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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동양 신화적 요소들을 게임 기획에 접목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게임에 접목 시킨 동양 신화적 요소

에는 사방신을 채용했으며, 각 사신이 갖는 동물적 형상과 대표 색상으로 나누어 기획에 접목시켜 게임을 디자인하였다.

키워드: 대전액션(Battle Action)

I. 서 론

현재 인기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서양권 문화나 신화를 차용해 

기획되어져 왔다. 동양적인 게임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서양을 

모티브로 한 게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양 신화를 게임 기획에 어떻게 접목 시켰는지

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사방신의 개념과 특징

사방신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포함하는 사신을 가리킨다

[1]. 전국시대 말에 발달한 천문오행사상에 의해 체계화 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의 사신도에서 해석 된 사신을 지칭한다

[2][3].
본 논문에서는 각 사방신이 갖는 동물적 형상과 대표 색을 어떻

게 캐릭터 기획에 접목 시켰는지 그 방법을 제안한다.

III.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양 신화적 요소들을 게임 기획에 접목 시

킨 방법은 캐릭터의 특징에 따른 시각적 구현 방향성으로 구성된다.

1.1 적용 요소들

표 1.은 사방신이 갖는 특징적 요소들이다. 사방신은 모두 동물

적 형상을 띄고 있으며 각 사신들은 대표적 색상을 갖고 있다. 이
를 토대로 우리는 사신이 갖는 동물적 형상과 대표 색을 기획에 

접목시켰다.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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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이름 동물적 형상 대표 색

청룡 용 푸른색

백호 호랑이 흰색

주작 주작, 붕 붉은색

현무 뱀과 거북 검은색

  표 1.  기존 사방신의 대표적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of Four Gods

 

1.2 동물적 형상화 과정

각 사신을 대표하는 동물적 요소가 갖는 요소들을 캐릭터의 의

상, 장신구, 무기 등에 반영하였다. 

그림 1. 현무, 백호, 주작 그리고 청룡의 원화

Fig. 1. Illustrations Of Black Tortoise, White Tiger, Red 

Phoenix And Blue Dragon 

그림 2. 현무의 등껍질, 백호의 꼬리, 주작의 머리장신구 그리고 

청룡의 망토 3D모델

Fig. 2. Shell of Black tortoise, tall of white tiger, hair 

adornments of red phoenix and cloak of blue dragon 3D Model

그림 1.은 현무, 백호, 주작 그리고 청룡의 원화이며 그림 2.는 

각 캐릭터에 적용된 특징적인 의상, 장신구, 무기 등이 반영된 3D 
모델이다. 

현무는 뱀과 거북이 합쳐진 모습으로 방어적인 특성이 강하여 

거북의 등껍질을 캐릭터의 등을 보호하는 의상으로 접목하였고, 
백호는 호랑이를 형상화 한 뾰족한 귀와 긴 꼬리, 백호의 날카로운 

발톱을 캐릭터의 양손에 달린 손톱 모양의 무기로 채용하였다. 또
한 날렵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긴 머리와 긴 꼬리를 컨셉으로 

잡아 흔들리는 애니메이션을 강조하였다. 주작은 붉은 깃털을 가

진 봉황으로 묘사되어 이 붉은 깃털을 캐릭터의 장신구로 기획했

다. 청룡은 푸른 용의 형상을 띄는데 그 모습을 긴 망토에 그림으

로 넣는 기획을 했다. 
이처럼 캐릭터의 외향적인 요소들에는 기존 사방신의 대표적 

특징인 동물적 형상을 적극 반영했다.

 1.3 대표 색상과 이펙트

그림 3. 현무, 백호, 주작 그리고 청룡의 스킬 이펙트 및 색상 예

Fig. 3. Skill Effect And Color Examples Of Black Tortoise, White 

Tiger, Red Phoenix And Blue Dragon 

게임상에서 추구하는 각 캐릭터의 특성은 현무는 영웅적인 남

성상이며 의리를 중요시하며, 백호는 닌자 같은 차갑고 무뚝뚝한 

이미지와 기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주작은 당차며 활발한 

성격의 여성이며,  청룡은 신중하고 외모가 출중하다. 이와 같은 

캐릭터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색상을 수정 적용하였다. 
현무를 대표하는 검은색을 게임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게임

이 추구하는 분위기를 맞추는 측면에서 밝은 초록색으로 색상을 

결정하였고, 백호는 눈에 뛰지 않는 흰색을 대신하여 신비롭고 어

두운 이미지를 주는 보라색을 사용하였다. 주작은 이펙트를 노란

색으로 수정했는데 노란색은 빨간색과 잘 어울림과 동시에 주작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무리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청룡은 푸른색 이

펙트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양 문화의 대표적인 신화인 사방신을 바탕으

로 캐릭터와 어울리는 동물을 형상화하였으며, 이펙트 색상을 캐

릭터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

록 수정 적용하여 게임성을 높였다. 

참고문헌

[1] Yoon ho Shin, "Visual reinterpretation of the 'Painting of 
the Four Gods' (Sa-Shin-do) of the Goguryeo period", 2010.

[2] Jeon Hee Ye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il Lamp 
Motive Imagination Animal", 2011

[3] Choi Won Jun, "Case study on ancient myth to develop 
game contents : focused on conflicting structure and 
prototype of antagonistic role",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