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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포영화는 공포를 소재로 제작하는 장르영화로서, 그

것은 영화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의 소설가인 로버크라프트(H. P. Lovecraft)는 “인간의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된 감정은 두려움”[1]  이라고 했

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의식적, 무의식

적 영역에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고, 때문에 공포영화

는 인간의 원초적 의식을 향해 작용하고 있다. 영화, 문

학 등, 다양한 예술의 형식에서 공포는 현실을 복제하고, 

허구와 진실의 경계에서 공포미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다.

Ⅱ. 연구의 필요성

  심리학적 측면에서 공포영화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초

조함에서 비롯된다. 외로움, 어둠, 죽음과 같은 공포영화

의 요소들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잠재한 초조함과 긴장을 

통해 두려움의 악몽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관객은 극한

의 정서적 자극과 시각적 충격을 받는다.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고독과 초조함을 경험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공포를 통한 정서적 위로라

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공포영

화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다원적 가치관을 추구하

는 현실에서 공포영화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바로 공포영화의 심미

적 가치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공포영화 속에서 억압된 무의식이 드러나고, 관객과 

은연중에 소통하고자 한다. 공포영화의 외적인 형식은 

감정적 표현이지만, 내면에 담긴 것은 정서적 호소인 것

이다.

Ⅲ. 공포영화의 시각적 심미적 가치

1. 숭고의 미

  공포영화는 숭고의 미와 유사하다.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Immanuel Kant)는 미에 대한 철학을 제기한 바 있

다. 칸트는 “객체의 형식이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와 한계를 벗어나면, 주체는 강한 충격과 억압을 느끼면

서, 주관적인 능동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방어력과 저항

력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객체에 의한 충격과 억

압이 주체의 방어력과 저항력을 초월하면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 즉 숭고한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2].

▶▶ 그림 1. <인시디어스: 두번째 집> 숭고한 미 

  제스 완(James Wan) 감독의 <인시디어스: 두번째 집

(Insidious: Chapter 2)>에서는 생경한 장면이 연출된다. 

마치 숭고를 대하는 것처럼, 관객은 마성과 흉악함에 노

출된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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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는 관객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자극하지만, 지속적으로 제작, 소비되는 장르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창작 패턴이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열광하는 마니아층도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공포영화에만 존재하는 시각적 심미

성을 탐구하여, 특징적 장르로서의 공포영화의 해석과 제작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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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은 심리적 한계선을 초월하는 장면에 대항하면서 

스스로와 마주한다.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의지와 끈기

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2. 추(醜)의 미

  비가시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한

다. 즉 비가시적인 것은 어둠과 연결되며, 어둠은 공포, 

무력감, 소외, 죽음 등 가장 원초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

다. 이는 일반적인 ‘미’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추악

하다. 

  그렇다면 공포영화는 우리에게 미감을 주지 못하는가. 

칸트는 아름다움이 사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관적인 판단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심리적 감각을 강조하

였다[3].

▶▶ 그림 2.  <인시디어스: 두번째 집> 추(醜)의 미 

  그림 2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만, 우리에게  아름답

지 않은 미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미학자인 카를 로젠

크란츠(Karl Rosenkranz)는 <못생긴 미학(Aesthetics of 

Ugliness)>에서 미감이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

지만, 추감은 부정적이고 혐오감을 준다고 하였다[4]. 공

포영화는 시각적, 청각적 추미를 통해 관객에게 다가오

는 것이다.

Ⅳ. 결론

  약 100년의 영화 역사에서 공포 영화는 확고한 영역을 

확립했다. 전형적인 줄거리, 모호한 배경, 단순한 주제, 

경이로운 클로즈업,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환경 등은 공

포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의 기법들이다. 이들은 

관객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통해 일상적이지 않은 미를 

선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포영화의 예술성을 제고하는 심

미적 측면을 연구하여 공포영화의 전형과 함께 성공을 

위한 전략을 미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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