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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research were to characterize magic realism by analyzing existing 
magical reality literature reviews and research and to identify material that may inspire 
ideas for stage and film costume design by analyzing and drawing design characteristics 
and magic realism of costumes from Director Tarsem Singh’s movie, ‘Mirror, Mirror’. 
For the methodology, characteristics of magic realism in literature and, movies were 
analyzed, wit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se materials on magical realism. Data 
on costume design and magical realism characteristics for use in the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the main characters of ‘Mirror, Mirror’ as well as from other character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as the emergence of fiv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magic realism Historicity, the most remarkable characteristic seen in Tarsem Singh 
films, was expressed through the symbolic meaning and decorative patterns shown 
by the traditional-style costumes, colors. Symbolization was expressed through the 
symbolic meaning, decorative elements, and traditional clothes, as shown by the 
colors and forms of the costumes. Fantasy was expressed through the colors, decorative 
elements, forms of traditional clothing, and forms with symbolic meaning. Reprodu-
cibility was expressed through the method of decorative element, symbolic meaning, 
traditional forms and de-structural clothes. Ambiguity,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the combined characteristics of historicity and fantasy, was expressed in the clothes 
worn in the scenes that confounded time and space within the film. 

Keywords: magic realism(매직리얼리즘), Tarsem Singh(타셈 싱), Mirror Mirror(백설 
공주), movie costumes(영화의상)

I.� Introduction

영화는 관객과의 교류를 통해 발달하고 표현되는 예술 양식으로써 현실감이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 현재 시제로 진행되며, 사실적이고 마술적인 표현은 미술 비평과 

문학 비평에 사용되는 매직리얼리즘(Magic Realism)의 개념과 같다(Borges,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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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이 용어는 1925년 프란츠 로(Franz Roh)가 후

기표현주의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매직리얼리

즘은 보편적으로 특수한 텍스트 기법을 통해 추상이

나 환상을 사실로 인지하거나, 그와 반대로 아주 사

실적인 것을 환상적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문학양식

을 말한다. 매직리얼리즘은 현대적이고 복합적인 예

술양식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권과 매체를 통해 그 

특성을 누적시키고 발전해왔다. 근래에는 영화분야에

서 특유의 매체성과 부합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Choi, 2014), 2000년대 영화에서는 매직리얼

리즘의 심리적 재현방식이 자주 발견되고, 비사실적 

요소를 실제적 사건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을 재창조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하는 독특한 새로운 리

얼리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직리얼리즘의 개념과 같

이 현실과 환상을 표현하는 영화에서 미적 장치로서

의 역할을 하는 의상은 독립적인 분야로 영화를 사실

적으로 보여주며, 캐릭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각언

어로서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

며, 영화의 예술적 성격과 등장인물의 심리적 기능을 

표현하고,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소개

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여준다. 또한 영화의상은 영화 

속 인물의 상황과 심리, 배경이 되는 시대상을 시각적

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정해진 시대와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감독이 원하는 작품세계를 표현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직리얼리즘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시각예술분야인 영화까지 아울러서 포괄적으

로 매직리얼리즘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매직리얼리즘에 관한 문헌 연구와 실증

적 연구를 통하여 문학, 영화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

의 공통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기준을 정립하고, 매직

리얼리즘 영화의 특성과 내용의 구성과 공통점을 갖

고 있는 타셈 싱 감독의 영화를 매직리얼리즘 영화로 

분류하고, 타셈 싱 감독의 영화 중 <백설공주>의 영화

의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상의 

디자인 특성인 형태, 소재, 디테일 및 표현방법을 분

석하여 영화의상 및 무대의상 디자인의 발상과 제품 

개발에 다양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매직리얼리즘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분야별 나타나는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

과는 학문적 이해를 추구하며,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

에 사용되는 이론들이 패션분야에 도입되어 영화의

상 디자인의 활용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Magic� Realism

1.�Magic� realism�definition

매직리얼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 사건과 환상

이 뒤섞인 글을 쓰는 방식(“Magic Realism”, 2008)으
로, 매직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

는 재현성과 역사성, ‘매직’이란 단어가 함축하고 있

는 환상적, 실험적 특성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환상적인 현실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총체적 개념이기도 하다(Palencia-Roth, 1983). 
사실이 아닌 것을 실재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마술의 

속성과 리얼리티 안에 미세한 진실까지 표현하려 하

는 리얼리즘의 의도가 혼합되어 서로의 존재가 드러

나지 않도록 스며들어 마술적 리얼리티를 만들어 낸

다(Choi, 2014).    
용어를 처음 정의 내린 프란츠 로는 매직리얼리즘

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주의의 단순함

을 비판하며 현실과 사물이 함축하고 있는 복합성을 

투시하기 위해 마술적인 시선이 필요”(Zamora & Faris, 
1995/2001)하다고 주장하였고, 후기표현주의 작가들

이 일상적인 대상을 그리면서도 경이로운 눈으로 대

상을 바라보며 작업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매직리

얼리즘 이미지는 초현실주의처럼 놀랄만한 충격을 

주지만 이는 상상 속의 대상을 현실로 끌어내어 환상

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매
직리얼리즘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동기가 없는 초현

실주의와 다르게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동기를 드러

내곤 한다(Zamora & Faris, 1995/2001).

2.　Characteristics�of�magic� realism� literature

매직리얼리즘은 1940~50년대의 문학적 부흥기를 

거쳐 1960년대를 맞이하면서 서구문학에 새로운 반

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의 문학적 성격

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장르를 붐 

소설이라고 부르며, 붐 소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

내는 단어가 바로 매직리얼리즘이다. 라틴 아메리카

라는 특정한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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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라틴 아메리카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문

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직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

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z)와 알레호 카르펜

티에르(Alejo Carpentier)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문학

의 구성 요소인 ‘스토리 전개, 배경, 주제, 인물’을 토

대로 구성 형식의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특성

으로 구분하여 정립하였다. 이렇게 3명의 대표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현실에 일어났

던 역사적 사건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함께 재해석되어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이러한 사건

을 통해 기본적인 선과 악의 대립구조 속에서 주인공

들의 인간의 본성과 영웅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스토

리 전개를 보인다.
작품의 구체적인 배경은 현실세계를 기본으로 특

정 지역 또는 현실의 복합적인 인종, 문화, 역사적 전

통이 드러난다. 또한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혁명, 죽

은 자와 산 자의 대화․변신과 같은 형태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현상, 인간의 마술적 믿음과 무너

지는 현실의 경계 등으로 나타난다. 등장인물들의 관

계는 선과 악의 역할이 존재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 

또한 존재한다.    
또한 매직리얼리즘 문학의 특성은 특정 연구자의 

관점에 의거하여 정립될 수 없으므로 문학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총제적 관점에서 수용하고자 한다. Wendy 
B. Faris는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

하였다. 첫째, 텍스트에는 일반적인 현실의 섭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최소한의 마술이 반드시 있다. 두 번

째로, 매직리얼리즘은 현실 세계가 강력하게 보이도

록 묘사한다. 세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현실과 유

사한 허구의 세상을 창조한다. 세 번째, 독자는 상반

된 사건에서 인식론적인 망설임을 경험하며, 풀리지 

않는 의문에 사로잡힌다. 네 번째, 두 영역, 두 세계가 

근접하거나 거의 혼합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다섯째, 
매직리얼리즘 소설은 시간, 공간, 정체성 등에 대한 

기존 관념에 의문을 던진다(Zamora & Faris, 1995/2001). 
Wendy B. Faris의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정리하면 

최소한의 마술성을 나타내는 마술성, 사실주의 요소

로 현실을 재현하는 재현성, 인식론적인 망설임이 있는 
모호성, 두 요소 이상의 혼합현상의 나타난 혼합성, 
시, 공간의 개념이 훼손된 (시, 공간)초월성으로 나타

났다.
Park(2001)은 매직리얼리즘을 두 갈래로 정리하였

다. 첫째로, 좁은 의미의 매직리얼리즘은 경이로운 현

실, 환상문학, 네오바로크와 더불어 20세기 중남미 문

학의 한 갈래를 일컫는 용어로 정리하였고, 두 번째

로, 광의의 매직리얼리즘은 경이로운 현실과 네오바

로크는 물론 환상문학까지 포괄하는 20세기 중남미 

허구 문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광의의 매

직리얼리즘 문학의 특징은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기

술 제작을 의미하는 포이에시스(현실창조)와 시, 공간

의 조작, 미학적 모호성, 독자의 참여와 열림의 문학

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은 현실

창조를 의미하는 재현성, 시․공간의 조작을 나타내

는 (시, 공간)초월성, 비일상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미

학적 모호성을 모호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Jeon(2005)
은 한국의 매직리얼리즘 작가로 대표되는 천명관의 

<고래>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공간의 상징적 특성은 <고래>의 마술적 공간인 

평대와 한국 현대사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해방과 전

쟁, 초자연적 요소인 고래를 마술적 상징물로 설명하

였고, 한국의 역사적 코드가 담겨있는 에피소드와 등

장인물의 초자연적 태생과 소멸의 과정을 초자연적 

요소와 역사적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전용갑의 연구

에 나타난 특성은 시, 공간의 상징적 특성을 의미하

는 상징성과 소설 속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설명하는 

역사성, 등장인물들의 신화적 태생과 초자연적 요소

를 의미하는 신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Gwon(2008)은 문학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총체성

을 끊임없이 추구해 온 매직리얼리즘의 총체성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매직리얼리즘의 총체성은 신

화와 환상으로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 사이의 신비

스러운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또
한 마술적 보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총체성의 모습을 드러낸다. 총체성이 추구하는 또 다

른 핵심을 보편성으로, 이는 집단을 하나로 결속시키

고 역사성을 대변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매직리얼리

즘의 특성을 정리하면 신화성과 현실의 사회적 배경

과 중남미의 현실을 나타내는 역사성, 마술성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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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3.�Characteristic� of�magic� realism�movies

영화에서 매직리얼리즘은 하나의 예술기법으로 표

현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영화의 매직리얼리즘은 감

각적이고 신화적인 특성을 지니며, 마술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 영상예

술이라고 할 수 있다(Dong, 2013). 또한 영화 속에서 

매직리얼리즘의 마술성과 시, 공간의 초월성을 나타

내기 위한 소도구들이 사용되어진다. 이는 카메라의 

시선 변화에 따르기도 하고, 영화 속의 배경과 상황, 
소품들의 의미에서 표현되기도 한다. 매직리얼리즘 

영화의 특성은 선행연구에 나타난 특성을 도출하여 

매직리얼리즘 문학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주요 특

성을 정리하였다.
Kim(2012)은 Wendy B. Faris가 정립한 매직리얼

리즘의 특성을 언급하며 이론을 정리하였고, 매직리

얼리즘 영화인 <베사메 무쵸>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

의 특성을 시간의 혼재와 공간의 확대하고 정리하였

다. 연구에서 도출된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은 (시, 공

간)초월성과 혼합적 특성이 나타난다. Choi(2013)는 

2000년대 영화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에 대한 연구

로 영화 <내적 안정>과 <남아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편의 영화에서도 마술적 시간과 공간

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과 

이어져 종교적 경험으로서의 기적의 체험과 같이 현

실에서 불현 듯 일어나며 곧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마술적 공간은 일상성과 특이성을 겸비하여 매직리

얼리즘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간은 무(無)시간적인 특

성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나타난 매직리

얼리즘의 특성은 상반된 것들의 초월인 초월성과 사

실과 비사실의 융합을 혼합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재현적 특성과 공간과 시간의 도약, 중첩 등의 (시, 
공간)초월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마술적 공간을 나타

내는 특성은 마술성, 정치적 배경으로 역사성, 상징적

인 표현을 상징성으로 해석하였다.    
Dong(2013)은 조도로프스키(Jodorowsky)의 영화

를 중심으로 중남미 영화에 고유한 매직리얼리즘을 

고찰하여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의 

영화에서 시간은 연대기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층위

로 파편화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성을 나타낸

다. 또한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사건을 중첩시켜 모

든 장르를 통합하여 풍자와 상징, 은유를 영상으로 

표현한다. Dong(2013)의 연구에서는 시간과 개념의 

중첩과 혼합은 혼합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중남미의 

정치적 배경과 현실 자체를 표현한 것에 대하여 역사

성과 재현성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신화적 시간은 

신화성으로 분류하였고, 파편적 시간의 구조는 (시, 공
간)초월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Choi(2014)의 연

구는 네그리(Negri)의 예술론의 관점에서 매직리얼리

즘을 이해된다고 분석하여 끌레어 드니(Claire Denis)
의 영화 <금요일 밤>을 분석하였다. <금요일 밤>에서 

나타난 매직리얼리즘의 주된 특성은 마술적 시, 공간

으로, 이는 사물의 움직임과 감각으로서의 마술, 개별

적인 동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직리얼리즘 영화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마술적이면

서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감성적 재현의 예술 양식으

로 삶의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다루며,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도구

로 이용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마술적인 시, 공간의 
특성을 (시, 공간)초월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정치

적 성격은 역사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감성적인 재

현의 양식은 재현성으로 해석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Yang(2015)은 문학, 회화, 영화 분야에 나타난 매

직리얼리즘을 연구하였고, Wendy B. Faris가 정립한 

매직리얼리즘의 특성 및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특성

을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 중 영화분야에서

는 <성스러운 피>, <집시의 시간>, <달콤쌉싸름한 초

콜릿>, <판의 미로>, <도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내적안정>, <남아있는 시간> 등 8편의 매직리얼

리즘 영화에서 나타난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공존하

는 영화 속 배경, 등장인물들이 표현하는 역사적 사

건과 마술적 상황, 현실에 존재하는 평범한 인물과 

신화적 인물들이 표현해 내는 영화의 구성과 표현방

법에서 나타난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나열하여 공

통적 특성을 환상성, 재현성, 모호성, 상징성, 역사성

으로 정리하였다(Table 1).

Ⅲ.� Result

백설 공주의 내용적 구성은 유럽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전설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동화이다. 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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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Literature Movies prior studies
Common

characteristicsWendy 
B.F Park Jeon Gwon Kim Choi Dong Choi Yang

Magical․Fairytale ○ ○ ○ ○
Fantasy

Mythical․Fantasy ○ ○ ○

Reproducibility ○ ○ ○ ○ ○ Reproducibility

Mixed ․Ambiguity ○ ○ ○ ○ ○ ○
Ambiguity

Transcendental ○ ○ ○ ○ ○ ○

Symbolization ○ ○ ○ Symbolization

Historicity ○ ○ ○ ○ ○ ○ Historicity

From. Yang. (2015). pp. 60-61.

<Table� 1>�Common characteristics of magic realism

에게 구박을 받고 쫓겨나 난장이들에게 구제되어 생

활했으나, 친어머니가 자객을 보내서 여러 번 살해하

려 했다는 전설과 16세기 독일의 귀족이자 에스파니

아의 펠리페 2세가 흠모하였다는 실존 인물 마르가레

테 폰 발데크(Margarete von waldeck)의 이야기 등이 

뒤섞여 재탄생했다.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허구의 

세계와 사실의 경계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새로운 

환상의 세계를 창조하게끔 만든다. 이처럼 타셈 싱 

영화의 <백설 공주>는 시각적 매직리얼리즘의 특성뿐 

아니라, 스토리 구성에서도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화 <백설 공주>의 스토리 전개는 현

실과 비현실의 세계가 혼합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

하며, 마법을 쓰는 여왕이라는 신화적 허구의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에 의한 사건과 혁명이 

일어나며, 선과 악을 상징하는 인물의 대립구조가 극

명히 들어난다. 때로는 마술적 장치를 통해 시․공간

을 이동하며, 마술적 사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러한 구성은 매직리얼리즘의 영화와 문학에 나타나

 

<Fig.�1> Magical space of time
From. Singh. (2012). 00:12:13

<Fig.� 2>�Queen's appearance to transcend space and time
From. Singh. (2012). 01:19:45

는 구성과 같다.    
<Fig. 1>의 경우, 영화<백설 공주>의 거울이 존재하

는 장소로 거울과 물을 통과하여 갈 수 있는 공간으

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존재하는 세계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인물들의 일상과 서양의 왕권이 존재했던 

시대적 배경, 여왕의 거울이 존재하는 요새와 여왕의 

마법으로 용이 된 왕,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사라지는 장면(Fig. 2), 마법을 이용해 젊음

을 유지했던 여왕의 모습, 여왕과 같은 모습의 거울 

속 인물 등의 영화 속 표현방법을 통해 매직리얼리즘 

문학,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인 역사성, 상징성, 환상성, 재현성, 모호성이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타셈 

싱 감독의 백설 공주가 매직리얼리즘 영화에 속한다

는 사실을 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매직리얼리즘에 관한 문헌 연구와 실증

적 연구를 통하여 문학, 영화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

의 공통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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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타셈 싱 감독의 작품 <백설공주>의 영화의

상의 디자인 특성인 의상의 형태, 소재, 디테일 및 표

현방법을 분석하고자 하며, 영화의상 및 무대의상 디

자인의 발상과 제품 개발에 다양한 영감을 줄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

상인 영화 속 의상은 백설 공주의 의상 4벌, 여왕의 

의상 6벌, 왕자의 의상 2벌, 일곱 난쟁이의 의상 2벌

과 그 외 인물인 신하들과 여왕의 결혼식에 모인 하

객들의 의상 6벌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이는 DVD의 

캡처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의상 1벌에 각도 별 사

진을 추가로 수집하였으며, 문헌자료 및 인터넷에 게

재된 시각적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 영화 속 캐릭터 

별 의상을 분석하였다.    

1.�Movie�"Mirror,�Mirror"�costume�design�charac-

teristics

본 연구에서는 의상의 디자인 특성인 형태(실루

엣), 소재, 디테일과 액세서리로 정리하였으며, 프릴, 
러플, 자수, 깃털 등의 표현방법을 장식적 요소로 분

류하였다. 코르셋과 페티코트를 이용한 풍성한 실루

엣의 의상은 과장된 조형으로, 이국적 요소와 동, 서
양의 전통의상의 형태를 띠는 의상은 전통적 형태로 

해석하였다. 색 또는 형태에서 상징적 특성을 나타내

는 의상은 상징적 의미로, 구조적 변형과 비 일반적

인 의복의 형태를 나타내는 의상은 탈구조적 형태로 

구분지어 분석하였고, 이는 An(2013), Kim(2009), Yang 
(2006), Yang(2015)의 연구에서 분석된 기준을 종합

하여 사용하였다. 백설 공주가 첫 등장하는 장면은

   

<Fig.� 3> Snow White Ⅰ
From. Singh. (2012). 

00:05:05

<Fig.� 4>�Masquerade 
dress of Snow White
From. Singh. (2012).

00:22:30

<Fig.� 5>�Snow 
White Ⅱ From. 
Singh. (2012).

00:41:48

<Fig.� 6>�Snow White 
Wedding Dress

From. Singh. (2012). 
01:17:27

목둘레가 깊이 파인 데콜테(decolletage)형태의 네크

라인으로 그 둘레에는 얇은 린넨의 프릴 칼라를 달아 

장식하고 있다(Fig. 3). 소매는 프릴 칼라와 같은 엷은 

녹색의 린넨의 퍼프소매로 소매의 중간에 드레스의 

코르셋과 같은 핑크 실크 소재의 끈으로 주름을 잡아 

묶어 볼륨감을 살려주도록 제작되었다. 자연을 사랑

하는 공주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코르셋의 가슴

에 꽃과 새, 나비 등의 자수로 장식되어 있고, 스커트

에도 같은 무늬의 자수로 장식되어 있다.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원추형의 파팅게일(farthingale) 페티코

트를 착용하였다. 두 번째 의상은 가장무도회에서 착

용한 드레스(Fig. 4)로 하얀 레이스와 실크 소재를 사

용하고 있다. 이는 스페인식 스커트 버팀대인 원추형 

실루엣의 베르튀가댕(vertugadin)을 이용하여 스커트

의 과장된 실루엣을 강조한 의상이다. 어깨에는 백조

의 날개를 형상화한 장식을 메고 있으며, 머리장식으

로 하얀 진주가 장식된 백조의 머리를 모자처럼 착용

하고 있다. <Fig. 5>는 청 녹색의 오프 숄더 블라우스

(off shoulder blouse)와 검정색 바탕에 금색의 잎사귀 

모양의 자수가 되어있는 코르셋(corset) 상의와 검정

의 와이드 팬츠(wide pants)를 착용했다. 드레스형태

가 아닌 남자만이 착용하였던 팬츠는 여왕을 타도하

고자 하는 그녀의 심리적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Fig. 6>은 공주의 웨딩드레스로 평화와 용기,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의 의상으로 왕권 회복과 왕국에 평

화를 상징하는 색으로 표현되었다. 미래지향적인 느

낌의 선명한 주황색을 배색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주

의 평화로운 미래와 행복을 상징하며, 선명한 보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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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통해 동화적인 느낌과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한

다. 가슴부터 허리까지는 스모킹(smoking)자수기법을 

이용한 장식과 과장된 퍼프 소매, 넥 칼라부분의 레

이스 장식 등 다양한 디테일로 장식된 의상이다. 또

한 크리놀린(crinoline)을 이용한 풍성한 실루엣과 기

모노의 오비(obi)장식을 응용한 것으로 보이는 커다

란 리본 장식이 있다.    
여왕은 백설 공주의 젊음에 질투하여 영원불멸의 

젊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백설 공주와 경쟁구도를 가

지는 인물이다. 여왕의 첫 번째 의상(Fig. 7)은 사치스

럽고 욕심이 많은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는 화려한 코

럴 색상의 새틴 드레스로 금색의 식물 줄기무늬가 수

놓아져 있으며, 별을 상징하는 모양의 자수 둘레에는 

큐빅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의상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의 부피를 늘려 둔부를 강조하였으며, 
자수와 보석 등 과다한 장식을 하였고, 형태는 르네

상스 시대의 복식과 유사하다. 소매는 모자와 같은 

장식을 달아 어깨를 강조하고, 보석과 금사로 장식된 

새틴을 여러 장 덧대어 풍성한 소매를 표현하였다. 
머스터드색의 <Fig. 8> 드레스는 17세기 초기 복식의 

형태로 가슴이 깊게 파이고, 허리를 졸라매 힙(hip)부
분을 펼침으로써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하고 있다. 바
디스(bodice)는 바로크 시대 후기의 의상과 같은 전통

적 형태로 타이트하고 삼각형의 스토머커(stomacher)
도 길고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다. 네크라인은 레이

스로 덧대어 장식하였고, 때로는 러프 칼라(ruff collar)
를 착용하여 화려함을 배가한다. 소매는 두 장 소매

로 안쪽의 소매는 타이트한 일자 소매이며, 겉에 소

매는 튤립 형태로 발목까지 닿을 정도로 긴 디자인이

다. <Fig. 9>는 얇은 린넨 소재로 진녹색과 하얀색의 

배색이 조화로운 의상이다. 실루엣은 르네상스 시대 

초기 튜더패션(tudor fashion, 1500~1560)의 특성을 

나타낸다. 상의는 딱 붙고 스커트는 나팔꽃 모양으로 

퍼지는 형태이며, 짙은 녹색의 실크소재에 주름과 절

개를 이용해 기하학적 패턴을 띄며, 큰 종모양의 소

매와 사각 형태의 네크라인이 특징이다. 네크라인의 

둘레는 지그재그의 컷팅된 시폰(chiffon) 소재의 러프

(ruff)로 장식이 되어 있고, 하얀 시폰은 어깨의 소매를 

따라 팔목까지 사선의 긴 종 모양을 띠며 늘어뜨려 장

식효과를 배가시킨다. 스커트는 르네상스 후기의 프

랑스식 원통형 실루엣의 베르튀가댕을 사용하여 실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Fig. 10>은 가장무도회에서 

착용한 의상으로 공작새를 연상하게 하는 드레스이

다. 목과 등에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를 장식하였고, 
상의의 앞과 소매 끝에 흰색과 짙은 갈색을 사용하여 

공작새의 깃털문양을 자수하였다. 머리에는 다양한 

크기의 보석과 깃털을 장식하였고, 정열, 사랑과 에로

스, 물질적, 능동적인 것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드레스

는 왕자에 대한 여왕의 욕심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

고 있다. 실루엣은 르네상스 시대인 엘리자베스 1세

의 집권시대 복식의 특성과 흡사하다. 엘리자베스 1
세 집권시대는 ‘Ruff and slashes의 시대’ 즉, 목둘레

의 깃털 또는 레이스 장식으로 우아함과 과장된 권위

를 나타내는 시대라 일컫는다. 여왕은 우아함과 자신

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의상에 주로 깃털과 레이스 

등을 이용하여 러프 장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여왕의 웨딩드레스(Fig. 11)는 실크 소재의 꽃잎

모양을 겹겹이 레이어드하여 하나의 커다란 꽃의 형

상을 만들었고, 속이 비치는 얇은 소재로 터크(tuck)
장식하여 벨(bell)모양의 풍성한 소매로 전체적으로 

<Fig.� 7> Queen Ⅰ
From. Singh. (2012).

00:04:00

<Fig.� 8> Queen Ⅱ
From. Singh. (2012). 

00:47:22

<Fig.� 9>�Queen Ⅲ
From. Singh. (2012). 

00:32:03

<Fig.� 10> Masquerade 
dress of Queen

From. Singh. (2012). 0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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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소재감과 과장된 실루엣을 보이고 있다. 실루

엣을 보여주는 파팅게일은 스페인식 원추형 파팅게

일의 형태를 띤다. <Fig. 12>의 망토는 짙은 갈색과 

베이지색 등 다양한 브라운 색상이 붓 터치를 하듯 

뒤섞인 의상으로 커다란 모자가 달려있다. 이 의상은 

백설 공주에게 사과를 주려하는 장면에서 착용한 의

상으로 원작과 다르게 공주가 아닌 자신이 사과를 먹

고, 사라지게 된다. 여왕의 몸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

고 옷이 궁궐의 바닥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망토의 

프린트와 궁궐 바닥의 타일무늬가 같아 의상은 바닥

의 일부가 되며 사라진다(Fig. 2).    
<백설 공주>에서 왕자는 원작과는 다른 순박하고 

꾀에 잘 넘어가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Fig. 13>은 여

왕이 연 가면 무도회에서 왕자가 착용한 의상이다. 
왕자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에 걸쳐 유행하던 프록이라고 부르는 넓은 플랫칼라

를 가진 프록코트(frock coat) 또는 프록 그레이트 코

트(frock great coat)의 형태를 띤다. 주로 상반신이 꼭 

<Fig.� 11> The Queen's  
wedding dress

From. Singh. (2012). 
01:02:35

<Fig.� 12>�Queen Ⅲ
From. Singh. (2012). 

01:18:17

         

<Fig.� 13> From. Singh. 
(2012). 00:24:48

<Fig.�14> From. Singh. 
(2012). 01:21:14

맞고 스커트 부분이 약간 플레어진 스타일로 무릎길

이에서 발목길이까지 여러 가지 길이의 것이 유행하

였다. 빨간색의 두께감이 있는 면 소재의 배색된 프

록 그레이트 코트와 흰색 새틴소재의 조끼에는 새의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코트 안쪽의 의상은 모두 흰

색의 의상으로 바지는 무릎아래 기장으로 스트링으

로 리본을 묶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끼와 바지

는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으며, 셔츠는 소매 끝

에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다. 가면무도회에서 

왕자는 토끼의 귀가 달린 중절모를 착용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다. 왕자가 백설 공주와의 결혼

식에 입은 <Fig. 14>의 왼쪽 의상 또한 재킷의 앞에 

진한 노란빛을 띄는 금색의 테슬 장식이 되어있다.
왕자의 예복은 근엄함을 상징으로 하는 영국 근위

대의 군복과 흡사한 의상으로 자켓의 기장과 장식이 

더 화려하게 변형되어 디자인되었다. 이는 왕자가 앞

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는 상황과 심리를 대변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 초반 여왕의 만행을 나타

내는 장면으로 신하들의 머리에 배 모양의 모자(Fig. 
15)를 씌워 체스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하들

은 상반되는 색상인 주황색과 보라색 팀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여자인 신하들의 의상은 크리놀린과 버슬

(bustle), 큰 리본과 레이스를 이용해 중세시대 여성의 

전통 복식의 형태를 따르고 있고, 남자 신하들 또한 

전통적인 복식인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waistcoat), 
상의 같은 소재로 재단한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신

하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는 배의 섬세한 부분까지 

축소하여 제작되어 있다. 이는 1770년대 미국 독립전

쟁 당신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여성들

의 머리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 시기에는 거대한 

머리형에 어울리는 커다란 모자가 유행하였으며, 이

는 태피터, 벨벳, 머슬린, 밀짚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Fig. 16>은 등장인물들의 가면무도회 의

상으로 각종 동물을 모티브로 하여 마스크와 헤어 장

식을 착용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실루엣과 러플 등의 

장식요소가 흡사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이들의 의

상은 면, 공단, 레이스 등의 다양한 소재와 러플, 자

수, 주름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장식적 요소

를 주고 있다. <Fig. 17>의 의상은 여왕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의 의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구름모양

의 헤어와 핑크색의 볼륨감 있는 헤어에 얹은 듯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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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From. Singh. (2012). 
00:05:30

<Fig.� 16>�From. Movieinsider. (2012). 
http://www.movieinsider.com

<Fig.� 17> From. Singh. (2012). 
01:01:24 

려있는 모자가 인상적이다.
남성은 기하학적인 프린트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

고, 여성은 다양한 색상과 기하학적 프린트로 동화적

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의상은 버슬형태의 

크리놀린이 몸채와 분리되어 착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Fig. 18>은 여왕과 왕자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

객으로 의상의 실루엣과 목과 손목에 달린 종이로 접

은 것 같은 러프는 유럽의 중세시대의 복식의 형태를 

따르지만, 색상과 팔의 누비, 동양적 느낌이 나는 무

늬를 사용하여 동양과 서양의 특성이 혼종되어 있다. 
또한 머리를 풍성하게 세워 벚꽃으로 장식을 하고 일

본의 가부키(Kabuki) 화장과 흡사한 메이크업으로 동

양적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물의 의상은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적 요소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며, 드레스의 과장된 실루엣과 헤어스

타일로 과장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19>는 <Fig. 18>

의 의상 속에 입은 속옷으로 팔에 볼륨을 주기 위해 

좀 더 부드러운 소재의 소매용 파팅게일을 착용하고 

있다. 백설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 하객의 의상(Fig. 
20)은 여왕과 왕자의 결혼식에 온 하객들과는 반대로 

차분한 색상으로 자연의 느낌이 나는 흙색과 톤 다운

된 주황, 노랑, 짙은 녹색 등의 의상을 중심으로 생화

(生花)를 이용하여 장식이 소박하지만 화사한 느낌을 

  

<Fig.� 20>
From. Singh. (2012). 01:20:05

<Fig.� 21>
From. Singh. (2012). 00:40:00

<Fig.� 22>
From. Singh. (2012). 00:08:43

준다. <Fig. 21>은 일곱 난쟁이들의 평소 착용하는 의

상으로 다양한 갈색이 섞여 있고, 나무껍질의 모양과 

흡사하게 표현된 주름원단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하였고, 팔에 

금속 장식을 하거나 스카프를 매기도 하며, 동물을 박

제한 모자를 착용하는 것으로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다. 
난쟁이들의 의상(Fig. 22)은 도적질을 할 때 착용하는 

것으로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접이식 주름이 된 

보호 장치를 착용한다. 그 보호 장치는 그들을 다시 작

아지게도 하며, 큰 거인의 모습으로도 만들어 매직리

얼리즘에 나타나는 시, 공간의 도약을 표현하며, 구조

적인 가변적 특성으로 탈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Fig.� 18> From. 
Pinterest. (2012.). 

https://www.pinterest.co.kr

<Fig.� 19>
From. Singh. (2012). 

0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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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vie�"Mirror,�Mirror"�the�magic�realism�charac-

teristics� expressed� in� costume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직리얼리

즘에 관하여 혼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매직리얼리즘

의 개념이 가장 깊이 사용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문학, 영화 분야의 선행연구와 사례를 조사 분석

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패

션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례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직리얼리즘의 문학과 

영화에 대한 선행연구사례로 분석 활용된 작품에 나

타난 특성을 나열하여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간의 묶음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통적 특성을 도출하

였고, 이에 따라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을 역사성, 모호

성, 상징성, 환상성, 재현성으로 분석하였다. 역사성

은 시대적, 동․서양의 지역적 전통을 나타내는 특성

이며, 모호성은 마술적인 시․공간의 도약과 현실세

계와 환상의 허구세계가 뒤섞여 경계의 모호함을 나

타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상징성은 인물의 상황과 심

리상태를 색상과 형태를 차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상성은 현실세계의 마술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특성을 지니

고 있다. 또한 왜곡과 과장된 실루엣의 의상으로 표

현된다. 재현성은 현실세계의 재현을 의미하는 특성

을 지닌다. 매직리얼리즘의 특성 5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타셈 싱 영화의상의 디자인 특성 및 디자인 

특성에 따라 장식적 요소, 과장된 조형, 전통적 형태, 
상징적 의미, 탈구조적 형태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1)�Historicity� � � �

역사성은 과거의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는 의상을 

의미하며, 동․서양의 민속적인 의상을 포함한다. 역
사적 특성은 매직리얼리즘의 문학과 영화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변형된 역사적 사실과 지

역적 특색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분야에서 역사성은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어 이전 시대의 의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재해석을 통한 재창조를 의미하

여 동일성과는 차이를 둔다. 타셈 싱 영화의상에서 

나타나는 역사성은 중세, 근세 시대 등의 시대적 특

성을 차용한 의상과 동양적 요소의 민속의상의 차용

과 문양의 차용으로 표현된다.

<백설 공주>의 의상에서 여성의 의상은 주로 서양

의 전통적인 드레스 형태를 띠고 있다. <Fig. 3>는 19
세기 로맨틱 스타일의 의상과 흡사한 형태를 나타낸

다. <Fig. 4>와 <Fig. 6>의 의상은 페티코트를 사용하

여 과장된 볼륨감을 나타내는 크리놀린 스타일을 나

타내며, 이러한 과장된 서양의 의상에서 나타나는 실

루엣은 여왕의 <Fig. 7>~<Fig. 11>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왕의 의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의 형태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며, 페티코트를 이용한 과장된 실루엣

을 띠고 있다. 왕자의 의상(Fig. 13)은 18세기 말~19
세기 초에 유행했던 로맨틱 스타일의 프록 그레이트 

코트와 흡사한 형태를 띤다. 매직리얼리즘의 역사적 

특성은 여러 등장인물의 의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Fig. 15>의 의상에서 여성의 경우 페티코트

를 이용하여 힙을 강조한 버슬스타일과 1770년 배 모

양을 주제로 한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

며, 남성의 의상에서는 19세기 로맨틱 스타일의 의상

으로 역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18>의 의상

은 벚꽃 헤어 액세서리와 문양, 색상을 통해 일본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목과 소매 끝의 유럽 중

세시대의 유행한 러프로 서양에서 나타나는 역사성이 

함께 나타난다. 드레스 안의 속옷으로 착용하고 있는 

의상(Fig. 19)은 소매에 달린 파팅게일로 역사성을 나

타내고 있으며, <Fig. 17>의 의상은 버슬 스타일의 변

형된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 복식에서 나

타나는 형태의 차용은 <Fig. 16>에서도 나타난다. 여

성 의상의 경우 로맨틱 스타일의 형태를 나타내며, 
남성의 경우 프록코트의 변형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설공주> 영화의상에서는 역사성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서양의 전통적 의상의 

변형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문양과 액세서리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역사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매직리얼리즘의 역사성에는 <백설 공주> 영화

의상의 디자인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표현방법 중 

전통적 의복형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색과 형태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와 장식적 

요소, 과장된 조형도 나타났으며, 탈 구조적 형태의 

표현방법도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사성을 

나타내는 타셈 싱의 영화의상에는 등장인물 중 여성

의 경우 A라인과 벨 라인, 버슬 스타일 등의 과장되

고 풍성한 형태의 실루엣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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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 A라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소재의 경

우 성(性)의 구별 없이 새틴과 시스루 원단, 가공 소

재, 레이스, 면 소재 등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고, 문
양의 경우 기하학 문양과 식물과 동물을 변형한 자연 

문양이 나타났다. 액세서리의 경우 비즈, 크리스털의 

장식 요소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디테일을 의미

하는 액세서리는 비 일반적인 형태의 장식적 요소가 

많은 모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Ambiguity

모호성은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에서 현실과 무의식 

세계의 이동과 카메라 시선에 따른 시․공간의 도약

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시․공간을 도약

하는 장면에서 착용한 의상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필
요에 따른 구조적 변형으로 가변적 특성을 나타내기

도 한다. 또한 매직리얼리즘 영화에 나타난 현실과 

허구의 공간의 공존을 의미한다. 즉, 둘 이상의 공간

이 혼합되어 공존하는 것을 뜻하며, <백설 공주> 영화

의상에서 나타내는 혼성성은 둘 이상의 특성이 혼합

된 특성을 나타낸다. 이때 둘 이상의 특성은 역사성

과 환상성의 특성이 혼합된 것으로 경계의 모호함을 

나타낸다. 또한 남․여 의복의 디자인 특성이 뒤섞여 

성(性)의 경계가 모호한 의상으로 매직리얼리즘의 모

호성을 나타낸다.    
백설 공주의 모든 의상에서 나타나며 그 중 <Fig. 

5>, <Fig. 6>, <Fig. 8>의 의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전통

적인 의복의 형태에 의한 역사성과 과장된 실루엣과 

동화적 특성이 담긴 환상성의 혼합에 의한 모호성을 

나타낸다. <Fig. 5>는 영화 속 시대적 배경에서 남성

의 전유물인 바지와 여성스러운 오프 숄더 블라우스

를 함께 착용함에 따라 성(性)의 경계한 모호한 특성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왕의 의상(Fig. 7~Fig. 11)에도 

튜더패션 스타일과 엘리자베스 1세의 의상, 로브 아 

라 폴로네즈 스타일 등 전통적인 의복의 형태와 과장

된 실루엣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통한 환상성의 혼합

으로 인한 모호성이 나타난다. 또한 마법이 깨지며 

노인으로 변한 여왕(Fig. 12)의 모습으로 여왕의 소멸

과 함께 망토는 궁궐의 바닥으로 흡수된다. 이는 마

술적 시․공간의 도약적 특성을 나타내며 모호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성은 여왕의 신하의 의상(Fig. 
15)과 여왕의 결혼식에 하객의 의상(Fig. 17)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Fig. 17>에서는 스커트의 페티코트 

부분이 분류되어 필요에 따라 구조적인 변형이 가능

하며, 페티코트 안쪽에 공간이 존재해 영화 속 장면

에서는 난쟁이들이 여왕의 결혼식을 망치기 위해 잠

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서양 복식의 

형태로 인한 역사적 특성과 비 일반적인 헤어스타일

과 화려한 색채를 통한 동화적 이미지의 환상성이 뒤

섞여 모호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상의 가변적 특성

을 통한 마술적 시․공간의 도약적 특성은 난쟁이들

이 도둑질을 할 때 착용하는 의상(Fig. 22)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의상은 키가 작은 난쟁이들의 단점을 

보완하며, 스프링과 같은 접이식 다리를 장착하여 빠

른 이동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다리를 접어 본래

의 키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의상으로 표현

되고 있다. 의상에서는 장식적 요소와 과장된 실루엣

이 두드러지며, 등장인물의 상황을 의미하는 형태를 

차용하기도 하며, 의상의 구조적 변형에 따른 가변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인체의 조형적 구조를 

무시하여 인체를 왜곡되고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다. 
모호성을 지닌 타셈 싱 영화의상에서는 장식적 요소

와 전통적 의복 형태, 탈구조적 의복 형태, 과장된 조

형, 색과 형태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의 표현방법

이 골고루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특성의 

경우 A라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외에 버슬 스

타일, 벨 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소재는 벨벳, 새틴과 면 소재, 시스루 원단 등이 골고

루 사용되었으며 기하학 문양과 자연문양이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디테일은 과장된 실루엣과 비 일반

적인 헤어스타일, 모자, 다양한 모양의 자수와 문양에 

의한 장식적 효과가 두드러진다.

3)� Symbolization

영화에서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상징들을 제안하

고, 제안된 상징을 통해 이야기 구조와 캐릭터의 특

성, 모티브 등을 통해 상징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매직리얼리즘의 특성에서는 현실의 자아가 반영된 

환상 속 인물들의 모습과 현실의 상황과 함께 변해가

는 환상세계의 상황의 변화로 표현된다. <백설 공주>

의 의상에서는 인물의 성격과 지위를 상징하는 의복

의 형태 또는 색의 상징이 나타난다.
백설 공주의 의상에는 주로 색상을 통해 그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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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태를 표현한다. 유약한 공주의 모습인 백설 공주

(Fig. 3)로 등장할 때는 밝은 톤의 핑크와 노란색이 

사용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가면무도회에서 

착용한 의상 또한 흰색의 청순함과 고귀함을 상징하

는 백조 형상의 모자(Fig. 4)와 레이스 장식의 드레스

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심리가 점차 변화

하면서 평화와 용기를 상징하는 청색계열의 의상(Fig. 
5, Fig. 6)을 착용한다. 또한 여왕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의 의상(Fig. 5)은 활동성 있는 팬츠를 착용하고 있

으며, 그녀의 결혼식 때 착용한 웨딩드레스(Fig. 6)는 

일반적인 흰색의 드레스가 아닌 파란색과 미래지향

적인 느낌의 선명한 주황색을 배색으로 사용하여 공

주의 평화로운 미래와 행복을 표현하고 있다. 여왕의 

드레스의 경우 사치스럽고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캐릭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과장된 실루엣의 드레스

가 주를 이룬다. 가면무도회에서 착용한 여왕의 드레

스(Fig. 10)는 다채로운 색상의 깃털을 지녀 화려함을 

나타내는 공작새를 형상화한 자수와 깃털을 장식함

으로써 여왕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녀의 웨딩드레스(Fig. 11)에서도 사치스러운 여왕

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다. 꽃잎 모양의 실크를 겹

겹이 연결하여 거대한 꽃 봉우리를 연상시키는 의상

은 과장된 실루엣을 통해 여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

다. 여왕의 여러 가지 톤의 갈색이 뒤섞인 망토(Fig. 
12)의 문양은 그녀가 소멸되어 흡수되는 궁궐의 바닥 

타일의 문양과 같다. 즉, 망토의 문양은 그녀가 곧 사

라지게 될 운명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 <Fig. 13>은 가면무도회에서 착용한 왕자의 의상

으로 왕자의 순진하고 약한 성격을 표현하는 토끼로 

상징화되고 있으며, 백설 공주와의 결혼식에 착용한 

예복(Fig. 14)은 영국 근위대의 복식과 같고 영국의 

왕자가 혼례복으로 착용하는 의상과 흡사하여 그의 

신분을 의상을 통해 재확인 시키고 있다.    
신하들의 배 모양의 모자(Fig. 15)는 여왕이 신하

들을 물건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

접적인 형태의 차용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또한 상징성은 가면무도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며,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을 동물을 형상

화한 의상과 가면, 모자(Fig. 16) 등을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물의 의인화는 백설 공주의 결혼식에 온 

하객들의 의상(Fig. 20)에서도 나타난다. 공주의 결혼

을 축하하는 의미로 생화(生花)로 장식된 의상과 액

세서리를 장식하고 있으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

의 생화를 사용하여 마치 살아있는 꽃과 같은 모습처

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Fig. 22, 23>의 난쟁이들은 

도적질을 위해 항상 나무 뒤에 숨어있고 나무에 은신

처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의상은 나무에 몸

을 숨기기에 적합한 나무 기둥의 색과 질감으로 표현

되고 있다. 영화 속 의상의 상징성에는 장식적 요소

가 두드러지며,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대변하는 

상징적 특성과 구조적 변형에 따른 가변적 특성이 나

타나고 있다. 또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생물의 무생

물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상징성이 나타나는 의상에

서는 상징적 의미가 두드러지게 내포되어 있었고, 장
식적 요소의 활용과 전통적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방

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과장된 조형과 탈구

조적 형태의 의상은 미약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디자인 특성 중 형태는 A라인, H라인, 벨 라인이 

나타났으며, 소재는 새틴과 가공소재와 면 소재 등의 

자연소재가 사용되었고, 여성의 경우 시스루 원단과 

레이스 장식이 나타났다. 장식의 경우 금사와 비즈, 
깃털장식 등이 사용되었으며, 기하학 무늬와 꽃무늬

와 같은 자연문양이 나타났다. 액세서리의 디테일은 

비 일반적인 형태를 지닌 모자 또는 가면의 형태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4)� Fantasy

매직리얼리즘 영화는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뚜렷

한 경계가 없이 관객들로 하여금 혼돈과 환상을 경험

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신화와 환상의 특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상성은 신화적 특성과 마술

적 특성이 혼합되어진 특성으로 매직리얼리즘의 특

성에서 환상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의미하며 마술

적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화<백설 공주>의 의상

에서는 다양한 색채와 장식적 디테일을 이용한 동화

적인 특성을 포함한 의상과 왜곡되고 과장된 의상의 

실루엣을 통해 환상성을 나타낸다.
영화 <백설 공주>의 의상에서 표현되는 환상성은 

공통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백설 공주가 첫 등장하며 착용한 드레스(Fig. 3)는 벨 

라인의 과장된 실루엣과 함께 파스텔 톤의 색상과 꽃

과 새의 모양이 자수된 동화적인 느낌을 통해 환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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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며, 가면무도회에 착용한 백조 형태의 드레스

와 모자(Fig. 4)에서는 과장되고 왜곡된 실루엣을 통

해 동화적 환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동화적 특성은 

백설 공주의 웨딩드레스(Fig. 6)에서도 나타나고 있으

며, 비비드 톤의 색상과 장식적이고 과장된 형태의 

소매와 드레스의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다. 환상성

은 특히 여왕의 의상(Fig. 7~Fig. 11)에서 두드러진다. 
여왕의 드레스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레이어드와 주

름, 절개를 통한 볼륨감, 장식적 디테일을 통해 벨 라

인과 H라인의 과장된 실루엣으로 환상성을 나타낸

다. 또한 신하들의 의상(Fig. 15)에서는 과장된 배 모

형의 헤어 액세서리와 버슬 스타일의 과장된 실루엣

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여왕의 결혼식에 참석한 등

장인물의 의상(Fig. 17~Fig. 19)에서는 비 일반적인 헤

어스타일과 함께 화려한 패턴과 색상, 과장된 볼륨감

을 이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Fig. 22>

의 난쟁이들의 의상에서는 왜곡된 다리 형태로 인한 

과장된 실루엣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백설 공주>에

서 나타난 환상성은 장식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활용

됨을 알 수 있었고, 전통적인 의복의 형태와 상징적 

의미를 지닌 형태와 색상, 과장된 조형과 탈구조적 

형태가 골고루 표현되고 있다. 디자인 특성 중 실루

엣의 경우, A라인, 벨 라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소재의 경우, 새틴, 가공소재가 두드러졌고, 기하학 문

양과 식물의 자연문양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디테일은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형태의 헤어스타

일과 장식미가 돋보이는 가면과 모자로 나타났다.    

5)�Reproducibility

매직리얼리즘 영화는 현실성을 기초로 하여 가상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 속 환상의 세계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모호하게 위치하며, 허구적인 세계 속

에서 인간 본성과 현실적인 삶의 형태가 재현되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창조된 허구의 세계는 재구성된 

현실의 부분이 실제의 느낌을 제시하기 때문에 내적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매직리얼리즘 영화의 배경은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고, 현실의 경험세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 의상은 현실의 세계에서 

경험한 복식의 재현이 나타난다. <백설 공주>의상에

서 나타난 재현성은 20~21세기 복식의 형태 또는 액

세서리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왕자의 의상(Fig. 14)에서는 영국 근위대의 복장에

서 나타나는 형태와 장식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며, 영국 왕족의 결혼식에서 왕자들이 입는 의상과

도 흡사한 형태와 색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난쟁이

들의 의상(Fig. 21, Fig. 22)에서는 장식적인 디테일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상의와 하의는 시대적 특성이 나

타나지 않으며, 베레모와 카우보이 스타일의 모자, 스
카프 등으로 20세기 의상의 디테일을 나타내고 있다. 
재현성을 지닌 영화의상에서는 장식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의 표현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전통적 형태와 탈구조적 형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의상에는 과장된 조형의 표현방법이 나타나

지 않았다. 디자인 특성의 경우, 형태는 기본 상의와 

팬츠 형식의 현대의상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밀리터리 스타일도 공존했다. 소재는 

면과 같은 자연소재와 벨벳과 같은 가공소재로 나뉘

어 나타났으며, 금사와 금속 소재와 주름원단이 장식

적 요소로 주로 사용되었고, 나무의 껍질과 같은 자

연문양이 나타났다. 디테일은 브레이드 장식과 테슬 

장식, 필요에 따라 조절되는 다리 등 다양한 장식적 

요소와 디테일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타셈 싱의 영화<백설 공주>에 나타난 매

직리얼리즘의 특성에 따른 디자인특성 및 표현방법

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Ⅳ.�Conclusion

매직리얼리즘의 개념은 현실과 환상의 세계의 공

존과 현실에 존재하는 마술적 시, 공간의 표현을 통

해 현실의 중압감에서 도피처이자 정신적 자유를 느

끼게 하며,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용

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직리얼리즘에 관한 패

션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매직리얼리

즘의 표현 특성을 적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구조의 분

석 및 재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직리얼리즘의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

을 통해 매직리얼리즘 문학, 영화에 나타난 매직리얼

리즘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타셈 싱 영화 <백설 공주>

의 주요 등장인물과 그 외에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 

자료를 수집하여 의상의 디자인 특성 및 의상에 나타

난 매직리얼리즘 특성을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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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
teristic Representation method    Design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images

Histo-
ricity

․Costumes take on a traditional form
․Symbolic meaning, which is displayed 

in color and clothing
․Decorative elements
․Structural form borrowing of Western 

Era By tradition clothing
․The mix of clothing item of East 

and West

Form Bell line, bustle style

color White, Red, Yellow

Material Satin, natural materials ,
Geometric pattern

Details 
accessories

Decorative elements of a 
non-typical form wear 

a lot of hats

Ambi-
guity

․Symbolic meaning and exaggerated 
modeling
․Mixing of multiple properties:

 Historicity + Fantasy
․Ambiguity and the property boundary 

associated with the opposite sex ele-
ment housing
․Shaped structure of the human body 

is ignored: Exaggerating the human 
body of distortion
․Structural variability

Form A-line, Bell line 

color Red, Black, Yellow 

Material Satin, cotton,
Geometry & natural pattern

Details 
accessories

Non-typical hair style and a 
hat , The decorative effect of 

the various forms of 
embroidery and pattern

Symbo-
lization

․Symbolic meaning, which is displayed 
in color and shape
․A symbol of a person's character and 

status
․It symbolizes a person of character 

and change of psychology through color
․Inanimate of the organism is a motif 

of the animal

Form Bell line, A-line

color White, Red, Black, Brown

Material Satin, cotton, processing 
material, Natural pattern

Details 
accessories

Use wear and print hat 
animal motif

Fantasy

․Decorative elements
․Traditional clothes of form
․Exaggerated modeling (Silhouette)
․Characteristics of the fairy tale
․Color with a symbolic meaning, form 

borrowing
․De-structured form

Form Bell line

color Red, Yellow, Gold

Material Satin, processing material,
Geometry & Natural pattern

Details 
accessories

Exaggerated hair style
Decorative cap and mask

Repro-
ducibility

․Symbolic meaning and decorative 
elements
․Traditional shape and form of a de- 

structured clothes
․Doubles we have experience in the 

real world
․20th-21th century costumes and ac-

cessories detail borrowing

Form Generally clothes in the 
form of a modern

color Red, Black

Material Cotton, processing material, 
Natural pattern

Details 
accessories

Blade decoration, tassel 
decoration, is adjusted as 

necessary legs

<Table� 2> Design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s in magic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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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백설 공주> 의상에 나타난 디자인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설 공주>의 공주와 여

왕의 의상에는 벨 라인과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형

태, H라인의 실루엣이 두드러지며, 새틴과 레이스 벨

벳, 시스루 원단과 큐빅을 사용한 소재를 통해 장식

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볼륨있는 실루엣으

로 과장된 형태가 돋보인다. 그 외의 등장인물들의 

의상에서는 버슬 스타일, 벨 라인, A라인, 동물을 모

티브로 만들어진 의상과 가면의 형태가 나타나며, 새
틴과 면 소재, 주름 원단, 가죽 등의 다양한 소재와 

식물 문양이 나타났으며, 비 일반적이고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헤어와 모자가 

두드러지며, 전체적으로 과장된 볼륨과 구조적인 변

형에 따른 가변적 특성을 지닌 의상이 나타났다.
둘째, 매직리얼리즘의 문학과 영화에서 공통적으

로 도출된 특성은 역사성, 상징성, 환상성, 재현성, 모
호성으로 나타났다. 역사성은 전통적 형태의 의상, 색
상과 의복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 장식적 요소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났다. 서양의 시대별 전통복식의 

구조적 형태와 동양 전통복식의 형태와 문양을 차용

하며, 동․서양의 의복 아이템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도 한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디자인 특성 중 형태는 

벨 라인과 버슬 스타일로 나타났고, 소재는 새틴, 자
연소재, 기하학 문양이 나타났으며, 티테일은 비 일반

적인 형태의 장식적 요소가 많은 모자의 착용으로 나

타났다. 모호성은 역사성과 환상성이 혼합된 특성을 

의미하며 남성과 여성의 의복 특성이 혼합되어 성

(性)의 경계가 모호한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인

체의 조형적 구조를 무시하여 왜곡되고 과장된 의상

으로 표현되었으며, 오브제의 왜곡과 과장으로 표현

되기도 하였다. 디자인 특성의 분석결과, 형태는 벨 

라인과 A라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소재는 새

틴, 자연문양이 나타났고, 디테일의 경우 비 일반적인 

헤어스타일, 모자, 다양한 모양의 자수와 문양에 의한 

장식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징성은 색

과 형태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와 장식적 요소, 
전통적 의복 형태의 표현방법이 나타나며, 인물의 성

격과 지위를 상징하는 의복 또는 색으로 표현하였다. 
디자인 특성은 A라인, 벨 라인의 형태와 새틴, 면, 가
공소재, 기하학문양, 자연문양이 나타났으며, 디테일

의 경우 동물 모티브의 모자 착용과 프린트 사용으로 

나타났다. 환상성은 색과 장식적 요소와 전통적 의복

의 형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색과 형태를 차용하고 

있으며, 동화적 특성과 과장된 실루엣을 지닌 의상으

로 나타났다. 디자인 특성은 벨 라인의 형태와 새틴, 
가공소재, 금사, 비즈, 깃털장식과 기하학문양, 자연

문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과장된 헤어스타일과 

장식적인 모자와 가면 등의 디테일이 나타났다. 재현

성은 장식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 전통적 형태와 탈

구조적 의복형태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현실세계에

서 경험한 복식의 형태를 나타내며, 20~21세기의 복

식형태와 액세서리의 디테일을 차용하였다. 디자인 

특성의 경우, 현대의 일반적인 의복의 형태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고, 면, 가죽, 가공소재, 자연문양이 주 소

재로 사용되었고, 디테일은 브레이드 장식과 패치워

크, 테슬 장식,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다리 등 

다양한 장식적 요소와 디테일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

었다. 모호성은 장식적 요소와 전통적 형태, 탈구조적 

형태, 과장된 조형과 상징적 의미의 표현방법을 나타

내며, 영화 속 시․공간을 도약하는 장면에서 착용하

는 의상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는 영화의 장면에서 표현된 화면에

서 의상의 특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촬영된 각도와 

거리, 시간에 따라 의상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

재하며, 분석 대상인 영화의 감독과 의상 디자이너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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