적 틀에 익숙하다면, 반대로 한국식 이세계물은 실제 세계

의 관습적 틀에 더 익숙하다. 주인공은 실제 세계에서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를 이세계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한다. 현실에서의 인정욕구처럼 

주인공의 능력 향상과 성장을 외부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줄 수 있는 외부

적 존재로써의 적이 필요하다. 이 작품이 게임적 리얼리티를 바탕에 두고 

끊임없이 플레이어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레이드’물을 표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같은 서브컬쳐 장르 내부의 ‘먼치킨’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한국식 이세

계물의 먼치킨 주인공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연한 능력주

의자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요

구되었던 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나면 이제는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

하는 서열화의 기준이 된다. 물론 이러한 ‘과잉 능력주의’26)가 주인공의 

언어와 행동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 성진우는 ‘레벨업’하며 ‘랭크’가 수식 상승하는 과정 중

에, 그림자 군주로 전직하면서 수많은 그림자 병사를 부리기에 이른다. 

26) 박권일, ｢[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과잉능력주의｣ “과잉능력주의는 능력자에 대한 우대를 넘

어서 무능력자·저능력자에 대한 멸시와 차별을 정당화한다.” 한겨례, 2016. 9. 7일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382.html#csidx06e4e7195af88e5859b5008a8c498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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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그림자 병사들 사이에도 수직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 심지어 적

으로 등장했던 캐릭터마저도 그림자 병사로서는 주인공에게 충성한다. 

이처럼 주인공의 성장과 능력을 각인시켜주는 것은 동료가 아니라 수직

적 위계와 충성이라는 개념이다. 

한편 과거부터 ‘이고깽’ 장르로 요약되는 이세계물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목받은 이세계물과 그 파생 장르는 단순히 능력의 

인플레이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주인공은 현실 세계의 인간적 갈

등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능력주의를 통해서 쟁취한다. 

일본 이세계물에서처럼 소속감의 회복이 아니라, 공적인 세계의 상징적 

질서를 구성하는 최종적인 위치까지 상승하려는 시도가 주인공의 모든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정당화한다. 이처럼 상징적 질서와 사회적 인식

이 중요한 이유는, 능력에 있어서는 성장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로부터 소외되는 존재론적 비극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하지만 내부적 소외를 외부적 위계로 극복하는 한국적 이세계물에서 

주인공의 만족을 모르는 상승지향은 먼치킨물에서의 ‘세계최강자’와 같은 

타이틀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 자체를 지배하는 과잉 능력주의를 인

격화한 것과 같다. 

2) 과잉 능력주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구조적 아이러니

한국식 이세계물의 주인공은 과도한 능력 상승으로 인해 인간의 한계

를 초월해 가는 존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성을 유지하

고 싶어한다. 과잉 능력주의라는 인격화, 혹은 절대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인격적 기준을 무화하기 때문이다. 이

는 과잉 능력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심급으로 다른 모든 인간을 차별

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신의 시선이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내적 만족

이라는 감정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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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적인 위치에 대한 모방 욕구 아래에 여전히 그들을 인간적 층위

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는 장애물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능력주의가 

타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나 혐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심리

적 지지대 말이다. 우선 외부적 장애물로써 등장하는 모든 적들이 있지만 

이러한 적들은 동시에 주인공의 능력을 상향시켜주는 경험치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장애물이 요구된다. 

바로 자기 내면과의 갈등이다. 무제한적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상승적 

욕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범주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성장을 인

간적 기준에서 살피고자 하는 이중적 시선이 공존한다. 따라서 주인공에

게는 자신의 이상적 능력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거추장스럽기만 한 평

범한 일반인들의 존재, 그중에서도 가족과 연인이라는 인물들이 요구되는 

셈이다. 물론 일본식 이세계물과 달리 일련의 한국 이세계물에서 동료들

의 존재는 단순히 소속감을 구성하고 획득하기 위한 존재들이 아니다. 오

히려 주인공의 무제한적인 상승을 제한하고 적당한 거리감으로 세계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붙잡아두는 인간적인 차원의 족쇄가 되는 셈이다. 

당연히 주인공은 그러한 자신의 족쇄조차 떼어내고 능력주의적 상승지

향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다

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한국적 이세계물에서 주인공이 진정한 의미로 대

결해야 하는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재난 상

태로 변해버린 세계에서 획득해야 하는 것은 종래의 위태로운 공동체와 

그에 대한 소속감이 아니다. 오히려 더이상 상승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

을 때 주인공을 찾아오게 될 무력함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비가역성

이다. 과잉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감

정은 어떠한 사람도 더이상 가치 없는 벌레들일 뿐이라는 이질성과 적대

감 뿐이다. 과잉 능력주의가 타자에 대한 혐오주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서 끝없는 성장과 성취의 판타지를 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능력주의 유

토피아의 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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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물은 이미 무한히 지속되는 미션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계

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능력주의 판타지와 대응되는 하위

장르다. 결국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유지하는 주인공은 절대자의 관점과 

기준을 필요로 하지만 결코 거기에 도달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선과의 싸

움을 벌인다. 따라서 주인공이 획득할 수 있는 신의 이미지는 그처럼 상

징적인 절대자에 대한 피상적 모방이 핵심이다. 그리고 피상성은 해결되

지 않는 적과의 아치 에너미를 유지되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레이드가 계

속되고 미션이 끝나지 않는 과정 중에 주인공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절대

적 위치에 오르는 결말을 유예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인공에 있어서 재난

화된 현실은 끝없는 자기계발을 수행하며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전

시 무대다. 

그러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능력이 이 

모든 재난화된 현실 안에서만 인정받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바로 한국식 

이세계물에서 활용되는 과잉 능력주의의 아이러니다. 서사의 전개는 ‘먼

치킨’ 주인공의 활약을 반복적으로 그리지만, 이러한 활약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기준 속에서 인정받는 보수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구조적 아이

러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의 재난화된 세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

단으로 능력주의의 함정을 벗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식 이세계물

에서 책빙의물이라는 파생장르를 통해 개성적인 성취를 이룬 작품 �전지

적 독자 시점�은 제목에서처럼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역설적 위치를 

개발하여 현실에 침투한 판타지를 통해 형성된 폐쇄적 구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설은 주인공 김독자에게 신에 비견되는 능력을 제공

하기는 하지만, 초월적인 신(작가)이 될 수 없는 ‘독자’로서의 제한적 위치

와 인식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결말에 이르러, �멸살법�이라는 소설의 가상적 

세계이자 동시에 유중혁이라는 한 인간의 무한히 반복되는 루프적 삶을 

써 내려간 작가의 존재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다만 그 작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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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는 자기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다른 인물들과 함께 

루프를 반복 중이었으며, 자신이 아니라 김독자만이 이 모든 루프를 끊어

내고 하나의 결말을 이끌어낼 사람이라는 사실만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

을 뿐이다. 실제로 여기서 김독자는 신에 비견되는 ‘가장 오래된 꿈’이라

는 존재를 스스로 감당하고 모든 사람을 다시 원래 세계롤 되돌리는 결말

을 선택한다. 이는 작가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된 소설을 독자의 관점에서 

다시-쓰는 과정이며, 다른 소설 속 인물들에게 인간적 삶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스스로 비인간적인 초월성을 떠안는 태도다. 앞서의 한국식 이세

계물의 논리대로 살펴본다면 과잉 능력주의 세계에서 끝없는 자기계발만

을 수행하는 인물이 그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계발과 상승

조차 무화되는 절대적 위치를 자임하는 것 뿐이었다.

이처럼 하나의 허구적 세계를 지켜보며 개입하여 그러한 세계에 영향

을 미치는 존재들을 ‘성좌’라 부른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 이야

기 바깥 층위의 담화를 다루는 메타-소설을 ‘성좌물’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야기 내부의 등장인물이 이야기 외부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

을 얻거나 동일시를 수행함으로써 다시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양상의 이

야기 방식이다. 물론 순문학 전통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이야기 형식이 

온전히 새로운 것은 아닐뿐더러, 그 정념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현

재 일본 서브컬쳐 문화에 큰 영향을 준 <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에서 

하루히의 존재가 실제로는 초월적인 신에 근접해 있음에도 자신이 그것

을 의식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일본 서브컬쳐의 세계인식은 자신에게 과

도한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야 한다.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

을 모르는 신만이 자신의 인접 세계에 대한 소속감을 유지하며, 비로소 

‘행복한 일상’이라는 허구를 재구성하고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안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그러한 일본식 자아=세계의 퇴행이나 망각과는 

구별되며, 과잉된 에고 중심의 세계에서도 벗어나는 결말을 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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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중혁은 김독자의 존재를 망각한 채로 모두가 기존의 자기 삶을 살

아가는 결말이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다시 김독자까지도 함께할 수 있

는 결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위해 구성된 세계를 포기한다. 다시 �전

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적은 소설을 수많은 평

행 세계 속 김독자를 향해서 적어 보내는 불확실한 연결에 미래의 가능성

을 거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이세계물이 보여주듯 최소한의 소속감의 회

복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편의적인 도식성이 아니라 미

정형의 새로운 공동체적 구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 소설에

서 열린 결말은 한국식 이세계물 자체에 대한 내재적 반성을 내포하며 암

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능력주의 결말을 선택하는 이세계물이 실상은 영

원한 상승의 루프에 갇힌 채로, 현실에 내재된 판타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아이러니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존자 지향의 서

사가 어느새 자신의 과잉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폐쇄적 결말을 

뒤트는 것이기도 하다. 

앞선 논의를 통해서 한국적 이세계물 혹은 그 파생 장르가 가지는 로

컬리티적 특징, 사회 공동체적 마스터플롯의 작동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이처럼 한국적 이세계물은 명백한 이세계로의 진입 이후에도 주

인공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상징계적 기능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다. 다만 그것은 여전히 반복적

인 모방인지, 혹은 전혀 다른 변형적 시도인지는 미묘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에서 요구되는 능력주의라는 세계인식을 그대

로 다시 허구 세계의 상징계 논리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주의의 

함정(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무화하는)에 빠지지 않은 채로 위험

을 감수하며 다시 약한 결속을 통해서 동료들과의 공동체 감수성을 회복

할 것인가. 한국식 이세계물은 여전히 위태로운 루프로 반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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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본고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포괄적인 판타지 장르의 이세계물 및 

그 파생 장르를 비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동시대적 현실과 로컬리티에 

따라 구성되는 이야기 논리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서 우선적

으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이세계물이라는 오늘날의 장르형식이 동시대 

현실의 문제 상황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문제

의식과 서사적 해결방식을 구체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장르문학이나 서브컬쳐가 그저 매니악한 독자들 사이의 유행이나, 웹소설 

생태계 및 시장의 논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강조해야 한

다. 오히려 더 넓은 의미에서 시대적 맥락과 공동체 구성원의 심리적 상

황 및 욕망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로컬리티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또한 

로컬리티에 따라서 이러한 서사적 시도, 장르적 형식, 이를 반영하는 포

괄적인 마스터플롯 역시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

본이 일견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지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웹소설을 포함하는 장르문학은 단순히 설정이나 세계관, 그리고 도상

적인 이해 정도로 정의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장르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의 대안적 수단들을 상당히 다르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이세계물은 의도적인 상상적 퇴행

을 통해서, 실제 세계와는 무관하더라도 더 강력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접한 유대관계로 세계 자체를 대체했다. 반면 한국의 이세계물은 

이세계를 대안 세계로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속의 판타지를 노골

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

서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이세계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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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문제에 깊숙이 반영하는 사람들의 판타지, 이데올로기를 활용했다. 

한국의 판타지 장르가 이세계물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그 파생 

장르를 선호하며,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독특한 개성이다. 오늘날의 과잉 능력주의를 서사의 구조적 논리로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타지는 문제해결

의 수단인 동시에 문제를 재생산하는 구조에 종속된 세계인식이기도 하

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까지 함께 시도하는 것

이 현재 한국적 이세계물과 파생장르의 다중적 양상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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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sterplot through Comparison of 

Fantasy Genre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Isekai and its derivative genres

Park, Inseong 

This paper compares and examines the fantasy genre that is currently 

popular in Korea and Japan, and examines its internal logic. Through this, 

it is revealed that subculture genre literature also includes a social 

masterplot, and in particular, among the fantasy genres, the form of Isekai 

objects and their derivative genres is an effective means of realizing 

problem consciousness and narrative solution method for contemporary 

reality. Focusing on locality, the fact that genre literature is not composed 

only of the fads among enthusiastic readers or the inner logic of the web 

novel ecosystem, but reflects the psychological situation and desire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a contemporary context and in a broad 

sense. I have looked at it. It also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narrative 

composition, genre format, and comprehensive masterplot reflecting this 

change according to locality.

Genre literature including web novels cannot be defined or classified 

as simply setting, worldview, and iconic understanding. Despite being a 

common genre in Korea and Japan, their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alternative means of problem solving are quite different. Through 

imaginary regression, Japanese things from different worlds replace the 

world itself with microscopic ties that can provide a stronger se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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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ing even though they are independent of the real world. On the 

other hand, Korea's Isekai objects are used as a tool to visualize and show 

fantasy in reality rather than using the other world as an alternative world. 

Therefore, the problem solving method does not bypass the other world, 

but utilizes the fantasy and ideology of people who deeply reflect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real world. It strongly reflects today's surplus 

meritocracy as the structural logic of the narrative. However, this 

structural fantasy is still subordinate to the structure that reproduces the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try other alternative means to overcome 

this, the fantasy genre of Korea is reborn as a variety of derivative genres, 

not the basic form of Isekai.

Key words: Fantasy, Isekai, Masterplos, Locality, Regression, Meritocracy

투 고  일 : 2021년 2월 15일 심 사  일 : 2021년 2월 20일-3월 2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1년 3월 23일


	한국와 일본의 판타지 장르 비교를 통한 마스터플롯 연구 －이세계물과 그 파생 장르를 중심으로
	요약
	1. 들어가며
	2. 일본 이세계물의 차원이동과 퇴행적 상상계
	3. 한국 이세계물의 차원중첩과 연속적 상징계
	4.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