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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셔 영화에 나타난 사이코패스의 분장 코디네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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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sychopaths' Make-up Coordination Expressed on the Slasher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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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psychopaths' psychological factors are expressed on the characters'
visual styles in the make-up coordination of slasher films. Psychopath is an ordinary person who has suffered some ter-
rible trauma (humiliation, the death of a loved one, rape, psychological abuse), and features a disorder that consists of mul-
tiple components ranging on the emotional, interpersonal, and behavioral spectrum. Slasher films are sub genre of horror
films that psychopathy characters, namely, Leather Face, Michael Myers, Jason Voorhees, Kenny Hampson, Harry War-
den, Freddy Kruger and Billy kill the unfamiliar victims by cruel weapons with mercilessly. Their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ake-up coordination were shown in concealment, cruelty and suggestion. The concealment was presented by killers'
masks, the cruelty was represented by their weapons, and the suggestion, especially space-time and status was depicted
by their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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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로 인해 사이코패스

(psychopath)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 처음 알려지게 되면서, 인

간에 내재된 악마성에 대한 보고들은 크나큰 사회적 충격과 함

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서구에서 이미

1920년대에 독일학자 Schneider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이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언급이 기피되어왔으나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재평가 받기 시작하면서 한 시대의 대상적 공포를 반

영하는 공포영화 특히 대학살을 다룬 슬래셔(slasher) 영화의 주

요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공포의 대상이 더 이상 흡혈

귀나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인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세계로부

터 온 괴물이 인간 내부세계에서 생겨난 괴물로 대치됨을 상징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슬래셔 영화를 중심으로 사이코패스 캐

릭터의 분장 코디네이션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불완전한 심리

적, 병리적 요인이 영화예술 속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

었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가 고도화, 다원화되고

인간관계 또한 표피적 양상을 띠면서 인간의 정신적 병폐로 인

한 범죄와 관심의 증가가 예상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국내 최초 사이코패스 영화 <검은집>

(2007) 또한 사이코패스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

은 바 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와 사이코패스 영화 캐릭터의 분

장 코디네이션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아울러

영화 분장 디자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선정기준은 <Black Christmas>가 최초로 공식적인

슬래셔 영화로 인정받은 1974년 이후부터 슬래셔 영화의 전성

기로 평가되는 1980년대 초반 영화이면서, 사이코패스 살인마

가 등장하고 사진 및 분장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영화로 제한한

결과, <The Texas Chainsaw Massacre>(1974), <Halloween>
(1978), <Friday the 13th>(1980), <Terror Train>(1980), <My

Bloody Valentine>(1981), <A Nightmare on Elm Street>(1984),

<Silent Night, Deadly Night>(1984) 7편이 선정되었으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코패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슬래셔 영화의 개념과 역사, 장르적 특성을 살

펴본 후 셋째, 대표적인 슬래셔 영화에 나타난 사이코패스 각

각의 특징과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분장 코디네이션 및 그 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사이코패스와 인간 심리, 슬래셔 영화와 분장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 고찰, TV 프로그램 및 인터넷 검

색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영화제목과 인명은 원

어 그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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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사이코패스의 개념과 특성

1920년대 독일학자 Schneider에 의해 소개된 사이코패스는

‘성격 탓으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

신병질(精神病質)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사이코패스 현

상에 대한 현대적 설명은 Cleckley(1941)의 연구에서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는데, 저서 <The Mask of Sanity>에서 그는 사

이코패스 진단을 위한 16가지 기준, 즉 외적 매력(superficial

charm), 근심의 결여(lack of anxiety), 죄책감의 결여(lack of

guilty), 불신(undependability), 부정직(dishonesty), 이기주의

(egocentricity), 지속적인 친밀관계의 실패(failure to form

lasting intimate relationships), 처벌에 의한 깨달음 실패(failure

to learn from punishment), 감성 결핍(poverty of emotions),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통찰력 결여(lack of

insight into the impact of one's behavior on others), 계획

추진 실패(failure to plan ahead)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

이코패스는 감정, 대인관계, 행동 영역에 분포되어있는 복합적

인 요인들의 구성이 부조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Blair,

Mitchell & Blair, 2005),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율과 다른 사람

의 권리를 무시하고 핵심 감정의 부족을 나타내는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묘

하게 이용하고, 충동적이며, 냉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자

각을 하지 못하며,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직 자

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을 신처럼 높이 평가한다(최소

영, 2007). 

Cleckley(1941)의 연구를 바탕으로 PCL(Psychopathy Checklist:
Hare, 1980),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1991),

VRAG(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Harris, Rice & Quinsey,

1993), HCR-20(Histirical-Clinical-Risk Management-20: Webster,

Douglas, Eaves & Hart, 1997) 등 사이코패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이 개발되었으나 이 가운데 Hare가 개발한

PCL-R이 사이코패스의 폭력 재범, 신체적 폭력, 성폭력에 대한

평균 예측력에서 높은 타당도를 보였고, 성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까지, 남성뿐 아니라 여성까지, 살인자뿐 아니라 약물남

용자, 성범죄자까지, 또한 문화에 관계없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장 타당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최소영,
2007). 

PCL-R은 전문가에 의한 개인 기록 평가와 면담을 통해 3점

척도로 채점되며 미국에서는 총점 40점 중 30점 이상이면 사

이코패스로 진단된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대인관계/감

정적 요인으로, 입심 좋음/피상적 매력(Glib/superficial charm),

과도한 자존감(Grandiose sense of self-worth), 병적인 거짓말

(Pathological lying), 사기/속임수(Conning/manipulative), 양심/

죄의식 결여(Lack of remorse or guilt), 얕은 감정(Shallow

affect), 냉담/공감의 결여(Callous/lack of empathy), 자신의 행동

에 대한 책임감 결여(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wn

actions)로 구성되고, 둘째는 충동적/반사회적 생활방식 요인으

로, 자극에 대한 욕구/쉽게 지루해짐(Need for stimulation/

proneness to boredom), 기생적 생활방식(Parasitic lifestyle),

행동억제 부족(Poor behavioral controls), 어릴 때 문제행동

(Early behavioral problems), 현실적 또는 장기목표의 결여

(Lack of realistic, long-term goals), 충동성(Impulsivity), 무책

임(irresponsibility),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조건부

석방의 취소(Revocation of conditional release)로 구성되며, 셋

째는 기타 요인으로 문란한 성적 행동(Promiscuous sexual

behavior), 다수의 단기 혼인(Many short-term marital affairs),

범죄 다양성(Criminal versatility)이 해당된다(Blair, Mitchell &
Blair, 2005).

Hare(2005)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일반인 중 1%에 해당되

지만 범죄자 중에는 15-20%가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특히 아

동 성 기호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10%, 배우자 폭력범의

20%, 유괴 및 불법 감금 범죄자의 50%, 강간범의 65%가 사

이코패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통해

연쇄살인범들의 행동양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쇄살인범 90%

이상이 사이코패스로 보고되고 있다(KBS, 2005. 4. 10 방송).

Porter와 Woodworth(2006)는 125명의 살인범을 대상으로 범

죄동기를 도구적 살인과 반응적 살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

데, 도구적 살인은 냉혈하고 계획적이며, 행위의 결과를 통해

이차적 보상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반응적 살인은 격정의

범죄로써 극도의 화나 자기방어로 인한 살인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사이코패스들은 도구적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

다고 밝혀 사이코패스가 계획적이고 냉혈한 살인과 관련된다고

보았고, Porter, Woodworth, Earle, Drugge와 Boer(2003)의 연

구 또한 사이코패스 살인범의 폭력은 다른 살인범들과 비교하

여 살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가학적인 특징이 나타났으며 피

해자는 비면식 관계였다고 밝힘으로써 사이코패스의 무자비한

폭력성, 도구적 공격성, 자극적 가학성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발생원인은 평범한 사람이 가족의 죽

음, 강간, 심한 모욕감이나 굴욕감 등 정신적 충격에 의해 뇌의

전두엽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기질적 뇌 중후군(organic brain

syndrome)이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Gorenstein, 1982; Moffitt, 1993; Raine, 2002), 2004년 KBS

는 미국 브르크하멜 국립연구소에 의뢰하여 폭력적 자극에 반

응하는 뇌의 연구를 통해, 인간행동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공격

성을 억제하는 분비물 세로토닌(serotonin)의 상관관계를 밝히

는 등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생물학적 비밀을 파헤친 바 있다.

그러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외에 Hare는 환경적 요인을 지

적하면서 사이코패스는 교정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재범률이 높

아지고,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모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오직 경쟁만을 가르치는 사회, 이기는 자만이 영웅으로 추앙받

는 사회에서 사이코패스의 존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



슬래셔 영화에 나타난 사이코패스의 분장 코디네이션 연구 401

고하였다(KBS, 2005. 4. 10 방송).
 

2.2. 슬래셔 영화의 역사와 장르적 특성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슬래쉬(slash)는 ‘마구 휘둘러 베다, 난

도질하다’(민중서림편집국, 1985)라는 의미로, 슬래셔 영화는

‘연쇄살인 영화’(bodycount films)라고 불릴 정도로 전형적인 사

이코패스 살인마가 나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들

을 살해하는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를 말한다. 

Agatha Christie의 미스터리 소설 <And Then There Were

None>이 슬래셔 장르의 최초 선구자로 간주되며, Alfred

Hitchcock 감독의 <Psycho>(1960)가 슬래셔 영화의 모태로 묘

사된다. <Psycho>는 공포의 근원이 더 이상 뱀파이어, 늑대인

간, 몬스터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심리

적인 것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영화 역사에서 하나의 획기적

인 전환점으로서 평가된다. <Psycho>의 살인마는 정신이상의

살인마라는 아이디어로 슬래셔 장르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으

나 다른 슬래셔 영화와 비교해볼 때 사이코패스라기 보다는 분

명하고 이상한 정신적 착각을 보임으로써 좀 더 명확히 하면

<Psycho>는 심리적 공포/스릴러로 범주화된다. 따라서 최초의

공식적인 슬래셔 영화는 <Black Christmas>(1974)로 인정되며

영화에서 사용된 많은 요소들, 즉 살인마의 시점에서 나오는

point-of-view shot과 희생자 집안에서 들리는 위협적인 전화벨

소리 등은 수십 년간 후대 영화 제작자들에 의해 재현되었고,

특별한 날에 초점을 맞춘 <My Bloody Valentine>, <Happy
Birthday to Me>, <April Fool's Day>, <Prom Night>,

<Mother's Day>, <Silent Night, Deadly Night> 등의 영화를

탄생시켰다. 

또한 <Halloween>과 <Friday the 13th>, <A Nightmare

on Elm Street>가 슬래셔 영화의 대중화에 기여함으로써 1980

년대 영화 장르에 대변혁을 가져왔고, 1983년 박스 오피스의

60%가 슬래셔 영화일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불멸의 가면 쓴 살인마와 예측 가능한 줄거리’라는 공식

에 관객들이 싫증을 내면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 영화 제작과

배급이 감소되었다.

1990년대 중반 Wes Craven의 <Scream>(1996)이 성공적인

재기를 한 후 슬래셔 장르는 다시 주류로 떠올랐다. 이 영화는

스크린에 등장하는 잔인한 장면들을 줄이고 자조적 유머를 첨

가했으며,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유명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비

평적, 상업적 성공을 모두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1998년

<Halloween H20>, <Halloween: Resurrection> 등 <Halloween>

시리즈가 리바이벌되어 <Scream>과 경쟁하였고, <Child's Play>

의 처키(Chucky) 시리즈는 <Bride of Chucky>, <Seed of

Chucky>로 부활하였다. 2003년 가장 큰 슬래셔 시리즈 <A

Nightmare on Elm Street>와 <Friday the 13th>는 뉴 라인

시네마(New Line Cinema)에 의해 <Freddy vs. Jason>으로

결합되어 두 영화의 결정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포영화의 두

려움보다는 코믹무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슬래셔 영화의 변신을 시도한 2004년 <The Texas Chainsaw

Massacre>(1974)의 리메이크 작에서는 1980년대 슬래셔 장르

보다 더 많은 피와 살육, 사디즘(sadism)을 특징으로 하고, 희

생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속임수를 쓰다 결국 그들 자신 또는

타인을 죽이는 등 살인마뿐 아니라 희생자까지도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영화 <Hostel>(2005),
<Turistas>(2006), <See No Evil>(2006), <Captivity>(2007),

<Dead Silence>(2007)는 ‘공포 포르노’(horror porn), ‘고통 포

르노’(torture porn), ‘살육 포르노’(gornography) 등 슬래셔 장

르가 더욱 쇼킹한 방식으로 재현된 현대적 동향으로 간주된다
(www.wikipedia.com, 2007. 12. 27).

슬래셔 영화는 몇 가지 불변의 공식을 통해 장르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얼굴에 가면을 쓰

고 등장하여 칼, 전기톱, 각목 등 다양한 무기로 죄의식 없이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폭력성, 가학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화
<The Texas Chainsaw Massacre>, <Halloween>, <Friday the

13th> 등의 대중적 인기로 인해 관객들은 슬래셔 영화의 살인

마들을 무조건 일그러진 하키 마스크와 위협적인 칼을 휘두르

는 초자연적인 살인마로 단정 짓는다. 그러나 실제로 스토리의

배경에는 평범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강간, 모욕감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지난 과거에 대한

복수를 위해 살인마가 된 사이코패스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Roger Ebert가 언급한 ‘10대 살인 영화’(dead teenager movies)

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희생자들은 주로 불법적인 마약

이나 음주, 성적 행위를 하는 방탕한 10대 젊은이들이다

(www.wikipedia.com, 2007. 12. 27). 특히 이러한 젊은이들의

유희적 행위들은 할로윈, 프롬 파티, 수학여행, 캠프, 크리스마

스, 발렌 타인 데이 등 특별한 날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으므로 슬래셔 영화들은 축제일에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이 영화들은 전형적으로 젊은 여성의 살해

로 시작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긴 채 살인마를

제압하는 유일한 여성 생존자와 함께 끝남으로써, 속편 제작을

암시한다. 넷째, 속편에서 살인마는 부활하고, 이는 사이코패스

라기보다는 불멸의, 비인간적인 악마로 정의된다. 그러나 초자

연적인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이나 천사가

아닌, 부상을 입거나 죽지 않는 불멸의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

다. 제작자들은 시리즈 영화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살인

마들이 속편에서 부활하게 함으로써 살인마들의 불멸성을 채택

하고 있는 것이다(Rockoff, 2002).

이러한 상투적인 공식들로 인해 서스펜스의 거장 J. T.

Heslop은 슬래셔 영화를 ‘쓰레기, 바보스러운 대중심리학’이라

고 비판하였으며, C. J. Clover는 저서 <Men, Women and

Chain Saws; Gender in the Modern Horror Film>에서 ‘많은

희생자와 마지막 생존자가 여성’이라는 공식, 즉 젠더의 차별

성에 대해 논함으로써 슬래셔 장르를 비판한 바 있다(www.

wikipedia.com, 2007. 12. 27). 그러나 오늘날 슬래셔 영화는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의 시각적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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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재현하기 위해 특수분장을 발전시킨 장르로서 그 가치

를 인정받고 있다.

3. 슬래셔 영화에 나타난 사이코패스의
분장 코디네이션

3.1.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슬래셔 영화 내러티브와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역할과 특징에 따른 분장 코디네이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Texas Chainsaw Massacre>(1974)의 Leather Face

: Tobe Hooper 감독의 고전 슬래셔 <The Texas Chainsaw

Massacre>는 Leather Face라는 마스크를 뒤집어쓴 살인마가 캠

핑 온 10대 청소년들을 전기톱으로 연쇄 살해하는 영화로, 실

제 텍사스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eather Face 분장은 위스콘신 연쇄살인범 Ed Gein에서 영

감을 얻은 것으로(Rockoff, 2002) 프로스테틱스(prosthetics) 기

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정상적인 얼굴 형태가 아닌 쭈글쭈글한

피부표면, 크게 벌어져 위협적인 입, 좌우 비대칭적인 눈과 귀,

부분적으로 보이는 바늘땀 등 인간피부를 기워 만든 가면이라

는 설정으로 극도의 잔혹성을 보여준다<Fig. 1>. 살인마의 분

장 코디네이션으로는 신사복을 채택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응징하는 기성세대의 아버지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무기로는

전기톱을 사용하여 전기톱의 요란한 굉음소리와 함께 쫓고 쫓

기는 섬뜩한 추격 장면으로 시각, 청각 모든 면에서 강력한 공

포심을 유발한다<Fig. 2>. 

영화 평론가 Robin Wood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살인마

의 집안은 가족애가 있는 가부장제 가족이고, 반대로 캠핑 온

10대 청소년들은 서로 티격태격하는 얄팍한 친구 관계라는 매

우 대조적인 설정을 통해 1970년대 미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

한 공포영화의 수작이라 평가된다(장미숙, 2005).

<Halloween>(1978)의 Michael Myers : 사이코패스 살인마

Michael Myers는 어릴 때, 누나와 누나의 남자 친구의 부정적

행위를 보고 이들을 살해한 죄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그러

나 병원을 탈출하고 할로윈 축제의 밤에 자신이 어릴 때 누나

를 죽였던 마을로 돌아와 축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성적 방

종을 서슴지 않는 젊은 여성들을 살해한다. 이 영화로 인해 무

분별한 성적 행위를 한 여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공포영화의 공

식이 최초로 생겨났다(www.cineseoul.com, 2008. 1. 4).

Michael 분장에는 할로윈 가면이 사용되었다<Fig. 3>. 이 가

면은 인조 머리카락을 붙인 것으로, 귀를 포함한 머리 전체를

가리고 목까지 내려오는 형태이다. 눈 부위만 구명이 뚫린 채

인위적으로 그려 넣은 눈썹, 핏기 없이 새하얀 얼굴, 꼭 다문

입술과 무표정하고 냉담한 모습은 인간적인 이성과 감성이 소

멸된 죄의식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냉

혈적 특성의 표출로 섬뜩한 두려움을 유발한다. 

분장 코디네이션으로는 살인마가 노동자의 작업복을 착용함

으로써 살인을 손쉽게 처리해야 할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화기 줄 또는 식도를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다<Fig. 4>.

<Friday the 13th>(1980)의 Jason Voorhees: 저예산 B급

공포영화 중 최초 히트작으로 많은 시리즈를 낸 <Friday the

13th>는 1965년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름 캠프에서 10

대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게 되는데 13일의 금요일이 되자 이

들을 상대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은 7년 전 캠프에

참가했다가 호수에서 익사한 Jason Voorhees의 엄마로, 캠핑

교사들의 관리 소홀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

다. 2편부터는 익사 후 다시 살아난 Jason이 사이코패스 살인

마로 등장하며 매번 영화의 도입 부분에서 부활하여 성적 비행

또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공포영화의

공식을 재현하였다. 

Jason의 분장에는 하키 마스크<Fig. 5>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Fig. 1. Leather Face 가면 Fig. 2. 전기톱을 든 신사복 차림의

Leather Face

Fig. 3. 할로윈 가면을 쓴 Michael

Fig. 4. 작업복 차림의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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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으며 본 영화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

다. 또한 하키 마스크 이면에는 기형의 얼굴이 존재하는데<Fig.

6>, 특수 분장을 이용하여 볼드 캡, 가짜 눈, 비뚤어진 입, 튀

어나온 앞니로 안면 기형을 표현하였다(Timpone, 1996). 하키

마스크를 쓰고 등장할 때는 볼드캡으로 대머리 분장을 한 후

하키 마스크가 사용되었고 분장 코디네이션으로는 갈기갈기 찢

어지고, 수축된 듯 쭈글쭈글해진 옷을 통해 살인마가 익사했다

가 살아난 당시 사건을 암시하면서 살인마의 거칠고 무자비함

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고, 도끼와 큰 칼을 대량학살도구로 사

용함으로써 가학적 폭력성을 표현하고 있다<Fig. 5>. 

<Terror Train>(1980)의 Kenny Hampson : 의대생 Kenny

Hampson은 대학 동아리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에 걸려들면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 복수를 결심한 그는 3년 후 동아리

학생들의 졸업 기념 기차여행에 마술사 조수로 가장하여 동행

하게 된다. 학생들은 가장 무도회를 열게 되고 사이코패스 살

인마 Kenny는 그들을 하나씩 죽이고 희생자들의 의상으로 가

장한다. 기차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Kenny

의 가장술로 인해 더욱 미궁에 빠지지만 결국 승무원이 휘두른

해머에 맞아 기차에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다.

<Fig. 7>은 영화 포스터로, 큰 코와 수염이 붙은 안경, 마술

사 모자, 나비넥타이를 맨 검은색 슈트 차림의 마술사 조수 역

할로 가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Fig. 8>은 가장 무도회에

서 희생자의 의상을 입어 신분을 은폐한 채, 도끼를 들고 다음

범행을 저지르려는 모습이다. 할로윈, 카니발 등 가장 무도회에

서 많이 사용되는 늙은 마법사 가면의, 반쯤 벗겨진 대머리, 헝

클어진 하얀 머리카락, 큰 매부리코와 꼭 다문 입술, 주름이 자

글자글한 얼굴모습은, 복수라는 단하나의 목표로 삶을 살아온

듯한 고집스러움을 표출하며 공포심을 유발한다.

<My Bloody Valentine>(1981)의 Harry Warden : 발렌

타인 축제가 열린 밤, 탄광촌에서는 회사 간부들이 발렌 타인

댄스파티에 참가하기 위해 일찍 자리를 비운 사이 메탄가스 폭

발로 6명의 광부들이 매몰된다. 6주 후, 유일한 생존자 Harry

Warden이 구출되었으나, 동료의 인육을 먹으면서 생명을 이어

온 충격으로 정신병에 걸린다. 1년 후, 발렌 타인 데이에 정신

병원을 탈출하여 사건 당시 간부들을 살해하고 ‘또다시 마을에

발렌 타인 축제가 열린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

고문을 남긴다. 따라서 그 마을에서 19년 동안 축제가 사라졌

으나, 젊은 광부와 그 여자 친구들이 다시 축제를 열자 사이코

패스 살인마는 탄광 채굴용 장비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해

치게 된다. 

Harry의 원래 직업이 광부였고 탄광사고로 인해 사이코패스

가 된 스토리 라인을 따라, 분장 코디네이션으로는 채굴 작업

시 사용하는 작업복과 조명이 달린 안전모, 보안경, 산소마스

크, 장갑이 사용되었다. 이는 얼굴과 몸 전체를 은폐시킴으로

써 희생자로 하여금 정체불명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

킨다. 또한 무기로는 곡괭이가 사용되었다. 곡괭이는 채굴 작업

용이지만 사람을 향해 사용됨으로써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준다
<Fig. 9>.

<My Bloody Valentine>은 George Mihalka 감독의 캐나다

슬래셔 영화이지만 정상인의 정신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사이코

패스가 축제 날 연쇄살인을 벌이는 스토리 등 당시 주류를 이

루던 미국 할리우드 공포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Nightmare on Elm Street>(1984)의 Freddy Kruger

: <A Nightmare on Elm Street>는 엘름가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로, ‘하나 둘, Freddy가 다가온다. 셋 넷,

대문을 잠궈라. 다섯 여섯, 십자가를 가슴에. 일곱 여덟, 늦게

까지 깨어있어라. 아홉 열, 잠들지 말고.’의 영화 속 노래 가사

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꿈속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결과가

실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끔찍한 공포영화이다. 사이코패스

살인마는 20년 전, 이웃 아이들 2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Freddy Kruger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타 죽었지만 인간

의 꿈과 무의식 속에 나타나 복수를 하게 된다. 

본 영화는 감독 Wes Craven이, 악몽을 꾸다가 죽은 남성의

실화를 듣고 ‘혹시 꿈이 그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

까’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www.cineseoul.com, 2008. 1. 4)

사이코패스 살인마 Freddy Kruger를 창조하였다. 꿈속에서만

공격하는 특징을 가진 Freddy의 분장으로는, 다른 살인마들처

럼 가면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심한 화상 분장으로 전체 얼굴

을 은폐하였다. 화상은 지난날 불에 타 죽은 사건을 암시하고

Fig. 5. 하키 마스크를 쓴 Jason Fig. 6. 안면 기형의 Jason Fig. 7. 마술사 분장의 Kenny Fig. 8. 늙은 마법사 분장의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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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악의 가면을 상징하는 메타포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손가락에 낀 긴 철 손톱, 히스테릭한 웃음소리를 통하여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초현실적 공포를 제공한다. 철 손톱은 다

른 영화에서 사용하는 칼이나 도끼, 전기톱과 같이 틀에 박힌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신선함을 보여주는 것

으로, 칼처럼 자신의 손톱을 이용하여 희생자들에게 거의 사실

성 없는 괴로움을 가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며 비인

간적인 악마성을 표출한다. 반면, 분장 코디네이션에 사용된 초

록색에 빨강색 줄무늬가 있는 스웨터와 중절모는 자칫 가볍고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평범한 보통 사람에서 출발하며 그들의 아버지 또는 그들의 이

웃일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더욱 큰 공포를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Fig. 10>. Wes Craven은 Freddy를 다음 세대들을 죽

이고 싶어 하는 기성세대의 가장 잔인한 아버지상으로 보았다.

이는 수구적이며 강압적인 기성세대와 이에 반항하는 새로운

세대의 대립을 통해 불멸의 피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

된다(장미숙, 2005).

<Silent Night, Deadly Night>(1984)의 Santa Clause :

주인공 Billy는 정신병에 걸린 할아버지에게서 ‘산타는 착한 아

이에겐 선물을 주지만, 나쁜 아이에겐 벌을 준다’는 얘기를 듣

고 산타클로스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 후 산타 옷을 입은 강도

에게 부모가 살해되면서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고

산타그림을 그릴 때 피투성이 산타와 목이 베인 순록을 그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18세가 된 Billy는 장난감 가게

에 취직하게 되고, 크리스마스 날 자신이 산타 역할을 맡게 되

자 성적 방종을 행하는 나쁜 청소년들에게 벌을 주는 산타로

가장하고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된다. Billy는 경찰에 의해 사살

되나 산타 옷을 입은 형의 죽는 장면을 본 동생 Ricky가 정신

적 충격으로 속편에서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된다.

사이코패스 분장에 사용된 빨강색 바탕에 흰색 트리밍이 있

는 친근한 산타클로스 복장, 새하얗고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

염은 살인마의 신분을 은폐시키는 위장복 및 가면 역할을 한

다. 살인도구로는 크리스마스 조명 줄과 손도끼가 사용되어 추

억과 꿈이 어려 있는 크리스마스와는 상반된 섬뜩한 상상을 유

발한다<Fig. 11>. 

본 영화는 다른 슬래셔 영화들에 비해 비교적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지만, 아이들의 동심세계의 가장 친근한 대상

인 산타클로스의 살인행각이라는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미국

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Rockoff, 2002).

3.2.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의 미적 특성

은폐성 : 은폐의 사전적 의미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

기는 것’으로(동아출판사편집부, 1985), Larson과 Chastain

(1990)은 자기 은폐를 ‘자신과 관련하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

스가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으로 파악하였

다.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에서의 은폐성은 살인마의 가

면 착용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The Texas

Chainsaw Massacre> Leather Face는 인간 피부를 기워 만든

가면이라는 컨셉으로 특수분장사의 창조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은폐성과 동시에 잔인함을 표출한다. <Friday the 13th> Jason의

하키 마스크, <Halloween>의 마이클과 <Terror Train> Kenny의

할로윈 가면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혹은 이벤트에 즐

겨 사용하는 기성품 가면으로, 살인마가 그들과 똑같은 정서를

가진 이웃임을 증명하면서 희생자의 방심을 유도한다. 이외에

도 Kenny의 마술사 분장을 위한 코와 수염이 달린 안경,

<My Bloody Valentine>에서 Harry가 사용한 광부의 안전모,

보안경, 산소마스크, <A Nightmare on Elm Street>에서

Freddy의 얼굴 화상, <Silent Night, Deadly Night>에서 Billy

가 분장한 산타클로스의 웨이브 있는 풍성한 머리카락과 수염

또한, 살인마의 실제적 외모와 신분을 감추는 일종의 가면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가면은 사이코패스의 특성 가운데 사

기/속임수, 양심/죄의식 결여, 냉담/공감의 결여 등 대인관계와

감정적 요인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남을 속이고 냉담하

며 냉혈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가면은 궁극적으로 자아와 원형 사이에서 교환의 매개, 에너

지의 변형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를 둘러싼 금기를 발

견하고 힘이라는 오브제로서 가면을 인식한다(서민정,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가면은 살인이라

는 금기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은폐하는 것으로, 결국 자신

의 힘과 통제력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은폐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신체적 증상, 우울 그리고 불안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인 Larson과 Chastain(1990)의 연구처럼

Fig. 9. 광부복 차림의 Harry Fig. 10. 화상분장의 Freddy Fig. 11. 산타클로스 분장의 B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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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의 자기 은폐성은 정상인과는 다른 정신적 병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잔혹성 : 잔혹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질이나 태도가 지독

하게 잔인하거나 참혹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삼성출판사편

집부, 1981),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에서의 잔혹성은 살인

마가 사용한 무기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살인마가 무기를 든

모습은 관객으로 하여금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두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나는 피의

분출과 희생자의 비명, 죽음, 낭자된 시체에 의해 시각적, 청각

적으로 잔혹성이 도출된다. 이는 사이코패스의 특성 가운데 행

동억제 부족, 자극에 대한 욕구, 충동성 등 충동적/반사회적 생

활방식 요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Rockoff(2002)는 슬래셔 영화에서의 불변적인 요소로 살인마

가 잔인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꼽았다. 슬래셔 장르의 40여

년 역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칼, 면도날,

도끼, 화살, 전기톱, 천공기, 창, 낫, 다트, 쇠스랑은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사용하는 단골 아이템이 되었으며 이러한 일상적인

무기의 사용은 관객으로 하여금 연쇄살인이 그들 주변에서 일

어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더욱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암시성 :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이유나 뜻을 확실히 표시하

지 않고 넌지시 알리는 것’(신콘사이스 국어사전, 1985)으로, 이

치나 명령을 포함하지 아니한 언어 또는 기타의 자극으로써 타

인의 관념, 신념, 결심, 행동들을 유발하는 일, 그리고 타인의

비판과 통합의 능력을 빼앗고 어떤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자극이다(황성규, 2001).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의 암시성은 살인마의 의상을 통

해 2가지 측면, 즉 시공간적 암시와 신분적 암시로 나타났다.

<Terror Train>에서 Kenny의 마술사 복장과 가장무도회를 위한

마법사 의상 등은 축제라는 시간적 배경을, <Silent Night,

Deadly Night>에서 Billy의 산타클로스 복장은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적 배경을 암시한다. <My Bloody Valentine>에서 Harry

는 광부 복을 착용하여 탄광촌에서의 사건이라는 공간적 배경

을 암시하는 동시에 Harry의 직업적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 또

한 <The Texas Chainsaw Massacre>에서 Leather Face는 신

사복을, <A Nightmare on Elm Street>에서 Freddy는 스웨터

에 신사용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응징하는 기

성세대의 아버지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슬래셔 영화에서 주요 배경으로 사용된 캠프, 수학여

행, 가장무도회, 크리스마스, 할로윈, 발렌 타인 데인 등의 축

제는 젊은이들의 마약, 음주, 성적 행위와 같은 무분별한 비행

이 일어나기 쉬운 기간으로, 그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

는 전통적인 아버지 캐릭터인 사이코패스의 정신을 자극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유발하는 암시적 매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슬래셔 영화에 사용된 분장 코디네이션과 미적 특성

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4. 요약 및 결론

종교시대에 이단자들의 종교적 이탈을 막기 위해 시작된 악

과 악마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 예술 속에 표출되어 많은 공포

영화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초기 영화시대에는 늑대인간, 흡혈

귀, 프랑켄슈타인 등 신체적 특징이 인간과는 다른 흉측한 괴

물들이 등장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인간의 정신 건강이 중요

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평범했던 사람의 정신적 질환으로 말미

암은 사이코패스가 공포의 대상으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였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슬래셔 영화 속에서 사이코패스 캐릭터

의 정신적 병폐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위해 어떠한 분장 코디

Table 1.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의 미적 특성

 미적 특성
 영화

은폐성 잔혹성 암시성

The Texas Chainsaw  
Massacre(1974)  가죽 가면

가면:
살인마 은폐성

 전기톱

무기:
시각적 잔혹성

 신사복(아버지)

의상:시공간적
/신분적 암시성

Halloween(1978)  할로윈 가면  전화기 줄식도  작업복(노동자)

Friday the 13th
(1980)  하키 마스크  도끼, 큰칼

 익사로 훼손된 옷
 (호숫가 캠핑장)

Terror Train(1980)  늙은 마법사 가면  도끼
 마술사 복장
 마법사 의상
 (가장무도회)

My Bloody Valentine
(1981)

 안전모, 보안경,
 산소마스크, 장갑

 곡괭이
 광부 복
 (탄광촌/노동자)

A Nightmare
on Elm Street
(1984)

 얼굴 화상  철 손톱
 스웨터
 신사용 모자
 (아버지)

Silent Night,
Deadly Night(1984)

 산타의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 

 크리스마스 조
 명줄, 손도끼

 산타복장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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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션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미적 특성을 분석함으로

써 분장 디자인 발전에 일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논문의 요

약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코패스는 성격 탓으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신병질을 의미하는데, 그 발생원인은 평범

한 사람이 가족의 죽음, 강간, 심한 모욕감이나 굴욕감 등 정

신적 충격에 의해 뇌의 전두엽이 손상됨으로써 기질적 뇌 중후

군이 발생하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경쟁만을 중시하는 사

회의 환경적 요인이 있다. 둘째, 슬래셔 영화는 연쇄살인 영화

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등

장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해하는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를 말한다. 주로 희생자들은 할로윈, 크리스마

스, 발렌 타인 데이 등 특별한 날 밤에 마약이나 음주, 성적

행위를 하는 방탕한 10대 젊은이들로, 젊은 여성의 살해로 시

작되어 살인마를 제압하는 유일한 여성 생존자와 함께 끝남으

로써 속편 제작을 암시하고, 속편에서 부활한 살인마는 불멸

의, 비인간적인 악마로 정의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셋째,

슬래셔 영화에 나타난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의 미적 특

성은 은폐성, 잔혹성, 암시성이 상정되었다. 은폐성은 가면 착

용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가죽 가면, 하키 마스크, 할

로윈 가면과 마술사 분장을 위한 코와 수염이 달린 안경, 채굴

작업용 안전모, 보안경, 산소마스크, 얼굴 화상, 산타클로스의

풍성한 흰색 머리카락과 수염 분장은 살인마의 실제적 외모와

신분을 감추는 일종의 가면 역할을 하였다. 잔혹성은 살인마가

사용한 무기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살인마가 무기를 든 모습

과 그 결과 나타나는 피의 분출과 희생자의 비명, 죽음, 낭자

된 시체에 의해 시각적, 청각적으로 잔혹성이 도출된다. 암시성

은 살인마의 의상을 통해 2가지 측면, 즉 시공간적 암시와 신

분적 암시로 나타났다. 살인마의 마술사 복장과 가장무도회를

위한 마법사 복장 등은 축제라는 시간적 배경을, 산타클로스 복

장은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적 배경을 암시하고, 광부 복장은 탄

광촌에서의 사건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암시하는 동시에 직업적

신분을 암시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의 신사복 착용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처단하는 아버지 혹은 기성세대로서의 신분을

암시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슬래셔 영화와 사이코패스 캐릭

터 분장 코디네이션에 대해 고찰한 결과, 슬래셔 영화들은 사

이코패스의 집단학살을 통해 현대사회의 불안정하고 억압된 현

실 속에서 억눌린 감정과 에너지를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현대

인의 광기와 편집증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때 캐릭터의 특성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데 분장 코디네이션이 지대한 역할

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를 통해 도출된, 사이코패스의

가면, 무기, 축제 복장은 사이코패스 분장 코디네이션의 필수

아이템으로 공식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영화 분

장 디자인에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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