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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이경혁

(게임 연구자·칼럼니스트)

제2차 세계대전 배경의 폭격기 운영 게임, ‘바머 크루’

공군이 등장하는 게임을 꼽으라면 대체로 빠르고 날렵한 

전투기들의 숨막히는 도그파이트를 다룬 게임들을 떠올

리겠지만, 그것이 하늘의 전장에 펼쳐지는 전부는 아닐 것

이다. 정작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위력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기종은 아무래도 ‘폭격

기’였다. 

현대 공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 발발했을 때까지만 해도 거대한 중폭격기들이 목표지

점에 말 그대로 폭탄을 뿌려버리는 ‘융단폭격’의 위엄은 지

금까지도 많은 다큐멘터리 등에서 전쟁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화면으로 등장할 정도로 인상 깊은 장면이다. 그

렇기에 공군을 다루는 게임 중에서도 폭격기의 의미를 되

새기는 게임 또한 적지 않은 편이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 발매된 폭격기 운용 시뮬레이션 게

임인 ‘바머 크루(Bomber Crew)’는 그 중에서도 독특한 

시점에서 폭격기 운용을 다뤄 내 꽤나 화제가 된 게임이

다. 바머 크루는 전략지도에서 폭격위치를 지정하거나 파

일럿의 시점에서 직접 비행기를 컨트롤하는 방식이 아닌, 

폭격기 내 승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용하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꽤나 독특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폭격기 승무원을 운용해 작전을 완료하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공군 소속으로 활약한 랭카스터 

중폭격기가 바머 크루의 주인공 기체다. 파일럿, 관제사, 

통신사, 폭격수, 기총사수,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총 7명

의 승무원을 플레이어는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용하며 주

어진 상황을 뚫고 목표 지점에 도착해 무사히 폭격을 마치

고 귀환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이 과정에서 폭격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

라 개별 승무원들을 컨트롤하게 된다. 실제 랭카스터 폭

격기와 동일하게 전방·후방·상방에 배치된 기총좌에는 그

때그때 적기의 출현에 맞추어 기총사수가 배치되어야 한

다. 탄약이 떨어지면 탄을 가져와야 하고, 적의 기총소사

로 기체에 고장이 나면 빠르게 수리해야 한다. 적기가 몰

Bomber Crew
 + Play the Fly +

.



47

려드는 복잡한 와중에 기총 교전을 지시하면서도 동시에 

목표한 폭격지점에 도달하면 폭격수를 호출해 포드를 열

고 정확한 투하지점에 폭탄을 떨궈야 하는 등, 바머 크루

의 승무원 운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 

펼쳐진다.

7명의 승무원 컨트롤을 통한 폭격기 운용은 실제 2차 대

전의 주요 현장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더욱 생동감을 더한

다.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폭격기 입장에서 플레

이할 수 있고, 실제 노르망디 상륙의 준비작전으로 시행된 

채리오트 작전 등에서 폭격기를 활용한 폭격과 호위 임무

를 수행해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고립된 

연합군 세력을 위해 식량 투하 작전을 펼쳤던 ‘오퍼레이션 

만나(Operation Manna)’도 게임 안의 시나리오로 구현

되어 있어 폭격 대신 식량 박스를 떨구는 작전도 플레이할 

수 있다.

바머 크루는 육중한 동체로 하늘을 가르며 몰려오는 적 전

투기들을 기총으로 제압하며, 때로는 아군 스핏파이어를 

호출하며 적진을 헤치고 나아가는 폭격기의 위용을, ‘승무

원 운용’이라는 독특한 시점에서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참

신한 게임이다. 여기저기 피탄으로 구멍이 숭숭 난 채 임무

를 완수하고 활주로에 착지하는 랭카스터를 볼 때마다 안

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제2차 세계대전 폭격기 내부로 플

레이어를 인도한다. 

‘바머 크루’는 제2차 세계대

전 영국 공군의 중폭격기 랭

카스터를 운용하는 게임이

지만, 폭격기 자체가 아닌 

승무원을 조작하는 독특한 

방식의 플레이를 선보인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 폭격을 

마치고 돌아오는 랭카스터는 

온통 기관총으로 벌집투성이

가 되곤 한다. 저고도 폭격의 

험난함을 온몸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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