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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고대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키비주얼제작 연구

한명희*, 강태완**, 김치용***

    요 약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실

질적인 문제점이 키비주얼에 대한 인식 및 키비주얼제작이 이루어지 안는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고대 판타지를 소재로 한 독창적인 원형소재를 시각화함에 있어, 실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자인 프로

세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각화를 통한 키비주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소재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고구려 고대 신화와 설

화를 대상으로 판타지 요소를 시각화하기 위한 문헌과 고증자료들을 바탕으로 원형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프로세스를 제작과 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A Study on Producing Key Visuals

Which are Motivated by the Ancient Myth of Goguryeo

Myung Hee Han*, Tae wan Kang**, Kim Cheeyong***

    Abstract
The paper starts off with a notion that the most realistic problem in restoring cultural contents'

archetype and developing contents industry based on it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production

about key visual. Thus, with the premise that, in visualizing ancient fantasy as an original archetype

subject material, one has to take into account design process for an actual content production, the

paper aims for the suggestion of the necessity of key visual through visualization. For this, the

paper made an artwork of archetype image based on literature and historical data with which to

visualize fantasy elements of Goguryeo's ancient myth and tales that have high utilization value as

various subject matters, such as animation and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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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상제작에서 콘셉트를 극대화하여 표현함으

로서 그 영상의 의미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핵심

장면 또는 이미지를 키비주얼로 볼 수 있으며,

CF, 영화, 애니메이션, 포스터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캐리비안의 해적 2> ‘망자의

함’ 편에서는 무엇보다도 ‘데비존스’와 ‘플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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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맨호’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키비주얼

이 중요하다. 이 영화에서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에서 키비주얼을 설정하고 실제 영화에 이미지

가 반영되어 영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성공적인

키샷을 만들었다. 키비주얼은 메시지를 커뮤니케

이션하기 위한 시각적 기호로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로고 타입, 심볼 마크 등으로 구성되며, 레

이아웃과 칼라,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이

들 구성요소들을 표현 한다.

키비주얼의 출발은 콘셉트를 설정하는 과정에

서 시작된다. 성공적 키비주얼을 만들기 위한 콘

셉트는 우리문화의 원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문화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

해야한다. 시각화된 원형의 이미지를 성공적 키

비주얼로 설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원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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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장

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고구려 원형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제작을 위

한 키비주얼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고구려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설화와 관련된 문헌 및

고증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여러 문헌에 등장한 시각적, 언어적 조사를 토

대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키비주얼을 제

작하였다. 나아가 이들 중심이미지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듈화를 통해 키이미지들의

매뉴얼을 제작해 보았다.

2. 관련 연구

2.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사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원형’ 디지털 콘

텐츠화(창작 소재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창작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

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공모를 통한 소

재 발굴에서부터 결과물(창작 소재)을 서비스하

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거쳐 개발된 ‘문화원형’ 콘텐츠

는 현재까지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

자인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국

내 문화콘텐츠의 창작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문

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원형’ 사업에 2002년부터

약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해 2007년까지

170개의 ‘문화원형’을 콘텐츠화 했으며 2008년도

에도 6∼7개 ‘문화원형’을 선정하였다.

2.2 문화원형 활용사례 <왕의 남자>

대표적 사례를 꼽자면 무엇보다 1,000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영화 <왕의 남자>를

꼽을 수 있다. <왕의 남자>의 경우 ‘문화원형’

콘텐츠로 개발된 경복궁을 활용해 영화 후반작

업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경복궁의 모습을 가

상공간에 구현한 (그림 1), (그림 2)는 ‘디지털한

양’과 ‘조선 후기 궁궐의례와 공간’을 다양한 컴

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카메라 각도를 잡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만드는데

활용하였다. 그러나 경복궁 자체가 현존하고 있

고 이는 단지 ‘문화원형’ 소재로 제작에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문화원형’의 복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영화 전반에 걸친 중심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포스트프로

덕션 과정에서 리소스 개념으로 활용되었을 뿐

이기에 '키비주얼‘ 제작활용의 사례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림 1)

<왕의남자>의 경복궁

복원이미지

(그림 2) 3D로 복원한

경회루

2.3 문화원형 활용사례 <주몽>

드라마 <주몽>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한 고대국가의 건국설화이야기“고구려 건국

설화의 한국적 문화원형 창작 소재”를 활용하였

다[4]. 전체적인 스토리는 고구려의 건국설화를

따르고 있으며, 건축 양식이나 의상 등은 중국과

한국의 양식을 혼합하였으나, 의상이 지나치게

중국풍이라는 논란[5]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림 3) 고구려 기마무사와 병사 의상 재현

<주몽>에서의 의복과 무사에 대한 시각화는

시각적 원형을 토대로 추출이 가능했지만, 실제

작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에서 ‘문화원형’을 충실하게 재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극은 작품의 극적 효과를 위해 어느 정도

사실을 왜곡하여 작품의 진행하게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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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왜곡’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

왜곡의 문제점은 시청자들이 이를 단순한 왜곡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로 믿게 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된 ‘문화원

형’ 사업은 사람들에게 자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7].

3. 문화원형 콘텐츠에서 키비주얼

제작의 필요성

시각콘텐츠의 최종 결과물은 시각화과정을 거

쳐야 하지만 시각화과정에서 ‘문화원형’을 소재

로 개발,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문제의 해

결을 위한 프로세싱화와 모듈화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3.1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에서

의 키비쥬얼

정부의 지원과 관련 콘텐츠업체들 또한 커다

란 사업적 동기부여를 얻고 있는 ‘문화원형’ 관

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

절한 전략 프로그램 또는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

다는 지적이다[8].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순수재료나 순수자

료를 ‘원천소스’ 또는 ‘원천자료’로 명명하고 있

으며. 원천자료란 상품으로 가공, 변형되기 이전

상태의 자료를 말한다[9]. 문화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문화원형’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만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만약 그런 것 이라면 문화산업계나 문화콘텐

츠 사업에서 ‘문화원형’ 콘텐츠 사업은 엉뚱한데

열정을 쏟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9]

따라서 기존의 인문학적 성공사례의 과시보다

콘텐츠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각적인 틀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안은 국가가 주도

적으로 정책을 개발[10]하고 이를 콘텐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 중에 하나

가 문화원형에서의 키비주얼을 매뉴얼화 시키는

일이다.

최근의 아이디에이션 과정은 매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주얼 찾기가 중심이다. 이 경우의 비주얼

요소를 ‘키비주얼’이라 칭한다.[11] 키비주얼 제

작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콘셉트가 중요한 이

유는,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메시지의 집

약체인 동시에 다음에 이어질 키비주얼 도출작

업, 더 넓게는 언어적 요소와 비주얼적 요소를

사용한 아이디에이션 작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

이다[11].

3.2 모듈화

모듈은 조립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 높은

상태로 부품화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12].

개발한 콘텐츠들은 직접적으로 게임이나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동일한 캐릭터라 하더라도 어떤 장르의 콘텐

츠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캐릭터는 달라진다.

(그림 4)

‘주몽’

일러스트

(그림 5)

‘주몽’

애니메이션

(그림 6)

‘주몽’

모바일

원형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것은 추후 활용될

콘텐츠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매체변환비용(Shift Cost)이 추가로 발생된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천소스 개발단계

에서부터, 최종 콘텐츠로 기획하고 있는 장르에

적합하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13].

4. 문화원형 콘텐츠의 키비주얼 제작

4.1 제작개요

지금까지 언급한 문하원형 복원에 기반을 두

고 키비주얼에 대한 설정디자인과 제작을 통해

원형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의 제작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작품은 고구려 신화를 기본소재

로 하되, 동양문화의 특색을 살린 판타지적인 요

소를 배치함으로써 한국적 색채를 지닌 동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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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아울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세싱화와 모듈화에 대한 사례

로 제시하여 키비주얼 설정상의 문제점과 어려

움을 인식하고 그 개선점을 찾는 것에 제작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키비주얼은 콘셉트를 구체화 시키는 작업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콘셉트설정을 위한 고구려신화의

판타지 시각화 기획

우선 원형서사로는 삼국사기의 호동왕자와 낙

랑공주의 설화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이야기를

<표 1>의 개발 체제를 중심으로 꼼꼼히 분석하

여 각각의 특징들을 추려낸 뒤 동일하거나 유사

한 기능을 갖춘 콘셉트들을 통합하여 정리하였

다. 이를 다시 조합하여 시각적 콘셉트를 제시하

는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개념정립 분류 재구성

고구려신화의 
의미해석

서사분류 및 해설 판타지 재구성

고구려신화의 서사
활용성을 고려한 

반영계획
산업적 활용도 제고

상상력을 결합한 
이야기추출

아이템 분류 및 
분석

유기적 구조 확립

<표 1> 원형콘텐츠 개발 제작 세부체계

4.2 원형의 시각화 과정

콘셉트디자이너는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여, 시

각적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미장센에 대한 일

차적인 책임을 지고 아트워크를 하는 모든 사람

들을 이끌어가며 조율하여야한다. 다음은 시각화

를 위한 과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시각화 대상 : 콘텐츠 명, 항목분류 (추후

의사소통을 위하여)

② 개요 : 자료조사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설

명과 원형(원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다.

③ 콘셉트 : 작가의 의도와 제작방법 등 콘텐

츠의 추상적 형상, 콘셉트디자이

너의 주관적인 느낌

④ 구성 및 세부요소 : 콘텐츠의 구도 및 세부

적인 요소의 상세설명

⑤ 참조이미지 : 시각화하기 위하여 참조해야

할 이미지 수집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로 영역을 구분하여, 그

래픽 작업을 해야 할 모든 콘텐츠들을 상세기획

을 한다. 참조이미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여 이미지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1) 시각화된 원형자료가 있는 경우 (1유형)

2) 시각화된 원형자료가 없는 경우

   (1) 풍부한 텍스트 자료로 참조이미지를 찾는 경우 

       (2유형)

   (2) 서사적 맥락을 유추하여 유사이미지를 찾는 경우     
       (3유형)

<표 2> 고구려 판타지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

개발의 유형분류

4.2.1 시각화된 원형자료가 있는 경우

시각화된 원형자료가 있는 경우, 고구려 고분

벽화(강서대묘)에서 시각화된 원형자료를 쉽게 찾

을 수 있었다. 캐릭터와 배경, 소품 등을 선별하

여 필요한 부분을 조합하는 식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8) 청룡도 (그림 9) 청룡도

민화(윤인수 화백)

(그림 8)의 사신원형의 청룡은 뿔이 두 개 달

렸고, 두 눈은 튕겨나갈 듯 하고 길게 내뿜은 혀

와, 몸통 부분에서 절정을 이룬 S자 곡선은 꼬

리 부분에 이르러 부드럽고 긴 여운을 남긴다.

청룡(靑龍)은 푸른 용으로 상징되는 사신으로

하늘의 다섯 개 구문인 오관(五官)중 동관(東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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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태세신(太歲神:목성)으로

도 통한다. (그림 9)은 민화 전문가 윤인수 화백

이 복원한 민화이다. (그림 8)의 원형 청룡도 보

다 청룡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된 이미지를 참조

하여 제작해본 결과, (그림 10)의 최종 결과물을

실험적으로 제작 할 수 있었다.

(그림 10) 2D 청룡도 제작

이미지

4.2.2 풍부한 텍스트 자료로 참조이미지를 찾는

경우

고구려의 국내성은 정방형에 가까운 동서로

놓인 장방형이다. 성벽의 둘레길이는 2.686미터

이고 동쪽 성벽의 길이는 554.70미터이며 서쪽

성벽길이는 664.60미터이다. 고구려의 국내성은

단일 성벽의 사각형 도성으로 잘 다듬어진 성

돌을 쌓았다. 물론 이러한 정보만으로 시각화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헌의 기본적인 정보를 토

대로 하면서 발굴을 통한 유적자료와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연구결과를 원전과 함께 혼용

하여 시각적인 틀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그림 11) 국내성

평면도

(그림 12) 안성동 고분

벽화

위에서 살펴본 자료와 발굴된 고분벽화를 토

대로 시각적 원형을 결합하였다. 국내성 평면도

(그림 11)과 안성동 고분벽화(그림 12)의 틀 위

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헌을 시각화하

고 (그림 13)의 실험적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그림13) 제작된 2D그래픽

4.2.3 풍부한 텍스트 자료로 참조이미지를 찾는

경우

스스로 우는 북은 <삼국사기>에 다른 사물들

과 함께 간략한 나열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묘사는 찾기 어렵다. 벽화에서 음악의 연주형태

나 악기의 모습이 많은 사료로 남아있다고 한들

악기의 명칭 및 유래, 연주형태, 연주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기록과 안악3호분 벽

화(그림 14)의 행렬도에서 찾은 보행군악대의 메

는 손북 과(그림 15)을 참고하여 시각화가 가능

하다.

(그림 15)

수산리벽화분 멜북

(그림 14) 안악3호분

대행렬도

이외에도 원전에서 읽을 수 있는 사물은 이

세상에 없는 물체이므로 필요에 의해 과장되고

때로는 왜곡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동경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한

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한 수준의 시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3 적용 및 제작 사례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유형가운데 ①

시각화된 원형자료가 있는 의복의 경우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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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고구려 사회는 평민과

귀족으로 구성되었는데 복식의 형태와 머리의

모양에 따라 신분과 계급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복식의 형태를 추출하여 고구려 설화

속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캐릭터를 키비주얼로

서 시각화하였다. 제작된 키비주얼을 다양한 매

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모듈화 하였고, 일러스트

레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모바일 캐릭터 등의

장르에 응용하여 서사와 결합된 설정디자인을

함께 제시하였다.

4.3.1 고구려 여인상이 있는 고분벽화

고구려 여인들에 대한 자료들은 대부분 고구

려 고분벽화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고분벽화의

일반적인 주제는 인물, 풍속도이다. 중기 고분벽

화에는 인물 풍속도와 사신도, 장식 무늬 등이

나타나고 후기 고분에는 사신도만 있으므로 고

구려 여인상은 인물 풍속도가 있는 전기, 중기

고분에서 찾을 수 있다.

4.3.2 고분벽화를 통한 고구려 여인상의 자료추

출 및 분석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인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각 고분마다 다르게 그려져 있다. 큰 형태는 비슷

하나 안악3호분이 그려진 4세기중반에서 개마총

의 고분벽화가 그려진 6세기 초까지 약 200년 동

안 복식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라도 신분이나 지역마다 다

른 종류의 복식이 유행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림 16) 시녀(쌍영총

벽화)

(그림17)

시녀(덕흥리벽화분)

수발종류/
고분명

평양
지역

안악3
호분

7

덕흥리 11 3

수산리 1 5 1 1

쌍영총 1 3 1 5

집안
지역

각저총 1 1

무용총 2 1 5

장천1
호분

2 9 4

삼실총 2 1 3

합계 7 13 8 4 6 14 18

<표 3>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수발의 종류

(그림 16), (그림 17)의 고분 벽화에서 남녀

모두 엉덩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저고리를 입

었다. 상의의 기본형인 유(淒)는 지금의 저고리

보다 긴 길이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재킷과 같

은 길이이다. (그림 16)치마는 주름이 가있고, 저

고리 외각은 다양한 무늬가 있으며 상의가 길다.

자수를 곁들인 저고리 아랫단과 넉넉한 치마 주

름은 첨단의 감각을 보여준다.

고구려인가운데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은

자색, 연분홍, 검은색, 푸른색과 같은 옷을 즐겨

입었고, 낮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은 노란색이나

적갈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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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복식의 명칭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복식의 종류

4.3.3 자료추출을 통한 스케치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추출

된 (그림 18)의 고구려 여인들과 복식의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각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

된 복식들을 서로 조합, 합성해 봄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복

식 형태를 다른 고분벽화에서 다르게 그려진 복

식과 서로 조합한다면 벽화에서 보이지 않는 복

식의 형태가 실제로 고구려 시대에 존재할 수도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이 자료들을 이용해 원

형문화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다양한 창의적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19)

삼실총 행

렬도여인

(그림20)

무용총

무용도여자

(그림21)

수산리행렬

도귀부인

(그림22)

안악 3호

분왕비

4.3.4 고구려 남성상이 있는 고분벽화

위에서 고구려 여인의 복식원형을 살펴본 바

와 같이 고구려 남성상들에 대한 자료들도 무용

총, 안악3호분 등 집안과 평양․안악 지역에 산

재하고 있는 고구려 고분의 벽화사진[23]을 세밀

히 분석하여 복식 특징을 도출해 냈다.

고구려의 장신구와 신발은 고분벽화를 통한

고구려 여성상의 자료 추출 및 분석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그림 23) 복식의 명칭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복식의 종류

4.3.5 자료추출을 통한 스케치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추출

된 (그림 23)의 고구려 남성들과 복식의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았다. 여성 복식의 추출과정과 동일한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그림 24] 삼실총

행렬도의 남자

[그림 25]

쌍영총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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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존의 제작 방법과의 차별성

<바람의 나라>에서의 키비주얼은 삼국사기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

다. 시각적인 원형은 고구려 고분벽화이며 만화

를 제작하기 위한 고증과 작가의 상상력으로 키

비주얼을 만들었다. 그 결과 김진의 만화 자체가

키비주얼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키비주얼의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진식 이야기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고분벽화나 고대이미지에서의

원형 추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지에 대한

창작보다는 김진의 시각적 모티브를 그대로 반

영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원작만화가 멀티유즈

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키비주얼은 원

소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혼돈 돼서는 안

된다. <태왕사신기>에서 의상을 담당한 박윤정

디자이너 역시 최대한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패션 화보와 다큐멘터리 사진을 보

며 막연히 떠오르는 영감에 디자인을 끌어냈다

고 한다. 예를 들어 고대의상은 몽골의 벌판을

보고 캐스팅되어 있던 배우들의 이미지와 비교

한 후 의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기하의

경우 난이나 꽃잎을 보고 이미지를 발전시킨 것

이라고 한다. 이처럼 <태왕사신기>의 경우는 문

화원형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제작의 입장에서

볼 때, 작가의 상상력에만 의존하여 직관적인 해

석을 토대로 이미지를 생산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에 따라 작가의 상상력을 중심

으로 고증과 검증 절차를 무시한 채 제작된 것

이다. 드라마 <태왕사신기>는 제작상의 관행과

창작자의 마인드 부족으로 역사적 고증에 충실

한 키비주얼을 제작해내는데 실패한 사례이다.

‘김종학’ 감독은 제작에 대한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직관적인 연출에만 의존하였으며, 스텝들

은 수동적인 자세로 김종학 감독의 비주얼을 완

성시켜 나갔을 뿐이다. 그렇지만 국내 제작환경

에서 개별제작자에게 키비주얼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무리이다. 기존의 제작방법은

주관적이고 작가의 상상력과 감각에 의존하는

관행이 우선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작방

법은 인문학적 자료의 추출과 문화원형 복원 프

로세스, 고대의상 재현 과정 등을 참고 하였으며

고대원형과 원소스 사이의 공백을 키비주얼로

제시하고 모듈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화 프로세

스를 제시하여 키비쥬얼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 실험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5. 작품결과

5.1 적용 및 제작 사례

5.1.1 수산리 행렬도 귀부인을 모티브로 시각화

고구려 여인을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는 과정

에서는 앞장의 스케치 중 (그림 21)를 예제로 제

작하였다. 재현할 여자캐릭터의 총장은 인체

body의 높이를 조절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174cm로, 화장은 기본여자 size인 75cm로 정하

여 비례를 대입시켰다. 쌍영총 거마행렬 도에 등

장하는 여인의 그림에 나타나있는 총장이

14.5cm로 실제 추정되는 크기가 174cm가 되려

면 약 12배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벽화그림에서 유의 길이는 8.4cm지만 약 10배의

수를 대입시켜 유의 길이는 101cm로 가정하였

고, 치마는 기준을 허리라 생각되는 부분부터 치

마 밑의 부분까지 약 11.7cm를 12를 곱하여 계

산해본 결과 약 140cm로 재현 되었다. 수산리벽

화의 여인을 기본 원형으로 제작한 귀부인상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구 성 소 재 색 상 설 명

유

(저고리)

산탄실크

진 한 군 청 색 
유에 주황색 
깃, 끝동/당
초문 금 자수

군청색 우임 저고리에 깃의 옆 
부분과 저고리 밑단 도련에 금
색수를 놓아 화려함을 엿 볼 
수 있다.

폐슬
몸판 색과 동
일한 군청색

저고리 밑단에 수와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이어지는 당초문
을 수놓았다.

대대
몸판 색과 동
일한 군청색

원모양 안에 구멍이 뚫린 모
양을 3줄 수놓아 만든 대대

상 오방색

5가지의 다른 색을 5개씩 반
복하여 25개의 폭을 이어 허
리위에 주름을 잡아 색동주름
치마를 표현 하였다. 

<표 4> 작품 구성 표

(그림 26) 폐슬 도식화 (그림 27) 대대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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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유 도식화

(그림 29) 상 도식화 (그림 30) 가체 도식화

(그림 31) 당초문양과

장신구 도식화

5.1.2 작품결과

(그림 32)

고구려 귀족

여인 키비주얼

(그림 33)

고구려 귀족

여인 키비주얼

5.1.3 고구려 귀족 여인 키비주얼의 모듈화

고구려 귀족 여인의 키비주얼은 콘텐츠에 활

용될 수 있도록 부분별로 모듈화 하여 제작을

했으며, 주인공 캐릭터라는 점을 감안하여 8등신

으로 제작하였다. 비례와 등신은 유지하면서도

옷과 머리를 임의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복식과

머리 스타일을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머리 모양

은 가체와 얹은머리 2종류로 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스타일을 제작하여 조합할

수 있었다. 평면 이미지는 물론 삼차원 이미지로

제작에 참고가 되도록 비례선을 추가하고 정면

도, 측면도, 후면도를 제작하였다.

(그림 34) 고구려 귀족 여인

키비주얼 모듈

[그림 35] 고구려 귀부인 가체

(그림 36) <표 3>의 얹은머리 b를

모티브로 제작

5.1.4 낙랑공주 키비주얼의 장르별 응용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키비주얼은 이미지의

연출을 위해 어떻게 시각화하는가에 따라 이미

지를 가시화하는 아이디어에서 원화, 그래픽의

일부까지 수행한다. 캐릭터는 실재 인물을 표본

으로 작업되어지며, 의상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

하여 의상을 작업하게 된다. 배경이나 세트 디자

인의 경우 컨셉디자이너들은 기획의도에 맞는

배경을 찾아 헌팅을 하기도 하며, 여러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시뮬레이

션과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실재 같은 배경을

창조해간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작품은 일러스

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 만화, 모바일 장르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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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예제를 제작하였으며, 작품과 함께

별도의 설명을 추가하였다. 각 장르별 작품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그림 37) 낙랑공주 (그림 38) 낙랑공주

(그림 37)과 (그림 38)은 키비주얼로 제작된

(그림 32)을 토대로 일러스트화 시킨 것이다. 동

일한 복장에 머리 형태를 다르게 디자인 하였으

며, 제작기법에도 차이를 두고 표현하였다.

(그림 39) 만화

낙랑공주

(그림 40)

애니메이션

낙랑공주

작품 ‘만화낙랑공주’는 고구려 복식을 대표하

는 수산리 행렬도의 귀족 여인을 만화적인 표현

과 함께 충실히 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투톤

의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표현이 가능하다. 애

니메이션으로 개발된 낙랑공주의 캐릭터는 매체

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시각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정

은 동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을 절

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1) 모바일

낙랑공주

낙랑공주SD(Super Deformation) 캐릭터는

2~3등신비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귀여운 이미지

를 갖게 하며, 철저히 고증한 키비주얼을 토대로

화장뿐 아니라 복식과 문양, 가체를 쓴 머리, 장

신구가 잘 표현되도록 제작하였다.

5.1.5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설정디자인

설정디자인 프로세스는 컨셉-아이디어의 생산

-아이디어의 정리-보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이후 콘셉트 디자인으로 이어져 실재 콘텐츠

에 적용할 이미지 데이터로 최적화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림 42)

호동왕자와

낙랑공주(1)

(그림 43) 호동왕자와

낙랑공주(2)

5.1.6 서사구조와 결합된 설정디자인

(그림 42)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조합

하였고, (그림 43)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고려하여 설정디자인 하였다. [그림 44]은 본 논

문에서 추출한 원형의 이미지를 키비주얼로 제

작하고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설화를 토대

로 사신과 가무, 전투행렬 등의 이야기와 결합하

여 디자인 하였다.



고구려 고대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키비주얼제작 187

(그림 44) 설정디자인

6. 결론

본 논문은 창작소재화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키

비주얼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내콘텐츠산업의한

계를 극복하기위한방안의 하나로 키비주얼을제

작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각 장르별로 설정디자

인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작과정에서 역점을 둔 점은 한국적 원형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캐릭터의 개성을 고려한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

해 복식 디자인에 한국적 스타일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전통문양이나 고구려시대의

복식스타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적인 이미지가 정

형화되어 있지 않아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배경이미지는 벽화의 자료와 건축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고유의 스타일을 표현

하려고 했으나, 원형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작에

한계가 있었다. 작품제작 결과 완성도 있는 콘셉

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콘셉트 과정에서

전체적인 스타일 설정부터 장신구나 문양 등 세

부적인 구성요소까지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여 작

업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

에 충분한 자료의 고증과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방법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같은 원형이미지복원 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발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체계화된 매뉴얼이 제시되어야만 그 활용도

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

화콘텐츠의 원형복원 정책은 철저하게 창작과

제작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실제 현장

상황을 최대한 배려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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