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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s in film costumes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122 articles published in 17 KCI journals from 1996 to Oct. 
2013 were classified by year, journal, research method, film genre, country of film-making, ana-
lyzed subject, and contents of research. Film costume-related research was initiated in 1996 and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were reported in 2005~2009. Many of these researches were re-
port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Costume. Most film costume-related researches were 
qualitative based on co-analysis of literature and film. Film analysis was done on melodrama 
genre and was done Korean or American film. Large portion of the research was on costume 
analysis. Film costume-related research was mostly focused on character's plasticity and sym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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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895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가 제작한 ‘공장노동

자의 퇴근’이라는 무성영화로 시작된 영화의 역사는

음악, 미술, 무용 등 다른 예술들의 긴 역사와 비교

하면 1세기가 조금 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현대에서 다른 어떤 예술보다 대중에

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대중매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영화에서 중요한 시각적 요소인 영화의상은 영화

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며, 등장인물의 의복, 장신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과 같이 배우에게 착용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1) 이러한 영화의상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배우에게 입혀져 새로운 인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

는 인물 창조와 묘사의 역할을 한다. 또한 극 전체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영화의 다른 모든

요소들과의 조화를 통해 영화의 진행과정을 관객들

이 느낄 수 있도록 극 전반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의상들은 영화의 대중적 특성

으로 인해 관객들의 모방과 동조 심리를 이끌어내어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2)

이러한 영화의상은 영화의 시작과 더불어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영화의상의 중요성이 처음부터 인식

되었던 것은 아니다. 1910년 ‘파리 패션 50년 1859~

1900년’ 영화는 영화의상이 주가 되는 영화이었으나

이는 의상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대체 수단이었다.

즉, 이 영화에서 의상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영화

의상의 본질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영화

의상 초기 단계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대 이전까지

로 영화의상은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아서 시

대영화인 경우에도 배우가 가지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화의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화 속 인물 묘사와 줄거리를

고려한 영화의상이 생겨났으며 영화사 소속 디자이

너가 필요한 의상을 직접 제작하여 배우에게 입혔

다.3) 그 후 1950년대에 영화의상은 한 단계 더 발전

을 하게 되는데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으로 배우

와 디자이너가 파트너가 되어 영화의상으로 캐릭터

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

며 영화 속 스타일들을 유행시키기도 하였다.4) 한편

으로 이러한 영화의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1948

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의상상이 제정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그 이후 전문적인 영화의상 제작시스

템이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영화예술상인 대종상은

1962년에 시작되었지만 의상상은 1992년이 되어서야

제정되는 등 영화의상에 대한 관심은 할리우드에 비

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영화의 경우 영화배

우가 직접 의상을 준비하는 것이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5) 1990년대에 이르러서 디자이너와의 협

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대안의 블루’(1992년)

에서 디자이너 지춘희, ‘정사’(1998년), ‘텔 미 썸딩’

(1999), ‘스캔들’(2003년), ‘황진이’(2007년) 등에서 디

자이너 정구호가 영화의상을 제작하였다. 우리나라

영화업계는 “시각적인 요소의 충족은 중요시하면서

그 시각적인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상에 대

한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6)고 영화의상 디자이너

들은 한국 영화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영화의상은

영화라는 매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재할 것이며

한국 영화의 지속적 발전은 한국 영화의상도 할리우

드의 영화의상처럼 독자적인 분야로 성장해 나갈 것

을 예측하게 한다.7)

우리나라 영화 인구가 2012년에는 2억 명에 달하

며 개인 관람횟수는 1년에 3.83회8)로 나타나는 등

영화시장은 점차 커지며 지속적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

아 국내 영화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영화에서도 영화의상의 전문적 성장

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처럼 영화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 분야에서

는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영화의 중요한 시각적 요소인 영화의상은 의류학 분

야에서도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영화의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동향 분

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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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최근 류수현, 노주현9)의 연구가 있었으

나 이의 분류체계는 영화비평의 관점을 단순히 복식

미학과 복식사분야에만 접목시킴으로써 위계성과 상

호배타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직 영

화의상관련 연구의 분류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실정

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화의상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국내에서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96년

부터 2013년 10월까지 우리나라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21세기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인 영화와 패션

분야에서 지속 발전되어야 할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

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과 방법
국내의 영화의상 관련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국

내 학술지 검색 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이

용해 2013년 10월 31일에 검색하였다. 영화의상은 영

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

의 복식으로 등장인물의 의복, 장신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과 같이 배우에게 착용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영화의상과 관련된 논문을 검

색하기 위하여 영화와 관련된 검색어로는 영화, 영상

을 포함했고, 의상과 관련된 검색어로는 의상, 의복,

복식, 패션, 헤어,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화장, 액세서

리, 장식, 장신구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검색어를 통

해 추출된 논문 중 2013년도에 KCI(Korea Citation

Index)에 등재된 21개의 학술지 논문만 선별하였다.

KCI는 2006년에 시작되어 2004년의 논문부터 현재까

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KCI 등재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

술지에 따라 KCI 등재년도가 다르므로 등재 전의 논

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검색결과 21개 학술지

총 126편의 논문이 추출되었으나 1차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영화의상을 다루지 않는 국제·지역연구, 영

상문화, 한국문학연구, 조형미디어학의 각 1편씩 총

4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7개 학술지의 122편을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분석에 이용된 17개 학회지 중 의류 관련 학술지

는 12개, 의류 비관련 학술지는 5개였다. 의류 관련

학술지로는 복식, 패션비즈니스, 복식문화연구, 한국

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한국인체미

용예술학회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한복문화,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구 대한가정학회지), 한

국미용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가 포함되었고, 의류 비관련 학술지로는 기초조형학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디자인학연구, 프랑스학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1: 연도별 영화의상 관련 논문 빈도와

연구자를 분석한다.

연구내용 2: 학술지별 영화의상 관련 논문 빈도와

분석대상을 살펴본다.

분석대상은 복식, 복식과 헤어, 복식과 헤어와 메

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분류

하였다. 복식에는 의복 외에 신발, 모자 등 장신구

를 포함시켰다.

연구내용 3: 영화의상 관련 논문들의 연구방법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이은영, 정인희10)의 연구자료에 따른

연구방법 분류에 따라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문헌연구(비판·분석적연구)와 연구자

가 직접 설계한 조사 및 실험 과정을 통하여 측정

하고 검증하는 실증연구(조사연구)로 크게 분류하

였다. 문헌연구의 경우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새

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질적 연구와 문헌에 제시된

내용을 수량화하는 양적 연구로 다시 분류하였다.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영화만 사용한 것인지 혹은

영화와 문헌을 함께 사용한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내용 4: 논문에 사용된 영화의 장르, 제작 국

가, 편수를 분석한다.

연구내용 5: 영화의상 관련 논문들의 연구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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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umber of articles by year

분석한다.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내용의 분류기준은 아직 확

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122편 각 논문들을 한 편씩

내용 분석한 후 영화의상의 조형성, 상징성, 기타를

살펴본 것으로 크게 분류하였고, 이러한 조형성과 상

징성 연구가 단독으로 진행된 것과 시대성, 문화성,

유행성과 함께 살펴 본 연구들로 분류하였다. 조형성

은 영화의상의 디자인측면만 연구한 것으로 한정지

어 분류하였으며 논문에서 저자가 조형성이라고 표

현하였더라도 상징적 해석이 많은 경우 연구자의 판

단에 따라 상징성으로 분류하였다. 상징성은 캐릭터,

색, 성정체성, 소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분하여 보

았다. 조형성과 상징성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시대성은 특정시대를 반영하거나 논문에

서 시대적 흐름의 특성을 살피었는가의 여부가 고려

되었고, 문화성은 문화권에 따른 비교 유무, 유행성

은 대중패션과의 관련 여부에 의해 결정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연도별 논문 빈도와 연구자 분석
연도에 따른 영화의상 관련 논문 빈도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1>과 같다. 영화의상 관련 연구는 1996

년 이정희에 의해 복식문화연구에서 처음 시작되었

고, 그 후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며 2005년~2009년

사이에 65편(53%)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6년을 기점으로 영화 관객의 수가 1억5천명대

로11) 한 단계 증가하는데 이러한 영화에 대한 관심

의 증가가 영화의상 관련 연구의 증가로 이어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영화의상 관련 논문은 감소하

였는데 이를 연구자의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본 결과

지속적인 연구를 하였던 이화여대 조규화의 2009년

퇴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영화의상 연구자를 분석한 결과 총 122편의 논문

중 46편이 단독연구였으며, 2인 공동연구가 73편, 3

인 공동연구는 3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연구자는

논문 1~2편을 게재함으로써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문 3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자는 <표 1>에 나타난 것

처럼 총 8명이었다. 김수경, 김주애, 김혜정, 윤혜경 4

명은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5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자는 양숙희, 이인성, 김희정, 조규화 총 4명으로

양숙희는 숙명여자대학, 이인성은 이화여자대학, 김

희정은 한성대학교, 조규화는 이화여자대학 소속으로

이들 중심으로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11편의 논문을 게재했던 조규화는 2009년

9월 퇴임으로 영화의상 관련 연구가 중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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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Researcher
First author Second author Third author Total no. of articles

Soo Kyong Kim 3 0 0 3

Ju Ae Kim 3 0 0 3

Hye Jeong KIM 3 0 0 3

Hae-Gyung Yoon 3 0 0 3

Sook Hi Yang 1 4 0 5

In Seong Lee 0 4 1 5

Hee Jung Kim 5 1 0 6

Kyu Hwa Cho 0 11 0 11

<Table 1> Researcher who published over 3 articles

2. 학술지별 논문 빈도와 분석대상
학술지별 논문 빈도와 분석대상은 <표 2>에 나타

나 있다. 학술지별 논문 빈도를 살펴보면 의류 관련

학술지에 113편, 의류 비관련 학술지에는 9편이 게재

되었다. 영화의상과 관련된 연구이므로 의류 관련 학

술지에 대부분의 연구가 실린 것으로 생각되며, 의류

관련 학술지 중에서는 복식에서 31편으로 가장 많았

고, 패션비즈니스 19편, 복식문화연구 14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 비관련 학술지로는 기초조형학연구와

한국디자인포럼에서 각각 3편씩 실린 것으로 나타났

다. 영화의상은 영화 내에서 캐릭터를 표현하고 극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관련된 학술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영화의상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의류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74년에 창간된

한국영화학회의 학술지인 영화연구는 2013년까지 57

권이 발간되었으나 대부분 영화 분석 위주의 내용들

만 많아 앞으로 영화의상 관련 연구를 싣는 시도를

해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화의상 논문에서의 분석대상은 전반적으로 복식

이 8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식과 헤어와 메이크업

을 함께 분석한 논문이 22편, 메이크업만 분석한 것

이 8편, 복식과 헤어, 헤어, 헤어와 메이크업을 분석

한 논문이 각각 4편으로 나타났다. 학술지에 따라 살

펴보면 의류 관련 학술지에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지와 한국미용학회지에서 복식보다 헤어나 메이크업

을 분석대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용을 다루는 학술지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의류 비관련 학술지에서는 분석대

상으로 복식만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3. 논문의 연구방법 분석
<표 3>에서와 같이 영화의상 관련 연구는 전체의

97.5%(119편)가 문헌(비판·분석적)연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 중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새로

운 사실을 끌어내는 질적 연구는 115편으로 94.3%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105편은 영화와 문헌을 함께 분

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편은 영화만을 분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 중 양적 연구는 4편(3.2%)

으로 영화나 문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의상, 헤어스타일, 여성모자디자인, 성정체성에 따른

스타일을 수량화하는 연구였다.

반면 실증 연구는 122편 중 단지 3편(2.5%)에서

만 행해졌다. 실증연구는 영화의상에 따른 캐릭터 이

미지, 색채 이미지 및 ppl 효과에 관해 연구자가 직

접 설계하여 조사한 연구였다. 이처럼 영화의상 관련

연구방법이 대부분 문헌연구로 편중되어있는 것은

영화의상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논문에 사용된 영화 분석
논문에서 사용된 영화의 장르는 <표 4>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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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journal

No. of

article

frequency

(%)

Analyzed subject

frequency(%)

Clothing
Clothing

& hair

Clothing

& hair &

make up

Hair
Make

up

Hair &

make up

Clothing

related

journal

J. of the Korean Soc. Costume
31

(25.4)

16

(13.1)

1

(0.8)

8

(6.6)

1

(0.8)

4

(3.3)

1

(0.8)

J. of Fashion Business
19

(15.6)

13

(10.7)

0

(0.0)

5

(4.1)

0

(0.8)

1

(0.8)

0

(0.0)

The Research J. of the Costume

Culture

14

(11.5)

12

(9.8)

0

(0.0)

2

(1.6)

0

(0.0)

0

(0.0)

0

(0.0)

J. of the Korean Soc. of Design

Culture

9

( 7.4)

7

(5.7)

2

(1.6)

0

(0.0)

0

(0.0)

0

(0.0)

0

(0.0)

J.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9

( 7.4)

7

(5.7)

0

(0.0)

1

(0.8)

0

(0.0)

0

(0.0)

1

(0.8)

J. of the Korean

Soc. Beauty & Art

9

( 7.4)

1

(0.8)

0

(0.0)

3

(2.5)

2

(1.6)

2

(1.6)

1

(0.8)

J. of the Korean Soc. of

Fashion Design

6

( 4.9)

5

(4.1)

0

(0.0)

1

(0.8)

0

(0.0)

0

(0.0)

0

(0.0)

J.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6

( 4.9)

3

(2.5)

1

(0.8)

0

(0.0)

1

(0.8)

1

(0.8)

0

(0.0)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

( 3.3)

4

(3.3)

0

(0.0)

0

(0.0)

0

(0.0)

0

(0.0)

0

(0.0)

J. of the Korean Soc. of

cosmetology

4

( 3.3)

1

(0.8)

0

(0.8)

2

(1.6)

0

(0.0)

0

(0.0)

1

(0.0)

J. of the Korean Soc. of

Clothing & Textiles

1

( 0.8)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Fashion & Text. Res. J.
1

( 0.8)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Total
113

(92.7)

71

(58.2)

4

(3.3)

22

(18.0)

4

(3.3)

8

(6.6)

4

(3.3)

Clothing

unrelated

journal

Bulletin of Korean Soc. of Basic

Design & Art

3

( 2.5)

3

(2.5)

0

(0.0)

0

(0.0)

0

(0.0)

0

(0.0)

0

(0.0)

J. of Korea Design Forum
3

( 2.5)

3

(2.5)

0

(0.0)

0

(0.0)

0

(0.0)

0

(0.0)

0

(0.0)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

( 0.8)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Revue d`Etudes francaises
1

( 0.8)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The Korea Content Association
1

( 0.8)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Total
9

( 7.4)

9

(7.4)

0

(0.0)

0

(0.0)

0

(0.0)

0

(0.0)

0

(0.0)

Total
122

(100.0)

80

(65.5)

4

(3.3)

22

(18.0)

4

(3.3)

8

(6.6)

4

(3.3)

<Table 2> Number of article and analyzed subject by journal

것처럼 멜로가 46편(37.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영화의상에 관련된 연구이므로 복식이 다양하게 사

용될 수 있는 멜로영화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멜로영화를 대상으로 서양의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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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ry research

(critical-analytic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Film 10(8.2%)
115(94.3%)

Literature+Film 105(86.1%)

Quantitative

research

Film 2(1.6%)
4(3.2%)

Literature+Film 2(1.6%)

Empirical research(survey research) 3(2.5%) 3(2.5%)

Total 122(100.0%)

<Table 4> Film genre, country of film-making, and no. of film used

Film genre Frequency (%)
Country of

film-making

Frequency

(%)

No. of

film used

Frequency

(%)

Melodrama 46(37.7) U.S.A. 74(60.7) 1 51(41.8)

SF, Fantasy 16(13.1) Korea 30(24.6) 2~10 38(31.2)

Thriller 9( 7.4) Japan 4( 3.3) 11~ 31(25.4)

Musical 8( 6.6) China 2( 1.6) Missing data 2( 1.6)

Action drama 5( 4.1) France 1( 0.8)

Total 122(100.0)

Comedy drama 3( 2.5) Many countries 9( 7.4)

Various genres 33(27.0) Missing data 2( 1.6)

Missing data 2( 1.6)
Total 122(100.0)

Total 122(100.0)

<Table 3> Methods of research in articles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는 시대복식을 살펴보거나

영화 속 캐릭터에 따른 상징성과 조형성 분석이 주

를 이루었다. 여러 장르의 영화를 함께 사용한 논문

도 33편(27%)이 있었는데 이는 영화의상 디자이너,

배우, 감독에 따른 디자인 및 스타일 분석과 같은 조

형성연구와 영화의상이 대중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SF와 판타지 영화는 16

편(13.1%)이 사용되었는데 미래패션을 나타내는 영

화의상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논문에 사용된 영화는 미국 영화가 60.7%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논문에 사용된 한국

영화는 24.6%로 미국영화에 비해 매우 적었다. 그러

나 2013년 국내 영화시장에서 국내영화가 58.7%, 미

국영화가 36.8%의 매출액을 차지한 것12)과 같이 한

국영화시장의 성장을 고려해볼 때 한국영화의상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좀 더 국내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 국내 영화의상에 대한 전문적 성장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85.3%의 연구는

미국과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한 반면 미국과 한국

을 제외한 나라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3%로 매우 적었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다양한 국가의 영화의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말

해준다.

논문에서 영화 1편만을 사용한 것은 51편으로 하

나의 영화를 분석한 것이 가장 많았고, 2편 이상 10

편의 영화를 사용한 것은 38편, 10편 이상 다수의 영

화를 비교분석한 것은 31편이었다. 나머지 2편은 조

사 연구로 문헌과 영화 포스터를 분석한 논문이었다.

5. 논문의 연구내용 분석
논문 122편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상징성 관련 논문이 75편(61.5%)으로 국내 학

술지 영화의상 관련 연구는 상징성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상징성을 다시 캐릭터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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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research Frequency(%)

Plasticity

(design)

plasticity(design) 9( 7.4)

plasticity(design)+periodic character 22(18.0)

plasticity(design)+cultural traits 0( 0.0)

plasticity(design)+fashion 1( 0.8)

plasticity(design)+periodic character+cultural traits 1( 0.8)

plasticity(design)+periodic character+fashion 11( 9.0)

total 44(36.0)

Symbolism

symbolism 31(25.4)

symbolism+periodic character 36(29.5)

symbolism+cultural traits 1( 0.8)

symbolism+fashion 1( 0.8)

symbolism+periodic character+cultural traits 4( 3.3)

symbolism+periodic character+fashion 2( 1.6)

total 75(61.5)

Etc. 3( 2.5)

Total 122(100.0)

<Table 5> Contents of research

색 상징, 성정체성 상징, 소재 상징으로 나누어 본

결과 영화의상의 캐릭터 상징 관련 연구가 75편 중

59편, 색 상징이 10편, 성정체성은 5편, 소재의 상징

성을 살펴본 논문은 1편으로 대부분 국내 학술지에

서는 영화의상의 캐릭터 상징과 관련된 연구가 행해

지고 있었다. 상징성 관련 연구는 상징성만 단독으로

살펴보는 것이 31편(25.4%), 상징성과 시대성을 함

께 살펴보는 것이 36편(29.5%)으로 나타나 대부분

상징성만 분석하거나 시대성과 함께 연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화의상의 조형성에 관련된 논문은 44편으로

36%를 차지했는데 이중 22편(18%)은 시대에 따른

영화의상의 디자인 특성 즉, 조형성을 분석한 연구였

으며, 시대별 영화의상의 조형성을 대중패션과의 관

계 즉, 유행성과 함께 살펴본 논문은 11편(9.0%)이

었고, 조형성만 살펴본 연구는 9편(7.4%)으로 영화

의상의 미의식을 나타내는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에

따른 영화의상 디자인 특성 및 영화의상의 직물디자

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반면 문화권 비교를 살피는 문화성 관련 연구는

총 6편(4.9%)으로 매우 적었다. 문화성 관련연구는

문화권에 따른 상징성과 조형성의 차이를 살피는 연

구로 주로 우리나라와 외국 영화의상에 있어서의 캐

릭터에 따른 디자인, 메이크업, 색상의 비교분석과

여러 나라의 고대 시대극을 통해 지역별 복식의 특

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이 되

는 영화가 미국과 한국에 치중되다보니 다양한 나라

의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가 적어 문화적 특성을 비

교하는 연구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타 연구로 광고와 영상기술에 관련된 연구

가 단지 3편으로 영화의상 연구내용이 편중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2013년 10월까지 우리나라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영화의상 관련 논문들의 연구 동향

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의상 관련 논문은 1996년 1편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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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

지면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65편(53%)의 논

문이 발표되었으나 연구자의 퇴임과 함께 2010년 이

후 감소되었다. 또한 대부분 연구자는 논문 1~2편을

게재함으로써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영화의상 관련 연구는 17개 KCI 등재 학술

지중 12개 의류 관련 학술지에 113편, 5개 의류 비관

련 학술지에 9편으로 총 122편이 게재되었다. 복식에

게재된 논문이 31편으로 가장 많았고, 패션비즈니스,

복식문화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의상에 관한 연

구는 의류 비관련 학술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으

나 기초조형학연구나 한국디자인포럼과 같이 조형성

과 관련된 학술지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영화의상

에 관련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련 학술지에

는 한편의 논문도 없었다.

영화의상 분석대상은 복식이 80편으로 가장 많았

는데 의류 관련 학술지중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와

한국미용학회지에서는 미용을 다루는 학술지의 특성

에 따라 복식보다 헤어나 메이크업을 분석대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의류 비관련

학술지에서는 복식만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영화의상 관련 연구는 97.5%가 문헌연구이

었으며 그중 질적 연구가 94.3%를 차지하였고 양적

연구는 3.2%를 차지해 대부분의 연구는 문헌이나 영

화를 분석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실증연구(조사연구)는 단지 3편에서만 행해

졌다. 즉, 영화의상 관련 연구방법이 대부분 문헌연

구 중 질적 연구방법에 편중되어 있었다.

넷째, 영화의상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영화의 장

르는 멜로가 가장 많았다. 논문에 사용된 영화는 미

국 영화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영화는

24.6%로 미국영화에 비해 적었다. 또한 논문에서 영

화 1편만을 사용한 것은 51편으로 하나의 영화를 분

석한 것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연구내용은 캐릭터의 상징성과 영화의상

의 조형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징성과 조형

성에 대한 연구는 시대성과 함께 살펴본 것이 많았

다. 이에 비해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영화의상 그리

고 대중패션에 미치는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는 적었

으며, 기타 연구로 광고와 영상기술에 관련된 연구가

단지 3편으로 영화의상 연구내용이 편중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영화의상 관련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

어지며 의류 관련 학술지에서만 다루어지고, 주로 미

국영화를 대상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을 질적으로 분

석하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영화의상 관련 연구내용을 상징성과 조

형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대중패션과의 관계를 다루

는 유행성관련 연구, 마케팅 입장에서의 광고 분야에

서의 연구 등으로 연구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이 미국 영화에 치중되다보니 한국 영화의

상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의상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한국 영화가 급성장하고

다양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영화의상이나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의상에 대

한 보다 많은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영화의상

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내

용은 문헌연구외의 다양한 연구방법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의류 관련 학술지 뿐

아니라 영화 관련 학술지에도 영화의상에 대한 논문

을 게재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영화에서 영화의상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

으로 영화의상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지속적인 다양

한 내용의 연구로 의류와 영화 분야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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