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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tage costumes of a children’s 
play and to creatively design them for the play, ‘The Nutcracker’, in an attempt to expand the 
means of expressing designs for stage costumes for children’s plays. The Nutcracker, a play writ-
ten by the German author, E. T. A. Hoffman in 1816, is better known today through its ballet 
adaptation by Tchaikovsky, and various versions have been presented by ballet companies and 
drama produc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ge costume in a children’s play are visual artistry, 
decoration, activity, and visual attention. The costume shows visual artistry because stage costumes 
with high artistry can increase the elements of fantasy and visual satisfaction in a play for 
children. The various decorative elements in stage costumes can help capture the attention of 
children and enhance their interest in the play. As dynamic movement and lines are often used 
to prevent children from becoming bored, activity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signing 
stage costumes. Visual attention is required to help children become better immersed in a play, 
and color selections for the stage costumes need to be emphasized. Thirteen characters were se-
lected to develop a total of 13 pieces of stage costume in a standard size for a 9-year-old child. 
The design was focused on enhancing the fantastic elements and the entertainment value, and di-
versified surface decoration techniques were applied to the costume to draw the attention of chil-
dren and express the formative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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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대의상은 복식과 마찬가지로 성별, 신분,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무대라는 한정된 상

황 아래서 작품의 스타일, 무대장치와 조명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무대의상은 실용성보다는

표현성에 치중하며, 독창성과 극적 상상력을 요구하

는데, 특히 아동극의 무대의상은 공연의 대상이 아

동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아

동극은 아동에게 보여 질 것을 전제로 교육적 목적

과 예술적 체험을 위한 여러 가지 수준의 극본을

포함한 연극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연예술에 있어서도

아동들을 위한 공연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극에 대한 대중과 사회의 인식이

미약하고 아동극의 무대의상도 낙후되어 있는 편이

다. 그러나 시각적 요소인 무대의상의 창작성이 극

의 중요한 성공 요소임이 드러나면서 그 역할의 중

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공연 의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전문 디자이너의 활동이 필요시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아동극 ‘호두까기 인형’을 위한 무대의상

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아동극을 체험하면서 시각

적인 무대의상을 통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를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극 무대의상의 특성을 파

악하고, 호두까기 인형의 작품내용을 고찰하며, 다

양한 장식기법을 이용하여 호두까기 인형의 무대의

상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제작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실물제작법을 사용하였으며

실물제작에서는 극중 인물에 맞는 의상 작품을 디

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무대의

상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무대의상의 디자인

발전과 함께 예술성 있는 공연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무대의상의 특성
무대의상이란 등장인물이 꾸미는 이야기를 그 내

용으로 구성하는 무대예술, 즉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 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

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의상1)으로, 속옷, 액세서리,

머리장식, 분장까지 포함한 드레스이다.2)

무대의상은 극이 표현하는 시대, 지역적 위치, 사

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상태, 직업, 나이 등에 대한

정보를 주어 배우를 인물화하며,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 인종, 직업, 나이 등을 의상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인물을 시각적으로 만들어낸

다.3) 또한 한 개인만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

물들 간의 관계를 의상의 색상이나 스타일의 대비

또는 강약을 통하여 분명하게 설정해준다. 무대의상

의 또 하나의 극적 기능은 줄거리 전달이다. 무대의

상을 통한 시각적인 설명이 배우의 대사보다 더 효

과적으로 줄거리를 전달할 수 있다. 무대의상은 일

단 극이 시작되면 연기자와 단일한 무대 이미지를

형성하여 작품과 연출자가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신의 인물을 가시화시켜준다.4) 무대의상은 의상

자체로서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동시에 극중 배우에

게 입혀져 인물창조와 줄거리 전달을 도와주어야

하며, 등장인물들 간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무대의상의 구성요소는 색채, 선, 소재로 나눌

수 있다.

의상에서 색은 형태조절이나 재료의 선택보다 시

각적으로 감지되는 효과를 지닌다.5) 색채는 인물들

의 특성을 나타내고 극의 전체 분위기와 주제를 표

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색은 각각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하여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대의상에서 이를 잘

활용하여 극의 느낌이나 성격, 또는 인물의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도가 높은 색은

명랑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명도가 낮은 색은 무

겁고 우울하며, 채도가 높은 색은 화려하고 강하며,

낮은 채도의 색은 부드럽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6)

즉 색을 통해 등장인물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등장인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등장인물의 성격 및 심리적 측면의 이해

를 도모하게 되며 나아가 작품의 주제까지 파악하

게 한다.7) 그러므로 무대의상을 계획할 때에는 일

반적인 색채와 심리효과, 즉 연상과 상징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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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적절한 인물묘사를 하게 된다.8)

의상에 있어서 선이란 전체적인 실루엣(silhou-

ette)뿐만 아니라 드레이프(drape), 다트(dart), 주

름 등에 의해 생기는 의상 내에서의 선이나 단추배

열, 줄무늬 등 의상 내에 포함된 모든 의미의 선을

말한다.9) 무대 위에서의 의상은 관객과 거리가 있

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디테일한 선보다는 특징적인

선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같은 선을 사용하더라

도 의복의 재질이나 색채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

면 선의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10) 따라서 등장인

물의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선만을 절제하면서 사

용하고 또한 특징적인 선을 강하고 극적으로 대비

시킴으로써 극의 분위기와 감정의 변화를 창출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유발하여야 한다.11)

의상은 소재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대의상 디자이너는 관객의 눈에 호소할 수 있는

의상을 디자인하기 위해 소재, 표면 질감, 조명 반

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등장인물

의 적합한 표현을 위하여 다양한 재료와 질감을 사

용하게 된다.12) 무대의상의 표면질감을 계획할 때는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 조명의 효과 등을 숙지하여

야 한다. 단일소재가 주는 안정감은 자칫 평면적이

고 단조로움에 빠지기 쉽고, 너무 세세한 질감은 어

느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며 그 효과는

관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조명의 방향, 위치, 각

도, 밝기 정도에 따라서 질감의 효과는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소재는 관객의

주의집중을 방해하고 무대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므

로 피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섬유 외에

첨단소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

라스틱, 고무, 비닐, 종이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13)

그러나 디자이너는 소재 선택에 있어서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해야 한다. 표현성이 매우 좋은 소재라

도 너무 무거워서 배우의 움직임에 불편을 주어서

는 안 되며, 세탁 시에도 실루엣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움직임이 많은 공연에서는 땀 흡수가 가능한

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4)

Ⅲ. 아동극의 특성
아동극은 아동에 의한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모

든 형태의 연극으로 정의 내리며15), 아동들에 의한

연극과 아동 관객을 위한 연극으로 구분된다.16) 따

라서 어른이 출연하여 아동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

이거나 아동이 출연하여 아동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거나 어른과 아동이 함께 출연하거나 간에

아동들을 의식하고 아동 관객을 위한 연극이라면

모두 이의 범주에 속한다.17) 아동극의 공연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관객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극이 추구해야 할 것은 공연되는 이야기

를 통해 아동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어야 한다.

또한 공연을 통해서 표현된 인간의 경험들을 바탕

으로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야 하고, 아동극을 통해 진실 된 예술적 경험을 발

전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미래 성인관객

으로서 식별력을 갖게 해야 한다.18) 따라서 아동극

의 특징으로 환상성, 교육성, 오락성, 동일화, 단순

성을 들 수 있다.

환상성은 아동들의 세계에 있어서 무한한 공상이

나 끝없는 즐거움으로 아동들의 현실에 새로운 꿈

을 길러주고 그들의 세계를 스스로의 상상력에 의

해 새롭게 하는 힘과 신비와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19)

교육성은 아동들이 연극을 접함으로써 지적인 사

고력이나 정서적 성취, 예술적 통합능력에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연극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간접경험으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터

득하게 된다는 것이다.20) 좋은 연극이란 아동관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그 연극에 몰입함으로써 극중 인

물과 동일시되어 그 감동의 결과로 올바른 가치관

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성을 지녀야 한다.

오락성이 아동극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대두

되는 이유는 아동은 즐거움이 없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지닌 작품일지라도 보

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21) 그러나 지나치게

오락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상업주의로 흘러 단순히

웃고 즐기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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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뒤따른다.

동일화는 무대 위의 인물과 관객 사이에서 이루

어지는 감정적 연대감을 의미한다.22) 연극이 아동들

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가설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

적인 수단은 ‘동일화’의 방법이다.

아동극에는 스토리의 단순성과 통일성이 요구된

다. 아동들은 사고의 틀이 비논리적이어서 이성보다

는 감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나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 비현실의 미분화상태로 있

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제나 구성, 극중 인물의 성격

이 단순하게 표현되어야 한다.23) 또한 ‘다음에는 무

엇이 일어날 것이냐’하는 마음으로 아동관객을 이끌

어 스토리 속에 놀라움과 서스펜스의 분위기를 자

아내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떻게 하여’, ‘왜’를 교묘

하게 짜 넣어 자연스럽게 통일성을 이루면서 흥미

를 유발시켜야 한다.

Ⅳ. 아동극의 무대의상
1. 아동극 무대의상의 특성
아동극의 무대의상은 성인극의 의상과 유사하며

아동에게 환상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색과 실루엣,

다양한 소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아동들

이 연극을 관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해지

는 연극이라고 할지라도 아동극이 갖는 이상성, 예

술성의 부산물로서의 흥미가 부가되어야 한다.24)

아동극에 있어서 무대의상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하며, 어린이는 시각적 인상에 강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상의 색이 주는 이미지

와 소재가 주는 느낌, 실루엣을 활용하여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25)

아동극 무대의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시각적 예술성

시각적 예술성이란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

중 시각을 통하여 미적 감흥을 형성시키는 창조활

동이라 할 수 있다. 무대의상은 시각예술의 제 요소

즉, 장치, 조명, 분장 등과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의

통일성을 이룸으로써 효과적인 시각예술의 무대를

창출해 낸다.26) 이 효과적인 시각예술의 무대를 통

하여 어린이 관객의 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시각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인물 특성

에 대한 관객의 시각화는 이야기와 동반된 삽화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27) 특히 많이 알려진 이

야기를 원작으로 공연 할 때에는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의 이미지를 변형시키기 힘든 경우가 있

다. 이럴 때 의상디자이너의 역할은 개성과 창조성

을 살리면서도 항상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이 추구

하는 바를 파악하고 표현해 내는 것이다.

2) 장식성

장식의 일반적 개념은 옷이나 액세서리에 의한

치장이나 그 꾸밈새를 뜻한다. 이 중 무대의상에서

장식의 사용은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를 적용하

여 극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이 관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동극은 노래와 무용을 동반하고 조명의 화려함으

로 극의 분위기에 맞추어 다양한 색상으로 화려하

게 디자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의 상징인 주요 인물들

과 악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마녀, 혹은 적군의

상반된 표현을 위해 캐릭터에 따른 의상을 강하게

표현한다.28) 극중 인물의 성격의 특징을 부여하고

디테일, 트리밍, 액세서리 등으로 장식하는 것은 어

린이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주

게 된다. 예를 들어 트리밍을 만들어 부착했을 경

우, 시각적으로 예쁜 장식성뿐만 아니라 의상의 전

체적인 실루엣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배

우의 움직임을 더 강조할 수도 있다.

3) 활동성

아동극은 일반 극에 비해 집중하기 힘든 아동들

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선을 끊임없이 유도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대사나 행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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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동적인 몸짓과 대사가 많고 배우의 움직임이

크므로 배우의 움직임을 고려한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배우의 신체적 특성과 움직임을 고려하

여 활동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배우가 극중 인

물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4) 시각적 주목성

아동극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인

만큼 집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시선을 끌고 공

연에 몰입시킬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주목성을 염두

에 두고 의상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특히 시각적 요

소 중 무대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부분은 색채 선정이다.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색, 선, 소재 중에서 아동들의 심리나 감정을 이용

한 호소력이 가장 큰 것은 색이며, 이는 디자인의

효과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이다.29) 아동들은 색

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색을 순수한 즐거움으로

느끼며30) 특히 강렬한 색상과 환상적인 색채배합을

선호한다. 의상디자이너는 이러한 아동들의 시각에

서 즐거움을 자아낼 수 있는 흥미 있고 환상적인

디자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31)

2. 아동극 무대의상의 선행연구
아동극의 무대의상 연구에서 남화진32)은 작품

‘피터팬’을 선택하여 의상디자인에 있어 등장인물의

성격 특성과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파스

텔톤의 색채를 사용하여 환상성을 높이고, 비대칭

실루엣을 통하여 현대적 감각을 연출하였다. 또한

강한 색채대비나 색채혼합을 함으로써 아동극 무대

의상이 갖추어야 할 흥미로움의 요소를 시각화 하

고자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환상성과 오락성을 극대

화시킨 디자인을 시도하여 효과적인 무대공연을 행

하도록 하였다. ‘피터팬’의 등장인물 중 10명을 선택

하여 9점의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고

1점은 실물 제작하였다.

김희라33)는 어린이 음악극인 프로코피예프의 작

품 ‘피터와 늑대’를 주제로 택하였으며, 어린이들에

게 음악극을 체험하며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는 무

대의상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색채 선호 경향에 주안점을 두

고 의상을 제작하였는데, 난색계는 선한 이미지, 저

채도의 파랑은 엄숙한 느낌, 혐오감을 주는 대상은

어두운 회색으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무대의상

을 통한 음악극의 이해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이며,

이는 음악성 계발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강하리34)는 2003년 5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 뮤지컬 ‘인어공주’의 무대의상 디자인과 제

작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하였다. ‘인어공주’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고찰하면서 아동극

무대의상 제작 시 착탈의 용이성, 아동 흥미 유발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윤은경35)은 2005년 7월

극단 셰익스피어가 세이 아트홀에서 공연한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 의상제작에 참여하였다. 아동극

무대의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연 준비과정에서 아

동극의 무대의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제작된 의상이

실제 무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의상을 갈아입는 시간의 단축, 활동

에 방해 받지 않는 의상, 의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Ⅴ. ‘호두까기 인형’의 작품 내용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은 독일 작가 E. T. A. 호프

만(Emst Theodor Amadeus Hoffmann, 1776-1822)이

1816년에 쓴 것이다.36) ‘호두까기 인형’은 어린이에

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든 환상에 잠기

게 하는 아름다운 동화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

히는 창작동화 가운데 하나이며, 전형적인 동화의

틀 안에 머무르지 않고 평범한 일상 세계와 환상

세계가 교묘히 뒤섞여 있는 동화이다.37)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일곱 살 여자 아이 마

리는 대부인 드로셀마이어 고등법원 판사로부터 호

두까기 인형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는다. 윗몸에

비해 다리가 짧고 가늘며, 머리도 너무 크지만 멋진

경기병 옷을 입고 착해 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이었

다. 가족 모두가 호두까기 인형이 못생겼다고 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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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마리만은 호두까기 인형의 선량한 모습에 반

한다. 모두가 잠든 밤, 마리는 오빠인 프리츠 때문

에 다친 호두까기 인형을 치료하기 위해 혼자 거실

에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다친 호두까기 인형을 비

롯해 거실 장식장 안에 있던 모든 장난감들이 생명

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곧 이어 호두까기 인

형 군대와 생쥐 왕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다.

이 때 생쥐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한 호두까기

인형을 구해주던 마리는 장식장의 유리문에 팔꿈치

를 베고 기절하고 만다.

병문안 온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마리와 그 가족

들에게 ‘단단한 호두에 대한 동화’를 들려준다. 이

동화는 호두까기 인형이 마우제링크스라는 쥐 부인

의 저주를 받아 못생긴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단단한 호두에 대한 동화’에 등장한 생

쥐 왕은 실제로 밤마다 찾아와 마리에게 장난감들

을 내놓으라고 위협한다. 마지막에 호두까기 인형은

생쥐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마리를 데리고 화려하

기 그지없는 ’인형의 나라‘로 여행을 간다. 거기에서

마리에게 결혼 승낙을 받은 호두까기 인형은 마침

내 저주에서 풀려난다. 잠에서 깨어난 마리에게는

실제로 드로셀마이어 대부의 조카가 나타나고, 이

동화는 이들이 행복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로 끝

이 난다.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극 ‘호두

까기 인형’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으며, 매년 크

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에서 다양한 장르로 공연되고 있다. 이 소설은 현대

에는 차이코프스키 작곡의 발레극으로 더 잘 알려

져 있지만 각 발레단이나 안무가, 극 제작사에 따라

매우 많은 버전으로 공연되고 있다. 그 중에서 러시

아의 볼쇼이 발레단과 키로프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가장 인지도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1974

년 국립발레단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오늘날에

는 국내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을 통해 연말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모든 공연에서 기본 주인공

인 호두까기 인형은 등장하지만 극 배경의 시대와

등장인물들의 배역이나 설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극

내용 중 대부분의 장면이 주인공의 꿈속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대의상 제작에서도 환상성과 창의

성이 요구된다.

Ⅵ. 호두까기 인형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및 제작

1. 작품 제작 계획
‘호두까기 인형’은 동화에서 비롯된 원작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66년 볼쇼이 발

레극장에서 상영되어져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리가

로비치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공연의 무대의상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그에 따른 아동극의 무대의상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작품의 인물 선정은 주요

등장인물 중 아동이 역할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 13

인으로 하였으며, ‘호두까기 인형’의 많은 버전 중

인지도가 높은 볼쇼이 발레단 공연38)을 참고로 하

였다. 작품의 주인공인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 마법

이 풀린 왕자 그리고 각 나라의 민속의상을 입은

장난감 인형 등으로 총 13명의 인물을 선정하였다.

또한 작품의 색상은 아동극의 특성을 살려 밝은 색

상과 강한 원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표면

장식기법을 사용하였다. 의상의 치수는 우리나라 9

세 남녀 아동의 평균치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39)

2. 작품 디자인 및 제작
의상 작품은 13명의 등장인물의 개성을 살려 디

자인하였고, 그 중 장난감 인형의 의상은 각 나라의

민속복식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아동극에 맞게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무대의상의 작품

은 <표 1>-<표 3>과 같다.

1) 작품 1

(1) 배역: 마리

(2) 구성: 원피스 드레스 <표 1>

(3) 색: 복숭아색, 연한 복숭아색

(4) 장식기법: 맞주름, 레이스 원단의 덧댐, 꽃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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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해설: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의 이야기

가 전개되는 시점이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기

때문에 마리의 의상은 실내복으로 디자인하

였다. 생쥐 왕으로부터 호두까기 인형을 돕

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마리의 따뜻하고 순

수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연한 복숭아색

원단을 사용하였다. 형태는 실내복에 알맞는

편안한 A-라인 실루엣의 원피스이며, 스커트

주름 안쪽을 제외하고 흰색의 레이스를 원단

위에 겹쳐 사용함으로써 여성스러운 이미지

를 강조하였다. 칼라 부분에는 원피스 색보

다 약간 진한 복숭아색의 레이스와 은색 도

트 문양이 들어간 소재로 만든 입체적 형태

의 꽃을 부착하여 시각적 예술성과 장식성을

높였다. 스커트는 앞뒤에 인버티드 플리츠를

넣음으로써 극중 배우의 활동성을 높였다.

2) 작품 2

(1) 배역: 호두까기 인형

(2) 구성: 재킷, 슬랙스 <표 1>

(3) 색: 빨강, 검정, 금색

(4) 장식기법: 스팽글, 매듭단추, 테이프, 블레이

드 장식

(5) 작품 해설: 호두까기 인형의 의상은 용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영국 근위병의 군복에 기초

를 두고 디자인하였다. 아동극을 위한 무대

의상에서 시각적 주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

킷과 슬랙스는 서로 대비되는 빨강과 검정을

사용하였고, 재킷의 가슴 부분에는 군복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금색의 스팽글을

부착하였다. 소매단과 칼라 부분에도 제복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금색의 브레이드를

부착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슬랙스의 양쪽

옆선에는 금색 테이프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

었다.

3) 작품 3

(1) 배역: 왕자

(2) 구성: 재킷, 셔츠, 슬랙스 <표 1>

(3) 색: 라이트 블루, 화이트

(4) 장식기법: 스팽글, 블레이드 장식

(5) 작품 해설: 호두까기 인형에서 마법이 풀려

왕자의 모습을 되찾은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호두까기 인형에서 사용되었던 빨강과 대비

가 되는 파랑을 주로 사용하였다. 화려한 자

수 장식이 있는 18세기의 남자 예복40)을 모

티브로 하여 재킷 부분에는 스팽글을 가슴

부분과 소매끝 부분에 겹쳐서 부착하고, 은

색 블레이드를 옷깃 가장자리 선에 부착함으

로써 시각적 주목성과 장식성을 높였다. 슬

랙스의 무릎 부분에는 폭을 여유 있게 잡아

활동성을 높였으며 밑단에는 은색 스팽글을

촘촘하게 붙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4) 작품 4

(1) 배역: 스페인 여자 인형

(2) 구성: 원피스 드레스 <표 1>

(3) 색: 빨강, 주홍, 주황, 금색

(4) 장식기법: 퍼프, 플레어, 색상 그라데이션,

레이스, 스팽글 장식

(5) 작품 해설: 티어드 스커트를 응용하여 플레

어 스커트와 퍼프 스리브를 여러 층으로 제

작하여 활동성을 높였다. 스페인 민속의상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화려하고 색채가 정열적

이므로41), 스커트 색은 빨강, 주홍, 주황색

순으로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하였다. 벨

트 부분에 꽃 모양 금색 비즈장식 레이스를

부착하였고,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금색 스팽글로 제작한 삼각형태의 오너먼트

를 허리에서 늘어뜨려 배우의 행동에 따라

같이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시각

적 예술성과 장식성의 효과를 높였다.

5) 작품 5

(1) 배역: 스페인 남자 인형

(2) 구성: 재킷, 셔츠, 슬랙스 <표 2>

(3) 색: 레드, 화이트, 브라운

(4) 장식기법: 자수, 스팽글, 프릴, 턱, 테이프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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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해설: 투우사 의상으로 알려진 스페인

남성의 민속의상을 응용하여 짧은 재킷, 블

라우스, 슬랙스를 제작하였다. 재킷은 빨강색

으로 앞부분에 식물을 모티브로 한 스팽글과

비즈가 사용된 자수 장식물을 부착하여 시각

적 주목성을 높였으며, 재킷의 여밈 선에 금

색 테이프로 선을 둘렀다. 흰색 블라우스의

목 부분에는 좁은 프릴 단을 여러 겹 겹쳐서

입체적 장식을 표현하였다. 슬랙스는 어두운

갈색으로 밑단에는 블라인드 턱 장식42)을

하여 단조로움을 피하였고, 밑단에 개더를

넣어 활동성을 높였다.

6) 작품 6

(1) 배역: 인도 여자 인형

(2) 구성: 재킷, 스커트 <표 2>

(3) 색: 주홍, 금색, 연한 금색

(4) 장식기법: 장식선, 비즈 장식

(5) 작품 해설: 인도 여성의 민속의상에는 사리

(sari), 바디스 형태의 쵸리(choli), 튜닉인 카

미즈(kameez), 밑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

는 바지 스타일의 살와(salwar) 등이 있

다.43) 인도 여자 인형의 상의는 타이트한 형

태의 쵸리를 응용하였는데, 광택이 있는 주

홍색에 금색이 섞이고 동양적인 문양이 있는

원단을 사용한 상의와 연한 금색 원단을 사

용한 스커트를 제작하였다. 목둘레선과 소매

단, 앞중심선, 벨트, 밑단 부분에 금색 원단

으로 선 장식을 하였다. 상의의 바디스는 몸

에 꼭 맞고 허리 아래 부분은 플레어가 되도

록 디자인하였고, 목둘레와 앞중심선 부분에

는 투명한 금색 비즈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부착함으로써 시각적 주목성과 장식성의 효

과를 살렸다. 스커트는 벌룬스커트로서 아동

의 귀여운 이미지와 활동성을 나타냈다.

7) 작품 7

(1) 배역: 인도 남자 인형

(2) 구성: 재킷, 슬랙스 <표 2>

(3) 색: 베이지색, 금색

(4) 장식기법: 장식선, 장식단추

(5) 작품 해설: 인도 남성 의상은 한 장의 천을

사용하는 도티(dhoti)를 기본으로 하며, 도티

이외의 하의로 츄디다르(chudidar)를 입고

그 위에 헐렁한 튜닉을 입기도 한다. 또한

시크 지방의 남성은 타이트한 흰색 바지 또

는 츄디다르와 목에서부터 허리선까지 단추

가 달린 무릎길이의 재킷인 쉬르와니(shir-

wani)를 착용한다.44) 인도 남자 인형의 의상

은 금사와 흰색이 섞인 베이지색에 금색 도

트문양이 있는 원단으로 재킷과 슬랙스를 만

들었으며, 금색 원단으로 재킷의 목둘레, 앞

중심선, 허리둘레에 선을 둘렀다. 재킷의 바

디스는 몸에 꼭 맞고, 허리 아래 부분에는

플레어를 주어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상의의 앞중심선은 큐빅이 박힌 금색 단추를

장식함으로써 시각적인 주목성과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슬랙스의 밑단 부분에도 금색

원단으로 선을 둘렀고, 슬랙스의 폭은 슬림

하게 내려오도록 하였다.

8) 작품 8

(1) 배역: 중국 여자 인형

(2) 구성: 재킷, 슬랙스 <표 2>

(3) 색: 빨강, 금색

(4) 장식기법: 장식선, 매듭단추, 턱, 퀼팅 장식

(5) 작품 해설: 상의는 광택이 있는 빨강색과 금

색이 섞인 화려한 문양이 있는 원단을 사용

하였고, 중국 민속의상에서 사용되는 차이니

즈 칼라를 달았으며, 트임과 목둘레, 소매단,

밑단 부분은 금색 원단으로 선을 둘러 장식

하였다. 특히 소매단 부분의 커프스는 턱을

잡아 입체적 장식을 하였으며 상의의 앞부분

에는 중국 전통의 보 형태를 응용하였다. 보

에는 충전재를 이용한 퀼팅기법으로 꽃무늬

를 표현하여 시각적 예술성을 높였다. 상의

의 여밈 부분에는 입체적 형태의 매듭단추를

부착하여 옷 여밈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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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으로서의 시각적 주목성과 장식성을 높

였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이지만 문양이

없는 원단을 사용하여 상의의 장식적인 특징

을 강조하였고 바지 밑단에 금색 원단을 덧

대어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9) 작품 9

(1) 배역: 중국 남자 인형

(2) 구성: 재킷, 슬랙스 <표 2>

(3) 색: 파랑, 금색

(4) 장식기법: 장식선, 매듭단추, 퀼팅 장식

(5) 작품 해설: 상의는 광택이 있는 파랑색 바탕

에 금색 문양이 있는 화려한 원단을 사용하

였고, 앞트임 부분과 목둘레, 밑단 부분에 금

색 원단으로 선을 둘러 장식하였다. 앞트임

부분에는 입체적 장식이 있는 금색의 매듭단

추를 달아 여밈으로써 시각적 주목성과 장식

성을 높였다. 상의 앞부분에는 중국 전통의

보 형태를 퀼팅기법으로 장식하여 시각적 예

술성을 높였다. 하의는 상의에서 사용된 여

러 가지 강조된 부분들과 화려한 원단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의와 같은 밝은 파란

색이지만 문양이 없는 원단을 사용하였고,

밑단에는 금색의 원단으로 선을 둘러 상의와

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10) 작품 10

(1) 배역: 러시아 여자 인형

(2) 구성: 원피스 드레스, 블라우스 <표 3>

(3) 색: 흰색, 금색, 혼합색(금색+녹색+빨강)

(4) 장식기법: 꽃, 장식선

(5) 작품해설: 러시아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민

속의상들이 있으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의상으로 사라판(sara-

fan)이라는 소매 없는 원피스 드레스가 있

다.45) 이 의상은 흰 블라우스 위에 착용하

며, 안에 페티코트와 함께 착용한다. 러시아

여자 인형 의상은 블라우스와 그 위에 입는

소매 없는 스퀘어 네크라인 원피스 드레스로

구성하였다. 블라우스는 흰색 원단을 사용하

여 스탠드칼라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작하

여 원피스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원피

스이지만 스커트 부분을 상의 부분의 안쪽에

서 분리되어 나오게 함으로써 풍성하게 주름

잡힌 스커트로 표현하여 활동성을 강조하였

다. 금색, 녹색, 빨강색이 섞여 있는 원단으

로 원피스를 만들고 금사가 섞인 흰색의 원

단으로 스커트 부분을 제작하고 밑단 부분은

금색의 장식선을 덧붙였다. 원피스의 가슴부

분에는 입체적인 금색 꽃 장식을 부착하여

시각적 주목성과 장식성을 높였다.

11) 작품 11

(1) 배역: 러시아 남자 인형

(2) 구성: 셔츠, 슬랙스 <표 3>

(3) 색: 블루, 브라운

(4) 장식기법: 스팽글 장식 소재의 패치워크

(5) 작품 해설: 러시아 남성의 민속의상은 긴 바

지 위에 튜닉을 입고, 허리끈을 사용하므로

러시아 남자 인형 의상은 셔츠, 슬랙스와 벨

트로 구성하였다. 상의는 밝은 청록색을 사

용하였고 하의는 어두운 갈색을 사용하여 상

의 부분을 강조하였다. 상의의 목둘레선과

벨트 부분에는 스팽글 장식 원단을 패치워크

하여 삼각형 모티브를 반복함으로써 장식성

과 시각적 주목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앞여

밈 부분은 같은 색의 삼각형끼리 맞물리게

하여 마름모 형태의 스팽글 장식이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벨트 부분에는 목둘레선보다 패

치워크 된 삼각형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함으

로써 벨트를 묶었을 경우에도 삼각형 스팽글

의 표현장식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슬랙스의 밑단에 다트를 넣어 활동성을 고려

하였다.

12) 작품 12

(1) 배역: 프랑스 여자 인형

(2) 구성: 원피스 드레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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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배역
구성, 색 장식

무대의상

특성
도식화, 작품

작품1:

마리

원피스

드레스.

복숭아색,

연한

복숭아색

맞주름,

레이스

원단의 덧댐,

꽃 장식

입체적인트

리밍에 의한

장식성,

활동성

작품2:

호두까기

인형

재킷,

슬랙스.

빨강, 검정,

금색

스팽글,

매듭단추,

테이프,

블레이드

장식

강렬한

색채조합에

의한 시각적

주목성

작품3:

왕자

재킷,

셔츠,

슬랙스.

라이트

블루,

화이트

스팽글,

블레이드

장식

시각적

주목성,

장식성

작품4:

스페인

여자인형

원피스

드레스.

빨강, 주홍,

주황, 금색

퍼프,

플레어, 색상

그라데이션,

레이스,

스팽글 장식

반짝이는

트리밍과

화려한

색상에 의한

장식성

<표 1> 작품1-4의 디자인

(3) 색: 진분홍, 연분홍

(4) 장식기법: 레이스 원단의 덧댐, 레이스 러플,

리본테이프 장식

(5) 작품 해설: 프랑스 여성 민속의상은 풍성한

스커트와 옅은 색의 슈미즈 블라우스를 입은

후 그 위에 몸에 꼭 맞는 바디스나 코르셋을

끈으로 조여 입는 형태이다.46) 따라서 프랑

스 여자 인형 의상은 바디스가 몸에 꼭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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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배역
구성, 색 장식

무대의상

특성
도식화, 작품

작품5:

스페인

남자인형

재킷,

셔츠, 슬랙스.

레드,

화이트,

브라운

자수,

스팽글,

프릴, 턱,

테이프

장식

강렬한 색채

사용에 의한

시각적

주목성과

화려한

자수를

이용한

장식성

작품6:

인도

여자인형

재킷, 스커트.

주홍, 금색,

연한 금색

장식선,비즈

장식

화려한

소재와

실루엣의

조화가

아름다운

시각적

예술성

작품7:

인도

남자인형

재킷,

슬랙스.

베이지색,

금색

장식선,

장식 단추

간결한

디자인에

의한 활동성

작품8:

중국

여자인형

재킷,

슬랙스.

빨강, 금색

장식선,

매듭 단추,

턱,

퀼팅 장식

화려한

소재에 의한

시각적

주목성,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의한 활동성
작품9:

중국

남자인형

재킷,

슬랙스.

파랑, 금색

장식선,

매듭 단추,

퀼팅 장식

<표 2> 작품5-9의 디자인

고, 스커트 부분에는 절개선을 넣어 풍성한

아우어글래스 라인이 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18세기 프랑스 여성 복식의 특징인 레이스와

리본을 사용하였다. 색은 사랑스러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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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배역
구성, 색 장식

무대의상

특성
도식화, 작품

작품10:

러시아

여자인형

원피스

드레스,

블라우스.

흰색, 금색

혼합색

(금색+

녹색+ 빨강)

꽃,

장식선

트리밍에

의한 장식성

작품11:

러시아

남자인형

셔츠, 슬랙스.

블루,

브라운

스팽글

장식 소재의

패치워크

간결한

디자인에

의한 활동성

작품12:

프랑스

여자인형

원피스

드레스.

진분홍,

연분홍

레이스

원단의

덧댐,

레이스

러플, 리본

테이프 장식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트리밍에

의한 시각적

예술성

작품13:

프랑스

남자인형

재킷, 셔츠,

슬랙스.

은색, 흰색

비즈,

기계 주름,

턱,

러플 장식

은색 소재와

은색 비즈의

정교한

트리밍에

의한 시각적

예술성

<표 3> 작품10-13의 디자인

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분홍색을 사용하였으

며 원피스에 부분적으로 무늬가 있는 레이스

원단을 이중으로 덧대어 제작하였다. 가슴

부분에는 리본테이프로 선 장식을 하고, 다

시 작은 리본을 만들어 테이프의 교차점마다

부착하여 시각적 예술성과 장식성을 살렸다.

소매단 부분은 소매 안쪽에서 연분홍색의 레

이스로 러플을 만들어 장식하였고, 스커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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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풍성하게 하여 배우의 활동성을 높였다.

13) 작품 13

(1) 배역: 프랑스 남자 인형

(2) 구성: 재킷, 셔츠, 슬랙스 <표 3>

(3) 색: 은색, 흰색

(4) 장식기법: 비즈, 기계주름, 턱, 러플 장식

(5) 작품 해설: 18세기 프랑스 남자 복식을 응용

하여 재킷과 셔츠, 슬랙스로 구성하였다. 재

킷은 은색이 섞인 화려한 무늬의 원단을 사

용하여 만들었다. 재킷의 여밈선에는 은색

원단으로 0.5cm 폭의 기계주름과 러플을 가

장자리 장식47)으로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하

였으며, 기계주름 위에 투명한 은회색의 비

즈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부착함으로써

시각적 예술성과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흰색

셔츠에는 탈부착이 가능하게 한 크라바트 장

식을 사용하였는데, 목 아랫부분에는 플리츠

러플48)을 두 겹 넣어 아동복의 귀여움과 부

드러움을 나타냈다. 슬랙스는 은색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활동성을 고려하여 풍성한 실

루엣으로 제작하였고, 슬랙스 밑단 부분의

커프스에는 턱 장식을 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이상에서 아동극 ‘호두까기 인형’의 무대의상 제

작을 위하여 총 13개 의상 작품을 제작하였다. 스팽

글, 비즈, 패치워크, 장식선의 디테일과 빨강, 주황,

금색 등을 사용함으로써 장식성, 예술성, 주목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스커트, 바지 등의 폭과 길이

조정을 통하여 활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극 무대의상의 특성을 파

악하고, 다양한 장식기법을 이용하여 ‘호두까기 인

형’의 무대의상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제작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동극 무대의상 디자인의

표현 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호

두까기 인형’의 원작은 독일 작가 E. T. A. 호프만

이 1816년에 쓴 작품이다. 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현대에는 차이코프스키 작곡의 발레극으로 공연되

고 있으며, 각 발레단이나 극 제작사에 따라 많은

버전으로 공연되고 있다.

아동극 무대의상에는 시각적 예술성, 장식성, 활

동성, 시각적 주목성이 요구된다. 높은 예술성의 무

대의상은 아동들에게 극에 대한 환상과 시각적 만

족도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

법의 장식 요소를 의상에 표현함으로써 아동들의

극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아동극에서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역동적인 연기와 대사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활동성을 고려한 무대의상 제

작이 요구되며, 무대의상의 주목성을 위하여 특히

색채 선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의 무대의상을 위

하여 9세 아동의 사이즈로 총 13개의 의상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1은 주인공 마리의 의상으로 실내

복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연한 복숭아색으로 된 소

재와 레이스를 사용하였으며, 풍부한 꽃 장식 부착

으로 장식성을 강조하였고, 활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커트에 플리츠를 넣었다. 작품 2는 호두까기 인형

의 의상으로 군복을 응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빨

강, 검정, 금색의 색채를 배합하여 시각적 주목성을

높였다. 작품 3은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의 모습을

되찾을 때의 의상으로 예복스타일에서 응용하였으

며, 재킷과 슬랙스에 스팽글을 부착하여 시각적 주

목성을 높였다. 작품 4, 5는 스페인 남녀 인형으로

프릴, 레이스, 금색 스팽글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빨

강, 주황색을 사용하여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작품 6, 7은 인도의 남녀 인형으로 여자

는 주홍색에 화려한 문양이 있는 원단과 벌룬스커

트를 사용하였고, 남자는 금색과 흰색이 섞인 원단

과 금색 장식단추를 사용하였으며, 남녀 모두 금색

의 장식선을 둘렀다. 작품 8, 9는 중국 남녀 인형으

로 빨강과 파랑색 바탕에 금색 문양이 있는 원단에

금색 장식선을 넓게 사용하였고, 가슴에 둥근 원형

의 보를 퀼팅 장식으로 부착하였으며, 매듭단추를

사용하였다. 작품 10, 11은 러시아 남녀 인형으로서

여자는 장미꽃 장식을 원피스 앞부분에 장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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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스팽글 원단으로 패치워크하여 목둘레와 벨

트 부분을 장식하였다. 작품 12, 13은 프랑스 남녀

인형으로서 18세기 프랑스 복식을 응용하였다. 여자

는 레이스 소재를 사용하여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분홍색 원피스를 만들어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냈고,

남자는 플리츠 러플의 크라바트가 달린 셔츠와 러

플장식의 재킷, 턱 장식이 있는 슬랙스로 구성하였

으며, 재킷의 선에 크리스탈 비즈를 부착하였다.

아동극 ‘호두까기 인형’의 무대의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형적 요소를 이용하면서

시각적 흥미와 창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시각

예술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

품제작에 사용된 스팽글, 비즈, 패치워크, 장식선,

턱, 퀼팅, 러플의 디테일과 빨강, 주황, 금색 등의

색채 사용은 장식성, 예술성, 시각적 주목성을 높이

는 요소가 될 수 있었으며, 플리츠 사용, 의상의 폭

과 길이의 조정을 통하여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

었다. 앞으로 무대의상의 작품을 위하여 원작의 가

치를 살리면서도 극적 기법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

한 디자인의 무대의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계

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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