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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초 초 초 초 록록록록

  본 논문은 미국 대중문화에 한 획을 그었으며 전 세계에 미국드라마 열풍을 불

러온 최초의 작품이자 다양한 패션을 보여주면서 많은 유행을 창조한 인기 드라마 

<Sex & the City>를 영화화한 작품 'Sex & the City'에 나타난 의상을 분석하고 

4명의 여자 주인공의 영화의상을 디자인한 것이다.

  영화 'Sex & the City'는 1998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04년 시즌 6까지 방영 

되었던 TV시리즈의 극장 판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드라마 <Sex & the City>는 

미국 HBO가 직접 제작한 코믹 시리즈로, 2002년 골드 글로브 뮤지컬-코미디 부

문 최우수 TV시리즈상과 여우주연상을 석권한 수작이다. 게다가 최우수 시리즈상

과 여우주연상 모두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경이로운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2000년 

에미상 8개부문 노미네이트, 2001년 코미디부문 대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

한다. 이 시리즈는 캔디스 부시넬이 <뉴욕 옵저버>지에 연재한 <Sex & the City>

란 칼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드라마 종영 후 4년 만에, 배우들과 오리지널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는 점에서 영

화 'Sex & the City'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영화는 드라마의 마

지막 6시즌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시에, 드라마를 한 편도 보지 못한 

관객 또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Sex & the City'의 모든 것을 담은 완결판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영화는 드라마의 시즌5부터 시즌6까지의 연출을 맡아 에미상 감독상을 수

상한 마이클 패트릭 킹이 메가폰을 잡았고 로맨틱하고 달콤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촬영감독 존 토마스, 주인공들을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로 만든 천재 스타일리스트인 

패트리샤 필드, 그녀들의 체취가 밴 꿈의 도시 뉴욕을 새롭게 창조해낸 프로덕션 

디자이너 제레미 콘웨이가 영화에 참여해 더욱 막강한 팀 파워를 충전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자료와 잡지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영상자료, 인터

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영화 의상의 정의와 기능을 고찰하였다. 영화의 기능은 상

징적 기능과 유행 창조적인 기능으로 나누고 장르에 따른 영화 의상은 크게 희극 

영화의상, 시대극 영화의상, 뮤지컬 영화의상, 공상과학 영화의상으로 나누어서 분

석해 보았다. 영화의 배경인 뉴욕의 2008년 봄/여름과 가을/겨울 유행 경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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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뉴욕의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이너들의 대표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

으며, 영화의 배경과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영화 속 여자 주인공 4명의 의상

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에 비하여 영화 속의 의상에는 각각의 등장인물

의 성격과 개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영화의 배경이 된 뉴욕의 2008

년 유행 경향을 고려하여 등장인물의 성격과 개성 등을 뚜렷이 나타내 줄 수 있는 

영화의상을 디자인•제작 하였다.

  영화 ‘Sex & the City'의 4명의 여자 주인공을 위한 영화의상은 다음과 같다.

  캐리의 의상은 오뜨꾸뜨르 패션과 빈티지의 조화로운 패션스타일로, 시간의 구애

를 덜 받는 프리랜서답게 자유스러우면서도 뉴욕의 세련됨과 화려함으로 다양한 

패턴과 아이템을 이용하여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4명중 가장 트렌디한 그녀의 의상은 그레이 캐시미어를 사용하여 코쿤 실루엣인 

라그랑 소매의 여유 있는 원피스로 활동성 있게 하였고, 퍼 베스트를 매치시켜 캐

쥬얼 하면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하였다.

  사만다의 의상은 가장 화려하고 섹시함을 나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사만다

는 섹시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패션스타일을 선호한다. 낮에는 블루 컬러의 화려한 

쇼트 재킷으로  화려함을 잃지 않는 비즈니스 수트로서 밤에는 몸의 라인을 살리

고 광택이 있는 벨벳 블랙 미니 드레스로 가슴 라인을 살려 비즈로 포인트를 주어 

섹시한 여성으로 그녀만의 정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샬롯의 의상은 파크 애비뉴의 생활 스타일과 여성스러운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아하고 우아한 패션 스타일로 주로 파스텔 톤이나 사랑스러운 캔디 컬러의 

의상을 선호한다. 이런 그녀의 스타일과 성격에 맞추어 피치 컬러의 여성스러운 에

이라인과 8부 기장의 소매 원피스에 퍼 머플러를 매치시켜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미란다의 의상은 엄격하고 경직되어 보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세련

된 패션스타일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 패션 스타일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캐릭터로써 그녀의 의상은 지적이고 세련되게 디자인 하였다. 그린 컬러의 벨벳으

로 몸에 피트 되는 더블버튼의 재킷과 체크 패턴의 바지를  매치하였다.

  영화 ‘Sex & the City'는 뉴욕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트렌디한 뉴욕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영화의 의상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표현하여 많은 유행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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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연구를 통하여 영화에 있어서 영화의상은 영화의 분위기를 좌우할 뿐 아니

라 등장인물에 대한 표현 수단이며 많은 유행을 창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화의

상의 제작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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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의의와 의의와 의의와 의의와 목적목적목적목적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된 무대 예술은 종교적인 상징주의로, 르네상스시대에

는 문예부흥에 따른 귀족문화로 발전해 오면서 한정된 공간에서의 예술로 머물렀

다. 그러나 영화는 19세기에 들어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1890년대 움직이는 사진 

이 공간을 시간으로 확대시켰고, 무성영화는 1920년대 말 발성영화에 대체되었으

며, 흑백은 1930년에 컬러로 바뀌면서1)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권층이 

누리는 삶의 형태가 아닌 누구에게나 간단한 체험이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다2).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정보 전달이 빨라짐으로써 주요 대중 

예술중의 하나로 발전한 영화는 영상과 움직임을 특성으로 하는 시간 표현적인 면

과 공간 표현적인 면을 함께 갖추고 있는 예술이다. 그래서 영화는 시간적으로 경

험되어지는 음악과 문학, 공간적으로 경험되는 회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흔히 

종합 예술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영화는 근본적으로는 시각적이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매체인 종합 예술이다3).

  영화라는 문화산업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을 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4). 최근 이

로 인해 영화 마케팅은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영화는 실제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이다. 영화에서의 현실감은 음향과 움직

임이 지속적인 흐름, 즉 화면상의 모든 것이 현재 시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

이도록 만들고, 이로 인하여 관객을 스크린에 투사되는 환영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만듦으로써 가장 완전하면서도 극단적인 환상을 영화를 통해 반영시켜 관객에게 

정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5). 

  이러한 환상은 단순히 감독의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장치, 

1) Jack C. Ellis. 변재란(역), 『세계영화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98), p. 11.

2) 한국영화학교수협의회, 『영화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사, 1992), p.11.

3) Giannetti. Louis. 김학용(역).『영화형식과 이해』 (서울: 한두실 출판사, 1994), p. 33.

4) 이은영. 유순례. 백천의. 『패션』(교학연구사. 1999) p. 76.

5) Joseph M. Boggs. 이용관(역).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제3문학사. 199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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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연출, 미술, 의상, 배우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창조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영화 속의 의상이다. 의상은 착장

자의 성별이나 연령, 신분, 지위, 직업, 개성, 가치관, 심리상태를 인식 할 수 있도

록 한다. 영화에서의 의상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게 하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세트이며 훌륭한 타임머신이기도 하다6).  즉, 

영화가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의상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화 의상은 단순히 배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소도구가 아니라, 그 영화에 

맞는 시대적 배경과 배우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심리적인 상태, 극의 이미지 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인식의 주된 재료가 되어 극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영화에 등장한 의상은 관객들에

게 대리만족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패션의 정보를 전달하여 하나의 유행을 만들

어 낸다. 즉, 영화 작품에 표현되는 의상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새로운 패션을 재

탄생시킴으로써 유행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창조, 전달하여 양식화 시키

는 역할을 한다7). 

  이처럼 영화의상은 단순한 소도구를 넘어서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높여 패션 창

조적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대중문화에 한 획을 그었으며 전 세계에 미국드라마 열

풍을 불러온 최초의 작품이자 다양한 패션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유행을 창조하고 

전파시킨 인기 드라마 <Sex & the City>를 영화화한 작품 'Sex & the City'의 

의상과 등장인물의 성격, 스타일 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4명의 여주인공의 

의상을 창작하고자 한다. 특히 드라마에 비하여 영화에서는 의상에 성격과 개성 등

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영화의 배경이 된 뉴욕의 2008년 유

행 경향에 맞추어 각각의 주인공의 직업과 성격, 개성을 충분히 살린 영화의상을 

창작 디자인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영화의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영화의상의 제작 활동에 있어서 체계적

인 방법이 필요하므로 영화의상에 대한 연구와 중요도에 대한 가치 인식을 심어주

는데 본 논문의 의의를 둔다.

6) 이경기. 『재미있는 영화이야기-주제와 장르로 살펴본 영화세계』(삼호미디어. 1995). p. 235.

7) Jacques Manuel. 『Esquisse d' une Histoire du cinema』(La Reuue du Cinema. 194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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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영화의상의 정의와 기능, 장르에 따른 영화의상으로 분류

하여 문헌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영화 'Sex & the City'의 배경이 된 뉴욕의 

2008년의 유행 경향을 분석하였다.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화의 해설 및 영화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의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영화의상의 정의와 기능을 분석하고 영화의 기능에서는 상징적 

기능과 유행창조적인 기능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장르에 따른 영화의상은 크게 

희극 영화의상, 시대극 영화의상, 뮤지컬 영화의상, 공상 과학 영화의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3장에서는 영화의 배경인 뉴욕의 2008년 봄/여름과 가을/겨울 유행 경향을 분석

하고, 뉴욕 스타일을 선도하는 디자이너들의 대표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으

며, 4장에서는 영화의 배경과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영화 속 여자 주인공 4명

의 의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드라마에 비하여 영화 속의 의상에는 각

각의 등장인물의 직업과 성격,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영

화의 배경이 된 뉴욕의 2008년 유행 경향에 맞추어 등장인물의 직업과 성격, 개성 

등을 뚜렷이 나타내 줄 수 있는 의상을 디자인 해보았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으로 영화사, 역사, 미술사, 복식사에 관련된 국내외 

영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전문서적, 잡지, 영상자료,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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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정의정의정의정의

 

  영화가 시간, 공간, 행동의 원리로 구성된다는 점은 영화가 다른 예술들의 속성

을 총체적으로 모아 놓은 종합예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술의 형태를 한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는 시간, 공간 예술에 속하는 다른 순수 예술들이 포함되며 

그에 따라 영화는 넓고도 깊은 표현 영역과 정신세계를 갖게 된다8). 

  그 표현 영역 중의 하나인 영화의상은 등장인물의 의복, 장신구, 헤어스타일 등

과 같이 신체 분장을 위해 배우에게 착용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영화의 극적 효과

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며 연기에 기여하는 중요한 독

립적 분야라고 말 할 수 있다9). 따라서 배우가 착용하는 그 역할에 맞는 의상 및 

헤어스타일, 분장, 소품 등은 영화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서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며 의상은 이러한 관계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영화에 있어서 의상은 단지 환상을 높여주기 위해 첨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성격이나 영화의 주제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10). 특히 현대극에 

있어서는 그 시대나 공간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를 아름답게 

하거나 배우를 부각시키는 것 외에, 연기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거나, 극의 

상징성을 관객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의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의상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난점은 영화에서 의상이 돋보이기 보다는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11).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상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면 패션영화라고 불리우는 유행을 소개하는 영화처럼 되어서 영화 본래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의상은 배우가 의상을 착용하면서 작품 속의 역할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

들며, 그것은 심지어 하나의 특정한 역할이 수행되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또 

의복의 장신구나 색채를 통하여 작품의 사회적 규범이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

8) 정재형. 『영화 이해의 길잡이』 (서울: 개마고원. 2003). pp. 35-37.

9) 김 연.  『영화사전』 (서울: 한국영화인협회. 1990). p. 243.

10) L. Zanetti.  김진해(역). 『영화의 이해:이론과 실제』 (서울: 현암사. 1987). p. 185.

11) Elizabeth Leese. 『Costume Design in the Movies』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9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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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의상은 영화의 예술적 성격과 등장인물의 심리적 기능을 표현하고,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소개하여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의

의를 둔다12).

 

12) 이화영.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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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영화의상의 기능기능기능기능

  영화에서의 의상은 영화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분야로 영화미술의 중요한 일부분

으로 취급되어진다. 점차 영화 산업의 발달과 고객의 다양한 욕구들은 영화의 주

제, 의상, 특수 효과, 조명 등 제반의 정보들을 더 구체적, 과학적 구성을 원하므로 

영화의상의 역할이 단지 보여 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주제 및 

전체의 분위기 표현, 영화의 상징성, 시대적 배경 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연기하

는 배우로 하여금 그 의상에 맞는 몸과 표정, 내면적인 연기까지도 표현하는 역할

과 동시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화의상은 영화 전체를 통해서 특별한 기능을 하며 그 기능성의 범위는 무한

하다. 영화미술이 서술구조의 진행을 위하여 소도구들을 배치하듯이 의상 역시 그 

역할을 수행 한다13).

  로젠크란즈(Rosencranz)는 “복식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확인하고 또 

특정한 역할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는 명백하고도 시각적인 상징이며, 복식

은 특별한 위치나 행위에 부여된 모든 규범이나 기대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였

다14).

  복식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영화의상도 배우에게 주어진 인물의 성격과 그가 처

해있는 상황적 위치 등에 적합한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영화 속의 문화적 요소로서 

배우들의 사회적 지위, 개성을 나타내고 배우들 간의 상호적 관계를 부여하여 주위 

상황에 대한 역할을 영화의상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장신구나 화장도구 등을 통하여 배우들의 인상관리를 형성하고, 배우들의 상호 역

할의 특정한 활동범위와 관객들이 배우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징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영화의상의 역할이다.

  영화의상의 기능을 상징적 기능과 유행 창조적 기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상징적 기능

13) 김수남. 『영화예술의 입문』 (서울: 세미. 2001). p. 326.

14) M. L. Rosencranz. 『Clothing Concep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1972). pp. 252~253



- 7 -

  영화의상의 상징적 기능이란 배우가 착용한 의상을 통하여 그 시대와 사회의 생

활감정, 심리적 변화와 의지를 표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의상으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는 다른 복식의 상징적 개념에 의해 배우의 특징을 인지하게 되기도 하고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의복으로 인해 영화의 배경이나 극의 흐름 등을 인지하게 되기도 

한다. 영화 의상은 등장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인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취미, 흥미, 가치관, 사회계층, 경제적 지위, 미적 감각, 이념, 종교 등에 이르는 것

들을 암시하거나 상징, 또는 정확히 묘사한다. 또 배우들로 하여금 분위기와 그 역

할에 심취하게 하여 극중 인물의 개성과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그 주제를 알 수 있

도록 유도하여 관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영화의상의 표현적인 기능중의 하나가 등장인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원시 사회에서는 의복에 실용적인 기능과 주술적인 기능이 뚜렷

하지만 계급 사회가 들어와서 정치적 역할이 더해져서 의복은 계급이나 계층의 상

징이 된다15). 즉 다시 말해서 사회계층에 따라 경제력이나 활동범위가 비슷하면 

복식의 문양이나 색채, 재질 등 공통적인 외모의 특징을 가지는 고정관념이 형성된

다. 따라서 천민계급의 복식은 무채색으로 관리가 용이한 의복을 착용하는데 반해 

귀족계급의 복식은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와 문양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의상이 신분을 상징한다는 것은 많은 영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영화 ‘세

익스피어 인 러브(Shakespeare In Love)'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웨섹스경의 밝은 

파랑색의 화려한 더블릿은 그가 귀족임을 나타내며 보수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를 

상징 한다16). 

  영화 ‘아마데우스(Amadeus)>’에서 모차르트의 취직을 부탁하러온 콘스탄체를 맞

이하는 살리에리는 검정색 외투 안에 자주색 조끼를 입음으로써 연한 푸른색의 의

상을 착용한 상대방에 비해 우위의 위치에 있음을 색상으로 나타내어 의상이 인물 

개개인의 성격을 표출하는 것 외에도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17).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영화 속에서의 색채는 잠재의식 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 

즉, 그것은 의식적이거나 지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제시하는 바가 매우 정서적이고 

15)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2). p. 24.

16) 김미영.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복식분석"(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p. 37. 

17) 권현진. "영화의사의 표현성에 고나한 연구- 아마데우스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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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표현에 의한 분위기 묘사라는 것이다18).

  영화는 영화의상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서 글로 써진 대본을 가지고 등

장인물의 내 � 외면적 지위와 특징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없다.

  영화의상은 비언어적 전달 체계로서 극의 흐름을 유도하고 극중 인물의 구체적 

시각화와 영화의 상징적 의미 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면서 영화의 분위기를 전

환시키고,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를 암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한다.

2) 유행 창조적 기능

  유행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사회의 상당수 사람이 그들의 취미, 기호, 사고방식

과 행동양식 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전염되는 사회적 동조현

상19)으로 새로운 스타일이나 상품이 소비자에 의해 채택되어지는 사회적 전파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20). 유행현상은 한때 시대의 영웅이나 유명인들의 의상을 모방

함으로서 출발되었으나 20세기가 되면서 상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영화배우, TV 

탤런트, 학교에서의 유명인, 민족적인 영웅 등 여러 분야에서의 유명인들이 유행의 

선도자로서 부상하였다. 다시 말해 동류 층 영웅에 의해 확산되어지는 횡적인 흐름

이 생기게 된 것이다21). 우리가 유행을 따르고 유행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성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인간은 항상 변화

를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행을 따른다22).

  영화는 움직이는 패션지로서, 잡지에서 보이는 의상은 모델이 취하는 포즈에 따

라 한 부분밖에 볼 수 없는 데 반하여, 영화 의상은 카메라의 각도나 움직임에 따

라 등장인물의 의상을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부분적인 디테일까지 포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착용했던 독특

한 스타일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부분적인 디테일까지 일시적인 유행으로 대중들

18) 상게서. p. 9.

19) 이인자. 『복식 사회 심리학』 (서울: 수학사. 1985). p. 108.

20) 김문정.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영화 <영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p. 21.

21) 장경림. 『심리학』 (서울: 박영사. 1984). p. 182.

22)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 교문사. 199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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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23). 이러한 영화의 대중적 특성과 영화 속의 인물에 대

한 대중들의 호응에 의해 생긴 유행을 ‘시네마 패션’, 또는 ‘스크린 패션’ 이라고도 

한다.

  영화에서의 의상은 유행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창조하고 연결하여 양

식화 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유명한 스타들의 의상을 보는 여성들이 그와 같은 의

상을 입음으로써 자기가 마치 배우가 된 듯한 동조심리를 유발시켜 특별히 유행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의도를 하지 않아도 모방은 퍼져서 유행을 창조하게 되고 영

화의상은 비로소 패션리더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다24).

  영화의상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대중이 근접할 수 없는 스타의 전유물에서 

탈피하여 스타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모방 착장을 훨씬 수월하게 한 대중화의 대로

를 걷게 되었다. 따라서 영화의상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창조력과 숙련된 기술력을 요구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상업적인 특성과 대중적인 

특성이 잘 맞물려 패션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영화의상을 유행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화의상을 디자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앤시아 실버트(Anthea Sylbert)는 영화의상이 

유행을 위해서 디자인되는 것은 의상에 관한 영화가 되어버리며, 그것은 최악의 상

태라고 하였다. 영화의 의상이 유행된다는 것은 디자이너에 있어서 명예를 뜻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영화가 널리 상영되고 많은 관객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부차적으

로 자연스럽게 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행을 창출하기 위해 과도한 유행지향

의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25).

 

    

    

23) E. Regine and W. Peter. 『Fashion in film』 (Munich: Prestel-Verlag. 1990). p. 7.

24) 이정자. “영화의상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쟝 꼭또의 <미녀와 야수>에 적용하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5). p. 11.

25) 김문정. 전게서.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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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장르에 장르에 장르에 장르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영화의상영화의상영화의상영화의상

  역사가 길지 않은 영화는 장르 개념의 확립이나 그 분화가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화의 장르 개념은 ‘약간의 변형을 가한 채 동일한 방식

으로 이야기가 반복되는 영화’, 즉 주제, 제재, 테마, 인물의 성격화, 플롯 공식, 시

각적 배경 등이 매우 유사한 일련의 특별한 영화 작품들을 집단적으로 일컫는 것

이다26). 

  영화에서 장르의 문제는 주로 극장용 상업 극영화를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

로, 극영화는 다양한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 수많은 종류의 줄거리와 그 줄거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개발, 심화되었으며 영화가 대중오락 산업으로 성장한 과정은 곧 

극영화가 발달해온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극영화의 장르들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영화산업과 대량 소비 주체인 관객

층의 형성과 함께 나타났고 생성, 발전, 쇠퇴해 온 것으로 형식, 대상, 내용, 또는 

방법이나 목적 등의 기준에 의해 희극 영화, 멜로드라마, 시대극, 서사극, 뮤지컬, 

공상과학, 공포물, 갱영화, 추리 영화, 재난 영화, 전쟁 영화 등으로 나누어지며, 특

별히 의상으로 표현한다는 기준에서 장르는 다시 희극, 시대극, 뮤지컬, 공상과학물

로 크게 나누어진다. 

 1) 희극 영화의상

  희극 영화는 일반적으로 익살스런 행동이 영화의 기본 내용으로 관객들에게 즐

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장르이다. 진지하고 심각한 주제를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다

룬 블랙 코미디와 일종의 낭만적 희극으로 대부분의 출연자가 노래하고 춤추는 뮤

지컬 코미디와 낭만적 희극으로 문학성이 강한 코미디인 뉴 코미디, 육체적 움직임

과 가속화된 움직임에 의해 웃음을 자아내는 슬랩 코미디, 그리고 1930년대 할리

우드를 장악했던 서로 다른 성격, 계급의 남녀가 등장해 티격태격 싸우다가 화해하

는 내용으로 위트 넘치는 대사를 특징으로 한 스크루볼 코미디로 나눌 수 있다. 

1950년대서부터 70년대, 스크루볼 코미디는 급속도로 쇠퇴하였으며, 그 정통성도 

26) Daniel Arijon. 황왕수(역). 『영상문법』 (서울: 다보문화사. 1987).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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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되어 갔다. 계급간의 갈등과 화해 같은 문제가 더 이상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변형된 코미디 장르가 등장하는데 그

것이 바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이다. 로맨틱 코미디는 귀엽고 사랑스런 여 주인공과 

따뜻하고 어리숙한 남자주인공이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이다. 스크루볼 

코미디에서 대중들이 외면했던 부분들이 빠지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Love Actually)’<그림 1>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 Devil Wears 

Prada)’<그림 2> 등이 있다.

  관객들에게 의상을 통하여 희극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법은 약간의 과장된 의

상의 상징성으로 희극적 연기 효과를 관객들에게 고취시켜 줌으로써 얻어진다. 즉 

극중 인물이 배경에 맞지 않은 의상을 착용하여 모순되는 상황이 강조될 때, 의상

이 찢기거나 파손되는 때, 의상에 의해 다른 시청각적 요소가 두드러질 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희극에는 즐거움과 동시에 날카로운 사회적인 일면이 있다. 그것은 관객속의 보

통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가 동조하지 않은 제도와 관습에 항거하는 것이다27). 관

객들은 영화에서 자신이 동경하는 의상을 착용한 악역 인물의 의상이 찢겨지거나 

터져버릴 때 더욱 큰 희열을 느끼게 된다. 노동자의 단벌 작업복이 찢겨진다면 동

정을 얻게 되지만 악덕 사장의 신사복이 찢어진다면 영화의상은 관객에게 충분한 

카타르시스적 웃음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희극에서 의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광대하다. 희극 영화의상은 그 의상으

로 하여금 어떻게 관객을 즐겁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디자

인을 연구해야 한다28). 여러 희극 배우들은 의상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이용하

여 자신의 이미지를 확립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의상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용한 

배우는 찰리 채플린과 미스터 빈이다.

  채플린의 모습 중 콧수염과 짙은 눈썹, 유행이 지난 중절모, 지나치게 헐렁한 바

지와 비교되는 몸에 맞지 않는 꼭 끼는 코트, 다 헤진 커다란 신발, 지팡이 등은 

스스로 “뜨내기 옷차림”<그림 3> 이라 부르며 희극에 비극의 감정을 불어넣어 감

정적 희극을 풍자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했다29). 미스터 빈 역시 유행이 지

난 수트와 익살스런 표정과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확립하였다<그림 

27) Jack C. ellis. 변재란(역). 전게서. p. 81.

28) 권현진. 전게서. p. 18.

29) 이정자. 전게서.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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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3> 찰리 채플린

http://www.gadis.co.kr/att

ach/1/1375618946.jpg

<그림 4> 미스터 빈

(2007년대 작)

http://pds3.egloos.com/pd

s/200708/25/77/b001827

7_46cf79db18e4d.jpg

<그림 2>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6년대 작)

http://pds6.egloos.com/pds/200710/

19/86/d0008786_471822baba583.jpg 

<그림 1> 러브 액츄얼리 

(2003년대 작)

http://cfs11.blog.daum.net/image/2

1/blog/2008/04/15/12/39/4804237

4873a7&filename=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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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대극 영화의상

  일반적으로 사극으로 불리는 시대극 영화는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화려한 스

펙타클로 구성된다. 시대극 영화는 웅장한 세트를 비롯하여, 의상, 각본, 음악, 선

전과 촬영 등 호화롭게 제작되기 때문에 모두가 완벽함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그 

의상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다각적 관점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시대극에서 의상 비용은 총제작비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시대극 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의상을 정확히 고증하여 영화의 완성 또는 장면의 구성을 도와주어 관객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 등을 쉽게 인식하도록 디자인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디자이너만의 시각을 살려서 극이 생동감 

있게 되도록 디자인하여 극중 배우의 성격묘사나 상징성 등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30).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그림 5>, '골든에이지

(Elizabeth;The Golden Age)'<그림 6>, ‘세익스피어 인 러브’<그림 6>, ‘마리 앙

투와네트(Marie-Antointte)’<그림 7>는 각각의 시대에 맞는 의상을 충실히 따라 

디자인 하였다.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시대를 나타내줄 수 있는 요소는 건축이나 회화 등의 예술

도 있지만, 건축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일일이 제작할 수 없으며, 회화는 일반인이 

그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게 지각할 수 없다31). 그러

나 의복은 어떤 특징적인 사회의 관습, 사상, 기술, 환경 등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예술이며32), 각 문화는 그 고유의 민족복에 그 문화를 함축하고 있다33). 

더구나 서구의 경우 패션이 각 세기별로 명확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상

으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정확한 역사적 자료가 있는 시대의 의상은 디자인하기가 용이하지만 불확실한 

시대의 인물이 창조되는 영화에서 배우들은 오직 디자이너의 감각만으로 제작된 

30) 김미성. “영화의상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1960년대~ 1990년대 영화를 중심으로” (전남대학

교 대학원. 1999). pp. 17~18. 

31) 권현진. 전게서. p. 19.

32) Marilyn Horn.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68). p. 34. 

33)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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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을 착용하게 되는데34),이런 시대의 가공의 인물에 대한 영화의상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철저히 인물의 배역에 맞도록 의상을 디자인하

여 독창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흥행위주의 할리우드 영화에 있

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여 시대극 의상 디자인의 전반적인 양상이 고증에 

부가한 다른 극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5).

  영화가 인생의 주변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표현매체라고 볼 때, 시대극 

영화의상에서는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기본 실

루엣에 의한 단순화 혹은 강조된 디자인으로서 조형적인 영상미와 인물의 정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성이 가미된 디자인이라야 영화의상의 시대 고증은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36).

                

  

  

34) Regine Engelmeier, Peter W. Engelmeier. 『Fashion in Film』 (Munich: Prestel-Verlag. 1991). 

p. 168.

35) 임수연. “Edith Head의 영화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Academy영화제 의상디자인 수상작을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6). p. 76.

36) 이정자. 전게서.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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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로미오와 줄리엣 

(1978년대 작)

http://tfile.nate.com/down

load.asp%3FFileID%3D35

305550

<그림 8> 마리 앙투와네트

(2007년대 작)

http://pds4.egloos.com/pds/20070

8/03/45/b0006245_09080629.jpg

<그림 7> 셰익스피어 인 러브

(1998년대 작)

http://i.blog.empas.com/thothe/20

533041_400x266.jpg   

<그림 6> 골든에이지 

(2007년대 작)

http://fs1.tatterfactory.co

m/attach/0/25/1g0205ee5

5c04784986800001d57.jp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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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뮤지컬 영화의상

  근대 유럽의 일종의 귀족문화로서 고상하고 장중한 발레나 오페라에 대하여 보

다 통속적인 노래와 춤을 곁들인 연극을 오페레타라 불렀으며 이것이 현대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독특한 장르로서 변형되어 발전하고 성장하여 오늘날 미국 

문화유산으로서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뮤지컬은 그 화려함과 환상적인 성격 

때문에 할리우드적인 영화의 전형으로 꼽힌다. 뮤지컬은 모든 각도에서 카메라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시각적 영상을 음악과 조화시키는 것으

로, 음악적 연기가 주를 이루며 의상에 있어서는 다른 영화장르에 비해 자유로운 

표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의상은 두드러지지 않게 디자인되지만 뮤지컬 영화에서의 의상

은 배우가 춤과 노래를 한다는 것이므로 여유분이 있어 자유롭도록 고려된 디자인

과 소재를 다루어야 하며 극치의 아름답고 화려하며 성적 매력을 부각시킨 자극적

인 의상이 사용되어 관객의 미의식을 자극하고 시각적 영상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

다. 영화 ‘시카고(Chicago)<그림 9>와 ‘물랑루즈(Moulin Rouge)’<그림 10>는 비

슷한 소재의 영화로써 화려하고 자극적인 의상으로 등장인물을 잘 묘사하였으며 

영화 ‘하이 스쿨 뮤지컬3(High School Musical3)'<그림 11>과 ‘헤어스프레이

(Hairspray)’<그림 12> 역시 활동성이 높은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뮤지컬은 주로 희극적이거나 행복한 결말을 맺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상은 주제

에 따라 아름답고 화려해야 하며, 뮤지컬 특징인 노래와 춤을 추는데 어려움이 없

는 신축성 있고 활동적이며 편안한 의상을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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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물랑루즈

(2001년대 작)

http://images.contactmusic.com/im

ages/reviews/moulinrouge.jpg

<그림 12> 헤어스프레이 

(2007년대 작)

http://imgmovie.naver.com/design/

preview/pic/20080725/11.jpg

<그림 9> 시카고

(2002년대 작) 

http://mm.hot.empas.com/

01/54/35/0000182710001

0161827.jpg

<그림 11> 하이 스쿨 뮤지  

           컬 3 

(2008년대작)

http://cfs9.blog.daum.net/i

mage/25/blog/2007/12/20

/17/17/476a24b3f05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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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상 과학 영화의상

  공상 과학 영화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한 영화 

장르의 하나로 흔히 SF영화로도 불리우며 인간의 무한한 과학적 환상을 바탕으로 

주제를 설정한 영화이다. 현재의 불안을 미래사회에 투영하거나 비관적인 미래상을 

묘사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추구한다37). 

  시각매체로서의 영화는 그 시초에서부터 ‘현실을 기록하는 수단’ 이면서 ‘불가능

한 일을 사실처럼 보여주는 눈속임’ 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으로, 공상 과학 영

화는 이러한 양면성의 후자를 대표하는 장르이다38). 기본적으로 전설이 아닌 인류

의 업적에 좌우되는 일종의 환상으로 과학적 상상이나 가능성, 고찰을 시각화시킨 

이야기로써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한 창작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상 과학 영화는 비현실

적인 주제를 화려하고 상상으로 가득한 영상으로 표현하는 특수한 효과를 필요로 

하며 정교한 장치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영화의 특징은 의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비현실적인 주제로 인하여 실용

적이거나 사실적인 면은 무시되고 괴이하거나 관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이한 의

상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소재 선택의 폭이 광범위하여 플라스틱과 합성수지나 

비닐, 메탈 등의 광택이 나는 소재와 금속성, 광물성 등 다양한 소재가 많이 사용

되며, 색상에 있어서도 보통의 극영화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금색, 은색을 이용

하여 현실성을 무시한 채 상상력을 관객에게 불러일으키도록 의상을 디자인함으로

써 극의 표현적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 ‘스파이더 맨

(Spider-men)’<그림 13>과 ‘아이언 맨(Iron man)’<그림 14>, ‘트렌스포머

(Transformer)'<그림 15>에서 의상은 특이한 재질의 직물과 광택이 나는 금속성

을 사용한 의상을 이용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하였다. 영화 ‘제 5원소

(The Fifth Element)’<그림 16>에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극적 효과를 높였다.

 

37) 권현진. 전게서. p. 22.

38) 구희영. 전게서. p. 165.



- 19 -

<그림 13> 스파이더맨

(2007년대 작)

http://imgmovie.naver.co

m/mdi/mi/0431/D3157-06

.jpg

<그림 14> 아이언 맨

(2008년대 작)

http://cfs6.tistory.com/im

age/10/tistory/2008/04/2

4/14/13/481016eb024c7

<그림 16> 제 5원소

(1997년대 작)

http://www.millaj.com/pics/tfe10.j

pg

<그림 15> 트렌스포머 

(2007년대작)

http://3sege.org/files/attach/image

s/17682/46689/1184903405_mpfo

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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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뉴욕의 뉴욕의 뉴욕의 뉴욕의 2008200820082008년 년 년 년 유행 유행 유행 유행 경향 경향 경향 경향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장에서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뉴욕의 2008년 유행 경향을 시즌에 맞추어 

분석하고 뉴욕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1. 1. 1. 1. 뉴욕의 뉴욕의 뉴욕의 뉴욕의 2008200820082008년 년 년 년 봄봄봄봄////여름 여름 여름 여름 유행 유행 유행 유행 경향 경향 경향 경향 분석분석분석분석

  뉴욕은 아메리칸 스포츠웨어의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제

시한 패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메리칸 스포츠웨어에 기반을 둔 클래식 스타일이 

현대 도시 여성들을 위한 세련된 룩으로 재탄생 되었는데, 셔츠와 미니스커트의 셋

업, 셔츠 드레스, 스커트 수트, 슬림한 티셔츠 드레스 등이 키 아이템으로 제안된

다. 편안하게 떨어지는 롱 & 린 실루엣이 중심을 이루고, 미니멀한 실루엣이지만 

가볍게 조인 웨이스트 라인, 기모노 슬리브 또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통해 나

타나는 둥근 어깨선으로 우아한 여성미를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반면 좀 더 경쾌하고 젊은 분위기로 아메리칸 스포츠웨어의 전통을 재해석한 컬

렉션들도 눈에 띄는데 플레어드 팬츠, 하이 웨이스트 칵테일 쇼츠, 셔츠 드레스, 사

파리 재킷 등 70년대의 대표적 아이템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울트라 맥시

와 경쾌한 미니 기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벨트로 웨이스트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플로피 해트, 플라스틱 프레임의 안경과 선글라스 등의 액세서리

와 볼드한 스카프 패턴, 코인 도트, 헐리퀸 체크 등의 패턴이 첨가되어 70년대의 

분위기를 한껏 부각시키고 있다. 

  40주년을 맞은 랄프 로렌(Ralph Lauren)은<그림 17> 에드워디안 스타일과 승마 

등 영국의 귀족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미국의 스포티한 매력을 접목시켜 과거에 대

한 회상 대신 옐로 트렌치 코트처럼 생동감 있는 컬러를 사용해 동시대적인 클래

식한 아이템으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도나 카란(Donna Karan)의<그림 18> 컬렉션

은 다양한 셔츠 아이디어와 벨트로 우아함을 강조한 스커트가 자신감 넘치는 뉴욕 

여성을 대표했다.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 역시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아이

콘과 클래식이라는 주제 아래 스포티한 마린풍의 테일러드 아이템으로 한층 세련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그림 19> 프란시스코 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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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제된 디테일과 장식, 하이테크적인 프린트와 소재로 미니멀리즘이라는 뉴욕 

패션의 미덕을 부활 시켰는데 마치 코기의 캘빈 클라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

도로 조용하면서도 파워풀 했다. 또한 잭 포즌(Zac Posen)은<그림 20> 미국 초대 

개척자인 셰이커 교도에게 영감을 받아 광활한 밀밭과 로맨틱한 하늘을 주제로 차

분하면서도 극적인 테일러링과 디테일로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뉴욕 컬렉션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뉴 페미니니티이다. 데

이타임의 유니폼으로 등극한 드레스의 인기가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길이와 실루

엣, 디테일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점이 주목을 끌었다. 속이 비치는 하늘하

늘한 오간자와 튤, 시폰 등은 기종의 실크와 새틴을 대처하는 새로운 소재로 강세

를 보였는데 다른 소재에 덧대거나 겹겹이 레이어링되어 새로운 질감과 색채를 만

들어내는 효과를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페미니티의 절대적인 요소는 

벨트였다. 벨트를 매치하지 않은 컬렉션이 거의 없을 정도로 허리는 여전히 최고의 

관심사였고, 로맨틱한 스타일부터 글래머러스한 스타일까지 다양한 장르의 룩을 섭

렵했다. 하이 웨이스트 룩 역시 새로운 글래머러스 아이템으로 떠올랐는데, 기 보

당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데렉 램(Derek Lam)과 제이 멘델(J. Mendel)은 물론 니

콜 밀러와 버지니아 슬림 광고를 떠올린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까지<그림 

21> 관능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우아함을 지녔던 1970년대 여성들이 새로운 뮤즈로 

떠올랐다.

  피터 솜(Peter Som)과 마이클 코어스의 미묘하고 과감한 컬러 팔레트의 등장은 

컬렉션 기간 내내 활기를 띠었으며, 디자이너들은 의상이라는 하얀 캔버스에 그림

을 그리듯 자유자재로 각자의 감성을 표현해냈다. 나르시소 로드리게즈(Narciso 

Rodriguez)는<그림 22> 깔끔하고 완벽한 재단은 물론 불꽃놀이를 연상 시키는 미

니멀한 붓터치 프린트와 자수 장식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으며, 베라 왕(Vera 

Wang)은 로마라는 화려한 문화를 절제 있는 볼륨감과 실루엣, 메탈릭 컬러의 루렉

스 붓 터치와 젬 스톤 등의 정교한 데커레이션이 돋보이는 의상들로 로맨틱하게 

풀어냈다. 예레미와 굿맨의 수채화에서 영감을 얻은 캐롤리나 헤레라(Carolina 

Herrera)와<그림 23> ‘컬러의 공격’ 이라는 주제로 형형색색의 컬러와 하이테크적

인 소재를 접목시킨 앤 클라인(Anne Klein)의 이자벨라 톨레도 외에 인상파 작품

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컬러풀한 프린트와 홀치기염색 등으로 새로운 무드와 스토

리를 내세운 타쿤(Thakoon)까지<그림 24> 컬렉션장은 전시회를 방불케 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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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국적인 플라워 패턴과 과감한 컬러 팔레트의 다양한 홀리데이 드레스를 선

보인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는 스카프와 선글라스, 오키

드 플라워 장식으로 리조트 무드를 선보였고, 마이클 코어스도 젯셋 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글래머러스한 리조트 룩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 이슈는 칼로 난도

질 당한 듯 보이는 슬릿과 비대칭적인 패턴의 의상을 선보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이다<그림 25>.

         <그림 17> 랄프 로렌                           <그림 18> 도나 카란

             (2008, S/S 뉴욕)                               (2008, S/S 뉴욕)  

   https://www.sfc.seoul.kr/portal/sfc               https://www.sfc.seoul.kr/portal/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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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캘빈 클라인                             <그림 20> 잭 포즌 

            (2008, S/S 뉴욕)                                 (2008, S/S 뉴욕) 

   https://www.sfc.seoul.kr/portal/sfc                 2008 S/S 컬렉션 북 - 하퍼스 바자 

        

          

        <그림 21> 마이클 코어스                   <그림 22>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2008, S/S 뉴욕)                               (2008, S/S 뉴욕) 

     2008 S/S 컬렉션 북 - 하퍼스 바자              https://www.sfc.seoul.kr/portal/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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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캐롤리나 헤레라                            <그림 24> 타쿤

            (2008, S/S 뉴욕)                                 (2008, S/S 뉴욕) 

      2008 S/S 컬렉션 북 - 하퍼스 바자             https://www.sfc.seoul.kr/portal/sfc 

  

        <그림 25> 마크 제이콥스

             (2008, S/S 뉴욕) 

     https://www.sfc.seoul.kr/portal/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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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뉴욕의 뉴욕의 뉴욕의 뉴욕의 2008200820082008년 년 년 년 가을가을가을가을////겨울 겨울 겨울 겨울 유행 유행 유행 유행 경향 경향 경향 경향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뉴욕의 디자이너들은 젊으면서도 보수적이고, 심플하면서도 화려하며, 럭셔리하

면서도 캐주얼하다. 요점은 반드시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번시즌 디

자이너들은 뉴욕의 이 웨어러블함 이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테일러링과 뉴 럭셔리

라는 두 가지 코드와 모던함과 컬러로  풀어냈다. 

  이번 시즌의 내용에 있어서는 엘리건트한 무드로 유행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매

니시 요소가 가미된 레이디 라이크 룩을 정숙하게 차려 입은 성숙된 여성의 이미

지가 부각되었다. 실루엣은 롱 앤 린 실루엣으로 변하고 종아리 길이의 스커트와 

매니시한 와이드 팬츠, 페미닌한 롱 카디건이 키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샤프한 매니

시 룩을 엘리건트한 무드로 스타일링하여 품위 있고 성숙한 여성미를 연출했다. 이

러한 여성스러운 무드는 돌먼 슬리브와 래글런 슬리브 등 어깨라인을 소프트한 곡

선으로 연출한 코쿤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버펄로와 타탄, 블록 등의 체크 패턴과 

벨벳의 우아한 광택으로 런웨이를 화사하게 연출했다. 

  모던하면서도 유연한 테일러링의 진화는 이번 시즌 뉴욕 컬렉션에서 가장 두드

러진 특징 중 하나다. 먼저 구조와 형태, 건축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유연한 미니

멀리즘을 소개한 캘빈 클라인의<그림 26> 프란시스코 코스타는 캐시미어 펠트와 

패드를 사용해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을 절묘한 테일러링으로 표현했다. 나르시소 

로드리게즈<그림 27> 역시 마찬가지이다. 테일러링에 대한 그의 능력은 이번 시즌 

최고조에 달했는데, 갤럭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프린트조차 실루엣 보다 덜 부각

될 만큼 나르시소의 테일러링 실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이들의 테일러링의 

특징은 재킷은 재킷답게, 코트는 코트답게, 드레스는 드레스답게 여성의 실루엣이 

잘 드러나도록, 아이템 하나하나의 기본 성질에 충실하는 것에 있다. 이는 밀라노

의 글래머러스한 테일러링이 뉴욕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

이기도 하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데렉 램을<그림 28> 비롯해 피터 솜, 필립 림(Phillip Lim)

<그림 29>, 타쿤<그림 30>, 리처드 채(Richard Chai), 알렌산더 왕(Alexander 

Wang)<그림 31>, 프로앤자 스쿨러(Proenza Schouser)<그림 32> 등 남자들이 만

드는 로맨틱한 옷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피터 솜은 이번 시즌 한층 성숙된 테일

러링을 선보여 많은 프레스들의 호평을 받았고, 데렉 램 역시 우아한 이브닝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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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메리칸 스포츠 웨어에 페미닌이라는 요소를 적절

히 활용한 타쿤 또한 정제된 테일러링 실력을 보여주었다. 또, 알렉산더 왕의 이지 

스트리트 룩은 스타일링에 포커스를 맞춘 웨어러블한 아이템으로 가득했다. 이들은 

옷에 대한 진중한 접근 보다는 안정적인 페미닌 무드를 택했다. 

  한편,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와 

랄프 로렌<그림 33>, 도나 카란<그림 34>,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그림 35>, 캐롤

리나 헤레라, 두리 정(Doo. Ri)<그림 36>, 베라 왕<그림 37> 등의 뉴욕을 대표하

는 디자이너들은 럭셔리 웰빙 라이프를 디자인에 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번 시즌 뉴욕의 뉴 럭셔리는 편안함과 모던함이 뒤섞인 새로운 모습의 고급스러

움을 제시했다. 지난 시즌 브랜드 설립 50주년 기념 컬렉션 발표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랄프 로렌은 버펄로 체크와 타탄 체크 패턴을 이용하여 아메리칸 스포츠 

웨어와 웨스턴 스타일을 믹스한 엘리건트한 바리에이션을 선보였다. 기능성과 캐주

얼 요소를 럭셔리 룩으로 승화시킨 랄프 로렌은 시대적 무드와 그만의 독특한 미

의식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차세대 디자이너들과는 차별화된 존재감을 실감하게 했

다. 샤워가운이나 파자마에서 영감을 얻은 도나 카란은 새틴과 라메 자카드의 고급

스러운 광택감과 은은하게 비치는 오간자 소재로 롱 앤 린 실루엣의 드레스를 선

보여 엘리건트한 여성미를 한층 돋보이게 했으며 재키 케네디, 에이미 와인 하우

스, 엘리자베스 테일러, 알프레도 히치콕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마이클 코어스는

<그림 38> 종아리 길이의 타이트 스커트와 클래식한 트위드 재킷으로 레트로 풍 

레이디 라이크 스타일을 선보였다. 또한 뉴욕을 대표하는 트렌드세터 마크 제이콥

스는<그림 39> 1990년대의 기분을 절묘하게 묘사했는데 바디라인을 코쿤 실루엣

으로 연출한 재킷과 코트, 로우 웨이스트 라인에서 벨트를 루즈하게 장식한 롱 앤 

린 실루엣의 라인업으로 엘리건트한 여성미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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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캘빈클라인                    <그림 27>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2008, F/W 뉴욕)                               (2008, F/W 뉴욕) 

    https://www.sfc.seoul.kr/portal/sfc              https://www.sfc.seoul.kr/portal/sfc 

         

          <그림 28> 데렉 램                            <그림 29> 3.1 필립 림

             (2008, F/W 뉴욕)                              (2008, F/W 뉴욕) 

     2008 F/W on collection             https://www.sfc.seoul.kr/portal/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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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타쿤                             <그림 31> 알렉산더 왕

            (2008, F/W 뉴욕)                               (2008, F/W 뉴욕) 

           2008 F/W on collection                       2008 F/W on collection    

       

       <그림 32> 프로엔자 스쿨러                         <그림 33> 랄프로렌     

             (2008, F/W 뉴욕)                               (2008, F/W 뉴욕)   

          2008 F/W on collection                        2008 F/W 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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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도나카란         <그림 35>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2008, F/W 뉴욕)                                (2008, F/W 뉴욕)  

    https://www.sfc.seoul.kr/portal/sfc                    2008 F/W on collection 

                     

          <그림 36> 두리 정                              <그림 37> 베라 왕    

            (2008, F/W 뉴욕)                               (2008, F/W 뉴욕)      

  https://www.sfc.seoul.kr/portal/sfc    https://www.sfc.seoul.kr/portal/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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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마이클 코어스                      <그림 39> 마크 제이콥스  

            (2008, F/W 뉴욕)                              (2008, F/W 뉴욕)  

    https://www.sfc.seoul.kr/portal/sfc                  2008 F/W 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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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영화  영화  영화  영화  ‘‘‘‘SSSSeeeexxxx    & & & & the the the the City'City'City'City'의 의 의 의 작품 작품 작품 작품 및 및 및 및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의상 의상 의상 의상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영화의 작품 배경을 살펴보고 영화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성

격 분석 후 등장인물의 의상을 분석하였다.

 1. 1. 1. 1. 영화 영화 영화 영화 'Sex 'Sex 'Sex 'Sex & & & & the the the the City'City'City'City'의 의 의 의 작품 작품 작품 작품 배경배경배경배경

 

  영화 'Sex & the City'는 1998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04년 시즌 6까지 방영 

되었던 TV시리즈 <Sex & the City>의  극장 판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드라마

<Sex & the City>는 미국 HBO가 직접 제작한 코믹 시리즈로, 2002년 골드 글로

브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 TV시리즈상과 여우주연상을 석권한 수작이다. 게

다가 최우수 시리즈상과 여우주연상 모두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경이로운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2000년 에미상 8개부문 노미네이트, 2001년 코미디부문 대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이 시리즈는 캔디스 부시넬(Candace Bushnell)이, 

<뉴욕 옵저버>지에 연재한 <Sex & the City>란 칼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 

   4명 중 리더격인 캐리는 드라마 제목과 같은 <Sex & the City>란 칼럼을 쓰

는 성 칼럼리스트이다. 아무리 성이 개방된 미국이지만 여성 성 칼럼리스트는 미국

에서도 선두적인 직업인 듯 드라마 내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묘사

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골든 글로브에서 TV 드라마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유는 섹스라는 낯 뜨거운 소재를 여성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솔직하면서도 경

쾌하고 당당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캐리가 칼럼의 소재를 얻기 위해 친구들의 일과 사랑, 남자와의 섹

스 라이프를 관찰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요점을 콕콕 집어내는 대사, 속 시원한 

성 담론이 그 인기 비결이다. 전 회를 뉴욕 현지에서 촬영하여 드라마 곳곳에서 뉴

욕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특히 패션이 ‘다섯 번째 주인공’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화제라 홈페이지에는 패션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고 방영이 끝나기가 무섭

게  이번 회의 주인공들이 하고 나온 제품은 어떤 브랜드인지 상세하게 소개할 정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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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 등장하는 4명의 미녀는 성 칼럼니스트, 홍보이사, 화랑 딜러, 변호사라는 

고연봉의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유하지만 평생의 동반자를 찾

지 못한 외로운 30대의 싱글들로 짝을 찾기 위해 각자의 개성에 맞는 방법으로 도

전하고, 섹스와 사랑, 남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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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영화 영화 영화 영화 'Sex 'Sex 'Sex 'Sex & & & & the the the the City'City'City'City'의 의 의 의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해설해설해설해설

  드라마 종영 후 4년 만에, 배우들과 오리지널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는 점에서 영

화 'Sex & the City'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영화는 드라마의 마

지막 6시즌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시에, 드라마를 한 편도 보지 못한 

관객 또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Sex & the City'의 모든 것을 담은 완결판으로 

제작되었다. 더 이상의 'Sex & the City'는 없다, 라고 평가 받을 만큼 과거와 미

래를 한꺼번에 담고 있어 최고의 로맨틱 블록버스터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드라마에 참여한 전 스태프가 모두 영화에 참여해 화제를 

낳았다. 영화의 스케줄이 정해지기 전까지 모든 스태프들이 다른 작업은 일체 하지 

않았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다시 호흡을 맞춘 것이다.

  이 영화는 드라마의 시즌5부터 시즌6까지의 연출을 맡아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

한 마이클 패트릭 킹(Michael Patrick King)이 메가폰을 잡았고 로맨틱하고 달콤

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촬영감독 존 토마스(John Thomas), 주인공들을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로 만든 천재 스타일리스트인 패트리샤 필드(Patricia Field), 그녀들의 

체취가 밴 꿈의 도시 뉴욕을 새롭게 창조해낸 프로덕션 디자이너 제레미 콘웨이

(Jeremy Conway)가 영화에 참여해 더욱 막강한 팀 파워를 충전했다.

  그 결과 드라마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탄생한 영화 는 그녀들의 연애와 섹

스에 관한 짜릿한 이야기를 통해 전 인류의 반인 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동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영화로 탄생했다. 더 대

담하고 더 화려해진 연애와 솔직한 섹스 라이프, 2008년 신상품의 런칭쇼를 보는 

듯한 업그레이드된 스타일, 제작진과 배우들의 작품에 대한 식지 않는 애정과 환상

적인 팀워크가 모여 탄생한 영화이다.

  드라마가 영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명의 주인공과 스태프, 

그리고 그녀들의 숨결과 채취가 벤 ‘뉴욕’ 속 공간이다. 드라마 시즌이 끝난 지 4

년만에 제작된 작품이기에 이전의 공간과 소품들은 이미 경매와 기증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배우와 스태프 모두는 주인공들의 분신과도 

같은 드라마 속 공간이 그대로 재현되어야만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이후 흡사 화재로 인해 사라진 집이 그대로 복원되듯 프로덕션 디자인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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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로 흩어진 추억의 건들을 공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많은 남자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캐리의 집, 샬롯의 아름다운 아파트 등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 제레미 콘웨이는 “거의 대부분의 소품을 찾아냈지만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 기증된 ‘캐리’의 책상만큼은 함부로 전시물품을 이동할 수 

없다는 박물관의 규정에 의해 제자리로 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다시 제작해야만 했다”라고 밝히며 실로 거대한 초특급 프로젝트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번 프로덕션 디자인 작업의 놀라움을 이야기 했다.

  주인공들은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전에 쓰던 익숙한 드레스 룸이 있고, 옷장

을 열었을 때 이전과 다름없는 예쁜 드레스가 가득 차있어 꼭 4년 전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색감이나 재질, 분위기는 훨씬 성숙해져 주인공들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세심한 고증과 스태프들의 추억

으로 재탄생한 그녀들의 공간은 향수와 변화라는 가치를 동시에 품고 관객들의 마

음을 유혹했다. 

  드라마 속에 나온 옷과 구두, 가방은 방송 다음날이면 바로 품절사태가 일어난다

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패션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작품 이였다. 그렇기에 

영화가 선보일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이였다. 이번 영

화는 최신 패션 아이템의 등장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고, 즐기다 보면 관

객의 스타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작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일례로 <Sex & 

the City>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부터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협

찬 제의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후문이 있을 만큼 이번 작품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드라마에서 캐리가 사랑해 마지않았던 구두 브랜

드인 마놀로 블라닉과 지미 추를 비롯해 샤넬, 프라다, 구찌, 마크 제이콥스 등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브랜드인 제품들의 2008년 신상품이 모두 등장해 드라마보

다 업그레이드 스타일을 선보이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패

션 아이템들은 마치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하며 화려한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Sex & the City>,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의상 

담당인 패트리샤 필드가 선보이는 2008년 최신 패션 트렌드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았다. 그녀는 주인공인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를 위해 80점이 넘는 옷을 디자인했고, 4명의 주인공들은 영화 속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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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벌이 넘는 구두와 가방, 의상을 갈아입는 등 영화사상 가장 화려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Sex & the City'는 보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의 감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며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로맨틱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하였다.  

  'Sex & the City'하면 떠올리게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 뉴욕. 모

든 스태프가 뉴욕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Sex & the City'속 또 다른 주인공이

라고 칭했을 만큼 영화에서 만나는 뉴욕의 명소들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뉴욕의 대표적 명소로는 맨하탄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라는 ‘캐리’의 집

이 있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샬롯의 꿈같이 호화로운 신혼집이 위치한 파크 에비

뉴, 캐리가 칼럼니스트로 활약할 패션지 <보그>의 사옥이 위치한 뉴욕의 중심가 

메디슨 에비뉴, 캐리가 결혼식 장소로 점찍은 뉴욕 시립도서관, 그리고 경치가 아

름다운 브루클린 브릿지가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뉴욕 5번가의 명

품 거리 또한 눈에 띄는 볼거리이다. 캐리의 단골 슈즈 숍인 지미 추와 마놀로 블

라닉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샬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은 티파니 매장, 패션의 거리 소호에 위치한 루스 플랜 가구점 등은 여성들

의 마음에 뉴욕으로 떠나고픈 열망을 한껏 자극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브런치 문화를 선도하는 레스토

랑과 카페 또한 어김없이 등장한다. 캐리와 미스터 빅의 피로연이 열린 첼시의 부

다칸 레스토랑, 그녀들의 유쾌한 브런치 수다가 벌어지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루

미, 소호의 머서 레스토랑, 브루클린에 위치한 주니어스, 그래머시 공원 근처의 아

름다운 카페 더 하우스, 캐리가 어시스턴트를 뽑기 위해 면접 장소로 활용된 애스

터 플레이스에 위치한 스타벅스까지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최고의 장소들만을 엄선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감독인 마이클 패트릭 킹은 “뉴욕은 코스모 폴리탄의 도시다.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을 선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도시

다. 그래서 모두들 뉴욕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며 ‘뉴욕’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

다. 뉴욕을 꿈꾸고, 뉴욕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꼭 봐야만 하는 영화인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캐리’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웨딩 스토리가 영화 속에서 펼쳐질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리는 <보그>의 잘나가는 칼럼리스트이자 자유롭

고 짜릿한 연애와 섹스를 즐기며 사는 뉴욕 싱글 여성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드

라마의 마지막 시즌에서 오랜 연인이자 월스트리트의 잘나가는 금융가인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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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과의 행복한 재회로 끝맺음 해 이번 영화에서 캐리가 뉴욕 최고의 싱글녀라는 

타이틀을 벗고 그와의 결혼에 골인하게 될지는 전 세계 여성들의 최고의 관심사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결혼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웨딩드레스 입은 장면이 

공개되면서 그녀가 과연 결혼을 하는지, 그녀가 입고 나온 드레스는 누구의 웨딩드

레스인지, 영화에서 어떤 프로포즈를 받게 될지는 모든 여성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 기대에 부흥하듯 이번 영화에서 캐리의 화려한 웨딩 스토리가 펼쳐

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뉴욕 최고의 A급 웨딩플래너의 지휘 아래, 400켤레

가 넘는 캐리의 구두를 보관할 거대한 신발장이 있는 맨하탄 최고층에 위치한 허

니문 하우스를 구입하고 모두가 부러워할만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한다. 

  그 무엇보다도 큰 호기심이 모아지고 있는 캐리의 웨딩드레스는 독특한 실험 정

신과 디자인으로 샤넬, 디올, 마크 제이콥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에서도 

많은 매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을 

위해 크리스찬 디올, 오스카 드 라 렌타, 캐롤리나 헤레나, 크리스찬 라크르와, 랑

방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드레스를 지원해 캐리 역을 맡은 사라 제시카 파커

는 50벌 이상의 드레스를 입고 나와 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생애 단 

한번, 가장 축복받는 결혼식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캐리의 웨

딩 스토리는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예고하며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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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영화 영화 영화 영화 'Sex 'Sex 'Sex 'Sex & & & & the the the the City' City' City' City' 줄거리줄거리줄거리줄거리

  영화는 시즌 6의 마지막으로부터 연결된다. 최고의 우정을 자랑하는 캐리, 사만

다, 샬롯, 그리고 미란다는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멋쟁이들이다. 뉴욕을 대표하

는 싱글녀이자 유명 칼럼니스트인 캐리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온 뉴욕 최고의 싱

글남 미스터 빅과의 결혼을 꿈꾸고, 화끈한 홍보 전문가 사만다는 10살 연하의 배

우 스미스와 불꽃 사랑에 빠져 할리우드로 떠나지만, 자유로운 섹스와 뉴욕 생활, 

그리고 우정을 그리워한다. 승률 100%의 쿨한 변호사 미란다는 완벽한 아내 때문

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 스티브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에 뜻밖의 위기를 맞이

하고, 브루클린에서 다시 뉴욕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미술관 큐레이터 샬롯은 해

리와 중국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하여 기르던 중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임

신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맞이한다. 

  한편 캐리는 빅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샬롯과 사만다 미란다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쁜 날을 보낸다. 그러는 중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반납 기간을 넘기게 되어 

급하게 도서관으로 가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서 결혼식 장면을 보게 된다. 캐리는 

모든 사랑의 편지들이 보관되어있는 도서관이야 말로 최고의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의 결혼식을 결심한다. 

  캐리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명한 잡지 <보그>에서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

를 입고 화보촬영을 하게 된다. 그 중 가장 아름다웠던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드레

스를 선물 받게 된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 수가 늘어가고 결

혼식의 규모가 커져만 갔다. 

  결혼식 전날 밤 친한 사람들을 모아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던 중 

미란다의 남편 스티브가 그녀를 찾아온다. 스티브는 미란다에게 용서를 고하지만 

미란다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낸 채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던 중 빅과 부딪히게 

된다. 미란다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결혼이 모든 걸 망쳤다고 결혼은 미친 짓 

이라고 말한다. 

  캐리와 샬롯, 미란다와 사만다는 샬롯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하기로 하고 빅

은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 미란다의 말 때문인지 빅은 결혼서약서를 쓰던 중 몹시 

불안해하며 캐리에게 전화를 걸어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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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는 말로써 그를 안정시킨다. 

  드디어 결혼식 날 캐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드레스와 머리에는 파란색 깃털

로 장식을 하고 그녀의 친구들 샬롯, 미란다, 사만다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한다. 한

편 빅은 몹시 불안해 해며 캐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되고 

결국 빅은 나타나지 않았다.   

  캐리의 신혼여행 취소를 하려던 중에 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

만다는 낙심한 캐리를 위해 4명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권유한다. 그렇게 떠난 멕시

코에서 안정을 찾은 캐리는 뉴욕으로 돌아와 자신의 일을 돌봐줄 비서를 찾게 된

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앞둔 샬롯은 아기 용품을 사고 우연히 들른 레스토

랑에서 빅과 마주치게 된다. 빅에게 화를 내던 중 양수가 터진 샬롯은 빅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예쁜 딸을 낳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캐리

는 빅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자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캐리는 빅과 다시 재회하게 되고 그들은 시청 결혼식을 하게 된다. 미란다 또한 

스티브와 화해를 하고 다시 행복해 진다. 

  할리우드에 있는 사만다는 스미스에게 너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

고 말하며 이별을 고하고 뉴욕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뭉친 그녀들은 사만다의 50세 생일을 맞아 화려하고 아름답게 뉴욕의 밤거

리를 거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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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등장인물의 등장인물의 등장인물의 등장인물의 성격 성격 성격 성격 및 및 및 및 의상 의상 의상 의상 분석분석분석분석

 

  영화 ‘Sex & the City'의 의상을 분석해본 결과 뉴욕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트렌디한 뉴욕의 패션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반면 각 등장인물의 의상 스타일에 있

어 4명의 여자 주인공의 의상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비슷한 스타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드라마 <Sex & the City>에서는 드라마의 주요 내용이 일상적인 

생활로써 각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성격이 잘 표현된 반면 영화 ’Sex & the City'

에서는 일상생활 보다는 결혼이라는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소, 시간, 분

위기에 따라 등장인물의 의상이 비슷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나 드라마보다는 

각 등장인물의 개성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영화 ‘Sex & the City'에 등장하는 4명의 여자 주인공들의 성격과 의상

을 분석한 것이다.

 

 1) 캐리

  성 칼럼리스트이자 성 인류학자로 뉴욕 스타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미

혼 친구들의 생활이 데이트와 짝짓기에 관한 글이 자극적인 칼럼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녀의 패션 감각은 도시의 세련됨과 화려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컬러풀하

고 개성 있는 그녀의 스타일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함, 당당함을 알 수 있으며 

쇼핑을 자주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평균 400$이상 

가격의 명품 구두를 구입하는 것이다.

  영화의 의상디자이너인 패트리샤 필드는 현대 감각적인 의상과 복고풍의 의상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매력적이게, 때로는 튀면서도 얌전한 

느낌의 매력이 우러나는 외모를 창출해 냈다.

  영화에서 그녀는 수많은 디자이너의 의상과 빈티지 드레스에 과감한 벨트와 진

주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와 다양한 백과 높은 하이힐을 매치시킴으로써 의상을 한

층 더 빛나게 하였다<그림 40>,<그림 41>,<그림 42>,<그림 43>,<그림 44>.

  영화에서 그녀는 주로 미니 드레스를 많이 입고 나왔는데, 컬러와 문양이 다양하

고 매우 화려하다<그림 45>,<그림 46>,<그림 47>,<그림 48>,<그림 49>.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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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밝고 낙천적인 성격을 나타내어 준다. 

  캐리는 항상 힐을 착용하는데 그녀 때문에 유명해진 마놀로 블라닉과 지미추 외

에도 많은 디자이너의 구두들이 등장한다.

      

       

      <그림 40> 드레스: 빈티지39)                    <그림 41> 코트 & 드레스: 빈티지

            슈즈: 디올 익스트림                                벨트: 빈티지

     

       

39) Michael Patrick King.. 『Sex And  the City the Movie 』 (Melcher Media. 2007). pp. 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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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드레스: 빈티지                        <그림 43> 드레스: 빈티지

         슈즈: 마놀로 블라닉                                 벨트: 빈티지

         클러치: 펜디                                   슈즈: 디올

                                                               백: 샤넬

          

 

  <그림 44> 드레스:  이브 생 로랑 빈티지               <그림 45> 드레스: 잭 포즌

             슈즈: 디올 익스트림                              슈즈: 크리스찬 루부탱

                                                     백: 이브 생 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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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드레스: 알렉산더 맥퀸                  <그림 47> 드레스: 엠마 덤브

                                                     슈즈: 마놀로 블라닉 

     

   

   <그림 48> 드레스: 돌체 앤 가바나                   <그림 49> 드레스: 니나리찌

                                                     슈즈: 디올 익스트림

                                                      백: 루이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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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만다

  홍보 이사로서 상류층의 삶을 좋아하고 오스카 시상식과 같이 화려한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스스로가 완벽한 미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옷을 좋아하고 성격은 직선적이고 대범하며 솔직하다. 광택 있는 소재의 드

레스와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인 옷은 그러한 그녀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성격이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즐기며 남자와의 관계가 자유

분방한 홍보이사이다. 낮에는 오피스 우먼의 전형적인 실루엣의 수트이지만 비비드

한  컬러를 선호하며<그림 50>,<그림 51>,<그림 52>, 밤에는 그녀의 화려한 면모

를 살려줄 수 있고 파티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실크나 깊게 목이 파인 저지 드레스

를 즐겨 입는다<그림 53>,<그림 54>,<그림 55>,<그림 56>,<그림 57>. 그녀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는 패션으로 섹시하고 과감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팬츠보다는 화

려한 컬러나 섹시해 보이는 펜슬 타이트 스커트를 더 선호한다<그림 58>,<그림 

59>.

 

      <그림 50> 재킷: 티에리 뮤글러                   <그림 51> 재킷: 티에리 뮤글러 

            스커트: 발렌티노40)                               스커트: 헐브레저 

            슈즈: 로베르토 카발리                             

           백: 펜디  

40) Michael Patrick King.. 『Sex And  the City the Movie 』 (Melcher Media. 2007). pp.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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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재킷: 티에리 뮤글러                    <그림 53> 드레스: 헬스톤

            스커트: 디올                                    벨트: 피터 솜

   

        

     

        

        <그림 54> 드레스: 씨디 그린                      <그림 55>드레스: 빈티지

                                                              슈즈: 패트리샤 필드

                                                     클러치: 오스카 드 라 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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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 드레스: 베르사체                     <그림 57> 드레스: 씨디 그린

            슈즈: 지미 추

              백: 낸시 곤잘레

     

        

           

            <그림 58> 탑: 겐조                     <그림 59> 코트 & 드레스: 베르사체

           스커트: 잭 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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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샬롯

  큐레이터인 그녀는 영화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이며 꿈같은 사랑

을 만날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타입이다. 그런 성향은 그녀의 외모에서도 잘 드

러나는데 곧은 갈색머리는 항상 잘 정돈되어 있으며 의상도 항상 단아하고 우아하

다. 모던하고 심플하며 단순한 컬러의 의복에서 그녀가 유행을 멀리한다는 것과 약

간의 소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샬롯은 여성적인 터치가 가미된 디자이너의 옷들을 선호한다. 그녀는 치마 선들

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유행은 멀리하며 몸매에 미끄러

지듯 떨어지면서 옷 선이 깔끔하고 무난한 무늬의 숙녀다운 의상을 선호한다.

  그녀는 주로 파스텔 톤이나 사랑스러운 캔디 컬러로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나 도

트 무늬의 의상과<그림 60>,<그림 61>, 팬츠보다는 디테일이 많지 않고 깔끔한 

라인의 원피스나<그림 62>,<그림 63>,<그림 64>,<그림 65> 무릎까지 좁아지는 

펜슬 스커트<그림 66>,<그림 67>,<그림 68> 등의 아이템에 모자와 부츠 등의 패

션 소품들로 로맨틱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액세서리 역시 화려하고 대담한 스타

일보다는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나 앤틱 스타일을 선호한다. 또한 샤넬 백과 루이비

통의 흰색 토드 백 같은 최신 백으로 그녀의 스타일을 완성한다<그림 69>.

  <그림 60> 드레스: 오스카 드 라 란타 41)               <그림 61> 코트: 프라다            

            슈즈: 디올                                       드레스: 오스카 드 라 란타

41) Michael Patrick King.. 『Sex And  the City the Movie 』 (Melcher Media. 2007).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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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 드레스: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림 63> 드레스: 오스카 드 라 타

           벨트: 빈티지                                     슈즈: 지안마르코 로렌

            

          

        

       

       <그림 64> 드레스: 프라다                       <그림 65> 드레스: 비키 티얼

             슈즈: 프라다                                      슈즈: 미우미우

              백: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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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 탑: 발렌티노                     <그림 67> 드레스: 안토니오 베라디

            스커트: 프라다                                     

       

        <그림 68> 재킷: 6267                           <그림 69> 드레스: 빈티지

            드레스: 샤넬                                     슈즈: 필립 & 다비드 블론드

               벨트: 샤넬                                      백: 샤넬

               백: 낸시 곤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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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란다

  약간은 냉소적이면서도 가장 지적인 변호사이고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미

란다는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컬러와 편안한 의상을 선호하지만 고리타분한 변호

사와는 거리가 멀고, 그녀 나름대로 세련된 감각과 빨갛게 염색한 커트머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미란다는 패션의 유행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지만 그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변

호사들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감각으로 옷을 입는다. 그녀의 의상은 잘 마무리되

고, 약간은 무거운듯 하면서도 성숙한 느낌을 풍기는 것들이 많다. 일터에서의 의

상에서 벗어나면 미란다는 멜빵 청바지나 밝은 색 티와 같은 캐주얼한 의상들을 

즐겨 입는다. 

  영화 속에서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큰 미란다의 의상 특징은 전문직 여성의 특

성을 드러내는 베이직한 컬러의 지적인 수트와<그림 70>,<그림 71>,<그림 72>,

<그림 73>,<그림 74> 때로는 화려한 컬러와 무늬의 원피스<그림 75>,<그림76>,

<그림 77>,<그림 78>,<그림 79> 등에 클러치 백과 같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기

도 한다.

       <그림 70> 코트: 샬롯 론슨42)                     <그림 71> 코트: 제이 멘델

             드레스: 나탈리 에쉬켄지                         드레스: 프라다

             슈즈: 오스카 드 라 란타                         백: 불가리

42) Michael Patrick King.. 『Sex And  the City the Movie 』 (Melcher Media. 2007).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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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 드레스: 마이클 코어스               <그림 73> 재킷: 노 드레스 코드

            슈즈: 로베르토 까발리                              탑: 나탈리 에쉬켄지

                                                      슈즈: 오스카 드 라 란타

     

    

   

      <그림 74> 코트: 발렌티노                        <그림 75> 드레스: 알베타 페레티

           드레스: 피터 솜                                   슈즈: 루치아노 파도반

                                                      백: 낸시 곤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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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 드레스: 메기 런던                    <그림 77> 드레스: 씨네쿠아논

           벨트: 빈티지

             슈즈: 구찌

             백: 알렉산더 맥퀸

        

  

    <그림 78> 드레스: 소니아 리키엘                <그림 79> 드레스: 캐롤리나 헤레라

           벨트: 캘빈 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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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영화 영화 영화 영화 'Sex 'Sex 'Sex 'Sex & & & & the the the the City'City'City'City'를 를 를 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의상 의상 의상 의상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1. 1. 1. 1. 의상계획과 의상계획과 의상계획과 의상계획과 의상디자인의상디자인의상디자인의상디자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영화 'Sex & the City'의 4명의 여자 주인공의 성격

과 역할 및 직업을 중심으로 2008년 가을/겨울 뉴욕의 유행 경향을 반영하여 총 4

벌의 영화의상 디자인을 제시해 보았다. 

   즉 2008년 뉴욕의 가을/겨울 유행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롱 앤 린 실루

엣과 코쿤 실루엣이 대표적인 트렌드였고, 체크 패턴과 벨벳 소재를 이용한 아이템

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위의 대표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직업 및 개성을 최대한 반영한 영화의상을 디자인 하였다.

  각 등장인물의 영화의상 디자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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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등장인물의 영화의상 디자인 계획표

캐리 사만다 샬롯 미란다

반영된 트랜드 코쿤 실루엣
롱 앤 린 

실루엣
코쿤 실루엣

벨벳, 체크 

패턴 소재

연  령 40대 중반 40대 후반 40대 중반 40대 중반

직  업 성 칼럼리스트 홍보 이사 화랑 딜러 변호사

스타일
캐쥬얼함  

세련됨

고급스러움 

섹시함

여성스러움 

우아함

지적임

세련됨

아이템
원피스 

베스트

재킷

원피스

원피스

퍼 머플러

재킷

팬츠

컬  러
그레이

화이트

블루

블랙

피치

베이지

그린

 그린+네이비

소  재
캐시미어

램 퍼

모

벨벳

폴리에스테르

폭스 퍼

실크벨벳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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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리의 의상

n 트렌드: 코쿤 실루엣

n 스타일: 캐쥬얼함, 세련됨

n 아이템: 원피스, 베스트

n 소  재: 캐시미어, 램 퍼

n 색  상: 그레이, 화이트

n 설  명: 그녀의 패션 감각은 도시의 세련됨과 화려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컬러풀하고 개성 있는 그녀의 스타일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함, 당당  

          함을 알 수 있으며 쇼핑을 자주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영화의 의상 디자이너인 패트리샤 필드는 현대 감각적인 의상과 복고풍  

          의 의상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매력적이게, 때  

          로는 튀면서도 얌전한 느낌의 매력이 우러나는 외모를 창출해 냈다.

          그녀는 주로 다양한 컬러와 무늬의 미니 드레스에 벨트와 다양한 액세  

          서리와 높은 하이힐 등으로 포인트를 주어 그녀의 활발한 성격을 잘 나  

          타내었다.

          캐리는 오뜨꾸뜨르 패션과 빈티지의 조화로운 패션스타일로, 시간의 구  

          애를 덜 받는 프리랜서답게 자유스러우면서도 뉴욕의 세련됨과 화려함  

          으로 다양한 패턴과 아이템을 이용하여 그녀의 활발한 성격과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4명중 가장 트랜디한 그녀의   

          의상은 그레이 캐시미어를 사용하여 코쿤 실루엣인 라그랑 소매의 여유  

          있는 원피스로 활동성 있게 하였고, 퍼 베스트를 매치시켜 캐쥬얼 하면  

          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하였다<그림 80><그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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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캐리의 의상 디자인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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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캐리의 의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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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만다의 의상

n 트렌드: 롱 앤 린 실루엣

n 스타일: 고급스러움, 섹시함

n 아이템: 재킷, 원피스

n 소  재: 모, 벨벳

n 색  상: 블루, 블랙

n 설  명: 홍보 이사로서 상류층의 삶을 좋아하고 오스카 시상식과 같이 화려한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스스로가 완벽한 미모를 갖추   

          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옷을 좋아하고 성격은 직선적이고 대범하   

          며 솔직하다. 광택 있는 소재의 드레스와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인 옷은   

          그러한 그녀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성  

          격으로서 비즈니스 수트 또한 비비드한 컬러로 그녀의 화려한 면모를   

          잘 나타낸다.

          사만다는 섹시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패션스타일을 선호한다. 낮에는     

          블루 컬러의 화려한 쇼트 재킷으로 화려함을 잃지 않는 비즈니스 수    

          트로서 밤에는 몸의 라인을 살리고 광택이 있는 벨벳 블랙 드레스로    

          가슴 라인을 살리고 비즈로 포인트를 주어 섹시하고 화려한 여성으로   

          그녀만의 정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그림 82><그  

          림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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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사만다의 의상 디자인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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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사만다의 의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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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샬롯의 의상

n 트렌드: 코쿤 실루엣

n 스타일: 여성스러움, 우아함

n 아이템: 원피스, 퍼 머플러

n 소  재: 폴리에스테르, 폭스 퍼

n 색  상: 피치, 베이지

n 설  명: 큐레이터인 그녀는 영화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이며 꿈   

           같은 사랑을 만날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타입이다. 그런 성향은 그녀  

           의 외모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곧은 갈색머리는 항상 잘 정돈되어 있으  

           며 의상도 항상 단아하고 우아하다. 모던하고 심플하며 단순한 컬러의  

           의상에서 그녀가 유행을 멀리한다는 것과 약간의 소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샬롯은 여성적인 터치가 가미된 디자이너의 옷들을 선호한다. 그녀는   

           스커트 선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유행은  

           멀리하며 몸매에 미끄러지듯 떨어지면서 옷 선이 깔끔하고 잔잔한 플  

           라워 패턴과 도트 같은 무난한 무늬의 숙녀다운 의상을 선호한다.

           샬롯은 파크 애비뉴의 생활 스타일과 여성스러운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아하고 우아한 패션 스타일로 주로 파스텔 톤이나 사랑스러운  

           캔디 컬러의 의상을 선호한다. 이런 그녀의 스타일과 성격에 맞추어    

           피치 컬러의 여성스러운 에이라인과 8부 기장의 소매 원피스에 퍼 머  

           플러를 매치시켜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그림 84><그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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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샬롯의 의상 디자인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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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샬롯의 의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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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란다의 의상

n 트렌드: 벨벳, 체크 패턴 소재

n 스타일: 지적임, 세련됨

n 아이템: 재킷, 바지

n 소  재: 벨벳, 모

n 색  상: 그린, 그린+네이비

n 설  명: 약간은 냉소적이면서도 가장 지적인 변호사이고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  

           도 한 미란다는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컬러와 편안한 의상을 선호하지  

           만 고리타분한 변호사와는 거리가 멀고, 그녀 나름대로 세련된 감각과  

           빨갛게 염색한 커트머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  

           을 보여준다. 미란다는 패션의 유행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지만 그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변호사들 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감각으로 옷을 입는다. 그녀의 의상은 잘 마무리되고,  

           약간은 무거운듯 하면서도 성숙한 느낌을 풍기는 것들이 많다. 

           미란다는 엄격하고 경직되어 보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세  

           련된 패션스타일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 패션 스타일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캐릭터로써 지적이고 세련되게 디자인 하였다. 그린 컬러  

           의 벨벳으로 몸에 피트 되는 더블버튼의 재킷과 체크 패턴의 바지를   

            매치하였다<그림 86><그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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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미란다의 의상 디자인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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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미란다의 의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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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미국 드라마 <Sex & the City>를 영화화한 'Sex & the City'의 영

화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영화의상의 배경 및 주인공의 영화의상 분석과 뉴욕

의 2008년 유행 경향을 바탕으로 영화의상 디자인을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으로는 영화의상의 정의와 기능 등을 고찰해 보았고 영화의 

배경인 뉴욕의 2008년 봄/여름과 가을/겨울 유행 경향을 분석하고, 뉴욕 스타일을 

선도하는 디자이너들의 대표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영화 'Sex & the 

City' 와 4명의 여자 주인공의 의상을 분석해 보았다. 

  영화를 분석해 본 결과, 드라마에서는 직업과 성격에 따라 여주인공들의 개성이 

의상에 명확히 표현되었으나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마다 의상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

고 진정한 영화의상이라기 보다는 마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장인 듯한 분위기가 

훨씬 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화의상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등

장인물인 4명의 여주인공들의 직업과 성격 그리고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영화의 

배경이 된 뉴욕의 2008년 유행 경향도 고려하여 영화의상을 디자인하여 총 4벌을 

제시하였다.

  각 등장인물의 영화의상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리의 의상은 오뜨꾸뜨르 패션과 빈티지의 조화로운 패션스타일로, 시간

의 구애를 덜 받는 프리랜서답게 자유스러우면서도 뉴욕의 세련됨과 화려함으로 

다양한 패턴과 아이템을 이용하여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4명중 가장 트렌디한 그녀의 의상은 그레이 캐시미어를 사용하여 코쿤 실

루엣인 라그랑 소매의 여유 있는 원피스로 활동성 있게 하였고, 퍼 베스트를 매치

시켜 캐쥬얼 하면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하였다.

  둘째, 사만다의 의상은 가장 화려하고 섹시함을 나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사만다는  섹시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패션스타일을 선호한다. 낮에는 블루 컬러의 

화려한 쇼트 재킷으로  화려함을 잃지 않는 비즈니스 수트로서 밤에는 몸의 라인

을 살리고 광택이 있는 벨벳 블랙 미니 드레스로 가슴 라인을 살려 비즈로 포인트

를 주어 섹시하고 화려한 여성으로 그녀만의 정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에 중점

을 두었다.

  셋째, 샬롯의 의상은 파크 애비뉴의 생활 스타일과 여성스러운 매력을 잘 표현할 



- 67 -

수 있는 단아하고 우아한 패션 스타일로 주로 파스텔 톤이나 사랑스러운 캔디 컬

러의 의상을 선호한다. 이런 그녀의 스타일과 성격에 맞추어 피치 컬러의 여성스러

운 에이라인과 8부 기장의 소매 원피스에 퍼 머플러를 매치시켜 고급스럽고 여성

스러운 느낌을 나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미란다는 엄격하고 경직되어 보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패션스타일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 패션 스타일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캐릭터로써 그녀의 의상은 지적이고 세련되게 디자인 하였다. 그린 컬러의 벨벳으

로 몸에 피트 되는 더블버튼의 재킷과 체크 패턴의 바지를  매치하였다.

  영화 'Sex & the City'는 뉴욕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트렌디한 뉴욕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런웨이를 방불케하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의상들과 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등이 대거 등장하면서 많은 유행을 창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화에 있어서 영화의상은 영화의 분위기를 좌우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에 대한 표현 수단이며 많은 유행을 창조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영화의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른 의상 분석과 의상 디자인을 많

이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후속 논문으로 영화 속 장면들과 상황에 맞는 각 등장

인물의 의상 분석과 의상외의 많은 액세서리와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유명 

디자이너들의 웨딩드레스에 대한 분석이 연구 되었으면 한다.



- 68 -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국내서적국내서적국내서적국내서적

김수남, 『영화예술의 입문』, 서울: 세미, 2001.

김  연, 『영화사전』, 서울: 한국영화인협회, 1990.

이경기, 『재미있는 영화이야기-주제와 장르로 살펴본 영화세계』, 삼호미디어,             

       1995.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 교문사, 1995. 

이은영. 유순례. 백천의, 『패션』, 교학연구사. 1999.

이인자, 『복식 사회 심리학』, 서울: 수학사, 1985.

장경림, 『심리학』, 서울: 박영사, 1984.

정재형, 『영화 이해의 길잡이』, 서울: 개마고원, 2003.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2.

한국영화학교수협의회, 『영화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사, 1992

Daniel Arijon, 황왕수(역), 『영상문법』, 서울: 다보문화사, 1987.

Giannetti. Louis, 김학용(역),『영화형식과 이해』, 서울: 한두실 출판사, 1994.

Jack C. Ellis, 변재란(역), 『세계영화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98.

Joseph M. Boggs, 이용관(역),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제3문학사, 1995.

L. Zanetti,  김진해(역), 『영화의 이해:이론과 실제』, 서울: 현암사, 1987.

외국서적외국서적외국서적외국서적

E. Regine and W. Peter, 『Fashion in film』, Munich: Prestel-Verlag, 1990.

Elizabeth Leese, 『Costume Design in the Movies』,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91.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Jacques Manuel, 『Esquisse d' une Histoire du cinema』, La Reuue du Cinema,       

                 1949.

M. L. Rosencranz, 『Clothing Concep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69 -

                     1972.

Marilyn Horn,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68.

Michael Patrick King, 『Sex And  the City the Movie 』, Melcher Media, 2007.

Regine Engelmeier, Peter W. Engelmeier, 『Fashion in Film』, Munich:               

                                                   Prestel-Verlag, 1991.

학위논문학위논문학위논문학위논문

김다정, ⟪<위대한 유산>의 의상에 나타난 색채의 상징적 의미⟫,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원, 2007.

김미성, ⟪영화의상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1960년대~ 1990년대 영화를 중        

        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9.

김미영,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타난 복식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김문정,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영화 <영웅>을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김연희, ⟪메이크업이 대중 패션에 미치는 영향: 오드리 햅번 영화 중심으로⟫, 조선        

       대학교 대학원, 2003.

김용미, ⟪<순수의 시대> 영화의상 디자인 연구-May와 Ellen의 의상을 중심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권현진, ⟪영화의사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아마데우스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        

        교 대학원, 1994.

이정자, ⟪영화의상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쟝 꼭또의 <미녀와 야수>에 적용하        

        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5.

이화영,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장인물을 중심        

        으로 ⟫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이혜경,  ⟪영화 <타이타닉>의 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9.

임수연, ⟪Edith Head의 영화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Academy영화제 의상디자인        

       수상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6.



- 70 -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검색 검색 검색 검색 싸이트싸이트싸이트싸이트

http://cfs11.blog.daum.net/image/21/blog/2008/04/15/12/39/48042374873a7&fi 

lename=22.jpg

http://pds6.egloos.com/pds/200710/19/86/d0008786_471822baba583.jpg

http://www.gadis.co.kr/attach/1/1375618946.jpg

http://pds3.egloos.com/pds/200708/25/77/b0018277_46cf79db18e4d.jpg

http://tfile.nate.com/download.asp%3FFileID%3D35305550

http://fs1.tatterfactory.com/attach/0/25/1g0205ee55c04784986800001d57.jpg

http://i.blog.empas.com/thothe/20533041_400x266.jpg 

http://pds4.egloos.com/pds/200708/03/45/b0006245_09080629.jpg

http://mm.hot.empas.com/01/54/35/00001827100010161827.jpg

http://images.contactmusic.com/images/reviews/moulinrouge.jpg          

http://cfs9.blog.daum.net/image/25/blog/2007/12/20/17/17/476a24b3f059d

http://imgmovie.naver.com/design/preview/pic/20080725/11.jpg          

http://imgmovie.naver.com/mdi/mi/0431/D3157-06.jpg     

http://cfs6.tistory.com/image/10/tistory/2008/04/24/14/13/481016eb024c  

http://3sege.org/files/attach/images/17682/46689/1184903405_mpfol.jpg

http://www.millaj.com/pics/tfe10.jpg     

http://www.sfc.seoul.kr/portal/sfc      

http://blog.daum.net/pritView.html       

http://cafe357.daum.net              



- 71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A A A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Costume Costume Costume Costume in  in  in  in  ‘‘‘‘SSSSeeeexxxx    & & & & the the the the City'  City'  City'  City'  The The The The MovieMovieMovieMovie

-Centering -Centering -Centering -Centering on on on on Four Four Four Four Main Main Main Main ActressesActressesActressesActresses

(Carey, (Carey, (Carey, (Carey, Samantha, Samantha, Samantha, Samantha, Charlotte, Charlotte, Charlotte, Charlotte, and and and and Miranda) Miranda) Miranda) Miranda) ----

                                                                                                                                                                        By By By By Kim, Kim, Kim, Kim, Jung-AhJung-AhJung-AhJung-Ah

                                                                                                                                                                        Advisor Advisor Advisor Advisor : : : : Prof. Prof. Prof. Prof. Shon,Young-MiShon,Young-MiShon,Young-MiShon,Young-Mi

                                                                                                                                                                        Fashion Fashion Fashion Fashio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Graduate Graduate Graduate Graduate School School School School of of of of Design, Design, Design, Design, 

                                                                                                                                                                        Chosun Chosun Chosun Chosun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d the costume in a movie titled ‘Sex & the City’, 

which adapted a popular drama titled <Sex & the City> which drew a 

line in American popular culture as the best American drama showing a 

variety of fashion styles, focusing the costume of the four main 

actresses in it.  

 The 'Sex & the City' is a romantic comedy which adapted a TV drama 

running from 1998 to 2004. The drama titled <Sex & the City> is a 

comic series produced by HBO, an American TV channel, and won a 

2002 Golden Glove in musical&comedy and Best Actress. In addition, it 

is a continuing winner in the best series and the best actress for the 

three years. It was nominated in eight fields of Emmy Award in 2002 

and won a grand-prix in comedy in 2001. This series was produced 

based on columns titles <Sex & the City> published in <New York 

Observer> by Candace Bushnell.  

 Four years after the end of the drama, the heroes and original staff 

gathered for the movie, which attracted the world's attention.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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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the last six seasons of the drama are connected with stories and 

everything of the ‘Sex & the City’ is completely represented for easy 

understanding of the audiences who did not see a drama at all.

 This movie was directed by Michael Patrick King who won an Emmy 

Award for Outstanding Directing from Season 5 to 6 of the drama, and 

photographed by John Thomas who created romantic and sweet images 

including Patricia Field, a genius stylist who made the heroes fashion 

stars, and Jeremy Conway, a production designer who uniquely created 

New York city where the heroes' idiosyncrasies are revealed.  

 For the study, we made a bibliographical research centering on 

bibliographical data and magazines, and searched information through 

photographic data and Internet site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movie costume. 

For the purpose, we categorized the function of a movie into symbolic 

and fashion creating, and movie costume into comedy costume, period 

costume, music costume and science fiction costume. We analysed the 

fashion trends of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in 2008, representative 

designs of leading designers in New York, plot and background of the 

movie, personality and costumes of the four actresses. Finally, to 

overcome unclear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and characters of the 

costume in the movie in comparison with the drama, this study designed 

and produced the costume that can represent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actresses considering the trend of New York in 

2008.

 The costumes in the movie ‘Sex & the City' are presented as follows: 

 Carey wore Haute Couture and vintage style as a freelancer who has 

discretional use of time focusing on refined and colorful patterns and 

items to highlight her attractiveness. She wore the most trendy costume 

of the actresses such as a lagrange-sleeved one piece dress ma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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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cashmere with cocoon silhouette, and a casual but trendy fur vest. 

 Samantha‘s costume focused on splendor and glamour. She preferred a 

refined and sexy style. She wore business suits such as a blue short 

jacket in daytime while wearing a velvet mini dress decorated with 

beads at night time to show her enthusiastic personality. 

 Charlotte wore an elegant and neat style of pastel or candy colors to 

show her feminine attractiveness. According to her personality, she 

focused on refined and feminine style by wearing a midium-length 

one-piece dress of peach color with a fur muffler.  

 Miranda preferred a refined fashion style even though she is a lawyer 

who looked strict and stiff. In particular, she showed the biggest change 

in fashion style in this movie into an intellectual and refined style. She 

wore a green velvet double-buttoned jacket and checkered pants.  

 The ‘Sex & the City'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rendy New York 

very effectively and it is highly valued in that it created new trends by 

representing personality of characters.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atmosphere of a movie depends on 

the costume, which contributes to creation of many trends as a means 

of representing character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be 

helpful to production of the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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