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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out her life time, Edith Head produced cinema costumes for over one thou
sand movies. She was the leading cinema costume designer in Hollywood. Since the 
Academy Awards added the area of costume design to be recognized [during 33 years of 
her work(1948—1981) ], she was nominated 35 times and awarded eight time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studies done on her work or accomplishments although she 
was acknowledged as an ingenue and creative designer who elicited artistic effects by 
reflect character's images through their costum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focused on revealing Edith Head's life and work as her 
creations had a great impact in the field of cinema costumes. It was also to emphasize 
the forceful affect of cinema costumes on fashion and to disclose the powerful influence

* 본 연구는 1995년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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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inema costume designers.
The method of the study includes reviews of literature, movies for which she created 

costumes, her own possessions, and fashion magazines as well as her works that were 
nominated and chosen for the Academy Awards.

Edith head's emphasis in costume design was based on a blend of both simplicity and 
sophistication avoiding excessive exaggeration and transformation in her work. Her 
work was also realistic and contemporary. She developed a dramatic ambience through 
an innovative design while preserving the actor's individual character and uniqueness. 
Through this attempt her work was highly renowned as an art form as it was gaining 
popularity. She was also a dominant figure who influenced trends in the areas of fashion 
magazines, uniforms, and public clothing.

In the review of her cinema costumes, it was revealed that the styles of cinema 
costumes can be as quickly adapted by the public as movies are viewed because the cin
ema costumes are highly projected through a visual channel. Subsequently, a follow up 
study on th affect of cinema costumes on fashion would be benifical.

I.서 론

영화는 관객을 향한 열린 매체로서 무용, 음악, 문학, 회화, 건축, 연극 등의 예술 중에서도 

영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객들에게 민감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며 그 반응이 즉각적인, 즉 대 

중과 가장 밀접한 예술이다. 따라서 영화는 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매체로서 대중들에게 

공통의 연상대를 만들어 주며, 사고와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생활을 재창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영화가 감정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영화가 인간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모방하여 만들 

어졌기 때문에 영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고자하는 관객의 정신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관객 

은 희망, 욕망, 고통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거나 자기동일화를 하는 등 주인공들과 주관적 관 

계를 맺는다. 즉 영화는 현실에 가장 가까운 인상을 주어 스크린 속의 현실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뛰어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일체가 되는 세계를 펼쳐 

주는 예술이다气

영화의 예술적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던 영화제는 영화가 갖는 광범위한 대중성과 국제성에 

따라 예술성보다도 상업적 성격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영 

화제는 그 수와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은 아카 

데미 영화제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영화를 문화상품으로 규정한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오 

늘날 전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여 영화산업의 중심지로서 부상되었다. '제 3세계 영화의 역 

사는 곧 헐리우드 영화에 의한 지배의 역사'라고 표현되며 "헐리우드 이외에서 제작되었더라

1) 이영일, 영화학 입문, 서울 : 尙久文化社, 1964, p. 263.

2) J. Aumont 外, 강한섭 역, 영화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열린 책들, 1992, p. 251.

3) Marcel Martin, 황왕수 역, 영 상 언어, 서울 : 다보 문화, 1993,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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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화에 대한 모든 논의는 헐리우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 헐리우드 

는 세 계 적 인 영 화 메 카이 다.

헐리우드 고유의 축제로 시작된 아카데미 영화제는 오늘날 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발전하 

였고, 1996년 현재 68회의 개최로 전세계 90여개국의 15억 이상 인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 

다5>. 따라서 최우수 작품상의 후보자로만 선정이 되어도 그 영화는 흥행을 보장받게 되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배우들에게 있어서도 아카데미 수상은 일약 유명배우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이기 때문에 아카데미 영화제 

는 영화 관계자 뿐만 아니라 영화 관객들에게 있어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영화의상은 배우의 개성보다도 등장인물의 성격과 분위기, 즉 극중 이미지를 표출시 

켜서 극의 주제나 내용 전개를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쟈크 마뉘 엘(Jacques Manuel)은 영화 

의상을 '살아있는 인간적 장치 (La vivant decor humain)'로서 배우의 행위인 연기를 초월, 

확장시키는 것e 이라고 정 의하였다. 따라서 영 화에서 극중 인물의 역 할 변화는 복식 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영화의상은 극적 스토리 전개를 돕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의 의상은 표현적 기능을 발휘하여 의복이 지닌 감정적인 측면과 전달적인 측 

면 즉 시대적 배경, 극중 인물의 내적, 외적 특성, 극의 주제나 내용전개 등을 상징적으로 묘 

사하여 영화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영화 의상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로서 아카데미 의상상 

은 1948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48년의 역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헐리우드 의상계의 위 

상을 높이고 세계 유명 패션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유명 패션 디자이 

너들은 헐리우드의 인기 배우들에게 그들의 의상을 입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카데미 의상상이 제정된 1948년 이후의 수상작품과 디자이너들의 

이름은 다음(표 1)과 같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영화 의상은 수많 

은 관객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타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모방이나 

동조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특히 대중들이 극중인물을 극적이거나 아름답게 인식할 때는 이 

러한 동조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모방하게 되는데, 이는 의상에 관련된 유행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예로서 영화「우리에게 내일은 없다;Bonnie와 Clyde(1967)」의 '바니룩',「위대한 개츠 

비; The Great Gatsby(1974)」의 '개츠비 모드',「애니 홀;Annie Hall(1977)」의 '애니홀 룩， 

그리고「사랑과 영혼;Ghost(1990)」의 '고스트 헤어 스타일' 등은 영화를 통한 패션의 정보전 

달로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영화「이유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1955)」에서 James Dean이 보여준 jean 스타일은 당시 카우보이의 작업복으로만 인식 

되던 jean에 '청춘'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인 패션아이템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4) 구회영,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 세가지, 서울 : 한울사, 1994, p. 171.

5) 「Screen」7권 4호(1990. 4), pp. 126-129.

6) Jean George Aurial & Mario Verdone, "La valeur expressive du costume dans la style du film", La Re- 

vue du Cinema, No. 19-20( Automne, 1949), p. 90.

7) Elizabeth B. Hurlock, The Psychology of Dress :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ew York: Arno
Press Inc., 1976, p.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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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으며, 1950년대의 중반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청바지 문화를 이루게 했다". (그림 1~5) 
따라서 영화의상 디자이너는 유행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극중인물을 통해 소개되는 

의상은 특수 광고효과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유행을 전파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영화산업의 중 

심지이면서 세계적인 영화메카인 헐리우드의 의상 디자이너들은 세계 어느 나라 디자이너들 

보다도 현대패션을 형성,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행 정보 전달에 있어서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계 패션계에 있어서 헐리우드 의상 디자이너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카데미 영화의상상을 수상한 디 자이너와 그들의 작품경 향을 고찰, 분석하는 연구는 

의의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상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Edith Head의 생애와 작품활 

동 및 영화의상을 통해 유행정보 전달매체로서 영화의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유행을 선도 

할 수 있는 창조자인 영화의상 디 자이너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서는 아카데미 의상상에 가장 많이 수상 대상이 되고 또한 수상한 

Edith Head의 생애와 영화의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녀의 영화의상에 나타난 표현양상 및 작품 

세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dith Head는 일생동안, 수 많은 영화에서 배우들의 역할에 따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 의상디자인으로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디자이너로서, 특히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이르기까지는 그녀의 전성기로서 예술적 독창성 

과 우수한 수상경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아카데미 의상상 제정이후부터 그녀의 생애(1948〜 
1981년)동안 35편의 아카데 미 수상 후보 작품과 8편의 아카데미 수상 기록을 한 헐리 우드 의 

상계의 제일인자로서 기네스북에 올라있지만 그녀의 업적과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 

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함께 영화, Video 및 개인소장작품, 패션잡지 등의 시각자료를 

발췌, 이용하였으며 아카데미 수상 후보작 및 수상작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제 한점을 둔다.

〈표 1〉아카데미 의상상 수상작 (1948〜 1996W

연도 영화제목 Color 의상 디자이너

1948 Hamlet B & W Roger K. Furse
Joan of Arc. Color Dorothy Jeakins, Karinska

1949 The Heiress B & W Edith Head, Gile Stelle
Advantures of Don Juan Color Leah Rhodes, Travilla,

Marjorie Best
1950 All about Eve B & W Edith Head

Samson and Delilah Color Edith Head, Dorothy Jeakins,

8) 이경기 편저,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 주제와 쟝르로 살펴본 영화 세겨), 서울 : 삼호미디어, 1994, p. 105.

9) Robert Osborne, 65 Years oj the Oscar, New York: Abbe vile Press Publish, 1994, pp. 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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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계 속

연도 영화 제목 Color 의상디자이너

1951 A Place in the Sun B & W

Eloise Jenssen, Gile Steel,
Gwen Wakeling
Edith Head

An American in Paris C 이 or Orry-Kelly, Walter Plunkett, 
Irene Sharaff

1952 The Bad and The Beautiful B & W Helen Rose
Moulin Rouge Color Marcel Vertes

1953 Roman Holiday B & W Edith Head
The Robe Color Charles Le Maire, 

Emile Santiago
1954 Sabrina B & W Edith Head

Gate of Hell Color Sanzo Wads
1955 ril Cry Tomorrow B & W Helen Rose

Love is a Many Splend- 
ored Thing

Color Charles Le Maire

1956 The Solid Gold Cadilac B & W Jean Louis
The King and I Color Irene Sharaff

1957 Sirqel Color Orry-Kelly, Les Girls
1958 Gigi Color Cecil Beaton
1959 Some Like It Hot B & W Orry-Kelly

Ben-Her C 이 or Elizabeth Haffenden
1960 The Facts of life B & W Edith Head, Edward Stev이ison

Spartacus C 이 or Valles and Bill Thomas
1961 La Dolice Vita B & W Piero Gherardi

West Side Story Color Irene Sharaff
1962 What Ever Happened to Baby 

Jane?
The Wonderful World of the
Brothers Grimm

B & W

Color

Norma Koch
Mary Wills

Piero Gheradi
1963 Federico Fellinis 81/2

Vittorio Nini Novarese
B & W 
Color

Irene Sharaff

1964 The Night of the Iguana B & W Dorothy Jeakins
My Fair Lady Color Cecil Beaton

1965 Darling B & W Julie Harris
Doctor Zhivago Color Phylis Dalton

1966 Who's Afraid of Virginia Wolf? B & W Irine Sharaff



〈표1〉 계 속

연도 영화제목 Color 의상 디자이너

A Man for All Seasons Color Elizabeth Haffenden
Joan Bridge

1967 Camelot Color John Truscott
1968 Romeo & Juliet Color Danilo Donati
1969 Anne of the Thousand Days Color Margaret Furse
1970 Cromwell Color Nini Navarese
1971 Antonio Castillo Color Yvonne Blake
1972 Travels with'My Aunt Color Anthony Powell
1973 The Sting C 이 or Edith Head
1974 The Great Gatsby Color Theoni V. Aldrege
1975 Milena Canonero Color Ulta-Britt Soderlund
1976 Fellinis Casanova C 이 or Danilo Donati
1977 Star Wars Color John Mollo
1978 Death on the Nile Color Anthony Powell
1979 All That Zazz Color Albert Wolsky
1980 Raging Bull Color Theima Schoonmaker
1981 Chariots of Fire Color Milena Canonero
1982 Gandhi Color John Mullo, Bhanu Athaiya
1983 Fanny and Alexander Color Mank Vos
1984 Amadeus Color Theodor Pistek
1985 Ran Color Emi Wade
1986 A Room with a View Color Jenny Beavan, John Bright
1987 The Last Emperor Color James Acheson
1988 Dangerous Liaisons Color James Acheson
1989 Henry V Color Phylis Dlaton
1990 Cyrano de Bergerac Color Franca Squaricapino
1991 Bugsy Color Albert Wolsky
1992 Bram Stoker's Dracula Color Eiko Ishioka
1993 Dracula Color Eiko Ishioka
1994 The Age of Innocence Color Gabriel Feskuchi
1995 Queen of Desert Color Liz Gardiner

Advantures of Priscilla C 아 or Tim Chapel
1996 Restroration Color James Ach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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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onnie & Clyde (1967).
Screen World, Vol. 19, 1968. p. 4.

〈그림 2〉The Great Gatsby (1974).
Hollywood: Legent & Reality, p. 106.

〈그림 3> Annie Hall(1977).
The Film of the Seventies, p. 185.

〈그림 4> Ghost (1990).
65 Years of The Oscars,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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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Rebel With
out a Cause (1955). Chro
nical of the Cinema, p. 
448.

n. 영화의상의 역할과 의의

i. 영화의상의 역할

역할이란 "주어진 신분 혹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서 기대되는 행위”皿 이다. 역할을 표현함에 있어서 의복은 상 

징적이고도 전달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전 

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식은 인간 내면의 세계 

즉 정서, 사상, 철학, 성격 등을 반영하여 착용자의 상황과 역 

할에 따른 자아 창조의 실현을 돕는 표현매 체가 되므로 대 인지 

각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상 생활에서 적절한 외모가 개인의 역할 수행을 도와주는 

것m 처럼 영화 속의 연기자들에 있어서도 외모, 특히 복식은 

관객들에 게 등장인물의 역할과 그 변화를 나타내주는 시각적 

인 상징물이다. 즉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영화예술에 있어서 

도 복식은 극중인물에 대한 배경 즉 나이, 성별, 직업, 사회 • 

경제적 위치 등의 신분과 심리적인 상태, 가치관, 자아,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도구적 요소로서 배우로 하여금 극중인물을 묘 

사하고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의상은 관객 

들에 게 인식 의 주된 재 료가 되 며 특징 있는 의 상에 따라 영 화의 

연출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치나 요소보다 

중요하다⑵.

극중인물의 성격과 분위기 등의 이미지를 표출시켜서 극적 

전개를 돕는 의상의 중요성을 Jacques Manuel은 "장치가 없는 영화는 상상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이 야기를 전개하는 영화가 아니라면 의상이 없는 영화는 생각할 수 없다"广고 하여 의 

상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Tairoff는 배우와 의상과의 불가분한 관계를 "영화의 

상은 배우의 제2의 피부(Une Second peau de Idcteur)""'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배우없는 영 

화가 있을 수 없듯이 의상없는 영 화 또한 있을 수 없음을 암시 한다.

Poly Platt은 배우의 개성은 착용하는 의상디자인으로 표현되며 디자인은 개성에서 표출된 

다고 언급했다项. 또한 Nicole Peter는 "감독은 배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보다는 이미 

지를 창조할 수 있는 옷을 입혀야 한다16>”고 하여 영화의상이 극중인물의 성격과 이미지를 창

10) T. R. Sarbin. & V. L. Allen, Role Theory, In Lindzey, G. & Aronsonn E.,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1 (2nd ed.). Vol. 1, Reading, Mass:Addison-Wesley Publishion Co., 1986, p. 546.
11) 강-혜원, 의상사회심리 학, 서울 : 교문사, 1986, pp. 175-176.

12) Marcel Martin, p. 77.

13) 金子敏男譯，映畫言語，東京：夕广T'書房，1958, p. 43.

14) Jean George A니rial & Mario Verdone, p. 93.

15) Joshep Mcbride, Filmmakers on Filmmaking Vol. 1, Los Angeles : J. P. Tacher, 1983, p. 135.

16) Ralph Stephenson, Jean R. Debrix, 송도익 역, 예술로서 의 영화, 서 울 : 열화당, 1994,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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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의 형태를 통해 상황을 나 

타내듯이 극중인물에 내재한 깊은 심성을 영상화하기 위해 배우가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면 

그 의상으로 인해 연기와 대사가 달라지 게 되는데 이것을 Nina Poche는 "의상이 주는 성격 

창조"'라고 하였다.

영화는 시각적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과 정서를 표현할 수가 있으며 영상들은 함 

축적인 의미로 채워져 있으므로 관객들을 극중 현실로 몰입시키는데 내용적 보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叫 이와 같은 영화의 필연적 부속물로서의 의상은，영상언어，, 혹은，시각언어，로 

서 영화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영화「My Fair Lady （1964）」에서 낡고 남 

루한 옷에서 장식적이고 아름다운 의상으로의 변화로써 Audery Hepburn은 꽃팔이 소녀에서 

귀부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그림 6~7）. 또한「The King & 1（1956）」에서 

Deborak Kerr의 금욕과 절제를 상징한 청교도적인 의상 스타일（그림 8）은 정숙한 여인상을 

표현하였고 화려하고 우아한 의상（그림 9）은 왕과의 사랑에 빠져있는 여성의 이미지 변화를 

표현한 좋은 예이다.

Edith Head는 시대적 배경과 배우의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西＞고 시사했다. 시대적 

인 배경을 표현함에 있어서 의상은 역사적 정확성이나 영화의 완성 또는 장면（scene）의 구성 

을 도와줄 수도있고, 배우의 성격묘사의 효과를 상승시키거나 상징적 사실만을 제시하기 위 

하여 때로는 역사적 고증을 배제하기도 한다. 특히 불확실한 시대적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에 

서는 오직 디자이너의 감각만으로 제작된 의상을 배우들이 착용하게 되는데2。） 이러한 경우에 

는 디자이너가 스스로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영화의상은 내용전 

달을 위한 필수적인 매체로서 영화의 예 

술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6> My Fair 
Lady(1964)에서 꽃팔이 

소녀. Hollywood : Le
gent & Reality, p. 
114.

〈그림 7> My Fair 
Lady (1964) 에서 귀부 

인. Chronical of the 
Cinema, p. 542.

〈 그림 8> The King & 1(1956).
The Movies, p. 426.

17) 韓在壽, "엑터즈 스튜디오”,「영화」(1984. 8), p. 44.

18) Ralph Stephenson, Jean R. Debrix, p. 167.

19) Beryl Epstein, Fashion is Our Business, New York : Books for Liberaries Press, 1970, p. 142-150.

20) Raymond Spostiswood, 金蘇東 譯, 영 화의 문법, 서울 : 영 화진흥공사, 1981,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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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he King & 1(1956).
Fashion in Film, p. 140.

2. 영화의상의 상징성

디자인의 요소인 선, 색상, 재질 및 의상의 크기와 

형태 또는 의상의 가치 등은 착용자의 사회 • 경제적 

수준의 반영, 역할표현, 심리상태 및 성격묘사, 희 • 

비극적 요소의 이미지들을 상징적으로 암시할 수 있 

게 해 준다. 즉, 의상은 색상, 형태, 질감을 통해서 

희 • 노 • 애 • 락, 위엄, 감정적인 섬세함, 고집스러 

움 등의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매체가 된 

다.

영화에 있어서도 의상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통해 극중인물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역할이나 성 

격, 심리상태나 감정뿐만 아니라 극의 주제나 이미 

지를 표출해 준다.

이와 같은 영화의상의 상징성을 실제작품을 통해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 피 스의 영 화「피 그엘리 의 보병 들」에 서 Lil
lian Guche의 낡은 누더기는 극중 인물들의 가난함 

을 암시해 주며, 로베르토 로셀리 니의「루이 14세의

등극」에서는 값진 이국풍의 의상으로 왕의 고귀함을 표현해 주는 등 복식은 극중인물의 사회 

적 신분을 반영하여 관객의 이해를 도와준다叫

또한 극중인물의 신분상징을 위해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특정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표 

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극중 건달은 큰 줄무늬의 수우트에 짙은색 셔츠를 착용하고 밝은색 타 

이를 매며, 매춘부는 트임이 있는 스커트와 함께 망사 스타킹으로 표현된다a.

의상의 형태나 질감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장식성이나 예술성이 강하며 실용성의 기능을 

배제한 의상은 극중인물의 높은 사회 • 경제적인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영화 「표범 : The 
Leopard(1963)」(그림 10)에서 우아하지만 실용성이 없는 의상으로 사회 • 경제적 위치, 그리 

고 시대적인 스토리를 전개해 준다.

의상으로 극중인물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한 영화「요정 줄리엣 : Juliet of the Spirits 
(1965)」(그림 11)은 화려한 여인들과 소박한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대조적인 의상의 색상 및 

형태와 장식으로 대별시켰다.

Jack Clayton의 「호박먹는 사람들(The Pumkin Eater)」에서 주인공 Anne Bancro의 의 

상은 행복과 불행을 표현했는데 여유있고 편안한 스타일의 의상과 느슨한 머리모양은 그녀가 

행복한 때, 즉 임신 중이거나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를 상징하였고, 단정하고 화려하지만 딱딱 

하고 메마른 느낌을 주는 의상은 좌절되고 불행한 때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2".

21) David Bordwell & Kristin Thompson, 주진숙, 이 용관 역 영 화예술, 서울 : 도서줄판 이론과 실전 1993, 

p. 194.
22) Michael Webb, Hollywood，- Legend and Reality, Bonton : Lit니e Brown and Company, 1986, p. 117.

23) Louis Giannetti, Understanding Movies (3rd ed.), New Jersey : Englewood Cliffs, 1982, pp.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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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The Leopard(1963). 〈그림 11> Juliet of the spirits
Understanding Movies, p. 282. (1965). Understanding Movies, p. 283.

영화「폭군 이반(Ivan the Terrible)」에서는 악한 귀족들이 동물같이 묘사되고 공주가 커 

다란 머리장식과 망토, 드레스로 사악한 독수리로 상징되는 반면, 이반은 부드럽 게 흘러내린 

머리와 수염, 그리고 장식이 없는 흰색 의상으로 마치 예수와 같이 묘사되는 등 등장인물들의 

성격특성을 상징 적으로 암시하였다.

에이젠 슈타인의 영화「알렉산드 네브스키(Alexander Nevsky)」에서는 의상으로 인간성 

의 선 • 악을 상징했는데 침략군인 독일 폭도들의 지휘관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헬멧, 동물의 

발톱과 뿔로 장식이 된 갑옷으로 공포감과 함께 비인간성을 암시한 반면 네브스키와 러시아 

농부들의 헐렁한 의상과 얼굴이 보이는 둥근 헬멧은 따뜻한 인간성을 나타내었다严〉

한편 Jean Luc Godard의 「중국여인(La Chinois)」은 혁명가들의 정신적인 가치관을 색상 

으로 나타내어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였다. 즉 원색(적색, 청색, 황색)을 의상이나 실내장식에 

사용하여 혁명론자들의 이상주의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세계관을 상징하였고 복잡하고 이 

중적 인 현실세계를 저채도의 색상변화로 표현하였다2叫
「로빈훗의 모험 (The Advanture of Robin Hood : 1938)」은 Mariane의 감정 변화를 의복 

의 색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처음 그가 긴즈번당에 소속되었을 때는 당원들과 같이 붉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차츰 로빈에게 가까워짐에 따라 복장이 서서히 닮아가게 되고 녹색의 밝 

은 색조의 옷을 입 게 된다2叫
영화「갈리가리 박사의 밀실(The Cabinet of Dr. Caligari)」(그림 12)에서 몽유병자 세자 

르의 검정옷과 그가 유괴하는 여인의 하얀 잠옷은 대조적인 역할의 특징을 구별짓게 한다.

컨 러셀의「사랑하는 연인들」에서 의상이나 무대장치에 원색이나 보색을 사용한 도입부 장 

면들은 천박한 중산계급을 묘사하며, 극중인물들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중간부분에서는 파 

스텔 색조가 지배적인 반면, 열정이 식어지는 종결부에서는 흑백의 지배가 뚜렷해지면서 색채

24) Louis Giannetti, 1984, pp. 282-286.

25) Louis Giannetti, 김 학용 역, 영화 ; 형식과 이해, 서울 : 한두실 출판사, 1994, p. 44.

26) Marcel Martin,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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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들은 희미해진다2”.
Jean Renoir의「암캐(La Chiennei)」에서는 주인공 Michel Simon의 의상이 처음에는 야 

회복에서 평범 하고 어두운 색조의 의상으로, 또한 마지막엔 추하고 초라한 의상으로 변화하 

여 구걸하는 모습으로까지 변하는데 이러한 의상의 변화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주인공의 

정신적인 몰락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Jepirellei의「로미오와 줄리엣(Romeo & Juliet)」(그림 13)에서는 복식의 색상으로 두 집 

안을 구분했는데 따뜻한 느낌의 색상인 화려한 붉은색, 노란색, 오렌지색 등으로 발전해 가는 

Capulet가문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수축된 느낌을 주는 청색, 짙은 녹색, 자주색 등으로 

Montague가문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하였다2叫
이와 같이 영상에서 색상은 화면에서 크기(size)보다 우선적이어서 관객의 시선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의상의 형태나 장식보다 색상에 대한 인상을 먼저, 그리고 강 

력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서를 가진 색상은 묘한 암시의 효과를 나타내며 장식적 

기 능 이 상의 역 할을 한다찌

즉 색상은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시각적 환경요소로서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경험으로 인 

한 여러 가지 감정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색상은 인간생활에 풍부함을 줄 뿐 아니라 기분이나 

감정을 반영하고,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영화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반응하는 디자인 요소이다.

희극적 요소의 이미지 전달에 있어서도 의상의 상징성은 배우의 희극적 연기효과를 관객들 

에게 고취시켜 주기도 한다. '침묵예술(팬터마임)'로 유명한 Charlie Chapline의 비극적 감정 

(pathos humor)의 희극에서는 감정적 희극을 풍자하는데 의상의 시각적 의미와 효과가 지대 

한 영 향을 미 쳤다. Chapline은 자신이 창조한 허영과 위세가 혼합된 성격의 인물을 의상을 통 

해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그림 14). 상징적인 Chapline의 모습중 특히 콧수염과 중절모

〈그림 12> The Cabinet of Dr. Caligari. 〈그림 13〉Romeo & Juliet.
The Film Ideas, p. 171. Costume Design in the Movies, p. 166.

27) David Bordwell, p. 194-195.

28) Jean George Auriol & Mario Verdone, p. 99.

29) Louis Giannetti, 1982, p. 286.

30) David Bordwell,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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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by hat)는 멋쟁이를 암시하며, 지나치 게 큰 자 

루바지와 비교되는 꼭 끼는 코트, 허리띠를 대신하 

는 끈, 커 다란 신발 등은 가난과 비 천함을 극대 화시 

킨다. 또한 그의 지팡이는 적의로 가득찬 세상 앞에 

서 자신있게 뽐내고 활보할 때 자긍심을 표출하는 

인상을 준다. Chapline의 인간에 대한 시각은 모두 

불합리한 의상으로 상징화되었는데 자기만족, 허영, 

부조리, 허무 등의 이미지를 전달하여 진실과 경험 

을 표현하는데 성공하여 영 화사상 불멸의 표본을 만 

들었다叫

이와 같이 진정한가치를 지닌 영화의 상은 뛰어난 

배우의 연기, 효과적이면서도 암시적인 무대장치와 

함께 관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인 요 

소이다. 이러한 흥미 요소들은 연기자, 무대 디자이 

너, 의상 디자이너 등의 예술가들에 의해 이룩되는 

것 이 다. 그중에도 특히 궁극적으로 영 화의상은 극중 

인물의 내면의 성격, 감정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상 

징적 역할을 하여 영화의 내용전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HI. Edith Head의 영화의상의 의의

리 ”、〜 1- " 1- 1. Edith Head의 생애 및 작품활동〈 그림 14> Charlie Chaplin. ，츠 -1 口 日 o
o • 1 n l Edith Head(1897〜1981)는 영화의상 디자인에Chronical of the Cinema. ° ''」'

있어서 예술적 창의력을 위한 아카데미 의상상 수상 

을 가장 많이 한 디자이너로서 기네스북32)에 기록된 인물이다(그림 15). Edith Head는 8번의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35번이나 수상후보로 선정되었던 헐리우드 영화계 

에서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났던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1897년 미국 Cal迁ornia San B&nadino에서 태어났지만 법원의 화재로 인하여 출생 

에 관한 정확한 법 적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33).
Edith Head는 Los Angeles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스페인어에 능통하여 Berkerly 대 

학에서 언어 학을 전공하였고 Standford에 서 석사 학위 를 마쳤다.

대학을 졸업한 후 즉시 California에 있는 La Jolla Bishop Scho이에서는 불어를, Holly
wood Scho이에서는 불어와 예술과목을 가르켰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Otis와 Choninard 예

31) Theodore Huff & Henry Schuman, Charlie Chaplin, New York : Arno Press & The N S Times, 

1972, p. 81.

32) Patrick Roberston, The Guinness Book of Movie Facts & Feats, New York : Abbeville Press Publishers, 

1984, p. 227.

33) Paddy Calistro & Edith Head, Edith Head's Hollywood, New York : E. P. Dutton Inc., 1983.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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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dith Head의 작업모습.

Hollywood : Legend & Reality, p. 108.

•V

〈그림 16〉Jungle Princess(1936)^ 
Dorothy Lamour 의 Sarong.
Edith Head's Hollywood.

술학교에서 예술적 창조력을 키우기 위 한 조각, 

소묘, 초상화 등의 과목들과 패션 스케치 공부를 

꾸준히 했는더】,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녀가 패션 

디자인 분야로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었던 계기 

가되었다.

의상 디 자이너로서의 입문동기는 예술을 하고자 하는 강열한 열정과 그녀가 가진 예술적 잠 

재능력 때문이었다. 1923년 Paramount에서 수석 디자이너 Howard Greer를 위한 패션 스케 

치 아티스트를 구했을 때 친구들의 작품들을 빌려서 가져갈 정도로 디자이너에의 열망은 대단 

했었다. Howard Greer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열정적인 태도를 감안해서 채용하 

게 되었으며, 그 후 그녀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에도 그녀를 해고하 

지 않고 지도하■게 되었다. 그녀는 Haward Greer 가 Par amount-S- 떠난 이후 Travis Banton 
과 함께 디자인 작업에 종사하였고, 또한 Banton이 1938년 Paramount# 떠난 이후 1967년 

까지 Paramount의 수석 디자이너로 남아 있었다. 그후 Universal 스튜디오로 옮겨 1981년 그 

녀가 타계하기까지 MGM, Warners, Columbia & Fox 등의 영화 제작사를 위해서도 의상디 

자인을 담당하였다叫

Edith Head에게 처음 주어진 과제는 Cecil B. Demille의 서커스영화에서 코끼리를 덮는 화 

관(garland)을 만드는 것이었고 차츰 동물들을 장식하기 위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고작이 

었다3叫 그러나 디자이너로서의 거대한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 일을 통 

해서 그녀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특히 영화의상은 영화의 내용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디 

자인철 학을 터 득하게 되 었다.

Edith Head는 1927년부터「날개 :Wings」라는 영화에서 Travis Banton과 함께 디자인 작 

업을 시작하였고 1933년「She Done Him Wrong」에서 Mae West의 가운 디자인으로 최초의 

자신의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드디어 1936년「밀림의 여왕 ; Jungle Princess」(그림 16)에서

34) Elizabeth Leese, Costume Design in the Movies, Bembridge: BCW Publishing, 1976, p. 50.
35) Time, Vol. 118, No. 19(Nov. 9. 1981), p.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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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thy Lamour를 위한 Sarong 디자인을 통하여 독창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Edith 
Head가 본격적으로 디자인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38년 그녀의 디자인 실장이었던 

Travis Banton이 스튜디오를 떠난 후 수석 디자이너 지위를 물려받으면서 부터였으며 파라 

마운트의 수석 디자이너로서의 첫 번째 작품은「The Big-Broadcast of 1938」로 Shirly Ross 
의 많은 리본으로 장식된 그묾몽양의 화려한 실크 가운이다（그림 17）. 1930년과 1940년대의 

가장 유명한 글래머 배우들이 초현하는 영화에서 의상을 담당함으로써 Edith Head는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1940년에는「The Lady Eve」（그림 18）에서 Stanwyck Woos Fonda를 글 

래머하게 만들므로써 매혹적인 화면을 전개시켰다. 이때부터 그녀는 유명한 제작자, 감독, 그 

리고 배우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재다능함을 발휘하게 되 었다叫

1948년「The Empera Waltz」에서 Joan Fontaine의 의상을 담당하여 첫 번째 아카데미 의 

상상 수상후보에 선정되었고, 이어 1948년에「Heiress」（그림 19）에서 Olivia de Havilland의 

의상으로 첫 번째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였다.

1940년대는 무려 200편이 넘는 영화에서 디 자인을 담당했는데 그중 몇몇 영화들은 1950년 

에 상영되 었다. 그 중「Sunset Boulevardj, rSamson & Delilahj, rAll About Eve」는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필름시대 인 50년대에 가서 그녀 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되 었다.

1940년대가 배우, 감독, 제작자들을 성공적으로 가도록 하는 데 그녀가 밑거름이 되는 시간 

들이었다면 50년대는 영화사에 남을 만한 의상디자인의 예술성에 대하여 그녀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1950년은 Edith Head가 53세가 되는 해이었으며-헐리우드에 입 

문한지 27년이 되었고 이미 500편 이상의 영화에서 의상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특히 50년대는 

일반 하이패션 의상이 영화계에 밀려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스튜디오와 오랫동안 계약을 맺 

어 왔던 Edith Head와 같은 디자이너에게는 그들의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7）. 그녀의 아카데미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표 2〉와 같다.

〈그림 17〉Big Broadcast of 1938.
Edith Head's Hollywood.

〈그림 18〉The Lady Eve(1940).
Stanwyck Fonda를 위 한 Apron-Front 
드레 스. Edith Head's Hollywood.

36) Beryl Epstein, pp. 142-146.

37) Paddy Calistro & Edith Head,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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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The Heiress(1949).
Olivia de Havilland의 드레 스. 

65Years of the Oscar, p. 113.

1950년에는 두 개의 영화 rAll About Eve」오｝ 

「Samson & Dielilah」에서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했다（그림 20-21）. 이어 1951년에는「A 
Place in the Sun」, 1953년에는 rRoman Hol
iday j, 그리고 1954년에는「Sabrina」에서 계속 

적으로 수상함으로서 Edith Head는 전성기를 

누렸다（그림 22〜24）. 이후 1955년부터 1959년 

까지 8개의 영화에서 아카데미 수상 후보로 선정 

되 었다. 1960년「The Facts of Life」에서 다시 

수상의 영 광을 얻었다.

1952년에는 두 편의 영화「Carrie」와「The 
Great Show on Earth」가 각각 수상후보로 선정 

되었고 이후 1955년부터 1959년까지 8개의 영화 

「The Rose Tattooj, rTo Catch a Thiefj, 
rThe Proud and The Profanej, rThe Ten

Commandmentsj,「Funny Face」, rThe Buccaneerj, rCareerj, rThe Five Penniesj 등의 

의상들이 수상후보로 선정되 었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동안 14개의 작품 rPocketful of Miraclesj,「The Man Who 
Shot Livertyj,「Valance」，rMy Geishaj, rLove with the Proper Strangerj, rA New 
Kind Lovej,「Wives and Loversj, rA House is not a Home」，rWhat a Way to Goj, rThe 
Slender Threadj,「Inside Daisy Cloverj, rThe Oscarj, rSweet Charityj,「Airport」에서 

수상후보로 선정되는 작품들을 출현시켰으며, 1973년에는「The Sting」으로 75세의 고령인데 

도 불구하고 영광의 수상작품을 출현시켰다. 영화「The Stingy（그림 25）은 남성복으로서는 

첫 번째 아카데미 수상을 획득하게 되었던 작품이다.

1975년과 1977년에도 두 개의 영화「The Man Who would be King」과「Airport 77」에서 

수상후보작품을 남겼다.「The Man Who would be King」은 영국 영상 아카데미（SFTA） 의 

상상 수상후보로 선정되 기도 했다.

Edith Head가 전생애를 통해 남긴 영화의상작품은 무려 1,000편이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 

에 아카데미 수상후보작품이나 수상했던 작품 이외에도 대중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유명한 작 

품들이 수없이 많다.

Edith Head는 보조디자이너로 활동했던 1927년부터 1981년 사망 일주일 전에 완성되었던 

Steve Martin의 Comedy에 이르기까지 53년의 작품활동 기간동안 1,000편 이상의 영화에서 

배우들의 의상을 담당했으며, 1948년 아카데미 의상상이 제정된 이후부터 그녀가 타개한 1981 
년까지 약 33년 동안 35편의 영화에서 아카데미 의상상 후보가 되는 영예를 얻었고, 8번의 의 

상상 수상으로 아카데미 영화사에서 불멸의 인물이 되었다. 또한 영화이외에도 저서 'Dress 
Doctor'와 'How to Dress for Success, 그리 고 신문, 라디오, TV, 패션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 

한 업적으로도 일반 대중에게 그녀의 의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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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Edith Head의 아카데 미 의 상상 수상후보 및 수상작翊

연도 영화제 목 공동 디 자이 너

1948 The Emperor Walts Gile Steele
1949 * The Heiress Charles Lemaire
1950 * All about Eve Dorothy Jeakins, Elois Jensen,

* Samson and Dielilah Gile Steele, Gwen Wakeling

1951 * A Place in the Sun
1952 Carrie

The Greatest Show on Earth
Dorothy Jeakins,Miles White

1953 * Roman Holiday
1954 * Sabrina
1955 The Rose Tattoo

To Catch a Thief
1956 The Proud and The Profane Ralph Jester, John Jensen,

The Ten Commandments Dorothy Jeakins,
Arnold Friberg
Hubuert de Givenchy

1957 Funny Face Ralph Jester, John Jensen
1958 The Buccaneer
1959 Career

The Five Pennies Edward Stevenson
1960 * The Facts of Life

Pepe
1961 Pocketful of Miracles
1962 The Man Who Shot Liberty Valance 

My Geisha
1963 Love with the Proper Stranger 

A New Kind Love
Wives and Lovers

1964 A House is not a Home 
What a Way to Go Moss Mabry

1965 The Slender Thread
Inside Daisy Clover Bill Thomas

1966 The Oscar
1969 Sweet Charity
1970 Airport
1973 * The Sting
1975 O The Man who would be King
1977 Airport 77 Burton Miller

*는 아카데 미 의 상상 수상작품 

。는 SFTA 의 상상 수상후보작품

38) Elizabeth Leese, pp.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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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All About Eve(1950).
Bette Davis의 스퀘어 네크라인의.드레스.

65Years of the Oscar, p. 117.

〈그림 22> A Place in the Sun(1951).
Elizabeth Tailor의 Ball 가운.

Chronical of the Cinema, p. 409.

〈그림 21 > Samson & Deliah(1950).
Heddy Lamarr 의 Peacock Train.
The Guiness Book of Movie Facts & 
Feats, p. 132.

2. Edith Head의 영화의상의 특성

영화의상 디자인에 있어서 헐리우드의 다 

른 디자이너들과 구별되는 Edith Head의 주 

된 경 향은 ' 환상의 비 행 (flight of fancy)'이 

아닌 '단순함과 세련됨'으〕표현이었다Q 깨 

끗하고 심플한 클래식 스타일의 수트는 그녀

〈그림 23> Roman Haliday(1953).
Audery Hepburn의 면셔 츠 블라우스와 

플레어 스커트.

Chronical of the Cinema, p. 427.

자신이 즐겨 착용하는 스타일일 뿐만 아니라「Funny Face(1957)」의 Ray Thompson 등 거의 

모든 여배우들에게 한 번 이상 입혀본 Edith Head의 트레이드 마크같은 스타일이다(그림

39) The New York Times, (Oct. 27, 1981), p.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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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abrina(1954).
Audery Hepburn의 bateau 네크라인의 

드레스. Edith Head's Hollywood.

〈그림 25> The Sting(1973).
Paul Newman과 Robert Redford의 의 상.

Chronical of the Cinema, p. 625.

26). 그녀 자신도 또한 항상 테일러드 수우트와 블라우스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착용하였으며, 

1942년 기자회견에서는 의상에 있어서의 절제와 검약을 강조하였으며 견 • 모피보다 면이나 

합성섬유의 품질과 유행을 예측함으로써 여성복을 보다 활동적이고 절제된 스타일로 유도하 

였다4。〉.

이것은 2차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으로 L-85 규제가 실시되면서 옷감의 사용이 규제되었 

고 헐리우드 영화계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데에 기인한다. 실크사용의 억제뿐만 아니라 플리 

츠, 커프스, 러플, 프릴, 쟈켓의 길이 등의 장식적 디자인도 억제되었다. 이 규제에 따라 영화 

「Road to Moroco(1942)」에서 Edith Head는 Drothy Lamour에게 입혀질 화려한 디자인 세 

계로의 전개를 억제하고 실크 판탈롱 대신 얇고 고운 면을 사용했고, 금속성 트림을 양가죽에 

금색 페인팅으로 대체했다.

그녀는 현대적인 영화보다는 고전적인 영화를 더욱 선호했다. 시대적인 영화의상 디자인에 

서는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반 

면 현대적인 영화는 배우의 개인적인 선택이 더 많이 개입될 수 있어서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Edith Head는 1946년에 이미 미래의 의상은 더욱 편안한 스타일이 유행될 것이라고 예측 

했으며 '편안함'을 영화의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편안한 의상을 한 번 착용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신체를 억제하는 불편한 의상 스타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의 세대 

는 이전의 세대보다 월등한 신체 균형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위장할 이유가 적어지며 더 나은 

취향으로 인간의 자연스로운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할 것이다”s라고 하여 미래의 패션경향을 

밝혔다. 그녀는 일상 생활에서도 모자를 싫어하고 자신의 모든 의상에 2개 이상의 포켓을 달 

정 도로 기 능성을 중시 하였다.

그 예로 영화「Sullivan's Travels(1941)」에서는 키가 작고 임신중인 Veronica Lake을 편

40) Paddy C기istro & Edith Head, pp. 50-52.

41)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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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unny Face(157). 〈그림 27〉Sullivan's Travels(1941).
Ray Thompson의 실크 클래식 수우트. Veronica Lake을 위 한 쟈켓과 신문팔이

Edith Head's Hollywood. 모자. Edith Head's Hollywood.

안한 큰 쟈켓으로, 긴 머리를 신문팔이 모자속으로 감추어 어린 소년같은 모양으로 변신시켰 

다(그림 27). 영화「Annie Hall」의 애니-룩이 1970년대의 유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녀는 

1940년대 초에 이미 이 패션을 제안하였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Edith Head의 또 하나의 디 자인 철학은 유니섹스 패션(unisex fashion)< 거부함이 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외모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상을 착용하여 그. 다른 특성과 개 

성을 강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패션에서의 유니섹스 스타일은 남성이 여성같이 

보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남성같아 보이기를 원하는 경향이 더욱 높기 때문에 여성에 

게는 더욱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Edith Head는 1940년대의 여성의상중 

에 어깨를 크게 강조한 스타일을 싫어했다. 여성의 인체는 가슴이 엉덩이와 균형을 이루고, 어 

깨는 긴목과 함께 극히 자연스러운 비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미식축구(football) 선수 

같이 어깨를 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녀는 여성배우에게 남성적인 어깨 

스타일을 권하지 않았다时

또한 Edith Head는 영화의상 스타일에서 유행을 남용한 지나친 과장을 결코 하지 않았는

42) Paddy Calistro & Edith Head,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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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關 그 이유는 패션은 한 계절이 지날 때마다 변화가 있고 유행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 영 

화제작기간이 지연되 거나 상영 이 늦어지게 되면 영화 속의 배우가 입었던 의상은 값싼 소재 

로 모방되어 더 이상 유행되지 않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유럽패션 디자 

이너들이 1960년 미니 스커트를 출현시켰을 때에도 유행을 남용하지 않는 그녀의 디자인 철 

학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굳건히 고수하여 1966년에 가서야 영화「Penelope」에서 Narta- 
liewood에게 처음 미니 스커트를 적용시켰고 이어 1967년「Barefoot in the Park」에서 Jane 
Fonda에 게, 또한 1968년 rSweet Charity」에서 Shirly Maclaine에 게 미니 라인의 디 자인을 

적용하였다.

또한 Edith Head는 그녀 의 작품에 무늬 있는 직물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직물 

문양에도 유행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행성 문양은 영화가 상영될 시기에는 관객이 이미 익숙 

해져서 영화가 옛날 영화로 인식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주로 plaids, 
checks, polkadot 등의 유행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문양들을 적용하였다.

L-85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헐리우드의 영화의상이 폭이 좁고 형태적으로 축소된 실루엣이 

보편적이었던 1947년에 크리스챤 디올이 발표한 1890년대의 콜셋과 패티코트를 재현한 뉴룩 

(New-look)은 영화의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완성되었던 영화의상들 

은 진부한 느낌을 주게 되어 어떤 영화들은 급히 의상디자인을 변경하기까지 되었다. 이와 같 

은 예기치 못했던 변화로 인한 영화의상계의 타격은 Edith Head로 하여금 그녀의 작품에 있 

어서의 패션성을 억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커트가 폭이 확대될 때라도 그녀는 서서히 스커 

트의 폭을 넓혀 갔으며 유행에 따른 스커트의 길이의 변화에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 

다. 긍극적으로는 고전적 영화를 제외한 Edith Head의 의상에서 시대성을 정확하게 찾기는 

모호할 정도이다. 즉 1949년의 영화의상이라 할지라도 현재에도 부담없이 입혀질 수 있을 정 

도이 다44).

이러한 Edith Head의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는 많지만 특히 1949년 초에 완성되고 1951년 

에 상영된 영화「A Place m the Sun」(그림 22)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영화가 상영 

될 때까지는 당시 유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Edith Head의 의상은 현실성이 없다 

는 주변의 혹평을 받았다. 그러나 2년후 영화가 상영된 1951년에는 주인공 Angela Vicker의 

의상이 열광적인 인기를 얻어 7세 소녀에서 37세의 성인 여성에 이르기까지의 전형적인 파티 

드레스로 각광을 받은 스타일이 되 었다，叫

이상과 같이 헐리우드는 영화를 통하여 몇몇 특수한 계층의 취향을 모든 여성과 남성들에 

게 일반화시켰는데 대중화되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수준이 고급스러운 의상에서부터 일 

상적인 의상에까지 수 많은 패션이 복제되었다. 이와같이 마치 패션 퍼레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된 영 화와 배우들의 패션을 일반화 하는데 Edith Head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3. Edith Head의 영화의상의 역할과 상징성

영화의상은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극중인물에 대한 사회 •경제적 위치와

43) Beryl Epstein, p. 144,

44) Paddy Calistro & Edity Head, p. 69-70.

45) Ibid., p. 9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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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심리 변화를 표출해 준다. 또한 극의 전반적 인 분위 기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극의 내용전 

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Edith Head는 많은 배우들의 배역을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감독이상으로 열심히 영화를 연 

구했고, 직접 영화「Lucy Gallant（1955）」와 rThe Oscar（1966）」에 출현하기도 했다. 또한 영 

화와 관계되는 모든 의상과 장식에 대한 역사성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그 

녀 의 면 밀 함은 디 자인 한 의 상의 색 상이 다른 무대 장치 와 부조화되 거 나 상반되 지 않도록 확인 

하는 등 완벽을 추구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스튜디오 내부의 사무실이나 작업실에 색상을 사 

용하지 않았고 의상계획 및 제작시 배우들과 만날 때 그녀자신도 주로 베이지색, 회색, 흰색, 

검정색 등의 무채색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그 이유는 벽에 걸린 장식품 혹은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감각적인 의상디자인이나 밝은 색상은 배우들의 시선을 산만하게 하여 극중인물이 되기 

위해 깊이 몰두해야 하는 배역의 이미지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Edith Head의 영 화의상에 나타난 역 할과 상징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의 영화「Empera Walts」에서 Joan Fontain을 위해 디자인했던 화려한 드레스는 

Edith Head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섬세하게 다룬 작품으로 1900년대 오스트리아의

〈그림 28> The Emperor Wal
ts (1948).
Edith Head's Hollywood.

Franz Josef 황제시대를 상징해 주는 우아하고 화려한 

디 자인이다物.（그림 28）
Chicago를 무대로 한 영화「Sting（1973）」은 댄디즘 

①andyism）으로 불황의 시대인 1930년대를 묘사하여 

남성복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였다"，. 

Edith Head는 Paul Newman의 건방져 보이는 이미지 

를 나타내 기 위 해 'macho look'의 인상적 인 모습으로 표 

현되었고 Redford는 줄무늬 수트에 넓은 무늬의 타이 

그리고 wing-tip 구두 등의 말쑥한 모습으로 30년대 스 

타일을 재 현하였다. 특히 Newman과 Redford의 모자에 

중점을 두어 Redford의 순진한 개구쟁이 이미지를 신문 

팔이 모자로, Newman의 건방지고 교활한 이미지는 페 

도라 모자로 표현하였다（그림 25）. 또한 윙-칼라의 턱시 

도 셔츠를 포함한 70년대 남성복의 유행경향을 정착시 

켰다".

1949년 Willy Wyler감독의「The Heiress」（그림 19） 
에서 그녀의 첫 번째 아카데미 수상의 기록은 세워졌다. 

이 영화는 그녀가 수 많은 작품중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 

고 보는 작품이다. Wyler감독은 속옷 한가지 한가지의 

작은 디테일까지 확인할 정도로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 

에 Edith Head는 버튼, 버튼홀, 재질 등에 대 한 복식사

46) Paddy Calistro & Edith Head, p. 72.

47) Roy Pichard, The Award Movies; A Complete Guide From A io Z, New York： Schocken Books, 1980, p.

118.

48) Paddy Calistro & Edith Head,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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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했으며 모든 것에 완벽을 기했는데伽,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확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된 그녀의 작품들은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Edith Head는 동일한 배우를 의상으로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성으로 변신시킬 수 있었 

던 감각있는 디자이너였다. Edith Head가 20th Century-Fox 영화사로부터 코메디 영화 

rWhat a Way to Go(1964)」를 위 한 의 상을 의 뢰 받았을 때 Shirly Maclain을 위 해 73벌의 의 

상을 30여명의 고정 직원과 기술자, 헤어 스타일리 스트, 분장사 등과 함께 디자인함으로써 그 

녀의 극중변신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였는데 극중 인물 Shirly는 단순하고 순진한 소녀로 5번 

의 결혼을 하는 주인공이다. 재혼할 때마다 바뀌는 의상은 그녀의 새로운 경제적 지위를 나타 

낸다. 만약 이 영화가 무성영화로 보여진다고 해도 Shrily의 의상만 보면 영화의 내용을 인지 

할 수 있을 정도이다或.(그림 29〜30)
또 다른 경향은 '위장과 재구성의 교차(A Cross between Camouflage and Reconstruc- 

tion)'M＞로 표현되는 아름다움과 낭만 그리고 추함과 비매력을 추구하는 의상 디자인으로 때

〈그림 29〉 What A Way to Go(1964).
Shirly Maclaine의 검정 담비털 트리 밍이 된 

페르시아 금실로 직조된 드레스.

Sat. Eve. Post.

〈그림 30〉What A Way to Go(1964).
Shirly Maclaine 의 국화꽃을 장식 한 민트 

그린 오간자 네 글리제.

Edith Head's Hollywood.

49) Paddy Calistro & Edith Head, p. 76. -

50) Robert Jennings, Body by Maclaine-in Originals by Edith Head, Sat. Eve. Post, (Nov. 30. 1963), pp. 

24-29.

51) Time, p. 119. _ o .. _ 



내용을 예술세계로 이끌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배우들을 부유하거나 혹은 가난하게 묘사했 

으며, 때로는 섹시함과 야성미로, 혹은 이상한 모양으로 변신시켜서 극중인물의 이미지, 즉 

성격창조와 심리 등을 사실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New York Times에서는 "동일한 배우에게 정반대의 성격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변신시킬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Rear Window」, 「The 
Country Girl」에서 Grace Kelly를 극중인물의 여러가지 개성과 성격으로 변신시켜 관객들을 

감동시 켰다. 영 화「Rear Window」에 서 는 Grace Kelly의 우아하고도 대 담한 의 상（ 그림 31）으 

로 사건전개에 다른 여성의 이미지 변화를 표현하였고「The Country Girl」에서는 시대에 뒤 

떨어진 소박한 옷으로 알콜중독인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표현하였는데 불행에서 벗어 

나 행복을 되찾은 후반부의 상황은 모자와 장갑을 갖춘 세련된 의상으로 묘사하였다（그림 

32 〜33）.
Edith Head는 유니섹스 패션（unisex fashion）을 거부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역할을 

강조하였다53〉. 남성과 여성은 외모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상 스타일로 특성과 

개성을 강조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1940년대의 여성 의상 중의 어깨를 크게 강조하거나 자연 

스러운 비율을 벗어난 과장된 스타일을 배제하였다. 그 예로서「A Place in the Sun」에서의 

Elizabeth Taylor의 노출된 어깨의 드레스（그림 22）는 여성미의 전형을 보여주며「Sting」에 

서 Robert Redford가 입은 Dandy look（그림 25）은 남성다움의 상징이다.

의복스타일의 단순함과 화려함을 배역에 따라 채택하였는데「Funny Face（1957）」에서는 

패션 주필가인 Ray Thomson을 위한 상의에 단추 3개가 달린 단순한 수우트（그림 26）로 현 

대 직 업 여성을, rSamson & Dielilah（ 1950）」에서는 Hedy Lamarr의 화려 한 의 상인 peacok 
train（그림 21）으로 고대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였다.

한편 전술한「What A Way to Go（1964）」에서는 주인공 Shirly Maclain의 의상에 500만

〈그림 32> The Country Girl(1954)에서

〈그림 31 > Rear Window(1954). 전반부의 Grace Kelly의 의상.

Leading Ladies, p. 148. Chronical of the Cinema, p. 442.

52) The New York Times, p. D26.

53) Paddy Calistro & Edith Head,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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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The Country Girl(154)에서 

후반부의 Grace Kelly의 의상.

Edith Head's Hollywood.

〈그림 34> Funny Face(1957L
Audery Hepburn의 검 소하고 소박한 의 상.

Edith Head's Hollywood.

〈그림 35> Funny Face(1957).
Audery Hepburn^ 하이 패션.

Leading Ladies, p. 170.

달러가 예산되었는데 페르시아 금실로 직조된 드레스, 국 

화꽃 장식의 민트그린 오간자 네글리제（그림 29-30） 등 

173벌의 의상은 영화의 내용전개를 암시해 준다.

또한 「Funny Face（1957）」에서도 Audery Hepburn。〕 

입은 서점 판매원의 검소하고 소박한 의상에서 하이 패션으 

로의 급격한 의상 변화가 상황적 변화를 표출해 준다.（그림 

34 〜35）
Edith He거d의 아이디어는 영화예술 속에서나 현실 속에 

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다. Edith Head는 무엇을 

하든지 그 역할과 상황에 적절한 표현적 기능, 도구적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상디자인을 창출해낼 수 있 

는 능력과 독창성을 갖춘 탁월한 영화의상 디자이너로서 현 

재뿐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평가될 것이다.

耻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카데미 의상상에 가장 많이 수상 후보선 

정이 되고 또한 수상한 Edith Head의 영화의상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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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Edith Head는 단순함과 절제된 세련미를 기조로 하여 지나친 과장 • 왜곡을 배제하였 

으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영화배우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배역에 적 

합한 위장과 재구성을 성공적으로 유도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중적인 인기와 예술적인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의상서적, 유니폼, 일반의상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당시의 패션리더 

들을 고객으로 하여 패션을 주도해 나간 디자이너였다.

Edith Head의 영화의상의 표현양상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극의 배경이 되는 시 

대와 분위기를 의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직물이나 장식의 복식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인 정확성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등장인물의 실재성과 가상성, 행복이나 불행, 아름다움과 추함, 부유와 가난 등의 상황을 

의상을 통해서 표출하였다. 극의 내용이 반전되는 경우 정반대의 의상으로 상반된 상황을 묘 

사하였다. 또한 극중 의상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와 직접 관련되어 신분의 변화는 의상의 변화 

로 표출하였다.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스타일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을 동일시 하지 않는 그녀 

의 성역할관에서 기인한다. 성역할에 따른 특성과 개성을 강조하여 여성에 있어서는 과장되 

거나 지나치게 확대된 스타일을 배재하고 남성에 있어서는 댄디 룩과 같은 남성다움을 강조 

하는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즉 의복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상징한다.

의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 자신감과 위축감（열등감） 등의 내면의 미 

묘한 심 리 묘사를 가시 화시 켰 다.

Edith Head의 영화의상의 표현양상을 살펴본 결과 영화의상은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달적인 역할과 상징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대중들 

의 모방심리와 동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유행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영화가 관객에게 보여질 때 의상스타일의 시대적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의상의 의의 즉 그 역할과 상징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영화의상이 극의 주제와 내 

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정착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전달매체 

로서 영화의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래 패션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역량있는 디자이너의 배 

출을 기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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