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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상 스타일링 색채, , ,

재질감 캐릭터,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stume styling, color and texture on

character expression in the movies "All About My Wife" and "Marriage Blue".

As a study method, the main scenes were captured from the DVD image and

the costumes of the main characters were analyzed to examine how the

costumes express the personality change according to the story development of

the characters. The characters in "All About My Wife" and "Marriage Blue"

were studied to see how their personality changes as the story develops and

how the costume supports the personality change of those characters. It was

checked that costume contributes to effectively deliver the emotion of the

characters to audience. In the movies, costu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pleting the character, and styling, color, and texture of the costume are

one of the important means of expression. In a movie, costumes, styling, color,

and texture contribute towards development of each character's character. And

these elements act synergistically by acting simultaneously rather than

independently, thus defining the image of the costume and playing a role in

building characters. Movie directors persuade the audience by expressing their

intentions in various ways. Among them, movie costum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expression tools. The styling, color, and texture of the clothes are

practical and effective methodology that will create a character, so I hope that

the field of film art will be researched extensive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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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영화는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시

각적이며 영화 구조와 미학적 심리적인 요소를 통해 관객의,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그 내용이나(Kim & Jung, 2014).

대사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인 의상 소품 배, ,

경 조명 등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극의 전개 사건의 전환, , ,

인물의 성격 변화 등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영화의상은 캐릭터를 완성하는 시각 예술이면서 동시에

관객과 소통하는 독립적인 영상언어로 영화에서 커다란 비

중을 차지한다 또한 영화의상은 대중의 소비가(Kim, 2009).

아니라 배우의 특별한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 등장인물의 모.

든 감정이 의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진 영화의상은 장면이 바뀔 때 입고 나오는 의상만으로도

스토리 전개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영화(Jin, 2017).

에서 의상은 스타일링과 색채 소재의 재질감 등을 통해 캐,

릭터와 스토리를 표현한다 스타일링은 캐릭터의 특징에 따.

라 의상 아이템을 선정하여 코디네이트하고 착용방식을 결

정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뜻하며 동일한 아이템이라도 스,

타일링 방법에 따라 관객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의상의 색은 캐릭터의 특성을 즉각적으로 반영.

하여 캐릭터를 상징한다 색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캐릭터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행동을 표출하며 그것을 상징,

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의상의 재질감은 주요(Kim, 2009).

소재인 옷감에서 직물의 짜임과 표면 상태의 특성을 말한다.

영화의상의 재질은 캐릭터의 섬세한 느낌을 표현하는 동시

에 화면에 풍부한 질감을 선사하여 시각적 효과를 주는 매

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Kim, 2009).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영화에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화의상의 스타일링

과 색채 및 소재의 재질감이 캐릭터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지분석과 함께 영상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실제적인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영화 및 영.

화의상 의상 스타일과 색채 및 소재의 재질감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고 내 아내의 모든 것 결혼 전야 의 영, < >, < > DVD

상에서 주요 장면을 캡처한 후 분석하였으며 잡지 인터넷, ,

기사 등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영화 내 아내의 모든. <

것 은 주요 캐릭터 세 명의 의상을 분석하였고 결혼 전> , <

야 는 옴니버스 형태의 영화이므로 커플별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두 영화의 미술 감독. (production

을 담당한 전경란 감독을 직접 인터뷰하여 의상을designer)

어떠한 의도로 선택하고 스타일링 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타당한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결혼 전야 를< >, < >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두 영화에 등

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 명확하며 캐릭터에 따른 의상의 특,

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영.

화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로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

었으며 관객 및 전문가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이다 내 아내의 모든 것 의 민규동 감독과 결혼 전야 의. < > < >

홍지영 감독은 성별은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연출

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영화 모두 같.

은 제작사인 수필름에서 제작하였으며 수필름에서 제작된,

영화의 공통된 특징은 섬세한 연출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캐릭터 구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두 영화 모두 전경란 미술감독이 참여한 작품으로 그는 인

터뷰를 통해 의상 스타일과 색채 재질감을 통해 캐릭터에,

대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미지 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의의는 영화에서 의상이 캐릭터 창출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

의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 영화의 미술감독과의 심층적

인 인터뷰를 통해 보다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검증하는

등의 실증적인 연구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II.

영화 캐릭터의 개념1.

매체 중심에서의 캐릭터의 개념은 드라마 만화 만화영화‘ , , ,

소설 연극 영화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 , , ,

나 동물 무생물 또는 상상의 대상에 외형적 성격 이야기, ,

등이 주어지거나 디자인된 존재로 정의할 수 있다’ (Jeon &

영화에서의 캐릭터란 영화에 나타나는 다양한Park, 2005).

허구적 인물로서 남자 여자 주인공에서부터 조연 단역 등, ,

의 모든 인물을 포함한다 이 모든 인물들이 영화에서 표현.

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영화 속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만

들어 진 것으로 이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하여 극이 전개되

고 극 전개과정으로 하여금 관객들이 영화의 의미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한다(Lee, 2016).

영화에서 캐릭터는 등장인물이며 동시에 그 성격과 특징,

을 포함하고 있다 영화에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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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외모와 연기뿐만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

등의 외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화에서 의상의 의미2.

영화 의상은 등장인물이 내면과 외면의 강한 연관성을 설정

함으로써 캐릭터의 특징을 시각화하는 장치이다 즉 의상은.

배우의 개성을 없애고 극중 인물의 성격으로 특징지음으로

써 배우의 행위인 연기를 초월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Kim & Han, 2009).

또한 영화 의상은 색상 형태 질감을 통해서 희로애락, , ,

위엄 감정적인 섬세함 고집스러움 등의 심리적 측면을 반, ,

영하고 있으며 여러 디자인 요소를 이용해 극중 인물의 사,

회 경제적 수준 역할이나 성격 심리상태나 감정을 표현하, ,

고 나아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도덕적종교적 관념·

이나 예술사적 정치적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 ·

시적 매개체이다(Yang & Han, 2008).

따라서 영화의상은 영화의 예술적 성격과 등장인물의 심

리적 상황을 표현하고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소개하여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의의를 둔다(Lee

& Lee, 2004).

영화의상의 표현요소3.

Table 1. Styling Methods and Related Adjectives

Style Related Adjectives Style Related Adjectives

Romantic Lovely, Romantic Sporty Healthy

Elegance Elegant, Luxurious Mannish Masculine

Feminine Feminine Classic
Traditional, Stereotyped,

Honest, Tidy

Gorgeous Fancy, Fascinating Modern Cool, Chic

Sexy Sexy Sophisticated Refined, Intellectual, Literate

Ethnic Ethnic Futurism Future-oriented

Natural Natural

Etc.

Humorous, Cute,

Strong personality,

Warm,

Young, Narrow-minded,

Show-off, Fluttering,

Cute, Neat

Casual Comfortable, Free, Monotonous

Country
Corny, Simple,

Timid

Active Active, Extensive

의상 스타일링1)

의상에서 스타일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징적

인 형태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복장의

형태 유형 표현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 (Han & Kim, 2016).

개념적인 스타일을 실제화 하는 과정이 스타일링이며 영화,

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패션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것

을 독특한 방식으로 배우에게 착용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한

다 같은 패션 아이템이라도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

라 전혀 다른 스타일이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타일링의.

방법에 따라 관객들은 배우에 대한 각각 다른 이미지를 받

아들이게 된다 스타일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로.

맨틱 엘레강스 페미닌 고저스 섹시 에스닉 내츄럴 컨츄, , , , , , ,

리 액티브 캐주얼 스포티 클래식 매니시 모던 소피스티, , , , , , ,

케이티드 퓨처리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한 가지, .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여러 스타일이 결합하여 새로

운 룩이 탄생하기도 하고 시대와 공간에 따라 새로운 스타,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스타일은 무한하게 창조될 수.

있으며 영화의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캐릭,

터 분석을 통해 스타일을 창조함으로써 개별 캐릭터의 고유

한 특성을 표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극의 흐름을 반영하여

영화의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스타일링 되었는지 스타일링의

방법과 매칭 되는 다양한 형용사를 과 같이 정리하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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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에 근거하여 스타일링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랑스러운. ,

낭만적인 우아한 고급스러운 여성스러운 화려한 매혹적, , , , ,

인 섹시한 이국적인 자연스러운 편안한 자유로운 촌스러, , , , , ,

운 순박한 소심한 활동적인 대범한 건강한 남성스러운, , , , , , ,

전통적인 틀에 박힌 정직한 차가운 시크한 세련된 교양, , , , , ,

있는 미래지향적인 유머러스한 큐트한 등의 형용사로 스, , ,

타일링 방법을 구분한 후 의상 스타일링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색채2)

영화에서 색채는 영화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시각

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며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 할

Table 2. Image and Fashion Color Image Reminiscent of Color

Color Remind of Color Color Image Fashion Color Image

Red
Fire, Blood, Sun, Apple, Rose,

Strawberry

Passion, Intense Heat, Activity,

Tension, Anger, Attack

Passionate, Dynamic,

Enterprising, Sexy

Orange
Tangerine, Orange, Persimmon,

Glow, Autumn, Carrot

Vitality, Abundance, Delightful,

Warm, Friendship
Lively, Individual, Bright

Yellow
Lemon, Rapeseed, Banana,

Forsythia, Chick

Cheerful, Safety, Jolly, Curious,

Happy, Weak, Warning,

Attention

Cute, Lively, Classy (Gold)

Green
Leaf, Forest, Meadow, Grass,

Mountain, Watermelon

Rest, Peace, Freshness,

Stability, Intelligence, Sincerity,

Calm Aspiration

Natural, Comfortable, Natural,

Conservative

Turquoise Deep Sea, Jewels, Cold Wind
Deep, Easy, Cool Loneliness,

Slander
Fresh, Intelligent, Calm, Young

Blue Sea, Sky, Water
Cold, Calm, Mysterious,

Eternal, Silence, Cool, Solitude

Young, Intelligent, Cool,

Trustworthy

Purple
Hydrangea, Grapes, Lavender,

Amethyst

Mystical, Elegance, Splendor,

Nobleness, Sadness, Anxiety,

Loneliness

Elegant, Majestic, Aristocratic

Magenta Rhododendron, Zinnia, Ruby
Love, Affection, Devotion,

Mildness, Warmth
Gentle, Sensual, Curvy

Brown
Dirt, Ground, Trees, Grain,

Fallen Leaves

Earthy, Sorghum, Calm, Stable,

Frugal
Traditional, Profound, Natural

White
Snow, Sugar, Wedding Dress,

Hospital

Innocence, Chastity, Pureness,

Divinity, Cleanliness
Neat, Pure, Fantastic, Romantic

Grey Cloud, Rat, Ash
Neutral, Modest, Mediocre,

Lethargic, Silent, Melancholy

Urban, Moderate, Formal,

Futuristic

Black
Night, Black Rose, Mourning,

Charcoal

Darkness, Fear, Death, Anxiety,

Vanity, Despair
Modern, Authoritative, Stylish

(Lee, 2016, p.29)

수 있다 시각적 요소들이 보여주는 색(Kim & Jung, 2014).

상의 이미지는 관객들이 미장센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영화의상에서는 색과 정서와의 연관성으로 등장인물의 성

격을 표현하거나 극의 흐름을 상징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의상 디자이너는 색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당

한 색을 선택하도록 하여 상황에 적합한 의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본 연구에서 색(Lee & Lee, 2004). Table 2

채가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색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와 패션색채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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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ages and Uses of Textile Materials

Images Surface Properties Texture Light Reflectivity Fabric Name

Sporty
Slightly Smooth,

Warm

Hard, Dense, Flexible,

Solid, Elastic
Opaque, Matte

Gabardine, Piqu ,é
Denim, Poplin,

Sharkskin

Youthful
Slightly Smooth,

Warm, Changing

Stiff or Smooth,

Flexible, Solid

Opaque or Matte,

Translucent,

Transparent

Gingham, Pliss ,é
Organdy, Batiste,

Tulle, Eyelet, Calico

Sophisticated,

Dressy

Slightly Smooth,

Slightly Warm

Soft, Thin, Fine,

Elastic, Flexible,

Luxurious

Shiny, Matte,

Translucent,

Transparent

Satin, Crepe, Jersey,

Chiffon, Velvet

Businesslike
Slightly Smooth,

Slightly Warm

Stiff, Tight, Dense,

Solid
Opaque, Matte

Gabardine, Neutral,

Worsted wool Fabric,

Broadcloth

Casual
Slightly Rough,

Warm, Rough

Soft and Hard,

Medium Roughness,

Flexible

Opaque, Matte,

Translucent

Corduroy, Flannel,

Knitted Fabric, Felt

(Lauer, 1985/1993, p.162)

소재의 재질감3)

영화의상의 재질은 캐릭터의 섬세한 느낌을 표현함과 동시

에 화면에 풍부한 질감을 선사하여 시각적 효과를 주는 매

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다 또한 영화의상 디자(Kim, 2009).

이너는 등장인물의 이미지에 적합한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

여 알맞은 재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포.

티하고 컨트리한 이미지는 거칠고 두터운 면 소재가 적합하

고 고급의 얇은 면은 로맨틱이나 엘레강스 이미지를 표현하,

는데 적합하다 모 소재는 세련되고 남성적인 느낌을 표현하.

기에 적합하며 섬세한 편물은 엘레강스한 느낌이 강하다, .

두꺼운 모직물이나 마직물인 경우에는 컨트리 이미지를 표

현하는데 알맞다 견 소재은 드레스 감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엘레강스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적합하다 합, .

성섬유는 직조와 가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Kim, Kim, Na, Shin, Oh, You, Jeon, & Hong,

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재의 특성을 본 논문2000). Table 3

에서 소재의 재질감이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였다.

영화 줄거리 및 캐릭터에 따른 영화의상 분석III.

영화 줄거리1.

내 아내의 모든 것1)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은 년도에 개봉한 민규동 감< > 2012

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로서 수필름과 영화사 집이 공동㈜

제작하였다 장르는 코미디 멜로로맨스이며 누적 관객수. , · ,

명을 기록하였다4,598,583 (KOREA Box-office Information

민규동 감독은 허스토리System [KOBIS], 2019). < >(2017),

무서운 이야기 화성에서 온 소녀 간신< 3: >(2016), < >(201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서양골동양과자점< >(2011), <

앤티크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2008), < >(2005),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장편< >(1999)

영화를 연출하였으며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호평 받아 왔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외모와 요리실력 등 모든.

것을 갖춘 정인 임수정 은 집에서 끊임없이 독설과 불평불만( )

을 쏟아내고 남편 두현 이선균 은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고( )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내가 무.

서워 이혼 얘기도 못 꺼내는 남편은 결국 아내가 스스로 자

신을 떠나게 만들 기막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긴

다 남편은 카사노바 성기 류승룡 에게 아내를 유혹하여 아. ( )

내 스스로가 이혼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카사노바 사이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재미있

는 로맨스가 펼쳐지는데 결국 두현이 정인의 마음을 이해하,

고 정인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내용이다.

결혼전야2)

영화 결혼전야 는 홍지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년< > , 2013

도에 개봉하여 누적관객 명을 기록하였다 수필1,214,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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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서 제작하였으며 장르는 코미디 멜로로맨스이다, , ·

홍지영 감독은 당신 거기 있어줄래(KOBIS, 2019). < ,

요 무서운 이야기 키친 등을 연>(2016), < >(2012), < >(2009)

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감독 중의 한 명이다.

영화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네 커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번 이별을 경험한 후 다시 만난 전직 야구선.

수 태규 김강우 와 비뇨기과 의사 주영 김효진 연애 년차( ) ( ), 7

로 밋밋한 사랑을 이어가는 스타 쉐프 원철 옥택연 과 네일( )

아티스트 소미 이연희 그리고 이들 사이에 나타난 제주도( )

여행가이드 경수 주지훈 나이 차이와 국경을 넘는 사랑 앞( ),

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순수한 꽃

집 노총각 건호 마동석 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절세미녀 비카( )

구잘 하루 밤 실수로 초고속 결혼을 진행하는 파파걸 이( ), ‘ ’

라 고준희 와 마마보이 대복 이희준 이렇게 네 커플이 메( ) ‘ ’ ( )

리지 블루를 겪으며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때론 재미있

게 때론 심각하게 펼쳐진다.

캐릭터에 따른 영화의상 분석2.

Table 4. Character Presentation Based on the Costume Styling, Color, Texture of Yeon, Jungin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 Presentation

1

Free,

Strong-

personality

Grey

Flexible,

Smooth,

Matte

Strong and free spirit

Figure 1. Jungin(A)
(All About My Wife, 2012)

2

Sexy,

Fascinating,

Elegant

Red

Smooth,

Fine,

Luxurious

Don't care about others'

eyes and behave as you

believe

Figure 2. Jungin(B)
(All About My Wife, 2012)

3
Feminine,

Warm
Beige

Warm,

Soft

Unlike the cold exterior, it

expresses a complex

character with warmth

inside

Figure 3. Jungin(C)
(All About My Wife, 2012)

내 아내의 모든 것1)

먼저 주요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극의 전개에,

따른 상황별 주요 이미지를 각각 세 컷씩 선정하여 의상의

스타일링 방법과 색채 및 재질감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캐릭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정인(1)

연정인은 일본 유학 중 갑자기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던 중 이두현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된다 그 인연으.

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 어느.

덧 결혼생활 년차를 맞이한 그녀는 자기 주관이 지나치게7

뚜렷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고 드는 피곤한 성격으로 남

편은 이런 그녀를 부담스러워 한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카사노바에게 순간.

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연약하고 인간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성격이다.

의 에서는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인물의Table 4 Figure 1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하의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무채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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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컬러 면 다이마루 소재의 루즈핏 티셔츠만을 착용하

여 자아가 강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며 전업주부로서의 무,

료한 일상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에서는 정열적. Figure 2

이며 섹시한 레드컬러의 드레스와 블랙 스타킹을 코디하여

섹시함과 매혹적임을 표현하였으며 레드컬러의 흐르는 듯한,

드레이퍼리 새틴 소재는 인물의 품격과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사용하는 중에도 남의 시선을 의.

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부부동반의 파티에 어울리는

의상을 고집스럽게 착용함으로써 당찬 성격을 보여주고 있

다 에서는 여성스러움과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 Figure 3

베이지 컬러의 퍼 장식 알파카 코트를 착용함으로써 차가운

외면과는 달리 내면에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

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상을 통해 연정인의 일관.

성이 있으면서도 차가움과 따뜻함의 양면성을 지닌 개성 넘

치는 성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두현(2)

Table 5. Character Presentation Based on the Costume Styling, Color, Texture of Lee, Duhyun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 Presentation

1

Free,

Comfortable,

Young

Khaki,

Orange,

Grey

Soft and

hard, Slightly-

smooth

Young, free-spirited and

relaxed personality

Figure 4. Duhyun(A)
(All About My Wife, 2012)

2

Traditional,

Stereotyped,

Narrow-minded

Grey,

Burgundy

Slightly-

warm,

Solid

Formal and illiberal,

professionals

Figure 5. Duhyun(B)
(All About My Wife, 2012)

3
Humorous,

Cute

Black,

Gray
Soft and hard

Expressing a timid,

unreliable, unstable

psychological state

Figure 6. Duhyun(C)
(All About My Wife, 2012)

이두현은 건축가로서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항상 타인의 시,

선을 의식하는 인물이다 직설적인 연정인의 언행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정작 싫다는 표현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한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카사노바를 동원하여 이혼의 빌미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카사노바가 막상 아내를 유혹하는데 성공하는 듯 보

이는 순간 이두현은 조바심을 내고 그들을 미행하기도 한다.

의 에서는 일본유학생 시절의 자유롭고Table 5 Figure 4

편안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그레이 후드티 위에 초록색

계열인 카키와 오렌지 안감 배색의 면 점퍼를 스타일링 하

여 젊고 활발하며 편안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

에서는 딥톤의 버건디 컬러의 터틀넥 풀오버와 그레이 모직

재킷에 블랙 크로스백을 매치하여 전형적인 전문직 종사자

의 모범적이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은 이두현이 아내와 카사노바를 미. Figure 6

행하는 장면으로 톤이 낮은 무채색 조합으로 후드티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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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두껍지 않은 코트위로 니트 머플러를 여러 번 감아 두

르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다소 유머러스하면서 큐트한 스

타일링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심하게.

두 사람의 뒤를 쫓고 있는 자신감 없고 불안정한 심리적 상

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후드를 머리에 타이트하게 쓴,

모습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웃음코드를 더해주는 묘미

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스토리 전개에 따른 이두현의 의.

상을 통해 극 중 그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공감할 수 있다.

장성기(3)

장성기는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이나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

며 많은 여자들이 그를 흠모하여 찾아오고 있다 세상의 어, .

떤 여자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진 인물이다 그는 이두현으로부터 그.

의 아내를 유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두현의 아내 연정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

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사랑에 대하여 눈

Table 6. Character Presentation Based on the Costume Styling, Color, Texture of Jang, Sungki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 Presentation

1
Showing -off,

Exotic

Black,

Grey,

Violet

Solid,

Dense,

Stiff

Free spirit, strong

personality, Addicted to

self

Figure 7. Sungki(A)
(All About My Wife, 2012)

2

Fancy,

Showing off,–

Exotic

Ocher,

Brown,

Orange

Solid,

Slightly-

warm

Trying to be colorful,

showy, and formal

Figure 8. Sungki(B)
(All About My Wife, 2012)

3
Comfortable,

Honest

Khaki,

White

Warm,

Soft and hard

Abandoning false self

and expressing inner

purity

Figure 9. Sungki(C)
(All About My Wife, 2012)

뜨게 된다.

의 에서 옆집 남자 장성기가 이두현으로Table 6 Figure 7

부터 아내를 유혹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장면이다 라이트 그.

레이 컬러의 얇은 면 다이마루 소재의 니트 위에 두꺼운 조

직감의 다크 그레이 면셔츠와 중량감이 느껴지는 블랙 코트

를 레이어드 하였고 그 위에 에스닉한 감성의 톤 다운된,

보라색 페이즐리 문양의 롱 머플러를 길게 늘어뜨려 스타일

링을 하였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네크라인을 오픈하여 목.

을 많이 드러낸 스타일링으로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하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다 은. Figure 8

과 같이 카디건과 재킷 및 코트를 레이어드하여 스Figure 7

타일링 하였으나 브라운 컬러가 주는 안정감과 함께 산뜻한

오렌지 컬러의 페이즐리 문양의 에스닉한 머플러를 목에 여

러 번 둘러 감아 과시적이긴 하지만 격식을 갖추려고 노력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는 장성기가 취재를 온. Figure 9

연정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화이트 면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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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에 두께감이 느껴지는 그레이시 카키색 카디건을 레이어

드하여 내츄럴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하였다 평소 과시적인.

패션스타일과는 달리 포근하며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스타일링으로 샌드아트와 함께 전달되는 그의 진심이 관객

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의상을 통해 장성.

기의 자유분방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캐릭터에서 순수한

감성으로 변해가는 극중 성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혼전야2)

영화 결혼전야 에 등장하는 네 쌍의 커플에 대하여 먼저『 』

각 개인별로 기본적인 성격과 커플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별 특성을 잘 나타내는 이미지 컷과 커플의 관

계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 컷을 선정하고 각각의 이미지별로,

의상의 스타일링 방법과 색채 및 재질감을 통하여 캐릭터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7. Character Presentation Based on the Costume Styling, Color, Texture of Taekyu/Juyoung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couple
Presentation

1
Comfortable,

Free,

Healthy

White,

Grey

Soft and hard,

Flexible

Healthy,

self-confident,

unrelenting

personality

Figure 10. Taekyu
(Marriage Blue, 2013)

2
Refined,

Intellectual
Blue

Smooth,

Flexible

A vast personality of

intellectual feeling

Figure 11. Juyoung
(Marriage Blue, 2013)

3

 Taekyu:
Active

 Juyoung Refined,

Intellectual

 Taekyu: Red
purple

 Juyoung:
Navy

 Taekyu: Elastic
 Juyoung:
Smooth,

Flexible

Both are subjective

personalities who

only assert their claim

Figure 12.
Taekyu & Juyoung

(Marriage Blue, 2013)

태규 주영(1) /

야구선수 태규와 비뇨기과 의사 주영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년 전 이별 후 다시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태규는 자13 .

신이 여러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단정하지 못한 생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주영의 결

혼 경험에 대하여 마치 자신만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분노

하는 이기적인 성격을 보인다 주영은 겉보기에는 자유분방.

하고 이기적인 인물 같지만 한 남자 태규 와의 사랑을 가슴( )

깊은 곳에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아가는 지고지순한 인물이

다 이들 두 인물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실제가 다른.

이중적인 성격의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에서 태규는 얇은 그레이 티셔츠와 화이트에 블Figure 10

랙 날염 문양이 있는 두께감이 얇은 면 다이마루 티셔츠를

겹쳐 입고 워싱된 코튼 팬츠를 매치하여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두 장의 티셔츠는 모두 네크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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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넓게 파져 목과 어깨를 많이 드러내며 화이트에 과감,

한 블랙 날염문양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규의 거침없

는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에서 주영은 그레이. Figure 11

시 블루 컬러의 드레이프성이 좋고 드라이터치감이 느껴지

는 실키한 소재의 상의와 팬츠 세트의 투피스를 착용하고

있다 그레이시 톤의 블루컬러에서 세련된 지적임이 느껴지.

며 슬리브리스 탑과 슬림핏 팬츠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주영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는 태규가 주영의. Figure 12

과거를 알게 되어 언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태규는 와인컬러

의 스트레치성이 강한 저지 소재로 된 야구 선수복 상의를

통해 다부진 상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영은 블루 재킷과,

팬츠 정장을 착용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의상에서 보이는 와.

인과 블루 컬러 대비를 통해 대립하는 두 인물의 갈등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원철 소미 경수(2) / /

Table 8. Character Presentation Based on the Costume Styling, Color, Texture of Woncheol/Somi/Kyungsu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 Presentation

1

Honest,

Warm,

Neat

Pink

Soft,

Slightly-

smooth

Warm, honest and

understanding

Figure 13. Woncheol
(Marriage Blue, 2013)

2
Romantic,

Free
White

Soft,

Fine

The desire for freedom

with a romantic

sentiment

Figure 14. Somi
(Marriage Blue, 2013)

3 Comfortable White
Soft,

Flexible
Old relaxed lovers

Figure 15.
Woncheol & Somi

(Marriage Blue, 2013)

유명한 스타 쉐프 원철과 네일 아티스트 소미는 연애 년차7

이며 오랜 만남을 가져 온 만큼 결혼을 당연한 일로 여기,

고 있다 소미는 며칠 남지 않은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도에.

서 개최되는 네일아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속

이고 여행을 떠난다 원철은 결혼을 앞두고 여자 친구의 제.

주도 여행을 허락할 만큼 여자 친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소미는 제주도에서.

만난 여행가이드 경수와 급작스럽게 사랑에 빠지고 결국 결

혼식장에서 도망쳐 경수에게 갈만큼 자기애가 강하고 자유

를 갈망하는 인물이다 여행가이드이자 웹툰 작가인 경수는.

자유롭고 낭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의 은 스타 쉐프 원철이 자신의 레스토Table 8 Figure 13

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라이트 핑크 컬러의 옥스

퍼드 셔츠에 블랙과 화이트 스트라이프 에이프런을 허리에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컬러감이 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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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 Presentation

4 Free

Khaki,

White,

Sky-blue

Soft and hard,

Solid,

Matte

Bohemian sensation of

free spirit and curiosity

Figure 16. Kyungsu
(Marriage Blue, 2013)

5
Romantic,

Fluttering

 Kyungsu:Whit

e, Sky-blue

 Somi:

Sky-blue

 Kyungsu: Soft
 Somi:

Smooth

Feeling couple where

new love begins

Figure 17.
Kyungsu & Somi

(Marriage Blue, 2013)

의 이해심 많은 성격을 나타내며 단정한 버튼다운 셔츠와,

깔끔한 패턴의 에이프런은 정직하고 스마트한 쉐프의 캐릭

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에서 소미는 잔잔한 꽃무. Figure 14

늬 자수가 있는 순백의 아사 블라우스로 로맨틱한 감성의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Figure 15

는 원철과 소미 모두 화이트 슬라브면 티셔츠를 입고 요리

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래된 편안한 연인임이 느껴진다.

은 워싱된 카키색 면 야상과 화이트 티셔츠 홀치Figure 16 ,

기 날염의 부드러운 천연소재 머플러의 스타일링은 경수의

보헤미안 감성의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며 호기심을 일으키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은 소미와 원철의 제주도에. Figure 17

서의 첫 만남 장면으로 전체적으로 스카이블루와 화이트 컬

러로 조화로운 커플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미의 하늘하.

늘한 소재의 작은 화이트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에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설렘을 기대하게 한다 소미라는 한 여성이.

오래된 연인 원철 새로운 사랑인 경수와 함께 등장할 때,

의상 소재의 재질감의 차이를 두어 관객으로 하여금 편안함

과 설렘의 느낌을 공감하게 하였다.

건호 비카(3) /

꽃집을 운영하는 노총각 건호는 우락부락한 겉모습과는 달

리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절세미녀.

비카와 사랑에 빠졌으나 자신의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로 성

적 자신감을 잃고 고민하는 소심함을 보이기도 한다 비카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순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다.

의 은 건호가 핑크색 별 모양 패턴이 들Table 9 Figure 18

어간 스카이 블루 면셔츠에 베이지 컬러의 면 팬츠를 매치

하고 서스펜더와 투명 에이프런을 착용하고 자신이 운PVC

영하는 꽃집에서 꽃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다 결혼전야에서.

건호의 의상은 겉모습과는 달리 귀엽고 아기자기한 패턴이

들어가 있거나 다양한 컬러로 된 체크 패턴의 셔츠들을 입

고 등장하며 특히 액세서리로 서스펜더를 착용하여 고지식

하지만 로맨틱한 순정남의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건.

호의 애인인 비카는 와 같이 노출이 많은 핑크 컬Figure 19

러의 스판 소재 탱크탑과 같은 계열의 후드집업 타이트한,

블랙 레깅스를 매치하여 젊음과 섹시함을 강조하고 있다.

은 비카가 한국에 머물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고Figure 20

오해한 건호가 비카의 진심을 알고 비카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오렌지계열의 체크문양 면 소재의 셔츠와 베이지

팬츠와 서스펜더를 착용하여 순정남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카의 내츄럴한 덜톤의 카키 니트는 평소 섹시한,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스타일링하여 알고 보면 비카도 순정

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여성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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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racter Presentation Based on the Costume Styling, Color, Texture of Gunho/Vika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

Presentation

1

Romantic,

Cute,

Timid

Skyblue with

pink pattern,

Beige

Soft and hard

Unlike its appearance,

he has a cute and

romantic feeling

Figure 18. Gunho
(Marriage Blue, 2013)

2

Sexy,

Young,

Active,

Healthy

Pink,

White,

Black

Elastic,

Flexible

Young, sexy and sexy

figure

Figure 19. Vika
(Marriage Blue, 2013)

3

 Gunho:
Timid,

Romantic

 Vika:
Natural

 Gunho:
Orange, Beige

 Vika:
Khaki

 Gunho:
Soft and hard

 Vika:
Medium-

roughness

Knowledgeable but

romantic Gunho and

Vika with a pure

inner

Figure 20.
Gunho & Vika

(Marriage Blue, 2013)

대복 이라(4) /

남자 간호사인 대복과 웨딩플래너인 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첫날밤에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한다 대복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라는 정숙한 목사의 딸이라는.

정체성과 개방적인 전문직 신세대 여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인물이다.

의 은 대복의 패션 스타일을 함축하여Table 10 Figure 21

보여주는 장면으로 영화에서 대복은 지나치게 신경 쓴 톤온

톤 배색의 의상들로 통일시켜 입는 경향이 있다. Figure 21

은 블루컬러 톤온톤 배색으로 셔츠 넥타이 카디건 및 팬츠, ,

아이템을 블루 컬러계열로 배색하였다 에서 보는. Figure 22

바와 같이 이라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세련된 스타일을 추

구하는 웨딩플래너로 등장한다 블랙 원피스와 코랄 컬러의.

롱 재킷을 매치하여 세련된 감성을 지닌 패셔너블한 직업인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은 이라가 대복에게 결. Figure 23

혼하기 싫은 이유를 대는 장면이다 화이트 라셀레이스 이너.

탑과 화이트 재킷으로 매치한 이라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룩

을 완성하고 있으나 옐로우 하트 문양의 블루 라운드 니트

를 입은 대복은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고 불안정해 보인다.

조화롭지 않은 두 사람의 의상의 차이가 결혼을 앞두고 성

격 종교 집안 등 모든 것이 맞지 않아 싸우는 이 장면을, ,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에 본론에서의 두 영화의상의 표현요소가 캐릭터Table 11

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핵심내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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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racter Presentation Based on the Costume Styling, Color, Texture of Daebok/Ira

NO Scene Styling Color Texture Character Presentation

1

Corny,

Neat,

Comfortable

Blue Flexible

He seems to care

about fashion a lot,

but the forced color is

expressed as a rustic

character

Figure 21. Daebok
(Marriage Blue, 2013)

2

Refined,

Literate,

Intellectual

Coral

Black

Smooth She is a fashionable

profession

Figure 22. Ira
(Marriage Blue, 2013)

3

 Daebok: Corny
Comfortable

 Ira: Refined
Luxurious

 Daebok:
Blue

w/Yellow

 Ira:
White

 Daebok:
Flexible

 Ira:
Luxurious,

Smooth

Expressing the

opposing composition

of the couple in a

sense of luxury and

rustic fashion

Figure 23. Daebok & Ira
(Marriage Blue, 2013)

Table 11. Key Contents on the Effect of Expressive Elements on the Movie <All About My Wife> and <Marriage Blue>

Elements of the Costume Expressive Elements Character Presentation

Styling

Comfortable Free-spirited, Relaxed personality

Traditional, Stereotyped,

High Neck Styling
Formal, Illiberal professionals

Fancy, Showing off–

Open neck styling
Free-spirited, Strong personality, Addicted to self

Color

Red Sexy, Fascinating

Khaki Natural, Relaxed personality

Light pink Honest, Understanding

White Relaxed, Pure

Sky blue Flutter

Texture

Warm, Soft Warm personality

Solid, Dense, Stiff Strong personality

Silky, Luster Luxury, Elegance, Intellectual

Elastic, Flexible Young, Sexy,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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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IV.

영화 의상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이다 의상을 통해 새롭게 배우의 개성이 창출.

되며 배우는 의상의 변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캐릭터를 만,

들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영화 의상은 배우의 심리적인.

측면을 외면화 시키고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직, , ,

업 등 외적인 특성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며 영,

화의 배경의 되는 시대를 가늠하게 하고 그 시대의 특성을

알게 해준다.

의상에서 스타일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징

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복장의

형태 유형 표현양식을 말하며 스타일은 무한하게 창조될, , ,

수 있고 영화의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등장인물의 캐,

릭터 분석을 통해 스타일을 창조함으로써 개별 캐릭터의 고

유한 특성을 표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영화에서 색채.

는 영화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가장 먼

저 인지되며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영화.

의상 디자이너는 색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당

한 색을 선택하도록 하여 상황에 적합한 의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의상의 재질은 캐릭터의 섬세한 느낌을 표.

현함과 동시에 화면에 풍부한 질감을 선사하여 시각적 효과

를 주는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다 또한 영화의상 디자이.

너는 등장인물의 이미지에 적합한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알맞은 재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과 결혼전야 에서 의상의< > < >

스타일링 색채 재질감이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 ,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타일링 측면에서 살펴.

보면 캐주얼 스타일은 자유분방하고 편안한 느낌의 캐릭터

를 표현하며 목을 감싸는 터틀넥 아이템을 활용한 스타일링,

은 경직되고 소심한 캐릭터임을 나타내는데 반해 네크라인

을 오픈하여 목을 많이 드러낸 스타일링은 과시적이며 자신

감 넘치는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니트와 카디건.

위에 코트와 머플러까지 여러 아이템을 레이어드한 스타일

링은 과시적이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적합하

였다 그리고 두 영화의 의상에서 나타난 색채가 캐릭터 표.

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영화의상에서 레드컬러는.

정열적이며 섹시함을 강조할 수 있는 컬러이다 연정인의 레.

드 드레스는 그녀가 영화의 주인공임을 나타내며 주관이 뚜

렷한 당찬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내추럴한.

덜 톤의 카키와 브라운 컬러는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느낌의 캐릭터를 표현하며 파스텔 톤의 핑크 컬러는 부드럽

고 이해심 넓은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였다 화이트 컬러는.

순수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스카이블루 컬러는 하,

늘하늘한 소재감과 함께 로맨틱한 감성을 느끼게 하였다 특.

히 영화에서 커플이 함께 등장할 때 색채의 조화 또는 대비

의 컬러코디네이션으로 두 인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의상의 재질감 측면을 살펴보면 따뜻하고 소프.

트한 재질감은 캐릭터 내면의 따뜻함을 표현하고 실키하며,

광택이 있고 섬세한 소재의 재질감은 럭셔리하며 엘레강스

하고 지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스트레치성 소재는 몸에 밀착.

됨으로써 캐릭터의 섹시함과 건강함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영화 의상에서 스타일링과 색채 재질감은 각각의,

요소가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

들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의상의 이미지를 규정하고 캐릭터

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저스한 스타일의 매끄럽고 섬세.

한 재질감의 레드컬러 드레스는 세 요소가 합쳐져 캐릭터를

더욱 정열적이고 럭셔리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순백,

의 얇고 부드러운 재질감의 아사블라우스는 컬러와 재질감

요소가 합쳐서 더욱 로맨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

결혼전야 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 성< >

격이 변화하고 그러한 인물의 성격변화를 의상이 어떻게 지,

원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영화에서 의상의 변화가 관객들에

게 등장인물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사한 관점에서의 선행 연구가 부재하

며 그로인하여 스타일링을 규정하는 형용사를 도출하는 과,

정 등에 있어서 학술적 근거가 빈약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

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연출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

여 관객들을 설득한다 그 가운데 영화의상은 가장 효과적인.

표현도구의 하나이며 의상의 스타일링 색채 재질감은 그, , ,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으로서 캐릭터를 창출하는 기능

을 수행하게 되므로 향후에 영화예술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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