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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siders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red carpet dress in 

China film festival. The research methods we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red carpet dress images collected from 2015 to 2019 on websites 

according to four criteria following previous research on red carpet dres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red carpet dress 

silhouettes showed that A-line silhouettes, slim silhouettes, and mermaid 

silhouettes appeared. Second, in terms of colors, one color, black, represented 

a higher proportion of the dress colors than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colors. Third, soft texture occupied the highest proportion of material textures, 

and combinations of materials with different textures were also used. In the 

case of patterns, the proportion of dresses without patterns was high, and 

natural patterns were found in the largest proportion. Beads and sequins 

accounted for most of the dress details,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various 

detail types such as embroidery, slits, ruffles, and belts were used in the red 

carpet dress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red carpet dresses worn at 

the China film festival were analyzed as sensual, elegant, decorative, and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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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예술성과 산업성을 내포하고 있는 영화는 현대 사회를 대표

하는 종합 예술의 산물로써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

변함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즉 한 국가의 . , 

영화산업의 발전은 그 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음

과 동시에 커다란 경제적인 수익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처럼 영화산업의 상업적 문화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 ,

있는 오늘날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로 중국의 영화산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영화산업은 년 들어 세계 제 위의 . 2010 2

영화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그 성장세를 가늠해보았을 시 , 

년대에는 세계 위 시장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2020 1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의 영화 산업 (Linnane, 2018).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 

히 상하이 국제 영화제 베이징 국제 영화제 금계백화영화, , , 

제는 중국내 대 국제 영화제라 명명되고 있으며3 Shin, 

2020; “10 Film Festivals,” 2020; “4 biggest movies,” 

2020 시상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을 비롯) 

하여 전 세계의 영화 산업과 관련된 여러 유명 인사들까지

도 참석하는 축제와 교류의 장으로 여러 언론 매체 및 대중

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중국 . , 

영화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 여배우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레드 카펫 드레스를 들 수 있다 레드 카. 

펫 드레스는 대중들에게 영화 속의 배역으로 각인되어 왔던 

여배우들의 특정 이미지를 탈바꿈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형

성시켜 줌과 동시에 한 시대의 이상적인 미를 표출하는 상

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여배(Lee, Kim, & Kim, 2016). , 

우의 레드 카펫 드레스는 그녀들의 패션 감각뿐만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반영하여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Son & Kim, 2011). 이에 따라 영화 

제에 참가하는 여배우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시대의 아름

다움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레드카펫 드레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배우들의 다양한 패션 연출을 살펴볼 수 있. 

는 영화제는 영화산업의 발전과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한 축

제적인 성격을 넘어 패션에 대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으로써 패션 산업의 발전과 부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영화제 및 레드 카펫 드레스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영화제 또는 미국의 영화제의 여배우들이 착

용한 레드 카펫 드레스를 중심으로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

(Chung & Kim, 2005; Kim, 2016; Lim, 2011; Park & 

하거나 한국의 미적 요소를 Ko, 2013; Son & Kim, 2011)

접목한 레드카펫 드레스를 개발하는 연구(Cha, 2011; 

Jeong, 중화권 영화제의 레드 카펫 드레스를 개발하 2015), 

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영화제에 나타(Wang, 2014) . 

난 레드카펫 드레스의 연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 영화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Wang, 

의 경우 중국 대만 홍콩을 대표하는 영화제의 레드 2014) , , , 

카펫 드레스의 분석을 통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선행연구의 종합적인 방향성은 미국 또는 한국 영화. 

제의 선행연구는 디자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 , 

영화제의 선행연구는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

었다 이에 전 세계적으 로 영화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 

고 있는 중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

펫 드레스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앞서 고찰한 중국 . , 

영화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그 범위를 중국 대만 홍콩 등 , , 

중화권을 토대로 레드 카펫 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국 내 영화제의 범위와 기

간 연구의 방향성에 있어 그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에서 대 중국 영화제라고 일컫는   3

금계 백화 영화제 베이징 영화제 상하이 영화제에 나타난 , , 

중국 여배우들의 레드 카펫 드레스를 토대로 디자인의 분석 

기준에 준거하여 미적 특성을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를 토대로 중국 대 영화제에 나타난 중국 여배우들의 드레3

스 코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

의가 있다.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제의 개념  . , 

과 역사 중국의 대 영화제 및 레드 카펫 드레스의 의미와 , 3

변천 과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중국 영화. , 

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디자인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분석 기준을 정립하

고 이에 입각하여 디자인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이를 토, . , 

대로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미적 특성

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중국 영화제 및 레드 카펫 드레스에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선행 연구 논문 인터넷 기사 및 전, , ․
문 서적을 토대로 수행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최근 년간 5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 사이트(www.baidu.com, 

www.cntv.cn, www.xinhuanet.com, www.people.com.cn, 

www.haibao.com 를 통하여 수합한 중국의 대 중국 영화) 3

제의 레드 카펫 드레스 이미지 자료 장을 중심으로 정량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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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성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론적�배경II.�

영화제의�의미와�중국�영화제에�관한�일반적인�고찰1.�

영화제의 개념과 역사1) 

영화제란 영화의 작품을 모아서 그 우열을 겨루거나 제작“ , 

자 감독 출연자 등의 친선과 교류를 꾀하기 위한 행· ·

사”(Doo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 2005, p.1681)

를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는 제작자 감독 배우들이 . Kim(1999) · ·

초청되어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되고 심포지엄 시상식 , , 

및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는 하나의 축제라고 기술하였다. 

는 영화제란 관객에게 영화를 공개하여 최종 결정Lee(2005)

을 내리는 것으로 단순히 상을 수여하는 영화 시상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영화제란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 

관객들도 함께 참여하는 문화 예술의 장으로서 객관적인 관

점으로 영화의 예술적인 측면인 작품성과 산업적인 측면의 

대중성을 동시에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축제하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영화제가 함양하고 있는 영향력은 자국의 영화산  

업 발전 및 영화제가 개최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더 나, 

아가 국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영화제의 시발점은 미국의 . 

할리우드의 에 의해 발족된 아카데미 영화Louis B. Mayer

제에서 찾을 수 있다 는 년 영화 관계. Louis B. Mayer 1927

자들과 영화 예술의 기술 향상과 영화계에 공헌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비영리조직 아카데미 영화예술과학협회를 창

설 하였다 년 첫 아카데미 시상식이 거행되(Lee, 1993) . 1929

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오스카 라 명명되는 인간 입상의 트, ‘ ’

로피를 수여하게 된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 영화산업의 . 

발전과 번영을 위해 수많은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중국 영화제의 현황 및 특징2) 

중국의 영화제는 년 백화 영화제가 가장 최초1962 (“China 

golden rooster 로 시작되었다 중국 영화제는 공산당,” n.d.) . 

과 정부가 영화제의 조직위원회와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 영화제와는 차별성을 함양하고 (Kang, 2014)

있으며 영화를 국가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 ,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국제아동영화제 상. , 

하이영화 평론가상 창춘 국제 영화제 금계 백화 영화제, , , 

상하이 영화제 베이징 대학생 영화제 중국영화화표상 베, , , 

이징 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다. 

양한 중국 영화제 중에서 금계 백화 영화제 상하이 영화제, , 

베이징 영화제는 중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전문성을 함

양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제(“4 biggest movies,” 

2020; “10 Film Festivals,” 2020; Shin, 2020 라 불리고 있)

다. 

금계 백화 영화제는 홍콩 영화 금상장과 타이완 금마장과   

함께 중화권의 대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 년 중국 3 , 1992

정부의 주도하에 중국영화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금계장과 

영화 잡지 의 후원으로 진행된 백화장이 ‘Popular Cinema’

하나로 통합되어 개최된 영화제이다(Rui, 2019; “The 

금계 백화 영화제는 통합되기 전 golden rooster,” 2018). 

각 영화제에서 진행하였던 선정 방법을 격년제로 도입하여 

홀수년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짝수년에는 대중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상자를 선정 함으로써 (Wang, 2014)

금계장과 백화장 영화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영화제. 

의 수상자에게는 금닭을 형상화한 진지지앙이 수여된다

(Shin, 2020). 또한 금계 백화 영화제는 매년 중국의 대도 , 

시를 순회하며 개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중국 , 

및 해외 신작 영화 전시회 학술 세미나 국제 문화 교류 및 , , 

문화 공연을 통합하여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

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China golden rooster,” n.d.; Shin, 

2020 년에 시작된 상하이 국제 영화제는 국제 영화 ). 1993

제작자 협회가 인정하는 비전문 국제 영화제로 도쿄 국제 

영화제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루는 영화제

로 성장하였다(“Shanghai iternational film festival,” 2017; 

상하이 국제 영“Shanghai iternational film festival,” n.d.). 

화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개의 국제 영화중의 하나로15

써 이 영화제의 수상자에게는 중국 고대에 금으로 만든 술

잔을 형상화한 진쥬에지앙이 수여된다(Shin, 2020). 상하이 

국제 영화제는 중국 상하이 자치 정부와 상하이 문화방송영

화그룹이 공동 주관하며 영화의 축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 

포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조직하여 중국영화산업, 

의 성장을 이끌고 중국 최대의 국제도시인 상하이의 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Berry & Robinson, 

2005; Rui, 2019;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베이징 국제 영화제는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지원과 2019). 

후원으로 년에 설립된 국제 영화제이다2011 (“Beijing 

베이징 국제 영화제는 매international film festival,” n.d.). 

월 월경에 개최되며 이 영화제의 수상자에게는 하늘에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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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지내는 제단을 형상화한 티엔탄지앙이 수여된다(Shin, 

베이징 국제 영화제는 약 편의 응모작과 초청작2020). 800

이 선정되고,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기간에 영화에 

대한 강의 및 학술 포럼 영화 음악 콘서트 등의 영화와 관, 

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 교류를 촉진하

고 있다(“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8; Berry 

& Robinson, 2005; Shin, 2020). 

레드�카펫�드레스의�의미와�변천�과정2.�

레드 카펫 이란 공식 행사에서 저명한 (“Red carpet,” 2018) “

인사를 환영하기 위한 보행로에 설치해놓은 붉은 융단 을 ”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 

가 집필한 중에서 이 트로이 Aeschylos Oresteia Agamemnon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개선해서 돌아올 시 빨간 길을 걸었던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유럽 왕실에서는 귀빈을 환영하는 의, 

미를 레드 카펫을 통하여 표출하였다고 전해진다(Kim, 

2016; Park & Go, 2013; Son & Kim, 2011). 

즉 영화제에서의 레드 카펫은 영화제의 명예와 권위를 나 , 

타내는 표상적인 의미와 영화제에 참가하는 제작자 감독, , 

출연자에게 극진한 환대와 영접을 나타내기 위함(Kim,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화제에 초대되어 2016; Lim, 2011) , 

레드 카펫의 위를 거닐 수 있는 이들 또한 명예를 얻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제에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레드 카펫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는 것으로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과시

하며 선보이는 여배우들의 레드 카펫 드레스이다 영화제에 . 

참여하는 여배우들은 영화제 시상식에 입장하기 전에 자신

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화려한 드레스

를 착용하고 레드 카펫의 위를 걷게 된다 영화제에 참가하, . 

는 여배우들의 레드 카펫 드레스가 주목을 받는 배경은 미

지어 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전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스

타가 개인적 욕망과 취향을 이끌어내고, 문화적 이데올로기

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음으로 문화산업의 주체로 존재하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시각적 표현 매체로 인지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패션의 유행을 선도(Kim, 2007). , 

하는 이들은 여배우들과 깊은 관계성을 갖는데, 여배우들이 

제시한 패션 스타일을 통하여 유행 흐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여배우들을 추종하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 

이 패션과 관련된 일련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Baik & Lee, 2009).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 

업적인 측면으로 스타를 활용함에 따라 나타난 워너비 현상

은 여배우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의 모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여배우의 외모로 성형하는 현상까지

도 나타났다 이처럼 (Ko, 2011). 패션계 뿐만 아니라 대중들

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레드 카펫 드레스는 그들이 착용

한 의상부터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슈즈 등 당대 , , , 

최고의 스타일 을 선보이는 것으로 영화 속 인(Park, 2011)

물에 동화되어온 여배우들의 고정된 이미지를 대중들의 심

상에 지속시키거나 때론 다른 이미지로 변화할 수 있는 효, 

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레드 카펫 드레스는 영화제가 시작하였던 처음부터 주목  

을 받은 것은 아니다 레드 카펫 드레스가 주목을 받고 정. 

착되기 시작한 것은 영화제의 시발점인 미국의 할리우드 영

향으로부터 기인된다 년 제 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 1931 3

우주연상을 통보받은 여배우 는 자신의 영화Norma Sheare

에서 착용한 드레스와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드레스를 

착용하기를 원하였다 영화사의 전속 의상 디자이너 . Glibert 

는 Adrian Figure 1과 같이 그녀가 시상식에서 입을 황금색 

드레스를 디자인하였고 이 드레스가 언론과 대중들의 지대, 

한 관심을 받음으로써 는 시대를 선도하는 Norma Sheare

롤 모델이 되었다 이후 년간 영화사에 소속(Kim, 2016). 30

된 여배우들은 영화사의 의상담당에게 자신들의 시상식을 

위한 드레스를 의뢰하게 되었다(Cosgrave, 2007/2009) 오. 

늘날 여배우들은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나 세계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로부터 영화제에 착용할 드레스의 협찬을 받고 있

는데 이처럼 패션 디자이너와 여배우들 간의 협력 관계가 , 

시작된 시기는 차 세계대전 후 년 제 회 오스카 시2 , 1951 23

상식에서 처럼Figure 2 의 를  Christian Dior cocktail dress

착용한 가 시발점으로 알려져 있다Marlene Dietrich

(Cosgrave, 2007/2009) 년 시대의 발명품인 텔레비전. 1953

을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방송을 개시하게 된 이후 여배, 

우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높여줄 수 있는 드레스를 더욱더 

갈망하기 시작하였으며 패션 디자이너와의 협력 관계가 더, 

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Kim, 2016). 

과 를 들 수 있는데Audrey Hepburn Givenchy , 은 Figure 3

년에 제 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방시가 디자인한 1954 26

화이트 컬러의 프린세스 실루엣 드레스를 착용하여 그녀만

의 심플하면서도 청순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연출하였다. 거

의 모든 영화와 시상식에서 가 디자인한 옷을 입Givenchy

은 은 이를 통해 우아하고 세련된 자신만Audrey Hepburn

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하였고 또한 세계적인 , Givenchy 

디자이너 브랜드로써 인지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여배우들이 착용하는 레드 카펫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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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orma� Shearer‘s� Dress�

by� Gilbert� Adrian
(www.janeaustenfilmclub.blogspot.kr)

Figure� 2.�
Marlene� Dietrich‘s� Dress�

by� Christian� Dior
(www.reneepatrickbooks.com)

Figure� 3.
Audrey� Hepburn‘s� Dress�

by� Givenchy
(www.en.wikipedia.org)

스는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드레스의 제작 과정 패, 

션 디자이너의 인터뷰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스 등 ,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레드 카

펫 드레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 

라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들 또한 영화제

에 참가하는 여배우들에게 레드 카펫 드레스를 협찬하여 기

업의 홍보나 이미지 증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영화제에�나타난�레드�카펫�드레스의�III.�

디자인�분석

본 장에서는 레드 카펫 드레스의 디자인 분석을 위하여 디

자인 분석과 관련한 선행 연구(Chung & Kim, 2005; Lee, 

2005; Lim, 2011; 를 중심으로 마련한 실루엣Kim, 2016) , 

색채 소재 질감 및 문양 디테일의 분석 기준을 토대로 레, ( ), 

드 카펫 드레스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중국 영. 

화제에 나타난 레드카펫 드레스의 이미지 수집은 본 연구진

이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www.baidu.com, 

www.cntv.cn, www.xinhuanet.com, www.people.com.cn, 

www.haibao.com 를 통하여 년부터 년까지 최근 ) 2015 2019

년간 이미지를 수합하였다 본 연구의 사료의 분석은 패션 5 . 

전공 석사급 인 박사급 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해3 , 2

상도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다고 판단된 총 장의 이미지392

를 최종 선정하였고 앞서 설정한 연구 분석 기준을 토대로 

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석 요인을  

대표하는 이미지 장을 그 사례로 제시하였다35 .  

실루엣1.�

실루엣은 의복의 전체적인 외형이나 윤곽“ ”(Doo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 2005, 을 뜻하는 것p.1143)

으로 의복의 착장자의 신체적 형태에 따라 결정되거나, 독립

적으로 형성된 의복의 아이템들의 조합을 통하여 새롭게 구

성된다(Lee, 1999).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실루엣은 A-

라인 실루엣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43.11%)

며 그 다음으로 슬림 실루엣, (38.52%), 머메이드 실루엣

엠파이어 실루엣 버슬 실루엣(9.94%), (5.36%), (1.28%), Y-

라인 실루엣 라인 실루엣 의 순으로 나타(1.02%), T- (0.77%)

났다(Table 1).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라인 실루엣의 경우   , A- Figure 4

처럼 웨이스트라인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레스가 길고 넓게 

퍼지는 형태로 여성의 우아한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슬림 . 

실루엣은 와 같이 드레스가 여배우의 신체에 밀착Figure 5

되어 밑단까지 타이트하게 좁아지거나 처럼 신체에, Figure 6

서 자아내는 유연한 곡선에 따라 드레스를 자연스럽게 늘어

뜨리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배우의 신체를 보다 가

늘고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머메이드 실루. 

엣의 경우 와 같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신체에 밀착Figure 7

되고 무릎 아래로 러플을 통한 풍성한 실루엣의 여배우의 

신체미 뿐만 아니라 의복의 선에 의해 형성되는 아름다움까

지도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럼 하이 웨이스트 . Figure 8

라인 아래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가 돋보이는 엠

파이어 실루엣이나 과 같이 힙 부분에 과장된 러플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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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the� Red� Carpet� Dress� Silhouettes� at� the� China� Film� Festiv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392)

Silhouette N(%) Silhouette N(%)

A-line 169(43.11) Bustle 5(1.28)

 Slim 151(38.52) Y-line 4(1.02)

Mermaid 39(9.94) H-line 4(1.02)

Empire 21(5.36)

Figure� 4.�
A-line�

Silhouette�
(www.babylyf.

com)

Figure� 5.
Slim�

Silhouette� 1�
(www.baijiahao.

baidu.com)

Figure� 6.
Slim�

Silhouette� 2
(www.ent.qq.

com)

Figure� 7.
Mermaid�
Silhouette

(www.ent.qq.

com)

Figure� 8.
Empire�

Silhouette
(www.m.sohu.

com)

Figure� 9.�
Bustle�

Silhouette
(www.sohu.

com)

Figure� 10.�
Y-line

Silhouette
(www.taian.

dzwww.com)

을 매치한 버슬 실루엣의 형태 처럼 롱 앤 슬림, Figure 10

스커트에 풍성한 실루엣이 형성되는 발칸 블라우스의 매치

를 통한 라인 실루엣을 살펴볼 수 있다Y- .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는 주로 여배우의 몸매 라인을 강조되거나 곡선의 형, 

태미가 돋보이는 실루엣의 드레스를 많이 착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색상2.�

색상이란 어떤 빛깔을 다른 빛깔과 구별하는데 근거가 되“

는 빛깔의 특질”(Doo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 

2005, 을 의미하는 것으로 색상의 정보는 상대방게 p.1261)

감정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Kwon, 2008).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색상은 단일 

색상의 비중이 85.2 로 복합 색상의 조합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단일 색상의 경우 블랙이 로 가장. , 21.17%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이트 색상이 , 

로 나타났다 복합 색상의 경우 블랙의 색상과의 조19.64% . , 

합이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블랙8.19% , 

과 화이트의 조합이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외에5.36% . 

도 흰색 이나 노랑색과의 조합 또는 가지 이(1.8%) (0,77%) 2

상의 다채로운 색상들을 활용한 형태도 살펴볼 수 있었다

(Table 2).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과 같이 층층이 플레어  Figure 11

가 레이어드된 드레스에 블랙 색상을 활용하여 의복에서 자

아내는 풍성함을 시각적으로 완화시켜주거나 역으로 , Figure 

처럼 여유가 있는 실루엣에 화이트 색상을 적용하여 여배12

우의 왜소한 신체적인 특성을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복합 색상의 결합의 경우 . Figure 

와 같이 드레스 내부에서 블랙과 흰색의 부분적인 결합을 13

시도하거나 처럼 흰색의 드레스 위에 블루 계열의 , Figure 14

포인트 장식을 배치한 형태 와 같이 상하 아이템, Figure 15

에 다른 색상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인 . 

색상의 경우 처럼 드레스에 활용된 소재에 적용된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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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색상 또는 와 같이 드레스의 부분적인 디Figure 16

테일에 적용된 다양한 색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색상은 단일 색상 중 블랙이나 화이트의 무채색 

색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2.� Analysis� of� the� Red� Carpet� Dress� Colors� at� the� China� Film� Festiv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392)

Single� Color N(%) Multi� Color N(%)

Black 83(21.17) Black+White 21(5.36)

White 77(19.64) Black+Yellow 3(0.77)

Blue 28(7.14) Black+Reddish Purple 3(0.77)

Red 28(7.14) White+Blue 3(0.77)

Pink 28(7.14) Black+Pink 2(0.51)

Reddish purple 27(6.89) White+Yellow red 2(0.51)

Yellow 19(4.85) Yellow+Pink 2(0.51)

Gray 10(2.55) Black+Red 1(0.26)

Blue green 9(2.30) Black+Blue green 1(0.26)

Yellow red 8(2.04) Black+Yellow red 1(0.26)

Gray 8(2.04) White+Yellow 1(0.26)

Green 8(2.04) White+Gray 1(0.26)

Purple blue 1(0.26) Yellow+Reddish Purple 1(0.26)

Multiple colors 16(4.08)

Figure� 11.�
Black� Color

�
(www.baijiahao.

baidu.com)

Figure� 12.�
White� Color

(www.nm.people.

com.cn)

Figure� 13.�
Black� and�White�

Color� 1
(www.m.sohu.

com)

Figure� 14.�
White� and� Blue�

Color
(www.ent.cri.cn)

Figure� 15.�
Black� and�White�

Color� 2
(www.life.haibao.

com)

Figure� 16.�
Multiple�
Colors� 1

(www.sohu.com)

Figure� 17.�
Multiple
Colors� 2

(www.douban.

com)

이는 시각적으로 확장과 축소의 효과가 있는 블랙 색상과 

세련미와 청순미를 자아내는 화이트 색상의 감성적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영화제의 . 

여배우들은 자신의 외형적감성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
수단으로 색상을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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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3.�

질감3-1.

질감이란 재질의 차이에서 받는 느낌“ ”(Doo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 2005, 을 의미하는 것으로 촉p.1724)

각인 동시에 촉각을 통한 시각적 감각 전이로 느끼게 된 물

체가 갖는 표면적인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Kwon, 

1989).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질감은 의복 

재질과 시각적인 측면의 관계성을 분석한 Oh and 

의 연구에서 제시한 부드러운 투명한 반짝이는Lee(2002) , , , 

딱딱한 소재의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4 . 

분석 결과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가 로 가장 많은 비, 52.3%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드러운 소재와 투명한 소재의 조

합 부드러운 소재와 반짝이는 소재의 조합  27.04%, 

13 반짝이는 소재와 투명한 소재의 조합 부드.52%, 5.1%, 

러운 소재와 딱딱한 소재의 조합 딱딱한 소재와 투 1.02%, 

명한 소재의 조합 로 분석되었다1.02% (Table 3). 

Table� 3.� Analysis� of� the� Red� Carpet� Dress� Textures� at� the� China� Film� Festiv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392)

Single� Texture N(%) Multiple� � Texture N(%)

Soft 205(52.3) Brilliant and transparent 20(5.1)

Soft and transparent 106(27.04) Soft and hard 4(1.02)

Soft and brilliant 53(13.52) Hard and transparent 4(1.02)   

Figure� 19.�
Soft

(www.sohu.

com)

Figure� 20.�
Soft� and�

Transparent� 1
(www.yule.sohu.

com)

Figure� 21.�
Soft� and�

Transparent� 2
(www.pic.haibao.

com)

Figure� 22.�
Soft� and� Brilliant�

1
(www.19lou.

com)

Figure� 23.�
Soft� and� Brilliant�

2
(www.m.sohu.

com)

Figure� 24.�
Brilliant� and�
Transparent

(www.luxury.

zdface.com)

Figure� 25.�
Soft� and� Hard

(www.miniimg.

eastday.com)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부드러운 소재의 경우 Figure 19

처럼 매끄러운 질감의 무광택의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부드, 

럽고 투명한 소재의 조합은 과 같이 드레스에 부Figure 20

분적으로 시스루 소재를 적용하거나 처럼 드레스 Figure 21

위에 전체적으로 내부가 투영되는 시스루 소재를 조합한 형

태로 나타났다 부드럽고 반짝이는 소재의 조합은 . Figure 22

와 같이 광택감이 나타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처Figure 23

럼 드레스 위에 발광의 특성을 지닌 장식을 적용함을 들 수 

있다 반짝이고 투명한 소재의 결합은 처럼 망사나 . Figure 24

레이스와 같은 시스루 소재와 실키하고 광택감이 도는 소재 

또는 비즈와 같은 장식적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드러운 소재와 딱딱한 소재의 조합은 와 같이 Figure 25

부드러운 소재에 두께감이 있는 심지를 접착함으로써 드레

스의 구조감과 볼륨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질감은 

주로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를 활용하여 신체를 따라 형성되

는 유연한 실루엣을 강조하며 내부가 비치는 표면감 또는 , 

비즈와 같은 장식의 발광성이나 은은한 광택의 질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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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재질감을 함양한 소재들. 

의 절충을 통해 창출된 결과물은 단조로울 수 있는 드레스

에 새로움을 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화제에 참가하는 , 

다른 여배우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연

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문양3.2. 

문양이란 옷감에 장식으로 꾸미는 여러 가지 모양“ ”(Doosan 

을 의미하는 것Dong-A editorial department, 2005, p.843)

으로 관찰자에게 그 사물이 눈앞에 존재하지 않아도 문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Jang, 2016).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문양은 문양이 

없는 드레스가 로 나타났으며 문양이 있는 드레스는 63.78% , 

로 분석되었다 문양이 있는 경우 자연적인 문양이 36.22% . ,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추상적인 24.73% ,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한 가지 이상의 다양5.87%, 4.85%, 

한 문양들이 표현된 복합적인 문양 의 순으로 0.77% 분석되

었다(Table 4). 

Table� 4.� Analysis� of� the� Red� Carpet� Dress� Patterns� at� the� China� Film� Festiv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392)

Pattern N(%) Pattern N(%)

Plain 250(63.78) Geometric 19(4.85)

Nature 97(24.73) Complex 3(0.77)

Abstract 23(5.87)   

Figure� 26.�
Flower�
Pattern

(www.m.sohu.

com)

Figure� 27.
Butterfly�
Pattern

(www.pic.

haibao.com)

Figure� 28.�
Leopard
Pattern

(www.pic.

haibao.com)

Figure� 29.�
Abstract�
Pattern� 1
(www.pic.

haibao.com)

Figure� 30.�
Abstract�
Pattern� 2

(www.baijiahao

.baidu.com)

Figure� 31.�
Geometric�
Pattern� 1
(www.pic.

haibao.com)

Figure� 32.�
Geometric�
Pattern� 2
(www.pic.

haibao.com)

Figure� 33.�
Complex�
Pattern

(www.star.haib

ao.com)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자연적인 문양의 경우   Figure 26

나 과 같이 자수나 프린팅을 통하여 꽃이나 나비 Figure 27

문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형태 또는 처럼 동물 Figure 28

표피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얼룩말 문양을 적용한 형태를 들 

수 있다 추상적인 문양은 와 같이 다양한 형태감. Figure 29

을 띄고 있는 선과 면의 이질적인 조합으로 형성된 문양이

나 처럼 드레스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파장형의 선Figure 30

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문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하학. 

적 문양의 경우 와 같이 형형색색으로 그라데이션Figure 31

된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양 또는 처럼 Figure 32

무채 색상으로 이루어진 격자 패턴 위에 붉은 색과 흰색 선

의 봉제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인 입체감이 표출되

는 문양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복합적인 문양의 경우. , Figure 

처럼 블랙 드레스의 하단에는 나뭇잎 형상의 자연적인 패33

턴과 상의 부분에 격자 모양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절충한 

형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여배우

들은 문양이 없는 경우를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문양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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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드레스의 경우 자연의 문양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양에서 자아내는 아름다움보다는 여. 

배우 본연의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함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문양 중 꽃이나 나비와 같. , 

이 유연한 곡선미가 가미된 상징체의 접목은 자연물의 특성

뿐만 아니라 곡선에서 자아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은유적

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디테일4.�

디테일이란 부분이나 세부를 뜻하는 것으로 복식에서는 부, 

분적인 측면을 의미한다(Fashion Specialized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1997)고 할 수 있다 즉 의복의 . , 

장식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 구성 시 내부에 형

성되어 있는 장식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Cho, 

2006).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디테일은 디테일

Table� 5.� Analysis� of� the� Red� Carpet� Dress� Decoration� at� the� China� Film� Festiv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392)

Detail N(%) Detail N(%)

Plain 133(33.93) Shirring 15(3.82)

Beads & spangle 95(24.23) Fringe 8(2.04)

Embroidery 43(10.97) Flounce 8(2.04)

Slit 28(7.14) Feather 6(1.53)

Ruffle 27(6.89) Corsage 5(1.28)

Frill 20(5.11) Pleats 5(1.28)
  

Figure� 34.
Spangle

(www.sohu.

com)

Figure� 35.
Beads

(www.pic.haibao.

com)

Figure� 36.�
Embroidery

(www.pic.haibao.

com)

Figure� 37.
Slit

(www.photo.

eastday.com)

Figure� 38.�
Ruffle

(www.gz.

bendibao.com)

Figure� 39.�
Frill�

(www.baijiahao.

baidu.com)

Figure� 40.�
Shirring

(www.tanqub.

com)

이 없는 드레스가 로 나타났으며 디테일이 있는 드33.93% , 

레스는 로 분석되었다 디테일이 있는 경우 비즈와 66.07% . , 

스팽글 장식이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수 24.73% , 

슬릿 러플 프릴 셔링 10.97%, 7.14%, 6.89%, 5.11% 

프린지와 플라운스가 각각 깃털 코3.82%, 2.04%, 1.53%, 

사지와 플리츠가 각각 순으로 분석되었다1.28% (Table 5).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와 처럼 비즈  Figure 34 Figure 35

와 스팽글이 드레스 전체 또는 드레스의 일부분에 적용되어 

단조로울 수 있는 드레스에 고급스럽고 화려함을 더하는 장

식적인 요소로 활용됨을 살펴볼 수 있다 자수는 . Figure 36

과 같이 특정 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기법으로 

활용하거나 슬릿의 경우 처럼 슬림 실루엣 드레스, Figure 37

의 하단에 절개를 주어 신체를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 여성

의 신체에서 자아내는 관능미를 강조하였다 러플이나 프릴. 

의 경우 나 와 같이 드레스의 치마 부분Figure 38 Figure 39

에 규칙적인 형태 또는 사선으로 매치되어 여성의 우아함을 

높여주는 장식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곡선의 율동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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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셔링의 경우 처럼 드레스에 . Figure 40

자연스러운 곡선을 형성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대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여배우

들은 디테일이 없는 드레스 또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디테일이 있는 드레스의 경우 비즈나 스팽글의 , , 

장식이나 자수 또는 의복 구성에 있어 변형을 통한 디테일, 

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영화제에�나타난�레드�카펫�드레스의�미적�특성.�Ⅳ

앞장에서 고찰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의 미적 특성에 대한 정성

적 고찰을 수행한 결과 관능미 우아미 장식미 단순미의 , , , , 

네 가지 특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 관능미이다 관능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성적인 . “

감각을 자극하는 아름다움”(Doosan Dong-A editorial 

으로 정의된다 인간의 신체는 사department, 2005, p.164) . 

람들 간에 가장 직접적인 미적 경험의 의미를 생산하는 기

제이며 문화적 또는 사회적인 주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Choi, 2005). 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사회Shilling(1993)

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사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나의 물, 

질적 현상이라 주장하였다. 여배우들에게 신체는 그녀들의 

연기에 대한 역량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 

이는 자신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기억되

기를 바라는 심리적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 

중과 여배우의 밀접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

기도 한다 영화제에서 나타나는 여배우들의 신체적 특질은 . 

당대의 몸에 대한 미의 이상향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새

로운 신체적 미의 기준을 정립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 

레드 카펫 드레스는 여배우의 아름다운 인체미를 구현하고 

자신감과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Son & 

이를 통하여 여배우들은 대중들과의 관계적 의Kim, 2011). 

미를 형성하고 그 시대에 현존하는 미의 가치를 표출한다고 , 

할 수 있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 관

능미는 Figure 6와 같이 신체에 밀착되는 실루엣을 통하여  

신체의 볼륨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Figure 처럼 시 21

스루 소재의 사용 또는 , 처럼 Figure 36, 37 슬릿이나 베어 

백 스타일을 통하여 신체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표현을 들 

수 있다. 즉 레드 카펫 드레스는 , 대중들에게 관능적인 여성

의 미를 해독할 수 있게 하는 표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아미이다 우아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운 품위  , . “

와 아취가 있는 부드럽고 고운, ”(Doosan Dong-A editorial 

으로 정의된다 은 우아department, 2005, p.1766) . R. Bayer

미의 근본 조건으로 섬세 미묘 연약의 성질 등을 언급하고 , , 

있으며 은 미의 변, Earl of Listowl(as cited in Choi, 2014)

용으로 섬세한 곡선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Ko and 

은 우아란 기교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형성Kim(2004)

되는 품위 있고 자연스러운 세련미와 여성적인 매력미로 연, 

약 섬세 경쾌 부드러운 등의 감성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 , 

였다 즉 우아미란 은폐와 노출을 통해 성적 매력을 발산하. , 

는 관능미와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섬세 연약 부, , , 

드러움 온화함 유연하고 섬세한 곡선 고상하고 기품이 있, , , 

는 등 여성이라는 감성적인 접근을 통하여 표출되는 아름다

움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

스의 우아미는 Figure 5, 9와 같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 

으로 우아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아내거나, Figure 12, 13

처럼 품격이나 격식을 자아낼 수 있는 무채색 색상의 접목, 

Figure 처럼 러플이나 프릴의 장식에서 형성되는 유 20, 38

연한 곡선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 중국 영화제에 나

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우아미는 드레스의 조형적인 측면

에서의 은유적 표현과 함께 여배우의 포즈나 표정 몸짓 등, 

과 같은 품행과 조화를 이룰 시 그 특질을 표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우아미는 착장자의 외모와 , 

의복간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여배우 본연, 

의 우아함을 한층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식미이다 장식이란 인간의 심상 속에 존재하는 , . 

자아 또는 미적 취향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 으, (Kim, 2012)

로 추상과 감정이입이라는 인간의 지적 사고 과정을 통하여 

표상화된 시각적물질적 결정체 라고 할 수 있(Kwon, 1998)․
다 장식은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어떠한 본질적. 

인 대상에 추가적으로 결합 되어 외면적표면적(Park, 1981) ․
인 형식미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피장식된 형태, 

를 미화시키는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Read (1932/ 

는 장식되는 대상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1998) , 

어떠한 유형의 장식이든 장식되는 대상과의 조화를 이루어 

연계해야만 장식 그 본연의 존재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즉 장식미란 미적 이상향을 이루고자하는 인간의 표현의지, 

나 조형의식의 거울이라 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대상과의 , 

조화 속에 사물 본연의 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

펫 드레스의 장식미는 와Figure 33, 34 같이 비즈나 스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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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목, Figure 17, 35처럼 자수나 디지털 프린팅을 통한 

문양의 활용 또는 과 같이 이질적인 소재들의 절Figure 18

충 처럼 드레스에 프릴이나 러플 슬릿, Figure 36, 37, 38 , , 

셔링을 통한 다변화의 시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중국 레. 

드카펫 드레스에 나타난 장식미는 단조로울 수 있는 드레스

에 다양한 조형미를 더해주어 심미성을 증진시켜주거나 또, 

는 드레스의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된 이미지를 위한 토털 

코디네이션의 역할을 한다 이는 여배우만의 독자적인 스타. 

일을 형성하고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각적 유인이자 자기표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미이다 단순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잡, . “

하지 않고 간단함”(Doo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 

으로 정의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2005, p.539) . 

상가인 는 미를 관계들의 지Diderot(as cited in Lee, 2014)

각이라 명명하였는데 단순해 보이는 시각적 대상은 단순해 , 

보이도록 만드는 여러 요소들의 명료하고 정돈된 상호 관계 

속에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단순미가 발현된

다고 하였다 게쉬탈트 심리학에서의 . Pragnanz(as cited in 

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지각적 조직Kim, 1998)

화는 대상을 지각함에 있어 각각 분리된 환원적 요소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닌 체계화된 전체로써 가장 단순한 전체 , 

형태로 조직화하여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 Fiore 

는 복식디자인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 대해 (2010)

언급하였는데 의복에서의 단위란 선과 형태 색채 소재 등 , , , 

형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위의 흥, 

Table� 6.�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d� Carpet� Dress� at� the� China� Film� Festival� �

Aesthetic� Characteristics Contents

Sensuality
-The representational meaning that allows the public to decipher the sensual 

beauty of women

Elegance

-The role of a helper that can further highlight the natural elegance of the 

actress, implemented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between the appearance 

of the actressand clothing

 Decoration

-Total coordination for the overall harmony and unified image of dresses and 

improving aesthetics by adding various formative beauty to monotonous 

dresses

Simplicity
-The auxiliary means to enhance the visual accessibility of the actress’ beauty 

through the simplification of dress design

미정도 단위의 수 단위들 간의 결합이며 단위의 흥미 정, , , 

도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단위의 수를 줄이거나 단위들 간의 , 

결합을 증가시킬시 복식다자인의 단순성이 높아진다고 하였, 

다 결과적으로 단순미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제거나 . 

배제가 아닌 요소들 간의 조화롭고 통일적인 관계와 질서를 , 

통해 하나의 조직화된 구조로의 환원을 의미하며 완성된 형, 

태가 단순한 형태의 총체적 시각결과로 인지될 시 아름다움 ,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단순미는 Figure 11, 

과 같이 13 장식미가 배제된 실루엣이나 처럼 단일Figure 19

적인 소재의 접목 또는 과 같이 , Figure 36 절제된 노출을 

통하여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Figure 16처럼 

무채색 색상의 대비를 통한 표현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중. 

국 레드카펫 드레스에 나타난 단순미는 의복에서 부여되는 

장식적인 요소들의 최소화하여 현대적인 감각의 모던함을 

표출함과 동시에 여배우 본연에서 자아내는 이미지가 보다 

명료하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영화제. , 

의 드레스에 나타난 단순미는 의복의 디자인적인 측면의 단

순화를 통하여 영화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배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즉 순수한 형태의 미에 대한 시각적 접, 

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에 따라 중국 영화제에 나타. 

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미적 특성에 대하여 표로 정리해보

면 과 같다Tabl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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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영화제에서 레드 카펫 드레스가 차지하는 의미는 대중들의 

심상에 각인되어 있는 여배우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거나 종

전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시켜줄 수 있

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 중국의 영화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대한 영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내의 대표적인 대 국제 영화제에 나타난 , 3 여

배우들의 다채로운 레드 카펫 드레스의 연출은 그녀들의 패

션 감각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의식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배우들의 패션 스타일이 . , 

언론 매체나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

스의 디자인 분석과 미적 특성을 조명해 본 것으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첫째 실루엣에서는 여배우들의 인체미가 간, 

접적으로 표출되는 라인 슬림A , , 머메이드 실루엣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 색상은 , 단일 색상이 복합 색상의 조합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색상과 복합 색상의 , 

경우 블랙 색상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재에서 질감은 주로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를 주로 활용하

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재질감을 지닌 소재들의 절충 , 또한 

다수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양의 경우 문양이 없는 , 

드레스가 문양이 있는 드레스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문양이 있는 경우 , 자연적인 문양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테일은 , 비즈와 스

팽글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수나 슬릿 러플 프릴 벨, , , , 

트 등 다양한 형태의 디테일이 드레스에 활용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 

드 카펫 드레스와 비교해 볼 시 실루엣과 소재 디테일의 , ,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으며 색상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고찰을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

의 미적 특성은 첫째 , 관능미이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 

드 카펫 드레스의 관능미는 타이트한 실루엣을 통하여 신체

의 윤곽선을 드러내는 실루엣을 드러내거나, 신체의 내부가 

비치는 소재 슬릿을 통한 신체의 부분적 노출 등 복식의 , 

노출과 은폐의 양면적인 측면을 절충함으로써 표출되며 이, 

는 여성 신체의 성적 코드를 상징화하고 대중들에게 여배우, 

들의 관능적인 여성상을 표상화할 수 있는 기호로 작용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아미이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우아미는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 러플, 

이나 프릴의 장식에서 형성되는 유연한 곡선의 형태미 품격, 

이나 격식을 자아낼 수 있는 무채색 색상의 접목 등 여성이

라는 감성적 의미를 수반할 수 있는 은유적인 접근에서 살

펴볼 수 있으며 의복의 단일적인 요소의 접근이 아닌 총체, , 

적인 관점에서 배우의 외형적인 측면과 의복의 조형미가 조

화를 이루었을 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식미이

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장식미는 . 비

즈나 스팽글의 접목, 자수나 디지털 프린팅을 통한 문양의 

활용 또는 벨트나 핸드백 목걸이나 스카프의 연출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 단조로울 수 있는 드레스에 심미성을 

더해주거나 토털 코디네이션의 측면에서 여배우만의 독자적, 

인 스타일의 개념을 형성하고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시각적 유인이자 자기표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단순미이다.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

펫 드레스의 단순미는 장식미가 배제된 실루엣이나 단일적

인 소재의 접목 또는 , 무채색 색상의 대비를 통한 표현을 

들 수 있다 이는 의복에서 부여되는 장식적인 요소들의 최. 

소화하여 여배우 본연에서 자아내는 본질적인 미의 시각적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다채로  

운 레드 카펫 드레스는 여배우들의 이미지를 하나의 기호로 

표상화하며 관찰자에게 새로운 미적 감흥을 가져다주는 매, 

개체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레드 카펫 드레스는 . 

대중들과 배우 상호간의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심상 속에 이상향의 여성상에 대한 

워너비 이미지를 형성하게 해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재 분석의 경우 사진 자료의 한계. 

성에 의해 이미지 상에서 나타나는 질감이나 문양을 중심으

로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 본 연구

가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를 논함에 있어 

총체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분석이 진행되었음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영화제의 성격과 레드 카펫 드레스의 상관관계

를 밝히거나 다른 여러 중국 영화제에서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와 비교 분석해보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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