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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tchcock, "a master of the thriller" "leading figure of thriller”，was famous for his work style. He never starts 

filming until completing a perfect conception in his mind before shooting.
He started filming after getting a perfect filmin응 plan adding a picture even one detailed shot picture. Also 

the movie costumes was not an exception in his movie.
He put more main object to express a symb이ic meanings by recreating movie costumes which were fit to 

drama's subject than function which spoke for contemporary popularity also he guides actors to put on the movie 

costumes examined previously to shape a definite visual character in that works.
This research intends not only to look into symbolic and expressive means of dresses through the movie 

costumes on thriller appeared in Hitchcock's movie, but also broaden the comprehension width by grasping 

importance of the movie-costume and dress image implicated in the movie.
Hitchcock made about 55 movies, mostly thriller movies, from Number 13(1922) an unfinished work to Family 

plot(1976) ones posthumous work.
This research examined his the second half of term works (after 1950) such as Rear Window(1954), Vertigo 

(1958), Psycho(1960), Torn Curtain(1966), Topaz(1969) and Frenzy(1972) which are generally familiar to the 

public.
In conclusion, we can find that the thriller movie costumes as well as the other movie are appeared a character 

of the film's characters, social rank, economic level, personality. but especially, a costume of Hitchcock's thriller 

movie can be contained a characteristic factor of a kind of five.
Key words : Alfred Hitchcock, thriller movie, symbolism of costumes.

화의 성장과 발전으로 힘입어 예술과 오락의 매체로

I . 서 론 정착되었으며 마침내 독자적 문화권을 형성하여 거

대한 산업으로 성장되어 왔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종합예술 중의 하나인 영화 영화는 다른 예술과 달리 매우 정밀한 계획과 많 

(Film)는 불과 1세기가 지났을 뿐이지만 기술 및 문 은 인원을 요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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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 

화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배우가 착용한 의상은 영화의 예술적 가 

치를 높이고 영화의 완성도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의상은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사용하 

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며 배우가 착용하는 의 

상과 두발, 머리장식, 장갑, 신발, 분장들은 동시에 

통일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중 의상은 주체적 역 

할을 하게 된다。이렇게 영화에서 보여준 의상은 영 

화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주어진 장면 속에서 

인물의 개인적인 정보인 성별이나 연령, 신분, 지위, 

직업, 개성, 가치관을 전달하고 심리적인 상태, 극의 

이미지 등이 상징적으로 묘사되는 매개체로써 극의 

전개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영화부분에서 1950년대 이후 헐리우드(Hollywood) 

는 전후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다루 

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서도 

새로워졌으며, 이에 부응하듯 20세기 최고의 영화 

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Alfird Hitchcock)은 영국에 

서 미국으로 건너와 스릴러(thriller) 영화 부분에서 

독보적 인 존재가 되 었고 수 많은 영화감독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스릴러 영화는 관객의 호기심과 긴장을 유발하는 

지적 • 심리적 게임을 줄거리 전개방법으로 삼는 영 

화를 총칭하며 넓은 의미의 스릴러 장르 안에 미스 

테리물과 서스펜스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스릴러의 최고 거장”, "서스펜스 영화의 

대가”인 히치콕 감독은 사전에 자신의 머리 속에 완 

벽한 구상을 해두고서 촬영 에 임 하는 것으로 유명하 

였다. 하나의 쇼트까지도 전부 그림까지 곁들인 촬 

영계획을 가지고 임하였는데 이것은 영화의상에서 

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리 세심하게 구상된 의상을 

배우가 착용함으로써 작품 안에서 구체적인 시각적 

인물로 형상화시키는 것으로 즉, 영화의상이 동시대 

의 유행을 대변하는 기능보다 극의 주제에 맞게 재 

창조되어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기능에 더 주안점 

을 두었다.

이에 본 논문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1) 노인정, 1950년 Edith Head의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영화에서 보여지는 의상을 통해서 표현적이고, 상징 

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영화의 

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품에 내재된 복식이미지 

를 파악하여 영화의상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 

다.

히치콕 감독은 미완성작품인〈넘베3 (Number

13)>  (1922)을 시작으로 유작인〈패밀리 플롯(Family 

Plot)> (1976)까지 총 56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본 연 

구자는 그 중 히치콕 감독이 후반기에 작업한 1950 

년대 이후 작품으로 스릴러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이창 (Rear Window)>(1954),〈현기증 Ver- 

tigo>(1958),〈사이코 (Psycho)>(1960),〈토파즈 (To- 

paz)> (1969),〈프렌지 (Frenzy)>(1972)를 연구 범위 

로 하여 영화의상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논문, 영 

화잡지 및 인터넷, 비디오 등을 참고로 하여 의상의 

상징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알프레드 히치콕의 생애와 작품의 성격

히치콕은 1899년 8월 13일 영국의 레이튼 스톤이 

라는 곳에서 알프레드 조셉 히치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게임을 만들어 

혼자 노는 것을 즐겼는데 기술적인 재능의 다른 편 

엔 공포 혹은 두려움에 대한 개념이 그의 머리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가톨릭 교도로 예수회 

학교에 다니던 그의 경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데 런던예수회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어린 히치콕에 

게 도덕적인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남게 되었다.

후에 히치콕은 기술항해 학교에 다니면서 엔지니 

어를 지망하여 헨리 전신회사에서 취직을 하였다. 

그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런던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광고업계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 

것이 인연이 되어 1919년에 파라마운트(Paramount) 

영화사의 런던 스튜디오에서 무성영화의 타이틀에 

쓰이는 카드들을 그리는 것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는 여기서 각본 쓰기, 편집, 영화미술 등을 

배웠고, 이슬링턴 스튜디오가 영국 영화사에 인수될 

때 조감독으로 일하게 되고 1922년〈넘버 13>이란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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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을 연출하지만 단 두 릴만 찍고 완성하지 못하 

였다.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스크린에 건 첫 연출작은 

1925년의〈쾌락의 정원 (The Pleasure Garden)〉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합작영화였다. 이후 화면과 화면 

을 결합하는 편집기교면에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영국 무성영화의 

시각적 표현의 방법을 늘렸는데, 러시아 몽타주 미 

학과 독일의 표현주의 미학을 절충한 청년 감독 히 

치콕의 실험정신은 꾀 높은 평가를 받았다9 히치콕 

자신뿐만 아니라 영국 최초의 유성영화였던 1929년 

〈협박 (Blackmail)> 이후 히치콕은 멜로드라마와 코 

미디, 뮤지컬을 오가며 다양한 장르를 찍었으나 1934 

년〈너무 많이 안 사나이 (The Man Who Knew Too 

Much)〉부터는 스릴러 장르에 집중해서 영화를 찍어 

자신의 독특한 영화 스타일을 완성시켜 갔다.

1939년〈자마이카 인 (Jamaica Inn)>을 끝으로 영 

국을 떠난 그는 미국에 정착하면서 1940년에〈레베 

카 (Rebecca)〉를 내놓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으 

로 만드는 뛰어난 솜씨를 과시하였으며 미국 데뷔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헐리우드로 건너가 만든〈이 

창〉, <현기증〉, <사이코〉등은 그를 스릴러의 대가 

의 자리에 올려 놓았다.

히치콕 영화 중 1950〜1960년대의 영화를 예술의 

진수所라고 꼽을 수 있는데〈오명 (Notorious)〉,〈의 

혹의 그림자 (Shadow of Doubt)>,〈로프 (Rope)>, < 

이창〉<현기증〉,〈사이코〉,〈새 (The Birds)> 등은 

히치콕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영화의 대 

표작이고 현대 영화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영화비평 

가 로빈 우드(Robin Wood)는〈현기증 (Vertigo)〉이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다섯편에 속하는 영화”이 

며 히치콕은 "현대의 셰익스피어”라고 극찬했다气

그의 작품은 '50년대부터 선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프로이드의 심층(深層)심리학의 경향과 겹치기 시작 2 3 4 5 6 7 8 * 

2) http://members.tripod.lycos.co.kr/~hitchcock
3) 유현목 저, 세계영화감독론, (서울 : 1985) p.61.
4) http://members.tripod.lycos.co.kr/~hitchcock/opening.htm
5) 유현목 저, op. cit., p.58.
6) 한계레신문 1999. 12. 28.
7) http://my.netian.com/'53june/%c8%17%c4%al%c4%HTM
8) 프랑스와 트뤼포(Frangois Teff잔｝t):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400번의 구타〉,〈피아니스트를 쏴라〉

〈쥘과 짐〉,〈아메리카의 밤〉등을 발표하였고 처음으로 작가주의를 정형화한 작가정책을 주장했다.

했는데, 이 정신분석이 중산층의 레저와 경제적인 

윤택과 밀접한 관련을 지어 그 만의 개성 세계를 표 

현하였다？ 1966년〈찟어진 커튼 (Tom Curtain)〉, 

1969년〈토파즈〉, 1972년의〈프랜지〉는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알프레드 히치 

콕은 영화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의 한사람으로 

서 남게 되었다.

〈패밀리 플롯 (Family Flot)> (1975) 이후 은둔상 

태에 있던 히치콕은 '78년 이후에 공식석상에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며 1980년 3월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을 폐쇄하였지만 그 직후에 영국여왕으로부터 작위 

를 수여 받았다.

수많은 걸작을 만들어낸 히치콕은 아카데미 공로 

상을 받았으며 1980년 4월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에서 세상을 떠났다.

1999년 프랑스 전국에 걸쳐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힌© 히치 

콕은 영화의 한 장르인 스릴러를 통해서 독특한 변 

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릴러라는 장르는 히치콕 감독이 등장하기 이전 

까지는 어디까지나 "오락”이었다. 히치콕은 스토리 

자체에는 어떤 감명이나 작품성이 없는 드라마들을 

가지고 절묘하기 그지없는 카메라 워크와 편집감각 

으로 영화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을 최대 한으로 살 

리는 연출을 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으로 끌어올리 

는데 성공하였다〃

히치콕의 이러한 영화기법들은 비단 같은 계통의 

작가들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영화인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 누벨 바그 감독들 중 대표 

격인 프랑수와 트뤼포(Fraigois Truffabt)감독°은 히 

치콕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그를 연구한 책까지 내었 

다.

또한 미국에서도 브라이언 트팔마(Brian De Pal- 
ma)»감독이 그를 뒤따르려 노력하였고'10 스티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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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그(Steven Spieberg)"〉를 비롯한 신세대의 감독들 

도 대부분 히치콕의 영향을 받아왔다.

프랑수와 트뤼포감독은 히치콕을 묘사하기를 모 

든 방면에 완벽한 영화 연출가로써 영화의 특정부분 

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상, 모든 숏, 모든 

장면에서 탁월했고 촬영, 편집, 사운드 트랙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구성에서도 대가이며, 모 

든 것에 대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2). 히치콕과 50여시간에 이르는 인터뷰를 나 

눈 후 프랑수아 트뤼포는 그가 미국에서 만든 영화 

가 영국 영화보다 더 강렬하고 성숙한 표식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히치콕은 이에 대해 “나이를 먹어 

가면서 덜 경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대답했다项

히치콕은 그의 영화에서 맥거핀'"을 보편화시켰 

고, 카메라 워크에 있어서 트래킹 쇼트”), 오버헤드 

쇼트'° 등으로 장면, 장면을 미학적 경지에까지 이르 

게 제작하였다"). 또한 히치콕은 자신의 작품에서 싸 

인 하듯이 카메오'8)로 출연을 하여 화제를 뿌렸다.

히치콕 감독이 촬영을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영 

화로 만든다는 것이 이미 그의 머리 속에서 구성이 

끝나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촬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이 촬영을 끝내고 편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꼭 필요한 장면들만 필름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영화에서 표현방식으로 시각적 수단 

을 취하였는데 대사와 영상간의 대위법이 순전히 시 

각적 수단에 의해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었다'？ 의 

혹, 질투, 욕망 그리고 부러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 

로 대사에 의존하지 않고 영상으로 표현하려 했다. 

이런 시각적 수단으로 촬영기법, 음향과 함께 의상 

이 많은 효과를 내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배우들에게 임의의 인물해석을 일체하 

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배우의 역할 

에 있어 관객들의 정서를 촬영세트에서 대신하는 

"대용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서 배우들은 반드시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했 

으며 인물의 성격해석은 그 자신이 이미 촬영 시작 

전에 완전히 마치고 있었다고 한다. 히치콕 감독의 

영화에서는 낭만적인 미남배우와 금발의 여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흑인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배우들 

은 주로 누명 쓴 남자나 부정한 연인 정신병자 등으 

로 나왔으며 여자 등장인물의 경우 대부분 죄인 등 

으로 정형화시켜 페미니즘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같이 히치콕은 어린 시절에 스릴러에 대한 

탁월한 감성이 키워졌고 훗날 성장하여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관음증과 살 

해와 강박관념과 죄의식으로 얼룩진 어두운 세계를 

영화로 표현하여 스릴러 장르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

9) 브라이언 드 팔마(Brian De Palma): 1940년에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중인 감독으로 대학시절부터 영화를 찍었 

다. 히치콕의〈사이코〉를 패러디한〈드레스투킬〉,〈캐리〉또한 히치콕의〈이창〉과〈현기증〉을 한꺼번에 패 

러디한〈보디 더블〉을 만들고,〈미션임파서블〉로 흥행감독의 대열에 들어섰다. 이 밖에〈섹스, 자살 그리고 

영화〉,〈침실의 표적〉,〈카인의 두 얼굴〉,〈칼리토〉,〈필사의 추적〉,〈허영의 불꽃〉등을 만들었다

10) http://members.tripod.lycos.co.kr/-hitchcock/
11)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1947년에 태어나 명실상부 '80년대 이후의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80년대 할리우드를 블록버스터와 특수효과의 향연, 유년의 몽상을 버리지 목한 어른들을 위한 영화를 양산해 

냈다. 대표작으로〈죠스〉,<ET>,〈쉰들러리스트〉,〈레이더스〉,《인디아나 존스〉시리즈와〈주라기 공원〉등 

다수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12) 프랑수아 트뤼포, 곽한주,이채훈 역, 히치콕과의 대화(서울 : 한나래 2000) p.24.
13) http://members.tripod.lycos.co.kr/-hitchcock/
14) 맥거핀 : 관객들이 기둥줄거리를 쫓아가면서 잇따라 헛다리를 짚게 만드는 인물, 사건, 물건 등의 속임수 장치• 

그중 주인공들이 필사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데에서 관객의 긴장감을 유지시키지만 영화가 끝날 때 애초에 

없던 것이거나 하찮은 것으로 처리하는 수법이다.
15) 트래킹 쇼트 :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전후좌후에서 

잡아낸 장면.
16) 오버헤드 쇼트 : 높은 곳에서 마치 새가 아래를 내려다보듯 연기자나 연기행위의 수직상부에서 촬영한 장면

17) http://my.netian.com/-mavenc4/cine-l.htm
18) 카메오 : 유명한 스타나 배우가 단역같은 사소한 역으로 특별 출연하는 일.

19) 프랑수아 트뤼포, op cit.,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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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출처 : 히치콕과의 대화, （서울; 한나래 2000））

년도 작품 의상디자이너 년도 작 품 의상디자이너

1922 13번 <Number 13> 1942 도주자 <Saboteur>

1923
항상 아내에게 말하라 

<Always Tell Your Wife>
1943

의혹의 그림자 

<Shadow of Doubt>
Adrian,
Vera Weat

1925 기쁨의 정 원 <The Pleasure Garden> 1943 구명선 <Lifeboat> Rene Hubert
1926 산독수리 <The Mountain Eagle> 1944 행복한 여행 <Bon Voyage>

1927 내리막길〈Downhill〉 1944
마다가스카르의 모험 

<Aventure Malgache>
1927 바람둥이 여자 <Easy Virtue> 1945 망각의 여로 <Spellbound> Howard Greer
1927 권투경기장 <The Ring> 1946 오명 <Notorious> Edith Head

1928 샴페인 <Champagne> 1947
파라다인 부인의 사랑 

<The Paradine Case>
Travis Banton

1928 농부의 아내 <Ihe Farmer's Wife> 1948 로프 <Rope> Adrian
1929 협박 <Blackmail> 1949 염소좌 아래서 <under Capricon> Roger Furse
1929 맨섬의 남자 <The Manxman> 1950 무대공포증 <Stage Fright>

1930 엘스트리 호출 <Elstree Calling> 1951
의혹의 전망차 

<Strangers on a Train>
Leah Rhodes

1930 주노와 공작 <Juno and Psycock> 1952 나는 고백한다 <Confess> Orry-Kelly

1930 살인 <Muder!> 1954
다이얼 M을 돌려라 

<Dial M for Murder>
Moss Mabry

1931 스킨 게임 <The Skin Game> 1954 이창 <Rear Window> Edith Head
1932 17번 <Number 17> 1955 도둑잡기 <To Catch a Chief> Edith Head

1932
리치 앤 스트레인지 

<Rich and Strange>
1956

해리의 곤경

〈까此 Trouble with Hany>
Edith Head

1933
비엔나의 왈츠

<Waltzes from Vienna>
1956

나는 비밀을 안다.

<lhe Man Who Knew to Much>
Edith Head

1934
너무 많이 안 사나이

<The Man Who Knew To Much>
1957

누명 쓴 사나이

<The Wrong Man>
1935 39 계단 <The 39 Steps> 丄 Strassner 1958 현기증 <Vertigo> Edith Head

1936
비밀 정보원

<Hie Secret Agent>
J. Strassner 1959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North by Northweat>
1936 사보타주 <Sabotage> J. Strassner 1960 사이코 VPsycho> Helen Colvig

1937
젊은이와 결백

<Young and Innocent>
1963 새 <The Birds>

1938 사라진 여인 <lhe Lady Vanishes> 1964 마니 <Mamie>

1939 자마이카 인 <Jamaica Inn>
Molly
McArthur

1966 찢어진 커튼 <Tom Curtain>

1940 레베카 <Rebecca> 1969 토파즈 <Topaz>
Edith Head, 
Pierre Balmain

1941 스미스 부부 <Mr & Mrs Smith> 1972 프랜지 <Frenzj>
Dulcie
Midwinter

1941 의혹 <Suspicion> 1976 가족음모 <Family Plot〉 Edith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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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표 1＞은 히치콕 생전에 감독한 영화와 그의 영 

화에서 의상을 담당한 디자이너의 목록을 정리한 것 

이다.

2. 스릴러 영화의 특성

스릴러라는 말은 오싹해지는 무서움, 전율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나 소설에서는 어미에 'er' 

을 붙여서 오싹하게 구는 사람 또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찌

스릴러 장르의 생성배경은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인간은 물질적 생활이 안정되어 일상 

생활에서 권태와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됨에 따라 그런 관객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스릴러의 장르안에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 

는데, 긴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줄거리 전체가 해결 

되지 않는 불가사의로 앞뒤의 이치를 따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둔 미스테리물, 여 

러 정황을 만들어 관객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즉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계속 기대하지만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갑작스레 놀라지 

는 않으면서 긴장감을 갖는데 주된 관심을 보이는 

서스펜스물, 그리고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이 

나 존재까지 동원하여 관객의 공포심을 늘리는데 주 

력하는 호러(Horror)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기)

스릴러의 발생요인은 강한 상대, 죽음에의 공포와 

삶의 긴장, 복잡하게 교차된 사건의 불길함, 관객은 

알고 있는 사실을 등장 인물이 모를 경우, 주인공의 

어려운 선택과 결단, 점층적 긴장고조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스릴러 발생은 액션을 비롯한 다른 장르 

의 영화에서도 영화적 긴박감을 위해 공공연히 사용 

된다. 그러나 한 장르로써 스릴러는 이러한 요인들 

을 이야기의 주된 골격으로하여 영화를 진행하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 스릴러의 줄거리는 추리소설 형 

식을 취하여 있다. 탐정 이야기나 경찰 수사 이야기 

가 서스펜스 영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20) Essence 영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3), p.2337.
21) http:// campus, hanyang,ac.kr 스릴러 영화란

22) 프랑수아 트뤼포,(項、吊, p.20.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음모와 논리적 추론에 의한 해 

결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 

사인 탐정, 형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객만 

이 비밀스런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스릴러의 줄거리 전개 방식은 영화감독과 

관객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정한 심리적 매커니즘으 

로 영화창작에서 감독과 영화사이의 양자만의 상호 

작용이 아니라 관객 또한 참여를 요구받는 3자간의 

게임이 된다끼

스릴러 영화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음악, 음향효 

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장르영화에서는 적절한 

음악과 음향이 공포감과 조바심을 유발시키고 긴장 

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 

한 의상도 극 중 주제의 표현성이나 분위기를 나타 

내어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스릴러 영화에 있어 주된 주제는 혼란스런 세계 

가 체계적으로 질서 잡히고 인간의 이성이 불가사의 

한 것으로 보였던 복잡한 현실문제보다 우위에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스릴러 장 

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현실 속에서 빈번히 무시 

당해 온 소시민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현 

실과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스릴러 의 묘미라 

고 볼 수 있다.

3. 영화의상의 역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복을 통하여 착용자의 성 

격이나 신분, 사회계층 등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영화 속의 의상도 극 중 상황에 따라 배우들의 신 

체만을 가리는 소도구 아닌, 관객이 인지할 수 있는 

인물과 주제의 특징을 나타내며 그 밖에 자아 이미 

지, 나아가서는 심리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영화의상은 배우로 하여금 그 역할에 빠져들도록 

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배우의 개성 

을 없애고 극중 인물의 성격을 만들어 주어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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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전개를 돕는다.

감독들은 흔히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상을 이용하는데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부합되는 의상을 디자이 

너와 미술감독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만들어 낸다”). 

이렇게 제작된 의상은 배우가 착용하여 연출의 타입 

에 따라 알맞은 동작, 표정 등의 내면적인 연기를 이 

끌어 낼 때 비로소 그 의상은 완벽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的

영화의상의 역할은 인물묘사, 이미지 전달, 유행 

창조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인물 묘사로서의 역할은 

영화의 주어진 장면 속에서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 

리 등을 사실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관객에게 전달 

하는 것이며25), 등장 인물들간의 관계를 의상의 색상 

이나 스타일 대비 또는 강약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 

해준다的.

23) 김희정. op. cit., p.23.
24) 이정자, 영화의상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22.
25) 이정자. op. cit., p.24.
26) 김수남, 영화예술의 이해(청주 :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7), p.209.
27) Richard Dyer, 주은우 역, 스타이미지와 기호(서울; 하나래 1995) p.202.
28) 조은영, 영화의상을 중심으로 한 대중패션의 분석,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ll.
29) 김희정, op. cit., p.175.
30) 김미영, op. cit., p.6.
31) 조은영, op. cit., p.13.
32) F.R. 달론느, 지명혁 역 영화와 빛 (서울; 민음사, 1998), p.7.

그 예로〈추억〉에서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 

dfbrd)의 의상은 미국적인 남자의 성격특성과 깨끗하 

고 편안하면서도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스웨터 차 

림으로 시대, 연령집단, 계급, 직업 측면에서 그의 위 

치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跖

둘째, 이미지 전달로서 역할은 영화의 극적 전개 

를 효과적으로 도와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표현하여 

영화의 추상적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함으 

로써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또한 인 

물의 역할의 변화는 의상의 변화를 동반함으로써 관 

객들은 그 변화에 의해서 영화속의 이야기 전개를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색채와 소재로 인한 이미지 전달•효과가 크 

게 영향을 미치는데 빨강색은 젊은이, 자유, 유치, 비 

속함의 분위기를, 흰색은 순결, 높은 지위, 불길함, 

저항과 반항, 죄나 가난을, 파랑색은 노동자, 우울, 

고통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勁. 또한 

일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우울하고 무거운 장면이면 

가라앉은 색상의 의상을 입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 

에서는 밝은 색상으로 표현되었다现.

그 예로 1995년에 제작된〈피아노 (Piano)〉에서 

여주인공과 딸의 검정색 의상은 극의 음울한 분위기 

를 표현하였다.

셋째, 유행창조로서의 역할은 영화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평범한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패션 

관련 간행물을 통해서 패 션과 접하였는데 영화가 대 

중들에게 보급되면서 배우들이 입고 등장하는 영화 

의상이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의상이 대중유행을 리드하기 시작하 

였고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사 

람들이 모방하게 되었다. 과거의 모방의 대상이 왕 

실의 귀족이나 상류층에서 영화배우, 탤런트 등으로 

종적 유행확산에서 횡적 유행 확산으로 바뀌게 되었 

는데 이것은 영화의 대중적인 특성과 영화 속의 배 

우가 아름답고 감동적 인 인물일 때 특히 모방심 리와 

동조 심리를 더 자극하여 대중적인 유행의 전달이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었다3').

대표적 인 예로 말론 브란도(Malon Brando) 주연의 

〈와일드 원 (Wild one)＞에서 보여준 청바지와 가죽 

재킷은 급속도로 젊은 계층에 확산되었다.

영화의상의 표현 요소인 색채, 질감, 선, 형태 등 

은 빛에 의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부각시키거나 

지워버린다. 영화에서의 빛과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끼 이런 빛과 조화된 의상 

은 시각적인 매체인 영화에서 함축적이고 약화된 의 

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상은 영화에서 또 하나의 언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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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영화감독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처럼 복합적이 

고 뜻깊은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적 형태이다. 또한 

의상이 관객에게 어떤 이미지로 전달될 때 고정된 

효과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한 느낌을 전달 

하게 된다.

in.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 나타난 

복식의 분석

1.〈이 창 (Rear Window)>

1) 영화 줄거리와 작품 성격

스릴러 추리소설의 대가 코넬 울리치(Cornell Wo- 

olrich)의 원작을 영화화한〈이창 (Rear Window)〉은 

관음증의 시선만이 존재할 뿐 진정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다리를 다쳐 무료하게 휠체어에서 나날을 보내던 

사진 작가 제프리는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독신자 아파트에서 뜰 건너 

편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은 이 은밀한 행위 

를 더욱 부추기는데 제프리의 보는 행위는 호기심과 

흥미 에서 시작되 었고 결국 그에게 쾌 락을 가져다 주 

었다. 그가 보는 대상은 발레댄서 아가씨와 고독한 

여자, 작곡가와 싸움하는 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그러던 중 어느날 사라진 부인과 외판원 남편의 

한밤중 외출은 제프리 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처음에 

는 인도적 관심이었지만 차츰 그의 시선은 범죄를 

파헤치려는 시선으로 아내를 죽인 용의자 남편에게 

집중하게 된다. 제프리는 자기가 본 것을 애인 리사 

에게 말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 

나 결국 그의 의심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리사와 간호부 스텔라는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증거를 찾아나선다.

그 결과 끝내 살인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인간사의 다양함을 비추는〈이창〉의 도입은 "세 

계를 비추는 창”으로써 영화의 역할을 나타낸다. 관 

객은 제프리를 통해 영화 속 관객의 위치를 객관적 

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는 자와 

보임을 당하는 자의 묘한 관계를 그려낸 철학적 성 

찰이 담긴 작품이다.

2) 영화의상 분석

여자 주인공 리사는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제프리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 

력한다. 또한 다리를 다친 제프리를 대신해 사건의 

증거를 찾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 영화의 감독인 히치콕은 리사에게 도회적인 

우아함과 섹시함을 함께 요구하였으며, 이에 부응하 

기 위해서 디자이너 에디스 헤드(Edith Head)는 쉬폰 

소재를 사용하여 리사의 독특한 우아함과 섹시함을 

표현하여 디자인하였다尚.

〈그림 1> 이창

〈그림 2> 이창

33) 노인정, 1950년대 Edith Head의 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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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가 아파트에 첫 방문하는 장면〈그림 1＞에서 

흑백의 칵테일 드레스와 흰색 숄은 도회적이면서도 

우아함과 제프리의 마음을 얻으려는 대담함을 보여 

준다. 또한 흑백 색상의 대비는 복선효과를 상징적 

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악한 

마음과 불의를 보고 정의를 지키려는 혼재된 남자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대리인인 리사의 첫 번째 

의상으로 보여준다.

〈그림 2＞의 장면은 앞집의 싸움을 자주 하던 부 

부사이의 이야기를 듣는 리사는 검정색의 숄칼라의 

원피스로 어깨부분이 비치는 쉬폰으로 처리되어 있 

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은 살인사건이 일어났 

다는 제프리의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살인에 대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 

그림 3＞에서는 잔잔한 꽃무늬의 원피스로 소매가 

없는 상의는 몸에 붙고 하의는 플레어진 형태로서 

이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활동성을 부여한 형 

태이고 꽃무늬는 사건의 흩어져 있는 증거를 찾는 

당사자임을 보여준다.

같은 장면〈그림 3＞에 출연하는 간호부 스텔라 

또한 잔무늬의 패턴으로 리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두운 색상 원피스는 조연으로써 제프리와 리 

사와는 달리 배경에 묻히게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로 제프리의 친구이자 탐정인 도일 

또한 무채색 계통의 수트로 배경에 묻히게 하였고 

사건에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그림 3＞ 이창

〈그림 4＞ 이창

〈그림 4＞는 제프리가 관찰하는 이웃 중 독신여성 

은 진한 녹색계통의 원피스를 입고 있다. 가슴이 깊 

게 V넥으로 파인 칼라가 넓게 어깨를 덮고 있는 형 

태로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성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 

하고 있으며, 색상면에서 녹색은 히스테리 환자들과 

정신상태가 불안한 정신신경증 환자들이 특히 좋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녹색 의 색상이 우울하고 불 

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을 살해한 범인 쏘볼드는 안경을 끼고 있는 

데 히치콕 감독의 영화에서 안경 낀 인물들은 어떤 

부정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영화에서 안경 

낀 사람은 쏘볼드 밖에 없고 그는 범인이었다.

2.〈현기증 (Vertigo)＞

1) 영화 줄거리와 작품 성격

샌프란시스코의 시경 소속 형사 스카티는 옥상에 

서 추격전 중 동료 경찰이 추락사하는 사고를 목격 

한 후 병적인 고소공포증을 얻게 된다. 그 후 그가 

경찰직을 사직한 후 옛 친구 엘스터는 그의 부인인 

마들레인을 보호해 달라는 임무를 맡긴다.

사건의뢰를 맡은 스코티는 마들레인이라는 여인 

에게 연정을 느끼는데 고소공포증 때문에 이 연인의 

자살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 

다 못해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다. 다시 샌프란 

시스코로 돌아온 그는 어느날 죽은 여인과 똑같이 

닮은 주디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강박적으로 매 

34) 파버비렌, 김화중 역, 색채심리(서울: 동국출판사 1987),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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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다. 스카티는 주디를 마들레인으로 만들려 하여 

환상을 현실로 바꾸는 창조주의 위치에 서려고 하였 

다. 이 모든 시도는 실제로 주디가 스카티가 쫓던 마 

들레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지고 

난 뒤 주디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스카티 

는 고소공포증에서 벗어난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현기증 (Vertigo)〉은 죄의식, 성적욕망, 강박관 

념, 정신분석의 주제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영 

화로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으로 읽 

혀진다. 또한 히치콕의 관음주의와 환상주의가 만들 

어낸 지극히 남성적 시각의 작품이기도 하다.

2) 영화의상 분석

관찰자인 스카티 (그림 5)는 시종일관 짙은 색상 

의 검정이나 횐색의 무채색 수트와 모자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다. 극중에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남성적 관점에서 극을 통찰하고 있다. 

이것은 우울과 무기력, 침묵, 절망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均 사건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계속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들레인으로써 남편과 저녁식사하는 주디 (그림 

6)는 검정색 이브닝드레스로 우아한 상류층의 여성 

을 보여준다.〈세익스피어 인 러브 (Shakespeare in 

Love)〉에서 세익스피어가 파랑색의 더블릿과 바지 

를 착용하여 가난하고 고뇌에 빠진 작가의 우울한 분 

위기를 표현하듯이") 이 영화에서는 파랑색의 우울

〈그림 6> 현기증

함과 검정색의 침묵과 부정 등으로 자신의 거짓된 

속성을 보여준다.

스카티가 미행하다 마들레인를 만나는 장면 (그 

림 7)에서 마들레인은 검정색 블라우스와 장갑, 가방 

을 들고 횐색 외투로 덮고 있다. 이것은 거짓된 모습 

을 완벽한 마들레인의 모습으로 감싸고 있는 듯이 

횐색 코트로 감싸고 있음을 표현한 모습이다.

〈그림 8>은 마들레인이 자살을 한 후 스카티는 

거리에서 주디라는 마들레인과 똑같은 여성을 만나 

게 된 다. 이 여성은 녹색의 원피스로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1939년의〈바 

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에서 스카 

렛이 의지할 곳이 없어 레트에게까지 세금 낼 돈을

35) 이영애, 이귀영, 노선옥, 전선정, 뷰티디자인과 색채학, (서울; 청구문화사 2000), p.120.
36) 김미영,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복식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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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현기증

빌리러 갈 때 녹색벨벳의 드레스를 입고 갔는데 이 

것도 불안하면서도 우울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테일에서도 도트 무늬의 칼라와 허리 

에 리본 장식으로 한층 더 산란한 마음을 보여준다.

스카티와 저녁식사하는 장면 (그림 9)그림의 주디 

는 보라색 소매가 없는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치 

고 있어 신비롭고 비밀을 간직한 채 얇은 흰색 가디 

건으로 겨우 진실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주디는 상류층의 여성인 마들레인의 이미지와 반 

대이다. 머리의 색상이 금발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스타일에서도 단정하게 쓸어올린 머리에서 반쯤 묶 

은 머리와 큰 귀걸이로 변하였다. 의상에서도 주디 

로 변한 후 외투착용이 없고 간결하고 우아한 모습 

에서 디테일이 있는 실용적 의상으로 변하였다. 이

것으로 캐주얼하고 조금은 헐렁하며 머리는 느슨하 

게 풀어 헤쳐진 모습으로 신분의 위치, 개성 등을 짐 

작할 수 있다.

또한 선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들레인였을 때는 

주로 수직선의 사용으로 위엄과 지적인 분위기를 연 

출하였다면 주디 역 할을 할 때는 앞머 리를 동그랗게 

말아내 리고 뚜렷한 선 사용을 하지 않거나 수평 선을 

강조하여 귀엽고 마음이 약함을 유추할 수 있다.

전반부의 마들레인의 우아하고 세련된 의상에서 

후반부 주디의 평범하고 우울한 색상의 의상으로 결 

말에 도달해서는 죽음으로 끝남을 복선으로 깔고 있 

다. 이것은 즉 여성이 환상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이 

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3.〈사이코 (Psycho)>

1) 영화의 줄거리와 작품의 성격

로버트 브론치(Robert Bloch)원작의〈사이코〉는 

히치콕의 대표작이다.

회사원인 마리온은 그녀의 애인 샘과 결혼하길 

원하지만 샘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근무하던 부동산 회사의 공금 

4만불을 횡령하고 도주한다. 돈을 가지고 샘을 만나 

러 가던 그녀는 도주 첫날밤 폭우로 인해 도로변에 

있는 낡은 모텔에 묵게 된다. 모텔의 주인인 노먼 베 

이즈는 그녀에게 친철히 대해 주면서 자신의 근처에 

있는 빅토리아풍의 저택에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 

께 살고 있다고 말한다. 마리온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어 느긋하게 샤워를 하다 노먼의 어머니에게 돌연 

살해 당한다.

한편, 실종된 마리온을 찾기 위해 그녀의 언니 라 

일리, 샘, 그리고 보험회사측 탐정인 아보가스트 등 

세 사람이 추적에 나선다. 아보가스트는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후 그 여인의 행방을 찾던 사립탐정도 역시 살 

해 당하고 결국 라일라와 샘이 베이츠 모텔을 찾아 

가게 된다. 샘과 노먼 베이즈가 다툼을 벌이는 사이 

라일라는 지하실에 있는 노만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데 경악스럽게도 그 어머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 

라 시체에 가발을 씌운채 앉혀놓은 것이었다. 결국 

노만 베이츠가 어머니의 시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1 



96 알프레드 히치콕의 스릴러 영화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인 2역을 하고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여 

기서 등장하는 주인공 노만 베이츠는 정신분열증 환 

자인데 편모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머니의 

부정을 목격,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어머니가 살 

아있다는 환상 속에서 2중 인격을 보이게 된다. 즉 

때때로 자기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 행동하고 어머니 

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자신과 본래의 자신이 심하게 다투게 되는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애정이 그를 살인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사이코〉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분분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으로 바뀌 

는 것을 다루었다는 가설이다. 어머니의 허상에 사 

로잡혀 육욕을 혐오하는 노먼 베이츠가 미국식의 청 

교도적 강박감을 반영한다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 

채에 허덕이며 애인과의 도피를 꿈꾸는 마리온은 미 

국식 물질주의의 공허한 허상을 드러내고 있다.

2) 영화의상의 분석

히치콕의〈사이코 (Psycho)〉를 찍으면서 샤워하 

는 장면에서 붉은 피를 보여 주지 않기 위해 흑백 필 

름을 사용했다고 한다初 샤워하는 장면에서 직접적 

으로 살해장면을 보여주지 않아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스릴 넘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사이코 (Psycho)〉는 흑백영화로써 의상 

의 실루엣은 감지할 수 있으나 색상에 대해서는 정 

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색상에 관해서는 

명도의 차이로 의미파악을 하고자 한다.

〈그림 10> 사이코

〈그림 11> 사이코

〈그림 10>의 장면은 회사에 돌아온 마리온으로 

밝은 계통의 셔츠투피스로 앞부분의 단추는 풀어져 

있고 스커트는 타이트 스커트 형태로 커리어 우먼의 

복장을 하고 있어 세련돼 보인다. 그러나 횡령한 돈 

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 (그림 11)의 복장에서 짙은 

색상의 원피스로 차이니즈 칼라로 목가지 단추를 채 

우고, 스커트는 플리츠 스커트로 활동성을 부여하였 

다.

이것은 공금을 횡령한 후와 전의 뚜렷한 변화로 

마리온의 이중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노먼의 의상에서도 이런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림 12)로 처음 마리온이 투숙하던 날의 

셔츠에 자켓을 덮 입은 차림이다. 자켓의 깃을 세우고 

있어 무언가를 노줄하기 꺼려 하는 심리상태를 표

〈그림 12> 사이코

37) 프랑수아 트뤼포, op. cit., p.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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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있다.

〈그림 13>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이중 심리상 

태를 겪는 노먼이 나오는 장면으로 마리온을 살해한 

후 복장은 어두운 색상의 T셔츠와 바지로 명도의 차 

이가 뚜렷하다. 이것으로 노먼 또한 불행한 결말로 

치닫고 있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4>의 장면은 문제의 해결를 위해 마리온 

을 찾아 나선 동생이 출연하는 장면으로 너무 명도 

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톤의 색상의 상으로 이 

중심리상태가 아닌 해결자의 역할을 표시해 주고 코 

트의 수직 선과 앞트임과 주름의 수직선 방향으로 냉 

정함과 균형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코 (Psycho)〉에서도 빼 놓을 수 없는 안경 

낀 경찰관이 등장하는데 어떤 부정을 증명하려는 듯 

이 마리온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그림 13> 사이코

〈그림 14> 사이코

4.〈토파즈 (Topaz)>

1) 영화의 줄거리와 작품의 성격

히치콕 영화 중〈염소 자리 (under Capricon)>와 

함께 실패작 중 하나이다. 레온 유리스(Leon Uris)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써, '60년대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영화 

화한 작품이다.

프랑스 대사관부 정보책임자 달시로부터 소련의 

KGB의 한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급자 앙드 

레 데브로는 절친한 미국 정보기관의 간부 마이클 

노즈트롬을 만나 확인을 한다. 그러나 앙드레는 그 

사실을 프랑스 본국에 알려 줄 수가 없다. 실제로 프 

랑스 정부 고관 가운데 소련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면 소련의 지시에 따라 쿠제노프를 암살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련과 쿠바의 이상한 

거래가 뭔지 알아야 하는 입장인데 쿠바의 실력자 

리코 파라가 최근에 소련에 가서 소련과 비밀계약을 

맺고 귀국 길에 UN 총회에 참석하느라 뉴욕에 와 있 

다. 앙드레는 자기의 정보원을 이용하여 쿠바에 미 

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협정을 알아내고 실제로 도 

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쿠바에 간다. 쿠바에 

온 앙드레는 반 카스트로 운동의 비밀단체의 수장인 

화니타의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나 

화니타의 부하와 화니타는 정체가 드러나 파라에 의 

해 죽음을 당한다.

미국 정보기관의 의뢰에 의해 쿠바에 갔던 행위 

때문에 본국으로 소환되어 간 앙드레는 토파즈가 누 

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정보기관 고위직 동료들을 만 

난다. 그 곳에서 자르가 토파즈의 2인자란 것을 알게 

되고 이어 그랑브가 간첩의 두목이란 것도 알아내게 

된다. 그러나 자르는 그랑브에 살해되고 그랑브도 

자살하게 된다. 그 후 앙드레의 아내인 니콜은 그랑 

브와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앙드레에게 알리 

게 되고 소련이 미사일 철수로 미국과 소련과의 정 

면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60년대에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쿠바 미사 

일 위기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플 

롯에다 노골적인 반공주의적인 메시지 때문에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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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혹평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평 

가가 높아지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히치콕의 결점을 

가진 걸작(Flawed Masterpiece)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저명한 히치콕 연구가인 도날드 스포토는 색 

채 사용의 함축성 등을 예로 들면서 그의 영화 중 가 

장 실험성이 풍부한 작품이라 극찬하기도 했다*).

2) 영화의상의 분석

〈그림 15＞는 미국에 거처하는 동안 앙드레의 복 

장으로 짙은 청색, 검정색 계통의 말쑥한 수트차림 

이다. 그러나 화니타를 만나러 쿠바에 갔을때는 밝 

은 베이지나 밝은 회색 수트를 착용하고 있다. 쿠바 

가 따뜻하다는 계절적인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서기

〈그림 15＞ 토파즈

도 하지만 그의 협력자이 기도 하고 정부인 화니타를 

만나는 기쁜 마음을 보여 준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파리로 간 앙드레는 다시 어두운 색상 수 

트는 높은 관료계층의 사회적 지위와 위압감을 표시 

함과 동시에 극 전반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이것 

은 문제의 핵심의 해결을 보지만 자신의 부인과의 

미심쩍은 관계와 앞으로도 계속 스파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여운을 보여주는 의상의 전개라 할 수 있다.

니콜은 남편인 앙드레에게 불만이 많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은데다 남편에게 쿠바에 정부가 

있다는 짐작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 또한 외도 

를 하는데 그녀는 이중적인 생활을 흑백의상으로 표 

현하고 있다. 그녀의 부정한 외도를 감싸고 있듯이 

〈그림 16＞에서 검정색의 블라우스, 장갑에 횐색 코 

트를 입고 있고, 모자 또한 안쪽은 횐색, 바깥쪽은 검 

정색이다. 외도의 대상인 남편의 상관을 만나러 갈 

때도 검정의 털 달린 모자와 횐색 외투로 세련된 모 

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이중적인 애정 행각의 

모습 또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는 장면 (그림 17)에서 니콜 

은 검정색 가운으로 앞으로 앙드레와의 사이가 불투 

명함을 예시하는 것으로 검정색 의상이 예전에는 어 

두운 마음을 상징하고 금기, 기피의 색으로 통용되 

었다고 한다. 이 장면에서도 니콜의 어둡고 우울함 

을 긴 길이의 검정색 홈웨어로 표현하고 있다.

쿠바의 화니타는 상류층의 여성으로 다른 시민들

38) http://www.skyvideo.pe.kr/asp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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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토파즈

〈그림 19> 토파즈

의 무채색 계통의상과는 달리 빨강, 노랑, 횐색 등의 

화려한 색상을 볼 수 있다. 앙드레가 쿠바에 도착해 

처음 대면하는 장면 (그림 18)에서 화니타는 등이 V 

자로 깊게 파인 빨강색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다. 자 

신의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성격과 죽음에 이르는 희 

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그림 19〉의 장면에서 횐색 차이나칼라에 

소매없는 블라우스에 노랑색 스커트는 밝고 따뜻한 

성격과 풍요로운 생활을 보여준다. 앙드레가 떠날 

때 착용한 검정색 가운은 자신의 희생적 사랑의 결 

과로 죽음을 예상한 의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커 

트 길이가 무릎선에서 바닥으로 길어진 스커트는 슬 

픔에 잠긴 인물을 표현하기도 한다이 이와 비슷한 

예로 아마데우스의 모차르트의 의상이 영화 후반기 

로 갈수록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약 

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5.〈프렌지 (Frenzy)〉

1) 영화의 줄거리와 작품의 성격

런던에서 여자들이 계속해서 넥타이에 목이 졸리 

는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선술집에서 일하는 난폭한 

성격의 중년 남자 리처드 블레이니는 해고 당한 뒤 

전처가 운영하는 결혼 상담소에 찾아간다. 전처인 

브렌다는 리처드와 심한 말다툼을 하지만 저녁식사 

를 같이 하고 돈까지 주는 친절을 베푼다. 그러나 그 

후 브렌다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온 밥 러스크에 의 

해 살해 당하고 리처드의 여자친구 안나도 같은 방 

법으로 엽기적인 강간 살인을 당해 리처드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도피하던 리처드는 어려울 때 

찾아오라는 밥의 말에 찾아 갔다가 밥의 함정에 빠 

져 체포된다. 그러나 형사반장 옥스퍼드는 리처드 

자신의 결백하다는 진술에 귀 기울려 재 수사를 하 

게 되고 밥이 진법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1940년 이후 할리우드에서 작품을 만들던 히치콕 

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만든 1972년 작품이다. 

주위의 상황 때문에 범죄자로 몰린 남자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려 한다는 내용이 히치콕 특유의 빈 

틈없는 연출로 펼쳐진다. 식욕은 욕구불만을 암시하 

면서 살인으로 이어진데는 형사반장 옥스퍼드도 그 

런 맥락에서 살인범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밥은 살 

인을 하고 블레이니는 폭언과 행동으로 주위사람을 

괴롭히고, 옥스퍼드는 주린 배를 누르고 법을 진행 

한다. 이는 즉 음식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식욕의 파 

괴성'을 탐구한 작품이다项

2) 영화의상의 분석

〈그림 20>에서 블레이니는 어깨에 가죽을 댄 유 

행이 지난 재킷을 입고 있다.

39) 박영수 저, 색尊있는 이야기 (서울; 새길 1994), p.47.
40) 권현진,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60.
41) http://www.skyvideo.pe.kr/asp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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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프렌지

■자신의 생활에도 관심이 없고 성격 또한 난폭함 

을 어두운 색상의 가죽을 대 자켓으로 표현하고 있 

다.

블레이니가 형을 언도 받고 난 후 탈출하여 밥에 

게 찾아간 장면 （그림 21）에서 의사의 가운을 착용하 

고 가는데 흰색의 순수성이 자신의 누명을 드디어 

벗게 되는 결과를 암시한다.

살인자 밥은 야채 중간상인으로 부를 상징하여 

말쑥한 수트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있다. 리처드의 

전처를 만나는 장면 （그림 22）에서 밥은 갈색의 스웨 

이드 자켓에 그물형태의 체크무늬 넥타이를 매고 있 

다. 이는 밥의 동물적인 본능과 욕구불만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그물문양의 넥타이 소재 패턴는 바로

〈그림 21> 프렌지

〈그림 22> 프렌지

〈그림 23> 프렌지

이 넥타이에 의해 죽음을 맞는 블레이니의 전처가 

덧에 걸려 빠져 나올 수 없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넥타이는 남성의 상징물로 카톨릭 신부의 경우 

'상징적으로 거세되었다.'는 뜻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목사는 성적 능력은 있지만 순수하다는 뜻으 

로 횐색 넥타이를 착용한다이 영화 속 범인인 밥 

은 남성을 상징하는 넥타이로 성적 욕구 불만을 표 

현한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의 전처가 밥에 의해 죽음을 당할 당시 장 

면 （그림 23）에서 채도가 낮은 녹색계통의 보우칼라 

의 상의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불안한 모습을 단적으 

로 보여 주는 장면인데〈세 익 스피어 인 러브（Shake-

42) 박영수 저, op. cit.,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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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화의 주요 장면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상징성

영화 장 면 주요 영화의상 아이템 상징성

이창

리사가 제프리의 아파트에 방문 흑백의 칵테일 드레스
선과 악의 혼재된 

심리상태

리사와 스텔라가 

증거를 찾는 장면

리사와 스텔라의 원피스가 

잔 꽃무늬의 패턴
협력자

도일이나 스텔라가 출연하는 장면
배경과 비슷한 톤의 

색상의 수트와 원피스

조연을 배경에

묻히는 효과

쏘볼드가 나오는 장면 안경
주인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웃인 독신녀가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
녹색계통의 칵테일 드레스 외롭고 불안한 심리 상태

현기증
스카티가 마들레인을 미행하다가 

만나는 장면

검정색 블라우스와 장갑, 

가방과 횐색의 외투
선과 악의 혼재된 심리상태

사이코

마리온이 돈을 훔치기 전과 후의 

의상 변화

명도가 높은 색상의 속옷과 

원피스에서 낮은 명도의 속옷과 원피스
마리온의 죽음

마리온을 검문하던 경찰관 검정색 선글라스
주인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토파즈

앙드레를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의 의상 변화

높은 명도의 빨강과 노랑, 횐색의 

색상의상에서 명도가 낮은 색상으로 가운
화니타의 죽음

니콜이 그랑브의 집에 방문 흰색 코트와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 모자 선과 악의 혼재된 심리상태

프랜지

밥이 여자를 목 조르는 장면 넥타이 남성의 성적 욕구 불만

블레이니의 전처가 밥에 의해 

목졸려 죽음을 당하는 장면
녹색계통의 니트 상의 외롭고 불안한 심리 상태

peare in Love)＞에 절망한 모습의 바이올라도 녹색 계 

통의 의상으로 우울함과 불안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 이와 반대로 리처드 애인은 주황색의 수트는 짧 

은 스커트 길이와 색상에서 화려한 성향과 적극적이 

고 호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표 2＞는 위와 같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상징성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IV.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릴러 영화의 대가인 알프레드 

히치콕이 감독한 1950년대 이후의 작품을 선택하여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

43) 김미영, op. cit., p.42.

고찰하였다.

스릴러 영화는 영화 창작에 있어 감독과 영화 사 

이의 양자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받는 장르이다. 이런 장르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히치콕은 의혹, 질투, 욕망, 부러움 등의 감 

정을 직접적인 설명적 대사에 의존하지 않고 시각적 

수단에 의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히치콕의 영화에서 시각적 효과가 큰 의상 

또한 완벽하게 구상된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의상의 역할인 인물의 성격, 신분, 사회계 

층과 주제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히치콕의 

스릴러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복식의 상징적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이 특성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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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릴러 영화는 관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복선으로 깔 

아 놓는다. 이것은 의상에서도 보여지는데 극의 전 

반적인 흐름을 영화의상의 색상 변화로 암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주로 밝은 계통의 색상에서 어두운 색 

상으로나 그 반대가 될 수 있는데〈사이코〉에서 마 

리온이 돈을 훔치기 전과 후의 색상변화와〈토파즈 

＞에서 화니타의 의상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었 

다.

둘째, 스릴러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는 선한 인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상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의상 

으로 표현되는데 의상, 모자나 가방 등의 소품까지 

흑백으로만 이루어져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심리 

적 상태를 보여주었다.〈현기증〉의 마들레인 역할 

을 하는 주디의 의상이나〈토파즈〉의 앙드레 부인 

이 남편의 신의를 저버리고 외도하는 장면에서도 흑 

과 백으로만 구성된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셋째, 서로 협력자나 동조자일 경우 같은 계열의 

색상이나 패턴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같은 편임을 인 

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인공이 아닌 조연일 경 

우 배경과 비슷한 톤의 색상으로 주인공을 부각시키 

고 배경에 묻히는 색상을 이용하였다. 그 예로〈이 

창〉에서 형사 도일은 배경이 밝은 톤의 명도가 높은 

색상의 수트를 입고, 배경이 어두우면 어두운 계통 

의 수트로 주인공을 부각시키게 하였다.

넷째, 히치콕 영화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상징성 

을 띄는 소품이 있는데 안경을 낀 사람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이창〉에서 범인인 쏘볼드와〈사이코〉에서 마 

리온을 검문하던 경찰관의 검정 선글라스, 그리고 

히치콕의 기타 영화로〈찢어진 커튼〉에서 주인공을 

감시하던 멘플레드 교수 또한 안경을 끼고 있었다.

다섯째, 색상 자체의 이미지로 인물의 심리적 상 

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이창〉에서 독신녀의 녹색의 

상이나,〈프랜지〉에서 블레이니의 전처가 죽음을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당할 때 입고 있던 녹색의상은 불안하고 외로운 심 

리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영화라는 거대한 산업 

에서 의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 

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의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배우 복식의 상징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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