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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uts the significance on the trends, the characteristics, the factors and background 
of the typical diversification of 2000’s historical dramas and of their costume in conjunction with 
the popular culture. We analyzed the materials like the official web-sites, the articles and promo-
tional photos based on 47 TV historical dramas and 21 historical movies. And we, approaching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r culture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cultural, economic, emotional 
and technical aspects, considered the trends of the historical dramas and their connection with 
the paradigms of the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2000’s historical dramas & their costume, in the process to widen communi-
cation with the public, rose the values of popular culture, economic values, traditional values. 
Seco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stumes in historical dramas , derived from the diversification 
of the era · Genre · characters and this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r culture in 
2000’s such as the diversity, the nature of mixture, flexibility and the orientation of variation. 
Third, the new media environment and the imaging technology of 2000’s raised completeness of 
the historical dramas and their costume. As the technical background placed the emphasis on re-
alistic representation. Fourth, the costume of historical dramas in 2000’s reflected the intention of 
the production in consideration with the emotional aspects of popula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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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극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사회상

(社會相)을 보여주게 되므로 극의 의상은 일차적으

로 과거 우리의 복식을 이해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근래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극은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써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대적 배경, 장르, 내용

등 다방면에서 대중문화의 코드를 반영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지게 되는 시각적 요

소로써의 극의상은 극의 내용이나 주인공에 대한 캐

릭터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전통과 퓨전을 넘나

들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000년대 사극의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캔들’1), ‘춘향전’2), ‘황진이’3), ‘음란서생’4) 등의 영

화의상에 대해 조명한 연구가 있고, ‘명성황후’5), ‘주

몽’6)과 ‘태왕사신기’7) 등 TV사극 의상의 스타일이나

미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고려시대 의상의 제작8) 및

사극의상의 고증9), 그리고 드라마 의상의 변화와 가

치분석10)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사극의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함은 학계에서도 사극의상의 가치

를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

행된 사극의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몇 편의 사극에

편중되어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000년대 사극의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및 오늘날의 복식문화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사극의상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

극이 대중문화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2000년대 사극이 다변화된 요인과 배경을 바

탕으로 사극의상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우선 대중문화의 한 분야인

사극이 대중문화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2000년대 대중문화와 사극을 연계하여 그 관

련성을 조사하였으며, 2000년대 사극의 특징 및 다변

화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사극 영화 21편과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사극 중 수집이 가능했던 TV

사극 47편을 포함한 총 68편을 대상으로 관련 공식

홈페이지, 기사, 홍보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

였다. 또한 사극을 시대별, 인물별, 장르별로 분류 분

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2000년대 사극의상의 특징과

유형을 찾고, 이를 다시 2000년대에 새롭게 나타나거

나 변화된 특징에 주목하여 대중문화와 사극의상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Ⅱ. 2000년대 대중문화와 사극
2000년대의 사극은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써 시대

적 배경, 장르, 내용 등 다방면에서 그 범위를 넓히

고 있다. 본 장에서는 사극이 대중문화와 어떻게 소

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2000년대 대중문화와

사극을 연계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본다.

1. 2000년대 대중문화의 특징
문화의 성격을 문화의 성향이나 향유층을 대상으

로 규정지을 경우, 대중문화란 다수의 대중이 수용하

는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형태

로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

해 대중에게 전달되어 형성된 생활양식이나 사상의

새로운 경향으로 정의되고 있다.11) 이에 오늘날 대중

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의 제작환경과 관련하여 사

회문화․정서적 측면, 영상매체와 관련된 기술적 측

면, 문화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1) 사회문화적 측면

정보화 기술과 인터넷이 확산된 2000년대에는 문

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12), 혼성성(混成性), 유동성 등

이 문화적 공유와 이해를 바탕으로 전지구화(Glo-

balization)13) 시대의 키워드로 부상하였고, 초국가주

의 등과 더불어 현 세계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논의되

고 있다.14) 이는 2000년대 대중문화가 다양한 문화의

형태를 포괄하도록 영향을 주면서 문화의 장르별 ․

다국적․문화상품 정체성의 혼성화 경향을 가속화시

켰고15), 문화 소비적 측면에서의 혼성화 형성은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산업이 전지구화를 통한 문화소비 단

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16) 또한 전지구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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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중문화간의 교류는 이질적 성향의 문화 수용 및

문화적 공유의 범위를 넓히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한류(韓流)는 전 지구적 문화의 흐름, 문화에 대

한 자본의 규정, 여러 정체성 집단들의 상호적 교류,

문화의 혼성성과 같은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는데17), 김창화18)는 ‘통합’과 ‘연계’라는 사고

방식이 ‘한류’가 대중문화의 축으로 발전하는데 일조

하였다고 보았다. 강현구 외19)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

를 넘어서 모든 이질적인 문화내용들을 혼합하는 것

을 대중문화의 동질화(同質化) 현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대중문화의 동질화 및 국제적 혼성화 현상은

한류 드라마의 성공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정서적 측면

2000년대 대중문화에는 퓨전화, 사고의 유연성, 외

모지향성, 문화주체의 변화 및 변화지향성 등, 탈

(脫)이나 유연적 사고(柔軟的 思考)를 지향하는 용

어들이 ‘21세기의 문화키워드’로서 정서적인 공감대

를 형성하였다.

퓨전은 ‘섞다’의 명사형 ‘fuse'에서 파생되어 융합,

융해, 연합, 합병, 제휴 등의 뜻을 지니는데20), 대중문

화에서의 퓨전현상은 활동 반경과 커뮤니케이션의 확

대에 기인하여 문화적 형태를 재조합하고 탈 형식화함

으로써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21). 크로스오버와

같은 맥락인 퓨전의 특성은 최근 방송에서 부각된 버

라이어티(variety), 엔터테이너(entertainer)에도 나타

나고 있으며,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스타일

을 창조하는 가운데 문화 다양성과도 연결되고 있다.

‘탈(脫)’은 전위적인 첨단의 유행으로 대부분의 문

화적, 사상적 제도의 첫머리에 붙어서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강성민22)은 “맹목적 추종이나 본능

적 거부의 양극단이 아니라, 크로스 오버, 조화와 완

성으로서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탈의 일부

를 흡수하고 유연화 되면서 문화의 다원성이 확보되

어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탈의 유연화 현상은 비교

대상으로서의 우열을 논하거나 배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문화가 아닌 다양성, 혼성성이 공존하는

2000년대의 시대적 흐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키치’는 조악한 모조품, 저속한 표현기법, 통속적

인 일상행위들을 가리키는 말로 키치의 현상은 대중

문화의 기호상품으로 소비되고, 디지털문화가 만들어

낸 잡종문화에 비유되면서23) 대중문화의 범주로 들

어오고 있다.

한편, 대중들은 대중문화가 빚어낸 시대적 유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자유로워진

성의식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이기도 한 육

체의 의의24)와 관련 있으며, 이는 외관을 중시하는

외모지향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00년대는 꽃

미남, 얼짱, 몸짱 등 외모 중시 풍조가 확장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능력 상승으로 인하여 남․

녀가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바뀌게 되면서 남성들 역

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대중문화는 다양한 사회집단

의 일괄적인 문화향유가 아닌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향유가 존재함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복합적 산물인 동시에 광범위한 우리사회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대의 N세대25), W세대26), 그리

고 P세대27)의 계속적인 등장에서 보듯이 문화의 주

체는 고정된 것이 아닐뿐더러 성향에 따라 향유집단

의 기호(嗜好)는 계속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대중문화계에서는 십대의 파워가 증가하여

네티즌 세대를 주도하는 한편, 경쟁력이 증가한 여성

은 능동적 여성상으로의 전환과 소비주체라는 측면

이 수용되면서 점차 문화의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3) 기술적 측면

2000년대는 ‘소통’이라는 화두가 각계각층에서 사

용되었는데, 시공간을 포함하여 제한적이지 않은 소

통의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대중매체의 뉴미

디어 환경, 대중문화의 인적자원에 힘입은 기술적 측

면에서의 획기적 변화가 있다. 신응철28)은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컴퓨터와 같은 매체는 메시지라고 하

였으며, 문화를 인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트

렌드라고 한 차태호29)는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결합에 의해 가속화되고, 새로운 패러

다임을 불러왔으며 그 중 하나가 미디어 융합이라고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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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디지털 위성방송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방

송은 소통의 범위와 속도를 진척시키는 디지털 환경

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컴퓨터, 케이블 TV, 휴대폰,

인터넷, 위성방송 등 다매체, 다채널의 디지털 환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은 바 크며30),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대중과의 소

통을 위한 환경조성에 발휘될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

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미디어는 디지털 정보를 사용

하고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을 가

능하게 하는 특징을 띠면서 대용량의 정보를 다루면

서도 빠르다는 이점을 빌어 기존 미디어 환경을 변화

시켰으며, DMB31)를 비롯한 소형화와 휴대화로 변화

된 디지털미디어는 이동성이란 힘을 얻어 시간과 장

소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32)

4)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중시되는 소비문화와 소비지향성

은 대중문화의 소비성과 맞물려 대중문화의 수준과

경제적 가치 상승을 도왔다. 경제적 메커니즘을 갖는

소비문화는 현대 대중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고33), 현

대 사회에서의 소비는 적극적으로 대중문화에 참여

하는 것이며34), 대중문화의 영역은 점차 계층과 연

령, 학력에 관계없이 확대되었다.35)

2000년대에는 전통문화의 유․무형적 유산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디지털화된 문화자료의 지

식정보 활용 및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등 전통문화와

경제적 가치가 접목되었다. 무형적인 전통문화는 디

지털 자료화를 통해 소통, 재활용, 재창조가 가능해짐

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이 증가하였

고36), 전통적인 캐릭터와 문화산업의 연계, 용인민속

촌, 하회마을, 사극 촬영지 등의 관광자원화 등은 전

통과의 조화에서 끌어낸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다.

한류에 힘입은 한류문화자본은 대중음악, 영화, 드

라마 등에서 벌어들인 매출 규모를 넘어 문화상품 및

한류스타들의 영향력까지 전제되면서, 문화콘텐츠 외

에도 문화적 하드웨어와 한류의 문화현상을 활용한 경

제적 파급효과까지 확대되었다. 한류드라마 배경의 관

광지화 및 한류스타의 스타일, 의상, 액세서리, 화장품,

브로마이드 등은 실제적인 매출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상승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한류문화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드라마 해외수출 금액

의 비중37)에도 입증되었으며, 국가이미지 향상 및 경

쟁력과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는 생산을 담당

하는 기업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 2000년대 사극의 특징
2000년대에 들어와 사극은 판타지에서 전쟁, 멜로

등 다양한 장르간의 융합이 가속화되었는가 하면 내

용면에서도 역사적 사실이나 고증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와 제작진의 창조적인 상상력과 역사적 재해석

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1>의 사극 68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극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사극은 다양화되었다. 정통사극과

통속사극 외에 새롭게 추가된 퓨전사극, 판타지 무협

사극 등 장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극의 배경

또한 조선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상고시대까지 확장

되었다. 또한 사극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직업군

및 신분 또한 다양해졌다.

둘째, 2000년대 사극은 대중문화의 정서적 측면이

반영되어 감성화 되었다. 역사적인 인물을 현대적 시

각에서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정서에 적합한 인물로

표현하거나, 캐릭터의 복합적인 심리 및 감성을 중시

하는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신진작가의 투입과 감성

적 연출 등 전반적인 제작환경의 변화는 사극의 내

용과 형식에 영향을 끼치면서, 고어체의 현대화, 모

호성, 장르의 다양화 등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났으며,

현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외형적 변화를 갖게 되었다.

대중의 관심과 극의 재미를 위해 새로운 소재와 표

현의 영역이 확대된 한편, 확산된 소비주체의 취향을

반영하면서 꽃미남이나 진취적 성향의 여성을 주요

인물로 설정하는 등 사극이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

유물이 아님을 드러냈다. 아울러 현대적인 미를 추구

하는 동시에, 색과 소재, 장신구, 최신 헤어스타일 도

입 등 현대적 취향과 유행성이 반영되고 있다.

셋째, 2000년대 사극은 디지털 환경과 영상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영상미와 사실적 표현을 위한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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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방영연도

TV 사극 사극영화

정통사극 통속사극 퓨전사극 통속사극 퓨전사극

1999-2000
목민심서

(KBS)
허준(MBC) - - -

2000-2001 태조 왕건

명성황후

(KBS)

천둥소리(KBS) - 춘향뎐 비천무

2001-2002
홍국영(MBC), 상도(MBC)

여인천하(SBS)
- - 무사

2002-2003
제국의아침

(KBS)

너희가나라를아느냐(MBC)

장희빈(KBS), 임꺽정(SBS)

태양인이제마(KBS)

대망(SBS) 취화선 천년호

2003-2004
무인시대

(KBS)

어사박문수(MBC), 대장금

(MBC), 왕의여자(SBS)
다모(MBC) 스캔들

청풍명월,

황산벌

2004-2005
불멸의 이순신

(KBS)

장길산(SBS) 해신(KBS) - -

2005-2006 서동요(SBS), 신돈(MBC) 별순검(MBC) 왕의남자
혈의누, 형사

천군. 무영검

2006-2007 대조영(KBS)

사육신(KBS)

황진이(KBS),

연개소문(SBS)
주몽(MBC), 궁(MBC) 음란서생 -

2007-2008
왕과 나(SBS),

이산(MBC)

궁S,태왕사신기(MBC)

한성별곡(KBS)

황진이

궁녀
중천

2008-2009
대왕세종

(KBS)
바람의 화원(SBS)

쾌도홍길동,최강칠우,바람의나

라(KBS)비천무,일지매(SBS)
미인도

신기전,

1724기방난동사건

2009-2010 - 천추태후(KBS)
돌아온일지매,선덕여왕(MBC)

자명고(SBS)
쌍화점 -

<표 1> 2000년대 사극

비중이 중시되면서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s)

을 비롯한 기술적 활용과 각 분야의 고증 및 미술․

효과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시각적 기능

이 강화된 사극은 전쟁 장면을 비롯한 스펙터클 장

면을 위시하여, 세트, 의상, 분장 등 시각적으로 보다

정밀화되었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볼거리가 증가하였

으며, 전문 인적 자원의 기술력에 의해 사극에서의

의상 및 미술 디자인 수준도 향상되었다.

넷째, 2000년대 사극은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대

중문화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가치를 키

웠다.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성공한 사극은 전통적 가

치와 문화콘텐츠가 만나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받

거나, 한류의 붐을 타고 수출되면서 전통문화가 경제

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3. 2000년대 사극과 대중문화
1) 사극의 대중문화적 배경

2000년대 사극은 다양해진 동시에 혼성화 되었다.

특히 퓨전사극은 2000년대에 새롭게 진입하자마자

비중 있는 장르로 부각되었는데, 유연적인 사고가 반

영되면서 다양성, 혼성성이 공존하게 된 퓨전사극의

붐으로 이어졌다. 한편 한류문화는 대중문화의 교류

를 매개로 이해의 폭을 넓혔는데, 역사와 사회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류사극이 성공한 배경에는 문

화의 유동성과 동질화 현상,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

해 소통하려는 수용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정서와 사회상은 사극의 다양한 장르와 내

용에 반영되면서 사극의 다양화 및 감성화를 이끄는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연적인 사고는 역사적 사

실이나 인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사극의 내

용을 현대적 정서에 부합시킴으로써, 사극의 현대화

를 이끄는 배경이 되고 있다. 2000년대 대중문화 속

의 인물들은 캐릭터 자체에 복합성을 띠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흑백(黑白)의 논리에 의해 편

을 가르는 과거의 관점으로부터 소통과 이해라는 관

점의 전환에 따른 사고(思考)의 유연화 현상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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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사극의 인물은, 비

록 실존 인물일지라도 새로운 주제에 맞춰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지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되는 등

오늘날의 정서로 이해되거나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사극 ‘다모(2003)’를 효시로 등장한 ‘드라마 폐인’

은 대중이 사극의 소비주체로 흡수된 예로써, 이후

대중들의 기호를 반영하는 흐름은 가속화되었고, 이

는 시대물인 사극에도 여파를 미치면서 젊은 층과

여성을 고려한 변화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과 젊

은 세대로 확산된 사극의 소비주체는 사극의 캐릭터

변화 및 외모지향성이 동반되었고, 현대적 감각과 유

행 도입, 영상미의 중시 등 사극의 시각적 변화를 주

도한 배경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의 사회

적 정서와 대중들의 감성은, 사극을 역사적 사실에

국한된 틀에서 벗어나 비정형화시킴으로써 감성사극

의 일면을 나타내는 동시에 비주얼을 강화시키면서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사극은 뉴미디어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된 기술, 그리고 다방면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전문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영상분야를 강

화하는 한편, 사실적 표현과 영상미의 추구라는 소기

의 목적을 이루었다. 2001년 디지털 위성방송이 시행

된 이래 가능해진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영상매체의 변화 및 영상제작물의 수준

을 높였으며,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HD(High

Definition) 프로그램은 높은 선명도와 고화질 화면에

맞는 새로운 제작기법을 필요로 하였다.38) 따라서 사

극 또한 2000년대 영상분야의 기술적 배경에 힘입어

판타지, 전쟁 장면 등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시대성과 캐릭터를 표현하는 사극의상 역시

시각적 비중이 중시되어 발전하였다.

2000년대 드라마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극본, 방영,

연출, 배역 등 기본 사항 외에 광고, 해외수출, 인터

넷산업, 음반, DVD 등 마케팅적인 부가적 사항까지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적 자원

인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전문 인력들이

포진되어 제작된 드라마의 상품적 가치는 높아졌으

며, 사극의상분야에서도 전문 디자이너의 역량이 도

입되었다.

문화의 경제화는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문화에 대

한 대중의 소비 욕구 증가와 대중매체의 확장과 발

달에 따른 전파 능력에 비례한다. 영화, 혹은 드라마

는 대중들의 감상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

비주체인 대중들에게 상품성을 지니는 경제적 대상

이기도 한다. 특히 2000년대 사극은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는데, 연극, 공연, 전시 등 다른 분야로도 확

장되었던 영화 ‘왕의 남자’, MBC 미술센터의 콘텐츠

One Source Multi-use39) 등이 그 예이다. 자극적인

대중문화 및 상업자본주의의 영향이 커지면서, 경제

세계화와 문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요즈음의 세계

화40) 시대에는, 시장의 규모를 범 아시아권으로 확대

한 사극 ‘태왕사신기’에서처럼 대중문화에 속한 드라

마 역시 시장경제와 상호영향권에 있다.

2000년대에는 전통문화를 담은 사극이 관련분야까

지 활성화되거나 콘텐츠로 활용되는 등 한국적인 ‘문

화콘텐츠’가 부각되었다. 영화 ‘왕의 남자’는 궁중의

놀이문화와 광대의 생활 및 연희 방식을 재현하였

고41), 콘텐츠인 ‘한국 기녀 문화 디지털 문화 원형’은

사극 ‘황진이(2006)’의상의 디자인콘셉트에 영향을

주었으며, ‘주몽 잡곡쌀’ ‘주몽 카푸치노 세트’, ‘왕의

남자’에 나오는 인형 등은 ‘문화 원형으로 이야기하

다 - 시간 속에 묻혀 있는 상상의 스토리텔링’ 콘퍼

런스에서 전시되었다.42) 또한 ‘왕의 남자’의 광대놀이

와 줄타기, ‘대장금’의 수라간요리 등은 각종 광고의

소재로도 등장했으며, 특히 ‘대장금’은 한국의 궁중

문화가 현대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메뉴로 재현되

는 상황 및 장금이의 한복 촬영 등 한국의 전통문화

에 대한 직접적, 체험적 향유를 이끌어 내면서 한국

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현대화, 국제화한 모범적 사례

로 꼽히고 있다.43)

2) 사극의 대중문화적 가치

2000년대 대중문화는 저급문화의 논의에서 벗어나

주류문화의 범주에 들어서면서44) 학계 및 문화계 전

반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었고, 사극은 다양성, 혼성

성, 유동성, 소비지향성, 변화지향성 등 동시대의 문

화코드와 접목되어 현대적 정서를 담아냄으로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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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2000년대 사극이 대

중문화 코드와 접목되어 변화한 점은, 대중문화를 통

해 사극이 지닌 대중문화적 특성을 유추할 수도 있

으며, 역으로 새롭게 형성되거나 변화된 사극의 특성

이나 경향이 2000년대 대중문화에 투영될 수도 있기

에, 동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기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정서와 맞물려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관심

의 증가는 사극의 시대적 범위 확산으로 이어졌다.

시대성을 배경으로 제작되는 사극에는 축적되어온

생활풍속이나 관습, 의례, 제도, 가치관, 종교 등 무

형적인 유산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따라서 대중

들은 사극을 통해 재현되는 과거의 정서와 전통문화

에 대한 이해 및 가치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민족

적 자긍심을 갖기도 한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에서의

전통적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는데, 특히 사극은

문화 콘텐츠와 접목되면서 상품적 가치를 더하였다.

완성도가 높아진 사극은 한류의 붐에 일조하면서, 사

극의 수출이라는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한국의 전

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외국에 알리는 문화교류의 역

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의 사극은 장르를 비롯하여 배경, 주제,

인물 설정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변화

를 꾀하는 동시에 비주얼의 수준을 높이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사극의 주요 인물은 현대 사회상과

단절된 구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공감대

를 형성할 수 있는 캐릭터로 재해석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문화 안에서 진화한 사극은 현대적

특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특성을 담아내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사회상

과 정서, 감성, 유행성 등 대중의 기호를 반영하는

한편,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상호 소통하는 가운

데, 대중의 호응도를 높이며 사극의 붐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2000년대 사극은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등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현대사회와

소통되는 대중문화의 가치를 수반함으로써 동시대의

문화기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2000년대 사극의상과 대중문화
2000년대의 사극은 동시대 대중문화의 특성과 가

치를 담아내면서 시대적 배경, 장르, 내용 등에서 다

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극의상도 전통성과 변

화지향성이 공존하는 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 2000년대 사극의상의 특징
1) 사극의상의 다양화

2000년대 사극의상의 다양화는 사극의 시대적 배

경의 확산과 다양한 인물 군에 부합하는 의상의 추

가 및 재조명, 그리고 장르별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

다. <표 1>을 대상으로 본 사극의 시대적 배경은 조

선시대 66.2%, 고려시대 16.2%, 삼국시대 13.2%, 기

타 4.4%의 순으로 분석되었고, 주요인물을 신분 및

직업별로는 왕실․친인척은 23.5% 관원․학자 19.6%,

직업군(의원, 의녀, 화원 등) 17.6%, 무사․군사

13.7%, 신분(양반, 천민) 9.8%, 기타(기녀, 승려, 도

적, 광대 등) 15.7%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그 동안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던 인물들이 부각되면서 권력

위주의 정치 중심 판도에서 벗어나 생활상이 전개되

었고, 결과적으로 신분의 하향 이동 및 다양한 직업

분포를 나타냈다.

사극을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요소가 개입된 정도

에 따라 정통사극, 통속사극, 퓨전사극으로 분류할

때, 2000년대 사극에는 허구적 요소가 증가한 퓨전사

극이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었다. 신세대들의 영향력

이 커지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생성된

퓨전사극은 역사적 사실 위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

에 그 대상과 표현방법이 자유로우며, 상상력에 의존

하여 만들어진 판타지 사극, 퓨전무협사극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 퓨전 TV사극 ‘대망(2002)’

을 필두로 퓨전사극영화가 등장한 이래, CG의 사용

이나 허구적 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극의 장르

별 구분은 각 사극의 공식 홈페이지, 영화관련 사이

트에서 제시한 장르 및 관련 기사를 근거로 삼았는

데, 총 68편 중 통속사극 31편(TV사극 21편, 사극영

화 10편), 퓨전사극 29편(TV사극 17편, 사극영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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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장르별 인물별

조선시대 66.2 통속사극 45.6
왕실․친인척 23.5

관 원․학 자 19.6
고려시대 16.2

퓨전사극 41.2
무 사․군 사 13.7

삼국시대 13.2 직 업 군 17.6

정통사극 13.2
신 분 9.8

기 타 4.4 기 타 15.7

<표 2> 2000년대 사극의 분포 비율

(단위 %)

편), 정통사극 9편으로 분류된 결과, 통속사극 45.6%,

퓨전사극 41.2%, 정통사극 13.2%의 순으로 정리되었

다<표 2>.

2000년대 사극의상에 부각된 외형적 특징에는 시

대별 아이템의 증가에 의한 전통적 특징과 제작 의

도에 의한 현대적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 고려시대

사극의상의 경우,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를 비롯하여

만초문과 불교 문양의 증가, H형 실루엣과 대칭형

외의, 넓은 소매와 바지통에서 부리로 이어지는 직선

형태, 고름이 아닌 띠를 사용하여 여미는 긴 저고리

와 포 등의 착장방식이나 형태면, 그리고 금관, 적관,

귀고리, 목걸이 등의 장신구 및 금속제 장식, 배자,

표, 요대, 몽수, 섬소, 인수, 여의습 등의 장식을 통해

서도 전통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는 소

매가 비치는 변형당의, 도화서 의상, 수라간 및 내의

원의 의상에서처럼 기존의 전통복식을 참고하여 새

롭게 디자인 된 의상이 다수 포함되었고, 단삼과 반

비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왕실의 의상, 그

리고 조선시대 왕의 의상 또한 기존의 곤룡포 외에

편복, 대례복, 답호, 철릭 등 다양한 종류와 복색으로

선보였다.

사극 장르의 다양화는 물량의 확산 및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이템이나 코디네이션, 디자인 형태의 사

극의상을 동반하였고, 고증에서 변형되거나 창작된

경향이 두드러진 가운데 변화된 의상일수록 대중문

화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정도는 퓨

전사극, 통속사극, 정통사극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료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정통사극은 의상 또한 고

증을 중시하여 이전에 비해 복식제도의 적용과 계급

사회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지고 역사적 배경 및 사

회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나,

일부는 극의 흐름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거

나 동일한 의상이 계속될 경우의 단조로움이나 세트

와의 부조화 등을 피하기 위한 시각적 측면을 고려

하여 의도적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KBS의 ‘태조

왕건(2000)’, ‘불멸의 이순신(2004)’등 정통대하사극

은 고증을 중시한 의상을 선보인 예로 들 수 있다.

통속사극의 의상에는 고증에 근거한 사극의상, 고증

으로부터 변형되거나 창작 디자인된 사극의상의 유

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진 외

형적 변화 중에서도 특히 통속사극의 의상은 캐릭터

를 부각시키는 경향 등 변형된 유형의 특징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는데, 제작의도를 반영하여 변형된 사

극의상의 배경에는 대중문화의 정서가 있다. 사극의

판타지․퓨전화 경향이 커짐에 따라 보편화된 퓨전

사극45)에는 고증에 근거한 전통의상과 퓨전 디자인

및 퓨전적인 코디네이션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고

증의 한계를 뛰어 넘어 화려함과 볼거리를 더한 의

상 및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퓨전 디자인 의상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다.

2000년대 사극의 주인공들이 캐릭터의 다변화 경

향을 보임에 따라 사극의상 또한 캐릭터의 감정 및

성향에 부합하는 색채의 사용 및 장식의 화려함으로

다양함을 더하였다. 캐릭터와 영상미를 중시하는 경

향은 특히 통속사극영화의 의상에서 두드러지게 표현

되었는데, ‘스캔들(2003)’, ‘음란서생(2006)’, ‘황진이

(2007)’등의 의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퓨전사극은

다채롭게 표현된 의상을 부각시켰으며, 그 비중은 점

차 증가하고 있다. 퓨전사극 ‘대망(2002)’의 의상은

현대 생활한복 형태와 밝은 색상으로, ‘해신(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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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사극의상

주몽 서동요 대조영 무인시대 대왕세종 이산 명성황후

시대 삼국 이전 삼국 발해 고려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

장르별

사극의상

불멸의이순신 여인천하 스캔들 태왕사신기 중천 형사 궁S

장르 TV정통사극 TV통속사극 통속사극영화 TV퓨전사극 퓨전사극영화 퓨전사극영화 TV퓨전극

인물별

사극의상

허준 허준 바람의 화원 왕과 나 황진이 일지매 왕의 남자

직업 의원 의녀 화원 내시 기녀 협객 광대

- http://wizard2.sbs.co.kr, http://www.kbs.co.kr/drama, http://imagesearch.naver.com,

http://movie.naver.com, http://www.imbc.com

<표 3> 시대별․장르별․인물별 사극의상

의상은 당나라풍의 실루엣과 소재를 선보였으며, 사

극영화 ‘비천무(2000)’, ‘중천(2007)’ 등의 의상은 시

대성은 모호하나 영상미를 중시한 창의적인 형태를

선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극의 장르는 사극 간의

경쟁력으로 인해 사극의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극의상의 다양화를 주도하는 요인이 되었다.

2) 제작 의도의 반영

2000년대 사극은 대중의 관심 유도와 극의 재미를

위해 새로운 소재와 영역을 개발하는 한편, 사극의상

에서도 캐릭터의 재해석 및 색상, 소재 등 영상매체

의 시각적 특성을 통해 제작의도가 반영되었음을 나

타내고 있다.

(1) 디자인 콘셉트가 반영된 외형적 특징

2000년대 사극의상에는 제작 의도에 의해 변형 혹

은 창작된 외형적 특징이 부각되었다. 의도적으로 변

형되거나 창작된 사극의상은 형태, 색, 문양, 색, 소재

및 장신구 등 외형적 요소를 중심 변형되었으며, 변

형의 폭이 클수록 현대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사극의 변화와 함께 다양해진 사극의상에는 극의 흐

름과 캐릭터를 표현하는 역할이 추가되면서, 실루엣

의 변화 및 장신구, 최신 헤어스타일 도입 등 창의적

인 디자인 콘셉트가 가미되었다. 신체를 드러내는 실

루엣과 개방형의 착장방식과 자유롭게 표현되는 머리

모양 등은 대중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고증과 달리 표

현되는 특징으로서, 2000년대 사극의상에 부각된 외

형적 특징인 동시에 현대적 감성이 반영된 결과물인

것이다. 특히 퓨전사극 의상은 전통과 현대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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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착장 개방형, 저고리 위에 치마 착장, 무정형 레이어드식

구성․구조 상의; 볼레로형, 표, 대칭형 배자, 원피스형 치마

요소

형태 형, 실루엣 무정형, X형

색채
색채 형광색, 서민복 - 파스텔 색상, 女일상복 - 흑색, 분홍, 보라 등

배색 同色 배색, 혼합형 배색

문양
형태 만초문 증가, 불교문양, 현대적 문양, 로고 문양

표현기법 금사직금수, 기계자수, DTP, 염색, 채회염

소재

아이템

민소매당의, 반비, 배자, 단삼, 장삼, 조끼, 변형갑옷, 여자바지, 삼국시대- 대례·소례복,

집무복, 연거복, 승려복, 악공복, 무희복, 표, 퓨전의상 - 짧은 치마, 볼레로, 원피스형 치

마, 운견형 포

직물 쉬폰, 숙견, 광택소재, 알파카, 기타 수입된 원단 및 양장지

소품 안경, 베레모

장식
장식 리본, 몽수, 섬소, 인수, 요대, 패대, 여의습, 선장식-獸毛형, 금속제형

디테일 프릴, 플라운스형

기타
두식 머리모양 - 파마머리, 긴생머리, 산발두식 - 머리띠, 건, 각종 변형모, 적관, 장식 빗, 채(釵)

기타 ․장신구 금속 장신구, 과대와 요패, 목걸이, 브로우치, 팬던트, 이마장식구슬

<표 4> 2000년대 사극의상에 새롭게 나타난 외형적 특징

캐릭터 및 디자인콘셉트에 의해 고증으로부터 변형된 사극의상

왕의 남자 음란서생 이산 스캔들 영화황진이 드라마황진이 선덕여왕

연산군 정빈 이산 조씨부인 황진이 황진이 미실

창작된 사극의상

일지매 해신 중천 1724기방난동건 쾌도홍길동 자명고 형사 대망

- http://imagesearch.naver.com, http://blog.daum.net/sacomsh, http://www.imbc.com,

한류 전시회, http://www.mydaily.co.kr, http://www.kbs.co.kr/drama/honggildong,

http://wizard2.sbs.co.kr, http://blog.naver.com,

<표 5> 고증으로부터 변형 및 창작된 사극의상

조화시킨 한국적 디자인으로서의 창의적 가능성을 열

어주었고, 대중들은 이를 새로운 유형의 한복으로 받

아들였다. 볼레로, 짧은 치마, 여자용 바지, 운견(雲

肩) 모양의 장식을 부착한 포, 망토 등은 퓨전사극

안에서 창의적인 표현으로 구사된 예이고, 베레모, 가

면, 안경 등의 현대적 소품과 과다한 장식 및 화려한

장신구 활용 등에서처럼 고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

게 창작되는 사극의상의 표현적 범위와 그 안에서 표

현되는 현대적 특징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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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뎐(2000) 비천무(2001) 스캔들(2004) 혈의누(2005) 형사(2006)
음란서생

(2006)
중천(2007) 황진이(2008)

허준(2000)
태조왕건

(2002)

무인시대

(2003)
대장금(2004) 해신(2005)

불멸의이순신

(2006)
주몽(2007) 대조영(2008)

- http://kin.naver.com, http://www.movist.com, http://www.cineseoul.com/movies,

http://www.kbs.co.kr/drama, http://www.imbc.com, http://imagesearch.naver.com,

<표 6> 의상․미술 분야에서 수상한 2000년대 영화 · TV 사극 (수상년도)

(2) 현대적 색채 및 소재의 사용

2000년대 사극의상에는 고증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색채와 소재가 응용되면서 영상미와 캐릭터를 고려

한 배색과 표현기법의 활용, 수입원단, 쉬폰, 양장지,

인조피혁 등 현대적 소재, 장식성을 중시한 문양 등

이 부각되었다.

현대적 이미지의 흑색은 영화 ‘음란서생’과 ‘황진이

(2007)’의 여주인공 색으로 사용되는 등 그 비중이

증가하였고, 단일배색, 이색배색, 다색배색 등 전통외

의 배색도 나타났다. 비치는 소재가 겹쳐져서 나타나

는 혼합색, 크고 두드러진 문양에 색을 입혀서 표현

되는 장식적인 색을 비롯하여, 분홍, 산호색, 하늘색

등의 파스텔톤 및 갈색, 주황, 보라, 그리고 무채색의

사용빈도가 높아졌다.46) 이 외에도 같은 톤의 배색과

비취색, 산호색 등 밝은 유행색이 사용되었던 드라마

‘신돈’의 의상, 조선후기의 시대성과 상영 당시의 유

행성이 반영되었던 영화 ‘춘향전’의 의상47), 시폰소재

의 사용 및 자주색 바탕에 청색의 선단 사용 등 당

시의 유행 소재와 색감을 고려한 ‘서동요’의 의상,48)

‘스캔들’, ‘황진이’의 의상 등도 현대적 색채를 담고

있다. 아울러 화려한 금박과 금수를 비롯한 과다한

장식의 증가 및 시스루 풍의 소재, 양장지의 활용 등

도 ‘럭셔리'풍을 선호하는 대중의 기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각적 비중의 증가

디지털 방송과 영상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사극의

영상미가 중시됨에 따라 사극의상 또한 고화질, 고선

명도의 영상으로 인하여 시각적 표현에 세밀한 주의

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영상 기술에 의한 시너지 효

과는 2000년대 사극의상의 감각적인 스타일과 색채

조화 등 영상미의 표현에 일조하는 한편 CG 효과를

활용하였다. ‘허준’은 파스텔톤과 간색(間色)의 사용

등 보다 효과적인 화면구성에 치중한 사극의상을 전

개하였으며,49) ‘황진이’는 현대적인 미와 소재를 도입

한 기녀복식을 선보였다. ‘음란서생’의 손 염색한 의

상,50) 당대의 복식문화를 바탕으로 색상과 소재에 현

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스캔들’의 의상 등도 변형된

전통의상과 화려한 장신구를 통해 영상미를 추구한

예이다.

2000년대 이후 각종 영화제와 방송대상에서 ‘대종

상 의상상’부문과 ‘한국방송대상’ 미술상 부문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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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사극은 8~9편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

며, 이를 통해 사극의상의 시각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표 6>.

4) 사극의상의 가치 상승

2000년대 사극의상은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하고 전통 복식미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

기를 마련하는 한편, 오늘날의 사회적 정서와 환경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복식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고대사에 대한 관심은 고증의 범위에서 벗

어난 사극의상의 유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으

며, 전통적 가치에 대한 긍지와 비례하여 사극의상의

위상을 높여왔다. 고려시대 사극의상을 계기로 고증

자문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과거 전통 복식에 대한

고증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관혼상제(冠

婚喪祭)를 비롯하여 민족적이고 민속적인 복식의 전

통적 특징을 재현하는 가운데, 대중으로 하여금 전통

적인 가치관 및 정서를 내재한 미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2000년대 사극의상은 사극에서의 비중 및 가치가

상승하였다. 시대성이나 신분을 표현하는 기존의 역

할과 함께 더욱 충실해진 고증에 의해 사실적 표현

이 강화된 반면에, 극의 분위기 및 캐릭터의 심리상

태를 전달하거나 영상미를 위한 보조적 역할이 추가

된 디자인 콘셉트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

이템과 다양한 디자인의 사극의상은 서양복 위주로

응용되었던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을 접목시키면서

아이템, 구성, 디자인, 소재, 색채 등 여러 부문에서

한국적 복식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한 배자, 답호, 배씨댕기 등 보편화되지 않았던 전통

복식용어를 현물화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한편, ‘스타

일리쉬 한복’, ‘퓨전 한복’, ‘꾸튀르 한복’ 등 한복의

세분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상 2000년대 사극의상은 현대적인 미의 관점과

유행을 반영하거나 선도한다는 점,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적 복식미와

한국적 복식 디자인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 등에서

복식문화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사극의상의 경제적 가치는 사극의상의 의상

자체의 제작비용 증가와 시장경제성 증가라는 두 가

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시대극인 사극의상은 현대

극 의상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2000년대

사극의상은 고증, 창의적 디자인, 소재와 아이템 개

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세밀화․구체화․고급화

되면서, 실제 제작에서도 많은 수고와 고비용이 투여

되었다. 제작의도를 고려한 디자인 콘셉트의 반영 및

전문 업체의 협찬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소재와 장신구, 화려한 장식을 동반하면

서 제작비의 상승을 주도하였다. 고증에 근거한 궁중

의 대례복 일습의 경우처럼 사실적인 표현이 중시되

는 의상일수록 제작비가 높아지게 될 뿐 아니라 장

신구, 두식, 소재, 문양 등 개별적 요소 또한 시대에

적합한 부가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밖

에도 ‘해신’, ‘자명고’, ‘선덕여왕’등 퓨전사극의 의상은

제작 의도에 입각하여 색다른 소재와 화려하고 꾸밈

이 많은 표현 등으로 제작비가 상승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사극의상의 상품적 가치는 관련된 원단 및

소재가 개발되거나 관련 이템이나 디자인이 파급되어

발전되면서 시장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배자는 중

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건’형의 모자와 배씨

댕기 또한 급증하였다. ‘스캔들’ 이후에는 화려한 색

감과 장신구의 활용이 두드러졌고 ‘이산’은 금·은박의

유행과 함께 답호를 남복의 아이템으로 부각시켰으

며, 한복의 아이템과 원단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황진

이’의상은 퓨전극 ‘궁’을 계기로 선보였던 노출형의

퓨전의상과 함께 퓨전한복의 유행으로 이어졌다.

2. 대중문화적 배경과 사극․사극의상의 관계
2000년대 사극의상은 과거시대를 표현하는 매개체

로서의 소임을 지님과 동시에 오늘날의 대중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전통과 퓨전을 넘나들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대중문화적 배경이 함께하고 있다. <그림

1>은 다양화, 감성화, 영상미 중시, 가치 증가 등의

공통적 특징을 축으로 하여 2000년대 대중문화․사

극․사극의상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사극의 시대별․장르별․인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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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는 사극의상의 시대별 아이템 증가, 유형의 증

가, 다양한 인물별 의상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고증

을 중시한 의상, 고증으로부터 변형된 의상, 창작된

의상으로 그 유형이 구분되었다. 사극의 다양화와 유

형의 다변화에서 비롯되어 고유하거나 변형된, 혹은

새롭게 창작된 형식·형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확대

되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증가한 사극의상의 배경에

는 대중문화의 사회문화적․정서적 측면인 다양성,

혼성성, 유연성, 변화지향성 등과 연관되고 있다.

둘째, 2000년대 사극의상에는 대중문화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제작의도가 반영되었고, 대중문화적

정서와 맞물린 사극의 감성화는 사극의상의 외형적

변화를 이끌었다. 따라서 현대적 감성과 유행은 디자

인 콘셉트, 캐릭터 부각, 영상미 중시 등의 요소가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사극의상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유연성, 퓨전성, 외모지향성 등 대중문화의 정

서가 반영된 사극의상은 다양한 한국적 미를 나타내

는 한편, 사극에 대한 소비주체를 확대시킨 일면도

있다. 2000년대 사극의상은 캐릭터의 심리와 성향 등

내면을 표현하는 역할이 추가되었는데, 이처럼 사극

의상이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사극의 인물을

대변해주는 경향은 대중문화의 정서적 측면과 연관

된 사극의 감성화에 기인한다. 전통에서 변형된 사극

의상은 대중의 기호를 고려한 사극의 변화에 기인하

여. 캐릭터의 상징성, 유행성, 변화지향성이 더해졌고,

특히 창작된 사극의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현대적 정서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 유행성 반영,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퓨전성 등으로 인한

2000년대 사극의상의 변화는 대중문화의 정서적 배

경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2000년대의 뉴미디어 환경과 영상기술은 사

극과 사극의상의 완성도를 높였다.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한 2000년대 사극은 영상매체로서의 특성이 두

드러지면서 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의 하나

로 의상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처럼 영상 및 미적

가치가 중시된 배경에는 대중매체의 디지털 환경 및

진보된 영상 기술력이 존재하고 있다. 2000년대 사극

의상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볼거리로서의 역할과 함

께 사실적 표현 및 영상미를 중시하게 된 기술적 배

경에 따라 보다 세밀한 디테일, 과장 및 강조, 고급

화 · 장식화한 미적 표현을 유도하였다. 사극의상의

다변화 가운데에서도 중시된 전통적 특성은 고급화,

세밀화, 장식화 된 전통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중매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진화를 배경

으로 하는 영상미의 중시경향과 관련된다. 사극의상

의 특성상 클로즈 업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화

질 영상은 문양의 표현이나 소재 선택, 장신구의 세

공 및 두식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디테일과 사실적인

표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시각적 비중이 중시

됨에 따라 소재, 장신구의 고급화 및 문양, 디테일이

세밀화 되었으며, 영상미를 고려한 색과 장식적 역할

을 더한 문양의 사용 및 장신구의 활용이 증가하였

다. 또한 사극의상 자체에 영상기술력이 도입되었는

데, 사실적 표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된 컴

퓨터 그래픽은 전쟁 장면이나 판타지 상황을 묘사하

는데 활용되었으며, 영상 기술력으로 제작된 의상으

로 실루엣과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넷째, 2000년대 사극의상은 제작비용이 증가하고

문화콘텐츠에도 활용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

였다. 사극의 대중문화적 가치 증가와 제작비의 투자

상승에 힘입어 상품적 가치를 더하게 된 사극의상은,

고증을 중시한 유형인 왕실의 대례복에서처럼 후수,

폐슬 등 고가의 부속품이 추가되는 한편, 변형되거나

창작된 의상에에서도 전통 소재를 비롯하여 털, 가죽,

금속 등 다양한 소재의 전통적인 활용, 장식선, 누빔,

주름 등의 전통적 디테일, 자수와 금박, 그림 등에

의한 전통적 미적 특성이 강조된 화려한 장식과 장

신구, 고급화된 전통장식 등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

극의상의 다양화․고급화는 제작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대중의 기대심리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성공한 사극은 관련 상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

한류 진출, 촬영지의 관광화 등 경제적 가치를 동반

하였으며, 사극의상 또한 전통적 아이템의 상품화,

퓨전한복의 정착화 등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 증가의 배경에는 한류사극의 성

공 및 사극영화와 TV사극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에

따라 대중문화 내에서도 높아진 사극의 위상과 대중

문화의 소비지향성 증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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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0년대 대중문화․사극․사극의상의 관계

Ⅳ.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사극과 사극 의상의 경향 및

특징, 유형별 다변화의 요인과 배경을 대중문화와 연

계하여 고찰하는데 의의를 두고, 총 68편의 사극을

대상으로 관련 공식 홈페이지, 기사, 홍보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시대별, 장르별, 인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중문화의 특징을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서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

여 사극과 당대의 대중문화 패러다임과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사극과 사극의상은 대중과의 소통

을 넓히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전통적 가치가 상승하였다. 다양한 장르간의 융합과

정형화된 내용에서 벗어나 현대화 된 2000년대의 사

극과 사극의상은 대중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대중문

화로서의 가치를 더하였다. 또한 성공한 사극은 관련

상품 및 문화콘텐트 개발, 한류 진출, 촬영지의 관광

화 등 경제적 가치를 동반하였으며, 사극의상 또한

제작비용이 상승하는 한편, 전통적 아이템의 상품화,

퓨전한복의 정착화 등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2000년대 사극의상의 고증화·다양화는 삼국․

고려시대 복식미를 비롯하여 전통 아이템을 재인식

시키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한국적’인 것에 대한 긍

지를 높이는 한편,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제공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더하였다.

둘째, 2000년대 사극의상을 대상으로 고증에 근거

하여 사례별로 분류한 결과, 사극의상의 유형은 고증

을 중시한 의상, 고증으로부터 변형된 의상, 창작된

의상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상고시대까지 확장된 의

상, 퓨전사극 의상,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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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표현된 수많은 사극의상 등은 사극의 시대

별·인물별 다양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대중문화

의 다양성, 혼성성, 유연성, 변화지향성과 연관되고

있다.

셋째, 2000년대 사극의상은 이전에 비해 고증이

충실해진 반면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퓨전성이

심화되는 등, 고증에서 벗어난 예도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는 기존의 정통사극과 통속사극 외에 퓨

전사극이 등장하여 사극의 장르가 다양화되었으며,

오늘날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허구적 요

소가 증가하면서 장르의 경계마저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극의 장르별 다양화 및 현대화

경향은 2000년대 사극의상의 다양화를 주도한 요인

이자 고증화․현대화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2000년대 사극의상에는 대중문화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제작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사극의상

은 캐릭터 부각, 연출적 표현, 영상미 중시 등으로

인해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현대적 감성을 고려한

디자인 콘셉트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따라서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제작

의도는 사극의상의 변화를 주도한 요인이 되고 있으

며, 특히 퓨전성, 유행성, 유연성, 외모지향성 등 대

중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사극의상의 변화는 사극에

대한 소비주체를 여성과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시키

면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섯째, 2000년대의 뉴미디어 환경과 영상기술은

사극과 사극의상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실적 표현과

영상미를 중시하게 된 기술적 배경에 따라, 비주얼

요소이기도 한 사극의상은 보다 고급화․장식화․세

밀화 되었으며, 판타지 성향의 표현 등 CG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2000년대 사극의상은 한국적 미와 관련하

여 형태, 문양, 색, 소재, 장신구 등 특히 외형적 요

소에서의 변화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정서와 유행성

을 반영한 사극의상의 외형적 변화는 여성미를 강조

한 실루엣의 변화, 현대적인 색상의 사용, 문양 형태

의 단순화․장식화․확대화, 소재와 장신구의 퓨전화

등 각 요소별로 구체화되면서, 전통적 계속성과 퓨전

적 변화지향성이 공존하는 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

다. 이처럼 변형되거나 창작된 사극의상은 한복의 스

타일 및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상 2000년대 사극의상은 가치 상승, 다양화, 현

대적 정서와 유행성의 반영, 시각적 비중의 증가, 한

국적 복식미의 다변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사극의상

은 대중문화와 연관되어 전통성의 전승 및 변화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증으로부터 벗어나 변형

되거나 창작된 의상일수록 다양성, 혼성성, 유연성,

변화지향성, 유행성, 소비지향성 등, 대중문화의 특성

이 잘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사극의상은 고증

을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시각과 정서를 고려하여

변화되었으며, 그 변화의 정도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사극의상은 영상매체인 사극에서의 비중

을 점차 높이면서 과거 및 오늘날의 복식문화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편, 감상의 대상을 넘어 대

중과 서로 소통하면서 전통과 변화지향의 성향이 공

존하는 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

는 대중문화의 주체인 대중의 기호에 상응하기 위하

여 변화된 일면도 있다. 또한 2000년대 사극의상의

부상은 양적․질적으로 다변화한 모습을 보이는 사

극의 흐름과 연관하여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고 있는

사극의상의 현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높아

진 대중문화의 위상 안에서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사극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힘이 되

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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