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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게임에서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름, 고유 명칭만 들어가거나 신화의 이야기를 게임 

세계관에 참조만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비교적 최근 북유럽 신화 자체를 다룬 ‘갓 오브 워’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신화 그 자체를 다룬 게임은 적은 편이다. 그리스 신화, 켈트 신화, 조로아스터교 신화 등 여

러 신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유럽 신화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사하여 게임으로써 어떤 장르에, 어떤 방

향으로 스토리를 적용시켜야 할지 스토리텔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신화(Myth),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게임 장르(Gam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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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북유럽 신화에서 영감을 받고 참고한 게임들은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D&D로 알려진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는 물론이고, 판타지 

하면 떠오르는 종족인 엘프와 드워프는 모두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작가인 J.R.R 톨킨이 북유럽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의 배경도 탐리엘이라는 대륙

의 북부 지방인 스카이림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그 지방에 사는 종족의 

이름부터 노드(Nord)이며, 명예롭게 싸우다 죽는 자는 소븐가르드에 

간다는 신앙도 북유럽 신화의 발할라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고 고유 명칭, 이름과 큰 사건들을 

참고로 하지만 북유럽 신화 그 자체를 다룬 작품은 잘 찾아볼 수 

없었다. 기존에 다루던 그리스 신화 세계관에서 북유럽 신화 세계로 

넘어가 직접 북유럽 신화의 여러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갓 오브 

워, 그리고 썬더 로터스 게임즈에서 제작한 Jotun(요툰) 등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북유럽 신화의 신들이 그대로 등장하거나 설정을 그대로 

다른 게임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북유럽 신화는 라그나로크 같은 대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여러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중 몇몇은 게임으로 만들어도 

흥미로울 것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존 출시된 게임들과 비교하여 이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게임 속에 녹여낼 것인가를 다룬다.

II. The Main Subject

2.1 개요

북유럽 신화는 신화의 큰 흐름이 되는 사건들과 각 신들이 겪는 

작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1]. 흔히 게임에서 등장하는 북유럽 

신화는 세계수 위그드라실, 신들의 황혼 라그나로크, 그리고 오딘, 

토르 같은 각종 신들의 이름을 가져다 쓰거나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세계관을 작성하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북유럽 신화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문단을 세 개로 나누어 첫 번째에서는 기존에 북유럽 신화를 다룬 

게임을 소개하고, 두 번째에서는 북유럽 신화의 다른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끝으로 북유럽 신화의 다른 이야기들을 어떤 장르로 게임에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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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게임들

북유럽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오거나 고유 명칭을 사용한 게임이 

아닌 북유럽 신화 자체를 배경으로 다룬 게임을 알아보자.

1) God of War

플레이스테이션4 독점 게임 ‘갓 오브 워’는 기존 그리스 신화 

세계관에서 북유럽 신화 세계관으로 넘어갔으며 이에 따라 등장하는 

적들과 신, 배경 모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대로 등장하게 된다. 

Fig. 1. God of War

위그드라실을 통해 아홉 세계에 드나들 수 있으며, 작중에서도 

오딘, 토르, 티르 같은 신들이 언급되며 스토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독자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게임의 스토리 

또한 결국 북유럽 신화의 큰 흐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차기작의 

부제가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인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2) Jotun Valhalla Edition

썬더 로터스 사에서 만든 ‘Jotun’은 바이킹 여전사가 발할라에 

가기 위해 신들의 시련을 받아들여 여러 룬의 거인들에게 도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g. 2. Jotun Valhalla Edition

게임의 스토리의 플롯은 단순하지만, 게임 속 세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공허인 ‘긴눙가가프’, 세계의 뱀 ‘요르문간드’ 등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니플헤임, 

무스펠헤임, 요툰헤임 등 여러 세계가 주 무대로 등장한다.

2.3 북유럽 신화의 다른 이야기들

북유럽 신화에서 자주 차용되는 이야기 외에 핌불베르트, 이둔의 

사과, 에시르-바니르 전쟁이야기가 있다.

핌불베트르는 라그나로크 이전 세 번의 끝나지 않는 겨울을 의미하

며, 이 동안 해와 달이 늑대에게 삼켜지고, 인간계인 미드가르드는 

극심한 혼란에 가득찬다고 한다[2]. 이 핌불베트르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전쟁인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게 된다.

Fig. 3. Fimvulwinter

이둔의 사과는 그리스 신화의 암브로시아와 넥타르와 같은 신들의 

음식이며, 지속적으로 섭취할 시 늙지않고 죽지않는 불멸을 보장한다

[3]. 어느 날, 이둔이 거인 티아치에게 납치당하고, 이에 늙어죽을 

위기에 빠진 신들은 로키에게 이둔을 되찾아오라고 명한다.

Fig. 4. Apple of Idunn

에시르-바니르 전쟁은 북유럽 신화 하면 흔히 알려진 에시르, 아스 

신족과 또 다른 신들인 바니르, 반 신족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Fig. 5. Aesir-Vani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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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신족인 굴베이그에 의해 인간 세상이 황폐화 되어가자 아스 

신족이 이에 반발, 하지만 굴베이그와 반 신족이 프리그와 다른 신들을 

모욕하자 이에 오딘이 선전포고 하면서 일어난 전쟁이다. 결과적으로 

신들은 휴전하기로 하며 각자의 침을 모아 크바시르라는 반신을 

만들어냈고, 서로 볼모를 교환하여 바니르 신족은 뇨르드, 프레이, 

프레이야를, 에시르 신족은 회니르와 미미르를 보내게 된다.

2.4 게임에 스토리를 적용하기 위한 제안

1) 핌불베르트(Fimbulwinter)

핌불베트르는 세번의 혹독한 겨울이 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생명체가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장르의 게임의 스토리로 사용할 수 있다.

a. 서바이벌 게임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은, 자원이 한정적이

며 그 한정적인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에 대해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장르가 또 나뉘는데, 

프로스트펑크같은 경영형 생존 게임이 있는 반면 러스트 같은 어드벤

처 형 생존게임을 예로 들 수 있다.

b. 액션 어드벤처 게임

라그나로크의 정확한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전조인 

핌불베트르 또한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따라서 핌불베트르가 발생

하는 시기를 중세, 근대, 현대 어느 시기로 해도 무방한 것이며, 

이 때 신들이 아닌 인간들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유명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처럼 그려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Fig. 6. Hypothetical Storytelling of Fimbulwinter

2) 이둔의 사과(Golden Apples of Idunn)

이둔의 사과는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황금사과로도 불리며, 이 

사과를 관리하는 여신인 이둔이 이것으로 인해 거인 티아치에게 

납치당한 사건도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 황금사과의 희소성

과 이둔이 납치되었던 사건에 중점을 두면 다음과 같은 장르의 게임의 

스토리로 사용할 수 있다.

a. 플랫포머/메트로배니아

이둔이 납치당했던 것에 중점을 둘 경우 이를 구하러 가는 로키의 

여정에 주목하여 마계촌 같은 플랫포머 게임으로써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둔을 구한 이후에도 거인 티아치가 로키를 

추격해 오는 만큼, 공주를 구한 이후에도 돌아가는 것이 게임의 일부인 

마계촌을 모티브로 삼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메트로바니아 게임으로 

만들게 된다면, 주인공이 이둔의 황금사과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두고, 황금사과를 손에 넣는 것을 최종 목표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투나 사건들을 스토리로 사용할 수 있다.

3) 에시르-바니르 전쟁(Aesir-Vanir War)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며 엄연히 

신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인 만큼 스케일이 큰 액션 게임이나 ‘전쟁’인 

만큼 전략 게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a. 액션 게임

두 신 종족들 사이의 전쟁이니 전쟁 중에 벌어지는 갈등, 신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신족 사이에서 평화협정이 없는 설정의 스토리로 

아홉 세계가 전부 전쟁에 휘말리는 스토리로 설정할 수도 있다

b. 전략 게임

북유럽 신화에는 신족 뿐만 아니라 인간, 거인, 난쟁이, 요정 등 

다양한 종족이 등장하는데다가 룬, 마법들과 신들과 같은 영웅들로 

변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게임으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최근에 출시된 게임 중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에서 현실 역사와 

신화를 적절히 조합하여 매력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을 보며, 

굳이 신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신화의 세계관과 인물들을 사용하여도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이라는 북유럽신화 자체를 배경으로 한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트레일러에서는 

오딘, 토르, 로키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게임의 성공여부에 

따라 신화 기반 게임들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수도 있기에 

정식 출시 이후의 행보가 주목된다.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있는 캐릭터인 

만큼 게임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북유럽 신화 

특유의 잔혹하며 비장한 매력적인 세계관과 인물들로 게임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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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오히려 새롭게 세계관을 구성하여 스토리를 짜는 것 보다 좋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신화만을 다루었지만, 그리스 신화, 켈트 

신화, 슬라브 신화, 조로아스터교의 페르시아 신화 등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신화들이 존재하는 만큼 신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신화 자체에 기반하여 

스토리가 구성된 게임들이 차례차례 등장한다면 신화 뿐만 아니라 

그 신화에 연관된 문화나 국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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