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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ostumes of Greek Mythology Gods in films using Morris' semiotics. 
In film "Clash of The Titans", Zeus' costume of shining gold armored body suit and long man-
teaux expressed the limitless sublime. The definite form contouring body shape of his costume al-
so demonstrated classical beauty. Hades' costume of dark colored armor, long manteaux, and 
transformation via smoke also described the limitless sublime. The unbalanced and irregular shap-
ed armor showed ugliness. In "Percy Jackson & The Olympians: The Lightening Thief", the ar-
mor and long manteaux of Zeus showed the limitless sublime. The beauty of his body and his 
sophisticated business wear indicated classical beauty. These features were also present in 
Poseidon's costume as well. The limitless sublime and ugliness are implied in Hades' look by por-
traying him as having a monster body with horns and wings, and his costume of punk look. In 
"Immortals", gods of Olympus wore clothing that was reminiscent of Egyptian times, which repre-
sented a time of strong royal authority, in order to expose the limitless sublime. Classical beauty 
was shown in the beauty of their body. Titans' costumes and look of non-human being were 
composed of black and red to present ugliness. The inherent meanings of Gods' costumes are 
death of god, patriarchy, and the good triumphing over the evil. The Greek gods are not held 
in the same reverenc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mythology inspires lots of visual 
creations. The results help to accumulate a creative design database for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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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신화의 이미지와 상징들이 영화, 게임, 드라

마 등 미디어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신화

의 귀환은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

달에 편승한 것이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을

소비하면서, 인류는 현실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인 가

상세계와 시뮬라시옹을 경험하고 있다. 신화의 귀환

은 대중들에게 현대 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제시 혹은

기존 체제의 강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1) 영화 속에

서 신화 이야기를 재탄생시키면서 신을 육화하고 현

대인의 입장에서 설정한 의상을 입혀 실체화하였다.

신이라는 상상의 존재의 시각화는 현대 사회에서의

신이라는 존재에 담긴 함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도흠2)에 의하면,

신화는 익명의 집단이 당시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었던 기원 – 곧 천체와 자연 현상, 카

오스에서 코스모스, 자연에서 문화와 문명으로의 전
이, 성스런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의 대립과 만남, 집
단의 형성, 의례나 금기의 의미, 세계와 삶의 부조리

와 인간의 실존 - 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집단무의
식적인 상상력을 통해 해명해 자아와 세계의 조화
와 삶의 평형을 도모하려는 이야기로, 진리로 믿어

지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말과 글로 전승된, 특정한
구조와 집단 공통의 원형을 내포한 담론이다.

신화는 상징적․비유적인 의미를 지닌 사고체계로,

그 탄생 이래로 각종 문학과 예술 속에서 상호텍스

트적으로 다루어졌다. 신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

고 있는 신들은 역사적으로 회화 작품들3) 속에서 나

체, 키톤(chiton) 혹은 간단한 드레이프를 걸친 모습

으로 주로 묘사되었다. 드레이퍼리는 신들의 상징적

인 의상요소가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이상적인 신체는

신성을 반영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이

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적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화 속에서 신은 막강

한 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 권위를 위

협받거나, 인간의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

협을 받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의 원전에

나타난 그 상징적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되어

나타났다. 신의 의상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결과물

이다.

조셉 캠벨(Joseph Campbell)4)과 크리스토퍼 보글

러(Christopher Vogler)5)는 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테

마는 패턴화되어 많은 문학과 영화 등에 그 테마가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보글러는 영

웅의 여정을 일상세계, 모험의 소명, 소명의 거부, 정

신적 스승의 격려와 도움, 첫 관문의 통과, 시험에

들어 협력자와 적대자와 조우, 동굴 가장 깊은 곳으

로 접근/두 번째 관문 통과, 시련, 보상, 귀환의 길,

부활, 영약을 가지고 귀환의 12 단계로 나누었다. 캠

벨은 일상세계, 영웅으로의 입문, 귀환, 영웅에 의한

세계의 창조와 멸망, 영웅의 변모, 영웅의 죽음과 우

주의 소멸로서 영웅 스토리의 패턴을 정의하였다. 특

히 융6)은 이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여 영웅의

여정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인 형태임을 밝혔다. 상

호 텍스트적으로 선택된 신화 속 영웅의 스토리는 현

대 영화에서 원전과는 다른 이야기로 다루어지면서

현대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영화 속에서 신들은 영웅의 ‘스승(mentor)’,

혹은 ‘그림자(shadow)’ 등으로 등장하면서 현대 사회

에 맞게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상은 하나의 기호체계이며, 특히 영화 의상은 등

장인물과 영화의 내용, 감독, 배우, 디자이너의 미학

적 감각을 외연화하는 기호이다. 의상을 기호학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류수현7)은 모리스의 기호학을 활용하여 영화 1편의

분석 뿐 아니라 여러 편의 영화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의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의 틀<표 1>8)을 확립하

였다. 이는 모리스의 미학기호학의 세 차원-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실용론적 차원-을 복식미학의

시각에서 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판타지 영화의상의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체계이다. 이 분석틀을 활

용한 후속 연구로서, 영화 속 신의 의상에 대한 분석

의 틀로 채택하고자 한다.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판타지 영화9)에 속하며, 신의 존재 또한

가상의 존재로서 판타지 영화 속 인물로, 모리스의

기호학을 활용한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

다. 또한 여러 영화 속에 나타난 신의 의상에 대해서

복식미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이에 내포된 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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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판타지 영화의상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체계

통사론적 차원

조형요소

형태

실루엣

내부형

구조형

색채
생리적인 면

물리적인 면

재질

무늬
모티브

표현대상

표현방식

배열

패턴 전개방법

조형원리
대칭과 비대칭, 비례와 반비례, 강조, 조화와 부조화,

전환과 절단, 통일성과 다양성

의미론적 차원

표현의미

주제의미

본질적 의미

실용론적 차원
동일화

현상

동일화적 환상

동일화적 실행

-복식, 57(10), p. 118

<표 1> 모리스의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판타지 영화 의상의 분석 체계

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리스의 기

호학을 활용한 분석의 틀<표 1>은 적절한 분석 체계

이다. 이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조형적 특

성을 다룬 통사론적 차원, 기호의 이면에 내포된 표

현의미, 주제의미,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는 의미론적

차원, 기호와 그 수용자와의 관계를 다룬 실용론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 신이

갖는 의의와 의상에 표현된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통

사론적,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행해본다. 특히

의상 창조의 입장에서 어떤 표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므로, 관객과의 소통의

결과인 실용론적 차원은 배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리스의 기호학 중 통사론과 의미

론을 활용하여 영화 속에 나타난 신의 의상의 형식

적 특성, 표현의미, 주제의미,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

여, 현대 사회에서 신이 갖는 의의에 대해 반추하고,

판타지 소재의 시각화과정을 분석하여 다양한 영감

의 창의적인 디자인 표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립

에 기여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 이후 제작된 그리스 신

화를 소재로 한 영화 중 신이 등장하는 영화 <타이

탄(Clash of The Titans, 2010)>,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Percy Jackson & The Olympians: The Ligh-

tening Thief, 2010)>, <신들의 전쟁(Immortals, 2011)>

3편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 영화들에서 신은 원전 신

화 속의 신과는 다른 역할과 이미지로 재해석되어

등장하므로, 그 의상의 분석에 의의가 있다. 2000년

이후로 시대를 제한한 것은 이미지와 상징의 이야기

인 신화의 특성상 시대마다 다른 시대정신으로 인하

여 그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므로 밀

레니엄 이후로 시대를 한정하고 그 시대의 시대정신

을 바탕으로 하여 신의 상징성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영화 속에 나타난 신들의 의상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사이트 및 영상 캡쳐 기술을 이용하여 신들의

주요 의상이미지를 수집하였다.

Ⅱ. 영화 및 캐릭터 분석
신화 속에서 신은 보글러10)에 관점에 따르면 영웅

의 ‘스승’, ‘협력자’, 혹은 ‘그림자’로 나타난다. ‘스승’

은 영웅을 훈련시키고, 조언해주며,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보물을 선사한다. ‘그림자’는 영웅의 부정적인

측면 혹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며, 억압된 감정의 힘

을 나타낸다. 이는 적 혹은 악당으로 스토리 속에서



服飾 第63卷 6號

- 72 -

나타나게 된다. 보글러11)는 신 또한 영웅의 자아의

한 일면이며, 다양한 인간 가치의 인간화된 상징의

표현이자, 인간 삶의 단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는 융, 캠벨의 관점과도 상통한다. 즉, 신

에 담긴 의미를 통해 인간 사회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융, 캠벨, 보글러의 관점을 통해 영화

속 영웅의 여정 속에서 신이 갖는 역할과 원형적 특

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영화 <타이탄>
영화 <타이탄>은 제우스(Zeus)와 아르고스(Argos)

의 왕녀 다나에(Danae)의 아들이자 그리스 신화의

영웅인 페르세우스(Perseus)와 안드로메다(Andro-

meda) 공주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하데스

(Hades)는 점차 신을 섬기지 않게 되고 자만하게 된

인간에 대한 분노심과 자신을 지하세계로 보낸 제우

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간계를 멸망시키고자 계략

을 꾸미게 되나 제우스의 아들인 반인반신의 영웅

페르세우스의 활약으로 이를 막는다는 것이 주된 내

용이다.12)

그리스 신화의 신들 중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제우스와 하데스이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으

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위자이지만 인간의 숭배

없이는 그 힘이 약해지는 존재이다. 인간들은 점점

자신들과 신을 동격화 시켜가며 신상을 부수는 등

신의 권위를 위협해 온다. 제우스는 페르세우스의 아

버지이자 ‘스승’의 역할로서, 페르세우스에게 신의 검

을 선물하여 괴물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

을 한다. 융에 의하면 영웅과 대적하는 괴물은 모계

사회의 전통을 의미하며 이를 무찌름으로써 가부장

적인 가치관을 강화하게 된다.13) 페르세우스에게 괴

물을 퇴치하는 검을 주는 제우스는 가부장적 가치관

의 상징적 존재가 된다. 한편, 원전에 의하면 페르세

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괴물 퇴치의 사명을 위해

제우스에게 검을, 아테나에게서 방패를, 하데스에게

서 헬멧을, 헤르메스에게서 날개 달린 신발을 선물

받는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제우스에게 받는 검

외에, 인간 동료에게 방패를 받고, 야생의 페가수스

를 본인의 힘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원전에 비해 스승으로서의 신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전에서 페르세우스는 신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인간으로 등장하였으나, 영화

에서는 신보다는 인간인 친구의 도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위업을 이루는 것으로 각색되었다.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왕으로, 자신을 지하로 보낸

제우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인간 세상의 멸망을

도모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신은 무적의 존재이나 페

르세우스에 의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페르

세우스의 ‘적’으로서, 파괴의 어두운 본능을 집약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2.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은 21세기를 배경으

로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demigod)들

에 대한 이야기로, 포세이돈의 아들인 퍼시 잭슨이

제우스의 번개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이를 벗기

위해 번개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14) 일종

의 청소년 성장 스토리이다. 원전에는 없는 창조된

이야기이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영웅의 모

험 이야기들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구성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는 아니다. 그 구성은 영웅의

여정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 나타나는 주요 신들은 제우스, 포세이

돈(Poseidon), 하데스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원

전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으며, 세계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이끌어 간다기보다 주인공에게

그 역할을 전가시키고 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며 인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절대적 힘을 지녔다. 그러나 신적인 통찰력의 소유자

라기보다는 인간 세계의 세속적인 지배자의 모습에

더 가깝다. 자신의 번개를 훔쳐간 것이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인간과의 전쟁을 선

포한다. 간접적으로 영웅을 여정으로 이끄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포세이돈은 물을 지배하는 신이자 아들을 사랑하

는 인간적인 부성애를 지닌 인물이다. 영웅의 ‘스승’

의 역할이며, 주인공이 아테나의 딸과의 전투에서 곤

경에 빠졌을 때 그에게 물을 다루는 힘을 준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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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의 형태로 만난 강력한 상대, 특히 여자인

상대를 물리치는 힘을 줬다는 점에서 포세이돈 역시

가부장적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데스는 제우스의 힘을 빼앗아 신과 인간계의 지

배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

다. 주인공의 어머니를 납치하여 주인공이 모험을 시

작하도록 직접적인 동기 부여를 한다. 힘과 지배에

대한 어두운 욕망을 내포한 적으로서 나타난다.

3. 영화 <신들의 전쟁>
영화 <신들의 전쟁>은 제우스의 아들인 신화 속

영웅 테세우스가, 신에게 반기를 품고 타이탄을 해방

시켜 신들을 없애고자 하는 하이페리온 왕에 맞서

싸우는 내용이다.15) 영화 내용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의 이야기와는 다른 각색된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는 인간들의 전쟁인 하이페리온 왕과 테세우

스간의 대결과 올림푸스의 신들과 타이탄 간의 대결

의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화 <신들의 전쟁>에 등

장하는 주요 신들은 제우스, 아레스(Ares), 포세이돈,

아테나(Athena), 타이탄이다.

제우스는 인간을 사랑하나 인간계에의 개입은 기

피하며, 다른 신들이 절대 복종 해야 하는 신들의 왕

이다. 제우스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테세우스

에게 무술과 지혜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준 ‘스승’의

역할을 하였다.

아레스, 포세이돈, 아테나는 제우스의 아들과 딸로

등장하며, 테세우스가 곤경에 처했을 때 직·간접적으

로 도움을 주며, 보이지 않는 스승 혹은 협력자의 역

할을 한다. 한편 이들은 제우스의 말에 절대 복종해

야 하는데, 신들의 계급과 규율은 마치 군대와 같아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계에 개입한 아레스는

제우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엄격하다. 원전에

서 개성이 강했던 개개의 신들은 영화 속에서는 군

대와 같은 조직 체계 속에서 개별적인 특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과 무기, 이름으로만

구분될 수 있었다. 타이탄과의 전투에서도 제우스를

제외한 신들의 죽음을 볼 수 있으며, 신은 죽지 않는

다는 불문율을 깨고 신의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신이

더 이상 신화 속 초월적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타이탄은 그 포악성으로 인해 올림포스 신들에 의

해 타르타로스에 갇혔다가 하이페리온 왕에 의해 봉

인에서 풀려나 다시 한 번 올림포스 신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극 중에서 이들은 이성적인 존재라기보

다는 파괴의 본능만을 지닌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적’의 원형적 모습이라 볼 수 있다. 타이

탄 또한 하나의 군대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소한

의 개성도 찾아볼 수 없는 모두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Ⅲ. 영화에 나타난
그리스 신화 신들의 의상 분석

II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들의 의상에 대하여

통사론적 차원과 의미론적 차원의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통사론적 차원
각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신들이 착용한 의상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도록 한다.

1) 영화 <타이탄>

제우스<그림 1>16)는 전신을 감싸는 흰색에 가까운

금색의 금속성 갑옷과 짙은 은회색의 긴 망토를 입

고 등장한다. 갑옷은 상체와 하체, 손과 발까지 모두

를 감싸고 있으며 어깨 쪽에는 부가적인 타원형의

보호대가 덧대어져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반짝

거리는 금색의 표현을 더욱 강화시켰다.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이며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하데스가 등장할 때는 항상 날개 형태를 띠는 연

기로부터 변신하며<그림 3>17) 색은 붉은 색과 검은

색이 섞여 있다. 하데스의 의상<그림 2>18)은 온몸을

감싸는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의 광택이 나지

않는 불규칙적인 형태를 지닌 갑옷을 입고 긴 망토

를 입고 있다. 갑옷은 신체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

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제

우스의 것과 유사하나 제우스는 명확한 형태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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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화 <타이탄>의 제우스

- 영화 <타이탄>

<그림 2> 영화 <타이탄>의 하데스

- 영화 <타이탄>

<그림 3> 영화 <타이탄>의 하데스 변신 모습

- 영화 <타이탄>

있고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데스의 갑옷은

형태가 일그러져 선명하지 않으며 정확한 대칭을 이

루고 있지 않다. 즉, 주요 의상의 구성과 실루엣은

제우스와 유사하나 디테일과 색상은 대조적인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과 <그림 2>

2)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

이 영화에서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모두 두

가지의 주요 의상이 등장한다. 첫째는 신의 본래의

모습일 때의 의상, 둘째는 인간화하여 등장한 모습일

때의 의상이다.

올림포스 산에서 실제 제우스 신의 모습<그림 4>19)

일 때에는 로마 시대 군복과 유사한 금속성 갑옷과

흰색의 짧은 로인 클로스, 흰색 망토를 착용하고 있

으며 인간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로 등장한다. 인간화

하여 등장할 때<그림 5>20)는 현대사회 속 인간의 모

습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의상도 고대 복식이 아닌

현대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제우스는 짙은 색의

드레스 셔츠, 수트 팬츠, 머플러, 코트의 비즈니스 웨

어를 입은 상류층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포세이돈은 본래의 모습<그림 6>21)일 때는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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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의

제우스 신의 모습

-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그림 5>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의 제우스의

인간화한 모습

-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그림 6>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의 포세이돈 신의

모습

-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그림 7>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의 포세이돈의 인간화한

모습

-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그림 8>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의 하데스의

인간화한 모습

- http://www.impawards.com

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군복 스타일과 유사한 금

속성 갑옷과 흰색의 짧은 로인 클로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인간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로 등장한다. 인간

사회에 등장할 때<그림 7>22)는 청바지, 후드 티셔츠

와 스포츠 코트를 입은 캐주얼한 차림의 서민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데스는 신의 본래 모습일 때<그림 9>23)는 머리

와 어깨에 뿔이 달려있고 날개를 가진, 불로 휩싸인

거대한 괴물의 형상으로 등장하며, 인간화한 모습<그

림 8>24)으로서는 검정 가죽바지와 조끼, 구멍 난 티

셔츠와 가죽끈으로 된 여러 겹의 팔찌를 한 펑크 스

타일(punk style)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3) 영화 <신들의 전쟁>

제우스, 아레스, 포세이돈, 아테나는 유니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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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의 하데스 신의 모습

-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그림 10> 영화 <신들의 전쟁> 제일 왼쪽부터

아레스, 아테나, 제일 오른쪽의 포세이돈

- 영화 <신들의 전쟁>

<그림 11> 영화 <신들의

전쟁>의 제우스

- 영화 <신들의 전쟁>

도 부를 수 있을 만큼 동일한 의상을 입고 있으며

크게 2가지 종류의 의상이 등장한다. 하나는 일상복

으로 주로 착용하는 의상으로, 제우스<그림 11>25),

아레스, 포세이돈은 이집트 시대의 복식과 유사한 금

색의 로인 클로스와 붉은 문양이 들어간 에이프런을

앞에 두르고 금색 망토를 둘렀다. 붉은 바탕에 식물

줄기를 추상화한 스파이럴 형태의 금색 문양은 신들

의 상징적인 의상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같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신들은 관의 형태와 무기로서

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0>26)에서 제우스의 아들

들과 딸로 나오는 신들을 살펴보면, 주요 등장인물로

서 역할을 하는 제일 왼쪽의 아레스와 그 옆의 아테

나, 제일 오른쪽의 포세이돈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인물에 대해서는 극 중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힘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신분을

알기 힘들다. 아테나는 금색으로 된 코르셋형태의 탑

리스 상의와 브레이드로 장식된 금색의 H라인 롱 스

커트를 입고 등장한다. 의상은 모두 좌우 대칭형이다.

마지막 타이탄과의 전투 장면에서 모든 신들이 똑같

은 금색의 전투복<그림 12>27)을 입고 등장하였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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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화 <신들의 전쟁> 올림푸스 신들

- 영화 <신들의 전쟁>

<그림 13> 영화 <신들의 전쟁>의 타이탄

- 영화 <신들의 전쟁>

구, 갑옷, 로인 클로스, 망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갑

옷은 어깨를 강조하고, 상체를 그대로 본뜬 형태를

하고 있다. 로인 클로스 앞의 에이프런과 망토에는

일상복 에이프런에 쓰였던 신의 상징적 문양이 똑같

이 새겨져 있다. 이 전투복에서는 관마저 동일하여

성별과 특정 무기를 제외하고는 더더욱 신들의 신분

이 드러나지 않는다.

타이탄들<그림 13>28)은 최소한의 개성도 없는 모

두 같은 외모와 의상으로 등장하였다. 검고 울퉁불퉁

한 피부를 가진 괴물과 같은 외모를 지녔으며, 그들

의 의상은 올림포스 신들의 의상과 형태가 동일한

로인 클로스와 에이프런, 투구를 착용하고 있으나 검

정과 빨강이 혼합된 색을 사용하고 있다. 에이프런에

동일한 스파이럴 문양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 선으로서 표현되었다.

2. 의미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은 통사론적 차원의 형식적인 특성

에 내재된 의미작용이다. 이는 표현 의미, 주제 의미,

본질적 의미의 세 차원으로 나뉜다. 표현 의미는 인

물에게 그 의상이 입혀짐으로써 발생되는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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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형식미를 의미한다.29) 주제의미는 신들의 의상의

조형적 특성과 영화 주제와의 관계30)를 분석하는 것

으로 영화 주제를 의상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 표현

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석해 본다. 본질적 의미는 역사

적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재된 의미31)

를 분석한 것이다.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이 세 차원

의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표현 의미

각 영화의 신들의 의상의 표현의미를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영화 <타이탄>에서 제우스가 착용한 어깨가 강조

된 역삼각형 실루엣의 온몸을 감싸는 금속성 갑옷과

긴 망토는 신체의 확장을 유도하여 엄청난 힘을 가진

대상 앞의 위축으로 인해 초월적인 대상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는 무한 숭고성32)을 보여준다. 좌우 대칭,

갑옷 형태의 정형성과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를 그대

로 따른 갑옷의 형태는 올바른 비례와 조화를 통해

고전적 미33)를 보여준다. 하데스의 검정색 갑옷과 긴

망토, 연기로부터의 변신은 신체의 확장과 함께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하는 무한 숭고성을 보여

준다. 갑옷의 불규칙적인 형태는 정형적인 아름다움

을 파괴하는 부정확성의 추(醜)34)를 보여준다.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서 본래의 제우스

의 모습에서 보여준 거대화의 모습은 무한 숭고성을

보여주며, 이상적 신체의 형태를 그대로 따른 갑옷과

현대에서의 수트는 고전미를 보여준다. 포세이돈은 신

으로서 거대화된 모습에서는 무한 숭고성을, 이상적

신체의 형태를 그대로 따른 갑옷에서는 고전적 미를,

청바지, 후드 티셔츠와 스포츠 코트를 입은 활동적이

고 캐주얼한 차림에서는 실용미35)을 엿볼 수 있다.

하데스는 신의 본래 모습일 때는 거대화한 모습과 괴

물과 같은 형상으로써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는 무

한 숭고성를 보여준다. 그의 구멍난 티셔츠와 가죽 소

재로 이루어진 펑크 룩에서는 의도적인 형태의 파괴

를 통해 몰형식성의 추36)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영화 <신들의 전쟁>에서 올림포스 신들의 금색의

의상과 긴 망토, 전투복에서의 어깨를 강조한 갑옷에

서는 무한 숭고성을, 이상적인 신체미를 그대로 드러

내는 갑옷과 로인 클로스, 아테나의 H라인 스커트에

서는 고전적 미를 느낄 수 있다. 타이탄들의 검정색

과 빨강으로 조합된 로인 클로스, 투구와 괴물에 가

까운 외형은 부정확성의 추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2) 주제 의미

각 영화의 신들의 의상의 주제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 <타이탄>에서 제우스는 신의 위용에 걸맞은

빛나는 갑옷을 입고 망토를 휘날리기는 하지만 실제

로는 신으로서의 권위를 위협받고 있다. 무한 숭고성

과 고전적 미는 신에게 걸맞은 형식이지만, 실제 극

중의 신의 모습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즉, 영화 속 위태로운 신의 권위는 무한 숭고성과 고

전적 미를 통해 패러디적으로 표현되었다. 하데스는

검정색이라는 공포를 상징하는 색37)과 불규칙적이며

무정형적인 모습을 통하여 추의 이미지를 보여줌으

로써 하데스가 가진 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연

기로 변신했을 때의 검정색과 붉은 색의 조합도 사

악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38) 또한 불규칙적이며

무정형적인 모습은 그 자체로 불완전함을 일으켜 완

전함의 신에 대한 패러디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다.

<그림 14> Augustus of

Primaporta

BC 20년경, 로마시대

- Art of History, p. 121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서 올림포스 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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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모습에서 그리스 신화 속 신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모습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를

다룬 명화들 속에서 신들의 의상으로서 가장 많이

차용되는 것이 드레이퍼리를 기본으로 한 그리스 시

대 복식인 키톤 혹은 히마티온이다. 이 영화에서 제

우스와 포세이돈은 그리스 시대와 가장 가깝고 유사

한 로마 시대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분석 대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올림포스의 신들로 잠시 등장하는

다른 여신들의 경우는 그리스 시대 키톤에 상체 갑

옷을 착용하고 등장한다. 즉, 그리스 신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신의 의상을 입히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크기에 있어 인간에 비할 바 없는 거대화된 모습

으로써 신으로서의 위용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복식은

프리마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상<그림 14>39)의 복식

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는 로마 시대에 막

강한 권력을 누린 인물이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이들은 신이라기보다는 권력 상층부의 인간과 유사

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인간화한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특히 제우스의 세련된 비즈니

스 웨어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의상 선택은 극

중 신들의 권위를 패러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또한 이들은 갑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명화

속에 나타난 신들의 모습 중 전쟁의 신인 아테나와

아레스를 제외하고 갑옷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거

의 없다. 그들은 전지전능하므로 전쟁의 신이라는 타

이틀을 가진 아테나와 아레스가 상징적으로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굳이 갑옷

을 착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전투에서 자신의 몸

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착용한다는 것은 신이 약

해졌다는 것을 패러디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인

간계의 모습을 한 신들은 현대 복식 중 유사한 상징

성을 내포한 의상을 채택하여 캐릭터를 표현하였다.

제우스의 경우 최고 권위의 신으로써 수트를 착용함

으로써 상위 계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포세이

돈은 아들을 걱정하는 인간답고 친근한 모습을 지닌

캐릭터를 대중적인 인간의 상징적인 의상인 캐주얼

한 룩으로 표현하였다. 하데스의, 제우스에 반항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한 본성은 저항

적이고 그로테스크한 펑크 룩으로 상징적으로 표현

되었다.

영화 <신들의 전쟁>에서 올림포스 신들과 타이탄

들은 가장 왕권이 강력했던 시대인 이집트 복식과

유사한 복식을 유니폼 화하여 착용함으로써 강력한

제우스의 권위와 군대와 같은 체계로 이루어진 신들

의 위계를 부가적으로 복식에 의미부여하여 표현하

였다. 즉 시대 복식을 상호 텍스트적으로 차용하였다.

또한 유니폼 착용은 신들을 군대의 명령체계를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함으로써 신의 권위에 대한 패

러디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올림포스 신들은

금색과 고전적 정형성으로써 신성과 정의 편임을, 타

이탄은 검정색과 추로써 악의 편임을 상징적으로 표

현하였다.

3) 본질적 의미

영화 3편의 신의 의상들을 종합하여 2000년 이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신화 속 신의 의미에 대해

서 의상 형식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본질적 의미

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의 죽음

19세기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기존의 형

이상학적인 철학사상보다는 자연과학에 기초하여 세

계의 원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

다. 생물학의 발달과 진화론을 계기로 콩트는 실증주

의 철학을 피력하였으며40) 나아가 니체는 ‘신의 죽

음’을 말하게 된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신이

인간을 지배했던 힘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의 죽음’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

여하기 위해서 인간은 신이 되어야 하며, 모든 의미

와 척도를 부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41)

모든 영화에서 신의 역할은 원전보다 약화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원전과는 다른 스토리

속에서 스승 혹은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

었으며, 혹은 인간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인 신이 심지

어 죽음을 맞이한다. 이는 신화가 상호 텍스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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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되면서 원래의 의미가 아닌 현대의 가치를 표현

하기 위해 변화가 가해졌기 때문이다. 적으로서의 신

으로 주로 등장하는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일 뿐 악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복

수심으로 가득한 사악한 존재로써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 속 신들에게 있어 선과 악이라는 인간의 가치

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 속 신은 인간과 마

찬가지로 욕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선

과 악으로 구분되어 영화에서 나타났다. 그리스 신들

의 모습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이

죽은 이 세계에서 영웅의 탄생을 빛나게 해줄 하나

의 판타지 이야기의 소재거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라는 이름이 주는 판타지가 영화에 대한 흥미

를 더해주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

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

는다.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은 신화 속의 신을

기술로서 살려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신들의 외모와 의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영화 속에서 신들은 인간과는 다른 그들만의 통일된

의상 코드로서 각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럼으로써 신과 인간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과 신들의 의상에는 신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 패러디한 표현들이 담겨 있다. 영화 <타이탄>에

서 제우스는 다소 과장된 빛남과 절대 직접 싸우지

않는데도 온몸을 감싸는 갑옷을 입고 있다. 신의 권

위가 이미 허울뿐임을 보여주는 패러디이다. 이 영화

에서 하데스는 연기로 변신한다. 연기라 함은 그 실

체가 없음에서 공포성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무

한 존재이기도 하다.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서 페르세

우스의 검에 맞은 하데스는 연기로 변하여 사라지고

만다.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서는 보다 본

격적으로 신에 대해 패러디하여 비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코 신답지 않은 지혜를 가진 신들이 몸은

아주 거대하게 나타난다. 영화 <신들의 전쟁>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평관계

의 신들이 획일화된 유니폼을 입고 철저한 군대식의

상하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몇몇 신들은 전투 중

사망한다.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란 없다

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2) 가부장제

대화, 감정이 여성 문화의 속성이라면, 액션과 능

동성(activity)은 남성성,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다.42) 남성의 정신적·신체적 힘의 우수성에 대한 사

고는 19세기에 서구 산업 사회가 신체에 사회생물학

과 현대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우월

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43) 영웅이 스승

(신)의 도움을 받아 괴물을 물리치는 것 또한 괴물

로 원형화된 여성, 모계사회의 전통, 어머니에의 의

지를 물리치고 가부장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무의식

적인 시도임을 융은 밝히고 있다. 세 영화 모두에서

신들은 영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선사함으

로써 가부장적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들은 모두

남성의 이상적 신체미를 과시할 수 있는 의상을 통

해 남성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권선징악

선한 자는 이기며 악한 자는 망한다는 권선징악의

가치를 영화 전체의 대전제로 다루고 있다. 선과 악

의 대칭구도에 따라 신들도 선과 악의 편으로 나뉘

게 되며, 특히 악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신이다. 이

선과 악의 표현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첫째는 선과 악을 상징하는 색의 사용이다. 영화

<타이탄> 에서는 선의 편인 제우스는 빛나는 금색을,

악의 편인 하데스는 검정색을 대표색으로 가진다. 영

화 <신들의 전쟁>에서는 선의 신인 올림포스의 신들

은 금색을, 악의 신인 타이탄은 검정색을 주로 사용

하였다. 흰색과 금색은 선, 정당화된 권위를 상징하

는 색44)이며, 검정색은 어둠, 공포, 악을 상징하는 색

이다. 둘째, 형태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이 선과 악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선의 신들은 완벽한 비율과

좌우 대칭, 정형성의 속성을 통해 고전적인 형태의

완전성으로써 표현되었다. 반면 악의 신들은 부정확

성, 몰형식성 등의 속성을 통해 추로써 표현되었다.

영화에 나타난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의상을 통

사론적 차원과 의미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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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물 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표현 의미 주제 의미 본질적 의미

제우스

빛나는 금색의 금속성 전신 갑옷, 인체 실루

엣을 따르는 정형적인 디테일, 은회색 긴 망

토. 좌우대칭, 역삼각형 실루엣.

무한 숭고성
고전적 미

신의 권위의
패러디적 표현

신의 죽음
가부장제
권선징악

하데스

어두운 색의 불규칙적 형태의 갑옷, 긴 망토.

비대칭.

붉은색과 검은색의 연기로 변신.
무한 숭고성
부정확성의 추

악의 상징적 표현
신의 권위의
패러디적 표현

제우스

로마시대 군복과 유사한 금속성 갑옷, 짧은

흰색의 로인클로스, 긴 흰색 망토. 좌우대칭. 무한 숭고성
고전적 미 신의 권위의

패러디적 표현

캐릭터의 상징적
표현

짙은 색의 드레스 셔츠, 수트 팬츠, 머플러,

코트의 비즈니스 웨어. 좌우대칭.

포세이돈

로마시대 군복과 유사한 금속성 갑옷, 짧은

흰색의 로인클로스. 좌우대칭.

무한 숭고성
고전적 미
실용미청바지, 후드 티셔츠, 스포츠 코트. 좌우대칭.

하데스

머리와 어깨에 뿔이 달려있고 날개를 가진,

불로 휩싸인 거대한 괴물의 모습. 무한 숭고성
몰형식성의 추 악의 상징적 표현검정 가죽바지와 조끼, 구멍난 티셔츠, 가죽끈

으로 된 여러 겹의 팔찌를 한 펑크 스타일.

제우스 금색의 짧은 로인클로스,

망토, 붉은 문양이 새겨진

에이프런. 좌우대칭.

금색투구, 어깨를
강조한 갑옷, 망

토, 로인클로스. 에

이프런과 망토에

는 붉은문양. 좌

우대칭.

무한 숭고성
고전적 미

시대복식의 상호
텍스트적 차용

선과 악의 상징적
표현

신의 권위의
패러디적 표현

아레스

포세이돈

아테나

금색 코르셋형태의 탑리스

상의, 브레이드로 장식된

금색의 H라인 롱 스커트.

좌우대칭.

타이탄
검은 피부의 괴물같은 외모, 검정과 빨강이

혼합된 짧은 로인클로스, 투구, 에이프런.
부정확성의 추

<표 2> 모리스의 기호학적 분석체계를 활용한 신의 의상 분석 결과

Ⅳ. 결론
현대 사회는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

하였을 때 신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신화가 현대

영화의 소재로 채택되고, 상호 텍스트적으로 재창조

되었을 때 상징적 존재인 신에 대한 함의도 현대 사

회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 된다. 영화 속에서 신들

의 복식 또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시대 복식을

차용하거나, 새로이 디자인되었다. 모리스의 기호학

중 통사론과 의미론을 활용하여 영화 속에 나타난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의상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

으로 한 의미론적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영화에 나타난 신의 의상들의 의미론적

차원의 표현의미 분석 결과, 영화 <타이탄>에서 제우

스의 의상은 빛나는 금색의 전신 갑옷과 망토를 통

해 무한 숭고성을, 좌우대칭성과 인체의 실루엣을 따

르는 정형성을 통해 고전적 미를 보여주었다. 하데스

의상의 어두운 색과 긴 망토, 연기로의 변신은 무한

숭고성을, 갑옷의 불규칙적인 형태는 부정확성의 추

를 보여준다.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서 제

우스의 의상은 갑옷과 긴 망토 등에서 무한 숭고성

을, 인체미와 비즈니스 웨어에서 고전적 미를 보여준

다. 포세이돈 의상도 마찬가지로 무한 숭고성과 고전

적 미를 보여주며, 현실 세계에서 착용한 캐주얼 웨

어는 실용미를 보여준다. 하데스는 머리에 뿔이 달린

불에 휩싸인 괴물의 형상을 함으로써 무한 숭고성을

보여주며, 펑크 룩을 통해 몰형식성의 추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영화 <신들의 전쟁>에서 올림포스 신들은

강력한 왕권의 시대였던 이집트 복식을 유니폼으로

상호 텍스트적으로 차용하여 무한 숭고성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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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인체미를 드러내는 복식으로써 고전적 미를

드러내었다. 타이탄의 복식의 검정색과 빨강의 조합

과 괴물과 같은 외형은 부정확성의 추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둘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들의 의상

에 담긴 본질적 의미는 신의 죽음, 가부장제, 권선징

악이다. 신의 권위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신의 권위

를 약화시켜 신의 죽음을 내포하였다. 남성적 신체미

를 과시하는 의상의 착용을 통해 가부장제를 함의하

고 있다. 또한 선과 악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색의 사

용과 함께 고전적 미와 추의 대조를 통해 권선징악

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세 영화 모두 신화의 이야기를 새로이 각색하여

영화화하였다. 이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신화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신화 자체의 내용도 변화되어 전승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스토리와 형태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신의 의상에 담긴 본질적 의미를 분석함으로

써 현대 사회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과학이 세상

의 진리를 설명하는 원리가 된 이후 종교와 신의 존

재는 약화되어 갔다. 잇따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이러한 영화들의 등장은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바

라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즉, 신들은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이 아닌, 인간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영화 속에서 나타났으며, 신화 속 신

들의 상징과 역할은 인간으로 치환되었다.

한편 신화의 환상성은 여러 가지 상상력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신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인 표현은 역

사적으로 다루어졌던 신의 모습과 현대적인 해석의

다양한 접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영화의

상 디자인 뿐 아니라 다양한 영감을 통한 패션 디자

인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모리스의 기호학을 활용한 영화의상 분석체

계가 판타지 영화의상을 분석하는 적절한 도구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영화의상의 형식과 이에

내재된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도구로서 다양하

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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