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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History of the Game Based on the Historic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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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명 연예인과 인사들의 우리나라 위인에 대한 망언과 실언이 방송에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안 좋은 이슈를 일으켰다. 반면에,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집 편성한 일련의 방송으로 인해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높아지
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역사의 사실성이
다. 매체에는 ‘몰입’이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자 즉, 플레이어가 그 게임에 흥미만 갖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들이 플레이어의 흥미 유발과 관심을 끌기 위해 또는 게임과 캐릭터의 특징
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게 제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플레이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HQ team’사에서 
개발한 ‘천년의 신화’라는 게임을 선정해서 게임 속에 등장하는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무열왕’의 디자인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역사적인 사실과 게임 속 캐릭터의 디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게임, 역사, 역사 게임, 캐릭터, 캐릭터 디자인
Abstract  Recently, the historical displeasure of celebrities caused a problem that the people were scolded by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people’s historical consciousness is rising for a series of broadcasts organized 
by a famous entertainment program. We are now in the idea of our country people like this in history when 
history will not be left unsaid thing about realism. Inmates because there is a powerful force that is, that 
media is the ‘immersion’ players are interested more in the game, it is important to do it. Therefore, the 
history of games are made based on players to attract attention and interest or historical fact and to make a 
feature of the game and character.Does not occur to production. So correct history can have a sense of history 
the players are in fact this study, based on the development called an ‘the mythology of the millennium’ in 
‘hq team’, manufactured. Choose the game. Scenario is based on thorough historical facts of the game ‘the 
mythology of the millennium’ authority order to conduct verification of the historians made it. These production 
process to appear in the game ‘King Gwanggaeto,’, ‘Geunchogo of Baekje’ and ‘muyeorwang’ design and 
comparative analysis to the historic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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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dward Hallet Carr는 역사를 “과거와현재의끊임없

는대화”라고정의를내리면서, 현재를삶에있어서과거

즉, 역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1]. 하지만 최근에 유명

연예인과인사들의우리나라위인에대한망언과실언이

방송에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안 좋은 이

슈를 일으켰다. 반면에,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

에서 ‘하얼빈 특집’으로 안중근 의사의 위업을 보여주었

고, ‘무한도전’프로그램에서는 ‘LA 특집’으로 도산 안창

호선생의일대기를보여줌으로써국민들에게좋은반응

을 얻었다. ‘1박2일’의 경우 전 주의 시청률보다 1.5%가

오른 16.1%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2], ‘무한도전’은 전

주의시청률보다 0.9%가오른 13.9%의시청률을보여주

었다[3]. 이러한 일련의 이슈들로 인해 국민들의 역사의

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생각이깊어졌을때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점은

바로 역사의 사실성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역사와 관

련된방송을제작하여국민들에게보여준다할지라도그

정보가사실이아닌왜곡된또는잘못된역사라면큰파

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4].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매체에 따른

수용자의몰입도이다[5]. 방송이라는매체는어느가정에

나존재하며국민들에게수많은정보를제공해주는친숙

한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느 때처럼 방송으로 나온 정보들은 쉽게 사실이라 믿

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몰입’은 상호작용성의구현수준이높은매체이용경험

이더많은몰입감을준다고한다[6]. 따라서기존매체보

다 더 많은 몰입감을 느끼게 하며 좀 더 높은 수준의 상

호작용을 구현하는 게임의 이용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수준의 빠져듦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는 물리적

으로어떤행위를하지않고눈과귀와이성으로자극을

수용하는 기존 매체와 달리 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해 나의 의사에 따라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에다른매체를이용할때보다적극적으로콘텐츠를받

아들이기 때문이다[7].

매체에는 ‘몰입’이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자즉, 플레이어가그게임에흥미만갖게하는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들

이플레이어의흥미유발과관심을끌기위해또는게임

과캐릭터의특징을만들기위해역사적사실과맞지않

게 제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본연구자는플레이어들이올바른역사의식을

가질수있도록역사사실을바탕으로제작된 ‘HQ team’

사에서 개발한 ‘천년의 신화’라는 게임을 선정했다. 게임

‘천년의 신화’의 시나리오는 철저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

으로 삼기 위해 권위있는 사학자들의 검증을 받아서 만

들었다. 이러한제작과정을거친게임속에등장하는 ‘광

개토대왕’, ‘근초고왕’, ‘무열왕’의 디자인과 역사적 사실

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논문의 2장에서는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무열왕’

의 국가인고구려, 백제, 신라의역사적특징을분석해서

파악하도록하고, 3장에서그특징들과게임캐릭터의디

자인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 4장 결론으로 논문을마치

고자 한다.

2. 본론
2.1 삼국의 왕의 특징 이해
게임 ‘천년의 신화’에 나오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374∼412), 백제의근초고왕(?∼375), 신라의무열왕(604

∼661)은 각 나라의 전성기 시절의 왕으로서 그들은 국

가의 ‘힘’의 아이콘이라볼수있다. 세국가의왕들이즉

위기간에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성했기에 왕들의 이미지

도 ‘강하다’는이미지가공통적으로뚜렷하게나타나지만

각국의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 각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삼국사기 - 고구려본기광개토대왕즉위년조’에 의하

면 광개토대왕은 ‘어려서부터 체격이 크고 뜻이 고상하

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8]. 선천적으로 광개토

대왕은 우리 민족 최고의 정복왕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고대 국가의

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 앞장서서 싸워야

했기에군사적능력이탁월해야했는데광개토대왕은전

쟁시에항상선두에서서전투를지휘해수많은전쟁에

서승리를거두었다. 뿐만아니라 ‘광개토대왕’은 중국의

연호가 아닌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을 사용함으로써 국

제적으로도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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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의 위풍당당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9].

고구려의광개토대왕이나신라의진흥왕에비견될정

도의 업적을 세운 백제의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 시

대를가져옴으로써백제사의시대구분에있어서환획을

그었다[10]. 근초고왕이왕위를계승할시기에백제내부

의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재위 기간 초기의

내부적 문제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활발한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외팽창 정책을 태자

인근구수와함께펼침으로써군사권을장악하고왕권의

강화를 가질 수 있었다. 근초고왕의 대외 정책은 일본을

무대로 특히 활발했으며, 적극적인 해상진출과 함께 고

구려를 공격함으로써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 정복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무열왕은 앞의 두 왕의 업적처럼

자국의 힘만으로 다른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

국당나라의도움을받음으로써신라의삼국통일의기틀

을 마련했다. 이러한 무열왕의 정치·외교적인 모습은 왕

위즉위 전부터 보여주었다. 무열왕의 즉위 전 시기의 신

라에서는 ‘성골’이라는 신분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

나무열왕김춘추는 ‘성골’이 아니었기에왕위에오를수

없었다. 하지만그당시에성골신분의남성이없었기때

문에김춘추에게기회가찾아왔다. 김춘추는선덕여왕의

왕권을 뒷받침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고

김유신의 여동생과 혼인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나갔다.

김춘추가중국당으로건너가당태종과비밀협약을성

사시키는업을이루게되자신라내의정치적지위가더

욱 확고해지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11].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ngs1)

Categories
Great King
Gwanggaeto

Geunchogo of
Baekje

Muyeol of Sila

Image
Strategic,
Independent

Aggressive,
Conquest

Political, Diplomatic

Achievement
The most
largest
territory

Active
external
activities

Alliance with Tang,
The collapse of the

Baekje

2.2 삼국의 무기 및 갑옷의 특징 이해
전쟁은 그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

는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 지역의 민족을 형성하는 중요

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삼국시대의 조상들은 전쟁을 통

1) 삼국 시대 각국의 왕의 특징들

해서 활발한 문물과 문화의 교류와 동시에 전쟁의 결과

로인한영역의변화로인해삼국민간의융합도이루어

지면서 삼국은 점차 비슷한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12].

전쟁을 통하여 나라와 나라간의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무기와 갑옷이다.

적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무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

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무기와 갑

옷은 비슷한 재료와 형태를 하고 있지만 연구하고자 하

는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무열왕’의 즉위 시기가다르

기때문에세왕의시대에따라무기와갑옷의형태를알

아보고자 한다.

2.2.1 무기
고대 선조들의 개인병기는 크게장병기, 단병기, 방어

구, 투사병기로구분할수있다. 그중에서인간의근력을

직접 이용한 근거리 무기는 길이에 따라 장병기와 단병

기로 나뉘며 단병기 내에서 몽둥이나 도끼처럼 직접 타

격을 가하는 무기는 타병기로 분류한다. 이러한 무기의

형태와 사용 방법들을 알기 위해 문헌을 찾아보는 경우

가 대부분이지만 벽화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57년에조영된안악3호분벽화를살펴보면행군하고

있는 보병과 기마병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병과

기마병들은 각자 장병기 또는 단병기를 들고 있는데, 장

병기는크게세가지의형태를보여주고있다. 하나는보

편적으로알고있는일반모양인모(矛), 또 하나는창두

옆에 구부러진 가지가 나와 있는 무기인 극(戟), 마지막

으로 창두가 Y자 형태의 자루가 긴 무기인 삭(矟)이다

[13]. 단병기의경우환두대도와타병기로분류되는도끼

를벽화에서볼수있다. 둘다날이크기때문에어깨에

들러 메고 행진하기도 하지만 환두대도 같은 경우 허리

에차고다니기도한다. 벽화가그려진시기에즉위했던

광개토대왕은 전투지향적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장병기를 사용하여 전투에 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백제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와 같은 군사관련 고고

학자료가빈약하기때문에유물의출토수로그시기의

모습을 추측했다. 근초고왕이 즉위했던 시기로 추정이

되는유물의출토수를봤을때환두도가거의소멸하고

목병도가 출현하게 된다. 또 철촉의 출토 수가 증가하였

으며, 철모의수는급격히감소했다. 이를통해환두도와

모(矛)보다는 목병도와 투병기인 궁(弓)을 많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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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14].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기록을 보아 훌륭한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고구려에 대항하고 일본과 같은 해외 국에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 해상 전투가 용이한 도(刀)와 궁

(弓)을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무열왕 즉위 시기 전인 6세기 이전 신라의 무기 체계

를고고학적자료를통해살펴보면도(刀), 모(矛), 궁(弓)

이 주요무기로사용되었으나, 무열왕의즉위시기인 7세

기에는 무기 개발 기술이 증진되면서 무기의 다양화를

이루었다[15]. 장병기의 경우, 과(戈), 극(戟), 삭(槊), 창

(槍), 장창(長槍) 등과같은다양한장병기를사용했으며,

단병기의 경우에는 도(刀)와 검(劒), 부(斧) 등이 있는데

검(劒)은 주로장군들이사용했다. 무열왕의이미지는전

투적이기 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

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병기 보다는 단병

기인 검(劒)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2.2.2 갑옷
문명과시대의변천에따라갑주는뼈, 청동, 철, 가죽,

직물, 종이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다[16]. 갑주는 갑

편의 크기와 제작방법에 따라 찰갑과 판갑으로 나뉜다.

찰갑은 쇠붙이를 납작하게 두들겨 만든 작은 철편을 가

죽 끈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 방호력이 뛰어났으며, 판갑

은찰갑에비해비교적큰철판으로만들어진갑옷을말

한다.

삼국 모두 엄격하게 신분제를 만들면서 병종(兵種)과

계급에 따라 복식을 구분하였다. 고구려에서는 계급이

높은군사는바지와저고리위에전신갑옷이나부분갑옷

을착용하였으며, 기마병은몸통부분에유동성이있도록

작은 철편을 비늘모양으로 부착한 찰갑을 입었고, 하체

에는 바지에 작은 철편을 부착한 갑옷을 착용하여 갑옷

의형태는유고제(襦袴制)다[17]. 광개토대왕은전투마다

선봉에 섰기 때문에 기마병으로 참전했을 것이다. 그러

므로 위에 언급한 형태의 갑옷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농

후하다. 반면 신라와 가야 등 남부지역에서는 유물을 통

하여 봤을 때 보병전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몸통부분에

는철판으로만든판갑과하체에는치마형태로된갑옷

을 착용한 유상제(襦裳制)였다.

백제갑주에는중국과고구려뿐만아니라대외적활동

으로인해왜의기술적요소까지가미되어있어백제갑

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다[18]. 그러나

백제의 고유한 철제갑주가 4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백

제갑주의 고유의 형태는 찰갑이다. 백제에서는 판갑의

실체가 한 번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근초고왕의

대대적인 영토 전쟁의 영향으로 이 시기에 백제의 고유

한철제갑주의형태가자리를잡았다고볼수있다. 5세

기 이후 남부지역에서도 찰갑이 출토가 되는데 이는 고

구려로부터 기마술을 도입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더불

어무열왕시기에는갑주가더욱더발전하게되는데신

라의 금관무덤에서 나온 찰갑의 경우 동으로 만든 것과

철로만들고동을씌운것이있는데철로만든것과달리

그빛이금보다더욱화려해[19] 무열왕이착용했을가능

성이 높다.

투구는 한반도 전역이 종장판주의 전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고구려의 경우 소찰주의 출토 수가 많은 것

으로 보아 제작기술의 원형은 고구려로 보이며 각 나라

마다 자체적으로 발전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20].

말은인간이결코낼수없는돌진력을가진동물이다.

장병기를든사람이말을타고돌격을한다면엄청난살

상력과 파괴력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말을 보호하

기위해옛선조들은말에게철갑옷을입혔다. 이러한개

마를고구려는중국이나북방지역보다약 2세기정도앞

섰다. 개마의존재는백제의중국진출에크게도움이되

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백제의 중국 진출은 근초

고왕보다 1세기 전에 즉위한 고이왕 때 이루어졌다. 즉,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무열왕의말은전장에서철갑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사례분석 및 비교분석
3.1 사례분석 개요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 캐릭터의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론에서 언급한 ‘천년의 신화’게임을 사

례로들어분석하고자한다. ‘천년의신화’의스토리에나

오는 각 나라의 전성기 시대의 왕인 ‘광개토대왕’, ‘근초

고왕’, ‘무열왕’을 집중적으로분석하려한다. 게임 ‘천년의

신화’는 2000년도초반의 RTS 장르이기때문에 게임해

상도가 뛰어나지 않아 캐릭터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

다. 그렇기때문에스토리모드나다른기타모드에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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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러스트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캐릭터분석의 분류는 무기, 의상, 개마, 투구로나누

었다.

3.2 사례분석

<Table 2> Great King Gwanggato of Gogureyo2)
Game Name The Mythology of a Thousand years

Image

Categories

Weapon Armor
Big Sword Cataphract
Horse Armor Helmet
Used An official hat

황동빛 개마를 착용한 말에 타고 있는 광개토대왕은

자신의몸의크기와비슷한대검을들고있는형태로디

자인 되었다. 흰색 갑주를 입고 있으며 머리띠가 바람에

휘날리는것을보아투구보다는일러스트와동일하게관

모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Geunchogo of Baekje3)
Game Name The Mythology of a Thousand years

Image

Categories

Weapon Armor
Seven-Branched Sword Cataphract

Horse Armor Helmet
Used An official hat

금장식이가미가된개마를착용한말에탄상태로디

자인 된 근초고왕은 커다란 칠지도를 들고 있다. 광개토

대왕과 동일하게 흰색 갑주를 착용하고 있으며 투구가

아닌관모를착용하고있으며양옆에금화로장식한구

조와 양식을 갖고 있다.

2)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특징 분석
3) 백제 근초고왕의 특징 분석

<Table 4> Muyeol of Sila4)
Game Name The Mythology of a Thousand years

Image

Categories

Weapon Armor
Big Sword Cataphract
Horse Armor Helmet
Used Golden Crown

무열왕은근초고왕과동일하게금장식이추가된개마

를착용한말에올라타있는형태로디자인되었다. 광개

토대왕처럼 대검을 들고 있는데 이 검의 특징은 월아산

처럼검끝부분이부채꼴모양을하고있다는점이다. 무

열왕또한마찬가지로흰색갑주를입고있으며두왕과

다른 점은 금관과 망토를 착용한 것이다.

3.3 역사적 사실과의 비교분석
분류별로 세 왕의 디자인과 역사적 사실과 비교분석

을해보면, 무기의경우세왕이모두검을들고있다. 안

악 3호분벽화를봤을때고구려의기마병은대부분장병

기를 소지하고 있다. 만약에 장병기와 단병기 모두 소지

했을경우에는허리에찬형태가될것이다. 그리고고구

려의대표적인단병기는환두대도인데게임에디자인된

광개토대왕의검은서양의양날검형태로디자인되어있

다. 근초고왕의 경우 칠지도를 들고 있는데 칠지도는 근

초고왕때왜왕에게하사했다고전해지는백제를상징하

는 검으로써 실전용 보다는 장식용, 제사용으로 보인다.

게임이기때문에나라의왕을상징하기위해서디자인이

되었지만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아직 칠지도는

다양한 학설로 분분한 유물이며 근초고왕 시기에 가장

많이 출토된 목병도와 비교해봤을 때 목병도는 날이 하

나인반면에칠지도는양날의검이기때문에더욱더실

전용으로 보기 힘들다. 무열왕은 검의 끝부분이 부채꼴

모양을 한 대검을 들고 있는데 칠지도와 마찬가지로 장

식용이나 제사용으로 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

갑옷을 살펴보면 세 왕 모두 흰색의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문헌을 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찰갑의 진화의 시기

4) 신라 무열왕의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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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백제 성왕의 즉위 이후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대왕과 근초고왕의 갑주색은 검정 계열로 무열왕

의갑주색은금색계열로디자인되는것이옳다고본다.

여기서 연결되는 점이 바로 개마의 색이다. 광개토대왕

의 개마의 색은 황동색, 근초고왕과 무열왕은 금장식이

가미된 개마의 색인데 광개토대왕과 근초고왕은 갑주색

과 동일하게 검정 계열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투구의 경우 세 왕 모두 관모를 착용하고 있다. 게

임 내에서 왕이라는 직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례나 제

사 지낼 때 착용하는 관모를 캐릭터들에게 씌운 것이다.

그러나이는캐릭터가처한상황과안맞는설정이다. 전

쟁시에머리를보호하는방어구인투구로디자인을하더

라도착용자의지위를나타낼수있게장식을하면상징

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고위 개

마무사의경우에는종장판주투구의관대에독특한날개

모양의 장식품을 달았으며, 백제는 소찰주 투구위에 절

풍 모양을 달았다[21].

<Table 5> Comparison with the Historical facts5)

5) 각 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게임 ‘천년의 신화’의 캐릭터 디자
인 비교

Categories Design History

Goguryeo

Weapon Big Sword

Spear

Armor White

Black

Horse Armor Brass Yellow

Black

Helmet An official hat

Sochalju

Baekje

Weapon
Seven-Branched

Sword

Mokppyeongdo or
Arrow

Armor White

Black

Horse Armor Golden

Black

Helmet An official hat

Jongjangpanju

Silla

Weapon Big Sword

Sword

Armor White

Brass Yellow

Horse Armor Golden

Brass Yellow

Helmet Golden Crown

Jongjangpa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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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플레이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

사사실을바탕으로제작된 ‘HQ team’사에서개발한 ‘천

년의신화’라는게임을선정하여게임속에등장하는 ‘광

개토대왕’, ‘근초고왕’, ‘무열왕’의 디자인과 역사적 사실

을 비교 분석했다. 디자인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기 위

한 분류로는 무기, 갑옷, 개마, 투구로 나누었다.

무기의 경우 세 왕 모두 대검을 든 형태로 디자인 되

어있다. 하지만 벽화와 문헌의 고증을 살펴봤을 때 광개

토대왕은장병기를사용했을가능성이높으며, 근초고왕

은유물의출토의수를봤을때단병기인목병도와투병

기인 궁(弓)을 사용했을 거라 추측이 되며, 무열왕의 경

우정치적·외교적성향이높은왕이기때문에전장에참

여를 했을 경우 자신의 몸을 보호할 단병기만 소지했을

거라 추정된다.

갑옷의경우세왕모두흰색의갑옷으로표현되었다.

그러나 갑옷의 발전 시기를 봤을 때 무열왕은 황동빛을

띠는 갑옷을 착용했을 거라 추측이 되며 광개토대왕과

근초고왕은검정계열의찰갑을착용했을가능성이농후

하다. 개마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같은 재료로 제작되

기 때문에 갑옷과 같은 색상으로 디자인 되어야한다. 그

렇기때문에황동빛을띠는광개토대왕의개마디자인은

무열왕에게 적합하다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구를 살펴보면 세 왕 모두 관모를 착용

하고 있다. 캐릭터들이 놓여진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아

이템을착용했다고볼수있다. 더군다나백제의관모디

자인의경우관모의금화장식은무령왕릉에서출토된유

물의형태이기때문에근초고왕이착용했다고보기어렵

다.

본 연구는 2000년도 초반에 출시된 게임을 선정했기

때문에해상도가좋지않아장신구, 신발등많은부분을

분석하지못했지만앞으로제작될삼국의전성기시대를

바탕으로한역사게임제작에큰도움을줄것이라생각

한다. 추후에 고퀄리티의 그래픽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탕으로제작한게임이출시됐을때더많은고증, 다양

한 관점의 역사의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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