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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ostume 

design as mise-en-sc ne in movie è ‘The Danish Girl’. the methods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prior research, literature studies and qualitative research of 

visual content analysis by DVD. The spatial and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Copenhagen, Denmark from 1926 to 1931, and Paris, France. The styles of the 

times(1925 ~ 1931) and the spatial sensibilities of women's costumes in terms 

of form and color were examined thorough out the story. As the results, the 

costume are based on the 1920's Art Deco style like straight silhouette and 

some of them are oval soft silhouette. The colors are harmonized or in conflict 

based on Nordic colors such as blue-green, gray and yellow. Rather than 

expressing the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two main characters, the costume 

was focused on the role and character. And also exotic tastes like Japanese 

and Egyptian textiles patterns and decoration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movie costume played a role as one of the very important mise-en-sc ne.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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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미장센(mise-en-sc ne)è 은 과거 연극에서 배우의 위치나 극

의 역할 무대 배경 장치 조명 등 총체적인 계획을 말하, ,  , 

였지만 이제는 모든 영상물의 조명 배우의 의상과 분장 배, , 

경미술 등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기획과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영화의 미장센은 영상의 시각적 요. 

소들을 기획하고 통제하여 중요한 장면에 관객의 시선이 머

무르게 하고 영화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여

야하므로 이를 위해 색채 및 시각적 표현은 인물의 표정연

기와 더불어 의도되고 디자인 되어야 한다 특(Kim, 2009). 

히 배우가 입은 의상은 옷이 가지고 있는 표현성의 역할로  

인해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시대적 정보 장소적 , 

정보 심리적 정보 계급적 정보 등을 전달한다 따라서 영, , . 

화의 이해는 시나리오의 줄거리에 의지하는 차적 이해 뿐 1

아니라 미장센을 통한 통합적 효과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화의 의상은 미장센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 하겠다. 

영화의상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나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은 흥행작품 그리고 영, 

화제의 수상작 패션유행과 관련되거나 역사물로서 복식 고, 

찰의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정성적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은 영화 박쥐 마더 의 . Yang and Park(2011) < >, < >

색채이미지 연구를 하였으며 은 영화, Kim and Jung(2014)

의상과 배경을 중심으로 위대한 개츠비 의 색채 이미지를< > , 

은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심상Park and Park(2014) ( )心象
과 서사 적 상징성의 해석 은 스토리 전개( ) , Park(2016)敍事
에 따른 영화의상 디자인의 변화 등을 연구하였으며, 

은 영화의 캐릭터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스타일Kim(2019)

링 색채 재질감에 대한 연구를, , , Kim, Kim, and 

은 젠더와 관련하여 영화의상을 해석하였다Kan(2019) .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년 개  2015

봉작 영화 대니쉬 걸 < Danish Girl 의 의상 디자인의 특징>

과 미적 특성을 살펴보아 미장센으로서의 영화의상의 중요

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화 대니쉬 걸 은 데이비. < >

드 에버쇼프 미국 의 동명소설( , David Ebershoff, 1969 ~ )

을 원작으로 레미제라블 킹스 스피치 를 감독한 톰 후< >, < >

퍼 영국 의 작품이다 대니쉬 걸( , Tom Hooper, 1972 ~ ) . < >

은 제 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의상88 , , , 

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제 회 골든 글로브와 제 회 베, 73 72

니스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초의 성전. 

환자였던 덴마크의 화가 에이나르 모겐스 베게너 덴마크( , 

와 그의 아내 게르Einar Mogens Wegener, 1882 ~ 1931)

다 베게너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대니쉬 걸 은 최. < >

초의 성전환자를 주인공으로 했다는 이슈로 젠더와 관련한 

의상 연구 가 시도된 바 있다 본 연구는 (Kim et al., 2019) . 

의상상 미술상을 수상한 본 영화의 시각적 가치와 내용적으, 

로 두 여성 릴리와 게르다 의 스토리에 맞추어 전개되는 점( )

을 고려하여 여성의상을 중심으로 형태와 색채 장식 디테, , , 

일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고 미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시각적 내용분석의 질적연구를 수  

행하였다 영화의상과 영화 대니쉬 걸 에 대한 문헌과 선. < >

행연구를 통하여 영화의 시공간적 배경이 된 년대 덴마1920

크의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디자인 특성과 파리

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패션 특성을 고찰 하였다 또한 인. 

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영화 대니쉬 걸 의 영화사적 의미와 < >

감독과 의상감독의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아 제작 의도를 고

찰하였다 그리고 . DVD(Ebershoff, Redmayne, Vikander, 

를 통해 영화 대니쉬 걸 을 반복Heard, & Hooper, 2016) < >

하여 본 후 스토리 전개상 중요 장면으로 주인공의 의상이 , 

잘 표현되었다고 판단되는 장면을 선정하였다 이 중 동73 . 

일한 의상인 경우와 디자인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장면이나 

의상의 일부만 보이는 경우 남성으로서의 에이나르의 의상, 

은 매우 한정적이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게르다 에니나르(

의 부인 와 릴리 여성으로서의 에이나르 의 의상 총 벌을 ) ( ) 29

대상으로 내용연구를 하였다 각 의상에 대한 디자인은 실루. 

엣 특징 색채 및 장식과 디테일로 내용분석하고 게르다와 , 

릴리의 의상을 공간적 변화 코펜하겐과 파리 와 스토리 전개( )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화의상의 역할과 미장센으로. 

써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영화의 세계적 관심이 지대

한 현재의 상황에서 영화의상의 학문적 발전과 영화의상 산

업의 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적�배경.�Ⅱ

영화� 대니쉬�걸�1.� < The� Danish Girl 의�작품설명>

대니쉬 걸 은 레미제라블 킹스 스피치 를 감독했던 톰 < > < >, < >

후퍼의 대표작으로 년에 개봉되었다2015 . 제 회 아카데미 88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의상상 등 개 부문에 노, , , 4

미네이트되어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고 제 회 골든 글로, 73

브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영화 의상을 담당한 파3 , 

코 델가도 스페인( , Francisco Paco Delgado Lopez, 1965 ~ 

가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의 의상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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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된 우수한 작품으72

로 평가 받았다. 

영화의 내용은 에이나르 모겐스 베게너 덴마크  ( , Einar 

라는 세계최초 성전환 수Mogens Wegener, 1882 ~ 1931)

술을 받은 풍경화 화가와 그의 아내이자 인물화가로 서로 

예술적 교감을 하였던 게르다 베게너 의 실(Gerda Wegener)

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공간적 배경은 년부터 년. 1926 1931

까지의 덴마크 코펜하겐과 프랑스 파리이다 어느 날 인물화. 

가인 게르다는 자신의 모델이 오지 않자 남편 에이나르에게 

대역을 부탁한다 발레리나 드레스를 걸치고 스타킹을 신는 . 

에이나르는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감정의 소

용돌이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놀란다

그날 이후 에이나르는 게르다와 서로 장난처럼 (Figure 1). , 

자신에게 릴리 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게르다는 에이나‘ (Lili)’

르에게 화장도 가르쳐주고 여성처럼 변장하여 파티에 참석

하는 등 일탈 행동을 한다 그러나 에이나르는 이러한 재미 . 

속에서 여성인 자신을 발견하며 고뇌에 싸인다 에이나르는 . 

자기 자신이 원래 여성이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남자. 

라는 몸속에 갇혀있는 여성 자신을 꺼내기 위해 성전환 수

술을 하지만 수술 후 그녀의 몸은 너무나도 약해져 결국 죽

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내인 게르다 역시 고통을 감수. 

하며 남편이었던 에이나르의 아내에서 친구로 아니 여성이 , 

된 릴리의 친구로 그의 곁을 지킨다.

이 영화는 최초의 성전환자와 젠더 이슈로 영화와 문화예  

술 분야의 주목을 받았고 영화 속 색채 북유럽적 감성의 , , 

영상 표현과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잘 표현 한 것 알려져 왔

다(Galas 영, 2016; Fernandez, 2015; Nordstrom, 2015). 

Figure� 1.�
Einar� in� a� Female� Ballerina� Dress�

and� Stocking

(Ebershoff et al., 2016;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2.
Chanel� Style� Collarless�
Suit,� Reinach’s� Review�

of� Fashion,� Paris,�
1928�

(Laubner, 1996, 

p. 41)

Figure� 3.
Evening� Dress� of� �
Egyptian� Art� Deco�
Diamond� Pattern�

(Laubner, 1996, 

p. 52)

Figure� 4.
Cold� Nordic� Landscape� Scene�

(DVD captured by author)

화의 배경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 , 

덴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유럽으로 통칭되는 곳이다 코펜하, . 

겐은 르네상스시대 이후 교통의 요지로서 유럽의 경제적 성

장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이다 북유럽의 한랭한 날씨와 . 

차가운 도시 분위기 그리고 년대 건축 인테리어 등의 1920 , 

미학적 영상은 이 영화의 중요한 미장센의 요소로 나타난다.

아르데코�여성패션과�스칸디나비아�디자인�특징2.�

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여성패션의 가장 대1920-30

표적인 특징은 아르누보 시대에서 벗어나 모던한 기하학적 

단순성의 아르데코 스타일로의 변화라 하겠다 아르데코 스. 

타일은 아르누보 양식 이후 바우하우스까지의 지배적인 양

식을 말한다 년 파리 국제장식미술박람회. 1925 (Exposition 

가 중심이 된 년 양식International des Arts D coratifs) ‘25 ’é
으로 명명되었다 아르데코 스타일은 파리를 중심으로 유행. 

되어 이후 년 후반기와 년대 주변유럽과 미국에서 1920 1930

유행한 건축 장식 패션양식을 말한다 아르데코의 건축과 , , . 

인테리어 역시 기하학 유선형의 유기적 기능주의와 산업적 , 

진취성 및 속도를 표현하는 모더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데코의 출현 배경에는 큐비즘 표현주의 미래주의  , , , 

러시아발레단 아메리카 인디언 등의 영향이 있다, (Hillier, 

고 한다 또한 의 언급처럼 년 고대 1983) . Herald(1991) 1922

이집트 투탕카멘왕 의 무덤 발굴로 인해 (King Tutankhamen)

전 세계에 투트마니아 의 붐을 일으키고 이집트 ‘ (Tutmania)’

모티프가 패션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자동차의 . 

등장 비행기 기차 등 교통기관의 발달과 신문 잡지 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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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의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정보가 이전시기에 비하여 

빠르게 전달되었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진행되었던 시대

였다. 

년대 유럽은 도시의 변화와 인공합성염료의 발달로   1920

다양한 색상의 여성의복이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 

년대 아르데코 패션의 특징은 잘 알려진 대로 여1920~1930

성의 신체에서 코르셋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단순성 기. , 

하학적인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하는 직선형의 루즈 실루엣, 

가슴이 납작한 슬림 실루엣 로우 웨이스트 실루엣이 특징이, 

라 하겠다 이러한 형태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움(Figure 2). 

직임의 자유로움 가벼움 그리고 편안함과 엘레강스를 기본, 

으로 한다 무릎까지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 (Boucher, 1965). 

다리가 드러났으며 튜닉처럼 직선형태의 의복이 유행하고 , 

이집트 장식 등 이국적 취향이 나타났다 여성의 (Figure 3). 

헤어 스타일은 짧은 단발의 커트가 유행이었다 아르누보시. 

대의 화려한 레이스와 같은 많은 장식은 더 이상 유행하지 

않았고 자수는 매우 간단해 졌으며 깃털장식은 사라졌다, . 

다리의 노출은 스타킹의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눈썹을 덮는 

크로슈 모자는 아르데코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원색, , 

금색 검정색 파스텔 색조와 같은 다양한 색채의 향연이었, , 

으며 동양풍의 유행 등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Cho & 

Park, 1991). 

 한편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지역적으로 파리와 같은 유럽 

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 

인해 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고 19

오히려 전통적인 수작업이나 수공예가 발달하여 서유럽의 

기계에 근거한 대량생산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다. 

년대 이후 기능주의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실용적인 1920

북유럽 디자인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Kang & Kwon,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아이슬란드2016). , , , 

를 포함하는 북유럽 디자인의 특징은 공통적인 역사 문화 , , 

종교적인 원천을 나누면서 자연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연, 

에 대한 친근감이라 볼 수 있다. 

는 개월간 계속되는 겨울의 어둠 그리고 밝은   Lee(2013) 9 , 

여름의 기후는 스칸디나비아 실내 디자인에 영향을 끼쳐 정, 

돈 과 간소 로 특징짓는다고 지적하고(orderliness) (austerity)  

북유럽 디자인의 특징의 기본은 자연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

인의 정직성 이라 지적하였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대표‘ ’ . 

적으로 자리매김한 가구에서 보듯이 디자인의 기본은 절제

된 장식과 명확한 선 자연적인 곡선 칠하지 않은 원목으로 , , 

따뜻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비교적 가구가 적(Lee, 2013). 

은 실내로 말미암은 넓은 공간은 겨울 빛의 부족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따뜻하고 유기적인

재료로 나타난다 서유럽과 미국의 비해 다소 늦(organic) . 

게 시작된 스칸디나비아의 산업화는 오히려 장인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자연에 기초를 둔 디자인을 성숙시켰다 형태와 . 

기능을 통합할 뿐 아니라 강력한 단순성 명확한 선 유기적, , 

인 형태의 조화로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환경은 스칸디나비아 예술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일찍부터 자연에 대한 사랑 대지, 

에서 생겨난 것에 대한 미적 감각 근본적인 효율성을 존중, 

하는 풍토가 있었다 섬세한 기술 높은 완성도(Park, 2014). , , 

조화 자연스러운 느낌 등을 강조하는 스칸디나비아의 장인 , 

정신과 수공업 기술의 전통은 산업 사회에서도 이어져 재료

와 성질을 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Kang, 1999). 

와 같은 차가운 자연환경의 특징은 스칸디나비아의 생활예

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도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북유럽의 겨울은 매우 춥고 길다 북유럽 디자인의 색채  . 

감은 이러한 자연환경의 배경 에서 탄생하여 차갑(Figure 4)

고 아이시한 색채와 노르딕 라이트 라는 디자‘ (Nordic light)’

인 특성을 만들었다고 보인다 디자인의 색채표현에 있어서 . 

배경은 빛이 강하고 반면 오브제는 화려한 컬러와 패턴으로 

디자인이 표현되는 것이다 결국 북유럽 디자인의 전반적 특. 

징은 정직성을 기본으로 하는 따뜻한 감성의 단순함에 전통

적 그레이시 아이시 색조와 비비드 컬러의 조화로 자연친화

적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차가운 색상과 포근한 . 

재질 그리고 노르딕 라이트라 하는 빛에 대한 개념이 대표

적이라고 하겠다. 

게르다와�릴리의�의상�디자인�특징.�Ⅲ

대니쉬 걸 의 주인공 게르다 풍경화가 에이나르의 부인 인< > ( , 

물화가 와 릴리 에이나르가 여성이 된 후의 이름 의 의상을 ) ( )

중심으로 실루엣 색채 장식과 디테일을 살펴보았다, , . 

실루엣� 직선형과�코쿤형1.� :�

영화의 시공간적 배경은 년부터 년까지의 덴마크 1926 1931

코펜하겐과 프랑스 파리였다 시대적 배경은 두 주인공 게르. 

다와 릴리의 의상 형태에 잘 나타나있다 의상에 나타난 실. 

루엣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특징은 모두 년대 아르1920~30

데코 스타일의 전형적 모습으로 직선형의 실루엣이 기본이

다 때로는 더욱 풍성한 실루엣도 등장하지만 주로 직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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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피스 드레스 코트 혹은 가운형태로 웨이스트라인은 허, 

리를 중심으로 주로 낮게 나타났고 기본 허리선으로 나타난 

경우도 허리를 조이지 않아 신체가 자유롭고 직선형의 헐렁

한 형태였다(Figure 5 ~ 11). 

게르다의 의상은 릴리의 의상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단순  

하고 소박하며 모던하였다 드레스의 길이는 주로 무릎 아래. 

에 위치하며 아틀리에나 집안에서의 의상은 가운형태의 편

안한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게르다의 의상은 (Figure 5, 6). 

코펜하겐에서 파티장으로 향하는 이브닝드레스와 숄 코트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선형이다 게르다의 (Figure 12) . 

이브닝드레스는 샤넬 이나 랑방 의 (C. Chanel) (J. Lanvin)

년대 이브닝드레스 와 매우 유사한 아르1920 (Figure 13, 14)

데코 스타일의 슬리브리스 드레스였다 네크라인(Figure 8). 

이 둥글고 낮으며 허리선이 없는 형태의 루즈한 모습이었다. 

게르다의 겨울 외출용 코트는 딱딱한 직선형 실루엣이었다. 

앞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아르데코 문양이 수직으로 내

려오는 장식이 있으며 길이는 종아리 정도 내려오고 깊은 

크로쉐를 착용하였다 이는 마치 폴 푸아레의 (Figure 9). 

년 블랙 코트 와 비슷한 형태이다 갤러리에1919 (Figure 15) . 

서 작품을 거래하는 장면에서는 단정하고 직선적인 코트에 

허리선이 있는 모던한 코트를 착용하여 일하는 여성으로서

의 게르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코펜하겐 시(Figure 10). 

내를 산책하는 모습에서는 무릎아래 길이의 칼라가 없는 직

선형의 기능적 원피스에 직선형 베이지색 코트를 헐렁하게 

걸치고 있는 모습이었다(Figure 11).  

한편 릴리가 되기 전 에이나르 남성 는 전형적인 년  ( ) 1920

대 신사복을 착용하였고 이후 우연히 착용한 스(Figure 16) 

타킹과 발레의상은 여성성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떨림의 순

간을 표현하였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에(Figure 1). 

Figure� 5.
Functional� Straight�
Two� Piece� in� House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6.
Kimono� Gown�

in� House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7.
Simple� Modern�
Wrap� Dres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8.
Straight� Evening�

Party� Dres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9.
Straight� Silhouette�

Coat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10.
Simple� Straight� Two�
Piece� in� Gallery

(DVD captured by 

author)

는 크림 베이지색의 허리가 강조되고 바지가 풍성하며 넥타

이 대신 핑크 스카프와 오픈 칼라셔츠 그리고 둥근 헴라인

의 재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난다 이 의상에 대(Figure 17). 

해 영화 비평가들은 내면에 존재하는 릴리를 받아들이는 순

간이라고 지적 하기도 한다 여성이 된 이(Fernandez, 2015) . 

후 릴리의 의상은 코펜하겐을 떠나 보다 자유로운 파리로 

여행하며 극도의 여성스러움이 나타났다 의상 감독인 델가. 

도는 파리는 코펜하겐보다는 열려있고 수용적인 사회‘ (more 

였기에 보다 밝은 색과 유동적인 open, acceptable society)’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였다고 말한다(Nordstrom, 2015). 

이러한 의도에 따라 파리에서의 릴리의 의상 실루엣은 여성

스럽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게르다의 의상과 비. 

교해보아도 더 부드러운 실루엣과 여성스런 분위기 성숙한 , 

스타일이었다 실내의 집안에서의 모습도 게르다의 의상에 . 

비하여 릴리의 의상들은 보다 부드럽고 드레이프지는 자연

스런 직선형의 드레스로 나타나며 때로는 헴라인이 헹커치

프 포인트도 나타난다(Figure 18, 19). 

이처럼 파리에서의 릴리의 의상은 년대 특징인 직선  1920

적인 특징이 보이면서도 코쿤 실루엣의 풍성하고 (cocoon) 

곡선적인 형태와 부드러움이 잘 나타나고 있다 코펜하겐 시. 

절 파티장으로 향하는 릴리는 허리선이 드러나고 풍성한 스

커트와 숄을 착용하였는데 게르다의 의상과 비교하여 더욱 

우아하게 부풀어져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20 

년대 여성 패션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발맞~ 22). 1920

추어 여성 옷에서 자유 를 표현하는 것처럼 릴리의 의상 디‘ ’

자인 역시  년대 상황 속에서 자유 에 맞추어져 있었1920 ‘ ’

다 는 설명처럼 릴리의 감정과 시대를 표(Fernandez, 2015)

현하는 미장센으로서 의상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하

겠다 또한 릴리의 의상들은 마치 폴 푸아레의 기모노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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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imple� City� Look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12.
Evening� Coat� of�
the� Full� Rich�
Silhouette�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13.
Art� Deco� Evening�
Dress� by� Chanel,�

1920’s
(www.bing.com)

Figure� 14.
Art� Deco� Evening�
Dress� by� Lanvin,�

1920’s
(www.img.photob

ucket.co)

Figure� 15.
1919� Coat�
by� Poiret

(www.metmuseum.

org)

Figure� 16.
Painter� Einar’s� Suit� and�

Painting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17.
Beige� Suit�

(www.pinterest.co.kr)

Figure� 18.
Soft� Straight�

Silhouette,� Layered�
Dress� Style� in� Pari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19.
Dress� with�

Handkerchief� Point�
Hemline� in� Pari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20.
Cocoon� Silhouette�
Evening� Dress

�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21.
Loose�Wrap� Style�
Coat� with� Kimono�
Sleevein� a� Cafe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22.
Lili’s� Volume� Coat�
and� Navy� Dress

(www.google.co.kr)

트 드레스 를 연상시키기도 하였다(Figure 23, 24) .

특히 릴리가 성전환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으로 들어서는   

영화의 절정기에서 릴리의 의상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최

대한 강조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고 여성스런 어깨선과 허리. 

의 벨트 그리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

심으로 우아한 주름이 강조되어 페미닌한 이미지를 나타내

고 있었다 파티에서 만난 남성을 만나러 나간 (Figure 25). 

카페에서의 코트역시 코쿤 형의 곡선 실루엣에 헴라(cocoon)

인이 둥글며 기모노슬리브의 풍성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 성

숙하고 우아한 여성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Figure 21, 22). 

릴리의 의상은 의상감독인 델가도의 의도이며 스토리 전개

의 절정에서 보여주는 초여성화 의 주‘ (hyper-feminization)’

인공을 표현한 것 이라 지적된 바 있다(Nordstrom, 2015) . 

한편 화가를 버리고 여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파리   

백화점 판매원으로서 일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코펜하겐의 

시장에서 입었던 검정색 코트는 도회적인 직업여성의 모습

을 나타내어 시크한 모던 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단정하. 

고 직선적인 슈트에 캐스케이드 칼라가 강조되거나 직선형

의 블랙 코트에 모피 칼라의 언발란스 장식으로 도회적 여

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게르다의 (Figure 26, 27). 

의상은 릴리의 의상에 비하여 심플하고 소박하며 젊은 느낌

의 현대적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무릎길이의 직선적인 

실루엣이 많았고 릴리의 의상은 게르다의 의상에 비하여 보

다 유연하고 풍성하며 드레이프가 있는 코쿤형의 부드러운 

실루엣과 현대적인 성숙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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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Art� Deco� Coat�

by� Poiret
(www.bing.com)

Figure� 24.
Art� Deco� Opera� Coat�

by� Poiret,� 1912
(www.bing.com)

Figure� 25.
Straight� One-piece� Coat�

with� Waist� Belt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26.
Two-piece� Suit�
with� Lapel� Collar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27.
Lili’s�

City� Coat
(DVD captured by 

author)

색채� 차가운�색조와�노랑색2.� :�

영화 대니쉬 걸 의 전반적인 색채는 차분하고 차갑다 영< > . 

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이러한 분위기를 암시하고 유도한다. 

북유럽의 차가운 날씨의 바다 호수 와 산 구름 등의 자연의 ( ) , 

경치 속에서 노르딕 라이트인 빛이 투사되는 풍경이 나타난

다 바이에른 늪가의 다섯 나무그루는 블루 그레이와 다크 . 

그레이로 영화의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영화(Figure 28). 

의 전반적 색상은 파스텔 톤의 스카이 블루 블루 네이비 , , 

블루 그린 블루 그린 등의 차가운 색상이 많이 보이고 여, , 

기에 블랙 그레이 톤 낮은 브라운계열이 나타난다 이러한 , , . 

아이시 컬러들 사이에서 주목을 끄는 색상이 있다면 밝은 

노랑이다 노랑은 코펜하겐의 도시이미지의 배경. (Figure 29)

으로 그리고 영화 초반 화가 에이나르의 작업 장면에서도 

그가 그린 작품의 배경으로도 주목되었다 이러(Figure 16). 

한 색채는 영화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며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이다(Kim, 2019). 

배경뿐 아니라 미장센으로서의 의상 색채도 영화의 전반적 

색채감과 유사하여 차가운 색과 노랑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의상에서는 피코크 그린 의 청록 블루 (peacock green) , 

등의 차가운 색채와 노랑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영화의 스

토리 전개와 주인공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무엇. 

보다 노랑색은 주인공의 의상에서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

었다. 

먼저 게르다의 의상을 살펴보면 청록색 의상은 코펜하겐  , 

과 파리의 장소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여기에 블루 . 

계열과 그레이 블랙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의상의 색채, . 

는 배경 색채와 대조 배색 혹은 유사 배색 등의 관계를 형

성하여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청명한 북유럽 감성을 전달하

고 있다 이러한 색채는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 따라 변화됨. 

을 알 수 있다 영화 초반의 코펜하겐의 집과 작업실에서 . 

게르다의 의상은 가볍고 부드러운 하늘색 크림색 살구색 , , 

등으로 표현되어 갈등이 없는 느낌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부

여하며 자극적이지 않다 이후 장난삼아 여장(Figure 5, 6). 

을 한 에이나르와 함께 파티장으로 향하는 게르다의 의상은 

모두 블루색상으로 나타나고 다소 어두운 주변과 청명한 블

루의상은 차가운 북유럽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었다 표정은 . 

장난과 웃음이 보여지나 의상과 배경의 색은 어둡고 차가운 

푸른색으로 나타나 앞날에 일어날 불안에 대한 복선을 제시

하는 듯하다 파티에서 게르다는 검은색 이브닝(Figure 12). 

드레스를 착용 하였는데 앞 몸판에 사각형의 실버 메탁릭 

소재가 모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검정과 실(Figure 8). 

버 소재의 조화는 시대적 양식인 아르데코 패션 감각을 세

련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Figure 13, 14). 

파리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창가 앞에서 게르다의 의상은   

집에서 입는 편안한 형태에 덜 톤의 오렌지 색상과 아르데

코 프린팅의 가운을 걸치고 있고 산책하는 장(Figure, 30), 

면이나 기차역에서의 모습에서는 청록색 베이지 그리고 라, , 

이트 옐로 색으로 차분함과 현대적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편의 사촌 한스를 만나는 게르다의 (Figure 11, 32). 

의상은 검정 코트로 무릎 아래까지 오는 직선형의 실루엣에 

통이 넓은 소매와 앞 중심선에 평행을 이루는 넓고 긴 자수

장식이 보이며 검은색 크로쉐를 쓰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 

년대 아르데코 스타일이다1920 (Figure 9). 

청록색을 입은 게르다는 코펜하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나 특히 릴리의 병원에서(Figure 11, 31) (Figur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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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8.
The� Nordic� Landscape� Painting�

by� Painter� Einar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29.
Copenhagen’s� City� Scape�

with� Yellow�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0.
Gerda’s

� Comfortable� Gown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1.
Gerda’s�

Peacock� Dres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2.
Beige� Brown� Coat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3.
Peacock� Green� Dres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4.
Peacock� Coat�

with� Fur� rimming,� Hat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5.
Yellow� Scarf

(DVD captured by author)

그리고 본 영화의 후반부 장면에서 릴리를 떠나보낸 후

게르다의 심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장면에 (Figure 34, 35)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북 유럽적 산과 호수가 가득한 배경으. 

로 게르다가 착용한 피코크 그린의 청록색은 차가운 현실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색이라 하겠다 깊은 . 

청록색 코트와 모자 브라운 모피 네크라인에 릴리가 생전 , 

착용하였던 노랑 스카프를 한 게르다의 모습은 현실을 보여

준다 이후 바람이 불어 노랑 스카프가 하늘로 날아가는 장. 

면은 릴리가 현실을 떠나 자유롭도록 하늘로 보내는 게르다

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이다 이미 영화의 (Figure 34, 35). 

여러 장면에서 노랑 스카프가 릴리의 소망과 희망을 암시하

고 있었기에 하늘로 올라가는 스카프는 릴리를 떠나보내는 

동시에 그녀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되길 바라는 게르다의 마

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날아가는 릴리. 

를 상징하는 노랑 스카프와 이를 바라보는 청록 코트의 게

르다는 희망 혹은 자유와 현실의 대비를 상징함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의 배경은 북유럽의 자연배경과 차가운 . 

공기와 노르딕 라이트인 빛이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다 청록과 노랑의 대비를 통한 영화의 감각적 색채는 이미 . 

영화 초반부 갤러리에서 에이나르의 그림에서, (Figure 16) 

그리고 코펜하겐의 시가지에서 암시적 복선을 드(Figure 29) 

리운 바 있다 특히 갤러리 장면에서 게르다의 짙은 네이비 . 

의상과 실내의 배경은 밝고 진한 노랑으로 대비색을 배치하

고 전체적인 톤은 다운시켰고 인테리어 가구 등의 어두운 

피코크 그린의 배치는 영화의 주조색으로 청록과 노랑의 대

비는 매우 명확하고 북유럽적 감각이었다(Figure 36). 

한편 릴리의 의상은 게르다의 의상에 비해 오히려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고 톤 역시도 무겁지 않았다 릴리의 의상 색. 

채는 올리브 그린과 그레이 덜 톤의 레드계열 드레스와 스, 

카프로 우아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부분적으로 아르데

코 레이스 패턴이 사용되고 있다 자신(Figure 18, 19, 37). 

의 정체성의 혼돈시기에서는 특히 코펜하겐에서는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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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Gallery� Screen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7.
Lili’s� Dress�

with� Yellow� Scarf�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8.
Lili’s�

Blue� Dres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39.
Lili’s� Yellow� Green� Dress�

with� Shawl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40.
Lili’s� Yellow� Dress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41.
Dying� Lili� with� Yellow� Scarf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42.
Lili’s� Blue� Hat� with� Feather� and�Gray� Coat

(DVD captured by author)

블루와 그레이 의상을 입었으며 수술을 (Figure 21, 22, 38),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병원 장면에서 릴리는 광택 있

는 우아한 녹색의 벨벳 의상을 착용하였다 그리(Figure 25). 

고 엘로우 그린계열의 부드러운 드레스와 스카프(Figure 39)

를 그리고 수술 후 죽을 때까지는 노랑 스카프를 하고 있다

(Figure 37, 39, 40, 41). 

게르다의 의상이 코펜하겐이나 파리에서 크게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과 달리 릴리의 의상의 색채특징은 공간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갇혀있던 코펜하. 

겐 시절에서는 그레이 어두운 블루 블랙 등으로, , (Figure 21, 

그리고 보다 개방적인 파리에서는 톤이 낮은 22, 38, 42), 

레드계와 올리브 그린 그리고 노랑색이 강조되는 다양한 색

채의 의상을 입고 있었다(Figure 18, 19, 25, 37, 39, 40). 

여성스런 장미빛 색상 실크 및 시폰 등 가볍고 우아한 소, 

재가 나타났다 에이나르와 릴리의 중간시절에 착용한 독특. 

한 베이지 팬츠 수트 와 자신의 여성성을 확신하(Figure 17)

는 고뇌의 시간과 독백에서 릴리는 어둡고 푸른 원피스를

입고 회색 배경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 릴(Figure 38) 

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릴리가 파리의 백화점   

판매원이 되었을 때는 도시적 시크한 이미지의 검정색 유니

폼에 노랑색 장식의 의상을 입었으며 수술을 기(Figure 26) 

다리는 릴리의 의상에서는 담담한 느낌으로 어두운 색상의 

의복에 그녀의 소망을 담은 노랑 실크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릴리의 창백한 웃(Figure 40). 

음과 함께 노랑 스카프를 가득 두르고 있는 모습이 크로즈 

업 되고 있었다(Figure 41). 

이처럼 영화 데니쉬걸 의 게르다와 릴리의 의상에서 주  < >

목되는 색채 특성은 어둡고 차가운 북유럽의 색채 감각과 

이와 대비되는 선명한 노랑색의 적극적 활용임을 알 수 있

었다 스토리 전개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변화 뿐 아니라 장. , 

소에 따른 의상의 색채 변화가 전개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 

정체성의 과도기에는 크림 베이지색 이후에는 올리브 그린, 

의 색채 그리고 노랑색으로의 변화는 에이나르에서 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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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적 심리적 전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 . 

로 게르다의 의상색은 실내의 가운을 제외하면 청록계열과 

다크 블루 블랙을 중심으로 거의 변화를 겪지 않고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영화의 배경 색채와 의상의 . 

색채는 영화 대니쉬 걸 의 시각적 영상미를 이끌고 있다고 < >

볼 수 있다 배경과 의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때. 

로는 반대색으로 대비되고 강조되었다 그리고 여성이 되고 . 

싶은 릴리의 소망을 상징하는 노랑의 일관성은 계속 나타나

고 있었다.

장식�및�디테일� 아르데코�장식3.� :�

영화 대니쉬 걸 의 의상에 나타난 장식과 디테일의 대표적 < >

특징은 아르데코 양식이다 게르다의 의상장식은 아르데코 . 

문양의 소재와 약간의 레이스 장식 이국적 동양적 장식 그, , 

리고 단순한 모피와 리본 장식이 있었다 게르다의 의상은 . 

모던하고 직선적인 의상의 형태에 꽃무늬 기하학 무늬 등을 , 

자수나 아르데코 프린트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풍 문양의 . 

활용 상형문자와 같은 원시적 문양이 의상의 장식으로 활용, 

되어 이국적인 장식이 모던한 아르데코 양식을 나타났다

(Figure 6, 8, 9, 11, 30, 31). 

게르다의 의상은 아틀리에에서 착용한 실내복 파티복 외  , , 

출복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그 장식적 특징을 볼 수 

있었는데 작업실에서 착용한 가운의 표면장식은 소나무 새, , 

구름 파도무늬 등 일본풍의 문양과 이집트 상형문자와 같은 , 

이국적 분위기의 패턴이 의상에 부분적으로 장식되어 나타

났고 파티 장면에서는 은색의 광택 직물(Figure 6, 11, 31), 

이 앞면에 직사각형으로 배치되었으며 슬리브리스에 로우 

네크라인이었다 다른 파티장면에서는 테일러드 (Figure 8). 

형태의 칼라와 여밈이 오버 랩 되어 모던한 디테일을 살렸

다 파티로 향하는 장면에서는 작은 파우치를 손(Figure 7). 

Figure� 43.�
Art� Deco� Style� Interior,� in� Hans’s� Office�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44.�
Art� Deco� Style� Interior� in� a� Party

(DVD captured by author)

에 들고 있고 스타킹은 의상의 색과 맞추었으며 장갑이나 

모피 트리밍 등이 나타났다 게르다의 외출복에(Figure 12). 

서는 검정 코트와 크로쉐 해트 브라운 모피코트(Figure 9), 

와 둥근 모자 녹색 울 코트에는 녹색의 모자를 (Figure 32), 

동색으로 코디네이트하여 아르데코 모던한 (Figure 34, 35)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릴리의 의상은 앞서 지적한 대로 게르다의 의상 보다 페  

미닌하고 엘레강스하였다 드레이프 주름 스카프의 활용과 . , , 

꽃무늬 패턴의 장식적인 소재의 활용 그리고 모피장식의 활

용이 나타났다(Figure 18, 19, 20, 21, 27, 37, 38, 39, 42). 

이처럼 릴리의 의상은 게르다의 의상보다 더 성숙하고 더 

여성스러운 느낌의 장식이 나타난다 릴리의 의상은 핑크원. 

피스의 아르데코풍 드레스에 레드의 가느다란 선장식이 구

성선을 따라 섬세하게 나타나며 특히 헹커치프 포인트의 헴

라인을 통해 아르데코 패션감각이 표현되었다(Figure 18, 

수술을 위해 방문한 병원장면에서는 페미닌 엘레강스가 19). 

절정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데 녹색 벨벳의 광택과 표면은 

아이보리 레이스로 장식되었다 허리에 주름진 원피스에 아. 

르데코 조형감각의 단순한 벨트를 착용하고 한손에는 모피

코트를 한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는 완벽한 아르데코 패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백화점 판매원으로(Figure 25). 

서의 릴리의 의상은 블랙의 심플한 원피스에 앞 중심선을 

따라 케스케이드 형식의 주름장식이 더해졌고 케스케이드는 

노란색과 검정으로 배색되어 보이고 있다 그밖(Figure 26). 

에 릴리는 스카프의 활용을 많이 하였으며 회색 장갑 회색 , 

코쿤 실루엣 코트에 어울리는 모피장식과 모자의 술 장식으

로 귀부인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Figure 21, 22, 42). 

또한 영화의 아르데코 장식 감각이 드러나는 배경은 이러  

한 주인공 의상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가령 백화점 향수판매대 장면에서는 릴리의 검정색 . 

옷 뒤로 이집트 로터스 문양이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고 빗



박혜원� 미장센으로서의�영화� 대니쉬�걸 의상�디자인과�미적�특성�/� < >� � � � � � � 11

살무늬가 블랙과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거나 한스(Figure 26) 

에이나르의 사촌 의 사무실 계단과 파티 장면에서도 벽면의 ( )

색채와 장식 계단의 장식 그리고 게르다의 인물화 등을 통, 

해 당대의 트렌디한 아르데코 양식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이처럼 통합적 미장센으로서 배경(Figure 43, 44).  

과 의상의 장식 디테일이  함께 어우러져 영화의 분위기를 , 

잘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영화� 대니쉬�걸 의�의상에�표현된�미적�특성.� < >Ⅳ

이상의 대니쉬 걸 주인공 게르다와 릴리의 의상을 중심으< > 

로 살펴본 의상디자인의 실루엣 색채 장식과 디테일 등을 , , 

통해 다음과 같은 미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북유럽적�디자인의�소박성과�부드러운�단순성1.�

년부터 년까지의 시기에 덴마크 코펜하겐과 프랑1926 1931

스 파리에서 두 명의 화가의 삶을 보여준 영화 대니쉬 걸< > 

주인공 의상은 동시대의 미국의 플래퍼와 같은 가벼움이나 

파리의 가르손느와 같은 모던한 세련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년대의 여성패션의 기본적인 단순한 형태미가 1920~30

소박하게 표현되어 현실감을 주고 있다 의상의 모던함을 딱. 

딱한 도시적 직선미로 표현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소재를 통

해 과하지 않은 수수한 형태를 만들었다 여기에 단순화된 . 

프린트나 작고 소박한 장식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졌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북유럽 디자인의 소박한 특징. 

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형태는 부드. 

럽게 나타나 일상적이고 친근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게르다는 자유롭고 장난기 농후한 인물화가의 모던한 캐  

릭터지만 주변의 화려하고 세련된 패셔너블한 주변의 친구

와 비교해보면 편안하고 소박한 의상의 특성을 (Figure 45)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Figure 5, 7, 10, 11, 31, 

이에 비하여 릴리의 의상은 게르다의 의상보다 더 성33). 

숙하고 부드러운 페미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Figure 18, 

이러한 모습에서 형태적 색채19, 22, 25, 37, 38, 39, 42). , 

적 과장성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하나 부드러운 실루엣을 유. 

지하고 있었다 가령 파티에 가는 모습 남자를 만나러 가는 . , 

장면 파리에서의 여성성을 최대한 표현하려는 모습 수술을 , , 

결심하고 병원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부드러운 단순한 아

름다움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릴리의 풍부하고 드레이프. 

된 의상은 자신의 여성 본성에 대한 충동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라는 지적으로 미루어 볼 때 부드러운 단(Galas, 2016)

순성은 릴리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미적 특성임을 알 수 있

다.  

영화의상의 역할이 주인공의 특성을 설명하는 매개체이자   

영화의 분의기를 나타내는 미장센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

처럼 대니쉬 걸 의상은 년대 코펜하겐의 젊은 두 화< > 1920

가의 평범하고 성실한 캐릭터를 그대로 나타내 주었고 이후 

릴리의 소망과 내면의 여성성 부각을 위하여 풍부한 주름과 

볼륨을 활용한 성숙한 페미닌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결국 . 

북유럽의 기능주의 디자인의 정직성을 기본으로 한 의상의 , 

디자인은 게르다의 단순 소박성과 릴리의 화려하지 않은 완

만한 여성성의 곡선과 같은 부드러움을 통해 대니쉬 걸< > 

의상의 전반적인 미적 특성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소망의�대비적�상징으로서의�색채미2.� .

영화의 처음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에이나르 릴리 이전의 (

화가로서의 남성 가 영화 속에서 그렸던 북유럽) (Figure 16) 

의 풍경이 등장한다 이러한 장면은 (Figure 28). 북유럽의 춥

고 매우 긴 겨울의 이미지와 색채감을 요약하여 제시되었다

고 본다 차갑고 아이시한 색채와 노르딕 라이트로 대변되는 . 

북유럽의 색채는 빛은 영상의 배경에 나타났고 반면 단순하

고 선명한 오브제로서 의상은 색채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

다(Figure 29, 34, 35). 

이러한 전통적 그레이시 아이시 색채와 선명한 색채의 대  

비적 조화가 의상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배경으로서 공. 

간적 분위기 뿐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과 극복을 상

징적으로 표현하는 미장센이 바로 의상의 색채라고 할 수 

있겠다 차가운 색상과 포근하고 소박하며 부드러운 소재 그. 

리고 노르딕 라이트라 하는 빛과 선명한 오브제의 조화는 

북유럽 디자인의 기본이다 이처럼 배경의 차가움과 대비되. 

어 선명한 색채의 조화로서 등장하는 노랑색은 의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스토리 전개의 단서로 사용되고 있었

다. 

영화 초반의 게르다가 입은 스카이 블루 는 당시  (Figure 5)

의 아주 대표적인 파스텔 샤베트 톤인 아르데코 감각의 색

채 중 하나 였고 이러한 평범(Cho & Park, 1991) (Figure 46)

한 일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후 피코크 그린의 청록. 색은 

북유럽 자연의 색이며 현실을 반영한 색채이자 불안한 게르

다의 고민의 색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릴리의 의상도 코펜하. 

겐 시절에는 그레이와 다크 블루의 색상으로 자신의 정체성

을 고민하는 어두운 마음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의상. 

감독 델가도는 파리 시절에서는 보다 밝은 색채의 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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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으며 코펜하겐에서의 모노톤에서 변화를 주어 보다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고 설명한 바 있(Maneck, 2016)

다 게르다의 파리 화실에서의 빛과 편안한 핑크색과 같은 . 

부드러운 색조의 의상 그리고 릴리의 화려한 색(Figure 30), 

상은 코펜하겐 시절보다 즐거운 주인공의 심리 표현이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진정(Figure 18, 19, 39). 

한 여성의 몸을 갖기 위한 결심의 순간은 과도기적 올리브 

그린계열의 의상으로 릴리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Figure 

이후 노랑 스카프를 통한 색의 상징은 잘못된 몸에서 25). 

해방되어 완전한 여성으로의 소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매개

체로 그 역할을 했다고 본다(Figure 34, 35, 37, 39, 40, 41, 

47). 

Figure� 45.
Gerda’s� Fashionable� Friend�
(DVD captured by author)

� Figure� 46.
1920’s� Sophisticated� Dress� with� Geometric� Pattern.�

(Lewenhaupt, 1988, p.64) 

Figure� 47.
Lili� Wearing� Yellow� Scarf.
(DVD captured by author)

Figure� 48.� Colors� Change� Flow� of� Gerda’s� and� Lili’s� Costume

이처럼 영화 대니쉬 걸 의 주인공 의상의 색채미는 스토  < >

리에 근거하여 현실의 상징으로 어둡고 차가움을 유지하거

나 공간의 변화 심리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전이, 

를 시도하였다 의상의 색채적 상징을 통해 남성 (transition) . 

에이나르는 여성 릴리로 전이되었고 색채적 대조로 게르다

의 의상의 색채와 코펜하겐에서의 릴리의 의상의 색채는 현

실과 고민을 표현한 것이라 본다 가령 코펜하겐 차가움. ‘ ’ ‘ ’ 

노르딕 라이트 피코크 그린 은 영화 속 두 주인공의 현실‘ ’ ‘ ’

을 파리 따뜻함 창가의 빛 노랑 은 소망과 희망을 내포, ‘ ’ ‘ ’ ‘ ’ ‘ ’

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토리 흐름에 따라 코펜하겐에서 그리. 

고 파리에서 게르다와 릴리의 의상 색채변화와 그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 과 같다Figure 48 .



박혜원� 미장센으로서의�영화� 대니쉬�걸 의상�디자인과�미적�특성�/� < >� � � � � � � 13

아르데코�양식과�이국적�장식미3.�

영화 데니쉬 걸 의상의 기본은 아르데코 패션이다 앞서 < > . 

살펴 본 것처럼 푸아레 샤넬 파투 랑방 등의 디자인과 유, , , 

사한 의상들이 등장하고 델가도 자신도 랑방의 드레스를 염

두에 두었고 샤넬의 영향을 받았다 고 밝힌 (Fernades, 2015)

것처럼 의상은 아르데코 양식의 형태적 장식적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의상 뿐 아니라 인테리어와 공간 장식디자인에서도 . 

아르데코 양식과 이국적 장식미는 계속 등장하여 주인공의 

의상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주인공 인물의 배경이 되는 실내 . 

아치형의 장식과 철제 및 목재의 유려한 선 장식 도시의 , 

길거리에서 나타나는 직선적 구도와 건물 내의 아치와 회랑, 

그리고 이집트풍의 문양으로 장식된 이국적 느낌의 백화점 

등에서 당시의 아르데코 양식과 이국적 느낌을 배경에서 뒷

받침 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게르다가 그(Figure 26, 43). 

린 릴리의 인물 작품 에서도 단순하고 색채감 있(Figure 44)

는 아르데코 시대의 감각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의. 

상과 아틀리에의 배경에는 일본식 패턴의 파도문 꽃 새문, , 

양이 나타났다 게르다가 입은 라운지 가운에 표현된 아르데. 

코 양식의 패턴과 어우러져서 이국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

다 그리고 당시 유행이었던 투트마니아 (Figure 30). ‘

년 고대 이집트왕 투탄카멘의 무덤이 발(Tutemania: 1922

Figure� 49.�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Movie� <Danish� Girl>� Costume

굴되면서 유럽에 불었던 고대 이집트 유행현상 경향은 이)’ 

집트 상형문자와 같은 기하학적 패턴의 장식이 게르다의 일

상복의 장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린팅 무늬의 (Figure 31) 

데이 드레스에도 이러한 아르데코 장식미가 나타나고 있었

다(Figure 18, 37). 

형태적으로 의 게르다의 의상에서 아르데  Figure 5, 9, 11

코 양식의 원피스와 코트 등이 표현되고 있으며 Figure 19

의 헹커치프 헴라인 원피스 드레스의 장식과 Figure 21, 22

의 전형적인 오벌 라인 실루엣의 형태미는 초기 아르데코의 

감각이 나타난다 의 직선적 코트와 장식 그리. Figure 26, 27

고 시크한 아름다움도 아르데코 의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형태적으로는 단순한 직선형을 기본으로 둥. 

글고 부드러운 오벌 실루엣의 아르데코 의상의 스타일이 등

장하고 또한 가운에서 나타나는 일본적 동양적 장식미와 이, 

집트 장식의 표현은 아르데코의 이국취미가 의상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대니쉬 걸 의 두 주인공 의상은   < >

시공간적 배경을 충실히 표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 , 

전개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변화 여기에 의상의 미적 특성을 , 

통한 영화적 분위기를 충분히 표현하여 미장센으로서의 역

할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Figur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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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 이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제 회 < > 92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 , , 

편영화상 등 개 부문을 휩쓸며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세계4

에 널리 알렸다 이제 영화산업은 영상산업 뿐 아니라 제작. 

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

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화의상도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화의상의 학문적 발전과 미장. 

센으로서의 의상의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를 위해  영화 대니쉬 걸 의< > 주인공 의상에 나타난 디자인  

특징과 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 

께 실증연구로 영화 의상의 형태 색채 디테일과 장식의 디, , 

자인 특징을 살펴보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미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영화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년부터 년까지였고   1925 1931

공간적으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프랑스의 파리였다 화가. 

라는 주인공들의 직업과 북유럽적 자연경관 그리고 아르데, 

코풍의 건축 인테리어 등이 주인공의 의상을 뒷받침하고 있, 

었다 의상의 디자인 특징은 직선형과 코쿤형의 실루엣 차. , 

가운 색조와 노랑색의 대비 그리고 아르데코 장식의 디테일 

등으로 나타났다. 

두 주인공 게르다와 릴리의 의상에 나타난 실루엣을 중심  

으로 한 형태의 특징은 모두 년대 아르데코 스타일1920-30

의 전형적 직선형이 기본이었다 여기에 릴리의 의상은 풍성. 

한 실루엣과 허리를 조이지 않는 헐렁하고 유연하고 부드러

운 형태로 나타났다 게르다의 의상은 릴리의 의상에 비하여 . 

단순하고 소박하며 모던하였다 드레스의 길이는 주로 무릎 . 

아래에 위치하며 아틀리에나 집안에서의 실내용은 가운형태

의 편안한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에이나르 남성 가 릴리로 . ( )

전이되는 과정은 크림 베이지색의 허리가 강조되고 바지가 

풍성한 수트를 거쳐 단순하고 풍성한 여성복으로 이후엔 , , 

화려하고 자유로운 드레스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여성스러움

을 강조하였다.

의상의 색채는 피코크 그린의 청록 블루 등의 차가운 색  , 

채와 노랑색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영화의 스토리 전개와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둡고 차가운 북. 

유럽의 색채 감각과 이와 대비되는 선명한 노랑색의 영상 

배경의 활용은 의상과 함께 색채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였

다 스토리 전개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변화와 공간적 변화에 . 

따른 의상의 변화 역시 색채로 전개됨을 알 수 있었다 정. 

체성의 과도기에는 크림 베이지색 이후에는 올리브 그린의 , 

색채 그리고 노랑색으로의 변화를 통해 완전한 릴리로 변화, 

하는 상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청록계열과 다크 블루 블랙. , 

을 중심으로 한 게르다의 의상은 거의 변화를 겪지 않고 진

행되었고 릴리와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배경과 의상의 색채. 

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때로는 반대색으로 대비되어 

영상미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되고 싶은 릴. 

리의 소망을 상징하는 노랑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상의 디테일과 장식은 꽃무늬 기하학 무늬 등을 자수  , 

나 아르데코 프린트로 잘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소나무. , 

새 구름 파도무늬 등 일본풍 문양의 활용 이집트적 패턴, , , , 

상형문자와 같은 원시적 문양이 의상의 표면장식으로 활용

되어 이국적 취향의 아르데코 양식을 잘 나타내었다 이러한 . 

문양과 장식은 영화의 주인공들을 트렌디한 모던 아르데코 

여성이미지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고 본다. 

이상의 디자인 특징을 통하여 형성된 미적 특성은 형태적  

으로는 단순하고 유기적인 북유럽적 디자인의 소박성이 나

타났으며 도시적 직선적이 아닌 부드러운 단순미로 표현되

고 있었다 또한 차가운 아이시한 색채와 노르딕 라이트와 . 

오브제의 선명성으로 대변되는 북유럽적 색채 디자인은 현

실로서의 청록색과 소망으로서의 노랑색의 대비적 의상 색

채미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상과 배경에 나. 

타나는 아르데코 양식과 이국적 장식미 또한 본 영화의 중

요한 미적특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었다. 

영화의상의 역할이 주인공의 특성을 설명하는 시각적 매  

개체이자 영화의 분의기를 나타내는 미장센의 하나의 중요

한 요소로써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대니쉬 걸 의 의상은 < >

년대 코펜하겐의 젊은 두 화가의 평범하고 성실한 캐릭1920

터를 그대로 나타내 주었고 이후 게르다의 혼돈과 고민 릴, 

리의 방황과 소망과 내면의 여성성 부각을 유도해 내는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화의 미장센으로서 . 

의상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의. 

류학 연구에서 영화의상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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