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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yle of Marlene Dietrich who was a

Hollywood legend in 1930s and has influenced on modern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Dietrich style showed androgyny, sensualism and exoticism. Dietrich has been famous for

wearing tailored pantsuit on and off-screen with mannish gesture and had great effect on

women's wearing pants. Her confident, sexy mannish style represented her androgyny

glamourously and proved she had a taste for a classic. Her sensualism focused on her

famous legs because she understood the sex appeal of woman's legs. She showed her

legs by wearing pants and decorative stockings, or matching colors of stockings and shoes

to make her legs look longer and sexier by illusion. Her exoticism against a backdrop of

black and white image, was presented with luxurious, sensual fabrics such as furs, feathers

and velvet, along with dazzling accessaries. Also she didn't forget to manipulate angles of

camera and lights for the engraving figure of her own. Her charisma directed her fashion

image in detail and made herself a fashion icon in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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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세기 현대 패션산업은 스타를 통한 직접 또21

는 간접 홍보와 마케팅 속에서 글래머 이미지를

핵심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 오늘날 패션쇼 무대나 화려하게 차.

려입은 스타들이 참석하는 영화 시상식과 관련되

는 글래머(glamour)1)는 각종 컬렉션의 테마와 대

중문화에서 비중 있는 미학으로 자리 잡았다.

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진 패션 테마로서의1990

글래머는 본래 년대 할리우드 패션과 영화1930

속 배경이 구현한 미적 특성에서 기원한 것이다.

할리우드 글래머 의 절정기(Hollywood Glamour) 2)

였던 년대 영화배우들은 글래머러스 이미지1930

를 구현하며 대중들의 우상으로서 패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글래머는 자극적이고 때론 환.

상적이고 낭만적인 매력 특히 매혹적이거나 황,

홀케 하는 개인적 신체적 매력, 3)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특히 년대 글래머는 성적매력, 1930 ‘

과 럭셔리 감각 우아함과 로맨스가 결합된 의미, ’

이다4) 이는 할리우드 영화 속 상류층의 호화로.

운 생활과 멋진 영화의상을 입은 스타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세기 말 복고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주목20

받은 글래머는 과거 유명 영화배우에게서 영감을

얻고 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소개한

경우가 많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거의 한 세기를.

뛰어넘어 현대인이 과거의 영화를 즐기고 영화,

속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미지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에게 영감을 주는 등의 교감을 가능하게

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년대 여성미를 대. 1930

표하는 마를레네 디트리히 그(Marlene Dietrich),

레타 가르보 조안 크로포드(Greta Garbo), (Joan

등은 당대 일반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Crawford)

을 미쳤던 스타들로 오늘날까지 은막을 통해 현

대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현대패션에서 자주 언급되

고 있는 대표적인 할리우드 스타로서 년 프2003

랑스 파리의 에서 열린 전시Musèe Galliera

에서‘Marlene Dietrich, the Creation of a Myth’

소개한 바와 같이 글래머 우아함 유혹의 정수‘ , , ’

로 평가5)받고 있다 또한 크리스티앙. 2004 S/S

디올 의 컬렉션 테마가 세기 마(Christian Dior) ‘21

를레네 디트리히인 것을 비롯하여 유행에서 팬’

츠 슈트가 회귀할 때마다 남성복 차림의 디트리

히의 패션 이미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트리히는 년대 할리우드의. 1930

글래머 성정체성 팜므 파탈 등에 관한 연구, , 6)에

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년대 당시 할리우드에는 디트리히 외에도1930

그레타 가르보 캐더린 헵번, (Katharine Hepburn)

등이 팬츠 스타일을 선호하여 당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7) 안티 글래머를 표방하며 남성,

복 스타일을 선호했던 두 스타와는 달리 디트리

히는 글래머러스한 여성미의 새로운 표현으로 포

멀 매니시 스타일을 대중들에게 선보였고 오늘,

날까지 클래식으로 인정받는 앤드로지니의 관능

미를 이해한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남성복 차림 외에도 오늘날까지 세련된 글래머

스타일을 대표하는 그녀의 패션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패션 스타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다루어진 년대 할리우1930

드 스타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을 구

체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으로는 년대 미국의 할리우드 마를레네 디1930 ,

트리히와 그녀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서적 정기,

간행물로 이루어진 문헌연구 영화전문 웹사이트, ,

영화안팎의 패션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에 대한 실

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내용은 이론적 배경으.

로 년대 할리우드 스타가 글래머를 구현하며1930

패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마,

를레네 디트리히의 약력과 패션 스타일을 고찰하

여 요약 결론을 도출하였다, .

이론적 배경II.

년대 글래머러스한 할리우드 스타가 대중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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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리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당시 할리우드 시스템 스타이미지 구축,

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개인맞춤 영화의상과

디자이너 그리고 그 상업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

았다.

년대 할리우드 시스템1. 1930

년대는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경제적 공1930

황 속에서 현실도피를 위한 대중오락인 할리우드

영화의 황금기8)였으며 할리우드는 대중들에게,

로맨스와 글래머를 제공하는 꿈의 공장9)이라 일

컬어졌다 할리우드는 년 대공황시기를 거치. 1929

면서 독과점 체계인 스튜디오 스타 장르로 연결, ,

된 시스템을 성립하였고 그 속에서 견고한 제작,

양식 또는 미학적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경비절감과 흥행의 안정

성 추구를 위해 정착된 스튜디오 시스템 내에서

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 제작진 등이 장기, , ,

계약을 통해 작업하면서 많은 통제를 받았다 또.

한 스타의 발굴 영화제작 기술진의 훈련 세트의, ,

건축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영화의 모든 요소들,

이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작되도록 하

였다 영화 제작사들은 영화관객 확보를 위해 전.

국 각지에서 극장 체인망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년부터 년까지 제작 배급 상영을 수직1930 1948 , ,

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독점 구조가 확립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개의 메이저로 파라마운. 5

트 세기 폭스 워너 브러더스 가, MGM, 20 , , RKO

있었고 개의 마이너로 유니버설 컬럼비아 유, 3 , ,

나이티드 아티스트10)를 들 수 있다 스튜디오 시.

스템 하에서 각 스튜디오마다 독특한 스타일이나

특징이 발생하여 의 경우 많은 여성 스타들MGM ,

이 소속되어 화려한 의상과 공들인 세트 세련되,

고 고급스러운 화면의 고급 멜로 드라마로 명성

을 누렸다 파라마운트는 코미디와 성적 환타지.

의 유럽스타일을 대표하며 마를레네 디트리히를

비롯한 메이 웨스트 클로뎃 콜버트(Mae West),

등이 성에 관련된 유머감각(Claudette Colbert)

과 재치 있는 언변을 보여주었다11).

한편 영화의 제작과 배급 흥행 등 전 과정에서,

스타의 역할을 전제로 하는 스타 시스템12)은 이

시기에는 이미 영화산업의 중추로 자리를 잡았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공적 사적 활동,

이 스튜디오의 막강한 권력과 통제 하에 있었던

당시 스타들은 영화 외적인 삶도 영화속 이미지

와 마찬가지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

로 조작되었다 스타들은 영화마다 일정한 캐릭.

터를 일관성 있게 연기하면서 잘 어울리는 캐릭

터가 이미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스튜디.

오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토대로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의 이미지를 반복하여 보여주는 영화

를 제작함으로써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였고,

각 스타만의 고정적인 스타 이미지가 존재하게

되었다13) 따라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특정 이미.

지의 스타는 한 개인을 넘어서 대중의 욕망을 구

현하고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가 되면서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스타들의 고정된 이미지가 변화.

하는 시대와 대중의 취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경력 연장에 걸림돌이 되었다 년. 1930

대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양성적이고 이국적

인 얼굴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인기를 누렸

던 그레타 가르보는 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2

시장을 잃은 스튜디오에게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년대에는 활동을 접어야1940

했다14).

또한 년대에는 장르 중에서 매력적인 남녀1930

의 사랑을 다룬 로맨틱 멜로 드라마 혹은 여성‘

영화 들이 스타 시스템에 의(women's pictures)’

해 절정을 누리면서 일반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당시 여성들은 할리우드 영화의 주 소비.

자로서 할리우드 스타와 흥행 영화의 결정 할리,

우드 패션의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년대 할리우드 영화도 내용과 주인공을 직장1930

여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돈을 좋는 여성 직장 여성의 계층상승을 원하는,

여성들의 야심에서부터 금기시하던 여성의 양성

성과 이국주의 등 여성의 권력에 대한 것이 두드

러졌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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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과 디자이너2. 1930

영화의상 제작을 위한 전문디자이너가 년1920

대에 고용된 이래 년대 스튜디오는 자체 의1930

상제작실에 수석 디자이너를 고용 영화배우의,

의상을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할리우드.

스타 뒤에는 이미지 창조의 조력자로서 할리우드

디자이너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철저한 영화대,

본 분석을 토대로 극 전개에 적합하고 상징성을

지닐 뿐 아니라 각 스타의 개성과 패션 스타일에

맞게 의상을 창조해냈다.

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1) 1930

최고 인기 스타의 의상은 트렌드에 맞는 것으

로는 충분치 않았고 스타의 이미지를 고양시키,

고 개성을 부여하며 키 외모나 체형의 어떤 단, ,

점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했다 할리우드 영화의.

상은 파리의 유명 쿠튀리에들이 부유한 고객들을

위해 해왔던 전통적인 디자인 접근법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매력을 지녀야 했다16) 샤넬. (Chanel)

과 스키아파렐리 같은 명망 있는 파(Schiaparelli)

리의 디자이너들이 영화의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

지는 못했던 것17)은 쿠튀르 스타일이 스크린에서

잘 전달되지 않았고 스타의 호소력과 효과를 부

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성공은 여배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지 흑백 사진이나 초기 컬러 사진에서 돋보이는,

지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지의 여부에 달려있,

었다18).

할리우드 글래머를 구현한 영화의상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순한 형태로 재단된 드레.

스는 여배우의 등을 노출하는 할터 네크라인 등

인상적인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스타의,

얼굴 화장과 헤어의 화려함 눈부신 장신구 모, ,

피 벨벳 새틴 레이스 등의 사치스러운 직물 카, , , ,

메라의 기술적 효과와 빛에 의한 흑백의 대비 등

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단순한 스타일을 보완하였

다 특히 마들렌느 비오네 가. (Madelene Vionnet)

년 소개한 바이어스 재단의 할터 네크라인1929

이브닝 드레스는 년대 할리우드의 글래머러1930

스 여성 이미지를 표현19)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리우드에서 등을 노출하는 디자인의 유.

행은 헤이스 코드 라는 영화검열(the Hays Code)

이 계기가 되었다 특정 언어와 주제 행동이 스. ,

크린 상에서 금지되고 여성의 가슴사이의 골을,

노출하는 드레스가 금지되었지만 등이 드러난 할

터 네크라인 드레스는 가슴 노출의 논란 없이도

감각적인 섹시 룩을 창조할 수 있었다20) 이처럼.

할리우드 패션이 의외로 단순하고 유행을 타지

않은 일정한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영화의상 제작

시점과 영화 개봉시기 간의 차이에서 오는 패션

경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21).

이처럼 스토리 캐릭터를 보완하고 미래의 개봉,

시기의 패션경향을 고려하여 관객들을 매료시키

도록 창조된 영화의상은 결과적으로 할리우드 글

래머와 대중취향이 양립할 수 있는 할리우드 패

션양식을 띠게 되었다.22) 즉 화려한 볼거리를 제

공하는 동시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그대로도

대중들이 입을 수 있게 창조된 영화의상은 대중

패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 디자이너2) 1930

할리우드의 영화의상 디자이너들은 스타 개개

인이 패션리더로서 당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조력자이자 나름대로 패션철학을 가

진 예술가들이었다 비록 할리우드 디자이너들이.

대중패션 시장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다수가 뉴,

욕과 파리의 살롱에서 훈련을 받거나 살롱을 운

영한 경험이 있었고,23) 대중패션의 흐름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대중이 원하는 것에 대한 통찰

력을 지니고 있었다.

년대 대표적인 영화의상 디자이너로는 길1930

버트 애드리안 트래비스 밴튼(Gilbert Adrian),

월터 플런켓(Travis Banton), (Walter Plunkett),

월터 오리 켈리 등을 들 수- (Walter Orry-Kelly)

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길버트 애드리안은 당대 스타 그레타 가르보와

조안 크로포드 캐더린 헵번의 영화의상을 담당,

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

두었던 작품은 레티 린튼 에서 조안 크로<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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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를 위해 디자인한 러플로 풍성한 어깨의 오

건디 드레스였다 일반 여성들이 그 복제품을 사.

입었고 할리우드의 다른 의상디자이너들도 영감,

을 받아 유사한 작품을 선보였다 레티 린튼 드레.

스는 영화가 등장한 이후 패션에 가장 중요한 영

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24) 흑과 백 이미.

지 영화의 거장이었던 그는 등장인물에 극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명암의 강한 대조를 선호했고,

컬러 영화로 작업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25).

년 할리우드를 떠나 년 기성복과 맞춤1941 1942

복 디자이너로 변신한 애드리안은 세계대전 중

넓은 어깨 실루엣의 여성 슈트로 명성을 얻어 영

화의상 디자이너 뿐 아니라 기성복 디자이너로서

의 능력을 인정받았다26).

트래비스 밴튼은 뉴욕의 마담 프란세스(Madame

의 쿠튀르 하우스에서 상류사회 여성과Frances)

영화배우들의 의상을 디자인한 후 파라마운트,

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하면서 마를레네 디트

리히의 의상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애드리안.

보다 훨씬 부드럽고 유혹적이며 마들렌느 비오,

네가 창안한 바이어스 재단과 섬세한 균형감각으

로 년대 세련된 여성미를 완벽하게 구현하였1930

고27) 뛰어난 안목과 단순한 라인 클래식 스타일, ,

에 대한 세련된 콘셉트로 유명했다28) 년대. 1930

파라마운트의 유명한 스타들 클로데트 콜버트,

마를레네 디트리히 캐롤 롬(Claudette Colbert), ,

바드 메이 웨스트(Carole Lombard), (Mae West)

등은 밴튼의 우아한 의상으로 위트와 지성 아름,

다움의 전형이 되었다 그는 폴카 다트 무늬를 선.

호했으며 디트리히의 남성복 스타일의 여성복을,

만들었다. <Morocco>(1930), <Shanghai Express>

(1932), <Blonde Venus>(1932), <The Scarlet

Empress>(1934), <The Devil Is a Woman>

에서 그(1935), <Desire>(1936), <Angel>(1937)

가 디트리히를 위해 디자인했던 의상들은 모두

호화롭고 신비로운 경이감을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대에는 프리랜서로 영화의상 디. 1940

자인을 하였고 죽을 때까지 영화와 무대의상 디,

자인 작업을 맡았다.

월터 플런켓은 역사적인 대작 바람과 함께 사<

라지다 의 의상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영>(1939) .

화는 네오 빅토리안 스타일의 복고풍을 가져왔으

며 의복의 강렬한 색채 상징성을 활용하였다, 29).

할리우드의 대표적 시대극 의상 디자이너이자 다

재다능하고 훌륭한 예술가로 인정을 받은 그는

캐더린 헵번의 의상디자인으로도 유명한데, <Morning

Glory>(1933), <Little Women>(1933), <Mary of

의 의상을 디자인하였다Scotland>(1936) .

월터 오리 켈리는 단순하고 고품질의 하이패션-

감각으로 명성을 얻었고 년대 연기파 배우, 1930

베트 데이비스 의 통통한 체형의 단(Bette Davis)

점을 감추는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았다30).

이후 년대에도 카사블랑카 의 단순1940 < >(1942)

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디자인하였고 뜨거운 것, <

이 좋아 로 아카데미Some Like It Hot>(1959)

영화의상상을 수상하였다.

패션 리더로 떠오른 할리우드 스타3.

할리우드는 글래머와 멋스러운 옷입기의 결정

체를 보여주었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상업화되였,

다 패션 이미지는 곧 특정 스타의 모습 화장. , ,

헤어스타일과 동의어가 되었고 년대 절정을, 1930

이루어졌다31) 역사상 패션과 영화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주소비자인 여성을

타깃으로 할리우드 스타의 영화의상을 상업화하

여 영화를 홍보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동경.

하고 모방했던 할리우드 스타들은 모든 마케팅에

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취향과 패션의,

결정자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상류층이 누렸던 문

화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할리우드 영화가 대중들에게 최신유행 경향을

전파하는 매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여성들

이 의상 디자이너나 패션 잡지 신문보도의 패션,

제안을 직접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선호하는

영화 스타의 룩과 머리형을 모방하기를 더 즐겼

기 때문이었다32) 할리우드 스타는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유발하면서 외모나 의복만이 아니라 이

들이 구현한 여성 타입으로 일반여성들의 행동,

언어 몸짓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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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글래머를 투영하는

주요 수단이었고 이들의 영향력으로 화장품의,

대중화가 지속되었다33).

이 시기에 우상시되고 모방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스타들은 년대 스타보다 성숙하고 세련1920

된 그리고 초연한 이미지의 여성이었다, 34) 마를.

레네 디트리히와 함께 당대를 대표했던 스타들로

는 그레타 가르보 조안 크로포드 캐더린 헵번을, ,

들 수 있다 그레타 가르보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력한 글래머의 매력에 포함시키면서 미스테리,

에 싸인 삶 스웨덴 액센트의 발음과 조각과 같은,

체형 그리고 대중들에게 초연하고 냉정한 이미,

지를 남겼다35) 그녀의 성적매력은 육체적이라기.

보다는 낭만적이고 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36) 조안 크로포드는 어깨를 강조한 드레

스로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이상적인 화장법의 하나로 강렬하고 통통한

입술화장을 선보였다 캐더린 헵번은 바지와 편.

안하고 수수한 직물의 남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

여 캐주얼한 아메리칸 스포츠웨어를 보여주었다37).

년대 당시 영화와 영화의상에 대한 대중의1930

관심이 절정에 달하자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의상

을 약간 변형시킨 스타일의 제조와 판촉을 위해

뉴욕에 모던 머천다이징 사무소‘ (the Modern

를 설립하였다 소정의Merchandising Bureau)’ .

수수료로 전국 개 이상의 숍에 저렴한 가격1,400

대의 복제품을 제공하는 의상 판매와 판촉은 영

화제조사들에게 커다란 영화홍보수단이 되었다38).

다른 의류제조업자들도 영화의상을 변형시킨 의

상제조에 참여했으며 국제적인 팬 잡지, (fan

들도 할리우드 스타일 전파에 기여했magazine)

다 국제 패션의 중심지로 파리보다는 할리우드.

를 홍보했던 이 잡지들은 자체 생산한 기성복 영

화의상을 광고했으며 집에서 옷을 만드는 사람,

들을 위해 종이 옷본을 제공하기도 했다39).

이와 같이 년대 현실도피를 위한 대중오락1930

이었던 할리우드 영화는 독점적인 스튜디오 체제

하에서 스타와 그 영화의상을 통해 글래머를 구

현하였고 상업화를 펴 나간 결과 할리우드 스타,

는 대중의 우상으로서 대중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년대 할리우드 스타III. 1930

마를레네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약력1.

독일 베를린 출신의 마를레네 디트리히(Marlene

는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Dietrich, 1901-1992)

요셉 본 스턴버그 감독 의(Josef Von Sternberg)

독일 영화 에서 주인공<The Blue Angel>(1930)

롤라 롤라 역을 맡아 살의 나이에(Lola-Lola) 28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할리우드의 파라마운트사.

에서 스턴버그 감독과 함께 <Morocco>(1930),

<Dishonored>(1931), <Shanghai Express>(1932),

<Blonde Venus>(1932), <The Scarlet Empress>

등 편(1934), <The Devil Is a Woman>(1935) 7

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팜므 파탈(femme fatale)
40)의 스타 이미지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스턴버그 감독과 결별한 후 에드워드,

스타이헨(Edward Steichen), 세실 비튼(Cecil

과 같은 사진작가와 에른스트 루비치Beaton)

감독의 영향력 아래 디트리히의(Ernst Lubitsch)

이미지는 에로티시즘을 일으키는 모호한 앤드로

지너스 이미지에서 좀더 여성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녀는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의. <Angel>

조지 마샬의 서부극 코메디(1937), <Destry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Rides Again>(1939),

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Stage Fright>(1950) .

차대전 동안 디트리히를 흠모하는 히틀러의2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

녀는 미군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위문공연을

하였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2 <A Foreign

Affair>(1948), <The Monte Carlo Story>(1956),

<Witness for the Prosecution>(1957), <Touch

of Evil>(1958), <Judgement at Nuremberg>(1961)

등 영화가 성공을 거두었고 마지막으로, <Just a

에 출연하였다 년대에는 가Gigolo>(1978) . 1960

수가 되었고 은퇴 후 파리에서 살면서 일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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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접촉을 피하였다 디트리히는 년 자신. 1986

의 일생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에<Marlene>

출연하였으며 년에는 자서전, 1987 I Am, Thank『

를 썼다God, a Berliner』 41).

패션 스타일2.

영화안팎의 의상을 통해 본 디트리히 패션 스

타일은 양성성 관능성(Androgyny), (Sensualism),

이국성 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Exoticism) .

양성성1) (Androgyny)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양성

성은오늘날까지그녀의대표적인이미지인<Morocco>

의 남성복 차림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1930) < 1>.

그림 담배 남성적인 포즈의 테일러드< 1> ,

팬츠 룩. <Morocco> Screen Style『 』

금발 머리에 실크 햇 턱시도 차림의 그녀는 스,

포티하기보다는 도회적인 세련미와 특유의 자신

감으로 우아함을 과시하였고 글래머러스한 포멀,

매니시 룩의 전형이 되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니시 스타일을 즐겨 입었다 그리하여 년. 1932

남성용 슈트 차림으로 프랑스 파리를 활보하였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옷을 바꾸어 입지 않으면 도,

시를 떠나야한다는 경고를 받았다42) 그림 당< 2>.

시 도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남성복 차림에 대

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남성용 테일러드

슈트를 입고 담배를 손에 쥐고 다리를 벌리거나, ,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남성적인 포즈로 사진을

찍은 모습이 대중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림< 3>.

영화 안팎으로 통일된 디트리히의 매니시 스타일

은 자신의 스타이미지 정립에 기여하였을 뿐 아

니라 당대의 패션 리더로 만들어주었다.

그림 런던거리의 매니시룩 차림< 2> .

1932. Fashion:『 mirror of History』

그림 남성적인 포즈와 팬츠 슈트< 3> .

Star St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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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리히가 남성복을 입는 이유에 대해 밝힌

모션 픽쳐 지의 기사를 보면(Motion Picture) ,

여성복은 한 번 구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유행은 변하여 몇 달마다

다시 구입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에게 차려입는.

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남성복은 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만큼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 진정으로 남성복을 좋아하고 남성.

복을 입었을 때 내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다”43)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디트리히는 유행에.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을 선호하고 자신의 매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남성복을 선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 속에서 자주 매춘부나 악역의 팜므

파탈을 연기했던 디트리히는 성적 매력을 앞세워

남성을 굴복시키는 강한 남성적 힘을 소유해야

했는데 포멀한 매니시 스타일이 이러한 남성적,

인 힘과 관능적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해주었다.

남성복 옷차림의 여성은 남성이 지닌 권력을 암

시할 뿐 아니라 그 진기함으로 주목을 받는 동시

에 흥분이나 적대감을 가라앉히면서 성적으로,

매력을 불러일으킨다44) 미국의 영화평론가이며. ,

페미니스트인 몰리 해스켈 은 디트(Molly Haskell)

리히의 매니시 스타일에 대해 여성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남성 권위의 전통적인 특성,

과 성 역할의 분담을 패러디로 표현하였다 그녀.

의 인내와 현실주의는 매력과 로맨틱함을 잃지

않았고 반대로 사랑 자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랑의 맹목성만을 거부하였다 남성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이 잘못된 자,

부심과 명예욕을 갖도록 만드는 비평의 가치 체

계를 거부하기 위해서 남성적인 태도를 취했

다.”45) 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디트리히의 테일러.

드 팬츠 슈트는 언론을 통해 당시 일반 여성들의

남성복 차림 수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오늘,

날 클래식의 하나인 매니시 시크의 원형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이상적인 앤

드로지너스 룩의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관능성2) (Sensualism)

년대 글래머 스타일의 대표적인 미적 특성1930

의 하나인 관능성은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도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디트.

리히 패션 스타일의 관능성은 여성 다리에 초점

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성적 매력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수로 활동할 만큼 멋진 목소리와 아름다운

다리 금발머리를 가졌던 디트리히는 년대, 1930

배우 메이 웨스트 가 커다란 가슴으로(Mae West)

성적 매력을 과시할 때 가슴 대신 자신의 다리를,

부각시켰다 독일영화 에서. <Blue Angel>(1930)

그림 와 같이 아름다운 다리로 명성을 얻었던< 4>

디트리히는 미국영화 막에서는 남<Morocco> 1

성복 팬츠차림으로 등장하고 막에서 다리의 각, 2

선미를 노출함으로써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

조시켰다 특히 바지를 입음으로써 다리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기보다는 그 윤곽선을 따라 허리에

서 힙 다리로 시선을 유도, 46)하여 년대 짧아1920

진 스커트로 인한 여성 다리의 노출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적 매력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다리.

를 다 드러내는 것보다 감춤으로써 호기심과 신

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림 다리를 드러낸 과감한 노출< 4> .

<The Blue Angel>(1930). www.mptv.net

바지를 입지 않았을 때에는 다리의 각선미가

드러나는 폭이 좁거나 비치는 소재의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했고 때로는 슬릿이 있는 무릎 아,

래 오는 스커트로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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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신장 피트 인치에 남. 5 6

달리 길지 않으나 각선미가 뛰어난 다리를 가졌

던 그녀는 발 크기가 작아 보이고 섬세한 피팅,

을 요구하는 맞춤 구두를 선호하였으며(fitting) ,

다양한 색상의 구두보다는 검은색 브라운이나,

네이비 구두에 각각 동일한 색상의 스타킹을 신

어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활용하

였다 때로는 발끝에만 어두운 색이 매치된 투톤.

구두를 신어서 발은 작아 보이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47) 많은 영화와 사진에서.

높은 스틸레토 힐을 신은 모습이 유명했던 디트

리히는 실제로는 굽이 이상인 구두는 매춘10cm

부의 것이라고 싫어하였다48).

디트리히의 다리를 부각시키는 할리우드 스튜

디오의 홍보 전략도 그녀의 다리가 명성을 얻고

성적 매력을 상징하는데 기여하였다. <Morocco>

가 개봉되기 전 파라마운트사는 미국 전역의 도

시에 그녀의 늘씬한 다리가 나오는 홍보사진을

게시판에 붙였는데 할리우드가 실제 여배우의,

다리가 나오는 사진을 전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었다49).

이 외에도 디트리히는 <The Devil Is a Woman>

에서 스페인 댄서의 전형적인 맨 다리 대(1935)

신 레이스 장식의 스타킹으로 다리를 장식하였고

그림 에서 골드 메탈릭 페인< 5>, <Kismet>(1944)

그림 레이스가 아플리케 된 스타킹< 5> .

<The Devil Is a Woman> (1935). Star Style『 』

트를 다리에 바르는 모험을 감행하여 결국 모공

이 막히면서 세트장에서 혼절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50) 세월이 흐름에 따라 원활하지 않은 혈.

액순환으로 다리가 붓자 이를 가리기 위해 목이

높은 부츠를 디자인하였고 붓기가 지속될 때에,

는 붕대와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의 부츠를 마련

해두고 영화촬영에 임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아름다운 다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

결과 디트리히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얻는데

성공하였고 오늘날까지 멋진 다리의 각선미를 소

유한 스타로 남아있다.

이국성3) (Exoticism)

디트리히는 디자이너 밴튼과 함께 깃털 베일, ,

모피 글리터 글래머 등 그들의 대표적인 시그너, ,

처를 앞세워 이국적인 룩을 창조하였다51) 할리우.

드는 일찍부터 이국주의의 글래머를 활용하여 화

장품을 마케팅해 왔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배우들을 영화에 등장시켰다 특히 유럽 출신인.

디트리히나 가르보는 페일 익조티시즘‘ (pale

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많은exoticism)’

영화에서 오리엔탈화되었다‘ ’ 52).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오늘날의 이국주의

와는 다르게 색채를 표현할 수 없는 흑백영화에

표현된 디트리히의 이국주의는 의류소재의 입체

감을 강조하는 빛의 반사로 텍스처를 부여하고,

극적인 명암대비를 활용하였다 즉 모피 타조털. , ,

망사 레이스 등 표면감이 다양한 소재 이국적인, ,

디테일 세심한 입체화장 헤어스타일 장신구, , , ,

조명 극적인 포즈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 결과였,

다.

혁명 전 러시아 귀족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전

달한 <The Scarlet Empress>(1934)53)에서는 그

녀가 모피 장식 드레스 모피 머프와 코사크의 햇,

을 착용한 모습54)을 볼 수 있다 그림 모피는< 6>.

차원 표면 위에서 빛의 분산효과와 풍부한 재질3

감을 표현하여 라메 새틴과 함께 영화의상에서,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소재

인데 여기서는 추운 러시아를 배경으로 디트리,

히의 차가운 이국적인 매력을 강조해 주었다.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 권 호10 5

10

그림 모피 액세서리와 낭만적< 6>

러시안 룩 진홍의 여왕. < >(1934).

Hollywood and History『 』

에서는 가죽 장감 검은<Shanghai Express> ,

베일과 깃털장식의 검은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이국적이면서 매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여.

러 겹의 깃털로 만든 베일과 터번 여행용 슈트로,

디트리히는 고급취향의 경험 많은 중국 상하이

여성으로 변모했다55) 그림 두 영화에서 모피< 7>.

와 깃털장식은 흑백 영화 속에서 컬러가 전달할

수 없는 야성적 매력과 럭셔리 감각을 시각적 촉

각으로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동양배.

우가 그 존재감만으로도 비문명화된 이국의 신비

로움과 야성성을 전달하는데 반해 유럽출신의 디

트리히는 밴튼과 함께 탁월한 의상과 액세서리

선택 조명 등의 조작을 통해 창백하고 유혹적인,

이국미를 투영하였다.

이외에도 그림 와 함께 스페인을 배경으로< 5>

한 같은 영화에서 흰 레이스의 정교한 의상은 전

형적인 스페인풍의 러플 장식 소매와 케이프 스,

카프와 조화를 이루었고 만틸라 대용의 레이스,

모자가 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56) 그림< 8>.

이처럼 디트리히는 이국미를 투영하는데 있어

사치스러운 소재를 풍부히 사용하여 럭셔리 감각

을 강조했는데 파라마운트에서 예외적으로 영화,

그림 검은 베일과 깃털장식의< 7>

이국주의 룩. <Shanghai Express>(1932)

In a Glamorous Fashion『 』

그림 레이스 장식 가운< 8> .

<The Devil Is a Woman> (1935).

In a Glamorous Fashion『 』

의상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녀의 특

권 덕택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값비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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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의상을 선호57)했던 디트리히의 하이패션 취향

은 스타 이미지와 개인적인 스타일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이국미를 강조하는 디테일이나 실루엣,

이 지나치게 공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급스럽

고 세련된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디트리히의 이국주의는 의상 외에도 카

메라 각도 조명 등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 화장,

과 헤어스타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노력의

결과였다 조각과 같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 얼굴.

위에서 조명을 비추는 방법을 선호하였고 코뼈,

를 따라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가는 은색의 선을

발라 그 곳에 조명을 집중시킴으로써 코가 날씬

하고 곧고 길어 보이도록 하였다 눈을 더욱 크고.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 눈 바로 아래에 가는 흰

색의 라인을 그렸고 머리 위에서 조명을 비추었,

을 때 반짝거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 붉은 빛이

도는 금발머리에 금가루를 뿌렸다58) 눈썹을 뽑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늘게 그린 극적인 눈썹은 1930

년대 일반여성들 사이에 많은 모방을 불러왔다59).

특히 광대뼈를 강조한 입체적인 화장 효과와 가

늘게 그린 눈썹 대담한 액세서리 손에 든 담배, ,

의 피어오르는 연기 등도 디트리히 스타일의 이

국성을 매혹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림< 9,10>.

그림 조명효과로 강조된< 9>

매혹적인 분위기. Star Style『 』

그림 이국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10>

화장과 액세서리. Star Style『 』

요약 및 결론IV.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져온 획일화와 빠른

주기의 유행 속에서 고전 영화 스타들과 그들의

패션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의 주요 영감이

되었다 당대를 대표하는 미적 상징인 이들 스타.

들은 현대인들에게 순수했던 시대에 대한 갈망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시간을 초월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년대 할리우드 패션과. 1930

영화 속 배경이 구현한 미적특성에 기원한 글래

머는 세기에도 대중문화 스타들 사이에서 다양21

하게 구현되며 주목받고 있다 년대 할리우. 1930

드 여배우들이 투영한 성적매력과 럭셔리 감각,

우아함과 낭만적인 매혹이 결합되어 나타난 할리

우드 글래머는 당시 할리우드 시스템 스타이미,

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개인맞춤의 영

화의상과 디자이너 그리고 영화팬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상의 상업화를 배경으로 탄생할 수 있

었고 경제공황의 현실을 도피하려는 대중들이,

우상시한 할리우드 여성스타들이 패션리더로 떠

오르자 이들의 이미지와 결합되었다 그 중에서.

할리우드 글래머를 구현한 대표적인 스타 마를레

네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연구 결과 그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 권 호10 5

12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양성성은 영화안,

팎에서 세련되고 우아하게 제시된 테일러드 팬츠

슈트 차림에서 잘 나타났으며 대중들에게 매니,

시 룩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었다 유행에 구애받.

지 않는 클래식을 선호하고 자신의 성적매력을

돋보이게 한 남성복을 선호했던 그녀의 취향은

기존 관습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으

나 궁극적으로 세기 여성 패션의 커다란 변화20

인 바지의 대중화 여성복의 남성화를 통해 여성,

관능미의 새로운 표현에 눈뜨게 하였다.

둘째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관능성은 각선미,

뛰어난 다리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뿐 아니라 바

지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 슬릿이 있는 긴 치마, ,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고려한 동색

의 구두와 스타킹 매치 등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다리를 성적매력의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셋째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이국성은 흑 백, ,

이미지를 배경으로 모피 깃털 레이스 등 사치스, ,

럽고 감각적인 소재의 텍스처와 이국적인 디테일,

가는 눈썹과 광대뼈를 강조한 화장 금가루를 뿌,

린 헤어 대담한 장신구 극적인 조명 효과 등을, ,

적절히 조화시킨 결과이며 디트리히의 초연한,

듯 차갑고 매혹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년대 할리우드 스타 마를레네 디트리히의1930

패션 스타일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패션 스.

타일에 나타난 양성성은 현대 패션에서 매니시

시크의 정수로 사랑받는 테일러드 팬츠 룩의 양

성적 관능미를 이해한 선구자적 면모를 짐작하게

하였다 또한 다리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게 표현.

된 관능성은 그녀의 팜므 파탈 스타 이미지와 관

련지어서 볼 때 년대 필름 느와르 영화에 나1940

타난 팜므 파탈의 성적 기표로서 여배우의 다리

와 하이힐이 힘과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흑백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매혹적으로 표현된 디트리히 패

션 스타일의 이국성은 현대패션에서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감성의 소재를 풍부히 사용한 이국적인

룩에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1930

년대 할리우드 글래머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디트

리히의 패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장면마다

살아있는 그녀의 카리스마였다 영화안팎에서 스.

타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았던 그녀는 거울을 보

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감독했으며 완벽,

한 외모가 성공을 위한 도구이자 권력의 도구임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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