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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ct : The femme fatale image presently observable in various fields is reproducing its image through repetitive imi-
tation, change and application, in particular, through 'movies' which have a greater ripple effect on the public than any
other mass media by incessantly producing a countless number of image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intrinsic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of femme fatale, understand the modern expression of it in movies and finally
shed light on its image represented in Korean movies. For this study, the literature and internet materials related to the
image of femme fatale in the movie 「Sympathy for Lady Vengeance」 and the general concept of femme fatale were com-
prehensively surveyed. The femme fatale image which is represented in this movie is classified into 4 images ; disguise
& mystery, retribution & cruelty, enchantment & beauty, salvation & redemp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n
insight into how the femme fatale image is expressed in movies, the mass media which has a gigantic ripple effect, and
provide the momentum to recognize the need and significance of understanding the femme fatale image represented in
Korean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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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가 더욱 경쟁화되면서 여성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

라 사회에서도 더욱 적극성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고, 이에따

라 새로운 여성상의 하나로 팜므파탈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

게 되었다.

팜므파탈이란 저항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과 신비롭고 이국

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

라 그들에게 치명적 불행을 야기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명칭으

로써, 영화를 비롯하여 예술 문화 전반에 걸쳐 즐겨 사용되는

모티브 중 하나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팜므

파탈 이미지는 반복적인 모방과 변화 및 응용을 통해서 그 이

미지를 재생산해 내고 있다. 특히 다른 매체에 비해 대중에게

파급효과가 큰 영화라는 영상매체 속 팜므파탈은 끊임없이 수

많은 이미지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팜므파탈의 내적 의미와 그 이미지의 특

징을 알아보고 영화에 나타난 팜므파탈의 현대적 표현을 분석

하는 것이다.

팜므파탈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므파탈

이미지 분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남선미, 2004), 19세기말

상징주의 회화에 나타난 팜므파탈(Femme Fatale) 이미지(김경

환, 1996), 영화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와 스타일 연구(윤보

원, 2005), 영화 ‘시카고’의 의상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 연

구(김지영, 2004) 등이 있다. 이와같이 팜므파탈 이미지에 관련

된 연구는 주로 회화나 헐리웃 영화에 국한되어 있을 뿐, 국내

영화와 연계된 팜므파탈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외국 영화 속

의 팜므파탈 이미지를 연구해 온 것과는 달리 한국 영화 속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005년에 국내에 개봉되어 청룡영화제 작품상과 베니스 영

화제에서 젊은 사자상을 수상하고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얻고

있으며, 주인공의 심리묘사가 패션과 뷰티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화인「친절한 금자씨」의여주인공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의상·헤어·메이크업 등에 따른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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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으로는 팜므파탈과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관련

된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하여 팜므파탈의 이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팜므파탈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팜므파탈의 정의

‘여성’을 뜻하는 ‘Femme’와 ‘숙명적인, 운명적인’ 이라는 의

미의 ‘Fatale’, 두 단어의 복합어인 팜므파탈은 남성을 유혹해

죽음이나 고통 등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숙명의 여

인’을 뜻하는 사회심리학 용어로서, 한국어로는 ‘요부’, 영어로

는 ‘Fatal Woman’으로 번역될 수 있다(두산동아 편집부,

2002). 이는 강한 관능성과 죽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서 동물의 본능적 욕구 분출 또는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

들에게 치명적 불행을 야기시키는 여성을 지칭한다(노숙완,

1999). 

팜므파탈이란 용어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12년 극작가 죠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ow)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후반 프랑스의 영화 평론지 <

까이에 뒤 시네마 (Cahier du Cinema)>의 평론가들에 의해 대

중화되었다(임현주, 2004). 

 또한 사회적으로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던 19세기 말 자

본주의 사회의 피폐함이 드러나면서 성 담론이 시작되었고, 세

기말에 이르러서는 여성 혐오적 시각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

과 정치적 자유를 선언하는 여성들을 낳았다(이화진, 1998).

1867년 여성 투표권에 대한 요구가 영국 의회에 처음으로 제

기되었고, 1870년에는 이혼한 여성을 위한 재산법이 확립되어

전과는 다른 여성의 정치·사회적 위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Virginia, 1983).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

상시켰지만, 동시에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에따라 남성 예술가들은 향상된 지위의 여성에 대한 두려

움의 상징으로 신화에서 등장하는 팜므파탈의 이미지를 가진

여성들을 앞 다투어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신화 속

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여인들을 악녀로 이미지화시킴으로써 여

성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전달하였다(정민선, 2004).

20세기에 들어 세기말적 악녀 이미지의 팜므파탈은 세계대

전과 함께 잠시 사라졌으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남성들

의 부재에서 오는 인력난은 다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팜므파탈의 이미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여성들 중에서 그 업적을 진정

으로 평가받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여성들은 남성우월주의를 뒷받침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여

성은 약간 모자라고 자기도취적이며 불명확하기 때문에 속기

쉽고 위험한 존재라는 관념이 서구 담론들에 무수히 많이 나타

났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기에 걸

쳐 유지되어 왔다. 내면에 잠재해 있는 유혹의 이미지를 왜곡

시킨 팜므파탈 이미지로 평가받는 실제 인물이나 전설 속의 여

성은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배를 타고 지나가

는 남성을 노래로 유혹하여 물에 빠뜨려 죽게 한다는 독일의

전설로 유명한 로렐라이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대여인인 유디트, 데릴라 등은 팜므파탈로서의 이미

지가 강하게 나타난 여성들이다(노숙완, 1999).

영화 속에서도 팜므파탈은 여러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를 앞서 언급한 역사적인 팜므파탈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캐

릭터의 특성에 따라 3가지의 이미지, 즉 왜곡된 유혹의 이미지,

동물적인 욕정의 이미지, 그리고 불멸의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왜곡된 유혹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영화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팜므파탈의 이미지다. 필름 느와르의 고전

으로 평가받는 영화「Gilda」에서  리타 헤이워드는 관능적인

매력으로 남자를 매혹시키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이미지를 표출

하고 있다. 또한 「Ceasar And Cleopatra」(Fig. 1)의 비비안 리

는 나일의 악녀라고 불리운 클레오파트라로서 초자연적이며유혹

적이고 파멸로 이끄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L.A.

Confidential」의 킴 베이싱어는 이전에 없던 순정적인 사랑을 하

지만, 역시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유혹의 기술로 남성들을 욕정에

가두어 병들게 하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둘째, 팜므파탈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 은유법을 이

용하여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욕정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특히

팜므파탈은 치명적인 여성의 의미로서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 이는 동물적인 욕정의 이미지가 상징적으

로 표현된 것으로서 폭발할 듯한 관능성과 치명성, 분노 등을

표현하는 모티프가 되며, 이는 메두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

럼 뱀의 머리를 지닌 메두사처럼 변신하는 팜므파탈은 성서에

서 타락과 원죄를 암시하는 뱀에 비유되거나 뱀과 함께 등장함

으로써 악마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

미지는 여성, 남성도 아닌 양성성을 띠며 메두사 또는 뱀이라

는 원시적이면서도 동물적인 욕정을 표현한다(노숙완, 1999).

영화「Basic Instinct」(Fig. 2)의샤론 스톤은 냉정하고 비인

Fig. 1. Ceasar And Cleopatra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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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이며 자비심 없는 미녀의 전형을 보여주며, 양성애적 이미

지와 함께 20세기식 거세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치명적인 메

두사의 이미지를 보여준다.「Batman Returns」의 캣우먼인 미

셸 파이퍼는 자아 분열적이고 미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

서 과감하며 공격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 동물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셋째, 흡혈귀라는 뜻의 Vampire에서 파생되어 팜므파탈과 같

은 의미로 자주 쓰인, 여성을 지칭하는 Vamp라는 명사는 팜므

파탈이 불멸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데 일조하였다. Virginia M.

Allen에 따르면 ‘The Oxford English Dictionar y’(1955)에 영

국에서는 1918년에 Vamp가 성적 매력을 정직하지 못하고 평판

이 좋지 못한 동기로 부도덕하게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

거나 자신의 포로로 만드는 여성을 지칭하는 뜻이라 하였다.

Vamp의 이미지는 남성에게 물신화된 여성의 이미지로 간주

되기도 하는데 타이트하고 관능적인 세퀸드레스를 착용하고 머

리엔 종종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다. 또한 1950년대의 영

화에서 Vamp의 가슴은 인공적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져 종종 남

성 성기의 페티쉬로 분석하기도 한다. 

영화「Interview With The Vampire」나 「The Queen Of The

Damned」(Fig. 3)의 뱀파이어는 불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만 남자를 파멸로 이끌고 또한 결국 자신도 파멸하게 되는 팜

므파탈 이미지를 보여준다.

3. 영화「친절한 금자씨」의작품 분석 및 

팜므파탈 이미지

3.1. 영화「친절한 금자씨」 의 작품 분석

 박찬욱 감독의 2005년 작품인 영화 「친절한 금자씨」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주인공 ‘이금자’가 자신을 13년 동안 교도

소에 가둔 ‘백선생’에게 복수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박원모 유괴살인 사건용의자로 검거된 주인공 이금자는 13

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친절한 금자씨’라는 별명을 얻

을 정도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복역생활을

무사히 마친다. 그러나 그녀의 친절은 자신을 음모에 빠뜨려 죄

인으로 만든 백선생, 오직 한사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의도된

것으로 출소하는 순간부터 이금자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동안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해 온 복수 계획을 펼쳐 보인다. 

이처럼 이금자라는 캐릭터는 13년간 자신을 가둔 한 남자에

게 처절하고 계획적인 복수를 꿈꾸는 악녀이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범한 죄, 그것으로 희생된 사람에게

항상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자기가 죽이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이의 부모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며

사죄하는 등 복수와 동시에 자신이 유괴했던 원모에 대한 구원

과 속죄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그녀의 복수는 또한

속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

금자는 기본적으로 사려가 깊고 선하지만 복수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진실된 자신을 감추고 철저하게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보

여주는 냉철한 면모를 보인다.

3.2. 영화「친절한 금자씨」에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

팜므파탈은 베일에 숨기고 있는 듯한 낯선 여인에게서 느끼

는 신비로움과 묘한 성적 매력을 준다. 영화「친절한 금자씨」

에 표현된 팜므파탈 이미지는 팜므파탈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

적인 이미지인 가장과 신비, 복수와 잔인, 매혹과 아름다움, 구

원과 속죄의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미지는 이

금자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팜므파탈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박원모 유괴사건의 유괴범이자 살인범으로 체포된 이금

자가 기자들의 인터뷰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화이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Fig. 4). 이때 이금자의 입을 가리고 있는 이 화

이트 마스크는 실제 범인이 아니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감추

고 있는 이금자의 비밀을 암시하면서 그 비밀에 대한 이금자의

절대적인 침묵을 상징하고 있다. 동시에 영화상에서도 설명하

Fig. 2. Basic Instinct (1992).

Fig. 3. The Queen Of The Damned (2002). Fig. 4. 화이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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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마스크에 감쳐진 그녀의 미모에 대해 대중들에게 신비로

움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면서 화이트 컬러가 주는 순수하

고 순결한 이미지를 통해 어린 나이였던 이금자에 대한 동정심

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금자가 복역 중에, 병상에 있는 마녀에게 락스를 탄

음식을 먹이는 장면에서 다른 죄수들의 블루 컬러와는 다른 파

스텔 톤의 죄수복을 입고 등장하고 있다(Fig. 5). 락스를 먹고

구토를 하는 마녀의 뒤에서 상냥한 웃음을 보이는 주인공은 파

스텔 톤의 밝은 죄수복 뒤에 동료들을 대신하여 마녀에게 끊임

없이 복수하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주인공은 잔인

한 방법으로 마녀를 죽음까지 몰고가는 팜므파탈의 잔인성을

감추고 있는데, 두 장면은 팜므파탈의 가장과 신비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팜므파탈의 이미지들 중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는 위

험으로 이끄는 잔인함과 복수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출소 후 이금자의 메이크업에서 보여 지는 진한 레드 컬러 아

이 메이크업은 이전의 순수한 이미지의 메이크업과는 대조되어

나타난다(Fig. 6). 흔치 않은 짙은 레드 컬러 메이크업을 통해

서 복수에 대한 이금자의 강한 욕망과 의지를 표현하며, 팜므

파탈의 그로테스크한 미를 표출해준다. 

백선생에게 유괴를 당했던 아이들의 부모들과 함께 백선생

에 대한 실질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장면과 그 전에 복수를 위

한 연습을 하는 장면에서 이금자는 올려 잠그면 입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칼라가 높고 타이트한 블랙 컬러의 가죽코트를 입

고 있다(Fig. 7). 광택이 짙은 블랙 컬러 가죽은 죽음과 어두움

을 이끄는 파멸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동시에 입을 가릴 정

도의 높은 칼라는 앞서 언급된 마스크와 함께 복수에 대한 침

묵을 표현한다. 또한 진하게 칠한 이금자의 레드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과 블랙 컬러의 강렬한 컬러 대비를 통해 보다 짙은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Fig. 5. 파스텔 톤의 죄수복. Fig. 6. 레드컬러 메이크업. Fig. 7. 블랙컬러 가죽 코트.

   

Fig. 8. 도트 무늬 원피스. Fig. 9. 레드컬러 하이힐 구두. Fig. 10. 복고풍의 레드 원피스.

   

Fig. 11. 블루컬러 코트와 플라워프린트

스타킹.

  Fig. 12. 화이트컬러의 쉬폰 원피스.     Fig. 13. 레드컬러 아이 메이크업을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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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소하는 장면에서 이금자의 도트 문양의 봄 원피스

(Fig. 8)는 겨울임에도 복고풍의 커다란 블랙 선글라스와 함께

표현됨으로써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무관한 그녀의 집념과 고

집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13년 전 당시의 옷을 그대로

입음으로써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출소한 후, 이금자가 가장 먼저 원한 것이 레드

컬러 하이힐(Fig. 9)이었는데, 이 레드컬러는 용기와 선혈의 강

렬함을 상징하고 있다. 짙은 레드 아이메이크업과 함께 레드 컬

Table 1. 영화「친절한 금자씨」에나타나는 팜므파탈 이미지

팜므파탈 이미지 주요 아이템 의미

가장과 신비의 이미지

  

            화이트 마스크

감추어진 비밀과 그에대한 이금자의 침묵을 의미 

이금자에 대한 신비로움을 불러 일으킴 

  

파스텔 톤의 죄수복

파스텔 톤의 밝은 죄수복 뒤에 잔인함을 감춤

복수와 잔인의 이미지

  

레드컬러 메이크업

복수에 대한 의지 표현

  

블랙컬러 가죽 코트

실질적인 복수를 감행할 때의 잔인성을 표출

  

도트 무늬 원피스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무관한 복수에 대한 집념과 고집을 전달

  

레드컬러 하이힐 구두

복수에 대한 용기와 금자의 파격적인 변신 예고

매혹과 아름다움의 이미지

  

복고풍의 레드 원피스

이금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블루컬러 코트

복고적인 느낌과 함께 화려함 표현

구원과 속죄의 이미지

  

화이트컬러의 쉬폰 원피스

속죄의 의지를 표현

  

레드컬러 아이 메이크업을 지움

구원과 속죄를 받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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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강렬한 이미지를 표출하며, 복수에 대한 용기와 동시에 금

자의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로, 팜므파탈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이미지로써, 불꽃

이 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벽지가 발라진 거처에서 이금자가 복

수를 계획할 때 입은 복고풍의 레드컬러 원피스(Fig. 10)는 굵

은 웨이브 헤어로 극대화 시키고 있다. 또한 굵은 웨이브의 헤

어스타일은 메두사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그로 인해 동물적

인 팜므파탈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블루 컬러의 코트와 플라워프린트의 스타킹(Fig. 11)은 출소

후에 대부분의 장면에서 착용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 내내 이

금자가 착용하는 의상으로 복고적인 느낌과 함께 한 눈에 띄는

컬러와 프린트로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있다. 또한 코트의

블루 컬러와 그대로 드러난 목과 코트의 짤막한 소매는 이금자

에게 더욱 냉정하고 서늘한 기운을 풍기게 한다.

재단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속죄 기도 중인 이금자가 입고

있는 화이트 컬러의 쉬폰 원피스(Fig. 12)는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 는 복수심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다른 강렬한 의상

과 대조를 이루며, 순수한 이금자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

내고 원모의 죽음에 대한 속죄의 의지를 표현한다.

또한 복수를 마무리한 이금자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나루세

베이커리 화장실에 들어서서 짙은 메이크업을 닦아내는데(Fig.

13), 이러한 모습은 13년간 계획한 복수를 완벽하게 수행해 낸

이금자가 복수를 마무리한 후 죽은 원모에 대한 구원과 속죄를

받고자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복수 전의 이금자가 표출하

고 있던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이미지에서 결국 그녀의 목적인

순수한 구원의 이미지로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Table 1은 위와같이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

타나는 팜므파탈 이미지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4. 결 론

팜므파탈은 저항할 수 없는 치명적인 관능성으로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불행을 야기시키는 악녀의 이

미지로서, 인류 문명 발생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가부

장제도에 의한 남성 상위 사상과 여성 억압의 역사 속에서 남

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성으로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팜므파탈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친절한 금자씨」에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를 분

석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에 이르러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팜므파탈 이미

지는 대중에게 쉽게 널리 알려졌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

다. 영화와 함께 팜므파탈의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전형적인 팜

므파탈 이미지를 표현하는 왜곡된 유혹의 이미지, 메두사 이미

지에서 비롯된 동물적 욕망의 이미지, 그리고 팜므파탈과 비슷

한 의미로 쓰이는 Vamp에서 비롯된 죽음과 불멸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둘째, 영화「친절한 금자씨」의 주인공인 이금자는 13년 전

의 복수를 위해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감추어 처절하고 치명

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인물로서 팜므파탈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영화「친절한 금자씨」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는

화이트 컬러의 마스크나 파스텔 톤의 죄수복에서 볼 수 있는

가장과 신비의 이미지, 레드 컬러 메이크업과 블랙 컬러 가죽

코트가 나타내는 복수와 잔인의 이미지, 레드 컬러 원피스와 블

루 컬러 코트가 표출하는 매혹과 아름다움의 이미지, 그리고 마

지막으로 화이트 컬러의 쉬폰 원피스에서 알 수 있는 구원과

속죄의 이미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영화라는 거대한 파급 효과를 지

닌 대중매체에서 팜므파탈의 이미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표출되

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한국 영화 속 팜므파탈 이미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와 여성상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여성상

이 반영된 팜므파탈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및 여러 다른 매체

에서 표출되고 있는 팜므파탈 이미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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