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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analysis of that appears in the comedy <The 
Wedding Day>. It also aims to propose conceptual and analytical costume designs that emphasize 
the formal aspects of play by reflecting on the comical elements simultaneously. <The Wedding 
Day>,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played on November 12, 2009 at the Small Theater 
(Dalohreum Theater) in the National Theater as a celeb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Suwon 
Women's College. The costumes were designed by this researcher and were produced in collabo-
ration with the Creative Performances Research Institute (Suwon Women's College). The comic el-
ements were categorized into deconstruction, deviation and unexpectednes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on the humorous nature of comedy, and their aesthetic meanings were applied to the 
costumes. The designs that reflect the comic elements are as follows. The costume design reflect-
ing deconstruction is a way that disassembles and recombines constructive aspects of clothing. It 
consists of seam margins outside or just left disassembled without sewing, dismantling the boun-
dary of outerwear and underwear. The costume design reflects deviation because reformed shapes 
of collars, the variation of length and closure of skirts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style. These 
are designed by distorting traditional designs with deviation and transcend of tradition. The cos-
tume designs the reflect unexpectedness integrates both tradition and the contemporary, and use 
materials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and these are composed of external formats the result 
from incongruity. Because comic elements are metaphysical concepts that carry meanings that are 
difficult to define according to the country and period, it is required to analyze, organize 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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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 thei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each period. Since this study analyzed the comical el-
ements of a play and applied them to costume design, it is hoped that a follow-up study of ana-
lytical costume design is be done, and that more diverse and more creative costume designs are 
in the next generation.

Key words: comedy(희극), comic elements(희극적 요소), stage costume(무대의상), 
The Wedding Day(시집가는 날)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오늘날 공연은 연극, 뮤지컬, 오페라, 창극, 마당극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공연은 무대에서 여러 시각적

요소들과 부합되어 하나의 종합예술로 형상화 된다.

시각적 요소의 하나인 무대의상은 배우를 살아 있

는 극중 인물로 표현하여 극중 인물에 대한 정보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외에 작품의 사상과 형식까

지도 전달하는 매체가 된다. 또한 작품의 의도에 적

합하게 디자인된 무대의상은 작품의 예술적 표현을

이루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시각예술로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무대의상은 최유진, 김은희
1)
, 김지연,

노윤선2), 변현진, 조진숙3), 임정미 외4)의 선행연구에

서와 같이 주로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서 인물분석과

극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디자인되어져 왔다.

무대 위에 올려지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은 희극,

비극, 희비극 외에 여러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각의 형식들은 뚜렷한 개념적 특성을 띄고 있다. 따

라서 무대의상을 디자인할 때에는 등장인물의 성격,

극의 상황과 배경을 토대로 디자인함은 물론 연극의

형식적 측면을 분석하여 형식이 갖는 본질과 요소들

을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극의 여러 형식 가운데 하나인 희극은 웃음을 주

조로 하여 풍자와 해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불합

리성을 표현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희극에 내제된 희

극성을 고찰하여 극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

적․분석적인 무대의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 <시집가는 날>은 주제와 작품성에 있어서 희

극적 양상이 뛰어난 작품으로 1940년대 대표적인 민

족주의 희극작가인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를 원

작으로 하여, 암울하고 부조리한 그 당시의 비극적인

현실을 풍자와 해학으로 통렬하고 예리하게 담아내

고 있으며, 그 동안 영화, 오페라, 뮤지컬 그리고 연

극으로 다양하게 열연되어져 왔다.

공연문화가 다양화되고 개성 있는 작품이 요구되

는 현대 문화적 흐름 속에 극의 형식적 측면을 풀어

상징적 의미를 무대의상에 반영하여 디자인 하는 것

은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제시와 함께 극에 대한

이해를 도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으리라 본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집가는 날>은 수원여자

대학 4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극단 마고가 제작하여

2009년 11월 12일, 국립극장(달오름 극장)에 올려진

작품으로 본 연구자가 디자인하고 창작 공연 예술 연

구소(수원여자대학)와 함께 제작을 맡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희극성의 개념, 희극성의 요소와 그 표현적

특성을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

를 위해 작품에 나타난 희극성, 등장인물 분석,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시대의상, 그리고 그 동안 공연된 무

대의상에 대한 사례를 문헌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다. 작품 <시집가는 날>은 주제, 연극성 및 희극

성 등이 원작 <맹진사댁 경사>의 작품성과 의의를 같

이 하고 있기에 <시집가는 날>또는 <맹진사댁 경사>에

관한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작품의 특성인

희극성을 반영하여 내용적 측면 외에 형식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한 무대의상을 디자인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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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희극성의 개념
희극이란 사회의 병폐나 인간의 근원적인 모순성

을 풍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통해 마주하는

관객의 지성에 호소하여 그 본질을 교정하고자 하는

연극의 한 형태로
5)
희극에는 희극성과 희극정신이

극의 본질로 나타난다. ‘희극성’이란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특성으로 희극성에 대한 이론은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어왔으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우월성 이론’, ‘대조 이론’ 그리고

‘절충 이론’이 있다.6) 여기서 ‘희극성’과 ‘웃음(유머)’

은 상호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이론가들에 의

해 서로 호환 가능한 것으로 동일시되며 사용되고

있다.7)

1) 우월성 이론

‘우월성 이론’은 17세기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

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유래한 비웃음을 의미’하

는 것
8)
으로 남의 실수나 결함을 보고 웃게 되는 것

은 그 행위자체가 우습기도 하거니와 그런 실수나

결함이 나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즉 우월감에서 연유된 웃음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내용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물의

외양에서도 드러나는데 찰리 채플린이 여기에 해당

한다. 지나치게 큰 모자와 신발, 어울리지도 않는 연

미복에 지팡이를 휘두르며 뒤뚱거리는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사이에 그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게 하며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9)

2) 대조 이론

18세기 독일에서 출발하여 레싱(Lessing), 볼프

(Wolff)등을 거쳐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정

립된 이론으로 칸트는 그의 저서 <판단력 비판

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웃음은 긴장된 기대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하는데서 일어나

는 정서’라고 했으며
10)
고대 로마시대의 키케로

(Marcus Tuliius Cicero)는 ‘웃음의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무언가 다른 것이 말하

여 질 때'11)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대규범의 일탈로도

설명될 수 있는 키케로의 이론은 후세학자들의 견해

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12) 트라우트

바인(Wolfgang Trautwein)은 ‘일정한 틀에서 벗어난

행동태도가 웃게 한다.’고 보고 있으며 리터(Joachim

Ritter)는 ‘우스꽝스러운 것은…(중략)…희망한 것과

기대한 것에 상반된다.’고 설명한다.13)

예를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허무개그나

사오정 유머는 기대와 예상을 산산이 깨뜨리고 무의

미한 것으로 돌려 버린다는 점에서 대조 이론에 근

거한다고 볼 수 있다.
14)

3) 절충 이론

절충 이론은 우월감과 대조의 부조화라는 두 이론

이 결합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베르그송(H. Bergson)은 그의 저서<웃음>에서 ‘생

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이 웃음을 유발한

다고 말하는데 즉 주의 깊은 관찰과 민첩한 유연성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생명적인 것’은 우리가 무

의식중에 한 습관적인 행위 즉 ‘기계적인 것’ 사이의

대조가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한

남자가 의자에 앉으려 하는데 누군가가 장난으로 의

자를 치워놓아 남자가 나뒹굴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

는 상황에서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남

자에 대해 관객은 그 후 일어날 상황에 대한 우월감

을 가지는 동시에 남자가 주의를 기울여 줄 것 이라

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황은 기대를 저버

린 부조화를 유발하여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이다.
15)

2. 희극성의 요소
‘희극성’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특성이라고 했을

때 그 웃음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르

고,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본질을 정의하

는 것이 이렇게 서로가 다를 수 있기에 그 요소들도

풍자, 해학, 기지, 연민, 부조화, 일탈, 해체 등 희극성

의 본질의 여러 ‘부면’에 해당하는 여러 형이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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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들로 그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다루기가

힘든 것 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희극성의 개념 가운데

웃음은 예상과 결과의 불합리에 의해 촉발된다고 보

는 대조이론에 근거하여 희극성의 요소 중 대조이론

의 불일치․부조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해체성,

일탈성, 의외성을 선택하여 그 표현적 특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1) 해체성

해체성은 형이상학적 근본이론에 반대하며 기존의

고정 관념적 중심성을 비판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쟈

끄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주장되어온 내용으로

반(反)구조, 파괴를 그 특징으로 하여 기존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체계를 역전, 해체시킨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한

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의 내부에서 해체, 혹은 탈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16) 즉, 전통적으로 인정된 기본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정해진 우열 순위와 개념 체계의

해체를 시도하여 숨어있는 모순을 끄집어내어 대항

하는 것을 의미한다.17)

이는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인종, 문화, 종교등 모

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 모두를 초월한 자유로운

불확정적인 내적 의미와 유희, 부조화, 비상식, 비범

함, 규범의 파괴, 불협화음 등의 외적 형식으로 구성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8)

해체는 풍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풍자는

사회의 부조리․불합리․악습 등과 개인의 우행․위

선․결핍 등을 폭로하고 부정하여 신랄한 조소와 비

난을 통해 웃음 효과를 나타내는 언어표현의 한 형

식이다. 그 안에는 인간성의 악이나 어리석음을 희화

시키고 그 수정을 지향하는데 이때 패러디를 매개물

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패러디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위엄과 존경을 받고 있는 진지한 물

품을 변경과 과장 등을 통해 전환하거나 혹은 부적

절하게 적용시켜 코믹한 주제로 전환한 풍자적 모방

양식으로 그 목적은 풍자적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

서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19)

이러한 변경, 과장은 조화와 통일의 개념을 해체

적 파괴성을 통해 그것으로 인해 가려졌던 구조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보여주

는 것이라 본다.

해체성의 표현은 형태의 왜곡, 크기의 변환, 탈구

성, 탈중심, 불연속, 전위, 분열등으로 나타난다.20)

2) 일탈성

일탈은 일상의 금기, 과잉의 행동들이 파괴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본질을 이룬다. 이는 기준에서

어긋한 것은 규칙위반으로 느껴지고, 수용자를 혼란

스럽게 하여 이러한 규칙, 법칙에서 어긋난 것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의 반응을 통해 웃음이 유발된

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로 일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일탈을 가리

키나 규범은 시간, 장소, 문화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

을 띄고 있다. 따라서 규범이 바뀌면 일탈의 개념도

바뀌는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탈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현재 규범에서 보

면 일탈이지만 새로운 규범에서 보면 인류에 유익한

새로운 창조가 될 수 도 있다.
21)

‘희극적인 것’은 우선 축제적(festival) 희극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축제적 희극성이란 의식(ritual)과

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진지성’에 대한 ‘일탈성’을 의

미한다. 하아비 콕스(Harvey Cox)는 인간의 특질을

‘제축인(homo festivus)과 환상인(homo fantasia)’22)

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본질적으로 제축적

이고, 환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즉 축제와 환상을

통해 순수한 환락과 기쁨을 누리며 지금과 다른 생

활 상태를 상징함으로써 삶의 원동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의 진지성에서 벗어난 ‘일탈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억압이 아닌 자유를, 빈곤이 아닌

풍요, 과거와 미래의 단절이 아닌 결합을 이끌며 삶

의 부정이 아닌 긍정을 생산해 낸다. 또한 축제와 환

상에는 놀이․춤․노래․성적 유희 등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이때 축제와 환상에 드러나는 유희와 쾌

락의 원칙은 어린 시절 내지는 본원으로 돌아가려는

희극적 심상을 근간으로 한다.23)

일탈성의 표현은 정형화된 이미지와 미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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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일반소재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의 결합, 실

험적 표현 등을 들 수 있는데24), 이는 과거의 친숙한

시각적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엉뚱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형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일상적 관계의 질서에서 벗어나 이질적 요소가 결함

되어 고정 관념과의 불일치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25)

3) 의외성

의외성은 사전적 의미로 ‘뜻밖’, ‘전혀 생각이나 예

상을 하지 못함’이라는 뜻으로 뜻밖의 결과를 얻어내

거나 생각 밖의 결과로 보여 지는 것을 의외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비논리

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기본적 논리 구조에 반하는 것으로 인류가

살아가면서 학습되어진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 비논

리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26)

인간은 경험에 의해 학습되어지는 것을 토대로 기

억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의

외성은 이러한 논리 구조를 벗어난 형태로써 모순된

것끼리의 충돌, 혼합, 갈등을 일으키며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즉, 전통적

기대에 대한 모순으로 인해 인지된 내용의 부조화 또

는 불일치에 따른 유머가 유발되는 것이다. 또한 이질

적 결합과 구조적 불일치의 방법으로 기존의 가치와

양식을 붕괴하는 불일치적인 내적의미와 이질적인 요

소를 부정형 또는 혼합형으로 결합시킨 부조화된 외

적 형식으로 구성 된다.27) 이로 인해 재창조된 새로운

이미지는 합리성과 단순성에서 오는 정서적 억압과

무료함에서 탈피하여 웃음과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의외성의 표현은 이질적 소재의 도입, 조화되지

않는 대상, 이미지의 병치, 부조화․불일치의 결합

등으로 나타난다.28)

Ⅲ. <시집가는 날> 작품 분석
1. 작품에 나타난 희극성

작품 <시집가는 날>은 오영진의 대표작 <맹 진사

댁 경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 연극성 및

희극성이 원작이 갖는 작품성과 의의를 같이 하고

있다.

<맹 진사댁 경사>는 희극이 갖는 주제와 미학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풍자, 해학, 기지의 요소를 적극

적으로 잘 활용하여 희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작품에 나타난 희극성은 풍자를 통한 예리한 현실

비판적 주제로부터 뚜렷이 부각되는데, 이는 모순된

시대 상황을 비판, 고발하려는 작가의 저항 의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작가는 당시의 작품 속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무기로 주로 풍자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것은 풍자라는 우회적 기법을 통해 정공법적으로 비

판할 수 없는 정치, 사회모순과 별리 현상을 효과적

으로 지적, 비판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29)

1943년에 먼저 시나리오로 발표되고 후에 희곡으

로 개작된 맹진사댁 경사는 구습결혼제도의 병폐와

양반사회의 위선과 허욕을 풍자함으로써 부조리가

판을 치는 시대와 사회에 대해 통렬히 비판을 가하

고 있다. 자신의 권세와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

이든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기적인 인물인 맹 진사를

풍자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작품 전반에 걸쳐

그의 위선과 사악함, 허위의식을 꼬집어 내고 있다.

맹 진사의 언행 속에 검철되어 있는 허세와 간교함

과 어리석음에 대한 풍자는 꼭 그러한 악덕이 거리

낌 없이 허용되어 인간 본연의 삶을 위협하는 잘못

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나간다.30)

이러한 풍자는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로 날로 황폐

해 가는 사회 현실에 대해, 또한 그런 환경에 어느 정

도 길들여져 있는 대중들에 대해, 좀 더 통렬하고 냉

엄한 비판을 가하려는 작가의 저항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식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병폐를 준엄하게 지적, 폭로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비판적 웃음을 불

러일으킴으로써 교정을 꾀하는 희극적 태도를 갖는다.

2. 주요 등장인물 분석
1) 맹 진사

재물로 신분상승과 권위를 갖게 되고 딸의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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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더욱 더 권세가가 되려고 하는 탐욕적이고 허

영심이 많은 전형적인 희극적 인물이다. 또한 잔소리

가 많고 노여움을 잘 표현하며 협박의 소리도 잘하

고 망집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2) 맹 노인

맹 진사의 아버지로 고령으로 인해 치매기가 있어

서 타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내용을 혼란스럽게 이끌어가고

주고받는 대사의 어긋남 속에 웃음을 유발시키는 희

극적인 인물이다.

3) 갑분

맹 진사의 외동딸로 맹 진사의 보수적인 교육 아

래 양반집 자제처럼 교육 받으나 양반의 신분 보다는

세상과 벗하고 싶은 열정이 내제되어 있고 또한 자기

집의 남종인 삼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인물이다.

4) 입분

갑분의 몸종으로 어렸을 적부터 갑분이와 함께 자

라온 갑분이의 친구이기도 하다. 탐욕과 위선으로 가

득한 맹 진사의 식구들과는 달리 바르고 착한 심성

을 지키는 인물이며, 재물로 신분상승한 갑분이를 내

심 부러워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맹 진사의 술책에

대해서도 희생적으로 순종하며 하지만 진실성으로

미언과 혼인하여 신분상승과 훈남을 신랑으로 얻게

된다.

5) 미언

맹 진사와 정혼한 도라지 골의 김판서의 자제로

학식이 뛰어나며 신체도 건강한 인물이다. 진실한 사

랑을 얻기 위하여 거짓 소문을 퍼트려 결국 바르고

참된 마음을 가진 입분과 결혼하게 되는데, 반상계급

을 초월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다.

6) 삼돌

맹진사댁의 몸종으로 맡은 일을 우직하게 잘 감당

하는 스타일로 갑분이의 연모의 대상이기도 하다. 갑

분이가 연심 그의 마음을 비추지만 반상계급 앞에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그

러나 맹 진사의 잔꾀로 결국 갑분이를 신부로 얻게

된다.

7) 봄 처녀들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각색되어진 본 연극

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갑분과 입분과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라온 5명의

친구들로 그 설정된 캐릭터는 똑똑이, 촉새, 촌스러움,

섹시, 뚱뚱이 등으로 설정되어있다. 아버지의 재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갑분을 시샘하며 노래와 율동으로

극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8) 측근들

이들도 역시 원작에 나타나지 않지만 각색 되어진

본 연극에서는 등장하는 인물들로 극중 맹 진사와 한

씨 부인 옆에서 그들의 허욕을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3. 작품 속 시대의 복식 특성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 중․후기로서 종

래의 관념적인 주자학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를 해

결하려는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봉건적 사회에서 근

대사회로 진보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또한 상품 화

폐 경제의 발전에 편승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

을 성취한 중인계층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자아의식

이 각성되어 양반 중심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서민문화가 폭넓게 형성되어 복식에서도 신분 차별

적 요소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31)

본 작품의 등장하는 인물의 신분에 따라 왕실 및

백관의 복식은 제외하고 양반과 서민의 복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여자 복식

예복으로 원삼, 활옷, 당의가 있으며 관직을 갖지

않은 반가 부녀자의 복식은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

으나 평상복은 서민 여성들과 같이 모두 고유의 저

고리와 치마를 입었다.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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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 초기 저고리

안동김씨 수의 195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 우리 옷 이천년, p. 104.

<그림 2> 조선 중기 저고리

완산최씨 저고리, 1970년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우리 옷 이천년, p. 105.

<그림 3> 조선 후기 저고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1900-1910년

- 우리 옷 이천년, p. 110.

<그림 4> 조선 후기의 여자 복식

좌: 미인도, 신윤복, 우: 이부탐촌, 신윤복

- 복식 문화, p. 58.

<그림 5> 조선 후기 남자의 포

청금상련, 신윤복

- http://cafe.naver.com

리는 엉덩이까지 덮는 형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모양이 계속 변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깃 모양과

소매, 저고리의 길이에 두드러졌다. 초기에는 <그림

1>
32)
과 같이 등 길이에 옆선이 두루마기 무와 같이

곁마기가 달려 아래로 퍼져 있다. 깃 모양은 현대 저

고리의 안깃과 같이 각을 이루고 있는 목판깃이며

깃에는 현대의 깃보다 넓은 동정이 달려있다. 섶은

안섶과 겉섶이 모두 넓어 교임이 깊다. 소매는 직배

래에 통수이며 손등을 덮을 만큼 길며 수구에는 넓

은 끝동이 달려있다. 중기에는 <그림 2>
33)
와 같이 길

이가 초기에 비해 짧아 졌으며 깃의 길이도 짧아져

깃의 모양은 목판깃 이면서도 섶 위로 반 정도 올라

앉은 당코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겉섶은 변함이 없으

나 안섶은 차차 좁아졌고 겉섶의 윗부분이 넓어져

섶선의 경사가 작아졌다. 곁마기는 배래선을 따라 나

아가기 시작했고, 소매는 직 배래에 통수로 끝동은

좁아지고 있다. 후기에는 <그림 3>34)과 같이 저고리

의 길이가 겨드랑이 밑 1cm정도로 짧아져 가슴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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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못할 만큼 짧았고, 깃의 길이도 짧아지고 좁아

졌다. 깃은 당코 깃에서 동그래 깃으로 변형되었다.

섶도 좁아 졌으며, 소매는 배래선이 곡선을 띠게 되

었고, 끝동도 몹시 좁아져 전체적으로 소형화 되었

다.35) 여자 복식에 있어서 저고리와 함께 기본형을

이루는 치마의 변천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길이가 짧

고 허리에 주름을 잡아 말기를 달아 입었으나 후기

에 가서는 <그림 4>36)와 같이 치마가 길어지고 가슴

에 말기를 달아매었고 폭도 넓어 여러 겹의 속옷을

겹쳐 입어 부풀린 형태를 나타냈다. 서민 여자는 삼

회장저고리를 입지 못하였으며 노동을 담당하는 천

민은 활동성을 위해 치맛자락을 치켜 올려 입어 치

마 밑 속곳이 드러나게 입어 내의의 외의화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혼례 때는 반가와 다름없이 화관, 활옷, 족

두리, 원삼 등의 착용을 허용하였다.

2) 남자 복식

조선시대 남자 복식은 관복 외에도 편복이 있는데,

특히 포를 중심으로 발달 하였다. 이는 포의 기능적

인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이유에서였다.

조선시대 남자 복식은 ‘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포제가 발달하였다. 단순히 방

한을 위해 착용하였다기보다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예의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내포되었다. 조선

시대 양반들은 선비로서의 바른 몸가짐을 나타내기

위해 연거 시 에도 의관을 정제하였는데, 이 당시 선

비들은 저고리와 바지 위에 소색이나 백색, 옥색의

포를 착용하고, 검정색의 건이나 갓을 써 간소하면서

도 청렴한 선비로서의 품위를 표현하고자 했다. 남자

의 포는 <그림 5>37)와 같이 넉넉하게 목을 감싸는

넓은 깃과 어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관할한 소매, 종

아리가지 내려오는 풍성한 형태로 중후함을 내포한

직선과 곡선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38) 조선후기에는

남자의 겉옷이 철릭․창의․도포․중치마․학창의․

심의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

에 이르러 하천민(下賤民)에 이르기까지 도포의 착

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이후 실용성이 강조되어 도포

보다 단순화된 두루마기가 평상시의 예복으로 착용

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포제의 착용으로 바지, 저고리

는 낮은 계급의 상민을 제외하고 속옷용으로 전용되

었다. 심지어 양반네들은 집안 내에서 조차도 바지,

저고리 차림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포의 모양

에 따라 머리에 쓰는 관모류도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4. 기존에 공연된 <시집가는 날> 무대의상
조사

희극 <시집가는 날>은 오영진의 작품 중 가장 대

중적인 호응을 받은 대표작<맹 진사댁 경사>를 원작

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 문학”(1943.4)에 일문 시나

리오로 처음 발표되었다. 그 후 김진태의 각색으로

공연되어 오다가 1952년 8월 작가에 의해 <맹 진사

댁 경사>희곡으로 개작되었다. 1972년 극단 ‘실험 극

장’이 공연할 때까지 여러 극단과 대학 무대에서 수

차 공연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공연된 무대의상을 분

석하기 위해 <시집가는 날>과 <맹 진사댁 경사> 공

연을 동시에 조사하여 보았다.

<그림 6>
39)
은 1956년의 흑백 영화 <시집가는 날>

인데, 제4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특별 희극상을 받음

으로써 한국 영화가 최초로 해외 영화제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다. 영화 속 의상은 시대적 고

증복 이라기보다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인식

시키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

려 하였다.

<그림 7>40)은 2007년 7월,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

서 공연된 창극 <시집가는 날>인데, 양반은 마고자를

상의로 착용하고 양반과 서민의 의상에서 조끼가 등

장하는 것으로 보아 시대적 배경을 조선 후기에서

개화기로 보았으며 그 시대의 복식 형태와 색상을

반영하여 디자인한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림 8>41)은 2009년 6월, 명동 예술 극장에서 공

연된 연극 <맹 진사댁 경사>의 무대의상인데, 밝은

색상 배합과 입분의 깃에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로

원작이 주는 희극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임 알

수 있으나 의상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창의를 입은 평

민과 여자 저고리의 길이를 보아 조선 중기에서 후기

의 복식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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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제목 및

형식
년도

의상의 특징

형태 색상 기타

시집가는 날

(흑백영화)
1956

고증보다는 시대적

배경(조선시대)만 표현

흑백영화이기에

판별 불가능

화려한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표현

시집가는 날

(창극)
2007

조선후기~개화기의

복식 고증
시대적 복식 색채

고증적 분위기로 창극의

중후함을 표현

맹진사댁 경사

(연극)
2009 조선 중기~조선 후기

주인공은 채도와 명도가 높은

밝은 색상, 서민은 옅은 색상

디테일 변화로 희극적 분위기

연출

맹진사댁 경사

(마당극)
2010 조선 후기

양반과 서민 모두

채도가 높은 색상

마당극의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

<표 1> 기존에 공연된 공연의상 분석표

<그림 6> 시집가는 날

영화, 1956

- http://encykorea.aks.ac.kr

<그림 7> 시집가는 날

창극, 2007

- http://blog.naver.com

<그림 8> 맹진사댁 경사

연극, 2009

- http://www.fnn.co.kr

<그림 9> 맹진사댁 경사

마당극, 2010

- http://blog.naver.com

<그림 9>
42)
은 2010년 12월, 정선 문화 예술 회관에

서 공연된 마당극 <맹 진사댁 경사>의 무대의상으로,

여자 저고리의 길이가 짧고 속옷을 드러내게 입은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복식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

라 본다. 또한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 없이 양반과

서민이 모두 색상에 있어서만 변화를 주어 마당극이

주는 경쾌함과 희극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공연된 <시집가는 날>의 무대의

상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맞는 의상, 머리, 액세서

리의 복식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디자인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외의 공연된 무대의상은

주로 색상의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해학적인 성격

과 표현하고자 하는 희극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Ⅳ. <시집가는 날> 무대의상 디자인
1. 무대의상 디자인 의도
시대는 조선시대 말엽, 봉건적 결혼 제도의 불합

리성과 모순, 그리고 인간의 허욕을 그린 작품이기에

대부분의 작품은 그 시대적 배경에 맞는 의상을 디

자인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은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한 희극적 양상이

뛰어난 작품이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에 맞는 복식

안에서는 작품이 갖는 의도를 표현하기에는 한계점

이 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표현주의에 치우쳐 시대

적 배경에서 떠난 의상을 디자인한다면 시대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작품과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에 있

어서 연결 고리가 멀어져 버리고 만다.

따라서 기존에 공연되었던 무대의상이 주로 색상

의 변화로 작품의 특성을 표현 하였다면 본 작품의

의상 디자인은 형태적인 면에서는 시대적․정신적

배경이 되는 조선 시대 후기의 의상에 기본을 두고,

디자인 표현적 측면에서는 해체성, 일탈성, 의외성

등의 희극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복식 형태와 디테일

에 변화를 주어 작품의 본질에 중점을 둔 개념적․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2> 또한 희곡에 있어서 상황변화는 혼례식 장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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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디자인 기획의도

<그림 10> ‘맹 진사’의 의상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그림 11> ‘맹 노인’의 의상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에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장면전환에 따른 의상변화

는 하지 않기로 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희극적 분

위기 전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2. 희극성의 요소를 반영한 인물별 의상
디자인

1) 맹 진사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위해 주로 골드와 브라운 계

열의 색상을 선택하였고, 소재도 광택이 나는 직물,

금사가 들어가 직물 등을 사용하여 그의 허영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깃 모양은

전통적인 목판 깃 모양에서 탈피하여 겉깃의 너비를

점차 넓어지게 디자인 하였으며, 동정은 제외시키고

깃의 원단은 화려한 것으로 대치시켜 디자인하였다.

이는 일탈성의 표현으로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

로운 형태에 재미를 부여 하고자 하였다. 구조적인

면에서 몸판과 소매를 연결할 때 마치 저고리위에

조끼를 덧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재봉하여 조화된 통

일의 개념을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여 탈 구성적

해체 개념을 반영하였다<그림 10>.

2) 맹 노인

맹 진사 댁의 가장 웃어른으로 치매가 걸려 정신

이 온전치 못하다. 또한 치매에 걸리면 생각이나 말

과 행동에 있어서 유아기적 성향을 보이기에 그러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 색상은 파스텔 톤 소라색 계열

을 선택하여 웃어른의 고상함과 유아기적인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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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갑분’의 의상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그림 13> ‘입분’의 의상(좌:일상복, 우:혼례복)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움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쾌하고 유치

한 정서를 표현하여 일종의 현실에 대한 일탈을 반

영한 것이다. 또한 치매를 희극적으로 표현한 본 작

품에 입각하여 깃과 소매 끝동의 패턴을 조각내어

여러 가지 원단들을 다시 재조합하여 희극성이 갖는

해체성, 일탈성을 반영하였다<그림 11>.

3) 갑분

양반의 신분보다는 세상과 벗하고 싶은 그의 열정

과 삼돌이를 사랑하는 그의 분명한 마음을 담아 빨

간 고름과 진분홍색을 치마 색으로 사용하였다. 저고

리는 속적삼의 이미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몸

의 선이 드러나는 부드러운 흰색 실크 소재를 사용

하였고, 말기 또한 겉으로 드러내고 여며진 끈이 보

이도록 디자인하여 갑분이의 개방적인 성격과 여성

적 관능미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는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이라는 양면적 가치를 동시에 발

생하여 성에 대한 일반적 관념에 대한 구조적 해체

를 통해 인간적인 감성을 자극하여 다른 시각에서의

성적인 유머를 반영한 것이다. 고름은 파란색을 사용

하여 삼돌이의 저고리 색과 일치시켜 통일성을 주었

다. 치마의 길이는 전통 복식과는 다르게 짧게 디자

인하고, 여밈을 앞으로 주어 전통 복식의 뒤로 여밈

과는 다르게 디자인하였으며, 속치마의 원단을 겉치

마보다 진하고 화려한 붉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고

겉으로 드러나게 디자인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착장

방법에서 탈피한 탈구속성 자유성에 의한 유모를 유

발하는 일탈성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12>.

4) 입분

입분의 의상은 일상복과 혼례식에서 입혀질 혼례

복으로 나누어 디자인하였다.

일상복은 그녀의 신분이 서민이기에 거친 소재의

원단과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순수하고 바르고 착한 마음을 표현

하기 위해 연두, 노랑 계열의 색상이 겹쳐지는 치마

사이사이에 보이도록 디자인하였고 길이도 갑분이와

같이 짧게 변형하여 디자인 하였다. 이러한 치마의

모양은 전통 치마의 형태를 과장과 변형을 통해 풍

자적 양식으로 희화시켜 탈구조적 해체성을 나타낸

것이며, 전통에 대한 초월과 일탈을 반영한 것이다.

혼례복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이미지화하여 소

매부분만 전통적 혼례복인 활옷의 이미지를,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의 웨딩드레스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머리 장식 또한 현대적 느낌의 베일과 전통적인 족

두리를 혼합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질적인 부조화의

결합을 통해 합리성과 단순성에서 오는 무료함에서

탈피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의외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13>

5) 미언

미언의 의상은 일상복과 혼례복으로 나누어 디자

인하였다.

일상복은 바지, 저고리, 도포의 형식으로 양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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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미언’의 의상(좌:일상복, 우:혼례복)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그림 15> ‘삼돌’의 의상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외출복과 구성을 같이 하나 극중 자신의 신분을 감

추어야 하는 입장이라 신분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도

포의 형태를 분해하여 재구성하여 디자인하였다. 시

접을 두는 위치를 겉으로 하고, 도포 자락의 면을 조

각조각 분할 배치하여 일부분만 봉합하였는데, 이는

해체와 분열을 통한 재구성으로 조화와 통일의 개념

을 거부하고, 파편성, 상대적 조화와 같은 주관적인

조합의 디자인으로 희극적 요소 중 해체성을 반영한

것이다. 색상은 진실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의 마

음을 반영하고, 입분이 사용하였던 색상과 상통하도

록 초록계열의 색을 사용하였다.

미언의 혼례복은 형태와 색상에 있어서는 전통적

인 것과 같이 하였으나 소재를 전통과 현대를 접목

하여 디자인하여 전통적 기대에 대한 모순으로 인지

된 내용의 부조화와 불일치에 따라 웃음이 발생된다

는 의외성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14>.

6) 삼돌

서민의 신분이기에 거친 소재와 무채색 계열의 색

을 사용하였고, 그의 우직스러움은 푸른색의 조끼를

통해 표현하였다. 서민은 가장 편안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여며지는 저고리에서 탈피

하여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현대적인 티셔츠와 같

은 관두의 형식을 취하여 디자인하였고, 목둘레에 일

정한 두께의 천을 덧대어 한복의 깃에서 나타나는

직선적인 미를 나타내었다. 조끼는 뒷 중심선을 분할

하여 새로운 면을 추가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저고리와 조끼의 형태를 다른 구조

의 존재로 패러디함으로써 희극이 갖는 풍자적 해체

성을 반영하고 탈 구속적 일탈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15>.

7) 봄 처녀

갑분, 입분과 같은 동기들이지만 거친 소재와 무

채색을 사용하여 서민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치마의 길이는 극중 같은 연령대의 여자들과

같이 전통 치마의 길이와는 달리 짧게 통일감을 주

었다. 또한 각각의 캐릭터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 하나하나를 반영하여 치마의

색상과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저고리

는 서민인 삼돌이의 디자인과 같이 현대적으로 재현

하였으며, 길이만 극중 여자들과 같이 짧게 해 주었

다. 스커트의 허리는 전통 복식의 말기부분을 표현한

듯 두껍게 디자인하였다. 신발은 버선 없이 맨발에

미투리만 착용하였으며, 머리는 전통 스타일을 제현

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닿거나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으로 묶어 주었다.

이는 전통양식에 대한 변화와 과장, 이질적 구성

요소들의 만남을 통해 희극적 요소가 갖는 해체성,

일탈성, 의외성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16>.

8) 측근들

깃 모양은 전통 깃의 형태에서 벗어나 일탈을 추

구하였다. 동정이 배제된 화려한 원단의 깃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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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성의

요소

해

체

성

의미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인종, 문화, 종교등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 모두를 초월한 자

유로운 불확정적인 내적의미와 유희, 부조화, 비상식, 비범함, 규범의 파괴, 불협화음 등

의 외적 형식으로 구성된 것

표현특성 - 형태의 왜곡, 크기의 변화,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전위, 분열

디자인

- 의복의 구성적 측면을 분해 후 재조합

- 면의 분할과 부착

- 속옷의 외의화

- 인물의 성격에 따른 치마의 형태의 과장과 변화

일

탈

성

의미
기준에서 어긋한 것은 규칙위반으로 느껴지고 이는 수용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웃음은 이

러한 규칙, 법칙에서 어긋난 것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의 반응

표현특성

- 정형화된 이미지와 미의 기준을 탈피

- 일반 소재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의 결합

- 실험적 표현

디자인

- 전통 깃의 형태에서 일탈한 디자인

- 치마의 길이와 여밈의 변화등 전통 착장 방식에서 대한 일탈과 초월

유아적인 요소 반영

의

외

성

의미 전통적 기대의 모순으로 인한 인지된 내용의 부조화 또는 불일치에 따른 유머의 유발

표현특성

- 이질적 소재의 도입

- 조화되지 않는 대상

- 이미지의 병치

- 부조화․불일치의 결합

디자인

- 전통과 현대 의상의 접목

-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 부조화에 따른 외적형식을 구성

<표 3> <시집가는 날>에 반영된 희극성의 요소와 디자인 특성

<그림 16> ‘봄처녀’의 의상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그림 17> ‘측근들’의 의상

- 필자촬영, 2011. 11. 9, 국립극장

해체를, 또한 깃에 보석 장식 띠를 규칙적으로 배치

하여 이질적 소재의 병치로 인한 의외성을 반영하였

다. 이와 같이 깃의 모양과 형태를 과장하고, 보석이

달린 띠로 장식한 것은 돈으로 신분을 산 측근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치마의 여밈은 전통적인 복식과는 달리 겹쳐진 치

마의 끝자락이 앞으로 오게 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착장방식에 변화를 주어 오래된 고정관념을 어기고

새로움을 추구하여 기대로부터의 일탈로 인한 흥미

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디자인으로 희극성의 요소 중

일탈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겉치마를 집어 올려

속치마가 보이도록 디자인 하였는데 이때 겉으로 보

여 지는 속치마가 겉치마보다 더 화려하여 기존의

가치와 양식에 변화를 주었다. 이는 불일치적인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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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이질적인 요소를 부정형․혼합형을 통해 새

롭게 부조화된 이미지를 형성하여 재미를 부여하는

의외성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17>.

Ⅴ. 결론
무대의상은 무대예술의 시각적인 부분의 한 요소

로 배우에게 입혀지는 모든 것을 말하며 배우가 무

대에 등장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관객들에게 극에 대

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다.

무대의상은 배우에 대한 정보와 극중 분위기를 전

달하고 또한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관객들

에게 전달 해 주어야 하므로 무대의상이 갖는 시각

적 의미는 실로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무대의상 디자인에 있어서 인물과

작품의 내용 분석,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

외에 극의 형식 분석을 통해 형식이 갖는 본질과 요

소들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희곡의 종류 중 희극을 선택하여 한국

희극작가의 대표인 오영진 작<맹진사댁 경사>를 각

색한<시집가는 날>을 중심으로 희극의 본질적인 의

미와 희극성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무대

의상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희극성의 요소는 선행연구에 따라 해

체성, 일탈성, 의외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갖는 미

학적 의미를 의상에 접목하여 보았는데, 작품 <시집

가는 날>에 반영된 디자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해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은 의복의 구성적 측면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면의 분할과 부착, 의

상의 시접을 바깥으로 재 봉합하거나, 봉합하지 않고

분해한 상태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속옷의 외의화

를 통해 기존의 성적 관념에 대한 해체, 그리고 인물

의 성격에 따라 치마 형태의 과장과 변화로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탈중심적 해체를 반영하였다. 일탈성

을 반영한 디자인은 전통 깃의 형태에서 일탈한 깃

의 형태변화, 치마의 길이와 여밈의 변화 등 전통 착

장방식에 대한 변형, 그리고 유아적 요소의 도입 등

으로 기존의 규칙과 법칙에 대한 일탈과 초월을 표

현하였다. 의외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는 과거의 전

통과 현대의상의 접목,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재의 사

용 등 부조화에 따른 외적형식을 구성하여 인지된

내용의 부조화․불일치를 통해 희극성을 표현하였다.

희극성의 요소는 나라와 시대마다 그 의미를 정의

하기 힘든 형이상학적 개념이기에 그 특성과 의미를

시기마다 분석하고 정리하여 활용해 보는 작업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극의 희극성을 분석하여 희극적

요소들을 무대의상 디자인에 적용하였으므로, 후속

연구로 희극 외에 다른 여러 형식들의 희곡에 대한

분석적 무대 의상 디자인 연구가 이루어져 좀 더 다

양하고 발전적인 무대의상 디자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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