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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프로 퓨쳐리즘은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 SF소설, 역사, 판타지,‘흑인 중심주의'와 환상적 리얼리즘 등의 요소

를 접목한 미래적 문화기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블랙 팬서》에 나타난 문화적 배경을 통해 아프로 퓨쳐리즘의 개념과 

아프리카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고, 영화 캐릭터의 코스튬 특성을 분석하여 아프로 퓨쳐리즘이 내포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영화 코스튬 사례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로 이루어졌다. 이론적 고찰은 아프로 퓨처

리즘과 슈퍼히어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사례는《블랙 팬서》에 나온 주인공의 코스튬

과 주요 캐릭터의 복식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아프로 퓨처리즘의 예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예술의 저항성, 둘째, 문화의 반동효과를 통한 흑인 예술의 정체성 확립, 셋째, SF 환타지를 통한 

예술적 치유성이다. 

주제어 : 아프로 퓨쳐리즘, 블랙 팬서, 아프리카,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코스튬  

Abstract  Afrofuturism was born under the combination of the elements of African culture, sci-fi novels, 

history, afrocentrism and Magic Realis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ort out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Afrofuturism basing on the artistic elements appearing in Black Panther. The method 

is to investigate the academic papers, periodicals, singles and the Internet research related to African 

culture, Afrofuturism and American superheroes first. And then make the analyzation of the design of 

uniforms of the major characters in the movie as cases. The result is：First, the resistance of art for 

social minoritie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black art through the reactionary effect of 

culture, and third, the artistic healing through SF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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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블랙 팬서》는 마블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에 의해 2018년에 개봉된 제18부 슈퍼 히어

로 영화이다. 줄거리는 기존의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의 만화에서 기인하였으며, 마블 스튜디오

（Marvel Studios）에서 제작하고 월트 디즈니 스튜디

오（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에서 발표

하였다. 감독은 라이언 쿠글러(Ryan Coogler)이고, 채

드윅 보스만(Michael B. Jordan), 마이클 B. 조던

(Michael B. Jordan)과 다나이 구리라 (Danai Gurira)

등이 주연으로 등장하였다. 이 영화는 마블의 수퍼히어로 

시리즈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흑인이 슈퍼 히어로의 주

역을 맡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본 영화의 흥행 수입은 12.46억 달러에 달하였고, 2018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의 모션픽쳐(Best Motion 

Picture of the Year), 음향편집(Sound Editing), 음향

믹싱(Sound Mixing) 후보에 거명되었다. 의상상

(Costume Design), 음악상(Music Original Score), 

프로덕션 디자인(Best Production Design)상을 수상하

여, 마블 영화 사상 처음으로 오스카에서 상을 획득한 영

화이다. 본 연구자는《블랙 팬서》가 성공한 이유를 아래의 

두 가지로 본다. 

첫째, 10년 전 마블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정치적 색채가 있는 영화이

기 때문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흑인의 민족정서, 즉 과거 

흑인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우회적으로 표출하여 현대인

들에게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둘째, 

본 영화에서는 ‘아프로 퓨쳐리즘’ 미학을 영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화 스토리의 배경은 서방의 침략을 받

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고도로 발달한 가상의 아

프리카 국가이다. 영화 배경에서 나타난 언어, 토템, 문

자, 무기와 복장 등은 모두 아프리카의 예술적 색채를 재

현 및 모던하게 재해석하였는데, 그 예술적 표현과 가치

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랙 팬서》 영화에 나타난 문

화적 배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아프로 퓨쳐

리즘의 개념과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 분

석하고 영화의 저변에 깔린 아프로 퓨처리즘과 그 미학

이 내포된 주요 캐릭터 코스튬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

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수퍼히어로 복식’ 에 관련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두 슈퍼 히어로의 복식의 조형, 복장의 디자인과 변천, 

미국 문화와의 연계, 슈퍼 히어로 영화의 발전 등이 일반

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슈퍼 히어로 영화에 나

타난 구체적인 문화현상과 복식과의 관계 중 ‘아프로 퓨

쳐리즘’과 관련된 논문과 이론적 분석은 전무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아프로 퓨쳐리즘에 

대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아프리카 현대 예술의 융합 현

상 등의 키워드를 차례로 조사, 분석하여 ‘아프로 퓨쳐리

즘’의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다.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

는 이택광(2014)[1], 유서연(2014)[2], 유승완(2017)[3], 

김윤희(2012)[4], 林大江(2018)[5], 노윤선(2014)[6]의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역사와 아프로 퓨

쳐리즘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지고, 블랙팬서 

영화에 나타난 코스튬과 복식, 메이크업, 도안 등 각 방면

에서 아프리카 요소의 사용여부와 융합에 대해 분석하여, 

마지막에 아프로 퓨쳐리즘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아프로 퓨쳐리즘

2.1 아프로 퓨처리즘의 정의

‘아프로 퓨처리즘’이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의 작가

이자 문화평론가 마크 데리(Mark Dery)가 자신의 에세

이 <블랙 투 더 퓨처>(Black to the Future])에서 개념

화한 것이다. 아프리카 미래주의를 의미하는 ‘아프로 퓨

쳐리즘(Afrofuturism, 이하 아프로퓨쳐리즘)'은 역사 · 

현실 · 미래를 통틀어 아프리카계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

기 위한 실천과 이론을 총칭하는 말로, 접두사 Afro(아프

리카적 또는 아프리카적)와 추상명사 futurism(미래주

의)을 조합한 것이다. Afro는 지역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종족의 속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아

프리카 역사상 모든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국타향에 

끌려간 아프리카 흑인 노예 및 그 후예, 그리고 세계 각

지의 흑인 및 그 후예를 가리킨다. 

미래주의를 의미하는 ‘퓨쳐리즘(futurism)’의 개념에

서 ‘아프리카‘는 존재하지 않았다. 퓨쳐리즘은 일반적으

로 20세기 중반 이탈리아에 일어나 1990년대 미국의 아

폴로 호가 달 착륙을 하며 전 세계에 번진 서양의 미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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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혹은 미래학（futures studies or futurology)을 말

한다. 이는 지극히 서양의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진행된 미래주의로, '서양의 퓨쳐리즘'이라고 별도로 불

리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적 맥락은 ’아프로 퓨쳐리즘’ 컨

셉 탄생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사회과학 연구자인 버넘 

피 벡위스(Burnham P. Beckwith)는 1984년에 미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7]. 그는 미래에는 전문적인 과학 퓨

쳐리즘을 연구하는 직업이 크게 촉망 받을 것이며, 미래

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고 예견하

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선발

된 26명의 학자 가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909년에 이틸라이에서 마리네티(marinetti)가 

발표한 선언문인 <마니페스토 오브 미래주의(Manifesto 

of Futurism)>는 미래주의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미래주의는 회화, 음악, 조각, 문학, 복식, 건축, 연극, 영

화, 무용 등 전 분야에 적용되었다. 유럽에서 시작한 미래

주의는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후 기술의 비

약적 발전이 있거나 급진적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지속적

으로 등장하였다[8]. 한편 미래학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더불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위주의 역사, 현재, 미래

만을 기준 삼아온 치명적인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

다. 또한, W. E. B. 두 보이스(W. E. B. Du Bois)는 20세

기의 가장 주요 문제는 ‘종족 구분에 따른 한계’（the 

color line）라고 예고했다[9]. 또한 작가 드레이니

(Filippo Tommaso Marinetti)는 흑인은 인간 역사 중 

금절된 종족이고,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문

화 파멸은 전무후무하다고 강조하였다[10]. 이와 같이 그

동안 소외된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깨달음은 

아프로 퓨쳐리즘 컨셉이 탄생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본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아프

리카에는 각 나라 부족 고유의 원재료를 살린 장식 예술

을 포함한 민속적인 특색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보존되

어 있다. 아프로 퓨쳐리즘은 이러한 아프리카의 민속 예

술의 요소를 상당수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온 예술 요소와 미래 요소를 융합하여 흑인이 ‘리드

(lead)’하는 상상 속의 미래 세계를 바로 아프로 퓨쳐리

즘으로 지칭하고 있다.

2.2 아프로 퓨쳐리즘의 사례와 특징

본 장에서는 아프로 퓨쳐리즘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프로 퓨쳐리즘이 표방된 예술은 1980여년부터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아프로 퓨쳐리즘 예술

가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즈 뮤지션 ‘선 라’(Sun Ra, 

본명 허먼블론트, 출생 1914~사망 1993, 이하 ‘선 라’)를 

들 수 있다. ‘선 라’는 미국의 재즈 작곡가 및 키보드 연주

자로 혁신적인 기악 편성과 연주의 극적인 성격으로 널

리 알려진 아케스트라스(Arkestras)를 이끌었으며 당시

에는 재즈에 별로 사용되지 않던 악기로 광범위한 하드 

밥인 독특한 음악만 연주했다. 선구적으로 재즈에 도입한 

신시사이저로 무조음악을 독주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우주의 다른 별(토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유에프오(UFO)를 타보았고, 외계인들로부터 ‘음악으로 

인류를 구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실제로도 그

의 음악은 고대 아프리카와 우주의 이미지를 융합한 노

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음

악 같았으며, 그와 그의 음악은 영화<재즈의 비명-The 

Cry of Jazz>(1959) <우주도 공간이다-Space Is the 

Place>(1971)<선 라 흥겨운 소음-Sun Ra A Joyful 

Noise>(1980) 등에 소개된 바 있다. Table.2

또한, 미국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는 

SF에 인종과 젠더 문제를 녹여내 문학적·상업적 성취를 

두루 일궈내며 ‘선 라’와 함께 아프로 퓨쳐리즘의 선구적

인 인물로 꼽힌다. ‘옥타비아 버틀러’의 대표작 <킨>은 신

노예서사와 반유토피아 서사를 이용하여 미국에 미래 사

회의 부정적인 전경을 묘사하였다.

최근 미국의 가수 ‘자넬 모네’(Janelle Monáe)는 그녀

의 뮤직비디오에 아프리카의 문화적 요소를 녹인 미래적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넬 모네’는 아프

로 퓨쳐리즘의 최초로 미래 여성로봇 이미지를 표현하였

는데, 이는 새로운 권리와 흑인 여성 파워를 상징하였다. 

또한, 흑인 히어로를 전면에 내세운 마블의 <블랙 팬

서(Black Panther)>(2018)는 영화의 주제나 공간, 의상 

등 영화 내의 모든 컨텐츠가 아프로 퓨처리즘을 표방하

였고 이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아래의 Table 2는 아프로 퓨처리즘의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그 구분에 있어 무기, 마스크, 도안, 메이크업/헤

어스타일 등의 구체적인 아프리카 고유의 특징으로 분류

하였으며, 이를 ‘선 라’와 ‘자넬 모네’의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의 예술 스타일은 과장된 기법을 기본으로 동물

과 인물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표현하고 그 스타일은 매

우 강렬하면서도 간결하다. 색채는 다양하고 화려하며 채

도가 높다. 아프리카의 문양은 주로 식물, 동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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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인 도형을 기본으로 응용하고 있다.

from
africa

afrofuturism

weapon

Sun Ra Janelle Monae

[Fig. 1] Silver 
Akrafena

[Fig. 2] weapon of 
Space is the Place 

[Fig. 3] weapon of 
Make Me Feel

mask

[Fig. 4] africa 
mask

[Fig. 5] helmet of 
Space is the Place 

[Fig. 6] helmet of 
Make Me Feel

pattern
[Fig. 7] africa 

pattern
[Fig. 8] pattern of 
Space is the Place 

[Fig. 9] pattern of 
Make Me Feel

make up
[Fig. 10] Karo 

people
[Fig. 11] Sun Ra A 

Joyful Noise 
[Fig. 12] Spirit 

Rejoin

Table 2. Works of art expressed by afrofuturism

첫째, 미국 재즈 음악가 ‘선 라’가 작곡한 음악을 배경

으로 한 뮤직비디오〈스페이스 이즈 더 플레이스(Space 

is the Place)>는 아프로 퓨쳐리즘을 표방하는 가장 대

표적인 작품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면면히 등장하는 가

면은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인 사자머리와 독수리 머리를 

사용했고, 재질은 금속으로 만들었으며 컬러는 모두 황금

빛이다. 상기의 Fig.5과 Fig.11을 보면 대부분 고대 이집

트 스타일로 통일된 것을 볼 수 있고, 마스크와 도안의 

디테일한 부분은 미래적인 SF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그

리고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무기에도 첨단과학의 요소

가 엿보이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아니

라, 가상으로 만들어낸 미래적인 무기로 동식물 형태의 

문양이 재해석되어 표현되어 있다. ‘선 라’는 자신이 과거

에 외행성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그를 토대로 외행성의 

과학기술과 생물을 기초로 디자인하였음을 강조하고 있

다. 따라서 당시의 풍조와 현시대 사람들의 심미적 가치

와 매우 다른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그의 아

프로 퓨처리즘 작품이 여느 예술가들과 다른 큰 차이점

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팝가수인 ‘자넬 모네’ 역시 그녀의 뮤직 

비디오에서 아프로 퓨쳐리즘을 표방하는 대표적 인물이

다. ‘선 라’와 달리 ‘자넬 모네’의 뮤직비디오는 아프리카 

예술의 과거이미지와 현대적인 이미지를 조합하여 현대 

의상에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아프리카 특유의 

과장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대담하게 미래화 하는 혁

신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그녀는 아프리카의 요소와 

과학을 융합하여 자신을 하나의 흑인 여자 로봇으로 만

들었다. Fig. 12 그녀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두 가지 요소

를 결합하여 독특한 아프리카의 문화와 SF의 신비한 이

미지를 통해 흑인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미국 SF소설가인 ‘옥타비아 버틀러’는 그의 소설 

속에 아프로 퓨쳐리즘의 개념을 오롯이 담고 있다. 그의 

소설은 흑인을 중심으로 한 유색 인종의 문화를 중심으

로 미래의 세계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그의 저서 <블러

드차일드(Bloodchild and Other Stories)>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흑인 여성이 외계 인종의 후손을 낳은 이야

기를 다루었다. 그리고 현실적인 역사, 정치, 사회 계층을 

결합시켜 흑인의 신분과 SF를 연결하여 활동성이 넘치는 

아프리카 미래주의 이미지를 드러냈다.

다양한 예술가의 작품 사례를 통해 분석된 아프로 퓨

처리즘은 외형적으로는 아프리카,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의 요소를 나타내며, 첨단 과학과 기술을 융

합한 리얼 환타지로 새로운 예술 형식과 기류를 형성하

고 있다.

3. 블랙팬서

3.1 블랙팬서 영화의 시대적 배경

영화 <블랙 팬서>의 배경은 백만년 전, 어느 운석이 

지구의 아프리카 대륙에 떨어진 것으로 시작으로 한다. 

이 운석은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비브라늄

(vibranium)을 함유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은 와칸다

(Wakanda)이며 와칸다 사람들은 비브라늄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과학 기술을 영위하고 있다. 영화<캡

틴 아메리카 : 시빌 워>에서는 와칸다 국왕이 죽고, 아들

인 티찰라(T'Challa)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티찰라의 형제들은 티찰라의 왕위를 빼앗으려 했고, 비브

라늄 무기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다. 티찰라는 

형제들의 어긋난 행동을 바로세우기 위해 전쟁을 하였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된다. 와칸다는 다른 식민 침략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 흑인들만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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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면서도 기술이 매우 발달된 환상한 나라이다.

3.2 블랙팬서 캐릭터

블랙 팬서의 주인공은 티찰라이다. Stan Lee(스탠 리)

와 만화가 Jack Kirby(잭 커비)가 함께 만든 마블 만화 

캐릭터이고, 최초는 1966년 7월 만화 Fantastic 

Four#52에서 나타났다[11]. 아프리카 국가 와칸다의 국

왕이고, 어벤져스(Avengers)의 구성원이며, 미국의 주류 

애니메이션사에서 등장하는 비풍자 흑인영웅이다. 그는 

와칸다의 특유한 하트 풀을 복용하여 힘, 속도, 인내력 그

리고 순발력이 일반인보다 강하다. 또한, 그의 제복은 운

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주인공 티찰라와 

그의 왕실가족, 도라 밀라제(Dora Milaje), 최초는 1998

년 11월 만화 Black Panther Vol 3 #1에서 나타났다

[12]. 그리고 와칸다가 탄생하기 전 다섯 개의 부족이 있

었다, 다음 장은 주인공과 기타 등장인물들의 코스튬과 

의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4. 블랙팬서에 반영된 아프로 퓨쳐리즘

4.1 블랙팬서에 나타난 블랙팬서 코스튬 

영화 <블랙 팬서>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는 옷의 실루

엣 디자인과 디테일 등 모두 아프리카의 레퍼런스를 받

고 제작된 것이다. Table. 3은 블랙 팬서 주인공 코스튬

의 디자인과 디테일을 아프리카의 다양한 복식 및 예술 

관련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고 아프로 퓨처리즘의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블랙 팬서> 영화에 나타난 주

인공 코스튬은 대표적으로 2가지이다. 하나는 티찰라가 

디자인 한 코스튬 A이고 하나는 그의 여동생 슈리가 업

데이트 한 코스튬 B이다. A와 B의 디테일 부분은 다양한 

삼각형 Fig. 14，Fig. 24, 정방형 Fig. 20，Fig. 30, 직선 

무늬의 도안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는 Fig. 15, 

21, 28, 31의 아프리카의 Mali(말리)문화에서 나타난 패

브릭 문양을 재해석하여 표현한 것이다. 외적으로 나타나

는 문양 외에 영화에서 보여지는 코스튬의 기능성은 매

우 미래적이며 과학적이다. 코스튬 A와 B는 아프리카의 

전통 예술 요소를 바탕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영화 스토리

에서 이 코스튬은 진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

는 비브라늄(Vibranium)이라는 특수 재료를 사용한 것

으로 표현된다.

costume detail afirca afrofuturism

[Fig. 14] helme 
pattern 

[Fig. 15] mali 
fabric

[Fig. 16] gas 
mask

[Fig. 17] necklace
[Fig. 18] Lion 

Teeth 
[Fig. 19] 
bulletproof

[Fig. 13] 
costume A

[Fig. 20] grain 
array

[Fig. 21] mali 
fabric

[Fig. 22]  
weapon 

[Fig. 24] triangle 
grain

[Fig. 25] Terrasol 
Aztec 

[Fig. 26] mind 
control 

[Fig. 27] grain 
array

[Fig. 28] mali 
fabric

[Fig. 29] storage

[Fig. 23] 
costume B

[Fig. 30] 
quadrangle 

[Fig. 31] mali 
fabric

[Fig. 32]  
compress

Table 3. black panther costume analyze

코스튬 A는 비브라늄으로 제작된 방독, 방탄 기능의 

특수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 코스튬 B는 직접 착용할 필

요 없이, 목걸이 안에 에너지를 압축하여 마인드 컨트롤 

작용으로 착용하고 있다.[13] 코스튬 A와B 디테일 부분

의 무늬는 말리(mali)의 패브릭 스타일은 많이 참고하였

는데, 보고란피니(Bògòlanfini)라는 전통 수제 기법을 

적용하였다[14]. 이처럼 블랙 팬서의 코스튬에서 나타나

는 아프로 퓨처리즘은 아프리카 혹은 이집트의 예술, 디

자인적 요소와 함께 미래적 SF의 마인트 컨트롤 작용, 운

동 에너지의 자율적인 저장, 흡수 및 방출 등의 과학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 사고

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그동

안 환상적이며, 고유의 문화에만 충실했던 흑인 문화와 

관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으

며, 창조적인 디자인 발상에 새로운 원천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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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블랙팬서의 왕실 가족과 호위대 복식 

블랙팬서의 왕실 호위대과 다른 부족의 복식은 블랙팬

서 코스튬보다 더욱 고유의 아프리카 스타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이미지 사례와 분석은 아래 Table. 

4과 같다. 왕실 호위대, 다섯 부족의 추장과 그들의 구성

원들은 모두 아프리카 각 지역의 문화 관습에 따른 복식

과 차림새를 하고 있다. ‘도라 밀라제’의 복식은 마사이족

(Maasai)에서 비롯된 것이고, Fig. 33 그의 목에 장식된 

반짝이는 목걸이는 카얀족(Karen)에서 나타나는 여성용

악세사리에서 비롯되었다. Fig. 38 그 외에 일반적인 팔

찌로 보이지만 총상 치유와 차량 제어 기능 Fig. 39 및 

심지어 더 지역적인 스타일을 갖춘 리버 트리브(River 

Tribe)와 마이닝 트리브(Mining Tribe)의 복식은 각각 

에티오피아(Ethiopia)의 수리족(suri), 접시족(Mursi 

Tribe)과 나미비아(Namibia）나라의 힘바부족(Himba)

의 붉은 흙에 버터를 섞어 바르는 붉은 피부에서 비롯되

었다. 도라 밀라제의 신발 또한, Fig. 36과 같이 수면 위

를 포함한 모든 물체에 흡착 가능하며, 캐시백 역시 신축 

기능을 갖춘 장총이자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다Fig. 39. 

영화 속에서 보이는 복식과 무기는 외적으로 아프리카의 

예술적 디자인 요소를 표현하면서, 기능적으로는 미래 과

학 기술과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 이질적인 

부분의 융합과 접목은 디자인의 창의력을 더하여 주인공

들의 캐릭터에 신비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재현하고 있다.

보더 트리브(Border Tribe) 부족인이 몸에 걸친 모포

는 레소토（Lesotho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다. Fig. 45 

평범한 모포처럼 보이지만 영화에서는 에너지 보호막으

로 변신한다. 영화의 시간적 제한 때문에 복식 아이템별 

특수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블랙 팬서>

에 나타난 복식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캐릭터들의 

복식은 외형적 디자인에서 매우 직관적인 아프리카 지역

별 각 민족의 복식과 관습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

능적으로 모든 복식 아이템에 와칸다의 하이테크 기술 

및 요소들이 담겨 있기에 영화에서 느껴지는 복식의 하

이브리드 미학을 상기할 수 있다[15].

4.3 블랙팬서에 반영된 아프로 퓨처리즘의 예술적 

    특성

위와 같이 블랙 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 분석

을 통해 얻어진 아프로 퓨처리즘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예술의 저항성이다. 인류

역사는 서양 백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점차 소수를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인종

차별의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된 아프리카인들은 예술적 

표현으로 역사의 불합리성에 저항하고 있다. 블랙 팬서의 

영화 배경은 뛰어난 문화와 첨단 과학을 지닌 것을 표현

함으로써 그동안 폄하된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현대 디자인의 키워드인 ‘소수를 위한 디자인’

은 소외된 휴머니즘과 치유의 목적을 부합하고 있다. 이

러한 흐름 가운데 아프로 퓨처리즘은 아프리카의 뛰어난 

costume costume detail africa element
afrofuturism 

element

[Fig. 34] pettern [Fig. 35] masai
[Fig. 36] 
adsorbable 

[Fig. 37] 
necklace

[Fig. 38] padaung [Fig. 39] spear

[Fig. 33] Dora 
Milaje

[Fig. 40] 
bracelet

[Fig. 41] bracelet
[Fig. 42] kimoyo 

bead

[Fig. 43] 
W'kabi

[Fig. 44] pattern [Fig. 45] Lesotho 
[Fig. 46] energy 

shield

[Fig. 47] 

Ramonda
[Fig. 48] hat [Fig. 49] zulu 

[Fig. 50] energy 

guns

[Fig. 51] 
M'Baku 

[Fig. 52] detail
[Fig. 53] africa 

mask 
[Fig. 54] energy 

spear

[Fig. 55] River 
[Fig. 56] saucer  

lip
[Fig. 57] mursi [Fig. 58]  frisbee

[Fig. 59] 
Mining 

[Fig. 60] red 
skin

[Fig. 61] Himba [Fig. 62] stick

Table 4. Dora Milaje and tribe's costume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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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문화와 최신 기술의 결합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인종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흑인들의 역사를 비

판적으로 직시하는 저항적 예술성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화의 반동효과를 통한 흑인 예술의 정체성 확

립이다. 아프리카 문화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은 역사적 차

별 속에 묻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나 아프로 퓨처리즘을 통해 아프리카 문화와 

예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프리카 특유

의 독특한 문양과 색채 및 실루엣은 블랙 팬서 등장인물

들의 복식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아프리카 예술의 본질

과 이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흑인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영화를 통하여 아프리카 역사

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흑인 예술의 미적 가치의 의식 개

선화를 이룬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SF 환타지를 통한 예술적 치유성이다. 환상적인 

리얼리즘과 미래적 요소가 접목된 아프로 퓨처리즘은 아

프리카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종차별과 폭력 및 불평등을 겪은 아프리카 

흑인들은 백인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흑인 고유의 모

습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과학적 기술 및 첨단 미래의 

모습과 접목하여 SF 판타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

현은 아프리카의 아픈 역사를 유희적인 감성으로 풀어냄

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문화의 힘으로 치유하고 있다. 블

랙 팬서의 아프로 퓨처리즘은 아프리카의 문화와 SF의 

결합을 통해 예술의 전위적인 성향으로 디자인의 새로운 

시선과 치유의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

5. 결론

아프로 퓨처리즘은 아프리카의 역사와 전통 문화 및 

예술을 첨단 과학과 우주론, 테크노와 미래의 SF 판타지

와 결합시킨 문화 미학으로 최근 현대예술의 새로운 기

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슈퍼히어로와 마블시리즈를 통

한 SF 문화예술은 백인 남성 중심으로 식민주의 세계관

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꾼 블랙 팬서의 아프로 퓨처리즘을 통

해 흑인이 겪어온 인종 차별과 불합리한 역사를 비판적

으로 돌아봄으로써 휴머니즘을 통한 아프리카의 새로운 

미래 문화와 예술의 이상을 짚어볼 수 있었다. 연구의 시

작은 아프로 퓨처리즘의 최근 사례를 통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론은 블랙 팬

서 영화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코스튬과 등장인물의 복식

을 아프리카의 디자인 요소와 미래적 요소로 분석하였다. 

이에 흑인 예술과 SF의 신비로움이 결합된 블랙 팬서 영

화 속 복식 표현에 따른 아프로 퓨처리즘의 예술적 특성

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예술의 저항성으로 인

종차별과 폭력 등에 노출된 흑인 문화를 예술적으로 나

타내어 비판하고 재인식하고자 하는 저항적 예술정신이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블랙 팬서의 영화 배경인 첨단 과학과 기술 

융합은 역사적으로 폄하된 흑인 예술과 문화를 환상적이

며 독특한 고유한 문화로써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였으며, 창조적인 디자인 발상에 새로운 원천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SF의 판타지 요소는 아프리카의 예술과 문화

를 유희적이면서 환상적으로 재인식하여 예술적 치유의 

목적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불합리한 역사의 굴레를 현

실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SF의 과학적 판타지는 흑인 예

술과 문화를 신비로움과 함께 예술적 창조의 근원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블랙 팬서의 복식은 슈퍼 히어로와 아프리카의 

디자인 요소, 그리고 아프로 퓨처리즘의 세 가지를 콤비

네이션하여 현대 예술의 전위적인 미학이라는 새로운 예

술 형식을 형성하였다. 아프로 퓨처리즘에 내재된 예술적 

특성을 통해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재인식할 수 있

으며, 미래 예술의 이상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블랙팬서 영화 속 캐릭터 복식 뿐 아니라 

문자와 언어, 건축, 그리고 무기에 표현된 아프로 퓨쳐리

즘에 관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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