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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lors of the costumes and backgrounds of characters in the 

fantasy film, Alice in Wonderland(2010) by Tim Burton. The methods used were literature 

studies including related books, articles and internet materials, and positive research with 

DVD color analysis. Twenty-one scenes were selected by the researcher. Five scenes were 

selected from novel and film components representing, exposition, complication, crisis, 

climax, and denouement. After controlled pixel by photoshop program and the represented 

colors, hues and tone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four 

characters, Alice's dress colors changed depend on the situation and the passage offered 

from blue to red, metal light, and blue green. The Mad Hatter's colors were orange with 

green which signified  madness and passion. The Red Queen's red dress and blue make 

up represented countrified and evil. The White Queen's all white dress and hair, black eyes 

and vivid red meant purity and nobility. Similar characters' colors were limited. Second, the 

background colors , especially tones we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fantasy image. 

These were different for each type of scene in the film such as exposition, complication, 

crisis, climax, and denouement. 

Keywords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팀 버튼 : Alice in Wonderland( ), Tim Burton( ), film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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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영화의상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동시에 영화 속 주인공의 신분 직업 경, , 

제력 가치관과 심리 등의 상징을 관객에게 전달하, 

는 매개체이다 영화의상은 캐릭터의 외형을 형성하. 

며 내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여 캐릭터

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 된다 따라서 영화 속 주인공과 (Kim, 2009). 

영화의 배경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는 중요한 미장센 의 하나인 (mise-en-scène)

영화의상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영화 의상색채는 주인공의 이미지와 심리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극의 흐름을 . 

표현 암시하는 중요한 시각적 장치로서 영화의상 , 

색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 

영화의 스토리 전개구조에 따라 영화의상의 색채를 

배경색채와의 관계에서 통합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은 의상의 색채디자인이 영화제작에 의미 있는 중

요수단임을 확인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영화의상 연구는 대중들에게 커다란 반  

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나 흥행작 국내외 영화제의 , 

수상작 그리고 패션산업과 영화산업이 연계되어 관, 

심을 받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정성적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특히 영화의상 색채에 대해서는 . Yang & 

의 영화 Park(2011) 『박쥐 , 』 『마더 의 색채이미』

지 연구 의 장예모 감독의 영화, Lee & Choi(2014)

를 대상으로 한 영화의상 색채연구, Kim & 

의 Jung(2014) 『위대한 개츠비 의 영화의상과 배』

경을 중심으로 진행한 색채 이미지, Park & 

의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심상 과 Park(2014) ( )心象

서사 적 상징성의 해석 등이 있다( ) .  敍事

본 연구에서는   『가위손』『유령신부』『빅피쉬』

『찰리와 초콜릿공장』『빅 아이즈 등 독특한 판타』

지 영화를 만든 감독이며 색을 통하여 시각적 상징, 

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팀 (Lee & Choi, 2014) 

버튼 감독 미 의 년도 (Tim Burton, , 1953 ~ ) 2010

판타지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의상색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영화. 』

의 의상과 인물은 우수한 제작 기술과 판타지한 영

화의 색채감으로 기괴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구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제 회 미국 아카데미 , 83

시상식 에서 미술상과 의상상을 수상한 것(OSCAR)

을 비롯하여 제 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64 (BAFTA)

에서도 의상상 분장상 미술상을 수상하였기에 의, , 

상연구의 대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에 대한 국』

내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 졌는데 여성학적 시, 

각의 연구 판타지 영화연구 영웅적 영화의 서사성, , 

에 관련된 의상 연구 형태적 특성에 대한 영화의상 , 

연구 미용학적 연구, (Lee & Han, 2010; Kim, 2014; 

J. Kim & Y. Kim; 2014, Lee & Choi, 2014; Kim 

& Jung, 2014; Lee & Kim, 2014; Yang, 2010; 

가 있다 이 Lee & Lee, 2014; Park & Park; 2014) . 

중 영화의상 연구로 은 영웅 신화의 서사Kim(2014)

구조적 해석과 함께 신화적 특성과 연결시킨 의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색채는 배제되었다 또한 . J. 

의 연구에서는 앨리스의 의상Kim & Y. Kim(2014)

을 환상성의 표현 유형에 중점을 두고 형태적 연구

를 진행 하여 문학적 환상성의 이론을 토대로 경이

성 과장성 모방성을 도출하였으나 색채가 포함되, , 

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미용학 분야에서 . Park & 

은 Park(201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에서 메이크』

업과 헤어 컬러의 특징을 설명하며 모자장수의 색, 

으로 오렌지와 그린 블루의 대조대비 색채 붉은 , , 

여왕은 비비드 톤의 색상 대비 하얀 여왕의 경우 , 

흰색과 레드의 키콜로 배색으로 그 특징을 언급하였

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의상의 형태중심연구와 . 

메이크업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판타지 영화의 중요한 

요소인 색채 특히 영화의 스토리구조에 따른 의상, 

색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판타지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 받는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

리스 의 주인공들의 의상 색채를 스토리구조 발단( -』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단계에 따라 배경색채와 의상- - - )

색채를 확인하고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의상색채가 

단순한 등장인물의 캐릭터 표현을 넘어 영화의 중요

한 상징도구임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네 명의 . 

주인공 앨리스 모자장수 붉은여왕 하얀여왕 을 중( , , , )

심으로 각 인물의 특성과 의상을 설명하고 스토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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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개에 따라 의상의 색상과 톤 배경의 색상과 , 

톤 그리고 의상과 배경의 색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영화의 의상색채의 특성과 상징을 알아보고자 한

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의상의 역할이 단순히 주인. 

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품으로서의 차원에 머

물지 않고 영화의 스토리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중요한 미장센으로 그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 

문헌자료 인터넷 자료 영화의상 선행연구들을 통, , 

하여 팀 버튼 감독의 영화『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의 대중문화적 가치와 학문적 평가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써의 타당성을 확인해보았다 실증. 

연구로는 영화를 수차례 반복하여 본 후 작품의 ,  

내용과 주요 등장인물 인의 캐릭터를 알아보았다4 . 

그리고 스토리 전개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 , , 

결말의 장 구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대표 장면5

을 선정하여 이미지 캡처를 수행 하였다 수집DVD . 

한 주요 장면은 발단 장면 전개 장면 위기 장4 , 5 , 4

면 절정 장면 결말 장면으로 총 장면이었다, 5 , 3 21 . 

각 장면은 포토샵작업을 통해 모자이크 픽셀 조절로 

대표되는 주요 색채를 선정하고 색상과 톤의 위치를 

먼셀의 색환과 톤 맵에서 확인하였다 스토리 구조. 

별 의상의 색상와 톤 그리고 배경의 색상와 톤을 , 

각각 분석한 후 의상 헤어와 메이크업 포함 과 배경( )

과의 관계 및 변화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상징을 해

석하였다. 

작품설명과 대중문화적 가치. Ⅱ

작품설명  1. 

작품내용과 스토리구조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는 년 개봉된 팀 버튼 감독의 판타지 영화이다2010 . 

원작은 영국의 루이스 캐럴 아동소설(Louise Caroll, 

가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 의 소설인 , , 1832 - 189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 

1865) ,』 『거울 나라의 앨리스, (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1871) 이다 그러나 팀 버튼의 영화는 시간상 이들 . 』

소설의 뒷이야기 즉 성장하여 결혼적령기가 된 앨, 

리스를 다루고 있으며 시대적 배경은 빅토리아시대

이다 앨리스는 호기심이 많으나 우유부단한 결혼 . 

적령기의 아가씨이다 앨리스가 결혼이라는 현실의 . 

갈등 속에서 탈피하여 정체성을 찾아 모험을 떠난

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복귀한 후에는 자의식이 강. 

한 독립적 여성으로 자립한다는 일종의 통과제의(通

의 구조로 되어 있다) . 過祭儀

본 영화의 이야기는 인물의 소개와 이야기의 배  

경 사건의 시작을 제공하는 발단 사건이 본격적으, , 

로 진행되어 인물간의 갈등과 긴장이 나타나는 전

개 인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절정을 유, 

발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위기 갈등과 대립의 최, 

고조로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주제가 부각되

는 절정의 단계를 지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주

인공의 운명이 정해지는 결말의 단계를 거친다. 

발단의 단계에서는 성인이 된 앨리스가 좋은 집안   

청년이지만 매력이 없는 해미쉬의 청혼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청혼식에서 망설이던 앨리스는 정원에서 . 

어린시절 자신의 꿈속에서 등장했던 토끼를 발견하

고 따라가 결국 토끼굴에 빠진다 그리고 물약을 먹. 

으면 몸이 줄어들고 케익을 먹으면 다시 몸이 커지

는 경험을 하며 원더랜드에 이르게 된다. 

전개단계는 살의 앨리스가 또다시 들어간 이상  19

한 나라에서 겪는 모험의 시작이다 십여 년 전 어. 

린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다녀간 후 붉은여왕이라

는 독재자가 공포 정치로 이상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악한 붉은여왕의 괴물을 물리칠 . 

사람은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된다. 

위기단계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  

난다 이 원더랜드는 머리가 크고 질투의 화신인 붉. 

은여왕과 머리가 작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우아한 

하얀여왕이 있다 두 여왕은 자매인데 붉은 여왕이 . , 

괴물을 앞세워서 왕위를 빼앗고 다스리고 있으며 선

한 하얀 여왕은 다시 원더랜드의 평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앨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절정단계는 앨리스가 드디어 미친 모자장수 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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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터 와 함께 하얀여왕을 돕게 되고 평(Mad Hatter)

화를 찾게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소심하고 약했던 . 

앨리스가 아닌 전사의 앨리스로 이미지가 바뀌며 드

디어 괴물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원더랜드를 만들게 

된다.

결말단계에서는 현실로 돌아 온 앨리스가 해미쉬  

의 청혼을 당차게 거절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 

지의 유지를 받들어 미지의 중국으로 무역을 떠나는 

배에 오른다 이제 앨리스는 자의식이 충만한 당당. 

한 독립적인 여성으로 정체성을 찾고 성숙한 여인이 

된다.

아놀드 반 헤네프 프  (Arnold Van Gennep, , 

의 통과제의 구조 이론에 의하면1873-1959) , 『이

상한 나라의 앨리스 에서 앨리스는 현실에서 분리』

되어 판타지나라로 내면여행을 떠난 것이다(Yang, 

의 지적처럼 본 영화는 자신이 2010). Mullen(2010)

속한 사회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현실사회

에 대항하고 선과 악이 대립하는 원더랜드에서 강, 

인함과 용기를 얻음으로써 독립적인 여성으로 되어

가는 일종의 통과제의적 이야기이다 그리고 영화의 . 

중심이 되는 주제는 영웅주의이며 앨리스는 독립적, , 

강인함 용감한 여성이 원더랜드에서의 모험을 통해 , 

행동하는 존재로 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Niemiec, 

결국 팀 버튼의 영화2010). 『이상한 나라의 앨리

스 에 나타나는 스토리는 주인공이 겪는 분리와 전』

이의 단계를 거쳐 통합에 이르는 내면 여행의 이미

지화 상징화로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 

의 지적처럼 인간 삶의 원형으로 해석될 Yang(2010)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영화는 작품내용과 스토. 

리 구조의 내용으로 볼 때 전형적인 영웅주의적 통

과제의 구조라 하겠다( ) . 通過祭儀

등장인물의 특성  2)

본 영화의 주요 인물은 앨리스 붉은여왕 하얀여  , , 

왕 모자장수의 네 명이다 우선 앨리스는 소심하고 , . , 

우유부단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가씨이며 결정장애

가 있는 사람처럼 중요한 청혼식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토끼를 쫒아가 버린다 결국 원더. 

랜드의 모험을 이겨내고 펑화를 찾은 후 현실로 복

귀하며 정체성을 찾는 반전을 갖게 된다 영화 속 . 

캐릭터 역시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듯 이목구비가 흐

릿하고 금발에 의상과 메이크업이 선명하지 않다.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앨리스가 소녀적(girlish, 

이고 영국적인 경직된 인물인 반면에 frilly) (uptight) 

팀 버튼의 영화 속의 앨리스는 전투적이고 성숙하다

는 언급 과 같은 맥락이다 페미(Wloszczyna, 2010) . 

니스트적 시각에서 앨리스를 분석한 는 Aikens(2010)

원작 캐롤의 앨리스는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

한 보통의 소녀 라면 팀버튼의 앨리스는 강하고 자’ ‘

의식이 충분하고 생산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미친 모자장수 매드 해터의 경우는 빅토리아시대  

에 모자를 만들던 사람들에게 자주 있었던 수은중독

에 걸린 캐릭터이다 그는 미치광이 증세가 가끔 있. 

다 얼굴은 푸르고 창백하며 머리색은 오렌지 색상. , 

모자는 녹색과 보라색 리본장식 등 매우 대조적이고 

환타지한 색상의 조합이다 과거의 앨리스를 기억하. 

고 원더랜드를 회복하는 조력자이자 매개자이다 앨. 

리스의 곁에서 지속적인 용기를 주는 선량한 마음씨

의 캐릭터지만 행동은 과하고 정신없다. 

붉은여왕은 원더랜드를 지배하는 악의 대표이다  . 

우선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고 본 영화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캐릭터이다 말투와 외모가 매우 독특. 

하다 크고 둥근 머리 좁은 어깨와 가는 허리의 표. , 

현은 르네상스 스타일의 의상을 입어 강조했고 넓고 

튀어나온 이마와 가는 눈썹에 파란 아이새도우 그, 

리고 아주 작은 입술은 코믹하고 부조화 적이다 우. 

스운 모습이지만 잔혹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

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그의 부하 재버워키에 대. 

한 순수한 사랑은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얀여왕은 붉은여왕의 동생이며 언니가 통치하는   

악의 세계를 이전으로 돌려놓고 싶어 하는 선의 여

왕이다 몸짓 손짓 그리고 표정과 목소리가 우아함 . , , 

그 자체로 웃음을 선사한다 매우 아름답고 고결하. 

며 희극적이다 앨리스를 통하여 악의 세계를 몰아. 

내는 선봉에 선다 온통 하얀 머리와 의상 속에서 , 

유독 검고 강한 커다란 눈과 핏빛보다 진하고 커다

란 빨간 입술의 대조는 비현실적이지만 이상적 아름

다움의 화신처럼 나타난다 이상의 주요 캐릭터를 . 

정리하면다음 과 같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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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s of Alice in Wonderland by Tim Burton

Character

Name
  Characteristics Represent Picture

Alice

by 

Mia 

Wasikowska 

Alice is an indecisive and timid character who has 

an experience to have been wonderland before. She 

was a dreamer and had curious girl and grown up. 

When she has propose from Hemish, she follows the 

rabbit to get to Wonderland again. She fought with 

Red Queen who was represented by evil. After 

finished the battle the evil and won, returning her 

reality. She is changed to get her own identity. 

Breaking from the Victorian convention, she refused 

the propose marriage and voyage to China as 

independent woman. 

Mad Hatter

by

Johnny Depp

He is called as Mad Hatter who was madness man 

due to mercury poisoning during making hats. He 

remember Alice who had and adventure in 

wonderland before. He helps Alice who fall in to the 

danger and defeat the Red Queen, the evil. He is 

doing ridiculous and madness things but has very 

warm mind. 

Red Queen

by

Helena 

Bonham 

Carter 

A villain as evil, who has very big head. She is 

ridiculous appearance and her's way of speaking. 

She has lots of jealous to her younger sister White 

Queen and lover. She has govern by reign of terror 

in wonderland. However she has purity mind for love 

to disloyal subject, Javerwocky. 

White Queen

by

Anne 

Hathaway 

She is represented by graceful and goodness 

through face, body action and her way speaking. 

She is trying to get back the wonderland's peace 

with Alice and Mad Hatter from her elder sister Red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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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평가로 본 대중문화적 가치  2. 

팀 버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기술적으로 』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합성된 형태로 제작된 판타지 

영화이다 우선 이 영화는 매우 독특한 영화이며 어. 

둡지만 매우 마술적으로 치밀하게 제작되어 어른들 

뿐 아니라 어린이까지도 관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객을 (Hakuba & Senaha, 2014) 

확보하였다 팀 버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에 』

대해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은 이 ) ‘

영화는 캐럴의 원작을 회상시키지만 매우 새롭고 엄

청난 매력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뛰어난 작

품 이라 평론하였다’(Morgenstern, 2010) . 

은 루이스 캐럴의 다양한 상상력Mermelstein(2010)

을 팀 버튼 스타일의 다크 판타지로 창조했으며 그

동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많은 앨리스들이 재탄생, 

하였지만 팀 버튼이야 말로 가장 성공한 최고의 감, 

독이라 호평하였다 또한 잡지 . 뉴욕 (New York 은 )

이 영화를 잊을 수 없는 초현실주의의 종결자로 극

찬하였다 주간지 (Edelstein, 2010). 타임(TIME 은 팀 )

버튼의 앨리스 영화는 성공적이라 평하고 팀 버튼은 

어린아이의 위대한 상상력을 가진 유일한 어른일 것

이며 루이스 캐럴의 원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감독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팀 버튼이야말로 원작자. 

인 캐럴이 소아성애 로 부정적 평가를 받( )小兒性愛

아왔다는 점을 제거하기위해 앨리스를 어른으로 만

들어 성공에 일조한 것으로 보았다(Hakuba & 

Senaha, 2014). 

페미니스트적 시각의 평론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가족들에게 교육적으로 추천할만한 영화』

로 소개되어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젠더의 역할과 

정체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영화로 언급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아는 월트디즈니(Aikens, 2010). 

의 애니메이션『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원작에 』

비해 페미니즘적 요소가 매우 약하고 주인공 앨리스

는 수동적이라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Ross, 2004).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앨리스가 성숙하게 성장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독립적이 되지도 못한 채 원더랜드

로 부터 탈출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Ross, 2004). 

로는 주인공의 외모로 평론이 되기도 하는데 월트 , 

디즈니 만화영화의 등장인물들의 눈동자색은 캐릭터

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 『이

상한 나라의 앨리스 의 앨리스는 파란색 눈동자로 』

이는 순수하고 약한 이미지이며 이에 반해 하트의 , 

여왕이나 매드 해터는 브라운 눈동자로 보다 강한 

캐릭터를 의미한다(Arcus, 1989).    

그러나 미성숙하고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며 수동  

적이었던 월트 디즈니의 앨리스의 문제를 팀 버튼의 

영화에서는 해결하였다 팀 버튼의 영화에서는 앨리. 

스가 결혼적령기의 여성이며 영화 후반기에는 빅토

리아시대의 순종적인 여성이 아닌 매우 독립적인 여

성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현실사회를 반영하여 과거의 앨리스보다 . 

더 강해졌고 몽상적인 느낌은 줄여서 꿈이 아닌 현, 

실에 존재하는 원더랜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

하기도 한다 이는 새로(Hakuba & Senaha, 2014) . 

운 앨리스에 대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팀 버튼의 앨리스가 탄생하였다고 하는 것

과 같다 는 팀 버(Wloszczyna, 2010) . Callen(2012)

튼의 영화에서의 광기 는 단순한 미치광이(madness)

들의 모습이 아니라 잔인한 붉은 여왕으로부터 자유

를 성취하기위해 그리고 앨리스가 그녀의 정체성과 , 

강인성을 축적하기위한 일종의 저항 이 중요한 컨‘ ’

셉일 것이라 하였다. 

의 지적처럼 캐롤의 소설이 어린이  Kelsey(2010) , 

와 어른세상을 나누고 대립시켰다면 팀 버튼의 재해

석은 선과 악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팀 버튼. 

의 영화 속 앨리스는 폭력 광기 성적위협 등과 같, , 

은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인으로서의 앨리스

가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디즈니 (Siemann, 2012). 

만화영화나 오리지널 소설작품 속의 앨리스의 한계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한 앨리스가 필요하였다

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며 이러한 요소가 또한 대, 

중영화로서의 흥행의 열쇠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본 . 

영화는 대중영화로서의 흥행은 물론 영화학 영문, , 

학 사회학 여성학적 견지에서 많은 학문적 탐구의 , , 

대상이 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가

치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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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전개 구조에 따른 의상색채 . Ⅲ

분석 

발단  1. (Exposition)

프로포즈를 받는 앨리스  1) Scene 1 : 

영국식 정원에서 프로포즈를 받는 장면이다 의상  . 

의 색상은 레드 퍼플레드 퍼플블루계열이며 특히 , , 

퍼플블루계열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의상의 톤 분석. 

에서는 인물은 페일 라이트 그레이시 그레이시 스, , , 

트롱 디프톤으로 채도는 낮으나 명도는 높았다 이, . 

에 반해 배경의 색상은 그린 그린옐로우 색상에 , , 

편중되었으며 흰색이 포인트로 화사하다 배경의 톤. 

은 그레이시 스트롱 디프톤으로 명도는 중명도 이, , 

하의 무게감과 중채도에 집중되어 의상을 즉 인물, 

을 받쳐주는 배경색감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으로 . 

야외 정원의 분위기 속의 인물은 밝으나 선명하지는 

않다 프로포즈에 망설이는 앨리스가 중심이 되며 . 

모호하나 어둡지 않은 색채들로 이야기의 시작을 알

린다. 

  토끼를 뒤따라 숲을 뛰어가는 앨리스2) Scene 2 : 

이전의 프로포즈 장면에 비해 다소 어둡고 무거운   

배경으로 암시적 느낌을 주고 있다 의상은 퍼플블루. , 

레드퍼플 블루계통의 신비스러움이 표현되고 톤의 , 

경우는 라이트 그레이시 덜 디프톤에 집중되었다. , . 

신비스러움이 이전 장면과 같은 색상으로 지속되나 

배경의 색상은 옐로우 그린옐로우 그린 블루그린 , , , 

등 숲속의 색상들로 가득하며 앨리스를 중심으로 밝

으나 배경의 가장자리로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효

과를 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한 궁금. 

증을 불러일으킨다. 

토끼 굴 입구에 도착한 앨리스  3) Scene 3 : 

앨리스가 잠시 망설이며 호기심을 품는 이 장면에  

서 의상의 색상은 모두 블루계열이며 머리색상에 의

해서만 다소 연한 오렌지계열이 보인다 톤의 경우 . 

라이트 그레이시와 약간의 스트롱톤으로 인물은 몽

환적으로 보이고 있다 톤의 경우는 의상은 앞의 . 1, 

장면과 마찬가지로 라이트 그레이시 스트롱톤이2 , 

다.

반면 배경의 경우는 하늘 배경이 선명하고 밝으며   

의상과 중복되는 블루계열 색상이 강하지만 전체적

으로 그린계가 우세하다 배경은 주인공인 앨리스 . 

주변을 제외하고는 매우 대조적인 다크톤에 집중되

어 있어 하늘의 페일톤과 대조톤이다 명암이 강하. 

게 대조되고 있어 밖의 세상과 신비의 굴속을 분리

하고 있다.

토끼굴로 떨어진 후 몸이 커졌다   4) Scene 4 : , 

작아졌다하는 앨리스

앞선 장면들과는 매우 다른 반전의 색채가 나타난  

다 의상은 모두 레드계 옐로우레드의 브라운 색상. , 

이며 톤의 경우는 다크톤에 집중되어 매우 어둡다. 

배경의 경우도 색상은 모두 브라운 즉 옐로우레드, 

계열에 집중되어 앨리스와 배경이 섞이는 모호함을 

주고 있다 배경의 톤 역시 덜과 다크톤이 집중되었. 

는데 다크톤이 우세하다 미지의 세계 앞에서의 두. 

려움과 어두움이 가득한 느낌을 주고 있다.

앨리스의 경우 신체의 사이즈가 마법의 물을 마시  

면 작아지고 또 필요시 마법의 케익을 먹으면 커지

고 반복적으로 변한다 이처럼 발단의 마지막 단계. 

의 장면들에서는 어두움과 신비가 가득한 색채의 효

과로 두려움이 묻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발단 과정의 색채를 분석 정리  (Exposition)

하면 와 같다Table 2 . 

전개  2. (Complication)

원더랜드 입구에 도착한 앨리스   1) Secen 1 : 

의상은 모두 퍼플블루계열로 환상적이고 톤의 경  

우는 창백한 라이트 그레이시 덜톤이다 배경의 색, . 

상은 이전의 장면들 보다 다소 다양하여 레드퍼플, 

퍼플블루 그린 그린옐로우이며 배경의 톤 역시 페, , , 

일 그레이시 덜 다크톤으로 넓게 분포되었으나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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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lor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 in Exposition 

No Scene Color Selection Hue Position Tone Position

1

2

3

4

                                              ( background, costume)● ★

로 한색조와 명도가 낮은 톤 그리고 회색조의 조합, 

으로 신비스러움이 표현 되었다.

이상한 나라를 공포로 장악하고 있  2) Scene 2 : 

는 붉은여왕 

악을 대표하는 붉은여왕의 외모는 르네상스적 드  

레스를 입었으나 머리는 매우 기이하게 크고 허리는 

개미허리로 비례를 거부한 부조화스러운 모습이다. 

의상의 경우 색상은 레드 엘로우레드 옐로우 그리, , 

고 메이크업은 아이셰도우의 블루가 과하여 코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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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색적이어서 촌스럽게 표현된다 의상의 톤은 .  

배경보다 한 단계 밝은 덜 디프 라이트 그레이시 , , 

으로 유사톤 배색이다 배경 색상은 퍼플 레드 퍼. , , 

플블루계열이 주로 나타났으며 톤은 다크 다크 그, , 

레이시 그레이시톤으로 낮은 채도와 낮은 명도를 , 

사용하였다 어둡고 웅장한 무게감을 느끼는 동시에 .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수은중독으로 미친 모자장수의 등장 3) Scene 3 : 

모자장수의 의상은 창백한 피부와 붉은색 실크천  

이 둘려진 검은 모자와 검은 재킷 그리고 알록달록

한 실크 리본 스카프가 특징을 이룬다 색상 분석 . 

결과 레드 옐로우레드 옐로우이며 톤의 경우 라이, , 

트 그레이시 그레이시 덜 그리고 다크톤으로 인물, , 

이 배경에의해 선명하고 도드라지나 대체로 명도는 

높지 않다 배경은 퍼플블루와 블루계열의 색상과 . 

그레이시 다크그레이시톤으로 단순하고 어두운 배, 

경처리를 하였다 인물을 부각시켜 설명을 하고 있. 

으며 배경은 매우 어둡고 무겁고 기괴한 느낌을 주

고 있다.

  4) 붉은여왕의 왕궁으로 향하는 모자장수 Scene 4 : 

 

Table 3. Color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 in Complication

No Scene Color Selection Hue Position Tone Position

1

2

이 장면은 우울하고 몽환적이며 두려움이 가득한   

장면이다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여정이 암시적으로 . 

느껴지는데 의상은 거의 두드러지지 않고 실루엣으

로 처리하였다 배경의 색상은 퍼플블루 레드 옐로. , , 

우레드계 블루계열이 조금씩 보인다 톤은 라이트, . 

부터 다크톤까지 주로 그레이시톤이 주류이다 발단. 

과정의 와 마찬가지로 미지의 세계를 암시Scene 4

할 때는 이처럼 브라운 색의 옐로우레드계가 나타나

는 특징이 본 영화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톤 . 

배색으로 두드러짐은 없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붉은여왕  5) Scene 5 : 

인물은 대부분 딱딱한 형태의 르네상스형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색상은 레드 옐로우가 보인다 톤은 . , . 

파스텔이 조금 보이고 딥톤이 우세하다 배경의 색. 

상은 그린 블루그린 퍼플블루계열 블루계열이 나, , , 

타난다 톤은 페일 그레이시 파스텔톤 위주이다. , , . 

의상과 배경의 색상이 비교적 다양하나 채도를 높이

지 않음으로 해서 무겁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

고 있다 이상 전개 의 과정의 배경과 . (Complication)

인물의 의상 색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Table 

와 같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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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o Scene Color Selection Hue Position Tone Position

3

4

5

 ( background, costume)● ★

위기  3. (Crisis)

앨리스를 처음 만나는 붉은여왕  1) Scene 1 : 

붉은여왕의 얼굴이 크게 크로즈업되는 장면이다  . 

의상과 배경이 극도로 대조를 이룬다 특히 아래에. 

서 위로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여왕을 올려 찍은 장

면은 커다란 머리를 더욱 강조하고 표정을 우스꽝스

럽고 기이하게 연출하였다 배경의 색상은 주로 하. 

늘색의 퍼플블루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린계가 

일부 보인다 이에 비해 의상의 색상은 반대 보색인 . 

옐로우 그린옐로우 계열로 나타나고 있다 톤의 경, . 

우 페일 다크 그레이시 라이트 톤의 배경에 다크, , ,

디프톤의 인물색조로 대조톤 배색을 이룬다.

우아한 하얀여왕과 하얀 말  2) Scene 2 : 

순백과 라이트 핑크로 어우러진 화려한 느낌은 마  

치 천상을 상징하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다 배. 

경은 흐드러진 연한 회색조의 벚꽃과 하얀 말이 당

당하게 배치되었다 배경의 색상은 퍼플블루 퍼플. , , 

블루계열이고 톤은 그레이시톤이 주류를 이룬다 하. 

얀여왕의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 역시 동일색상 유, 

사색상 동일톤 유사톤의 관계를 보이나 입술은 빨, , 

갛게 도드라지고 있다 레드가 섞인 퍼플 퍼플 퍼. , , 

플이 섞인 블루 색상이 그레이시톤에 묻혀서 환상적

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레이시톤들은 무겁지 않게 . 

라이트 그레이시톤으로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온화. 

하고 부드러운 고고한 이미지를 형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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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왕의 군대와 대적하기로 결  3) Scene 3 : 

의한 하얀여왕과 모자장수

하얀여왕을 도와 모자장수와 친구들이 붉은여왕의   

군대에 맞서기로 결의하는 장면이다 수평구조로 나. 

란히 배열하여 장중함을 부여하였으며 긴장감이 돌

지만 불안하지는 않게 표현되었다 배경과 의상은 . 

유사색상이 주류를 이루어 하나의 힘을 합친 느낌을 

부여하였으나 모자장수의 재킷 블루색상 만이 두드

러져 그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톤의 경우는 명암. 

의 교차로 약간의 명도대조가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그레이시 다크 덜톤으로 안정적이다, , . 

Table 4. Color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 in Crisis

No Scene Color Selection Hue Position Tone Position

1

2

3

갑옷을 차려입은 전사 앨리스  4) Scene 4 : 

드디어 앨리스가 갑옷을 입고 전사로 출범하는 장  

면이다 앨리스를 응원하듯 배경의 벚꽃들은 화려함. 

의 극치를 보여주고 화면 가득 앨리스의 모습이 크

로즈업 되었다 갑옷과 나무의 명암의 어두운 부분. 

을 제외하면 매우 희망적인 느낌의 색상들로 가득 

차있다 배경의 경우 옐로우그린 퍼플 블루퍼플계. , , 

열의 색상 의상은 옐로우그린 블루퍼플 블루의 색, , , 

상이며 톤은 침착하게 나타난다 페일 그레이시. , , 

덜 디프톤으로 서로 배경과 유사톤을 이루어 온화, 

하고 화려한 부드러움을 주고 있다 이상의 위기. 

단계의 색채분석을 정리하면 다음 와 (Crisis) Table 4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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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No Scene Color Selection Hue Position Tone Position

4

 ( background, costume)● ★  

절정  4. (Climax)

하얀여왕의 군대  1) Scene 1 : 

결투의 장소에 늘어선 하얀여왕의 군대와 앨리스   

친구들이다 배경은 긴장감으로 어둡고 무거움을 주. 

고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퍼플계열의 색상이 섞이, , 

어 있다 톤은 중간명도와 매우 어두운 명도의 대조. 

톤을 주고 다크톤과 그린 색상은 모자장수의 의상에

서 도드라진다. 

붉은여왕의 군대  2) Scene 2 : 

붉은여왕의 군대역시 전투를 준비하고 도열한 장  

면이다 하얀여왕의 군대와 대조적으로 레드와 옐로. 

우레드 색상이 지배적이고 어둡다 블루퍼플계열의 . 

색상으로 무게를 낮추고 있다 톤의 경우는 스트롱. , 

브라이트 디프톤과 다크그레이시톤으로 하얀여왕의 , 

군대에 비해 낮고 무겁다 색상은 다소 두드러진다. .

하얀여왕과 붉은여왕의 대면   3) Scene 3 : 

결전의 순간인 이 장면은 배경이 매우 어둡고 팽  

팽한 무게감과 긴장감이 돈다 중간의 하늘에서 매. 

우 밝은 한줄기 햇살이 좁게 비추이고 선과 악이 대

비되는 느낌이다 인물의 색상은 퍼플 퍼플블루 퍼. , , 

플레드 레드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톤 역시 배경, . 

은 가장 어두운 톤으로 깔려있으며 그레이시톤은 하

얀여왕 디프톤은 붉은여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강, 

렬하게 대비되고 있다. 

결의에 찬 모자장수와 전사 앨리스  4) Scene 4 : 

두 주인공 모자장수와 전사 앨리스의 비장한 모습  

에서는 배경은 그레이시로 묻혀있으나 두 인물이 중

심으로 부각되었다 인물은 레드 옐로우레드 옐로. , , 

우 블루 색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모자장수, 

의 의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앨리스는 금속 갑옷. 

을 착용하여 명도와 광택의 의상색으로 인물을 부각

시키고 있다 톤의 경우 라이트 그레이시 덜톤은 . , 

앨리스의 의상에서 다크 그레이시톤은 모자장수의 

의상색조로 분석되었다.

갑옷을 입은 앨리스의 치열한 전투  5) Scene 5 : 

붉은여왕과 맞서는 하얀여왕을 도와 전사로 변한   

앨리스의 장면이다 의상의 색상은 레드퍼플 옐로. , 

우레드이며 배경의 색상은 옐로우레드 레드퍼플, , 

퍼플이다 그러나 배경의 톤은 의상이 라이트 그레. 

이시 그레이시 덜톤의 중명도 저채도의 회색조가 , , 

가득한 느낌이나 배경은 이보다  명도가 높은 페일

톤 그레이시 그리고 약간의 다크톤이 존재한다 이, , . 

상 절정 단계의 의상과 배경의 색채관계를 (Climax)

정리하면 와 같다Table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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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lor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 in Climax

No Scene Color Selection Hue Position Tone Position

1

2

3

4

5

                          ( background, costu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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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5. (Denouement)

전투에서 승리한 앨리스  1) Scene 1 : 

색상은 의상이 갑옷의 메탈의상으로 인해 옐로우  

레드 퍼플블루로 분석되었고 배경은 레드퍼플 퍼, , , 

플 퍼플블루로 색상이 유사하다 톤 분석에서는 의, . 

상은 그레이시와 다크톤이며 배경은 조금 더 확대되

어 라이트 그레이시 그레이시 다크 그레이시의 그, , 

레이톤들과 다크톤으로 저채도 저명도의 배경으로 

무거운 긴장감을 주었다. 

배경의 색상 역시 옐로우레드 퍼플 퍼플블루로  , , 

서 동일하며 단지 레드계열이 더 표현되었다 톤의 . 

경우 인물은 그레이시 덜 다크 그레이시톤이었으, , 

며 배경은 앞의 장면에 비하여 다크톤이 조금 더 많

으며 또한 라이트 그레이시톤도 많은 면적으로 나타

나 명도의 차이가 대비되어 인물을 도드라지게 부각

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Table 6. Color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 in Denouement

  ( background, costume)● ★

No Scene Color Selection Hue Position Tone Position

1

2

3

평화를 찾은 하얀여왕  2) Scene 2 : 

하얀여왕의 의상은 붉은 입술로 인해 레드가 포인  

트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옐로우 퍼플블루가 보인다, . 

톤의 경우 그레이시톤이다 라이트 그레이시나 그레. 

이시톤으로 격정 후의 침착함을 표현하고 있다 배. 

경의 색상은 레드 그린옐로우 블루이지만 톤의 경, , 

우 그레이시가 대세이다.  

  현실로 귀환 후 정체성을 찾은 앨리스3) Scene 3 :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항해를 떠나 독립적인 여성  

으로 미래 개척을 꿈꾸는 앨리스를 표현한 장면이

다 의상은 블루색상으로 동일색상이 표현되며 배경. 

은 보다 다양하여 옐로우레드 레드 퍼플레드 블루, , , 

로 나타나고 있다 톤의 경우 인물은 덜 다크톤으. , 

로 나타났으며 배경은 그레이시 스트롱 다크 그레, , 

이시 다크 디프톤으로 강하고 웅장한 느낌으로 인, , 

물을 받쳐주고 있다 결말 의 배경과 . (Denouement)

의상의 색채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Tabl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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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구조에 따른 의상색채의 . Ⅳ

상징

앨리스의 의상색채 변화를 통한 통과제의    1. 

표현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

형식적으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장 구- - - - 5

조로 되어져 있고 내용적으로는 앨리스가 자의식을 , 

찾아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통과제의의 구조이다. 

스토리 구조에 따라 앨리스의 의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형식과 내용에 맞게 앨리스의 의상색채는 단, 

계에 다른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 

앨리스가 입고 나오는 의상은 이 영화에서 총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발단 전개단계에서 블루 레드, , , 

그리고 위기 절정단계에서 메탈의 화이트와 블랙이, 

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말에서 그레이시 블

루의 코트로써 각 단계별로 미성숙 갈등 투쟁 성숙- - -

의 상황과 복선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는  . 

이 앨리스의 의상에는 숨은 의미가 있Frankel(2012)

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

다. 

즉 월트 디즈니의 앨리스의 모습과 유사한 첫 번  , 

째 블루 의상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어린시절을 

상기시키며 현실적으로는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빅, 

토리아시대의 결혼적령기의 아가씨를 나타낸다 디. 

즈니의 미성숙하고 어린 앨리스의 블루 드레스와 일

치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연약한 앨리스를 상기시킨

다고 하겠다 붉은여왕을 만났을 때 잠시 등장하는 . 

레드는 앨리스의 어두운 앞날과 투쟁을 암시한다. 

그리고 전사로서의 메탈릭 화이트와 블랙 갑옷은 파

워풀한 의미로서 순종적인 것과 투쟁적인 것들 간의 

갈등을 젠더없이 영웅으로서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현실의 블루 코트. 

는 미성숙의 블루가 아닌 더욱 그레이시 톤으로 성

숙하게 표현하고 있어 자의식을 가진 도전적인 모습

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앨리스의 의상색채는 형식적인 스토리 장  5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진 것 뿐 아니라, Mullen 

과 의 지적처럼 현실사회에 대(2010) Niemiec(2010)

항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되어가는 일종의 통과제

의적 영웅구조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러한 . 

앨리스 의상색채의 변화는 주인공이 겪는 현실분리

와 전이의 단계를 거쳐 통합에 이르는 내면 여행의 

이미지화 상징화로 스토리를 이끄는 중요한 시각적 , 

매개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정색과 가변색을 통한 인물의 역할과     2. 

상징 표현     

전개 위기 절정단계의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는   , , 

붉은여왕과 하얀여왕이 중심에 있고 그 갈등의 사이

에 스토리의 주요 매개자인 모자장수가 있다 붉은. 

여왕과 하얀여왕은 선과 악을 표현하는 상징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시종일관 의상의 형태와 색채가 고

정적으로 같다. 

붉은여왕의 의상색은 다크한 빨강과 검은색의 대  

비가 강한 색상의 르네상스풍 드레스에 하얀얼굴, 

파란 아이셰도우 그리고 빨갛고 아주 작은 입술의 

부조화로운 메이크업으로 무자비하고 열등의식에 사

로잡힌 악을 상징하고 있다 극의 상황이 어떻게 변. 

하든지 상관없이 인물의 의상은 그대로 표현되어 변

하지 않는 악의 속성을 나타내었다.  

반대로 하얀 여왕은 순백색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 붉은여왕과 극명하게 대립이 된다 작고 옹졸. 

한 붉은여왕의 입술과 대조적으로 크고 시원한 입술

은 핏빛으로 진하고 선명한 빨강색 그리고 눈은 차

콜 그레이로 시원하게 표현되어 명확한 모습이다. 

헤어 색상 역시 하얗고 웨이브가 자연스러워 순수함

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장수는 붉은여왕이나 하얀여왕과는 매  

우 다른 변화하는 의상으로 극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상황의 매개자이며 동시에 앨리스. 

의 조력자로서 그가 착용한 의상의 색은 특유의 광

기를 표현한 오렌지와 녹색의 보색대비가 주종을 이

룬다 유사색상이나 조화로움 보다는 반대색 보색. , 

의 부조화롭고 강한 색조의 배색이 의상과 장식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창백한 메이크업은 이러한 그의 . 

의상 색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모자장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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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의 색채는 붉은여왕이나 하얀여왕의 고정불변의 

색채가 아니며 스토리의 전개에 다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거나 반전 위기 등에 따라 톤과 색상이 함께 , 

조금 바뀌었다. 

이처럼 앨리스의 의상색채가 스토리전개에 다른   

통과제의적 변화를 갖는 것과 대조적으로 선과 악으

로 대별되는 두 여왕의 의상색채는 고정불변이며 한

편 이야기의 매개자인 모자장수는 부조화적인 광대, 

의 색채를 중심으로 극의 흐름에 변화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등장인물 네 명의 역할은 

의상의 색채와 밀접하다고 사료된다. 

배경색채와의 관계를 통한 스토리 단계의    3. 

표현     

팀 버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배경색채』

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판타지 영화의 몽환적인 분

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즉 색상과 톤의 대비를 . 

통한 이미지 표현성을 뒷받침하여 인물을 부각시키

기도 하고 때로는 배경색과 의상색의 경계를 모호, 

하게 만드는 등의 색채적 작업으로 스토리의 단계를 

설명하였다. 

우선 비현실적인 부분을 퍼플과 블루 그리고 그  , 

린으로 색상을 제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토리 . 

구조에 있어 발단단계에서의 배경과 의상은 화이트

가 섞인 고명도의 블루 그린등의 한색계열로 밝으, 

나 차가운 느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개와 위기. 

단계에서는 반전이나 암울함 불투명한 미래 그리, , 

고 위기의 순간은 브라운색상의 어두움을 지속적으

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톤의 사용 역. 

시 긴장감이 돌 때는 대조적인 톤을 대비시켰으며 

평온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톤과 

유사톤의 색상을 배경에 투입하거나 주인공과도 두

드러짐 없이 동화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해석된

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의 현실에서는 정체성을 찾  

은 앨리스의 모험 전후의 모습이 색상적으로도 흐릿

한 모습에서 강하고 단단한 정확한 표현으로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단의 시점에서 배경의 . 

색채가 부드럽고 무난한 유사톤이나 한색의 색상들

로 이루어 지다가 발단의 마지막에는 점점 어두워지

는 효과를 주었다 전개의 단계에서는 색상의 다양. 

성과 톤의 다양성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전개되고 발

전되는 동시에 갈등이 표면화되는 이미지를 구현하

였다 의상의 색상과 톤의 변화보다는 배경의 색상. 

과 톤의 변화가 눈에 띄며 특히 차가운 한색의 색상

이 많이 등장하였다.

위기의 단계에서는 의상과 배경의 색상 대비가 한  

층 심화되고 톤의 경우는 유사톤으로 오히려 색상을 

통한 갈등의 고조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 

나 절정의 단계에서는 의상의 경우 색상보다 톤의 , 

변화가 주를 이루어 인물의 성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극의 전개에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특히 배경의 경. 

우 의상과 유사한 톤으로 시작되었지만 대조를 이루

고 명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등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스토리를 이끄는데 개입하고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 

서는 웅장한 분위기와 당당한 모습의 변화를 위해 

비비드톤과 다크 톤의 중명도의 무게감으로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다. 

결국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의 의상색채』

의 특성은 의상색채 하나의 효과가 아닌 스토리구조

의 각 단계에 따른 배경과 의상의 색채의 관계를 통

한 효과에 있다고 하겠다 즉 감독의 의도는 통과. , 

제의적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앨리스의 의상색

채와 그에 따라 모호성과 명료성을 부여한 배경의 

색채 모자장수의 스토리 단계에 따른 대조색채의 , 

의상변화와 배경의 모호성과 명료성 그리고 스토리 , 

전개와 상관없이 시종일관 고정적인 붉은여왕과 하

얀여왕의 선과 악의 의상색채 상징과 배경의 조화와 

부조화 그것이다 그리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 - - - -

말단계에 다른 영화의 배경 색채를 통한 시각적 분

위기 극대화로 의상의 색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과 같다. Table 7 .

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는 레트로적이고 포스트모던 판타지 장르  , 

로 평가받는 팀 버튼 감독의 영화『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의 대표장면 개에 대해 의상색채와 배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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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e the Color Change of Costume and Background as Passage Offer Story Structure 

Costume Colors Background Colors

Hue Tone Hue Tone 

Exposition

PB, Pr, R (similar)

⇨ B, yR, R, YR, 

Brown(reversal)

p, lg, g, st, dp

(light, fantasy)

⇨ lg, dl, dp, lg, st, 

dk, dp(getting dark)

G, GY, White,Y, BG

(focuse on green) 

⇨ B, G, YR, R, 

Brown(reversal)

g, st, dp, dl, dk

(similar) 

⇨ dl, dk(getting dark)

Complication

PB (fantasy, pale)

⇨ R, YR, Y, B

(hard image)

lg, dl, dp, LG

(similar) 

⇨ lg, g, dl, dk

(dark, mysterious)

RP, PB, G, GY

(diversity)

⇨PB, R, B, G, BG

(cold image)

p, g, dl, dk (diversity)

⇨ dk, dkg, g (dark, heavy)

⇨ g, dkg (simple, dark)

⇨ greyish gradation  

(implication)

Crisis

Y, GY

(contrast with 

background)

⇨ White, RP

(graceful)

⇨B, YG, BP,B

(hopeful)

p, dkg, lt

(bright, soft)

⇨ g, dk, dl

(similar with 

background)

⇨p, g, d, dp

(calm, soft)

PB, G

(contrast with costume)

⇨ PB, P, B, YG,

(similar with costume)

p, dkg, lt, g,dk, dl

(similar with costume)

⇨ p, g, dp

(similar with costume)

Climax

Grey, White, P, G

(stress)

⇨ R, YR

(dark, strong)

⇨P, PB, PR, R

(contrast among 

characters)

⇨R, YR, Y, 

B(costume focused)

dkg, g, lg, dp

(contrast with 

lightness)

⇨ st, dp,dkg,dk

(blackish)

⇨ lg, dl, dk

(Alice, Madhatter 

focused)

Grey, White, P (stress)

⇨ BP(remarkable)

⇨ Grey, White

(not focusing)

⇨ YR, RP,P

(reversal to fantasy)

dk, g, lg, dp

(similar with costume)

⇨ st, br, dp, dkg

(heavy, strong image) 

⇨ g, dp (good vs evil)

⇨ p, g

(brightness, hopeful, 

victory implication)

Denouement

YR, PB

(same with 

Exposition)

⇨Y, PB, R, B

(mature Alice)

g, dk, lg

(calm after passion)

RP, P, PB

(similar with costume)

⇨ R, GY, B, YR, PR

(diversity, vivid) 

lg, g,dk, dkg

(dark stress)

⇨ g

(calm, peaceful)

⇨ g, st, dkg, dk, dp

(magnificence)

색채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 

의상색채 뿐 아니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 , , , 

의 스토리 구조에 따른 의상의 색상과 톤의 변화와 

그 특성을 배경의 색상과 톤의 변화와의 관계로 분

석하고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소설 극의 구조인 장구조, 5

를 갖추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많은 앨리스 

관련 작품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웅적 통과제의 구

조였다 이를 위해 감독은 앨리스가 처해진 현실에 . 

따른 자의식의 변화를 의상에 그대로 표현하여 의상

의 색상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앨리스의 희고 창. 

백하며 흐릿한 외모와 하늘색 붉은색 금속느낌의 - -

흰색과 검은색 그레이시 청녹색으로 변화하는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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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성숙에서 갈등과 투쟁을 거쳐 성숙에 이르는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절정의 단계에는 앨. 

리스의 젠더리스 의상과 메탈색채를 통해 영웅적 서

사를 표현하였다.

반면 모자장수는 대조적인 보색 대비와 오렌지 녹  

색 붉은 색의 조화를 통해 광기와 열정을 표현하였

으며 이야기의 매개자로서 각 단계마다 약간의 색상

변화를 보여주지만 보색 반대색 대조대비의 기준은 ,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붉은여왕과 하얀여왕은 시. 

종일관 동일한 의상색채로 표현하여 선과 악의 대립

과 불변함을 상징하였다. 

이처럼 앨리스를 제외하고는 등장인물의 캐릭터의   

표현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스토리구조, , , , 

와 큰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색

채로 표현되어 그 특징을 이어갔다 이러한 제한된 . 

색상과 일관된 톤의 움직임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그들의 캐릭터를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의상의 색상과 톤의 제한된 색채변화와 달리 배경  

의 색상과 톤은 유사톤 대조톤 다양한 색상의 나, , 

열과 명도배색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처럼 배경의 색채는 스토리의 고조와 분위기에 매우 

민감하게 처리되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 , , , 

구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레이시톤의 자유로운 활용과 . 

무게감의 경중을 통한 이미지 전달 그리고 한색계, 

열과 브라운 색상의 제한적 색상의 반복적 사용은 

스토리의 상황을 인식시키는데 유효하였다. 

따라서 팀 버튼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의 판타지적 효과는 등장인물이 극중의 역할과 의미

에 따라 변화 혹은 고정하는 의상의 색상과 톤의 변

화에 초점이 있으며 배경의 제한된 색상 다양한 , , 

톤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 영화. 

의 의상의 색채는 단순한 캐릭터의 정보나 소품이 

아닌 감독의 의도와 기획이 담겨져 있어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미장센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함께 형식적으로는 소설   

및 동화의 스토리 구조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 - - -

말의 장의 서사구조와 내용적으로는 영웅적 통과제5

의 구조에 따라 의상의 색채를 배경과의 관계에서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영화의상을 연구하. 

는데 하나의 방법적 제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최종 장면만을 선. 21

정한 것은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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