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8.18.10.608

문화 콘텐츠를 응용한 중국 온라인(MMORPG)게임 디자인 연구
-돈황벽화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Design of Chinese Online Games in the Application of Cultural 

Content

유영초, 윤영두 

강원 학교 디자인학과

Yong-Chao Liu(lyc_812@hotmail.com), Youngdoo Yoon(yoon02@kangwon.ac.kr) 

요약

기존 게임기라고 불리던 Microsoft X-box, SONY Playstation, Nintendo 등에서 PC로 게임 시장이 

환되어지고,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고사양화 됨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시장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시장의 확산은  세계 인 추세이고, 게임 소재의 발굴은 게임회사에게 많은 고민을 주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통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여 많은 캐릭터와 게임 스토리

제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국 역시 국의 통문화를 이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 소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연구 상은 국 온라인 시장에서 롤 잉 게임으로 성공을 거둔 표 인 게임으로 당 

시 의 복식에서 부터 벽화에 나타난 당 시 의 모습을 게임 속에 가상공간으로 재 함으로서 게임사용자

들에게 통문화를 가상체험하게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 문화유산인 돈황 막고굴의 벽화에 나타난 불

교경 의 이야기를 소재로 게임화 한 <천녀유혼2>에 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중심어 :∣전통문화∣문화콘텐츠∣게임∣천녀유혼2∣돈황막고굴∣

Abstract

The game market has been converted into PC such as Microsoft X-box, SONY Playstation, 

and Nintendo, which have been called traditional game consoles. Recently, the mobile game 

market has been growing as the performance of mobile devices has been reduced. The expansion 

of the game market is a worldwide trend, and the discovery of game contents are causing many 

concerns for game companies. Known as the birthplace of animation and games, Japan uses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to create many characters and game stories. China, which is a 

latecomer, is also working to find materials for making game contents using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 Chinese love story2>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games in China's online 

marketplace. The game is designed to allow game users to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by 

reproducing the images of the time period shown in the wall painting into a virtual spac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nalyze the story of the Buddhist scripture in the mural of Donhwang 

mural, a Chines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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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

IT 기술의 융합에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면서 상품, 기술, 정보, 서비스, 문화, 자본 등 생

산 요소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존 산업의 특

성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체계가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

으로 재편성되고, 이러한 시기에 국 문화콘텐츠 산업

은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고유의 국문

화콘텐츠와 모바일 인터넷 시 를 배경으로 한 디지털 

산업이 끊임없이 융합한다는 것이다. 기존 TV 드라마

나 화와 같은 통매체가 고유문화 의 메신  역

할을 했다면, 사회에서 게임은 문화와 기술이 

융합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임산업은 사용자 

수가 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문화 의 새로운 트

드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화와 온라인게임에서 

국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반

하듯 국게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통

문화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게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출에 있어서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다. 2016 ‘ 국

게임 산업보고서’에서는 월평균 충 액 1000만 안을 

넘는 게임 에 국 통 타지 장르게임의 시장 수입

액은 32.3%를 차지하며 통 타지 게임은 국게임 

시장의 주 수입원이 되었다[1]. 국 사용자들의 국

통문화를 소재로 한 게임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 상인 국 불교문화 유산  3  석굴의 최

고 인 돈황 막고굴에 있는 ‘돈황벽화’는 국 통문화 

요소의 보물이고, 불교 술을 표하며, 화민족 술

발 을 연구하는 소 한 자료들이다. 돈황벽화는 당  

국문화 연구에 필요한 요한 문화유산이고, 그 술

성이 디자이 와 창작 술인들에게 술  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최고 인기 온라인게임 <천녀유

혼(倩女幽魂)2>에 나타난 돈황벽화의 술  요소를 

심으로 통문화요소의 표  특징을 분석하고, 

국 통문화로서 새로운 시 에 게임 디자인 창작요소

로서 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돈황벽화에는 신화이야기  인물 상, 경변 그림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유산들이 많아서 그 활

용할 가치가 높은 귀 한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유네스

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돈황벽화의 미학  가치와 

의미를 인 온라인게임 디자인에 용한 <천녀유

혼2>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돈황벽화의 문화  가치에 한 이론  고찰과 벽화

속에 묘사된 신화속의 배경  인물을 분석하고, <천녀

유혼2> 온라인게임에 나타난 돈황벽화와 게임의 캐릭

터, 배경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 콘텐츠

문화자원은 인류가 역사발  과정에서 문화의 창조, 

축 의 연속과정을 통해 구축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

자원을 통해서 사회  경제발 의 환경, 조건, 민족의 

역량과 창의 인 구상 등 종합 인 문화발 이 이루어

진다. [표 1]과 같이 문화자원은 존재 형식에 따라 유형

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

다. 디지털기술의 발 에 따라 과거 승해오던 신화, 

구 , 민간 설, 민속 문화와 같은 무형의 통문화자원

이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용되고 있으며, 디

지털 시 의 문화융합은 재 디지털문화 산업창작자

들에게는 소 한 창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게

임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 확산기능과 교육기능

을 목 으로 통문화 콘텐츠가 게임과 애니메이션으

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2].

구분 세부화

유형 

역사문화자원(민속 공예품, 건축물 등)

자연생태경관자원(지질공원, 인공경관 등)

문화 시설자원(미술관 박물관 등)

무형
무형문화재(시화,음악)

전통 풍습, 예절, 축제등

표 1. 문화자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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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의 종류 이미지

불상화
(佛像画)

경변화
(经变画)

신화제재화
(神话题材画)

표 2. 돈황벽화의 유형[6]

공양인 화상
(供养人画像)

장식도안
(装饰图案画)

고사화
(故事画)

산수화
(山水画)

동물화
(动物画)

2. 돈황벽화의 유형과 특징

2.1 돈황벽화의 유형

돈황벽화는 총 5만 제곱미터로 시  분류로 보면 

북 (北魏), 서 (西魏)부터 북송(北宋), 서하(西夏)까

지 16개 왕조를 거쳐 국은 물론이고 세계 으로도 벽

화가 가장 많은 석굴 군으로 문화유산이 매우 풍부하다

[3]. 돈황벽화에는 [표 2] 같이 불상화(佛像畫), 경변화

(經變畫), 신화제재화(神話題材畫), 공양인 화상(供養人

畫像), 장식도안(裝飾圖案畫), 고사화(故事畫), 산수화

(山水畫), 동물화(動物畫)로 분류할 수 있다. 벽화 속 이

미지들은 체로 사람들이 공양하는 보살(菩薩), 부처

(佛陀), 천신(天神), 제자(弟子), 비천신선(飛天神仙) 등 

통신화 소재로 돈황벽화 속에서 상세히 묘사되어 있

다[4]. 돈황벽화 속에는 상당한 양의 석가모니 생에 

한 이야기인 본생 련 그림들이 있고, 그 에 표

인 것은 <쾌목왕본생(快目王本生)>, <선사태자본생

(善事太子本生)>, <시비왕본(尸毗王本生)>, <살추태

자본생(薩捶太子本生)>, <록왕본생(鹿王本生)>, <담

자본(啖子本生)> [5]등이 있다. 이런 본생이야기들은 

교훈 인 스토리와 벽화의 세부 묘사가 뛰어나 문화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2.2 돈황벽화의 특징

돈황벽화 근원은 불교에서 비롯되어 그 소재가 모두 

불교 이야기나 불교와 련되는 사물을 직 으로 묘

사되어 있다. 주로 경변(經變), 불 (佛傳), 본생(本生)

과 인연(姻緣) 이야기 등 불교 내용을 주로 하고 본질

으로는 종교의 힘을 빌려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선

악에 한 비 을 완곡하게 드러낸다[6]. 돈황벽화 속에

는 많은 신화 인 소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불교

는 일종의 외래종교로 원주민과 교의(教義) 되고자 본

토 신앙을 받아들여 융합하 다. 따라서 본 벽화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표 된 소재도 다양하다. 벽화 속 이미

지들은 체로 사람들이 공양하는 보살(菩薩), 부처(佛

陀), 천신(天神), 제자(弟子), 비천신선(飛天神仙)과 그

들의 설법상(說法像) 등이 나타나 있으며, 당시 사람들

의 생활방식(혼상(婚喪), 경작(耕作), 사냥(打獵), 연회

(宴 )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있다. 그리고 당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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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표

역사성
･돈황벽화는 대부분 건축의 표면에 그려져 있음
･대형 궁전과 대형무덤 위주로 나타남
･대형무덤과 아름다운 벽화는 신분을 상징

기능성

･돈황벽화는 장식작용 및 문화의 표현
･돈황벽화의 내용 대다수는 종교를 표현
･벽화를 통하여 종교의 전파와 복을 기원
･벽화는 신분지위 표현 및  희망과 평화를 동시에 추구

예술성

･돈황벽화는 거대하고 웅장하며 내용이 다양
･돈황벽화는“먼 곳에선 기세를 보고 가까이에선 질을 본
다”고 함

･돈황벽화는 전체구도, 세부묘사, 색채의 조합 등 방면에
서도 예술성이 높음

다양성

･돈황벽화의 다양한 제작기법으로 만들어짐
･기본적으로 페인팅기법, 조각, 다양한 재료 결합
･손으로 그리는 것은 벽에 붓이나 연료로 직접 그리는 것
을 말하고 모든 필로 연료는 모두 특수 가공을 거친 것이
라 벽에 그리기에 적합

･조각은 공예가 비교적 복잡하고 대다수는 부각으로 표현
･재료 결합은 금속, 나무, 도자기, 유리 등 재료를 이용하
여표현

표 3. 돈황벽화의 특징

궁 , 정자, 사탑, 성지, 각, 다리와 신상 건설방식들

이 잘 묘사되어있다.

III. 온라인게임(MMORPG)

1. 온라인게임(MMORPG)의 정의와 특징

온라인게임(Online Game)은 게임 S/W 업체가 콘텐

츠 공 업자(CP)가 되어 통신서버에 게임을 올려놓고 

네티즌이 사이트에 속하는 형태로 동시 속이 1,000

명 이상이 가능한 게임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규정

하고 있다. MMORPG 게임은 Massively Multiple 

Online Role Playing Game의 약자로 Role Playing 

Game의 약자인 RPG는 게임 인원수로 분류 된 일종의 

컴퓨터 롤 잉게임이다. 게임 이어가 게임세계 

속 캐릭터를 통해 게임스토리에 참여하고 캐릭터가 가

상공간에서 생기는 교류, 력, 경쟁, 갈등 등의 활동과 

행 를 컨트롤한다.

2011년부터 국 온라인게임 시장규모가 계속 상승

하고 있고, 2017년 국 온라인게임 산업은 최근 7년 간 

매년 21% 성장률을 유지하여 재는 시장규모가 

2167.9억 안에 이른다. 국 자체개발한 MMORPG에

서 국 통문화콘텐츠를 배경으로 한 게임의 특징은 

국고  역사, 신화, 설, 고 소설, 통벽화 속 이야

기들을 소재로 한 MMORPG 게임이 창작의 주 형식이 

되고 있다. 

그림 1. 2011-2017년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8]

 

게임은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기술을 매개한 게임 

메시지 달에 한 시각  표 형식이다. 종류가 다른 

게임은 그 특정한 구성요소에 있어, 가상인물, 이야기 

거리, 건축, 배경, 음악, 인터페이스, 도구,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포함한다. 게임디자인에서 캐릭터디자인

(Character Design), 배경디자인(Background Design),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가장 요한 부분에 속한다

[9]. 

2. 게임캐릭터 디자인

게임캐릭터는 게임진행에 있어 동 으로 구 된 생

명력을 가진 이미지들로 모두 사용자 지시 로 움직이

게 되고, 이 주인공의 반 인물로 표 되어지는 캐릭터

는 비 주인공 캐릭터로 이들 움직임에 따라서 사용자 

캐릭터는 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게임캐릭

터는 이처럼 게임내부에서 보여주는 모든 동 이미지

를 지칭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게임캐릭터는 

유럽문화를 다시 해석하는 인물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

니라 이슬람문화와 이집트문화 등 다른 문화권 역을 

확 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게임은 통문화를 결

합하여 사실 인 이미지를 표 하는 것을 선호한다.

일본과 한국게임은 문화의 재해석과 문화결합 등 방

법을 이용하여 복합문화  형식을 띄고 있다. 이런 복

합 문화형식에는 자국문화요소를 포함하여 문화  정

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문화  융합을 통하여 문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10612

그림 2. 미국과 유럽에 전통문화요소를 접목한 캐릭터

 향력을 확 하려는 노력이 있다. [그림 3]과 같이 

일본게임은 귀여운 동화형태의 캐릭터를 선호하고, 한

국게임은 자국문화를 결합하는 동시에 미국이나, 일본

형식을 받아들여 한국형 고유의 이미지 표 형식을 만

들어낸다.

그림 3. 한국과 일본에 전통문화요소를 접목한 캐릭터

게임문화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 게임 향을 받아 캐릭터 표 방식이 일본만화처

럼 귀엽고 활발하지만 국 통 인 국문화의 독창

성을 타나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림 4]와 같이 

국의 다양한 문화요소를 용하여 신화 설, 소설 

등을 국게임을 개발 창작하는 요한 방식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림 4. 미국과 유럽에 중국 전통문화요소를 접목한 캐릭터

3. 게임배경디자인(Background Design)

게임배경은 게임의 역사 배경이나 상황을 지원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게임배경은 게임 진

행을 돕기 한 공간으로서 그 게임에 련된 내용들로 

구성된다[10]. 배경은 게임에서 환경, 건축, 기계, 도구 

등을 의미한다. 게임배경은 일반 으로 게임성격에 따

라 게임에서 나타나는 건물, 나무, 하늘, 도로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복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

다(무기 도구와 NPC 등 포함). 

그림 5.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게임배경

그 로 [그림 5] 같이 월드 오  워크래 트에서 많

은 건축물은 비잔티움제국 성당의 고딕식 건축스타일

이다. 가상공간 속에서 실감과 게임의 사실성을 표

하고 시각효과를 높임으로 빠르게 사용자를 게임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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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속에 빠져들게 한다. 이를 통하여 게임의 매력을 더 

효과 으로 보여주고, 게임배경 역할과 비 을 더욱 높

임으로서 사용자로 하여  게임에서 달하고자하는 

의미와 문화를 무의식 에 느끼게 한다.

4. 게임 스토리텔링(Game Storytelling)

스토리를 할 때 화자와 청자 사이에 그래픽의 역할

은 상 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

야기로 설득력 있게 달하는 행 이다. 게임은 화려한 

시각과 청각표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사상 

내포와 감정표 도 필수 인 요소이다. 게임스토리 설

정과 스테이지는 게임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각 

개체의 인물과 성숙한 세계 을 통하여 이야기 거리 

설정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한 게임 속 캐릭터는 게임세

계와의 계가 설정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야기 체험을 개하여 사용자가 게임 속 이야기규칙

과 각본에 따라서 가상 환경 속에서 연출체험을 시작하

는 것이다.

IV. 온라인(MMORPG)게임 속 돈황벽화 

본 연구에서는 <천녀유혼2 >라는 (MMORPG)게임 

에 나타난 돈황벽화 문화요소의 활용  표  방식을 

분석하여 게임개발 장에서 통문화 활용시 가이드

를 제공하고자 한다. 화소재로도 사용된 <천녀유혼

2>는 게임에서 국고유 문화유산인 돈황 막고굴 벽화

에 묘사 된 불교신화 이야기를 주제로 게임배경과 시나

리오를 설정하 다. 게임 속 상상력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환상 인 세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하

고 있다. 본 게임분석을 캐릭터, 배경, 스토리 세 부분으

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천녀유혼2>는 

형 롤 잉 온라인게임으로 스토리배경이 서사 이

고, 주로 성당(盛唐)시 의 돈황을 배경으로 당시 석굴

과 벽화 속 불교문화를 결합하여 게임  요소들을 만들

었다. 이 게임은 당시 돈황지역 문화원형을 복원하고, 

국 통문화요소와 융합하여 반 인 디자인요소가 

탐미 이고 정교하며 아름답다. 부분 신선 무 류 온

라인게임은 유명한 소설이나 이야기책을 각색하여 만

든 것이 많은 반면, <천녀유혼2>의 스토리는 국고

의 서사  스토리로서 게임 이어에게 그 당시의 환

경 속에 있는 느낌을 주고, 게임 이어가 각종 캐릭

터들의 역할을 이하게 된다. 벽화 속 신불(神佛)이

야기를 활용해서 국 통문화를 은 게임유  층 

높이에 맞는 세계를 선사해 다.

1. <천녀유혼2>의 캐릭터 설정

[그림 6]은 돈황벽화 속 비천(飛天) 인물 이미지로 <천

녀유혼2>게임에서 캐릭터 설정에 활용된 사례이다. 돈

황벽화는 (魏)나라 통회화 술로서 색채사용에 

국 통 오행(五行)색 [청(青), (赤), 황(黃), 백(白), 흑

(黑)]으로 색채를 표 하 다. 벽화 속 비천(飛天) 인물

이미지는 몸을 으로 기울이거나 구부리기 등 각종자세

로 나타나 있고, 신체움직임에 따른 의상의 움직임이 캐

릭터의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복식경우에 비천(飛天) 

복식 승 지(僧袛支), 락액(絡腋), 요군(腰裙), 장군(長

裙), 피백(帔帛)등은 벽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당시 복식

을 재 하 다. 이런 각종요소들을 <천녀유혼2> 캐릭터

설정에 충실히 반 되어 문화콘텐츠로 재  된 것이다. 

 

⇅

그림 6. 돈황 <천녀유혼2>에 벽화 적용한 캐릭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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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설정은 사실 인 인체비율로서 디자인하여 사실

감을 더하고 있다. 돈황벽화의 비천(飛天) 인물 움직임

과 복식형태는 모습이나 색채 인 면에서 벽화원형에 

충실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이 벽화 속 세상을 게임속의 가상세계에 옮겨 놓

은 것과 같이 통문화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이라

는 측면에서 <천녀유혼 2>는 성공 이라 할 수 있다.

2. <천녀유혼2>의 배경 설정

게임배경은 게임구성요소  아주 요한 부분이며 

게임 체 분 기와 역사 인 배경을 나타낸다. 게임

이어는 게임 속에서 배경을 통해 나타난 공간을 가상

체험하게 된다. 게임 <천녀유혼2>는 국무  문화를 

소재로 한 게임으로 배경 설정이 돈황벽화에 나타난 고

 강호(江湖)의 모습을 재  하 다. [그림 7]은 돈황 

막고굴과 벽화를 게임배경으로 재 한 사례이고, 시간

의 흐름을 나타내는 벽화에 세월의 흔 을 재 함으로

서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림 7. <천녀유혼2>의 배경 이미지

<천녀유혼2>  배경이 되는 건축물은 돈황벽화를 

사실 으로 재연하 다. [그림 8]과 같이 <돈황 학 사

> 기록[11]에 따르면 당 시  돈황벽화 속 보살 옷 종

류에는 락액(絡腋), 승 지(僧袛支), 피백(帔帛), 방피

견(大方披肩), 장군(長裙), 요군(腰裙) 등이 묘사되어 있

다. 당 시 에 보살이 락액(絡腋)을 입는 것은 보편화 

된 시 상을 반 하 고, [그림 8]  녹색 락액(絡腋)

을 입고 있는 보살은 건강함을 나타내듯 몸매가 풍만하

고 아름답게 다리를 좌선(禪坐)한 형태로, 한 다리를 자

연스럽게 불탑(佛榻)에 둔 자세로 기 고 있다. 게임 속 

보살 뒤에 배경으로 나타난 건축과 석굴은 벽화에 나타

난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로 재 되었다.

그림 8. <천녀유혼2>의 건물배경 이미지

게임배경 설정은 돈황시 를 배경으로 계림의 신비한 

모습과 무  분 기를 잘 나타내고 있어서 다른 게임에 

비해 국 통문화요소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천녀유혼2>에 경변화를 적용한 배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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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지역의 독특한 풍토, 사막 문명, 환경과 풍습을 게

임에서 묘사하고 있다. 게임 속 돈황벽화 아미타(阿彌

陀) 경변화(经变画)의 배경[그림 9]와 오 (五代) 막고

굴 61굴 남벽(南壁)의 아미타 경변화(经变画)를 비교해 

보면 주존(主 ) 좌우에 둘째 제자가 있고 삼존(三 ) 

주변에 법을 듣는 보살의 수가 많아서 배경스 일의 웅

장함을 알 수가 있다. 당나라 국사법조(法照)가 정토오

회(淨土五 )에서 부처님을 칭찬할 때 부처님이 아미타

(阿彌陀)경을 연설하는 배경을 “연꽃회(蓮花 )”라 부

르고 벽화에 나타난 분 기가 사람들에게 “극락세계

(極 世界)”의 느낌을 해주고 있다.

3. <천녀유혼2>의 스토리텔링 설정

스토리설정은 게임요소에 있어서 아주 요한 부분

으로 개체인물과 게임의 세계 을 통해 사용자의 게임 

속 캐릭터와 게임세계와의 계를 설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게임 속 규칙과 각본에 따라서 가상 

환경 속에서 가상체험을 시작한다. <천녀유혼2>에서  

게임 이어가 자유롭게 이를 통해서 맡은 임무

를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과 연합을 통해 힘을 

모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한 게임 속에서 애완동

물을 키울 수 있고, 커  게임 이어의 경우 게임에

서 결혼할 수 있는 추가 인 요소를 용하여 다양한 

교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10]은 <천녀유혼2> 

게임 속의  각 지역 간의 서로 역을 나타내는 게임 상

의 지도는 성당시기의 고증에 따른 지도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며 돈황막고굴 벽화 속에 나타난 불교세계와 결

합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타지와 모험을 가득한 가

상의 세계를 재 하고 있다.

그림 10. <천녀유혼2>의 맵 이미지

<천녀유혼2>의 스토리는 돈황벽화 속의 신불변경화

(神佛經變畫) 이야기에서 모티 를 가져왔고, 돈황벽화

에 나타난 그 시 의 생활상을 게임 상에 구 하 다. 

“구색록(九色鹿)”, “할육구합(割肉救鴿)”, “사신사호(捨

身飼虎)” 등 기  이야기를 게임에서 충분히 이용하

고, 북 (北魏) 서벽(西壁) 제257굴의 구색록(九色鹿) 

이야기는 <록왕본생(鹿王本生)>[그림 11]에서 나오며 

게임사용자가 게임 상에서 직 으로 찰이 가능한 

돈황막고굴 유일의 벽화다.

그림 11. 록왕본생(鹿王本生) 이미지

4. 돈황벽화 문화응용한 게임 디자인

의 캐릭터, 배경, 스토리분석으로 <천녀유혼2>는 

돈황벽화와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국 통문화에서 돈황벽화를 원형으로 만들어

낸 문화콘텐츠게임으로 벽화의 세계 을 게임속의 가

상세계로 사실 으로 복원하 다. 돈황벽화는 국의 

불교문화 에서도 그 향력이 큰 문화유산 의 하나

이다. 당시 벽화에 나타난 왕조문화의 매력 인 요소들

을 추출하여 게임요소로 재해석한 것은 통문화를 콘

텐츠화 한 좋은 사례이다. 돈황벽화가 <천녀유혼2> 게

임 디자이 들에게 캐릭터의 콘셉트, 스타일, 배경,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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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를 제공함으로서 국 게임사용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간 것이 게임흥행요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온라인

게임의 성공에 있어서 창작은 독창 인기획, 기술과 마

, 사용자 체험이 필요하다. 게임의 종주국이라 할수 

있는 일본의 경우 통문화를 콘텐츠로 한 게임의 캐릭

터, 배경, 스토리 등 다양한 통문화를 문화원천으로 

한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이 세계 인 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국은 무수히 많은 통문화를 가지고 있

는 문화 강국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하나의 사례이

지만 돈황벽화는 문화유산을 게임으로 제작하여 문화

인 측면과 흥행 인 요소를 성공 으로 결합시

킨 국의 표 인 게임이다. 게임속의 환경과 캐릭터

는 사회에 있어서 게임의 주요 타겟층인 은층에

게 고유문화유산을 알리기에 합한 매체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이용한 게임제작은 단순한 유흥이나 오락

차원을 넘어선 문화  매체로서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국 통문화 술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풍부

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벽화(壁畫), 세화(年畫),

지(剪紙) 등 같은 시각 통문화 술이 새로운 미디

어 기술과 결합하는 것은 통 술에 한 새로운 재

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에 한 디자인 구성 요소에 따

른 국 돈황벽화를 활용한 방식을 분석하는 것에 목

으로 하 다. 돈황벽화 통요소를 단순한 고 인 

술 가치에서 게임이라는 가상공간의 캐릭터, 배경, 스토

리 등 다양한 면에서 <천녀유혼2> 게임의 캐릭터 설정, 

배경, 스토리로 비교분석하 다. 벽화에 나타난 복식과 

배경을 재 함으로서 신세 들에게 당 시 의 불교문

화를 알리고, 불교 속 이야기를 통해 권선징악 한 교

훈을 주는 게임의 표 인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많은 게임들이 제작되고 있으나 한국의 

통문화를 모티 로 제작되어져 성공한 게임은 찾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일본게임에서 한국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캐릭터 역시 한국의 통문화에서 고증을 통

해 만들었다고 하기 보다는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해석

되어진 복식과 형태로 제작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장 한국 인 것이 세계 이라는 말은 무수히 사용되

어져 오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임 콘텐츠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결과물에 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본 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도 통문화자원의 깊은 탐색과 탐구가 이루어지길 바

라며 게임과의 융합을 통하여 통문화를 게임의 타겟

층인 은 세 와 세계 게임사용자들에게 한국 통문

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임산업으로서의 역할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돈황 막고굴을 이용한 더 많은 게임

이 출시되었으나 국내에 알려진 게임이 한가지라서 한 

게임에 한 분석에 그친 것이 아쉬운 이다. 향후 더 

많은 게임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 

련 사항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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