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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 the 1930s which 

were the background of ‘Bonnie and Clyde’ and analyze how fashion in the 1930s was 

expressed through costume in the movie, focusing on some critical scenes. For this,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 foreign books, magazines and DVDs relating to movie 

costume were examined. For analysis of movie costume, ‘Bonnie and Clyde (1967)’ DVD 

was referred to. In the movie, meaningful scenes were captured using a GOM Player.  

Then,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in terms of women’s fashion in the 

1930s, adult look and slim & long silhouette which naturally revealed breast, waist and hip 

with a long skirt, a military look with strong shoulders and tailored costume were found. In 

terms of men’s fashion, in contrast, the Duke of Windsor Style (a slim silhouette jacket 

and loose pants) was popular. Second, in the movie, Bonnie’s costume started with a slim 

linen H-line dress at her first meeting with Clyde. While committing crimes and becoming a 

famous gangster, she displayed the fashion styles which were in vogue in the 1930s such 

as fancy and luxurious slim dress, tailored suit and trench coat. Third, in terms of Clyde’s 

costume, from his first meeting with Bonnie to his first crime, he put on common costume 

(ex: pants, vest, shirts, etc.) which revealed his open and unconventional character. After 

he became a famous gangster, he would wear the Duke of Windsor style (jacket, vest and 

pants). The study results well describe movie costume’s role as visual language which 

expresses characters’ inner circumstances and outer situations that reflect socio-cultural 

background. 

Keywords : 영화 의상movie costume( ), slim & long silhouette 슬림 앤 롱 실루엣( ), the Duke of  

           Windsor Style 윈저 공 스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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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영화는 현대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주요 예  

술 중의 하나로 다른 예술과 달리 영상을 표현 수단

으로 하며 시간적 공간적 표현이 함께 갖추어진 , , 

종합예술이다 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대중에게 사. 20

랑받기 시작한 영화는 실제와 상상이 혼합된 영역으

로 한편의 영화는 시나리오 감독의 연출 배우의 , , 

연기를 비롯하여 촬영 음향 미술 의상 음악 편, , , , , 

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예술적 재능이 합쳐서 , 

스크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영화는 움직이는 이미. 

지를 통하여 현실을 재현하며 여기에 청각적인 요소

가 더해지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영화는 시각적인 매

체이다. 

영화 속의 복식은 다른 디자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내면적인 감정 극중 성격 그리고 전개될 , , 

스토리의 상황 등 모든 것을 암시한다 영화 의상은 . 

그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연기하는 배

우로 하여금 그 의상에 맞는 몸과 표정 내면적인 , 

연기까지 하도록 디자인되는 것이다 영화 의상의 . 

역할은 작가가 추상적으로 설정한 극중 인물을 구체

적인 시각적 인물로 형상화시키는 것으로 영화가 ,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를 의상으로 재창조하여 영

상 위에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2000). 

영화는 연극과 달리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크로

즈 업 을 발명하여 심리적인 변화를 가까(close up)

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의상의 재질이나 장신구 등을 

통하여 배우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우의 역할을 암시한다. 

영화 의상은 배우가 의상을 착용하면서 작품속의   

역할을 더 쉽게 수행하도록 만들며 의복의 색이나 , 

장신구를 통하여 작품의 사회적 규범이나 특징을 상

징적으로 표현하므로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가 될 수 있다 관객은 영화 의상을 능(Lee, 2002). 

동적으로 수용하여 대리 만족감을 가지며 새로운 , 

유행을 창조하는 가치있는 예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영화 의상은 배우를 단순히 매력적으로 만드

는 소도구가 아니라 창작물로서의 독립적인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에서 이미지를 창출하는 의상은 영화  

의 역사 초기부터 필수적인 요소였으나 오늘날 그 

효과는 광범위하게 작용되고 있다. 

영화 의상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영화 의상의 표현  

성에 관한 연구 영화 의(Kwon, 1994; Lee, 2002), 

상을 중심으로 한 대중 패션의 분석(Cho & Yoo, 

1997; Kim, 1999; Kim, 2001), 복식사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영화 의상을 분석한 연구(Kim, 2000; 

그리고 영화 의상의 상징성Jung & Kim, 2015), 

등 다양하다(Jang, 2007; Kim & Cho, 2003) . 

본 연구에서 선택한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  「

다 원제목 는 미국은 물론 전 ( ; Bonnie and Clyde)」

세계에 보니 앤 클라이드 붐을 불러 일으키고 관객 

흥행과 평단의 인정 속에 년대 할리우드 르네, 1970 ‘

상스 를 위한 길을 닦아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

청춘 영화의 고전과도 같은 작품이다. Bonnie and 

가 배경이 된 년대는 미국은 경제대공황Clyde 1930

시대로 유례없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의한 국제화시대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다른 면으로는 

기계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보

급되어 새로운 생활방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영화와 . 

같은 여가 및 문화로 대리만족을 시키려는 듯 헐리

우드가 급부상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는 의상이 극적장치로서 「 」

활용되었다고 높이 평가되고 있는 현대영화이기도 

하며 신예 디자이너인 테오도라 반 란클, (Theodora 

에 의해 재현된 년대의 패션은 젊Van Runkle) 1930

은 세대에게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고 그 의상은 

보니와 클라이드 모드 로(Bonnie and Clyde Mode)

서 전 세계에  전해졌다 또한 이 영화(Kim, 2001). 

를 시작으로 와 를 주인공으로 한 다Bonnie Clyde

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이 선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가 배경이 된   Bonnie and Clyde 1930

년대 패션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 후 극중 인물의 , 

상황 변화에 따라 표현된 영화 의상의 특징을 분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영화의상에 관련된 선행연구 국내 외   , ·

서적 잡지 자료를 참고하였다 년 상영된 , , DVD . 1967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는 를 통해 분석DVD「 」

하였다 연구의 자료가 된 영상물은 영화 의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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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장면을  를 통해 분석DVD

하고 곰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캡쳐하는 방, 

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론적 배경. Ⅱ

영화의상의 특징  1. 

  영화는 세기에 들어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고정19

되어 있는 사진이 움직이는 사진 이 (moving picture)

됐을 때 공간은 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움직이는 사진

들은 이야기의 선을 따라 배열되었다 그리고 무성. 

영화 는 년대 말 발성영화(silent film) 1920 (sound 

로 대체되었으며 흑백은 년에 컬러로 바film) , 1930

뀌면서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권층이 누21

리는 삶의 형태가 아닌 누구에게나 가능한 체험이

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 

었다(Lee, 2002).

영화가 년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고 카메라   1930

렌즈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화의상은 주인공을 가능

한 많은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어 대중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면서 관객들이 또 다른 유행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영화는 움직이는 패션지로. 

서 잡지에서 보이는 의상은 모델이 취하는 포즈에 , 

따라 한 부분 밖에 볼 수 없는데 비해 영화 의상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등장 인물의 의상을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부분적인 디테일까지 포착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영화 속 . 

의상은 관객에게 어필하기 쉽고 등장 인물이 착용, 

하였던 특정한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 

심지어 메이크업의 일부분까지도 수많은 모방을 불

러일으키며 일시적인 유행으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Kim, 2000).  

시각적 측면으로 등장인물과 가장 밀접한 영화의  

상은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인물에 관한 많, 

은 정보와 극의 성격 분위기 스타일에 관한 것들, , 

을 보여준다 영화 속 환경의 색채 배경 등은 영화. , 

의상과 함께 그 이미지를 배가시키면서 등장인물의 

심리상태에 따른 표현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Park, 

영화의상은 배우로 하여금 의상을 통해 자신2004). 

의 역할에 빠져들도록 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

하므로써 영화의 효과적인 전개를 돕는다 복식의 . 

이미지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영화의 극적 전개를 효

과적으로 도와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표현하며 영화

의 추상적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므로써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Jang, 2007).

영화 의상의 기능은 역사적 시대적 기능 상징적   · , 

기능 유행 창조적 기능 및 물리적 기능이 있다, 

영화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꿈의 이(Lee, 2002). 

야기이므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곳의 공

통적인 양식과 고유의 문화를 표현하는 일정한 시간

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어느 한 사회의 문화적 요소

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그리고 영화 의상의 상징적 . 

기능이란 배우가 착용한 복식을 통하여 그 시대와 

사회의 생활 감정 심리적 변화와 의지를 표출하는 , 

것을 의미한다 영화는 글로 쓰여진 대본으로 등장. 

인물의 내 외적 지위와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 영·

화 의상은 극의 흐름을 유도하고 영화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등장 인물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 

를 암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화는 .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대중적인 특성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물이면 모방심리와 

동조심리를 더욱 자극한다 특히 대중적인 유행의 . 

전달은 호소력있게 퍼져나가면서 시네마패션

또는 스크린패션(cinema fashion) (screen fashion)

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영화 의상의 유행창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의 시대적 배경과   「 」

      년대 복식1930

  시대적 배경1)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의 배경이 된 년대  1930「 」

의 미국은 경제대공황시대였다 대공황은 자본주의 . 

각국 경제의 자동적 회복력을 빼앗아감으로써 1930

년대를 통하여 불황을 만성화시켰다 바로 이런 사. 

회적 배경 속에 일자리를 잃고 살 집을 잃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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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 속에 내일이 없는 젊은이

들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청년 클라이드. 

처럼 농장과 집을 은행에 빼앗긴 채 가난의 늪 속에

서 자신도 모르게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다(Oh, 2013).

년 초에 미국의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  1929

되고 있었으며 기업가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팔. 

리지 않는 상품들이 창고에 쌓여갔고 수많은 노동자

들이 해고당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소비자들의 수요. 

는 갈수록 줄어만 가고 이러한 저소비 추세로 공급, 

이 수요를 능가하게 되어 서서히 불경기가 시작되었

다 그러나 곧 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1933

으로 경제난에 빠진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년대 후반기에 대공황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1930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은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가

지게 되었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되면서 영

화와 같은 여가 및 문화로 대리만족을 시키려는 듯 

헐리우드가 급부상하였다 유례없는 대공황을 겪으. 

면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의한 국제화시대로 방향

을 바꾸었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다, 

른 면으로는 기계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보급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다(Choi, 

2005). 

년에는 컬러 발명으로 영화 속 주인공을   1930 TV 

좀 더 환상적인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한 생활을 했지만 대조적으

로 영화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였

다 헐리우드 영화는 가장 성공적인 대중 오락 산업. 

이었으며 영화를 통해 근대를 받아들이고 영화를 , 

통해 가장 어려운 시기인 대공황을 견뎌 낼 수 있었

다 대공황은 사회문제를 장르 안으로 끌어들이게 . 

하여 년대의 많은 영화들은 사회성 영화라는 1930

장르에 속한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거칠어지고 점점 . 

범죄에 열광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이 보니와 클라이

드를 영웅화시켰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마를레네 . 

디트리히 그레타 가르보 조안 크로포드 등의 화려, , 

한 영화배우가 대표적 우상이 되었으며 당시 영화, 

배우의 외모와 의복 태도가 우상시되고 모방되면서 ,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Choi, 2005). 

년대 복식  2) 1930

여자 복식  (1) 

년대의 패션 스타일은 어덜트 룩  1930 (adult look), 

롱 앤 슬림 실루엣 밀리터리 (long & slim silouette), 

룩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덜트 룩은 (military look) . 

우아하고 길게 흐르는 라인으로 가슴과 등을 자H V

로 깊게 판 홀터 넥 드레스가 이브닝 드레스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마들렌 비오네의 바이어스재단법이 , 

잘 표출된 패션이다 롱 앤 슬림 실루엣은 스커트 . 

길이가 길어지고 허리선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며 

년대의 보이시 실루엣 대신 브래지어를 착용하1920

여 가슴선이 살아났다 점차 어깨가 강조되었고 스. 

커트는 바이어스재단과 플레어가 사용되어 유연한 

밑단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밀리터리 룩은 몸에 . 

꼭 맞고 패드를 넣은 어깨는 넓고 각이 졌으며 벨트

로 허리를 조인 역삼각형의 실루엣에 견장 포켓, , 

라펠 등 군복의 장식들이 많이 응용되어 선보였고 

스커트 길이는 무릎정도로 약간 짧아졌다(Kim & 

Ahn, 2009).

이처럼   년대의 여성패션은 대공황으로 인해 1930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가사에만 전념하게 되면서 패션은 여성 신체

의 곡선이 드러나는 의 성인풍의 여성Slim & Long

적인 실루엣이 되었다 년대를 가슴을 납작하게 . 1920

한 가르손느 룩으로 정의한다면 년대는 가슴의 , 1930

볼륨을 강조한 성숙한 여성의 룩으로 정의할 수 있

다 년대의 실루엣의 드레스. 1930 Slim & Long 

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고 허(Figure 1, Figure 2)

리선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왔으며 여성의 가슴, , 

허리 힙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스타일이었다, .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패션은 곧이어 남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어깨는 점점 

강조되기 시작하여 떡 벌어진 어깨처럼 넓어보이게 

하는데 더 치중하였다 이처럼 밀리터리룩. (Figure 3, 

이 일상복에 영향을 미쳐 어깨는 보다 직Figure 4)

선으로 변했고 남성복의 디테일들이 많이 첨가되었, 

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 기능주

의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양식에 의한 영향이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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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졌으며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스키아파렐리, (Elsa 

는 혁신적인 초현실주의 디자인을 다양Schiaparelli)

하게 발표하였다 스키아파렐리는 초현실주의 작가. 

의 작품을 의복 디자인에 응용하는 것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달리의 작품인 서랍이 달린 밀로의 비너‘

스 의 서랍을 포켓으로 디자인한 테일러드 ’ ‘desk 

suit’ (Figure 를 발표하였다 5) 스키아(Koh, 2008). 

빠렐리는 독특한 감각의 대담한 회화적 표현을 보여

주었고 허리를 원 위치로 회복시키고 어깨를 강조, 

한 스타일로 년대 패션을 이끌어 나갔다1930 .

은 년에 아만드 가   Figure 6 1935 (Martial Armand)

디자인한 원피스 드레스로 어깨에 패드를 넣어 넓게 

강조한 것으로 넓은 어깨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여

Figure 1.

Slim and Long Silhouette Dress

-understanding of western 
costume for Fashion Design, p.281

Figure 2. 

Slim and Long Silhouette dress

-20th century fashion, p.101

Figure 3. Military Look

-understanding of western 

costume for Fashion Design, p.282

Figure 4. Military Look

-understanding of western 
costume for Fashion Design, p.281

Figure 5. 

Schiaparelli’s Desk Suit 

-20th century fashion, p.107

Figure 6. 

Day Dress of Martial Armand

-A history of fashion p.387

전통적인  여성미를 나타내는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맞춤 코너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테일러드 슈트를 판

매하였고 성공한 커리어우먼들은 테일러드 슈트를 , 

유니폼처럼 입게 되었다 검은색의 테일러드 슈트와 . 

흰색 실크 블라우스 진주장식의 흰 장갑 시크해트, , 

의 옷차림은 그 당시 전형적인 전문직 여성의 옷차

림새였으며 재킷은 더블 브레스트에 허리에 벨트를 , 

매기도 하였다 겨울에는 트위드의 울 슈트와 여름. 

에는 린넨 소재의 앙상블이 유행하였다(Valerie & 

Amy, 1999/2003). 

년대에 여성복에 사용된 소재는 매우 섬세한   1930

시폰 벨벳 새틴 나일론 소재에서부터 저지까지 다, , , 

양한 종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면과 나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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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등이 패션소재로 격상되었다 이 밖에도 꽃무. 

늬 실크 새틴 장갑 줄무늬 레이스 울 소재의 드레, , , 

스 트위드 소재의 재킷 등이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 , 

신축성 소재인 라텍스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Geum 

et al., 2012).  

남자 복식  (2) 

세기 전반의 남성복의 패션 경향은 모더니즘 사  20

조의 등장과 함께 단순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스타일

이 엘리트층의 주류 복식으로 유행하였고 대중적 패

션이 이들과 공존하며 서서히 독자적인 분야를 구축

하였다 에드워드 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거의 경. 7

직성에 대별되는 개방적인 풍조가 서서히 시작되었

고 그것이 패션에도 연결되어 신사의 워드로브, 

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황금기의 절정(wardrobe) . 

을 이룬 것이 조지 세와 그의 아들 윈저 공으로 윈5

저 공은 아버지인 조지 세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5

패션 감각을 지녔으며 대표적인 패션리더의 역할을 

하였다 윈저 공은 런던을 남성 패션의 중심지로 만. 

들었고 풍요로웠던 년대에 미국 남성복에 가장 1920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이후에도 남성 패션에 끼친 ,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Song, 2003).

남성들은 어깨가 넓은 운동선수와 같은 의복을 선  

호하였으며 이 당시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인기 있,  

던 남자 주인공들의 터프하고 강하며 남성적이고 현

Figure 7.

Men’s Jacket of 1930’s

-A history of fashion, p.389

Figure 8.
Duke of Wndsor’s Style Fashion in 1930’s–

-http://macrostar.egloos.com/4664051

실적인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다 특히 . 게리 쿠퍼

클라크 케이블 등의 영(Gary Cooper), (Clark Cable)

화배우들은 남성적인 모습으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윈저 공 패션을 대중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Geum et al., 2012).

여성복에 비해 남성복은 보수적이어서 짙고 어두운 

색의 재킷을 착용하였으며 짧고 넓은 라펠과 어깨, 

부분이 강조된 재킷 은 몸에 밀착되게 착(Figure 7)

용하였으며 길이는 힙 부분까지 내려 왔다 그리고 . 

밑단에 턴 업 커프스가 있는 직선적인 바지는 넓어

서 편안해 보였다(Figure 8)(Kim & Ahn, 2009). 

남성복의 소재로는 고급스러운 모직물이 많이 사  

용되었으며 디너 슈트에는 대부분 광택이 나는 새, 

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검정 그레이. , , 

브라운 네이비 등의 차분한 색상이 유행하였다 검, . 

정색의 이브닝 코트와 테일 코트 등 정장 슈트는 대

부분 블랙 슈트에 흰색 셔츠를 입었다(Geum et al., 

2012).

슈트의 재킷은 최소한의 패딩을 사용해 어깨가 넓  

었고 가슴에 주머니가 있었으며 허리가 들어가고 , 

힙 부분은 꼭 맞았다(Figure 9) 싱글 혹은 더블 브. 

레스트로 만들었는데 더블 브레스트가 인기가 더 많

았으며 더블 브레스트는 슈트 뿐 만 아니고 코트에, 

도 활용되었다(Figure 10) 단추가 개 달리고 자 . 6 V

형태로 파인 조끼는 길이가 짧았으며 바지는 하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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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n’s Suit of 1930’s

-understanding of western costume for Fashion 
Design,p.283

Figure 10.  Double Breasted Coat 

-110 Years of Contemporary Fashion 
(1900-2010), p.148

이스트에 헐렁하게 재단되었고 두 개의 주름과 커, 

프스가 있었으며 멜빵으로 고정하였다 초기에는 , . 

헐렁한 바지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착용하, 

기 쉽고 편안하여 남성들은 이 바지를 점점 선호하

게 되었다(Valerie & Amy, 1999/2003).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의 작품분석과  3. 「 」

인물분석      

작품분석  1) 

작품 보니 앤 클라이드 는 미국의 대공황시절  , 「 」

두려움을 모르며 사회에 저항하던 남녀 주인공의 범

죄행각과 매력적인 러브스토리를 다룬 작품이다. 

년대 미국은 경제대공황으로 은행은 파산하고 1930

사람들은 집과 직업을 잃게 된다 웨이트리스를 하. 

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여주인공 보니는 어느 날 자신의 차를 훔치려 

하던 남자 주인공 클라이드를 만나게 된다 클라이. 

드는 대공황의 어려운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것 같

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시기의 젊은이

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보니는 사회가 너무 어려, 

워 늘 똑 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수동적인 삶을 살던 

그 시기의 젊은 여성들을 대변해주는 캐릭터이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개성과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수동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일상으로 그런 사회에서 한 가지 유흥거리는 영화, 

와  만화 산업이었는데 그곳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마피아와 여배우만이 부를 누릴 . 

수 있던 것처럼 보이던 시기 배우가 아니어도 신문 , 

면을 장식할 수 있던 가장 쉽고 화려한 직업은 범1

죄자였다 전국을 돌며 은행 강도를 시작하는 클라. 

이드와 보니에게 힘든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에 환, 

호하고 더욱 더 응원을 보내기 시작한다 본래 클라. 

라 보우 같은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보

니의 스타일은 점차 헐리우드 스타일로 화려해지고 

클라이드 또한 좋은 차 좋은 옷을 통해 년대의 , 1930

신사패션을 선보인다. 

년 영화로 먼저 대중들에게 선보여진 이 작  1967

품은 아카데미 개 부문 후보에 추천 되었고 아카10 , 

데미 촬영상과 여우조연상 수상 전미 비평가 협회, 

상 남우조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하며 미국은 물론 , , 

전 서계에 보니 앤 클라이드 붐을 불러 일으켰다. 

관객 흥행과 평단의 인정 속에 년대 할리우드 , 1970 ‘

르네상스 를 위한 길을 닦아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

는 청춘 영화의 고전과도 같은 작품이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는 종래의 갱 영화와는   「 」

전혀 다른 작품으로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효시이, 

다 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에스텔 . 1968 (

파슨스 과 촬영상을 수상하였고 여우주연상 후보에 ) , 

오른 페이 더너웨이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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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분석  2) 

보니 파커는 년대를 주름잡던 잇 걸 클라라   1920

보우 같은 여배우를 꿈꾸던 소녀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시를 쓰고 소설을 쓸 만큼 감수

성이 풍부하였다 어릴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웨스. 

턴 달라스라는 시골로 이사를 오면서 불만을 품고 

있으나 언젠간 반드시 유명한 여배우가 되어서 비싼 

가방과 옷을 갖겠다는 꿈을 잃지 않는 말괄량이다. 

그 당시 유행하는 모든 아이템과 의상에 관심이 많

고 헐리우드 여배우의 스타일을 모방하며 거기에서 , 

그치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트렌드세

터라 할 수 있다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에. 「 」

서의 보니 파커는 시골마을의 웨이트리스가 싫고 자

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성격으로 설정되었다. 

클라이드 배로우는 어릴 때 집과 농장을 은행에 모 

두 빼앗기고 세상에 불만 만을 품고 있으며 비싸고 , 

좋은 자동차와 고급스럽고 멋진 의상과 액세서리를 

동경하면서도 본인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클라이드는 훔치고 뺏는 것으로 . 

그 분노를 표출하고 은행에서 훔친 돈으로 동경하, 

던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하며 더 어려운 사람들을 , 

돕기도 하였다. 

 영화 의상 분석III. 

  보니 파커의상1. 

영화는 보니가 집안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창밖을   

내다 보다가 클라이드가 보니의 자동차를 훔치려는 

것을 목격하며 시작한다 보니가 집안에서 착용하고 . 

있는 의상은 홑겹의 심플한 원피스로 실루엣은 당시 

유행하던 슬림한 라인 실루엣의 형태를 하고 있고 H

네크라인은 넓고 깊게 파인 브이 네크라인의 형태

다 원피스의 소재는 당시에 흔히 사용되던 린넨이. 

며 색상은 옅은 베이지를 사용하였다 당시 유행하, . 

던 깊게 파인 네크라인으로 목선과 어깨선을 드러내

어 어덜트 룩을 표현하고 있으며 단추를 길게 여밈, 

으로 디자인하여 실루엣을 한층 더 강slim & long 

조하였다(Figure 11).

는 자신의 차를 훔치려던 클라이드의 자  Figure 12

유분방한 성격에 매료되어 클라이드를 따라 나서며 

처음으로 범죄를 시작하는 장면의 의상이다 이 의. 

상은 영화 포스터의 보니 의상으로 베레모에 니트 

상의 그리고 트위드 스커트로 대표되는 보니 룩의 ,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니는 몸에 붙는 니트와 스커. 

트를 착용하는데 슬림한 라인 실루엣을 볼 수 있H

다 상의 니트는 어깨를 퍼프로 처리하여 어깨를 강. 

조했던 그 당시 스타일을 보여 주였다 컬러는 상의 . 

니트는 톤 다운된 옐로우 스커트는 그레이이며 악, , 

세사리는 밝은 아이보리컬러의 베레모와 스카프로 

년대의 유행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1930

인다. 

은 보니와 클라이드가 함께 은행강도가   Figure 13

되기로 결심하고 난 후 클라이드 형 벅 부부를 만나

는 장면이다 보니는 검정색 투피스 슈트에 이너로. 

는 깊에 파인 브이네크라인의 블라우스를 착용하였

다 악세사리로는 검정색 베레모와 가죽 벨트를 착. 

용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검정색 재킷과 . 

스커트는 라인 실루엣이며 스커트는 무릎 아래로 H , 

내려오는 길이로 활동성을 주고 있다 블라우스는 . 

깊은 브이 네크라인에 펀칭을 이용하여 장식성을 주

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의상과 악세사리 등을 반. 

복하여 착용했는데 특히 베레모 같은 경우는 다양하

게 코디되었다 과 같이 갖춰 입고 외출해. Figure 13

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모자를 착용하였는데 검정색 

베레모가 자주 활용되었다.

는 은행에서 많은 금액을 훔친 뒤 다른   Figure 14

지역으로 달아나는 장면이다.

본격적으로 범죄를 시작하여 유명세를 탈 때 쯤 부

터는 보니의 의상이 점차 고급스러워진다 테일러드 . 

칼라에 더블 단추 재킷이고 색상은 기본 화이트 컬

러에 블랙 체크무늬로 굵은 벨트를 하여 허리라인을 

강조하였고 트렌치코트처럼 보여 지기도 한다 보니. 

는 실크블라우스와 롱스커트를 주로 착용하는데 네, 

크라인과 실루엣은 년대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1930

다. 

는 보니가 갱스터가 되어 도피 생활을   Figure 15

하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총으로 경찰을 협박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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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다 이 의상은 보니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 

것으로 플라워 프린트의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이다.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붉은 계열의 플라워 패턴이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광택있는 실크 소재와 함

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은 보니가 가족들을 만나러가는 장면으로  Figure 16

경찰을 죽인 것까지 기사화되어 보니의 가족들까지 

감시받게 되면서 본인의 삶에 대하여 점차 후회하게 

된다 가족들에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해 한결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일 수 있도록 블랙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네크라인은 여전히 브이네크라. 

인으로 깊이 파여진 형태이고 스커트와 블라우스 모

두 같은 소재로 광택이 있는 가공된 실크처럼 보인

다. 

은 총격적 장면으로 계속하여 도피하던   Figure 17

도중 잠복해 있던 경찰들을 만나 총격전을 펼치며 

부상을 당한다 보니의 몸에 잘 맞춰진 테일러드 슈. 

트는 년대의 전형적인 유행 스타일이다 라인 1930 . H

실루엣으로 스커트엔 플리츠를 적용하여 움직임에 

따른 활동성을 강조하고 총격전의 피를 대조적으로 ,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화이트컬러를 사용하였다.  

은 총격전으로 인해 너무 많은 부상을   Figure 18

당해 더 이상 도피를 할 수 없어 한곳에 머무르게 

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 장면이다 이제 조용히 죄 . 

값을 치르고 평범하게 사는 꿈을 꾸는 시기이다 의. 

상은 핑크색 원피스를 착용했는데 네크라인은  브이

네크라인으로 어깨선과 목선을 강조하고 화이트 칼

라를 부착하여 깔끔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컬러는 따뜻해 보이는 핑크색을 사용하여 성격의 변

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소재는 가공된 면으로 보. 

이며 가느다란 선으로 핑크와 화이트의 체크를 활용

하여 전체적으로 핑크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는 보니가 마지막으로 자수를 하려고 마  Figure 19

음을 먹고 평범하게 살고자 다짐하여 클라이드와 함

께 생필품을 사서 돌아오는 장면이다 하지만 미리 .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총격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수십 발의 총알로 인해 흰 원피스에 핏자. 

국이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보니가 착용한 . 

원피스는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 컬러이고 면소

재로 보인다 네크라인은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브. 

이네크라인이 아닌 스퀘어 네크라인이다 브이네크. 

라인으로 가슴골 깊이까지 파여 화려한 이미지를 주

었던 것에 비해 한층 단아하고 청순해 보이도록 하

였다. 

이상으로 여 주인공 보니 의상은 년대의 사  1930

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유행하게 되었던 어덜트 룩

과 라인 실루엣의 스타일 그리고 어H slim & long ,  

깨를 강조한 밀리터리 룩의 테일러드 수트 등이 영

화 의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어덜트 룩은 첫 장면의 넓고 깊은 브이 네크라인의 

원피스와 범죄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명한 갱스터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많은 장면에서 넓고 깊게 파인 

브이 네크라인의 이너 웨어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 . 

의상의 실루엣은 대부분 라인 실루엣으로 H slim & 

스타일의 의상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범죄를 long . 

시작하여 유명세를 타면서 테일러드 칼라의 더블 재

킷에 허리에 벨트를 묶는 등의 밀리터리 룩의 테일

러드 슈트도 많은 장면에서 착용하고 있다 보니 의. 

상은 원피스 투피스 슈트 니트 상의와 스커트 그, , , 

리고 이너웨어로 블라우스 등의 아이템이 등장하였

다 실루엣은 라인의 슬림 실루엣에 컬러는 블랙과 . H

화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베이지 색 원피스, 

가 시작하는 장면과 마지막 총살 장면의 의상 컬러

로 사용되었다 주로 사용되어진 소재는 린넨 코튼. , 

과 유명 갱이 되어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는 광택

이 있는 실크나 화려한 소재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 

고 베레모가 악세사리로 많이 등장하였다.

클라이드 배로우  2. 

 은 보니와의 첫 만남 장면으로 클라이 Figure 20 , 

드가 착용한 의상은 셔츠와 베스트 팬츠이고 서스, 

펜더를 하고 있다 화이트 셔츠와 베스트는 자연스. 

럽게 풀어져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여준다 컬러는 . 

화이트 브라운 블랙으로 바지는 폭이 넓고 여유 , , 

있는 년대의 유행스타일을 보여준다1930 . 

클라이드는 보니처럼 변화무쌍한 스타일을 보이지 

는 않는다 윈저 공 스타일을 모방하여 슈트를 갖춰 . 

입고 재킷 만 입고 벗고를 반복하거나 베스트의 단, 

추를 채웠다 풀었다 하는 등으로 상황과 성격을 표



임자람 이정순 · /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의 의상분석「 」

91

Figure 11. 

The Frst Meeting with Clyde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2.

The First Crime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3. 

The Beginning of the Robbery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4.
A Runaway Scene after Robbing a 

Bank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5.

Silk Blouse with Flower Pattern

-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6.

Reunion with Her Family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7.

Gunfight Scene

-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8.

Take a Rest Scene

-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19.

The Last Scene

- the Movie “Bonnie & Cl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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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다 클라이드는 범죄현장에 등장할 때는 항상 . 

격식있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여준다. 

은 클라이드가 범죄 현장으로 가는 장면  Figure 21

이다 재킷 베스트 팬츠 등을 갖춰 입고 넥타이와 . , , 

중절모까지 함께 착용하였다 범죄 후 도주 시에는 . 

재킷을 벗고 베스트의 단추 여밈을 풀어놓는 것으로 

상황을 묘사하였다 클라이드는 브라운 컬러의 슈트. 

에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중절모를 착용하여 윈저 , 

공 스타일을 모방한 것을 볼 수 있다. 

클라이드는 대외적으로 범죄행각을 벌일 때는 중  

절모를 착용하여 신사같은 이미지를 주고 개별행동

이나 쉴 때는 좀 더 편안한 헌팅캡을 착용하였다. 

셔츠는 화이트컬러의 면소재 베스트는 스트라이프 , 

패턴이다 재킷 만 걸치면 바로 외출할 수 있도록 . 

항상 갖춰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22).

은 영화 포스트의 클라이드로 테일러드   Figure 23

칼라의 슈트에 넥타이와 중절모로 격식 있게 갖춰 

입은 모습이다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으로 차분하고 . 

무게감 있도록 표현하였다 상의 재킷은 몸에 꼭 맞. 

고 바지는 헐렁하게 여유있는 맞음새로 년대 1930

남성 유행스타일을 볼 수 있다 영화에서 클라이드. 

는 갱스터로 유명해진 이후에는 항상 윈저 공 스타

일의 패션을 하고 있다. 

는 보니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  Figure 24

로 검정색 정장에 헌팅캡을 착용하고 있다 검정색. 

Figure 20.

The First Meeting with Bonnie

-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21.

Clyde, Going to the Crime 

Scene

-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22.

Clyde in a Hunting Cap

- the Movie “Bonnie & Clyde”

의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은 보니와 함께 맞춰 입

은 듯 연출하였고 보니의 부모님께 격식을 갖춰 인, 

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분한 컬러로 코디를 한 

것이라 보여진다.

는 죽음 직전의 클라이드의 모습으로 모  Figure 25

든 것을 뉘우치고 평범하게 살고자 다짐한 보니와 

함께 생필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집. 

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총격을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 셔츠 베스트 팬. , , 

츠를 착용하고 있고 베스트는 자카드 소재로 화려한 

이미지다. 

이상으로 클라이드 의상을 정리하면   영화에서 클

라이드는 년대의 도시 신사 패션과 웨스턴 달1930

라스의 하위패션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본격 범죄자. 

가 되기 이전엔 자유롭고 편안한 하위 패션을 주로 

보여주고 보니 파커와 함께 본격적으로 범죄행각을 

벌이고 난 이후로는 훔친 돈을 사용한 걸 보여 주듯

이 그 시기의 도시 신사들이 입을 법한 스타일을 보

여준다 클라이드는 . 년대의 유행스타일인 윈저 1930

공 스타일을 모방하여 재킷 베스트 팬츠의 슈트를 , , 

항상 갖추어 입었다 그리고 재킷을 입지 않거나 베. 

스트의 단추를 채우지 않는 등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드 의상 아이템은 가벼운 . 

차림에는 셔츠 베스트 팬츠 이거나 정식 차림에는 , , 

슈트를 착용하는 모습이다 실루엣은 윈저 공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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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lyde in a Movie Poster

-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24. 

The First Meeting with Bonnie’s 

Parents

- the Movie “Bonnie & Clyde”

Figure 25. 

Just before His Death

- the Movie “Bonnie & Clyde

일의 슬림한 실루엣에 주로 브라운이나 블랙의 재킷

이나 팬츠에 화이트나 베이지 셔츠 등을 주로 착용

하였다 액세서리는 잘 차려 입을 때는 넥타이와 중. 

절모를 함께 착용하고 편안한 차림을 연출할 때는 

베스트에 헌팅 캡을 착용하였다.   

결론VI.  

본 연구는 가 배경이 된   Bonnie and Clyde 1930

년대 패션의 특징을 정리하고 영화 전개에서 전환, 

점이 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년대 패션이 영화 1930

의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에 년대의 패션의 특징과 영화 의상  Table 1 1930

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배우들의 극중 역할이나 심리상태의 변화는 의복  

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전개를 

개의 전환점 보니와 클라이드의 만남 범죄를 시작4 ( , 

하는 시기 유명 갱이 되고 난 이후 검거되어 총살 , , 

되는 장면 으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의상을 선정하여 )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년대의 여성   . 1930 패션은 어덜트 룩(adult 

롱 앤 슬림 실루엣look), (long & slim silouette), 

밀리터리 룩 으로 정리할 수 있다(military look) .

년대의 여성패션은 대공황으로 인해 실직자들1930

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가

사에만 전념하게 되면서 신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여

성적인 실루엣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스러운 패션과 . 

함께 남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의 도전을 받게 

되어 남성복의 디테일이 여성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특히 어깨는 넓게 강조하고 벨트를 이용하. 

여 허리는 가늘게 조이는 테일러드 슈트가 여성들 

사이에 많이 입혀지기도 하였다. 

년대의 남성 패션의 경향은 모더니즘 사조의   1930

등장과 함께 단순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스타일이 특

징으로 윈저 공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남성 패션은 . 

짧고 넓은 라펠과 넓은 어깨 허리가 들어가고 슬림, 

한 엉덩이 길이의 재킷과 턴 업 커프스가 있는 통이 

넓은 직선 바지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둘째 영화에서의 보니 의상은  , 많은 장면에서 넓 

고 깊게 파인 브이 네크라인의 이너 웨어를 착용하

고 있고 보니 의상의 실루엣은 대부분 라인 실루, H

엣으로 스타일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slim & long . 

범죄를 시작하여 유명세를 타면서 테일러드 칼라의 

더블 재킷에 허리에 벨트를 묶는 등의 밀리터리 룩

의 테일러드 슈트도 많은 장면에서 착용하고 있다. 

테일러드한 갱스터들의 의상은 적은 디테일과 각  

진 어깨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모습에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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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Movie Costume and 1930’s Fashion

Character Fashion in 1930s Scene Movie Costume Details in Movie Costume

Bonnie 

Parker

dress with slim and 

long silhouette 

military look

tailored clothes for 

women

The first 

meeting 

with Clyde

Item one-piece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beige

Material linen

The first 

crime

Item
two-piece suit, 

beret, belt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black, white

Material cotton

When 

becoming 

the  

famous 

gang

Item
trench coat, blouse, 

skirt, beret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whilte, black

Material cotton, silk

Just before 

being shot 

to death 

Item one-piece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beige

Material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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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Character Fashion in 1930s Scene Movie Costume Details in Movie Costume

Clyde  

Barrow

Duke of Windsor’s 

style with slim 

silhouette of upper 

suit and

Loose fit pants

The first 

meeting 

with Bonnie

Item
shirt, vest, pants, 

suspender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beige, brown, black

Material cotton, wool

The first 

crime

Item shirt, vest, pants, tie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beige, brown, black, 

green, yellow

Material cotton, wool

When 

becoming 

the  famous 

gang

Item three-piece suit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white, black, navy, 

gray

Material wool, silk

Just before 

being shot 

to death 

Item shirt, vest, pants

Silhouette H-line slim silhouette

Color white, blue, blakc

Material linen,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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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밀리터리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1930 . 

주인공 보니 의상도 여자 갱스터의 모습을 잘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니 의상은 원피스 투피스 슈트 니트 상의와   , , 

스커트 그리고 블라우스 등의 아이템이 등장하였다, . 

실루엣은 라인의 슬림 실루엣에 컬러는 블랙과 화H

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베이지 색 원피스는 , 

시작하는 장면과 마지막 총살 장면의 의상 컬러로 

사용되었다 주로 사용되어진 소재는 범죄를 시작하. 

기 전과 검거되어 총살되기 전에는 린넨 코튼과 같, 

은 내추럴한 소재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유. 

명 갱이 되어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는 광택이 있

는 실크나 코튼이라도 가공하여 광택이 있는 화려한 

소재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베레모가 악세사리로 . 

많이 등장하였다.

셋째 클라이드 의상은 년대의 유행 스타일인   , 1930

윈저 공 스타일을 모방하여 재킷 베스트 팬츠의 , , 

슈트를 항상 갖추어 입었다 그리고 재킷을 입지 않. 

거나 베스트의 단추를 채우지 않는 등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드 의상 아이템은 . 

가벼운 차림에는 셔츠 베스트 팬츠 이거나 정식 , , 

차림에는 슈트를 착용하는 모습이다 실루엣은 윈저 . 

공 스타일의 슬림한 실루엣의 브라운이나 블랙 슈트

에 화이트나 베이지 셔츠 등을 주로 착용하였다 액. 

세서리는 잘 차려 입을 때는 넥타이와 중절모를 함

께 착용하고 편안한 차림을 연출할 때는 베스트에 

헌팅 캡을 착용하였다.   

갱스터 영화를 보면 그들의 이미지는 거칠고 야비  

하게 묘사되지만 의상은 오히려 잘 차려 입은 부유

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어 범죄자의 모습에서 

사업가로서의 갱이라는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한다. 

범죄 영화에서 잘 차려 입은 양복은 범죄자의 내재

된 범죄성을 감추면서 숨겨진 공격성과 야만성을 더 

강조시킨다 따라서 갱스트의 의상은 사회적 지휘의 . 

표식이며 지배계층으로의 상승 표식이자 그들의 공

격성을 감추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대중 매. 

체 중에서 강한 현실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영화 

매체이며 특히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 

의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화 속의 이미지는 현실로 

재생산되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 

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의 주인공인 보니 와 클「 」

라이드 의상도 배경이 된 그 시대의 패션의 특징을 

기본으로 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 등을 사실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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