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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중국 게임의 역사

  1986년부터 1994년 동안 전 세계의 게임 시장이 빠
르게 발전하는 시기에 중국에는 몇 개만이 게임회사들
이 존재하였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은 중국 
인터넷 게임이 막 태동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95년, 
대만 게임업체인  대우(大宇)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
한 중국 최초의 중문 RPG 게임 <Legend Of Swordand 
Fairy>(仙剑奇侠传)가 등장했고 이후 2000년 6월에 화
제(华彩)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ORPG1) <King Of 
The Mountains>(万山之王)은 중국 게임 시장에서 최초
로 성공한 중문 네트워크 도형 게임으로 알려지고 있
다. 그 이후 중국의 게임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
하는데 2002년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Fairy Tale>이 중
국 시장에 등장하며 그 시기에 높은 수익과 기록을 세
우기 시작했다. <Fairy Tale>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
고 중국 컴퓨터 게임 역사속에서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
했다. 이후 2006년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판타지 
MMORPG2)인 <Eudemons Online>을 개발하며, 중국 
자체 제작 게임 개발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한국, 중국의 MMORPG게
임 속 중국 무협 요소를 가진 캐릭터를 비교하고 중국 
무협 MMORPG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MMORPG게임 속 중국 무협 요소의 

응용에 대한 분석

1) ORPG :Online Role Playing Game.
2)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World of warcraft>는 미국의 대표적인 3D 
MMORPG 이다. 이 시리즈 중, 2011년에 출시된 네 번
째 이야기<World of Warcraft : Mists of Pandaria>에서
는 첫 번째 중립적 종족인 팬더 인간을 추가하였다. 팬
더는 지극히 중국 민족 색채를 지니고 있다. 팬더 인간
은  단지 일종의 팬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캐릭터
가 아니라 수많은 중국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복을 살펴보면 중국전통 무사 복장을 개조하고 있다. 
십자형 단추, 삿갓, 허리에 두른 잡다한 용기 등 모두 
가장 대표적인 중국 무협 특색을 나타내려 하였다. 또
한, 게임 내 공간디자인에도 많은 중국 전통 문화적 요
소를 포함시키려 하였다. 예로, 중국의 만리장성과 궁
궐, 신화 전설 속 신수, 후예, 태극권과 같은 중국 전통
무술 등의 관념도 더하였다. 즉, 캐릭터를 접하는 중국 
게이머들은 이질감없이 중국 무협 느낌을 가진 캐릭터
라고 느낄 수 있다.

▶▶그림 1. <World of Warcraft : Mists of 
Pandaria>의 팬더 캐릭터

  <World of Warcraft> 속의 팬더 인간은 유럽, 미국의 
시선에 비쳐진 동방문화 색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게임 디자이너는 단순히 중국적 요소인 팬더, 붉음, 당
나라 복장 등 “중국풍”을 캐릭터 디자인에 이용했으며 
중국게이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게임 배경의 경우
도 고전 중국 산수화에 주로 등장하는 작은 다리,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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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컴퓨터 게임은 이미 현대 문명에서 중요한 미디어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 중 신화를 다루는 무협 MMORPG는 전세계적으로 게

임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MMORPG 속 캐릭터를 분석해 중국 무협 문화 요

소의 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게임 속 중국 무협 캐릭터 디자인의 장점과 국한성을 이해하고, 현재 중국 무협 MMORPG 시장

의 밝은 전망을 토대로 MMOPRG 캐릭터 속 중국 무협 캐릭터 디자인의 특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는 중국 MMORPG 시장

이 세계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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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 안개 낀 누대 등을 사용하여 중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려하였지만 아쉬운 점은 중국의 무협 역사에 이
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품은 중국 무협 소설에 익숙
한 게이머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고, 게이
머로 하여금 스스로를 게임 배경과 시대상에 몰입시키
지 못하게 만들어 점점 캐릭터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
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2. 한국 MMORPG게임 속 중국 무협 요소의 
응용에 대한 분석 

  <Blade & Soul>(剑灵)은 한국이 만든 MMORPG 게
임이다. 뛰어난  그래픽 영상으로 우리에게 진짜와 같
은 동양 무협 세계를 보여주었다. <Blade & Soul>(剑灵)의 게임 배경을 중국 전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장
소들로 디자인했고 또한, 게임 여성 캐릭터 복장 대부
분이 그림 2.의 좌)인 중국 전통 의상 치파오로 만들었
다. 거기다 치파오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더욱 아
름답게 캐릭터를 디자인 했다.

▶▶그림 2. 좌) 치파오를 입은 캐릭터, 

우) 청화자를 입은 캐릭터

  또한, 그림 2. 우)에서처럼, 2014년 <Blade & Soul>
(剑灵)은 네 번째 캐릭터 복장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자
기인 “청화자”의 색깔, 문양을 당나라 옷과 치파오에 적
용시켜 디자인한 복장을 선보였다. <Blade & Soul>(剑灵)의 청화자 복장의 감성은 지극히 동방 예술을 담고 
있으며, 거기에 풍부한 현대 구조와 디테일을 표현했다. 
현대적인 구조와 세부 묘사가 가미된 이 복장은 많은 
중국 게이머의 사랑을 받았다. 

3. 세계 MMORPG게임 중 중국 무협 요소의 
응용에 대한 분석

 
   <JX Online 3>(剑侠情缘三)는 2009년 금산 소프트
웨어 회사(金山软件西山居)가 개발한 3D MMORPG게
임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게임은 당나라 
시기의 무협 강호를 배경으로 하는데, 중국전통의상의 
시대적 배경에 맞는 의상의 감성을 돌출할 수 있는 요
인을 찾아내고,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하려하는 노력이 
중국 전통 문화와 무협 정신과 더불어 게임 속에서 매
우 잘 드러나 중국내 성공의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림 3. <JX Online 3>속의 캐릭터

  위의 몇가지 나라마다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해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었
다. 그것은 게임 스토리의 배경과 서술 구조가 모두 중
국 전통 문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시
장이 게임산업에서도 매우 큰 시장이고, 중국전통문화
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게임들에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작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
고 국적없는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어 내고, 또 이러한 
현상들은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세부적인 스토리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현이 되어야한다. 중국 특유의 서
사성을 가진 전통 문화는 중국 게임 산업만이 갖고 있
는 경쟁력이다. 고전 신화와 근대 무협 소설을 게임 배
경 소재로 삼는 것은 중국 MMORPG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화 무협 소재의 MMORPG의 캐릭터는 화
려한 무기 장비와 초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엄
청난 스케일의 전투장면을 실현해내고 있다. 중국 신화 
무협을 소재로 한 MMORPG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캐릭터 디자인 특징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첫째. 캐릭터의 의상 디자인은 민족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 전통 의상은 중국 문화 오천년 역사와 전통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문명의 상징이다. 게임유
저들은 민족 특색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를 
통하여 게임의 배경과 임무 사이의 연결점을 민족 문화
와 신화 전설 속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즉 전통의상
의 구현은 시각적 표현일 뿐 아니라 게임 스토리를 구
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동시에 게임이라는 미디어
를 통해 전통 예술을 널리 전파 시킬 수 있다. 둘째. 전
통 예술 요소의 응용표현으로서 전지, 자수, 민족음악, 
춤, 서예, 회화, 원림예술, 희극 등 형식이 다양한 전통 
예술 요소는 창작에 있어서 훌륭한 소재들이 되고있다.

Ⅲ. 결론

  중국 MMORPG 게임의 시장은 그 규모가 거대하고 
전망이 밝아 세계적인 게임 회사의 시장 유입을 유도하
고있다. 이에, 중국 특색을 가지고 있는 무협 MMORPG 
게임의 시장 점유율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고 세
계 게임 회사들로 하여금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과를 거
두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캐릭터 디자인
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 보다 더 명찰한 전
통 예술의 관찰 및 연구 속에서 중국 미학언어, 설계 방
법과 예술 부호를 찾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를통해 
사회 발전 경향과 현실을 바탕으로 무협 인터넷 게임의 
상업적 가치와 시장 잠재력, 발전 공간을 발굴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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