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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16th century, during renaissance time, Britain's queen Elizabeth I, as a means to express 
her authority, had an exaggerated clothing styles and was the fashion leader of the time. Thus, 
through a media of Cinema,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aspects of the his-
tory of clothing styles, of how they changed, ascertained, restored, and reappeared in the mod-
ern time.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Elizabeth I's 33 portraits and her 
clothing styles; and the research is also from analysing the movies from 1937 to 2007, a total of 
9 Cinema and 102 clothes. Movie costumes' most important mission is representing the cinema's 
timely and spatial background. Thus, it is inevitable that ascertaining and restoring Elizabeth I's 
portrait should be done. However, the movie costume has to show her dramatic lifestyle, dignity, 
absolute authority, and other visual images. In addition, the costume has to contribute in making 
artistic effect and thus the creativity of a designer to satisfy all these needs should be add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Elizabeth I's Cinema costume are 
first, ascertaining and restoring portraits, second, mixture of silhouette and detail depending on 
time period, third, partial change on clothing style design, fourth, emphasis of ruff collar, fifth, 
magnification colors, sixth, avoiding excessive swelling and decoration, and applying modern style 
on Protective costume. Thus, based on the research, creative design in Cinema clothing,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history of clothing design. I hope this research could work as a foundation 
reference for clothing design'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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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의의와 목적
현대 패션에 서양의 역사복식은 레트로(retro), 히

스토리시즘(historisicm) 등의 경향으로 인해 많은 디

자이들에 의해 인용되어져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복식이 현대에 가장 분명하고 생동감있게 재현

되는 것은 영화나 연극을 통해 동시대의 의상을 재

창조하는 경우 일 것이다. 영화의상은 영화 속 등장

인물의 위치나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미지 연출의 중

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줄거리의 전개나 반전 등의

극적인 효과를 높여준다. 또한 영화의상은 배우들의

역할 도구로서의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

경과 극중 인물의 성격, 개성, 신분, 사회계층은 물론

영화의 이미지, 주제 형식까지 표현할 수 있는 또 하

나의 언어라 할 수 있다.1)

서양의 역사복식 중 특히 16세기 복식은 르네상스

정신이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인간의 육체를 강조

하는 실루엣을 조성하고 역사상 복식확대 현상이 가

장 극도에 달한 시대로 체형을 과도하게 부풀려 기

이한 외관을 창조해 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1533-1603)는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16

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과장된 복식을 효과적으로 이

용한 당대 최고의 패션리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극도의

과장 패션이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현대에 와서

어떻게 고증, 복원되고 재창조되고 있는지 알아봄으

로서 역사복식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1세

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복식 요소의 상

징성을 연구2)하거나, 러프와 커프스의 변화를 연구3)

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

한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는 로브의 표현효과를 분석

하여 여왕의 의상을 디자인하여 제작한 연구4)와 영

화 Elizabeth: The Golden Age를 중심으로 색채의

상징성을 연구5)하거나, 4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의상

디자인의 표현특성을 연구6)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여왕의 초상화 복식 전반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화화된 영화 전반을 살펴

보고, 비교분석하여 엘리자베스 1세의 복식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고증 복원되고, 재창조되는지를 연구하

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 이어 후속될 만한 충분한 의

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

가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의 역사 복식 뿐 만 아니

라 다른 시기와 지역 및 인물들의 역사 복식을 디자

인하고 재창조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인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먼저 엘리자베스 1세의 복식을 연구하기 위해 여

왕의 초상화에 나타나는 복식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런던 영국 국립 초상화 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웹사이트(www.npg.org.uk)에 게시된 엘리

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고7), 일부는 엘리자베스 여왕 관련서적을 통해서 총

50여 점을 발췌하였다. 이중 얼굴 중심으로 표현되어

복식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거나, 혹은 복식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작품들을 제외하고, 최종 33점을

자료 <표 1>로 추려내어 연대기 순으로 복식의 요소

별 특성을 고찰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를 주인공으로

영화한 작품은 1937년 작을 필두로 하여 2007년 작

품을 끝으로 총 9작품을 수집하였으며, 이중 Shakes-

peare in Love(1998년)는 엘리자베스 1세를 주인공

으로 다룬 영화가 아니지만 1999년 아카데미 의상상

을 수상한 작품으로 여왕의 의상이 훌륭하게 표현된

작품임으로 자료로 선정하였다. 9편의 영화를 통해

수집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 자료는 총 102벌로

각각의 영화에서 여왕의 의상을 일일이 캡쳐하는 작

업을 통해 자료화하였다<표 2>. 이상의 자료를 가지

고 초상화에서 고찰된 여왕의 복식을 토대로 하여

영화의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이론적 배경

이 되는 16세기 복식의 고찰은 본고의 내용 중 초상

화를 보고 고찰한 복식의 특성과 중복되고 아울러

한정된 지면관계상의 이유로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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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초상화의 명칭

(명칭이 없는 경우는

화가명)/ 제작년도

그림 연번

초상화의 명칭

(명칭이 없는 경우는

화가명)/ 제작년도

그림 연번

초상화의 명칭

(명칭이 없는 경우는

화가명)/ 제작년도

그림

1

Princess Elizabeth

portrait by William

Scrots, 1546

12
The Pelican Portrait,

1575
23

The Armada portrait,

1588

2
Princess Elizabeth

portrait, 1546
13

The Phoenix Portrait,

1575
24

The Jesus college

portrait, 1590

3
The coronation portrait,

1559
14

The Schloss Ambras

portrait, 1575
25

portrait of Elizabeth

with a feather fan,

1590~1592

4
The clopton portrait,

1560
15

The Plimpton sieve

portrait, 1579
26

The Trinity college

portrait, 1590~1593

5

Elizabeth receiving two

Dutch ambassadors,

1560

16
by unknown artist,

1580
27

The Parliament

portrait, 1585~1590

6
The Hampdem portrait,

1563
17

The Welbeck portrait,

1583
28

The Arbury Hall

portrait, 1588~1589

7
The Gripsholm portrait,

1563
18

The Siena Sieve

portrait, 1583
29
The Procession portrait,

1590

8
by Hans Eworth

portrait, 1568
19

The Drewe portrait,

158?
30

The Ditchley portrait,

1592~1594

9
Elizaveth 1 and the

three Goddesses, 1572
20

The Ermine portrait,

1585
31
The Hardwick portrait,

1599

10
The family of Hemrey

Ⅷ., 1572
21
The Madresfield Court

sieve portrait, 1585
32

by unknown artist,

1600

11
The Damley portrait,

1575
22

by unknown artist,

1585~1590
33

The rainbow portrait,

1600

<표 1>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자료

Ⅱ.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복식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연대기순으로 놓고 살

펴보면, 영국의 16세기 르네상스 복식의 특징적인 디

자인 요소들이 생성과 발전을 거쳐 소멸하는 복식사

적인 변화의 흐름을 잘 엿볼 수 있으며, 아울러 시기

적으로 유행의 양상과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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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상화1 프린세스

- http:// www.npg.org.uk

<그림 2> 초상화3 코로네이션

- http://www.npg.org.uk

<그림 3> 초상화6 햄든

- 엘리자베스의 옷장, p. 15.

수 있다. 수집된 초상화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연

구자가 임의로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시기 구분

은 여왕의 즉위시점인 1558년을 중심으로 하여 이전

(1546년-1557년)과 이후로 나누고, 즉위 이후는 복식

이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인

1575년의 펠리컨 초상화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은

즉위 후 전기(1558년-1575년경)와 즉위 후 후기(1575

년경-1600년)로 구분하였다. 복식의 고찰은 목선과

칼라(collar), 바디스(bodice), 소매, 스커트, 소재와

색상, 액세서리 등으로 복식의 각 부분을 살펴보았으

며, 헤어스타일은 제외하였다.

1. 즉위 이전(1546년-1557년) 
즉위 이전의 공주시절의 초상화로서 초상화 1과 2

가 해당된다. <그림 1>처럼 데꼴떼(décolleté)된 네모

형의 목선에, 바디스는 코르셋(corset)으로 조여 타이

트한 실루엣이며, 소매진동은 꼭 맡고 아래로 깔때기

처럼 넓어지는 이중소매에 안쪽 소매의 보이는 부분

에 슬래시(slash) 장식이 있다. 스커트는 스페인식인

원추형 파팅게일(fartingale)을 착용한 실루엣에 언더

스커트(under skirt)와 소매를 매치시킨 포어 파트

(fore part)형을 입고 있다. 머리에는 프렌치 캡

(french cap)을 쓰고 있으며 소재는 적색, 자색, 브라

운계의 문양직이나 브로케이드(brocade)가 사용되었

다. 여왕이 되기 이전의 복식은 화려하지 않고 대체

로 간소하며, 장식이 절제된 비교적 단순한 복장을

하고 있다.

2. 즉위 이후 전기(1558년-1575년경) 
초상화 3부터 11이 해당되며, 콜로네이션 초상화

<그림 2>, 햄든 초상화 <그림 3>, 단리 초상화<그림

4>로 예를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여왕의 대관식 의

례복으로 착용한 로브(robe)와 맨틀(mantle)이다. 금

색바탕에 은사로 문양을 놓은 브로케이트 직물에 맨

틀의 어깨와 안쪽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담비털

장식과 손에는 권력의 상징인 왕홀과 오르브(orb)를

들고 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 즉위한 엘리자

베스 여왕의 절대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다. 러

프(ruff)와 러플 커프스(ruffle cuffs)가 처음 나타난

다. 러프 칼라는 즉위 전기에는 <그림 3>처럼 소형

크기로서 아직 슈미즈의 목에 러플을 달던 것이 초

상화 7에서는 러프 칼라가 슈미즈로 부터 분리된 것

을 볼 수 있음으로 1563년 이후로 별도의 목장식으

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8) 통상 1560년경에 드레스

의 앞트임과 데꼴떼가 막히고 칼라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 러프가 유행한 것9)으로 보는 복식 역사와 일

치한다. 이후 러프 칼라는 레이스가 정교하고 화려해

지고, 크기가 조금씩 커져 <그림 4>처럼 얼굴을 거의

감싸기에 이른다. 바디스 부분을 보면, 코르셋으로

조여 타이트한 바디에 허리부분을 V라인으로 커트한

스타일로서, 초상화 9부터는 <그림 4>처럼 허리의 햄

라인(hem line)에 페프럼(peplum) 장식을 덧 댄 것



초상화 복식을 중심으로 본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

- 59 -

연번 영화 제목 상영년도 제작사 시대배경
자료수

(벌)

사진

제시

*1 Fire over England 1937 영국 London Film Production. 1587-1588년 7 그림 9-11

*2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
1939 미국 Warner Bros. 1596-1601년 8 그림 12

*3 Young Bess 1953 미국 MGM 1533-1558년 11 그림 13

*4 The Virgin Queen 1955 미국 20th Century Fox 1581년 6 그림 14-15

*5 Elizabeth R 1971 영국 BBC방송국 6부작 드라마 1549-1588년 15 그림 16-17

*6 Shakespeare in Love 1998

미국(공동) Miramax Films,

Universal Pictures, Bedford

FallsProductions

1593년 3 그림 18

*7 Elizabeth 1998 미국 Universal Studio
1554년

-여왕즉위 전반기
13

그림

19-20

*8 Elizabeth Ⅰ 2005 미국 HBO방송국 2부작 드라마 1570년대-1588년 24 그림 21

*9
Elizabeth: The Golden

Age
2007 미국 Universal Studio 1580년대 15 그림 22-24

<표 2> 엘리자베스 1세의 영화와 캡쳐한 자료수

이 대부분이다. 가슴부분에는 브레이드(braid), 리본,

자수, 보석 등으로 과하지 않은 장식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폴란드식 앞여밈 스타일인데,

앞 중심에 더블 스트링(double string)이 루프(looped)

된 남성 더블릿(doublet)과 같은 스타일을 입고 있어

매우 예외적이다. 이 시기의 소매는 어깨에 퍼프

(puff)를 주고 팔 부분은 타이트하거나, 과하지 않은

양다리형 소매(leg of mutton)가 사용되었다. 스커트

는 스페인식 원추형 파팅게일의 실루엣에 포어 파트

스타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초상화 4, 7,

9, 10 등에서는 로브와 한 벌로 조화를 이루는 짧은

퍼프 소매 혹은 긴소매의 외투를 착용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액세서리는 단순한 진주나 펜던트 목걸이

등이 이용되어 후기 복식에 비해서는 화려함이나 과

장됨이 지나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즉위 이후 후기(1575년경-1600년) 
초상화 17에서 부터 초상화 33이 해당되며, 펠리컨

초상화<그림 5>, 어민 초상화 <그림 6>, 아르마다 초

상화<그림 7>, 디칠리 초상화<그림 8> 등으로 그 예

를 제시하였다. 러프는 레이스가 점점 정교해지고 얼

굴을 감쌀 정도의 크기로 확장되다가 러프의 크기가

초상화 17, 18, 19 등에서 점점 확대되며 초상화 20

<그림 6>부터는 어깨 넓이의 직경까지 확대되어 최고

로 큰 크기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1580년대, 러프의 전성시대로 둥근 수레바퀴형

(cartwheel)의 형태가 유행한 것이다.10) 1585년 경인

초상화 21 부터 러프의 앞 중심이 갈라지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초상화 26인 1590년 경 부터는 완

전히 벌어져, 목과 가슴이 노출되는 부채형의 러프인

퀸 엘리자베스 칼라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 형태

의 러프는 뒷 칼라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안쪽에 철

사로 엮어서 틀을 만든 받침대(underpropper suppor-

tasse)를 대어 칼라의 뒤쪽을 받쳐주었다11)<그림 8>.

그리고 특이한 형태로, 초상화 29와 33에서는 축소된

작은 원형 러프와 앞이 벌어진 대형의 부채형 러프가

이중으로 착용된 모습도 있다. 초상화 30, 31, 32 등

을 보면, <그림 8>인 디칠리 초상화처럼 부채형의 러

프 칼라 뒤로 날개 모양의 베일이 추가되어 더욱 스

케일이 커지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서는 각 시기

별로 진주나 주름으로 장식한 베일이 다수 등장하는

데 이것이 이와 같은 하트형이나 나비날개형의 투명

한 베일로 발전되었다. 이는 엘리자베스 1세만의 특

유한 복식으로 여왕의 권위를 들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복장으로, 16세기 르네상

스의 수평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복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는 <그림 5>인 펠리컨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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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상화11 단리

- http:// www.npg.org.uk

<그림 5> 초상화12 펠리컨

- http:// www.npg.org.uk

<그림 6> 초상화20 어민

- http:// www.npg.org.uk

<그림 7> 초상화23 아르마다

- http://www.npg.org.uk

<그림 8> 초상화30 디칠리

- http:// www.npg.org.uk

<그림 9> Fire over England,

- 필자 영화 캡쳐 사진

를 비롯해 많은 초상화에서 바디스의 앞부분이나 스

토마커(stomacher)의 장식이 극도로 화려해지며 마치

보석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585년 전후로

하여 초상화 19 시점부터 <그림 6-8>처럼 복식의 일

부가 아닌 외관 전체를 장식하여 극단적 화려함을 추

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기존의 브로케이드 문양직

이나 자수 원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조적 느낌이

더욱 도드라지도록 장식을 하는데, 트리밍(trimming)

과 자수와 리본, 진주와 보석, 슬래시 등의 다양한 방

법으로 표면 효과를 정교하고 화려하게 공들여 제작

하는 것이 눈에 띤다. 1581년 이탈리아의 한 외교관

은 여왕의 의복을 보고 “여왕이 자수로 뒤덮은 흰옷

에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어찌나 많이 장식하였는지

걸어 다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고 하고, 또한

1597년 프랑스 대사의 기록에는 “여왕은 머리 뿐만

아니라 칼라, 팔, 손, 목에도 온통 보석과 진주로 치

장하였다. 양쪽 팔에도 값비싼 밴드를 둘렀다“고 기

록되있다 하니 그 화려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12)

바디스 실루엣도 코르셋으로 조여 딱딱하고 인위

적인 느낌이 이전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1577년 경부터 나타난 코르피케(corps-piqué)13)에 의

한 강력한 보정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허리선도 날

카로운 삼각 모양의 스토마커(stomacher)로 아주 뾰

족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위에 장식을 하였다<그

림 7, 8>. 소매는 이전 시기보다 볼륨이 확대된 양다

리형이며, <그림 5>와 <그림 7, 8>에서는 땅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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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뜨린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로 어깨에 볼

륨감을 더하고 있다. 최초의 파팅게일은 1550년경 스

페인에서 처음 출현된 것으로 생각되며 종모양의 실

루엣을 이루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되어 1575

년경에는 엄청나게 큰 프랑스식의 수레바퀴 모양의

파팅게일(wheel fartingale)이 출현하였다. 중산계급에

서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약간 조야한 범롤(bum

roll)이라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다.14) 이 시기 초상

화의 스커트 실루엣을 보면, 대개 이 사실과 일치되

는데, 입상(立像)으로서 1590년대인 초상화 24, 26,

30<그림 8>, 31에서 명확한 수레바퀴형 파팅게일을

착용한 원통형 실루엣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초상

화 31인 하드윅 초상화에서는 스커트의 수평적 확장

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도록 신발이 보일 정도의 짧은

스커트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초상화에서 착용된 복

색은 전체적으로 검정색 및 흰색과 함께 붉은색이 주

류를 이루고 금색, 은색 등이 사용되었다. 액세서리로

는 여러 줄의 진주목걸이<그림 4, 5>, <그림 7, 8>가

많고 진주팔찌<그림 6>, 깃털부채<그림 4, 5>, 장갑

<그림 5><그림 8>, 보석벨트<그림 1-3>, <그림 6-8>,

향갑 등과 더불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튜더 왕가의 혈

통임을 상징하는 장미코사지<그림 8>, 왕을 상징하는

왕홀<그림 2>, 국민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는

펠리컨<그림 5>과 불사조, 순결과 공평의 상징인 담

비<그림 6> 등의 펜던트가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Ⅲ. 엘리자베스 1세의 영화의상 복식
엘리자베스 1세 초상화에서 고찰된 여왕의 복식을

토대로 하여, 여왕을 주인공으로 영화한 작품은 1937

년 부터 2007년 작품까지 9작품의 총 102벌의 여왕

의상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표 3>.

1. Fire over England
1937년 흑백영화로, 1587년에서 스페인 무적함대

와의 전쟁이 있던 1588년까지가 영화의 시대적 배경

이다. 그러나 의상의 형태는 <그림 9>처럼 전체적으

로 화려하고 팽대된 스케일로, 1590년 이후에 나타나

는 과장된 퀸 엘리자베스 칼라와 원통형 실루엣의

스커트가 보여 여왕의 노년기인 말기적 특징을 오히

려 잘 보여주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 칼라는 빅사이

즈의 스케일로 가장자리를 스캘럽(scallop)이나 큰 꽃

잎 모양 등으로 변형하고, 네트(net) 소재나, 번쩍거

리는 합성소재에 비즈(beeds)나 스톤(stone), 진주

등의 장식을 가하여 극도의 화려함을 추구하였으나,

러프가 가지는 레이시(lacy)하면서 가장자리를 정교

하고 섬세하게 컷워크(cutwork)된 아름다움은 제대

로 살려내지는 못했다. 로브의 페플럼이 크게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소재는 화려하고 섬세한 아플리

케나 트리밍, 자수, 보석 등의 정교한 장식성을 살리

지는 못하였으며, 스톤이나 합성재료에 의해 과다하

게 반짝이는 다소 조악한 느낌으로 마무리되었다. 한

편 <그림 10>은 동시대 의상과는 거리가 있으나, 17

세기 초에 등장하는 위스크(whisk)칼라와 플랫(flat)

칼라의 형태를 레이스가 아닌 제 천으로 만들어 겹

쳐 달고, 앞판은 타이트하며 뒷판이 플레어진 자켓을

착용한 승마용 의상이 특이하며, <그림 4>는 단리 초

상화에서 보이는 폴란드식 스트링 여밈 처리를 소매

와 페플럼 부분과 앞가슴 부분에 스토마커 모양으로

장식하여 현대적으로 응용한 전쟁 출정시의 로브

(rob) 디자인도 매우 이색적이다<그림 11>.

2.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
1939년작으로, 1596년부터 1601년까지가 시대적

배경이다. 수레바퀴형 러프, 퀸 엘리자베스 칼라, 퀸

엘리자베스 칼라와 소형 러프 칼라와의 이중 칼라,

그리고 튜더 가문의 상징인 장미 장식, 깃털 부채,

보석과 진주 장식 등으로 초상화에서 보이는대로 그

시기적 특징을 살렸다. 반면에 주름이 전혀 없이 부

채형이나 원형으로 제작한 17세기에 등장한 형태의

러프도 나타난다. 스커트 실루엣을 보면, 스커트가

좌우로 확장되는 17세기 사이드 후프(side hoop)형의

실루엣에 가까우며. 양다리형 소매가 주류로 나타나

던 그 시기에 <그림 12>처럼 17세기 초에 유행한 비

라고 슬리브(virago sleeve)가 응용되어 여러 차례 사

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소재의 화려함을 살리기 위

해 정교하고 화려한 트리밍이나 수공예적 기법이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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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ire over England, 1937

- 필자 캡쳐사진

<그림 11> Fire over England, 1937

- 필자 캡쳐사진

<그림 12>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1939

- 필자 캡쳐사진

보이는 장식을 가미하기 보다는 손쉽게 반짝이는 합

성 소재로 대치한 부분들이 다소 눈에 거슬린다. 복

색은 적색, 자주색, 핑크계, 흰색, 실버, 그린계열 등

이 사용되었다.

3. Young Bess
1953년작으로 여왕의 탄생에서 1558년 즉위까지가

배경이다. 초상화 1과 2에서 보이는 공주 시절 당시

의 로브 구성에 충실하다. 그러나 초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 미혼녀들에게서 유행한 데콜떼 스타일

은 보이지 않으며, 가슴가리개 부분인 파플렛

(partlette)을 로브와 다른 색 원단으로 매치시키거

나, 동일 원단의 요크(yoke)로 구성하고 스탠딩

(standing) 칼라로 제작하였다. 또한 슈미즈 스타일

에 프릴 칼라를 단 스타일도 있고, 라운드 네크(round

neck) 중심에 슬릿(slit)을 한 모양으로 변형된 파틀

렛도 보인다. 여행복 차림으로 당시의 의복으로는 적

당하지 않은 남성 더블릿(doublet)을 연상하게 하는

자켓 형식의 투피스 구성도 있다. 마지막 장면의 즉

위 직후 1559년 국민들에게 화답하는 모습인 <그림

13>에는 러프 칼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임에

도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1570년대의 러프 칼라를

착용하기도 했다. 영화에서 여왕의 복식은 대체로 장

식이 적고 수수한 옷차림이 많다. 복색은 흰색, 검정

을 비롯해 중간 톤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4. The Virgin Queen
1955년작으로, 1581년이 시대배경이다. 그러나 여

왕의 복식은 초상화의 1580년에서 1590년대적인 특

성이 나타난다. 영화에서는 어민초상화<그림 6>가

<그림 14>와 같이 유사하게 재현되었으며, 그 밖에

디칠리 초상화 <그림 8>가 유사하게 재현되고, 프로

세션 초상화의 십자형 꽃모티브 소재가 비슷하게 재

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레바퀴형 러프, 퀸 엘리

자베스 칼라, 진주목걸이와 보석장식 등으로 당시의

복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매는 양다

리형은 보이지 않으며, 퍼프로 풍성하게 만든 볼륨있

는 소매로 제작되었다. 스커트 실루엣도 종형이나 원

통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17세기 스타일인 사이드

후프(side hoop)형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로브

에 맨틀을 착용한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데 짧은 케

이프형으로 제작하여 동시대의 남성적 스타일이 도

입되기도 하였다. 특히 <그림 16>인 사냥복에는 당시

에는 사용되지 않은 현대적인 스트라이프 문양을 도

입하여 모던하고 스포티한 감각을 살렸다. 사용된 복

색은 흰색, 검정, 적색 등 주요 색상을 비롯해 그린

계, 브라운계 등 초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색상이 도

입되었다.



초상화 복식을 중심으로 본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

- 63 -

<그림 13> Young Bess, 1953

- 필자 캡쳐사진

<그림 14> Virgin queen, 1955

- 필자 캡쳐사진

<그림 15> Virgin queen, 1955

- 필자 캡쳐사진

5. Elizabeth R
1971년작 드라마로, 1549년 여왕의 소녀시절부터

1588년 아르마다 전투 때까지를 다루었다. 시기마다

동시대의 복장을 잘 고증하여 충실하게 복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즉위 이전 복장은 초상화

1, 2와 유사하며, 일부는 파틀렛을 로브와 동일원단

혹은 배색원단으로 하여 요크로 구성하고 스탠딩 칼

라를 달았다. 즉위 이후에는 초상화에서 보이는 복식

특유의 과장과 화려함을 잘 나타내었는데, 아르마다

초상화 <그림 7>가 <그림 16>과 같이, 단리 초상화가

<그림 17>과 같이 정확히 고증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이는 자국의 역사를 철저히 재현하는 영국인들의

자부심을 엿볼 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아

브리홀 초상화, 디칠리 초상화<그림 8>, 콜로네이션 초

상화 <그림 2> 등이 훌륭하게 재현되었다. 반면에 참

전(參戰) 복장에는 동시대의 장식 소매(false sleeve)

를 도입한 남성 더블릿과 유사한 자켓 형태의 이채

로운 의상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사용된 복색은 흰색,

검은색, 적색, 골드 등 주요 색상을 비롯해 그린이나

블루 등의 초상화에는 보이지 않는 색상도 사용하였다.

6. Shakespeare in Love
1998년작으로, 1999년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

였다. 1593년이 배경이다. 영화에는 여왕의 의상이

단지 3벌이 나오지만 1590년대 하드윅 초상화를 연

상하게 하는 극도의 화려함과 특유의 과장미가 아주

잘 표현되었다. <그림 18>과 같이 부조적 느낌이 나

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장식적인 원단 소재를 비롯하

여, 초상화나 영화에서 거의 흰색 위주이었던 엘리자

베스 칼라를 화려한 공작 깃털로 만들거나, 로브의

색과 통일한 그린계열의 정교한 레이스와 컷워크로

만든 칼라에 진주장식을 후광처럼 달아서, 당시의 장

엄하고 화려한 미를 고증하고 복원하는 것에 진일보

하여 그 미적 특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독창적이고

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원통형 스커트 실

루엣이나 가슴을 받친 딱딱한 바스킨느의 코르셋 느

낌까지도 잘 재현되고 있으며 스토마커의 보석장식,

액세서리 등도 초상화에서 보이는 극도의 화려함을

한 단계 높여 훌륭하고 품격있게 재창조하였다.

7. Elizabeth 
1998년작으로, 1554년 메리 여왕의 치세부터 엘리

자베스 즉위 전반기를 다룬 영화이다. 즉위 이전의

복식은 전원풍의 소박한 로브이며, 장식이나 과장이

거의 없다. 즉위 시에는 콜로네이션 초상화 <그림 2>

의 대관식 복장이 <그림 19>와 같이 잘 고증, 복원되

었다. 또한 햄든 초상화 <그림 3>처럼 비치는 소재에

러플 칼라가 달린 파틀렛, 숄더윙(shoulder wing),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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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lizabeth R, 1971

- 필자 캡쳐사진

<그림 17> Elizabeth R, 1971

- 필자 캡쳐사진

<그림 18> Shakespeare in Love, 1998

- 필자 캡쳐사진

<그림 19> Elizabeth, 1998

- 필자 캡쳐사진

<그림 20> Elizabeth, 1998

- 필자 캡쳐사진

<그림 21> Elizabeth I, 2005

- 필자 캡쳐사진

어 파트된 스커트가 입혀졌고, 초상 8처럼 스탠딩 칼

라에 소형러프가 달린 과장과 장식이 별로 없는 로

브가 선보였으며, 로브 위에 외투를 착용한 모습도

잘 표현되었다. 한편 동시대에는 보기 어려운 디자인

의 변형이 시도되었는데 <그림 20>과 같이 데꼴떼가

앞가슴 윗부분에만 있고 뒷목 부분은 파임이 전혀

없이 제 원단으로 뒷 목선에서 작은 칼라를 달았다.

승마복에서는 언더 스커트(under skirt)를 입고 그

위에 드레이프(drape)가 진 랩 스커트(wrap skirt)를

입히기도 하였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시기와는 맞지

않는 1588년 아르마다 초상화 <그림 7>의 팽대 복식

이 정교하고 섬세한 러프 칼라와 리본으로 초상화와

거의 유사하게 아름답게 재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

상 전체를 흰색으로 바꾸고 스커트 실루엣은 원통형

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인 복색은 적색, 금

색, 퍼플, 검은색, 흰색 등의 주요색상이 사용되었다.

8. Elizabeth Ⅰ
2005년작 드라마로 1570년대부터 1588년 아르마다

전투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였다. <그림 21>처럼 영화

의 여왕 의상 대부분이 스커트와 소매의 스케일이

많이 축소되고 타이트한 바디스의 실루엣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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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he Golden Age, 2007

- 필자 캡쳐사진

<그림 23> The Golden Age, 2007

- 필자 캡쳐사진

<그림 24> The Golden Age, 2007

- 필자 캡쳐사진

표현되지 않아 그 시기 의상 특유의 과장과 화려함

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 더구나 칼라를 보면 스탠딩

칼라나 플랫 칼라가 대부분이고, 1560년대 초상화에

서 보이는 소형 러프가 많이 나와 시대와는 맞지 않

는다. 다만 전투 참전 의상은 폴란드식 여밈 처리를

한 단리 초상화 <그림 4>를 재현하였고, 얼굴을 감싸

는 크기에서 부터 수레바퀴형의 대형 러프가 유행하

는 영화의 시기와는 맞지 않게 1590년대 스타일의

퀸 엘리자베스 칼라가 두 번 등장하고, 전쟁 승리 후

마지막 연설 장면의 의상에서 1590년대 말의 디칠리

초상화<그림 30>에서 보여지는 하트형 베일모양을

엘리자베스 칼라처럼 변형한 의상이 등장한다. 전체

적으로 이 드라마는 동시대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

상을 고증하는데 별로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9. Elizabeth : The Golden Age
2007년작이며, 1998년 Elizabeth의 후속작으로,

2008년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였다. 1580년대가

영화의 시대배경이다. 여왕의 의상에서 네크 부분을

보면 1560년대 이전에 사용된 작은 러프나 프릴이

달린 비치는 소재의 파틀렛, 스탠딩 칼라의 요크 처

리된 파틀렛이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디칠리 초상화

<그림 8>와 유사한 퀸 엘리자베스 칼라나 나비형 베

일 등이 사용되었으며, 17세기 초기에 유행한 주름이

전혀 없는 레이스로 만든 위스크 칼라도 이용되었다.

소매의 볼륨은 전체적으로 동시대에 비해 적게 표현

되었으며 1580년대부터 유행한 원통형 스커트 실루

엣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즉위 이전과 이후, 혹

은 여왕의 말기적인 복식의 특징들이 서로 뒤섞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영화에서는 동시대

의 디자인 요소를 변형한 경우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림 22>는 뒷부분을 많이 세우지 않은 메디치

(medici) 칼라 스타일에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V형으로 깊이 파인 네크라인 스타일의 로브를 전체

적으로 완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은

앞가슴의 노출을 가리던 슈미즈나 파틀렛을 가슴과

어깨와 팔 전체를 시스루(see through)로 가리는 현

대 패션의 시스루 스타일로 응용하여 여왕의 위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여성미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

<그림 24>는 <그림 8>인 디칠리 초상화를 연상시키

는데, 하트형 베일 안에 흰색바탕에 금색으로 장식된

로브를 착용한 여왕을 전체적으로 감싸 처녀 여왕의

신비스럽고 고귀한 이미지를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

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상은 초상화에서 보여 지는

과다한 보석 장식이나 지나친 액세서리를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모든 의상들은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단히 완성도가 높으며, 섬세한 장식

이나 트리밍, 자수 등이 격조 있고 고급스러운 우아



服飾 第62卷 8號

- 66 -

함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시대의

팽대된 과장미나 장엄미를 재현하기 보다는 동시대

의 특성을 살리되, 현대인의 감성에 거부감이 없도록

과다한 스케일과 지나친 장식성을 적절하게 축소하

고, 처녀여왕의 신비함이나 위엄, 고귀함, 강인함 등

의 케릭터를 효과적으로 재창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복색은 적색, 골드, 흰색, 검정, 실버 등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색상을 비롯해 그린계, 블루계, 블루

퍼플계 등 초상화에서 볼 수 없는 색이 다수 이용되

었다.

Ⅳ.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영화의상의 특성

이상으로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서 고찰된

복식을 중심으로 9편의 영화에서 여왕의 의상을 분

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화의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초상화의 고증과 복원
초상화의 고증과 복원에 가장 충실한 영화는 영국

BBC 6부작 드라마인 Elizabeth R로 관찰되었다. 고

증의 빈도가 가장 높은 초상화는 단리 초상화 <그림

4>인데 폴란식 여밈처리가 현대적인 감각을 주며, 밀

리터리한 느낌으로 아르마다 전투에서 여왕의 전투

참전시의 복장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된 것

으로 보이는데 영화 Elizabeth R에서 <그림 17>과 같

이 그리고 Elizabeth와 Elizabeth Ⅰ에서 그대로 복원

되었다. 다음으로는 아르마다 초상화<그림 7>가 Eliza-

beth R<그림 16>과 Elizabeth에서 각각 복원되었다.

그밖에 콜로네이션 초상화 <그림 2>가 Elizabeth R과

Elizabeth에서 복원되고, 아브리홀 초상화와 디칠리

초상화<그림 8>가 Elizabeth R 에서, 어민 초상화<그

림 6>가 <그림 14>와 같이 The Virgin Queen에서

정확히 복원되었다. 그리고 프린세스, 햄든, 프로세션,

디칠리, 하드윅 초상화가 여러 영화에서 유사하게 응

용되어 나타났다<표 3>.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의 초

상화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재현

되거나 색상이나 러프, 소매 등의 디자인이 다른 초

상화와 병행되어 조합되는 방식으로 재현된 것이 다

수 관찰되었다.

2. 실루엣과 디테일의 시기적 혼용(混用)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연대기순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를 보면 16세기 후반의 반세기 복식의

변화와 유행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영화는 이 시기 중 일부를 담게 되는데 당시 복

식의 특징을 그대로 고증하여 복원하기보다는 시기

와 상관없이 초상화에서 보이는 복식의 요소와 특성

을 차용하거나 서로 조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예

컨대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한 1580년대 배경의

Elizabeth에서도 목부분을 보면 16세기 전반부의 데

꼴떼, 파틀렛, 스탠딩 칼라와 요크가 나타나고, 1590

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퀸 엘리자베스 칼라가 많으

며, 17세기 초에 등장하는 주름이 전혀 없는 위스크

칼라도 등장한다. 아울러 아르마다 전투를 승리로 이

끌고 국민 앞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여왕의 집권

중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왕 말기인 1590년 이후 스타

일인 퀸 엘리자베스 칼라와 나비형 베일을 한 디칠

리 초상화<그림 8>의 이미지를 연출하여 처녀 여왕

의 순결과 절대 권력, 위엄 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4>. 그 밖에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에서도 주름이 전혀 없는 부채형 또는 바퀴형

러프가 나온다. Fire over England 에서는 1580년대

배경임에도 1590년대에 나타나는 원통형 실루엣의

스커트가 연출되었고<그림 10-11>,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에서는 18세기에 유행하는 사

이드 후프 스타일의 실루엣<그림 12>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소매의 경우 <그림 12>를 보면, <그림 5>에

서 보듯이 퍼프 소매에 장식띠를 부착한 모양을 17

세기에 유행한 비라고 슬리브와 비슷하게 변형하기

도 하였다. 즉 16세기 전반과 17세기, 18세기 등의

특징이 일부 뒤섞여 혼용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영화

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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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식 디자인의 요소의 부분적 변형
당시에는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일부를 완전 변

형하는 것으로 특히 목부분을 변형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소매의 변형, 소재의 변형이 있고, 크기를 확

대하거나 오히려 작게 축소하는 크기의 변형 등이

관찰된다.

<그림 20>과 같이 네모형으로 판 목선에 파틀렛을

달고 뒷목에 작은 칼라를 달아 당시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변형하였다. <그림 9>인 퀸 엘리자베

스 칼라도 주름이 전혀 없는 평평한 부채형에 스캘럽

과 큰 꽃잎모양의 가장자리 장식으로 변형되었으며,

<그림 18>은 퀸 엘리자베스 칼라를 레이스가 아닌 공

작 깃털로 제작해 소재의 고급스런 변형을 꾀하였으

며, <그림 22>에서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운 뒷부분을

세우지 않은 소프트한 러프를 달고, 가슴부분을 V형

으로 파고 마치 러프가 숄 칼라 모양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칼라 형태를 만들어 주었다. <그림 23>은 가

슴 앞부분은 세모형으로 노출하고 비치는 파틀렛이

있는 펠리컨 초상화 <그림 5>와 유사하나 어깨와 팔

전체에 시스루 소재로 변형하여 현대적인 시스루룩

드레스처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같은 영화에서 네크

라인의 앞가슴 부분에 피슈(fichu)와 유사한 장식을

덧댄 것을 볼 수 있는데 러프 칼라가 유행하던 16세

기에는 볼 수 없는 디자인이다. <그림 9>와 <그림

18>은 러프 칼라의 소재를 변형한 것으로 각각 레이

스가 아닌 합성과 네트, 스톤으로 바꾸거나, 공작깃털

로 대치한 경우이다. <그림 21>은 현대의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실루엣의 규모를 전체적으

로 매우 축소하였다. <그림 9>는 페플럼의 크기를 크

게 확장하였고, 그 밖에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에서는 엉덩이 길이까지 오는 짧

은 행잉 슬리브가 달린 로브가 등장하고, The Virgin

Queen에서는 프로세션 초상화의 십자형 꽃모티브 트

리밍이 크게 확대된 모티브로 응용되기도 하였다.

4. 러프 칼라의 강조
16세기를 대표하는 의상의 특징으로 러프 칼라,

슬래시, 과장된 실루엣, 자수와 보석의 과다한 장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영화에서 고루

표현되고 있으나 특히 러프 칼라는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작은 크기에서부터 바퀴형에 이

르는 크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590년 이

후 여왕말기에 나타나는 엘리자베스 칼라나 나비형

베일 등이 거의 모든 영화에서 여왕의 절대 권력과

위엄을 드러내는데 도입되고 있다. 러프 칼라는 초상

화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그림 9>처럼 크기를 더욱

확장하고 레이스 소재를 넘어서 번쩍이는 합성소재

나 네트, 인조 보석 등으로 화려함을 가중시켰다. 또

한 Elizabeth : The Golden Age를 비롯한 여러 편

의 영화에서 정교한 레이스와 숙련된 컷워크, 진주

장식 등으로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예술성으로 고급

스러운 화려함과 장엄함을 강조하였는데, <그림 18>

처럼 공작 깃털에 진주 장식을 가미하여 초상화에서

보이는 당시의 러프의 화려함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노력을 기울여 여왕의 복식에서 가장 강조

되는 디자인 요소로 부각시켰다. 그러므로 러프 칼라

는 모든 영화에서 그 특유의 화려함과 거창함으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라는 시대 배경과 퀸 엘리자베

스라는 인물을 명확하게 특징지워 주는 복식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색상의 확장
초상화에 나타난 복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과

금색, 처녀 여왕임을 상징하는 적색, 흰색과 검정, 그

밖에 흰색과 유사한 실버, 금색과 유사한 노랑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흰색과 검정색이 많은데, 복식사가

제인 어쉘포드<Jane Ashelford)에 의하면 흑백의 배

색은 16세기에는 처녀여왕의 순결을 상징했다고 한

다. 아울러 여왕자신이 흰색과 검은색 배색을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

에는 빨간색은 용기, 무용을 상징하고15),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붉은색 계열은 군주의 승리를 기념하는

색채로 군주의 위엄과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

로 사용되었다.16) 금색은 영광스럽고 고귀한 신의 색

일 뿐 아니라 세속의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하다.

금이 변하지 않는 영원성의 상징이기에 제왕들은 금

색으로 신성을 드러냄으로서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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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초상화의 고증과 복원 - - - ○ ○ ○ ○ - ○

2. 실루엣과 디테일의 시기적 혼용 ○ ○ ○ ○ - - ○ ○ ○

3. 복식 디자인의 요소의 부분적 변형 ○ ○ ○ ○ ○ ○ ○ ○ ○

4. 러프 칼라의 강조 ○ ○ - ○ ○ ○ ○ ○ ○

5. 색상의 확장 - ○ ○ ○ ○ ○ - ○ ○

6. 극도의 팽대와 장식 과다의 회피 - - ○ - - - ○ ○ ○

7. 특수복의 모던한 스타일 도입 ○ - ○ ○ ○ - ○ - -

<표 3>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영화에 나타나는 영화 의상의 특성 현황

( *는 영화 연번)

하고 왕권의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자 하였다.17) 그러므로 모든 영화에서 이와같은 색을

주로 사용하는 한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상

태를 전달하기 위해 색채의 상징성을 적용하여 복색

을 융통성있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에서 연인이 죽음을 맞

이하는 상황에서의 다크그린, Elizabeth: The Golden

Age에서 적과의 전쟁 전략을 수립하는 장면에서 블

루퍼플, 즐거운 파티 장면에서 라이트 블루 등이 그

예이다. 초상화에서 사용된 색상을 주로 사용하면서

도,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린계, 블루계, 브라운계, 핑

크계, 퍼플계, 코랄계, 그레이계 등의 다양한 색상들

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6. 극도의 팽대와 장식 과다의 회피
16세기 후반은 역사상 가장 과장된 실루엣과 자수

와 보석의 과다한 장식이 행해졌던 시기이며,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상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하게 부풀린

소매와 땅 끝까지 끌리는 행잉 슬리브, 수레바퀴형으

로 부풀린 스커트, 의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는 장식

적 트리밍과 자수, 보석 장식 등으로 절정에 달한 복

식의 팽대와 장식의 극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영화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다소 완화하거나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단, 특이하게도 전술한 바와 같이 러프 칼라 만큼은

오히려 초상화보다 더욱 과장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레바퀴형 실루엣이 두드러지는 디칠리 초상화는

영화에서 실루엣을 전부 축소하여 유사하게 재현하

고 있으며, 스커트의 폭을 더욱 넓게 보이게 하는 신

발이 보일 정도로 짧아진 스커트도 모든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Shakespeare in Love<그림

18>와 Elizabeth R <그림 16-17>에서 원통형 실루엣

이 명확히 재현되어 당시의 복식을 훌륭하게 보여주

고 있으며 Fire over England<그림 9-11> 에서도 원

통형 스커트가 재현되었다. 양다리형의 소매도 <그림

13-14>와 <그림 20-24>와 같이 대부분 완화된 형태

의 양다리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복식의 자수

나 보석, 장식적인 모티브 등이 의상을 가득 채우는

과도한 장식은 1575년 초펠리컨 초상화 <그림 5> 이

후부터 많이 보여지는데 이는 막대한 수공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장식이 현대인의 감성에 장식과잉으

로 거부감을 줄 수 있으리라 짐작되며, 아울러 과다

한 제작비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

여 이러한 장식은 영화의상에서 거의 완화되어 나타

나며, Fire over England<그림 9>나 The private

lives of Elizabeth and Essex <그림 12> 등에서는 보

석이나 진주 장식, 트리밍 등의 고급스러운 화려함을

합성적인 소재의 조악한 번쩍임으로 대치하기도 하

였다.

7. 특수복의 모던한 스타일 도입
승마복, 참전시의 복장, 여행복 등에서 당시 복식

과는 무관한 아이템이나 모던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

타난다. 여성의 자켓 착용은 영불에 관해서 보는 한,

18세기 초기인 10년대에 시작되었다.18) 그러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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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복에는 당시 남성복에서 착용된 더블릿과 유

사한 자켓의 착용이 두드러지는데 <그림 10>은 승마

용 의상으로, 17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위스크 칼라와

플랫 칼라 형태를 조합하고 레이스가 아닌 제천으로

만들고 가장자리에 선장식을 하고 뒷판이 플레어진

자켓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림 14>는 승마복에 모던

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도입하고, 당시에는 보기 어려

운 라운드 네크형의 목선에 바디스 부분에 배색 처

리를 하여, 러프를 제외한다면 현대적인 드레스로 탈

바꿈되었다. 아울러 Young Bess에서 여행복 역시 현

대적인 자켓 형태가 도입되었으며 Elizabeth: The

Golden Age에서는 언더스커트 위에 당시에는 볼 수

없는 비대칭적인 랩 스커트를 입혀 활동적이고 모던

한 스타일로 제시되었다. 이는 당시의 복식이 현대처

럼 T.P.O.에 의한 복식구분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시

대임으로 특수복을 고증하여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역사 속에 존재

했던 극도의 과장패션이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현대에 와서 어떻게 고증, 복원되고 재창조되고 있는

지 알아봄으로서 역사복식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33점을 수집하여 여왕의 복식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

로 하여 엘리자베스 1세를 주인공으로 영화한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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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

화의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초상화의 고증과 복원: 초상화 중 단리 초상화

가 3회로 가장 많이 고증 복원되었으며, 그 밖에 아

르마다, 콜로네이션, 아브리홀, 디칠리, 어민 등의 초

상화가 고증, 복원되었다. 초상화의 고증과 복원에

가장 충실한 영화는 1971년 영국 BBC 6부작 드라마

인 Elizabeth R로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초상화

들이 여러 영화에서 유사하게 응용되어 초상화 복식

의 고증과 복원, 응용과 재현 등이 역사 복식 디자인

의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2. 실루엣과 디테일의 시기적 혼용: 영화의 시대

적인 배경에 나타나는 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충실하

게 지키기 보다는 해당시기를 비롯한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의 특성을 서로 혼용해

서 사용함으로서 디자인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16세

기 전반과 17세기, 18세기 등의 특징이 일부 뒤섞여

혼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영화에서 아주 흔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동시대의 전후의 특징임으로 관객

들에게 무리 없이 16세기 의상으로 인식될 수 있으

면서도 여왕이 상황이나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미지 전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역사복식 표현의 방

편으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복식 디자인 요소의 부분적 변형: 당시에는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일부를 완전 변형하는 것으로

특히 목 부분을 변형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소매의

변형, 소재의 변형이 있고, 소매, 스커트, 칼라 등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오히려 작게 축소하는 크기의 변

형 등이 나타난다. 이는 고증된 역사복식 내에서의

한정된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물의 성격이나

이미지, 상황 등을 시각적으로 효과있게 전달하기 위

한 창의적인 디자인의 방법으로 생각되나 동시대 복

식과의 조화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디자이너의

역사 복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고도의

디자인 감각과 창의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러프 칼라의 강조: 16세기를 대표하는 복식의

여러 특징 중에서 러프 칼라가 거의 모든 영화에서

극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퀸엘리자베스 칼라와

그 뒤에 드리운 나비형 베일은 여왕의 노년기인

1590년 이후의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화려함

과 위엄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물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요소로 해석되는 것으로 생각되

며, 복식을 전공하지 않은 관객들에게도 러프 칼라가

16세기라는 시대 배경과 퀸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역사복식을 재창

조하는 영화의상은 동시대의 특징과 인물의 성격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복식의 요소를 찿아 내어

이를 강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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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상의 확장: 초상화에 나타난 복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과 금색, 처녀 여왕임을 상징하는 적색,

흰색과 검정, 그밖에 흰색과 유사한 실버, 금색과 유

사한 노랑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러한 색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블루

계, 그린계, 핑크계, 퍼플계, 코랄계, 그레이계, 브라운

계 등의 다양한 색상이 여왕의 다양한 이미지 창출

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동시대의 색채상징을

수용함과 더불어 한정된 색상의 한계를 벗어나 현대

의 색채심리를 적용하여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극도의 팽대와 장식 과다의 회피: 여왕 제위기

간인 16세기 후반은 초상화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과

도하게 부풀린 소매와 땅 끝까지 끌리는 행잉 슬리

브, 수레바퀴형으로 부풀린 스커트, 의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는 장식적 트리밍과 자수, 보석 장식 등으

로 역사상 가장 절정에 달한 복식의 팽대와 인체의

왜곡, 장식의 극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러프 칼라를 제외하고는 이와같은 요소

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완화하거나 절제하

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장식이나 팽대가

현대인의 감성에 거부감을 줄 수 있으리라 짐작되며,

강조점을 러프 칼라에 두고 다른 복식의 요소들은

현대인에게 자연스러운 수용가능 범위 내로 축소하

여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7. 특수복의 모던한 스타일 도입: 승마복, 참전시

의 복장, 여행복 등에서 16세기 복식으로 보기에 어

려운 모던한 스타일로 표현된 경우가 많다. 특히 당

시 복식과는 무관한 다양한 자켓 스타일이 특히 많

으며, 스트라이프 문양이나 현대적인 스트링 장식,

랩 스커트 등 모던한 스타일이 도입되었다. 당시의

복식이 현대처럼 T.P.O.에 의한 복식구분이 아직 발

달되지 않은 시대임으로 특수복을 고증하여 표현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포멀(formal)한 복식을 입는 것 보다는 부분적인 모

던함이 스포티한 감각이 가미되어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따라서 현대

적 디자인의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상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는바, 도출된 결과

들이 영화의상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창의적 디자인

을 위한 역사복식 디자인의 특성들로 사료되며, 이에

본 연구 결과가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의 역사 복

식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와 지역 및 인물의 역사 복

식을 디자인하고 재창조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인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향

후 다양한 시기와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한 역

사복식 디자인 연구가 축적되어 역사복식이 과거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사복식 디자인’으로

현대 사회에서 활발히 부활되고 재생되는 패션 디자

인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 할 수 있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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