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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9년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

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은 작품상 · 감독상 · 각

본상 · 국제영화상 등 네 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한 것은 

101년 한국영화 역사상 최초이자, 아카데미 작품상

을 외국어 영화가 수상한 건 시상식이 열린 92년 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의의가 더 크다(Yoo, 2020). 

영화 <기생충>은 이미 제72회 칸 영화제에서도 만장

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예술성과 상

업성의 모든 측면을 만족시키는 영화로 평가받고 있

다(Lee, 2019). 표면적인 이야기는 반지하 공간에서 

거주하는 기택네 가족이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저택

에 거주하는 동익네 가족들을 상대로 펼치는 사기극

에 관한 것이지만, 그 심층적 의미는 극심한 빈부 격

차를 다룬 계급적 갈등에 관한 것이다(Cho, 2019).

영화에서 나타나는 동익네 가족과 기택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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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과 근세 부부의 빈부 격차는 현대 사회에서 사라

지지 않는 사회 불평등과 계급 문제를 그대로 드러

낸 것으로 보편적이고, 시대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 

사회 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 

분배의 불균형 상태로 인한 격차와 이에 따른 차별

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격차와 차별

에 의해서 계급, 계급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불평

등 현상이 심화된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등장인물의 의 · 식 · 주에 걸

쳐 계급을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폭우가 쏟아

진 날, 부잣집 사모님 연교는 미세먼지가 없어져 날씨

가 맑다며 좋아하지만, 기택네 가족은 살고 있는 반

지하 집이 물에 잠겨 순식간에 체육관에서 살아야 하

는 처지가 된다. 라면은 서민들에게는 접하기 쉬운 음

식이지만, 동익네 가족은 한우 채끝살을 넣어 별식으

로 먹는다. 영화 의상 또한 그 자체로도 개인의 생활

양식과 사회적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기능

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 먹는 음식과 더불어 인

물의 계급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Kan(2020) 또한 <기생충> 속 의상이 등장인물의 정

서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감을 부여

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은 사회 불평등 문제를 반

영했다는데 있다. 그리고 영화 의상은 이를 가시적으

로 반영하고 있는 수단이다. 국내의 영화 의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의상의 조형성을 분석하거나, 분석 

대상이 의상의 컬러, 소재, 스타일 중 주로 컬러 변화

에 국한되어 연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의상의 조형성 분석과 함께 계

급이 다른 두 가족의 의상 표현을 비교함으로서 계

급별 표현 차이를 분석하고, 영화 의상이 계급을 반

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

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의 실증적 연구방법론

들을 참고하여 인물별, 상황별(실내복, 외출복, 파티

복) 의상에서 나타난 컬러, 소재, 스타일을 분석하고

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컬러, 소재, 스타일의 세 요소

를 모두 분석하여, 기존의 영화 의상 관련 선행연구

보다 분석 범위를 확장했다. 둘째, <기생충>의 영화 

의상은 조형적인 특징 외에도 중요한 계급론적 메시

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계급

이 다른 두 가족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계급의 

차이가 나타난 주요 장면을 바탕으로 계급 간, 계급 

변화 전 · 후의 의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

로, 영화 의상의 조형성 분석과 동시에 영화 의상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현상

을 반영하고 영화 의상 연구의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사회 계급과 의상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 역

할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그 사회의 가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적 평가는 개개인에게 차별적으로 나타

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게 된다

(Lee, 1999).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 계급과 계층이 

형성되는데, 계급론적 관점에서는 경제적 생산 수단

의 소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고(Marx, 

1867), 계층론적 관점에서는 경제적 생산 수단뿐만 

아니라, 정신, 신앙, 윤리, 가치관과 같은 관념적 요소

들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Weber, 1946). 

부르디외의 관점에서는 계급은 각 개인의 사회적 위

치는 경제적 · 문화적 · 사회적 · 상징적 자본의 총량

에 따라 구분되며, 자기 계급 특유의 성향을 답습하

고 내면화한 아비투스의 형성을 통해 계급적 위치를 

결정하고 재생산한다고 보았다(Bourdieu & Passeron, 

1977).

계급과 계층의 개념과 용어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

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사회학

자들의 관점에 따라 계급을 계층 구조의 하위 개념

으로 보는 포괄적인 입장, 계층과 계급을 명백히 다

른 것으로 보는 배타적 입장, 계층과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서로 중복된다고 보는 

절충적 입장으로 나뉜다(Choi, 2015). 의상심리를 분

석하는데 있어서 생산관계를 다루는 계급이론 보다

는 소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의 개념이 더 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으며(Kahng, 1984),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계급은 복합적인 변수(소득, 가정환경, 

직업)에 의해 결정되므로(Kaiser, 1997), 계층의 관점

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독의 제작의도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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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계급과 계층의 

절충적 입장을 유지하되 표현에 있어서는 ‘계급’이

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의상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가

시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의복행동에 있어서도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Kim and Rhee(1983)는 상류층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의상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한다고 주장하였

고, Lee(1999)는 상류층이 유행과 상표에 민감하고 의

상을 자유롭게 연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류층의 경우, 사회 이동을 통해 보다 상위 계급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의상은 특히 이러

한 상향이동을 꾀하는 중류 · 하류층에게 적극적으

로 이용된다(Horn & Gurel, 1981; Kahng, 1984). Yi and 

Lee(1983)가 여대생을 중심으로 가정의 가치지향성

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사회 상승에 대한 열망이 높을수록 의상을 통해 주의

를 끌려고 하며, 의상에 더 의존하고 많은 관심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aiser(1997)는 하류층

은 의상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으며, 이에 따른 상징

성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oo(1986)의 연구에서 하류층의 대부분이 노동자 계

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격식을 차린 스타일보다는 캐주

얼한 스타일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사회적 위치, 위치의 이동에 따른 의복행

동과 관련하여, Lee(1999)의 연구에서는 자신과 남

편,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 수입을 측정하여 사회 

계층, 사회 이동, 지위불일치로 구분하였고, 상표에 

따른 품질지각에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결

과적으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상류층이 상표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수준에 비해 가계수

입이 낮은 지위불일치 집단에서 자신이 타인에 비하

여 우월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상표를 의식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이

동과의 관계에서도 상향이동집단과 평행이동집단

이 유명상표제품을 시중상표제품보다 더 품질이 좋

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지위상승에 대한 욕구

가 의복행동에서 남을 의식하여 자기를 나타내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의상을 통한 인물의 사회적 지위의 표현은 드라마

나 영화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의상에서도 나타난다. 

K. A. Kim(2013)은 <천일의 앤>의 배경이 되는 헨리 

8세 시대의 의복법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지위와 

지위 변화에 따른 의상을 컬러, 재료, 형태, 장식 등으

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처음부터 최상위 계층이었

던 헨리 8세나 캐서린 왕비의 경우, 의복을 통해 지위

보다는 상황을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신분의 

변화가 큰 앤 불린의 경우 극의 진행에 따라 소재와 

컬러를 변화시켜 지위의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극 중 가장 급격한 신분의 변화를 겪은 토

마스 크롬웰은 대법관이 된 후 사치스러운 소재와 

높은 계층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크롬웰

의 권력지향적 성격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Kim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장희빈’을 주

제로 한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복식을 비교했다. 장

옥정이 숙원첩지를 받을 때의 의상, 숙원 신분에서의 

당의 및 치마, 희빈 신분에서의 당의 및 치마, 왕비 책

봉 의례 시 적의, 중전 신분에서의 당의 및 치마를 비

교하였는데, 장옥정이라는 캐릭터는 신분의 변동이 

크고, 이에 따라 성격이나 환경 변화에서도 큰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의상에 반영되어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 중, 장옥정의 야망이 커질

수록, 당의와 치마의 장식과 수식 또한 화려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두 가족 간 주거 공간, 의상, 

말투 등의 이항대립을 통해 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드러난다. 이에 대해, Jung(2019)은 기택네 가

족은 원래 목이 늘어난 티셔츠, 까맣게 때가 묻은 러

닝셔츠, 트레이닝 바지와 몸빼 바지와 같은 의상을 

입고 있었으나, 동익의 집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깔끔한 와이셔츠, 청결하고 트렌디한 의상을 착용하

기 시작했으며, 그들끼리 있을 때와 다르게 박사장 

가족 앞에서는 교양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그 

예로 들었다.

Bourdieu(1979)의 구별짓기 개념을 통해 영화 <기

생충>을 고찰한 다른 연구에서도 계급과 계급의 이

동에 따라서 의복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

혔다. Lee(2019)는 영화 <기생충>에서 희비극으로 재

현한 계급 공존의 불가능성에 대해 다루었는데, 생

각보다 예의 바른 태도의 상류 계급과 생존을 위해 

체면과 윤리를 버린 하류 계급을 대조적으로 보여줌

과 동시에 계급성이 삶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을 목도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S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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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자리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역사와 정서를 환기시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

였으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욕망의 자리와 환상

의 윤리를 중심으로 해석했다. Sung(2019)은 부르디

외의 구별짓기 개념들에 근거하여, 영화 <기생충> 

속 동익네 가족의 상징자본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계

급을 표현하거나 말하지 않지만, 소지품, 패션, 취미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영화 의상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의상은 시나리오 작가가 머릿

속에서 만들어 놓은 추상적 인물을 구체성을 가진 시

각적인 인물로 형상화하는 수단으로(Yoo, 2017), 패

션과는 구분된다. 패션(fashion)은 상업적 동기를 갖

고 있지만, 영화나 소설과 같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의상(costume)은 대중의 소비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특별한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Jin, 2017). 그러므로 영

화 의상은 영화의 예술성과 등장인물의 특성을 표현

하고,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소개하

여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다

(Lee & Lee, 2004). 특별한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 의상(film costume)’이라는 용어로 사용

되며(Street, 2001), 본 연구에서도 옷과 관련된 다양

한 용어 중, 목적을 고려하여 ‘의상’이라는 용어를 채

택했다.

영화 속 등장인물의 의상은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을 한다. 시각예술의 한 종류로서 작품의 주제나 인

물의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완성시켜 영화의 이해

를 돕는 역할을 한다. 등장인물의 의상 변화를 통해 

극의 전개와 인물의 심리 상태, 인물의 이념, 지위와 

지위 이동, 특정 직업에 대한 상징성을 표현한다. 영

화 감독과 의상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인물의 의상 

컬러, 세부 디자인, 조합을 연출하고, 인물에 관한 거

의 모든 정보(성별, 나이, 성격, 심리, 취향, 습관, 행동, 

직업, 사회적 지위, 환경, 성장배경)를 전달하기도 한

다(Choi & Lee, 2020; Y. S. Kim, 2013). 이러한 영화 의

상의 상징성은 의상의 컬러, 실루엣, 소재, 스타일링

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분석된다.

Fiore and Kimle(1997)는 색에 대한 상징은 사회적

인 관습을 따르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발전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컬러는 영화, 드라마, 뮤직비

디오 등 영상물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장 용이한 요

소로, 대부분의 국내 영화 의상 분석 연구에서 컬러를 

분석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영화 의상에서 컬러는 컬

러 그 자체와 다양한 조합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심리, 행동, 성, 연령과 계절, 극적 성질, 긴장감, 

편안함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Y. S. Kim, 

2013). Park(2016)은 팀 버튼 감독의 판타지 영화 <이

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스토리 구조에 따른 의상의 컬러와 톤의 변화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Kim 

and Choi(2012)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 영화 <올드보

이>, <친절한 금자씨>, <박쥐>를 중심으로 영화 의상

에서 컬러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일관적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했다. Yang(2018)의 연구에서도 컬러

를 분석 요소로 활용하여, 영화 <아가씨>의 여주인

공 히데코 의상의 컬러와 관객의 입장에서 설문한 형

용사 이미지를 서로 비교 · 분석했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영화에 나타난 의상의 

컬러, 컬러 이미지, 그리고 컬러의 상징적 표현을 종

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소재나 스타일링 또한 등장인물의 섬세한 특성을 

표현하고, 화면에 풍부한 질감을 선사하여 시각적 효

과를 주는 요소이다. 텍스처는 직물의 표면에 대한 촉

각적 요소로, 실제적(actual) 텍스처와 암시적 또는 

시각적(implied or visual) 텍스처로 구분된다(Fiore & 

Kimle, 1997). 시각에 의존하는 영화 의상의 특성상 

소재의 텍스처는 실제적이기 보다는 암시적이며 시

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Kawabata(1980)는 

터치했을 때의 직물의 촉감과 드레이프를 바탕으로, 

직물의 기계성 특성인 유연성, 압축성, 신장성, 레질

리언스, 밀도, 표현의 윤곽, 표면의 마찰, 보온 특성, 

반사도, 두께에 따라서 코튼 저지-코튼 데님, 벨베틴-

코튼 캔버스, 코튼 저지-코튼 데님 등 직물의 기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비교 ·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했다(Table 2). 의상에서 거칠고 두터운 코튼, 

울, 린넨 소재는 전원적인(컨트리) 이미지를, 얇은 코

튼이나 실크 소재는 엘레강스하거나 로맨틱한 분위

기를 연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auer, 

1985). Kawabata(1980)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재의 

텍스처 표현과 예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2).

영화 의상의 소재 측면에서 다룬 연구로, Ki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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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과 <결혼전야>에서 나타

난 의상의 텍스처에 따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텍스처

는 등장인물 내면의 따뜻함을 표현하고, 광택이 있고 

섬세한 소재는 우아하고 지적인 느낌을, 스트레치성 

소재는 섹시함과 건강함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의상의 스타일링은 로맨틱(romantic), 엘레강스(ele-

gance), 페미닌(feminine), 고저스(gorgeous), 섹시(sexy), 

에스닉(ethnic), 내추럴(natural), 컨츄리(country), 액티

브(active), 캐주얼(casual), 스포티(sporty), 클래식(cla-

ssic), 매니시(mannish), 모던(modern), 소피스티케이

티드(sophisticated) 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를 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각각

의 스타일은 연상되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 로맨틱한 스타일은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우아

한 스타일은 럭셔리한 이미지를, 캐주얼 스타일은 편

안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모던한 이미지는 시크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Kim, 2019). 그 예로, Kim

(2019)은 영화 의상에서 나타난 스타일링 표현에 대

Color Image Symbolic description

Red Fire, Blood, Sun, Apple, Rose, Strawberry
Passionate, Dynamic, Sexy, Sensual, Activity, Anger, 

Attack, Excitement

Yellow Lemon, Rapeseed, Banana, Forsythia, Chick Cute, Lively, Delightful, Warm, Friendship

Green Leaf, Forest, Meadow, Grass, Mountain, Watermelon
Natural, Comfortable, Conservative, Rest, Peace, 

Freshness, Stability, Sincerity

Blue Sea, Sky, Water
Young, Intelligent, Cool, Calm, Mysterious, Eternal, Silence, 

Solitude, Trustworthy

Purple Hydrangea, Grapes, Lavender, Amethyst
Mystical, Elegance, Splendor, Nobleness, Sadness, 

Loneliness, Majestic

Magenta Rhododendron, Zinnia, Ruby
Gentle, Sensual, Curvy, Love, Affection, 

Devotion, Mildness, Warmth 

Brown Dirt, Ground, Trees, Grain, Fallen leaves Traditional, Profound, Natural, Stable, Frugal

White Snow, Sugar, Wedding dress, Hospital
Neat, Pure, Romantic, Innocence, Chastity, 

Pureness, Divinity, Cleanliness

Grey Cloud, Rat, Ash
Urban, Moderate, Formal, Futuristic, Brainy, Neutral, Modest, 

Mediocre, Brainy, Lethargic, Silent, Melancholy 

Black Night, Black rose, Morning, Charcoal
Modern, Authoritative, Stylish, Darkness, Fear, 

Death, Anxiety, Vanity, Despair

Table 1. Color image and symbolic description of costumes in films

Source of texture Formal qualities and examples

Flexibility Cotton jersey ← (Pliable to stiff) → Cotton denim

Compressibility Velveteen ← (Soft to hard) → Cotton canvas

Extensibility Cotton Jersey ← (Stretchy to non-stretchy) → Cotton denim

Resilience Polyester crepe de chine ← (Springy to Imp) → Rayon challis

Density Cotton denim ← (Compact to open) → Mesh

Surface contour Harris tweed ← (Rough to smooth) → Polished cotton

Surface friction Burlap ← (Harsh to slippery) → Nylon tricot

Thermal character Nylon tricot ← (Cool to warm) → Cotton corduroy

Reflectance Flannel ← (Dull to shiny) → Polyester satin

Thinkness Velvet ← (Think to thin) → Cotton lawn

Table 2. Classification of textures according to form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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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목을 감싸는 터틀넥 아이템을 활용한 스타일링

을 통해 경직되고 소심한 캐릭터임을 나타낼 수 있

으며, 네크라인을 오픈하여 목을 많이 드러낸 스타

일링은 과시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를 표현했

다고 설명했다.

3.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 대한 고찰

봉준호 감독은 대학 시절 단편 영화를 연출한 것을 

계기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의 흥행부진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2003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괴물>로 천만 감독의 반열에 올렸고, 2009년 <마

더>로 섬세한 연출력을 증명했다. 2013년 영화 <설

국열차>를 통해 할리우드에 진출하였고, 2017년 <옥

자>에서는 공장식 축산을 비판했다.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은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

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 1월에 골

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영국 아카

데미 영화상에서 각본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

품상을 수상하며 4관왕이라는 기록을 남긴 봉준호 

감독의 성공작이다(Y. R. Kim, 2020).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초반부에 

촘촘하게 설정했던 장면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이야

기의 퍼즐을 맞추는 즐거움을 얻게 한다(Jung, 2019). 

그의 작품은 어느 한 장르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특징

이 있는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영화가 심각해지

다가 갑작스러운 유머로 긴장이 와해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미스터리

의 재미를 더하는 것이 특징이다(Cho, 2019).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관객의 시선과 취향, 인생관에 따

라 전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다

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An, 2019; Jung, 2019; 

Kim, 2017; Lee, 2019; Son, 2019; Sung, 2019).

그러나,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표현했다는데 

있다. 계급성은 봉준호 감독 영화의 근간이 되는 중요

한 문제로,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해왔

다. <설국열차>에서 고착화된 계급 체제를 열차 객차

의 호실을 통해 표현했다면, <기생충>에서는 인간의 

안식처이자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상징인 집이라는 

공간을 지상, 반지하, 지하의 수직 구조로 표현했다. 

특히, <기생충>은 리얼리즘에 기대어 동시대 한국인

의 사적인 삶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계급성을 노골적

으로 파헤친다는 점에서 여타 봉준호 감독의 영화와 

차별성을 보인다(Lee, 2019). <기생충>에 나타난 기

택네 가족과 동익네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외

하고는 유사성이 보이지 않는 극과 극의 형태를 보

인다. 기택네 가족은 가장인 기택, 아내 충숙, 아들 기

우, 딸 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지하에 거주하며, 

동네 피자 가게의 피자 상자를 접는 일을 하며 생계

를 유지하고, 통신비도 내지 못해 다른 집의 와이파

이를 빌려 쓰는 몰락한 중산층이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기’를 기택, 기우, 기정의 이름에, ‘충’을 충

숙의 이름에 사용하여(Na, 2019), 이름부터 기택네 

가족은 동익네 가족에 기생하는 존재로 설정하였음

을 밝힌 바 있다. 동익은 글로벌 IT기업의 CEO로, 건

축가 남궁현자가 지은 저택에 살고 있다. 동익네 가

족은 전업주부인 아내 연교, 딸인 수험생 다혜, 아들 

다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유하고 젊은 동익과 연교 

부부는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적

인 선을 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상냥하고 다정하다.

한편, <기생충>의 여파로, 연교를 연기한 배우 조

여정은 미국 �W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였는데, 

각 화보는 이들이 출현한 영화의 감독들이 연출했

다. 화보 속 조여정은 셀린의 점프 수트를 입고 비닐

장갑을 손에 낀 채 소파에 앉아 표정 없는 얼굴로 카

메라를 응시한다. 봉준호 감독은 이 화보를 <기생충>

의 속편처럼 연출하고 싶다고 밝히며, 부잣집 사모님

은 환하고 상쾌한 세상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자신

이 만든 유리상자 안에 갇혀있다고 설명했다(T. W. 

Kim, 2020).

4. 영화 <기생충>의 등장인물 의상

영화 <기생충> 속 기택네 가족들의 의상은 최세연 

의상 감독에 의해 직접 제작되었다. 최세연 의상 감

독은 인터뷰를 통해 기택네 가족들의 의상에 사실감

을 부여하고자 공간이나 소품의 패턴을 맞춰 옷을 

염색하고, 디테일을 더했으며, 너무 촌스럽지 않으면

서도 과거와 현재의 유행 스타일을 적절하게 조합하

고자 했다고 설명했다(Shin, 2019). 또한, 영화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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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에서는 두 가족이 사는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

물들의 의상이 마치 수채화처럼 공간에 녹아들어가

야 된다고 생각했으며,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연출할 

때 컬러와 텍스처를 통해, 가구나 소품과 어우러지

도록 제작하였음을 밝혔다(Im, 2019).

동익과 연교의 의상은 최세연 의상 감독의 컨셉트

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테일러블’의 곽호빈 대표가 

맡았다. 인터뷰를 통해, 동익의 의상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원단을 사용했으며, 과도하게 멋 부린 느

낌 없이 여유를 준 클래식한 디자인을 통해 일에 빠

져있는 IT회사 CEO의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밝혔으

며, 연교의 의상은 상류층의 우아한 여성이면서 사업

가의 아내라는 점을 표현하고자 너무 튀지 않는 것

을 기본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Yoon, 2019). 의상의 컨셉과 제작에서 공통

적으로 옷이 튀지 않도록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등

장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고자 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Min(2020)은 부잣집 사모님 캐릭터인 연교를 완

성하기 위해, 헤어스타일, 의상, 가방, 그리고 작은 액

세서리 하나까지 섬세하게 연출되었다고 평가했다. 

연교의 액세서리 스타일링은 극 중 대사와 같이 ‘심

플하고 영한’ 스타일로 설명하였으며, 생일파티 장면

을 제외하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와 같은 4개

의 액세서리가 등장하며, 의상에 따라 매번 달라 보

일 수 있도록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통해 연출되었

다. Kan(2020)은 영화 <기생충>의 등장인물 의상들

이 현 시대의 통찰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성

공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의 의

상 선택과 상징적 의미를 분석했다. 노동자 계급인 기

택은 동익과 달리 의상을 선택할 자유가 없으며, 기

택의 아들 기우가 과외면접을 보러갈 때 신은 깨끗

한 흰색 운동화도 간만에 마련한 소중한 물건일 수

도 있고, 좋은 인상을 보이라며 깨끗이 빨아둔 엄마

의 바람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VOD를 바탕으로, 

극 중 인물들의 의상이 바뀌는 주요 상황들을 캡처

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계층이 다른 두 가족의 

비교를 위해, 가족 구성원의 수가 동일한 동익네 가

족(동익, 연교, 다혜, 다송)과 기택네 가족(기택, 충

숙, 기우, 기정)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가정부인 

문광과 남편 근세는 분석에 적합한 자료의 수가 적

고, 일관성이 떨어져 분석에서 제외했다.

영화의 의상 감독 인터뷰에서도 <기생충>에서는 

각각의 캐릭터를 살리기 보다는 기택네 가족과 동익

네 가족을 각각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접근하였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그 안에서 변별력을 표현해야 했고, 

어떨 때는 같이 뭉쳐놓았다고 밝혔다(Im, 2019). 그

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가족 단위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의 의상 표현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차 수집 자료로 주요 23개 장면을 대상으로 69점

의 사진을 수집했다. 이 중, 인물별 겹치는 사진을 제

외하고, 최종 42개의 이미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했다. 착용 상황에 따라 실내복, 외출복, 파티복으

로 분류했다. 각각 분석대상이 되는 이미지는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은 총 7점(가족 전체(2), 부부(1), 기택

(1), 충숙(1), 기우(1), 기정(1))이며, 외출복은 총 14점

(가족 전체(2), 기택(2), 충숙(2), 기우(4), 기정(4))이

다. 동익네 가족의 실내복은 총 8점(가족 전체(1), 연

교(3), 다혜(2), 다송(2))이며, 외출복은 총 9점(동익

(4), 연교(3), 다송(1), 다혜(1))이다. 파티장면에서는 

두 가족 모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족 구분 없이 

연교 · 기정(1), 연교 · 기정 · 충숙(1), 기우 · 다혜(1), 동

익 · 기택(1), 총 4점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디자인 요소 분류 기준 

및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각 분석 요소들을 종합하

고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사용했다. 영화 속 등장

인물의 의상은 Fiore and Kimle(1997)의 연구에서 디

자인의 시각적, 촉각적 요소에 대한 이론과 분류를 

바탕으로, 시각적 요소인 컬러와 스타일, 촉각적 요

소인 텍스처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영화 의상을 분

석한 Kim(2019)의 연구에서 컬러, 소재, 스타일링에 

대한 기준을 일부 참고하였으며, Kim and Choi(2012)

와 Lauer(1985)의 연구에서 컬러의 상징적 의미에 대

해 참고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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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상황별 의상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성

1) 실내복

(1) 기택네 가족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피자 상자를 접는 장면 

<Fig. 1>에서 가장 기택은 빛바랜 셔츠와 헐렁한 반

바지를 입고 있으며, 아내 충숙은 꽉 끼는 민소매와 

꽃무늬가 프린트된 바지를 입고 있다. 충숙의 상의

는 헐렁한 하의와 달리 기장이 짧기 때문에 팔뚝과 

아랫배가 그대로 드러난다. 아들 기우는 헨리넥 셔

츠에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있으며, 딸 기정은 7부 

소매 티셔츠에 도트무늬 팬츠를 입고 있다. 이러한 

Visual 

element

Color

Color name Image Symbolic description

Red Fire, Blood, Sun, Apple, Rose, Strawberry
Passionate, Dynamic, Sexy, Sensual, Activity, 

Anger, Attack, Excitement

Yellow
Lemon, Rapeseed, Banana, 

Forsythia, Chick
Cute, Lively, Delightful, Warm, Friendship

Green Leaf, Forest, Meadow, Grass, Mountain
Natural, Comfortable, Conservative, Rest, 

Peace, Freshness, Stability, Sincerity

Blue Sea, Sky, Water
Young, Intelligent, Cool, Calm, Mysterious, 

Eternal, Silence, Solitude, Trustworthy

Purple Hydrangea, Grapes, Lavender, Amethyst
Mystical, Elegance, Splendor, Nobleness, 

Sadness, Loneliness, Majestic

Magenta Rhododendron, Zinnia, Ruby
Gentle, Sensual, Curvy, Love, Affection, Devotion, 

Mildness, Warmth 

Brown Dirt, Ground, Trees, Grain, Fallen leaves Traditional, Profound, Natural, Stable, Frugal

White Snow, Wedding dress, Hospital
Neat, Pure, Romantic, Innocence, Chastity, 

Pureness, Divinity, Cleanliness

Grey Cloud, Rat, Ash
Urban, Moderate, Formal, Neutral, 

Brainy, Silent, Melancholy 

Black Night, Morning, Charcoal
Modern, Authoritative, Stylish, Darkness, Fear, 

Death, Anxiety, Vanity, Despair

Styling

Style Related images Style Related images

Romantic Lovely, Romantic Sporty Healthy

Elegance Elegant, Luxurious Mannish Masculine

Gorgeous Fancy, Fascinating Classic Traditional, Stereotyped, Honest

Natural Natural Modern Cool, Chic

Casual Comfortable, Free, Monotonous Sophisticated Refined, Intellectual, Literate

Tactile 

element 
Texture

Source of texture Formal qualities Textiles

Flexibility Pliable to stiff Cotton jersey / Cotton denim

Compressibility Soft to hard Velveteen / Cotton canvas

Extensibility Stretchy to non-stretchy Cotton Jersey / Cotton denim

Resilience Springy to Imp Polyester crepe de chine / Rayon challis

Density Compact to open Cotton denim / Mesh

Surface contour Rough to smooth Harris tweed / Polished cotton

Surface friction Harsh to slippery Burlap / Nylon tricot

Thermal character Cool to warm Nylon tricot / Cotton corduroy

Reflectance Dull to shiny Flannel / Polyester satin

Thinkness Think to thin Velvet / Cotton lawn

Table 3. Visual and tactile elements of aesthetic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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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네 가족의 실내복의 특징은 영화 내내 일관성 

있게 표현된다(Fig. 2)–(Fig. 3). 기택은 힘없이 늘어

진 칼라, 무릎 나온 바지,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통해 

힘없는 가장으로 표현된다. 충숙의 의상은 대부분 

꽉 끼는 민소매, 화려한 패턴의 티셔츠, 헐렁한 반바

지로 표현되며, 일반적인 부인복의 특성을 반영하면

서도 집안일하기에 편안하도록 활동성을 부여했다

(Fig. 3)–(Fig. 4). 기우는 실내복으로 상의는 장면마

다 다르게 나타지만, 하의로는 항상 같은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는다. <Fig. 5>를 보면, 암홀이 깊게 파인 

민소매 셔츠에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어 마른 기우의 

팔다리가 더욱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정의 의

상은 대부분 긴팔 티셔츠에 편안한 긴 바지로 나타

난다(Fig. 6).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은 대부분 면 저지 소재를 

사용하여 스포티하거나 캐주얼하게, 또는 내추럴하

게 연출되고 있었으며, 편안함과 활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Fig. 7). 컬러로는 빛바

랜 네이비, 그레이, 블루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 우울

하고 어두침침한 반지하 집과 조화를 이루었다. 인

물의 성격이 컬러 상징으로 나타난 것은 엄마 충숙

과 딸 기정에서 두드러진다. 엄마인 충숙은 과거 투

포환 선수 출신으로, 격렬한 다툼의 상황에서도 절

대 지지 않는 억척스러운 인물이다. 충숙의 실내복

에서는 채도가 높은 레드, 퍼플 등의 컬러가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충숙의 의상에서 

나타난 붉은 색은 컬러 상징에서 불, 피, 활동성, 화, 

공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딸 기정

의 의상에서 유일하게 분홍 계열의 컬러가 나타난다. 

딸 기정은 외적으로는 냉정해보이지만, 갇혀있는 문

광의 끼니를 유일하게 걱정해주는 인물이다. 그녀는 

기택네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동정심이 많은 인물이

Fig. 1. Kim's family home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 Kim's family home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 Ki-Tek's 

home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4. Chung- 

Sook's home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5. Ki-Woo's 

home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6. Ki-Jung's 

home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7. Ki-Tek and

Chung-Sook's 

home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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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분홍의 상징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이런 기정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을 보면, 공통적으로 상의와 

하의가 서로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상의만 보

았을 때는 잠옷과 외출복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 거

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의와 달리 

상의는 처음부터 실내복으로 입을 용도가 아니었으

며, 외출복이 낡아서 못 입게 되면 실내복으로 입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영화의 실제 의상 감

독의 인터뷰에서도 기택네 가족의 의상은 기존에 갖

고 있는 의상을 돌려 입는 콘셉트이며, 이 때문에 영화

를 막판까지 봐도 이들이 옷을 새로 사서 입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Im. 2019). 

그렇기 때문에 기택의 가족들의 실내복은 제 각기 

다른 디자인이기는 하나, 톤 다운된 컬러, 바랜 컬러, 

상의와 하의의 부조화, 외출복과의 구분이 없다는 

특성이 일관되게 표현되었다.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

은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동익네 가족

동익네 가족이 기택네 가족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실내복에서도 목적과 기능에 따라 그 용도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Fig. 8>은 비가 오는 날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다송이 걱정되어, 동익, 

연교, 다혜가 거실에서 이를 지켜보는 장면이다. 동

익 부부는 같은 디자인의 파자마를 입고 있으며, 딸 

다혜는 도트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다. <Fig. 9>와 같

이 미취학 아동인 다송은 나이에 맞게 알록달록한 

그림이 프린트된 후드 형태의 잠옷을 입고 있다. 극 

중, 어리고 활발한 성격의 다송은 집에서 활을 쏘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입는 일상복이 파자마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Fig. 10>과 같이 상 · 하

의가 세트로 구성된 헐렁하고 편안한 의상을 착용하

고 있다.

동익의 아내 연교는 젊은 부잣집 사모님으로, 실

내에서도 시종일관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의상을 입

고 있다. <Fig. 11>에서 연교는 살짝 비치는 리본 장

식의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H-라인 스커트를 입

고 있다. 여기에 미니멀한 귀걸이를 더해, 단정하고 

페미닌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Fig. 12>에서는 얇고 

하늘하늘한 소재의 투피스를 착용했으며, 적당히 파

인 네크라인과 스커트의 슬릿을 통해, 젊고 부유한 

저택의 안주인 캐릭터를 표현했다. <Fig. 13>에서는 

광택이 있는 새틴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는데, 소매에 

슬릿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팔이 드러나 우아하고 

가녀린 느낌을 준다. 전반적으로 연교의 실내복에서

는 비치는 소재의 사용, 슬릿을 가미한 디자인을 통

해 엄격한 부잣집 사모님이 아닌 젊고 쾌활한 이미지

를 표현하고 있다. 딸 다혜는 수험생으로, <Fig. 14>–

<Fig. 15>와 같이 단정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는 

블라우스를 착용하여 상류층 자녀의 느낌을 연출한 

반면, 하의로는 짧은 청반바지를 착용함으로써 평범

한 10대 여학생의 옷차림을 연출했다.

Scene (Fig.) Style Color Textiles

Fig. 1.

Kim's family

home wear (I)

Ki-Tek Sporty Purple, Navy, Blue Cotton pique

Chung-Sook Casual Emerald green, Blue, Purple Polyester Knitted fabric

Ki-Woo Natural, Sporty Grey, Navy Poplin, Cotton jersey 

Ki-Jung Natural Blue, Black Cotton jersey

Fig. 2.

Kim's family

home wear (II)

Ki-Tek Sporty Dark Navy, White Cotton jersey

Chung-Sook Sporty Green, White Cotton jersey

Ki-Woo Sporty Light grey, Navy Cotton jersey

Ki-Jung Natural Rose pink Cotton jersey

Fig. 3. Ki-Tek's home wear Natural Light grey, Dark grey Cotton pique

Fig. 4. Chung-Sook's home wear Sporty Blue, Deep red Cotton jersey

Fig. 5. Ki-Woo's home wear Sporty Light grey, Dark navy Cotton jersey

Fig. 6. Ki-Jung's home wear Natural Grey, Green Cotton jersey

Fig. 7.

Ki-Tek couple's home wear

Ki-Tek Sporty Military khaki Cotton jersey

Chung-Sook Sporty Deep red Cotton jersey

Table 4. Home wear analysis of Kim'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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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익네 가족의 실내복은 새틴, 면, 시폰 등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익은 모던하게, 연교는 우아

하고 여성스럽게, 다혜는 캐주얼 또는 클래식하게, 

다송은 귀엽고 내추럴하게 연출되었다. 채도가 낮고, 

빛이 바랜 듯한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과 대조적으

로, 동익네 가족의 실내복에서는 명도와 채도가 보

다 높은 컬러들이 나타났다.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

에서 주로 나타난 컬러가 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와 

조화를 이루었다면, 동익네 가족의 실내복에서 나타

난 컬러는 계단을 올라가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

는, 채광 좋은 동익의 저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컬러 상징이 잘 드러나는 의상은 부부의 파자마와 

연교의 실내복, 다송의 실내복이다. 동익과 연교의 

파자마에서 나타난 그레이 컬러는 모던한, 영리한, 

겸손한 컬러 상징을 가지고 있다. 동익은 글로벌 IT

회사의 CEO이고, 연교도 영어를 잘하며 자녀 교육에 

힘쓰는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레

이 컬러 파자마는 모던하고, 영리한, 타인에게 젠틀

한 그들의 성격을 반영하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교

의 실내복은 대부분 화이트, 페일 핑크, 베이지 등 명

도가 높은 의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우의 

친구 민혁이 연교를 설명할 때, ‘영 앤 심플한(Young 

and simple) 사모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연교는 극 중

에서도 상냥하고 다정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를 믿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약간 

어리숙한 캐릭터로 나타난다. 화이트가 가지는 순수

한, 순진한, 깨끗한 컬러 상징이 이런 연교의 성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송의 실내복에서

는 레드, 옐로, 그린, 화이트 등 다채로운 컬러가 등장

한다. 이는 아동복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 다송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상징의 컬러들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

Fig. 8. Park's family pajamas.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9. Da-Song's pajamas.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0. Da-Song's 

home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1. Yon-Kyo's 

home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2. Yon-Kyo's 

home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3. Yon-Kyo's 

home wear (Ⅲ).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4. Da-Hye's 

home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5. Da-Hye's 

home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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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 구성원 별 실내복은 <Table 5>와 같다.

2) 외출복

(1) 기택네 가족

기택네 가족의 외출복은 동익의 집에 각각 운전기

사, 가정부, 영어 과외선생님, 미술선생님으로 취업

하기 전과 후로 구분된다. 기우와 기정이 취업된 상태

에서 가족은 기사 식당으로 외식을 가게 된다. <Fig. 

16>에서 기택은 실내복에서 나타난 특징과 달리, 반

팔 셔츠에 정장바지를 입고, 허리띠와 시계를 착용

하여 외출복의 구색을 갖추었다. 충숙은 화려한 민

소매 꽃무늬 원피스에 검은색 카디건을 착용하여, 

드러나는 겨드랑이와 팔뚝을 가렸다. 기정은 단순한 

디자인의 긴팔 티셔츠를 입었고, 기우는 극 초반부

에 입은 린넨 셔츠를 착용했다. 기우와 기정의 실내

복과 외출복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

인 기택과 충숙의 외출복은 실내복과 대조적으로 나

름대로 구색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충숙의 카디건

은 피자 가게 주인과 다투는 장면에서 착용했던 옷

이고, 기우도 같은 옷을 반복해서 입고 등장했기 때

문에 이들에게는 외출한다고 하여 특별한 의상이 없

음을 알 수 있다.

<Fig. 17>과 같이 기정은 실내복, 외출복 할 것 없

이 항상 베이직한 스타일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기정의 무심하고 까칠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우는 실내복과 외출복에서 모두 

단정한 느낌의 린넨 소재의 셔츠를 입어 이십대 초

반의 평범한 청년 이미지를 표현했다. 충숙은 스트

라이프 티셔츠에 넥 라인에는 셔링이 들어간 조끼를 

입고 있는데, 충숙의 일상복 또한 가족들이 점차 취

업을 함에 따라 노출이 줄어들고, 조금씩 세련되어

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택네 가족들이 취업 후의 동익의 집에서 일할 

때, 이들의 의상은 취업 전과 후로 극명한 차이가 나

타났다. <Fig. 18>–<Fig. 19>에서 기택은 진한 그레이 

컬러의 셔츠에 비슷한 컬러의 정장바지를 입고, 허리

띠로 단정하게 마무리하여 중후하면서도 깔끔한 인

상을 주고 있다. 충숙은 화려한 무늬의 취업 전 일상

복과 달리, 가정부로 취업한 뒤에는 <Fig. 20>–<Fig. 

21>과 같이 단순한 디자인에 톤 다운된 컬러의 의상

을 착용했다. 특히, 실내복에서 나타난 꽉 끼는 민소

매와 달리 취업 후에는 체형을 커버해주는 박시한 

블라우스에 활동성을 더한 와이드 팬츠를 착용하여 

우아하고 단정한 느낌을 부여했다. 기우는 <Fig. 22>

–<Fig. 23>과 같이 차이나칼라 셔츠나 캐주얼한 셔

츠 위에 재킷을 걸쳐 젊고 단정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재킷을 걸치지 않고도 <Fig. 24>처럼 스트라이프 셔

츠에 네이비 팬츠를 매치하여 캐주얼하게 연출했으

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신을 상상할 때에는 <Fig. 

25>와 같이 그레이 컬러의 터틀넥에 재킷을 걸쳐 캐

주얼하고, 모던한 느낌을 연출했다.

기정은 미술선생님으로 취직할 때, <Fig. 26>–<Fig. 

27>과 같이 올 블랙 패션에 회갈색 토트백을 매치하

여 전문적인 느낌을 표현했으며, 평상시에는 블랙, 그

레이, 어두운 네이비, 아이보리 등 무채색의 컬러를 

주조로 통이 넓은 슬랙스에 셔츠를 매치하여 이지 앤 

심플 스타일을 연출했다(Fig. 28)–(Fig. 29). 대부분의 

장면에서 기정의 의상은 편안하고 단순한 스타일로, 

Scene (Fig.) Style Color Textiles

Fig. 8.

Park's family

pajamas

Dong-Ik Sophisticated, Modern Grey Silk or Satin

Yon-Kyo Sophisticated, Modern Grey Silk or Satin

Da-Hye Youthful Black, White Cotton jersey

Fig. 9. Da-Song's pajamas Cute, Lively Red, Yellow, Green, White Rayon or Cotton jersey

Fig. 10. Da-Song's home wear Feminine, Elegance White, Creamy white Chiffon, Gabardine

Fig. 11. Yon-Kyo's home wear (I) Dressy, Modern Khaki, White Chiffon

Fig. 12. Yon-Kyo's home wear (II) Romantic, feminine, elegance Pale pink Silk or Satin

Fig. 13. Yon-Kyo's home wear (Ⅲ) Youthful, Casual Navy, Blue Rayon, Cotton denim

Fig. 14. Da-Hye's home wear (I) Classic Sky blue Cotton

Fig. 15. Da-Hye's home wear (II) Cute, natural Blue, Navy Cotton

Table 5. Home wear analysis of Kim'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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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Kim's family street wear in restaurant.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7. Kim's family street wear in pizzaria.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8. Ki-Tek's 

street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19. Ki-Tek's 

street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0. Chung- 

Sook's street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1. Chung- 

Sook's street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2. Ki-Woo's 

street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3. Ki-Woo's 

street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4. Ki-Woo's 

street wear (I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5. Ki-Woo's 

street wear (IV).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6. Ki-Jung's 

street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7. Ki-Jung's 

street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8. Ki-Jung's 

street wear (I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29. Ki-Jung's 

street wear (IV).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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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복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극 중 기정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택네 가족의 외출복은 취업 전에는 면 저지나 린

넨 소재 사용을 통해 캐주얼, 내추럴하게 나타났고, 

취업 후에는 시어서커, 울 혼방 소재, 시폰, 면 저지, 

개버딘, 플란넬 등 보다 다양한 소재의 사용을 통해 

모던하고 클래식하게 나타났다. 기택의 외출복은 주

로 블랙, 진한 그레이 컬러로 나타나며, 모던하고 권

위적인 블랙의 컬러 상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충숙의 외출복은 네이비와 그레이로, 모던하고 

프로페셔널한 상류층 전문 가정부를 표현했다. 기우

와 기정의 의상에는 블랙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기택

과 달리 캐주얼한 아이템과의 믹스를 통해, 블랙의 상

징인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부여했다. 이

에 대해, 의상을 연출한 최세연 의상 감독은 기택 집

에 있을 때는 의상의 패턴이나 컬러가 서로 충돌되면

서 히스테릭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그걸 하나씩 버리고 들어가는 콘셉트라고 설명

하였으며, 기우와 기정이 면접에서 입는 블랙 의상

은 아예 제로에서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Im, 2019). 가족의 외출복은 <Table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동익네 가족

동익네 가족들의 의상은 전반적으로 고급스럽지

만 화려하지는 않다. 최세연 의상 감독은 두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재벌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해석

했고, 부자도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평범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품 

느낌이 드는 의상은 일부러 배제했으며, 집 분위기

에 맞게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Im, 

2019). 인디언을 좋아하는 콘셉트가 명확한 다송 빼

고는 옷에 패턴을 가미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익은 성공한 사업가로,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

는 오피스 룩을 입는다. <Fig. 30>과 같이 셔츠, 재킷, 

팬츠의 색을 각각 달리 매치하고 있으며, 멋 부린 느

낌이 없이 단순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통해 젊고 

자유분방한 CEO를 표현했다. 동익의 외출복은 <Fig. 

31>‒<Fig. 32>와 같이 짙은 색 재킷 또는 스포츠 코트

에 정장바지를 매치한 세퍼레이트 룩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관습적으로도 재킷은 권위와 프로페셔널

Scene (Fig.) Style Color Textiles

Fig. 16.

Kim's family

street wear

Ki-Tek Casual, Mannish Black Cotton jersey, Broad clothes

Chung-Sook Casual, Sexy Black, Navy, Pink Mesh, Cotton

Ki-Woo Dandy, Natural Sky blue, Black Linen, Cotton

Ki-Jung Natural Black Cotton jersey

Fig. 17.

Kim's family

street wear

Chung-Sook Casual Black, Grey Cotton jersey

Ki-Woo Classic Blue Cotton denim

Ki-Jung Natural, Classic Light grey Cotton

Fig. 18. Ki-Tek's street wear (I) Mannish Dark grey Seersucker, Worsted wool fabric

Fig. 19. Ki-Tek's street wear (II) Mannish, Businesslike Grey, Dark grey Broad clothes, Worsted wool fabric

Fig. 20. Chung-Sook's street wear (I) Elegance Light grey, Black Chiffon. Cotton jersey

Fig. 21. Chung-Sook's street wear (II) Elegance, Natural Navy, Light grey Cotton jersey

Fig. 22. Ki-Woo's street wear (I) Casual, Classic Grey, Black Cotton, Cotton and rayon mixed

Fig. 23. Ki-Woo's street wear (II) Casual, Classic Ivory, Black Linen, Cotton and rayon mixed

Fig. 24. Ki-Woo's street wear (III) Casual Sky blue, White, Navy Linen, Cotton

Fig. 25. Ki-Woo's street wear (IV) Mannish, Classic Light grey, Dark grey Wool, Gabardine

Fig. 26. Ki-Jung's street wear (I) Chic Black, Khaki brown Cotton and rayon mixed, Fake leather

Fig. 27. Ki-Jung's street wear (II) Chic Black, Khaki brown Cotton and rayon mixed, Fake leather

Fig. 28. Ki-Jung's street wear (III) Classic, Natural Beige, Black Linen, Cotton

Fig. 29. Ki-Jung's street wear (IV) Natural, Casual Dark blue, Grey Flannel, Cotton jersey

Table 6. Street wear analysis of Kim'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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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상징으로(Miller-Spillman et al., 2012), 자유분방

해 보일 수 있는 의상에는 마무리로 재킷을 걸쳐 전

문성을 표현했다.

연교가 유일하게 외출하는 일은 장을 보러 나갈 때

인데, 장보러 갈 때도 <Fig. 33>–<Fig. 34>처럼 정돈

되고 세련된 정장투피스를 입는다. 실질적으로 물건

을 들고 카트를 미는 사람은 운전사인 기택이기 때문

에, 연교의 의상에는 특별히 활동성이 요구되지 않

는다. <Fig. 33>에서는 격자무늬 투피스를 통해 젊은 

부잣집 사모님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Fig. 34>에서

는 화이트 재킷에 셔츠, 팬츠, 마무리로 켈리백을 매

치하여 밝고 쾌활한 비즈니스 우먼 느낌을 연출했다.

<Fig. 35>는 동익네 가족의 캠핑을 위한 의상으로, 

평소 우아한 스타일만 고수하던 연교는 찢어진 청바

지에 반팔 셔츠를 더해 캐주얼한 캠핑족 느낌을 표

현했고, 다송은 <Fig. 36>과 같이 보이스카우트의 유

니폼을 입었다. 다혜는 <Fig. 37>과 같이 스카이블루

와 핑크 컬러의 깅엄체크 셔츠를 통해 원래 일상복

보다 캐주얼한 느낌을 표현했다. 동익은 <Fig. 38>과 

같이 격자무늬 셔츠에 아웃도어 조끼를 착용하여 탐

험가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를 통해, 동익네 가족의 

의상은 같은 옷을 돌려 입는 기택네 가족과 달리, 시

간, 장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되는 코스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Sang and Lee(2014)가 로열 계층의 국내외의 공식

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패션을 분석한 연구

에서도 로열 계층은 공식적 상황에서 직선적 느낌의 

스트레이트 실루엣, H-라인 실루엣, 무채색 컬러, 스

무스하거나 크리미한 소재, 서로 다른 텍스처가 혼합

된 소재의 믹스를 통해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으

Fig. 30. Dong-Ik's 

street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1. Dong-Ik's 

street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2. Dong-Ik's 

street wear (I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3. Yon-Kyo's 

street wear (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4. Yon-Kyo's

street wear (II).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5. Yon-Kyo's 

camping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6. Da-Song's 

camping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7. Da-Hye's

camping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38. Dong-Ik's

camping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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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

사하게, 동익 부부의 외출복도 심플한 디자인에 고

급스러워 보이는 소재를 사용하여 젊고 모던한 비즈

니스 웨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익의 외출복에서는 블루가 가진 젊고, 지

적이고, 쿨한 컬러 상징과 그레이가 가진 모던하고 

지적인 컬러 상징이 동시에 나타나 젊고 성공한 사

업가의 이미지가 잘 표현되고 있었으며, 연교의 외

출복은 실내복과 같이 명도가 높은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가 그녀의 순진한 성격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동익네 가족의 외출복은 <Table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파티복

다송의 생일기념 파티에는 기택네 가족과 동익네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연교는 <Fig. 39>와 같

이 단순한 디자인의 프린세스 라인 원피스에 귀걸이

와 목걸이를 포인트로 주어, 모던하고 우아한 파티

룩을 연출했다. <Fig. 40>에서 나타난 기정의 의상은 

플로럴 프린트의 시폰소재의 원피스로, 평소 베이직

한 의상을 고수하던 기정의 스타일과 거리가 먼 것

을 알 수 있다. 기택네 가족의 반 지하 집이 폭우로 물

에 잠기면서 기정에게는 여분의 옷이 없게 되었고,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보급품 중에 파티복을 골라야 

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충숙은 평소 동익 집

에서 가정부로 있을 때 입던 의상과 비슷하게, 체형

을 커버하는 박시한 코쿤핏의 블라우스를 입어 우아

한 가정부 이미지를 연출했다. 기우 또한 집이 물에 

잠겨 단정한 옷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Fig. 41>과 같

이 파티에 초대된 손님으로 어울리지는 않는 캐주얼

한 셔츠와 티셔츠를 입었다. 기택과 동익은 <Fig. 42>

와 같이 다송이를 위해 평범한 셔츠에 인디언 헤어 

장식을 착용하여 인디언 코스프레를 했다.

파티복은 기정과 동익을 제외하고는 인물들의 외

출복에서 나타난 컬러와 스타일 면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기정의 파티복은 평소 기정이 입던 단

순하고 내추럴한 스타일과 달리, 귀엽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나타났다. 동익의 파티복은 외출복에서 나

타난 모던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과 달리, 캐주얼하

게 나타났다. <Fig. 42>에서 기택과 동익이 같은 의상

을 착용하고 있지만, 이는 다송이의 인디언 코스프레

를 위해서 동익이 기택에게 자신과 같은 의상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평소 고수하던 의상의 스타일이 바뀐 두 인물

인 동익과 기정만이 파티에서 살해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인물의 의상 변화가 생사의 변화를 암

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

티복은 <Table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계급과 계급에 변화에 따른 의상 분석

1) 계급의 고착화

영화 <기생충> 속 계급 변화를 나타내는 장치로, 

의상과 음식이 있다. 기택네 가족이 먹는 음식을 통해 

일시적인 계급 변화가 나타났다면, 의상은 그들의 본

질적 계급을 대변한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순간이

고, 일시적이다.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 표현되는 계

급의 변화는 누군가 취업하거나, 집주인이 없을 때와 

Scene (Fig.) Style Color Textiles

Fig. 30. Dong-Ik's street wear (I) Modern, Businesslike Light grey, Light blue, Beige Wool mixture, Cotton

Fig. 31. Dong-Ik's street wear (II) Modern, Businesslike Black, Beige Wool mixture, Cotton

Fig. 32. Dong-Ik's street wear (Ⅲ) Modern, Businesslike White, Brown, Beige Gabardine, Wool mixture

Fig. 33. Yon-Kyo's street wear (I) Feminine, Elegance Beige, White Cotton mixture

Fig. 34. Yon-Kyo's street wear (II) Feminine, Businesslike
White, Creamy white, Light 

grey, Orange brown
Linen, Rayon, Cotton 

Fig. 35. Yon-Kyo's camping wear Active, Casual Light khaki, Blue, Grey Cotton, Cotton denim

Fig. 36. Da-Song's camping wear Active Mint, Blue Cotton jersey

Fig. 37. Da-Hye's camping wear Causal Sky blue, Pink Gingham

Fig. 38. Dong-Ik's camping wear Active, Casual Light grey, Khaki Cotton

Table 7. Street wear analysis of Park's family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5, 2020

– 872 –

같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

다. 그에 비해 의상은 의상이 닳거나 버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세탁하고 다시 입게 된다. 실내복은 집에서 

착용하고 있는 꾸밈없는 본인 그대로의 옷이다. 두 

가족 모두 남궁현자가 지은 예술적인 공간을 사유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택네 가족이 값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실내복은 반지하 집

에서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택네 가족이 실내복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

는데,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그들의 실내복은 언

Fig. 39. Yon-Kyo and Ki-Jung's party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40. Chung-Sook, Yon-Kyo and Ki-Jung's party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41. Da-Hye and Ki-Woo's party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Fig. 42. Ki-Tek and Dong-Ik's party wear.

Captured by author from Kwak et al. (2019).

Scene (Fig.) Style Color Textiles

Fig. 39.

Yon-Kyo and Ki-Jung's party wear

Yon-Kyo Elegance, Classic, Sophisticated Beige Silk or Wool mixture

Ki-Jung Romantic, Girlish White, Pink Rayon, Chiffon

Fig. 40.

Chung-Sook, Yon-Kyo and

Ki-Jung's party wear

Chung-Sook Modern Light grey Cotton

Yon-Kyo Elegance, Classic, Sophisticated Beige Silk or Wool mixture

Ki-Jung Romantic, Girlish White, Pink Rayon, Chiffon

Fig. 41.

Da-Hye and Ki-Woo's party wear

Da-Hye Romantic, Country White Cotton

Ki-Woo Natural, Casual Grey, Khaki, Blue Cotton, Cotton denim

Fig. 42.

Ki-Tek and Dong-Ik's party wear

Ki-Tek Natural Grey Cotton pique

Dong-Ik Active, Classic Beige Cotton pique

Table 8. Analysis of party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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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비슷하며, 외출복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 기택네 가족은 실내복, 외출복, 잠옷의 구분이 없

다. 기택네 가족에게는 캠핑과 파티와 같은 특별한 상

황이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의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의상에 용도와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an(2020)

은 기우의 반바지에 주목했는데, 백수일 때나 과외

교사가 됐을 때도 늘 집에서 기우는 꾸깃꾸깃한 반

바지를 입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일상복이라고 했

다. 또한, 문광을 몰아내기 위해 복숭아털을 채취할 

때도 입은 그 반바지 덕에 창백하고 가냘픈 기우의 

종아리가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에서는 동익네 가족과 달리, 

노출이 두드러진다. 기택과 기우는 실내복으로 겨드

랑이가 다 드러나는 러닝셔츠를 입으며, 그 상태로 취

객과 싸우러 밖에 나가기도 한다. 충숙 또한 꽉 끼는 

짧은 기장의 상의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세연 의

상 감독도 제작 의도에서 충숙의 의상은 손을 들면 

배가 드러나 뱃살이 보이도록 바지를 내려서 연출했

음을 밝혔다(Im, 2019). 집에서 노출이 제일 적었던 기

정 또한 비를 흠뻑 맞은 날, 속옷으로 입은 민소매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었던 다혜 외에는 동익네 가족들의 모든 의상을 

통틀어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

해, 신체 노출에 따른 정숙성 파괴가 이들의 계급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급 고착화는 기택과 충숙의 옷에서 나는 냄새에

서도 나타난다. 아들 다송이 운전기사인 기택과 가정

부인 충숙에게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충숙은 

빨래를 따로 하고 세제를 다르게 쓰면 해결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정은 그게 바로 ‘반지하 냄

새’이며, 반지하를 벗어나야 안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체취는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과 함께 숨길 수 없

으며, 벗어나기도 어려운 그들 본래의 계급을 설명한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익네 가족은 자본가 계급으로서 언제나 

노동자 계급인 기택네 가족의 상위에 있다. 동익네 

가족은 풍부한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

라, Bourdieu(1979)의 구별짓기 개념에서 말한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다. 동익네 가족의 계급은 영화 속

에서 변함이 없으며, 의상에 있어서도 여유가 넘친

다. 수행기사인 기택은 근무 중 항상 넥타이에 정장

을 입어야 하지만, CEO인 동익은 넥타이를 착용하

지 않으며, 세트정장을 입지 않는다. Kan(2020)은 이

에 대해 노동자로서 의상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기

택과 달리, 동익은 자본가로서 의상 착용에 대한 자

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상을 선택하

고, 격식을 차리는 정도를 정하는 것 또한 상위 계급

만이 가능한 선택의 여유라고 볼 수 있다. 

2) 지위 획득에 따른 일시적 계급 이동

기택네 가족의 계급은 동익의 집에 각각 운전기

사, 가정부, 미술선생님, 과외선생님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변화한다. 계급의 변화는 그들이 

획득한 지위와 귀속되어 있으며, 외출복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기택네 가족 모두 무직에서 취업

을 통해, 어엿한 전문가들로 보다 상위의 계급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위와 계급은 거짓

으로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동익의 집에 있을 때에

만 일시적으로 유효하다.

기택 부부는 원래 집안에서 하는 유일한 노동인 

피자 상자를 접는 일을 할 때, 물 빠진 피케 티셔츠에 

헐렁한 반바지를 입었다. 그러나, 기택이 IT회사의 

CEO의 전문 운전기사로 취업한 이후에는 어두운 컬

러의 정장, 벨트, 구두를 착용하여 포멀하고 중후한 

느낌의 의상을 착용했다. 충숙은 전문 가정부로 취

업된 이후, 딱 붙는 민소매 셔츠와 화려한 패턴의 티

셔츠 대신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박시한 블라우스

에 차분한 컬러의 의상을 통해, 보다 우아한 느낌으

로 표현된다.

동익네 가족이 캠핑 가는 날, 충숙의 의상에서 가

족의 출발 전과 후에 따른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동익네 가족이 있을 때, 충숙은 심플하고 고상한 느

낌의 네이비 블라우스에 그레이 팬츠를 입고 있었으

나, 동익네 가족이 캠핑을 떠나자마자 충숙은 또 다

시 집에서 입던 것처럼 목이 늘어나고, 군데군데 검

은색 프린트가 된 티셔츠를 입는다. 이를 바탕으로, 

기택네 가족 구성원의 취업 여부, 동익네 가족이 있

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그들의 의상 변화는 일시

적인 계급 변화와 본질적 계급 고착화를 동시에 보

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령대별 계급의 표현

후천적 지위 변화는 인물의 나이에 따른 의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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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장 어린 다송의 옷에서

는 계급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수험생인 

다혜의 옷도 10대 청소년이 입을 법한 짧은 반바지

와 셔츠로 계급에 대한 차이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

는다. 기정과 기우의 옷에서는 실내복과 외출복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베이직한 룩을 즐

겨입기 때문에 빈곤층과 부유층이라는 명확한 구분

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택 부부와 동익 부부의 옷

차림은 확연하게 다르다. 인물들의 지위변화는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의 의복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영화 <기생충>의 의상에서 나타나는 계급 간 차이

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계급 변동의 가능성과 연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자녀들은 후천적으로 

지위를 획득하여, 계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상에 따른 계급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들어 

성취를 통한 지위 획득이 어려운 부모 세대에서는 

계급에 따른 의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의상의 컬러와 선택에서 나타난 계급 간 차이

두 가족의 계급에 대한 차이는 인물들의 의상에서 

사용된 컬러, 소재, 스타일을 통해 나타난다. 동익네 

가족의 의상은 대부분 패턴이 가미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클래식 스타일로 표현되는 반면, 기택네 

가족의 의상은 상 · 하의가 조화롭지 못하며, 헐렁한 

실루엣의 형태로 나타난다.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

컴컴한 반지하 집에 사는 기택네 가족의 의상은 대

체로 빛이 바랜 듯한, 탁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반

면, 동익네 가족의 저택은 계단을 올라가야 현관이 

나타나고, 거실 한 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채광이 좋

다. 동익네 가족의 의상은 기택네 가족에 비해 명도

와 채도가 높으며, 선명한 컬러로 표현된다. 소재에

서도 기택네 가족의 의상은 세탁이 편리하고, 활동

적인 면, 면 저지 소재로 나타나지만, 동익네 가족의 

의상은 새틴, 실크, 개버딘, 울 혼방 소재와 같이 실용

성보다는 심미성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송의 생일파티를 위한 파티복을 고르는 연교와 

기정의 모습에서 계급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연교는 파티를 위해 드레스 룸에서 여유롭게 옷을 고

르지만,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대조적으로 기정은 지

자체에서 보급된 의류를 필사적으로 뒤지며 파티에 

어울릴만한 옷을 찾는다. 이러한 두 인물 간의 대조적

인 상황 연출을 통해, 의상을 선택하는 행위가 높은 

계급에게는 여유와 재미가 있는 행위로, 낮은 계급에

게는 필사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황에 맞는 의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계급

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여분의 의상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익네 가족에게서만 나타난다. 

CEO인 동익은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될 선택권이 있

지만, 운전기사인 기택은 넥타이, 구두, 벨트를 모두 

착용해야만 한다. 또한, 동익네 가족은 특별한 상황

에 맞는 옷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상의 가짓

수가 많은 반면,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과 외출복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가짓수가 적다는 것도 계급 간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영화에서 볼 수 있듯 아직도 의복은 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생활양식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남

아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도 두 가

족의 계급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내

재되어 있다. 주거 공간, 말투, 행동, 의상, 음식에서 

계급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에

서는 감독의 의도를 투영하는 장치로서, 동익과 기

택, 두 가족의 영화 속 의상에서 나타나는 조형성과 

계급 차이에 따른 표현을 알아보고자 했다.

등장인물의 의상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 중 기택네 가족과 동익네 가족의 실내

복을 분석한 결과,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은 제각기 

다른 디자인인 상의와 하의, 물 빠짐, 외출복과의 모

호한 경계의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동익네 가족의 

실내복은 용도와 상황에 맞는 명확한 구분, 모던하

고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가족의 외출복을 분석한 결과, 기택네 가족은 취업 

전과 후의 외출복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기택네 

가족들은 취업 전에는 캐주얼하고 내추럴한 옷차림

을 고수했다면, 취업 후에는 기택은 매니시하고 중후

하게, 충숙은 우아하게, 기우는 보다 클래식하게, 기

정은 시크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동익네 가족은 실내

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출 목적에 따라 다른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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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용했다. 셋째, 두 가족의 파티복을 분석한 결과, 

기정과 동익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입던 외출복의 스

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의상에 표현된 계급은 본질적 계급의 

불변, 일시적 계급 이동, 연령대별 계급의 표현, 계급

에 따른 의상 선택의 차이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첫째, 계급의 고착화를 나타내는 장치로는 기

택네 가족의 실내복, 기택과 충숙의 체취, 기택네 가

족의 실내복에서 나타나는 신체 노출이라고 할 수 있

었다. 기택네 가족의 실내복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반지하 냄새’로 불

리는 기택 부부의 체취 또한 계급 간 차별의 요소로 

나타났다. 신체 노출이 거의 없는 동익네 가족의 의상

과 달리, 기택네 가족은 신체 노출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음을 확인했다. 둘째, 기택 부부의 취업 전과 후

의 의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지위 획득을 통한 일

시적 계급 변화로 볼 수 있었다. 취업을 통해, 계급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기택의 의상은 포멀하고 중후

한 느낌으로, 충숙의 의상은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느

낌으로 연출되었다. 셋째, 나이에 따라서도 의상에

서 계급 간 격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계급 상승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자녀 세대에

서는 의상에서 나타나는 계급 간의 차이가 비교적 적

게 나타났으나, 계급이 고정된 부모세대에서는 계급 

간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넷째, 

두 가족의 계급에 대한 차이는 몸에 딱 맞는 실루엣, 

심플하고 단정한 디자인, 의상끼리의 조화 여부, 컬

러의 사용, 소재의 사용을 통해 나타났다. 의상을 선

택할 수 있는 여유는 상위 계급인 동익네 가족에게만 

나타났으며, 하위 계급인 기택네 가족에게는 선택할 

의상의 수나 의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사회 불평등 현상은 계급에서 나아가 성 불

평등, 지역 불평등, 문화적 불평등, 정보 불평등에 이

르기까지 새롭고 다양한 불평등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

충>에 나타난 의상을 계급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사

회 불평등을 비판하는 감독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자 했다. 영화 의상은 감독과 영화 의상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세심하게 연출되나, 한편으로는 현실을 

철저히 반영하기도 한다. 영화 <기생충>은 계급의 차

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히 기택네 가족의 의상을 사

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영화 속 두 가

족들이 보유한 의상의 수는 곧 현실세계의 계급과 계

급에 따른 소유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나타나

는 의상의 선택권, 선택에 대한 자유도 또한 이러한 

현실 문제를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영화 속 장면의 캡처를 통

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해상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스타일을 제외한 컬러, 소재의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의

상의 디테일 분석, 시감비색 측정 등 구체적인 컬러 

측정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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