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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터 영화 분장의 미적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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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platter Films'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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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platter films' make-up. Splatter films
are one of horror movies that consist of gore and excessive violence. These represent the cruelty with the victims' phys-
ical damages made by special effect make-up. Splatter make-up is classified into the trickle of blood, the cutting of body,
and the exposure of the inner parts of body, and changes a fake into a fact with realit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platter make-up were shown in the uncanny, the abjection and the irony. The uncanny which is strange and displeasure
feeling is presented by the fragmentation of body, and the living of nonliving thing. The abjection means humble image,
and the concept of border or ambiguity. The former is expressed by the matters of body's secretion and excretion. The
latter is shown by the use of blood(the life and death) and corpses(the human and inhuman), and animatronics(the human
and instruments). The irony which is a sense of humor caused by conflict between external appearance and reality. This
is represented by comics induced by discord between excessive violence and make-up tricks, and the brutality and the
wea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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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30년대 할리우드를 휩쓸면서 등장한 공포영화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등 많은 고전 캐릭터들을 양산하면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무차별적인 파괴와 질서

의 붕괴를 보여주었다. 이는 충격 미학을 이용하여 정치적, 사

회적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붕괴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더욱 극단적인 형식을 취하면서 급기야 저예산

B급 영화, 독립 영화를 중심으로 강력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스

플레터(splatter) 영화가 제작되기에 이른다. 스플레터 영화는 스

플레터의 ‘피가 튀기다’라는 의미처럼 스크린 상에,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많은 피가 노출되고, 심지어 신체가 절단

되거나 장기가 노출되는 고어(gore) 장면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

제까지 터부시 되었던 금기들을 위반한 잔혹영화이다. 이러한

그로테스크적 특성으로 인해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아왔고,

2000년대 들어 할리우드 주류영화로 진입하기 전까지 극장에

서 일찍 종영되거나 비디오로만 출시되는 등 마니아층에게만

유희되는 성향을 띄어왔다. 그러나 스플레터 영화는 포스트모

더니즘 시대에 영화 예술의 미적 다원성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

었으며 이는 특수 분장이라는 표현장치를 통해 재현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플레터 영화의 특수 분장, 즉

스플레터 분장(splatter make-up)을 고찰해봄으로써 현대 영화

의 시각적 효과와 충격 미학에 기여한 특수 분장의 미적 특성

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Blood Feast가 최초로 공식적인 스플레터 영

화로 인정받은 1963년 이후부터 전성기로 평가되는 1980년대

까지 제작된 영화를 중심으로, 사진 및 분장 자료의 입수가 가능

한 영화, 즉 Night of the Living Dead(1968), Martin(1977), Dawn
of the Dead(1978), Friday the 13th(1980), He Knows You're

Alone(1980), The Boogey Man(1980), Graduation Day(1981), The

Evil Dead(1981), Maniac(1981), Creepshow(1982), The New York

Ripper(1982), Day of the Dead(1985), Evil Dead II(1987) 등 14

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논의를

위해 스플레터 영화의 개념 및 역사와 장르적 특성에 대해 살

펴보고 둘째, 스플레터 분장의 개념과 종류에 따른 메커니즘을

살펴본 후 셋째, 스플레터 영화 분장에 표출된 미적 특성을 분

석한다.

연구방법은 스플레터 영화와 분장 및 미학이론에 관한 국내

외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고찰, 인터넷 검색자료를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영화제목과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

어 그대로 표기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Mee-Sook Chang
Tel. +82-10-7123-2214, Fax. +82-2-6203-2214
E-mail: ksscms@empal.com



82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6호, 2008년

2. 이론적 고찰

2.1. 스플레터 영화

개념 및 역사 : 고어영화라고도 불리는 스플레터 영화는 고

어(gore)의 사실적 묘사와 폭력을 강조한 공포영화의 한 종류

이다. 여기서 고어란 사전적으로 ‘흐르는 피, 핏덩이’를 의미하

며, 스플레터는 ‘물 따위가 튀기다, 철벅거리다’를 의미하는 것

으로(엣센스영한사전, 1985) 결국 고어영화 또는 스플레터 영

화는 피가 튀는 잔인한 공포영화를 말한다. 스플레터라는 용어

는 George Romero가 자신이 감독한 영화 Dawn of the

Dead(1978)를 ‘splatter cinema’라고 묘사하면서 생겨났다
(McCarthy, 1984). 

스플레터 영화는 관객들을 위해 피와 살육의 사실적 장면들

을 상연했던 프랑스 Grand Guignol 극단에서 미학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 예술에 대한 엄격한 검열제도로 고어

가 경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McCarthy, 1984) 1908년 Grand

Guignol은 영국에서 첫 공연을 하였다. Grand Guignol의 감각

을 이어받은 고어영화의 첫 출현은 David W. Griffith의

Intolerance(1916)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2개의 참수를 포함하여

창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분출하는 군인의 벌거벗은 하복부가

스크린에 보여졌다. 이러한 이미지 묘사는 큰 사회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1920년대 초반 영화들에 의해 촉진된 이른바 ‘

변태적 행위’의 개혁을 요구하는 할리우드의 움직임이 시작되

었다. 그 결과로 할리우드 영화에서 묘사될 수 있는 행동 규준

이 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거의 40년 동안 주류영화에서 고

어를 효과적으로 검열하였다(www.wikipedia.com. 2007, 11. 8).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Hammer Film Production의

The Curse of Frankenstein(1957)과 The Horror of Dracula(1958),

Alfred Hitchcock의 Psycho(1960)와 같은 개척영화들은 Grand

Guignol 스타일의 예술적 부산물로, 스플레터 주제와 모티브를

부활시켰다. 또한 미국에서는 1960년대 초반 Herschell Gordon

Lewis가 감독한 영화들에 의해 스플레터가 독특한 영화 장르

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원래 Lewis는 저예산 포르노영화들을

제작해왔지만 할리우드 주류영화들에게 상영 시장을 빼앗겼고

영화들은 점점 더 심한 노출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윤이 있는 틈새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주류영화가 배척한 노골

적인 고어 장면들로 변화를 가져왔다. 

1963년 제작한 Blood Feast는 궁극적으로 최초의 스플레터

영화로 인정받고 있으며, 2만4천5백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개

봉된 이후 15년 동안 약 7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Briggs,

2003). 이러한 흥행 성공은 Blood Feast 2: All U Can

Eat(2002)의 속편 제작으로 이어졌고, Lewis의 다음 영화 Two

Thousand Maniacs!(1964)는 2005년 2001 Maniacs로 리메이

크되었다. Blood Feast의 성공으로 폭력 이미지가 Bonnie and

Clyde(1967), The Wild Bunch(1969), Taxi Driver(1976)와 같

은 영화들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미국 서

부에서는 거의 상영되지 못하였을 정도로 할리우드에는 스플레

터에 대한 터부가 남아있었다. 

실제로 스플레터 장르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첫 번째 영화는

George Romero의 Night of the Living Dead(1968) 였다. 그는

영화에 1940-50년대 호러 분위기와 조각난 시체에 대한 불쾌한

연상을 이끄는 고어를 복제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미국 언론에

의해 형편없는 영화라는 비웃음을 당했으나 곧 국내적으로 센

세이션을 일으키며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하였다. 유서

깊은 영국 영화잡지「Sight & Sound」는 이 영화를 ‘1968년의

10대 영화’로 등극시키는 등 외국 비평가들은 좀 더 관대한 비

평을 내놓았다. 속편 Dawn of the Dead(1978)는 비평적, 상업

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둔 스플래터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www.imdb.com. 2007, 11. 10). 노골적인 대학살에도 불구하

고 성인등급이 아닌 전체관람등급으로 미국 극장에서 상영되었

다. 영화 비평가 Roger Ebert는 이 영화를 ‘이제까지 제작된

것 중 가장 훌륭한 공포영화’라고 평하는(Ebert, 1979) 등,

Romero의 영화는 테크닉, 특수효과, 원작, 인물의 성격 묘사

등 여러 면에서 공포영화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

가되었다(Newman, 1990).

1980년대는 스플레터 영화의 전성기로 많은 작품이 제작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Friday the 13th를 제외

한 나머지 스플레터 영화들의 순위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이

는 미국의 Roger Ebert와 영국 Parliament Graham Bright의

회원들이 I Spit On Your Grave(1978) 이후 스플레터 영화

검열을 의무화하고, 정치인들이 비디오의 검열과 보증시스템인

Video Recording Act를 후원함에 따라 많은 스플레터 영화들

을 철저히 금지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스플레터 장르는 많은 블록버스터 감독들이 작품 활동을 하

는데 발판이 되기도 하였는데,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 감독으

로 알려진 San Raimi는 스플레터 영화 The Evil Dead(1981),

속편 Evil Dead II(1987)와 Army of Darkness(1992)로 유명

해졌고, The Lord of the Rings trilogy로 잘 알려진 Peter

Jackson은 스플레터 영화 Bad Taste(1987)와 Brain Dead(1992)

로 영화감독을 시작했다. 

이 영화들은 유머 장치가 있는 많은 고어들을 특징으로 하

는데 이는 내장 적출을 포함한 물리적인 유머로 정의되는

‘splatter’와 ‘slapstick’의 합성어 ‘splatstick’으로 명명되기도 하

였다. 특히 Eckhard Hammel은 스플레터의 기원을, 만화에서

보이던 과도한 폭력과 코믹한 신체훼손으로 생각하고 스플레터

를 ‘고어+코믹’의 형태로 해석하기도 하였다(www.wikipedia.com.
2007, 11. 8). 

2000년대에는 스플레터 장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영화들이

나체, 고통, 신체 절단, 사디즘 등을 특징으로 부활하면서 ‘고

통 포르노’(torture porn) 또는 ‘고르노’(gore와 porno의 합성어)

라는 현대적 흐름을 주도하였다(Edelstein, 2006). The Eli

Roth 영화사의 Hostel(2005)은 비평가 David Edelstein에 의해

‘고통 포르노’로 불린 첫 번째 영화였으며, 소급해볼 때 B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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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2000), Ichi the Killer(2001), Saw(2004), The Devil's

Rejects(2005), Wolf Creek(2005) 또한 ‘고통 포르노’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영화들은 이전 스플래터 영화들에 비해 폭넓은 상영, 작

품의 질적 향상, 할리우드 주류 영화로의 진입이라는 차이점을

지닌다. 실제로 Saw는 120만 달러 제작비를 들여 전 세계적으

로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Hostel은 500만 달러 제작비로

8억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소위  ‘고통 포르노’라는 하위 장

르는 많은 영화적 흥행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적 성공은 Turistas(2006), Hostel: Part II, Captivity(2007) 등

유사한 영화의 개봉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TV 시

리즈 Buffy the Vampire Slayer의 제작자 Joss Whedon은 ‘고

통 포르노는 폭력과 여성 혐오증의 일부’라고 폄하하였고, 이

에 대해 Hostel 감독 Eli Roth는 ‘비평가들에 의한 고통 포르

노라는 단어의 사용은 진실로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공

포영화에 대한 이해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반박하였다.

공포물 작가 Stephen King은 ‘고통 포르노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좋은 예술 또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Olsen,

2007)는 항변을 통해 스플레터 영화의 보편적 존재 가치를 주

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스플레터 영화는 Philip Louie(1999)

의 저서 ‘고어영화: 피의 미학’이라는 개념에서 표상하듯이 영

화의 잔혹성으로 인해 애호가들과 혐오가들 사이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양면적 평가를 가능케 하면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장르적 특성 : 스플레터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스플레터 영화는 과장된 피, 과장된 폭력을 사용

함으로써 신체의 훼손성과 신체 절단의 극단성에 대한 공공연

한 관심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전형적인 공포영화들은 미지,

초자연, 어둠 등의 공포를 다룰 때, 스플레터 영화에서는 신체

의 물리적 파괴를 통해 공포를 유발한다. 둘째, 대부분의 공포

영화들은 악을 이김으로써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재확립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스플레터 영화 대부분은 줄거리와 질서의 결

핍이 특징이다. 셋째, 스플레터 장르에서 확실히 지속되는 유일

한 부분은 고어로, 영화 내러티브의 논리성보다는 장면적 효과

에 근간을 둠으로써 카메라의 몽타주(montage) 기법을 포함한,

분열된 내러티브와 연출을 특징으로 한다. 몽타주 기법은 개개

의 아주 짧은 장면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연속시켜 종합적인

효과를 노리는 기법으로, 이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삽입 컷,

전조적인 병치와 대조를 통해 빠른 호흡으로 관객에게 공포심

을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캐릭터들이 파편화될 뿐

아니라 관객 또한 파편화된다고 할 수 있다(www.wikipedia.com.
2007, 11. 8). 

넷째, 스플레터 장르는 과장된 폭력을 바탕으로 코믹함을 유

추해낸다. 사실적인 폭력의 묘사는 스토리의 전개를 위한 필수

적인 부분이자, 제작자가 의도한 어두운 주제의 반영일 뿐 고

어를 위한 고어가 아니다(Stine, 2003). 따라서 과도한 폭력과

코믹한 신체훼손이라는 영화적 장치를 의도적으로 표출하기 위

해 비주얼, 스타일, 테크닉 등이 특히 강조된다. 즉 그로테스크

하면서 최소한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트릭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 효과 분장이 사용된다.

2.2. 스플레터 분장

Scott A. Stine(2003)은 그의 저서「The Gorehound’s

Guide to Splatter Films of the 1980s」에서 스플레터 영화

발전에 원동력이 된 첫 번째 요소로 특수 효과 분장의 기술적

진보를 꼽고 있다. 특히 배우의 얼굴 또는 전신을 석고로 떠서

모형을 제작하고 폼 라텍스(foam latex) 또는 실리콘 어플라이

언스(silicon appliance)로 배우의 외모에 변화를 주거나 배우를

대신하는 인형을 만드는 프로스테틱스 메이크업(prosthetics

make-up)과, 제작된 인형에 기계를 장착하고 원격장치로 조정

하는 에니메트로닉스(animatronics)는(장미숙, 2005), 실제 배우

들이 할 수 없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연출해내는데 크나큰 역

할을 하였다. 

스플레터 영화는 피, 신체의 절단 및 훼손, 장기의 노출, 시

체의 등장 등 특수 분장을 이용하여 하나의 속임수를 제공할

뿐,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기록적인 재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인물이 고문당하고 카메라 앞에서 살해당하는 스너프

(snuff) 영화와 구별된다. 최초의 스플레터 영화 Blood

Feast(1963)에서 피의 범벅과 기괴한 유머가 어우러진 영화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케첩과 과일시럽을 이용하여 피를 표

현하였고, 동물의 내장을 이용하여 인간의 장기를 표현하는 등

이미 특수 효과 분장이 전형화 되기 시작하였다. 

영화 Dawn of the Dead(1978)의 특수 분장사 Tom Savini

는 오늘날 스플레터 분장의 마에스트로로 인정받고 있는데, 14

세 때부터 이미 분장 일을 시작한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실제 호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잔혹

한 전쟁의 이미지들로 인해 이후 영화 속의 신체 상해와 극단

적인 살육 장면들을 리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977년 Martin을 계기로 감독 George Romero와의 협업이 이

루어진 작품 Dawn of the Dead(1978), Maniac(1981),
Creepshow(1982), Day of the Dead(1985), Two Evil

Eyes(1991) 등을 통해, 스플레터를 197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유행으로 정착시키면서 고어의 왕(king of gore) 또는 스플레터

의 왕(splatter king)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Timpone,

1996). 이외에도 The Howling(1981), The Thing(1982)의 Rob

Bottin, It's Alive(1974), Videodrome(1983)의 Rick Baker와

Steve Johnson, Re-Animator(1985)의 Howard Berger 등 스플

레터 분장으로 명성을 쌓은 많은 분장사들이 있다. 이들이 창

조한 특수 효과 분장의 리얼리즘은 1970년대 이전까지 파우더

보이로 치부되던 분장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전환하는데 기

여하였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영화적 사실주의라는

미명아래 스플레터 특수 분장은 고어 영화 외에도 전쟁영화, 범

죄 스릴러 영화 속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더 큰 정신적, 미학적

충격을 주기 위한 용이한 방법이 되었다(Timpo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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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터 분장은 총상, 자상 등 무기에 인한 상처, 피, 내장,

시체 분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논자는 이러한 스

플레터 분장의 종류를 대별하여 피의 분출, 신체의 절단, 신체

내부의 노출로 상정하고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피의 분출 : 피는 공포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분장 요소로,

일반적으로 붉은 색 색소를 이용해 제품화한 인조 피를 사용하

며 그 쓰임새에 따라 농도와 색상을 달리한다. 농도는 물엿과

물로 조절하고, 색은 식용색소, 커피, 캐러멜시럽 등을 이용해

표현하며, 오래된 피, 굳은 피를 표현할 때는 젤라틴 파우더 등

을 녹여 첨가하기도 한다(홍수경, 이운배, 2007). 스플레터 영

화에서는 고어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양의 피

가 분출되거나 튀는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연출해야하기 때문에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자들은 예산 절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피

를 제작하기도 한다. 콘 시럽, 초콜릿 믹스, 땅콩버터, 밀가루,

농축 우유, 칡가루, 커피 미립자, 딸기 시럽, 젤라틴 또는 간장

등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배우의 입에 흘러들어갈 경우를 대비

해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또한 촬영이후 제거 용이성

을 염두에 두어 수용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aldwell, 2006). 

피는 크게 흘러내리는 형태와 흘러내리지 않는 형태로 구분

된다. 첫째, 스플레터 영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흘러내리는 피

는 사건의 현재성과 시각적 리얼리즘을 더욱 부각시키게 하는

요소로, 사실적 효과를 위한 피의 색상과 흐르는 시간의 적절

성이 관건이다. 캡슐 블러드(capsule blood)를 사용할 때는 인

조 피 혹은 초콜릿, 체리 시럽을 넣은 캡슐이 입 속에서 미리

터지지 않도록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하며, 블러드 파우더(blood

powder)를 사용할 때는 붓을 이용하여 모발 속이나 피부에 묻

힌 다음 그 위에 물을 분무하여 빠른 시간 내에 피가 망울져

흐르는 효과를 내야 한다(진현용, 2002). 둘째, 흘러내리지 않

는 피는 사건의 시간적 경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는 건조되

어 적갈색을 띄며 긴 장면에서 유용하다. 딱지가 지거나 응고

된 피는 호두나무 또는 마호가니 나무가루와 접착제를 혼합한

후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피부에 부착시켜 만들 수 있다
(Kehoe, 1991). 

특수 분장사 Tom Savini는 마틴(Martin, 1977)에서 여배우

의 실제 팔을 이용해 피가 분출되는 트릭을 고안하였는데, 엄

지와 검지 사이에 무딘 면도칼을 잡고 손바닥에 인조 피를 담

은 고무 주사기를 감추고 있다가 여배우의 팔을 자르는 장면에

서 주사기로부터 피를 짜는 속임수를 연출하였다(Timpone,

1996). 또한 투명과 반투명의 2가지로 이루어진 매직 블러드

(magic blood)를 사용하여 칼에 베어 피가 나오는 장면을 표현

할 수 있는데, 투명한 액체를 바른 뒤 반투명한 액체를 칼등에

묻혀 투명한 액체 위에 그으면 그은 모양대로 피 색상이 나타

나면서 피가 분출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Fig. 1은 영화

Blood Feast에서 채찍질 당한 희생자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케

첩과 과일시럽으로 만든 피를 배우의 몸 위에 뿌려 채찍질로

인해 분출된 피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전신에서 흘러내리는 듯

한 과장된 피를 통해 충격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채찍질의

잔혹함을 상상하게 만든다. Fig. 2는 The Boogey Man에서 깨

진 거울에 의해 풀려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성직자가 공격당

하는 장면으로, 머리에서 시작되어 이마와 코, 입을 통해 턱 아

래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성직자가 희생당하는 모습은 관객

으로 하여금 자신도 희생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며

희생자의 부릅뜬 눈과 놀라 벌어진 입, 농도 짙은 핏줄기는 시

각적으로 더욱 큰 공포감을 조성한다. 

Fig. 3은 Maniac에서 머리가죽이 벗겨진 장면을 특수 분장으

로 연출한 것으로, 1980년대까지 시도된 특수 분장 중 가장 잔

인하고 역겨운 특수 효과로 평가되었다(Timpone, 1996). 이는

사건 발생 이후 발견된 희생자의 모습으로 피가 흘러내리지 않

고 이미 멈춘 장면이며, 이때는 촬영 전에 미리 인조 피를 묻

혀 약간 건조된 형태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Fig. 4는 Night

of the Living Dead의 좀비 모습이다. 좀비는 죽었다가 마약에

의해 되살아난 시체로, 상처에서 흘러나와 이미 굳어버린 피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해 적갈색의 농도 짙은 된피로 응고 효과를

낸 것이다.

신체의 절단: 희생자의 신체가 절단 또는 훼손된 장면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첫째, 배우 대신 프로스테틱 어

플라이언스(prosthetic appliance)로 배우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는 실제 배우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

를 이용하여 제작된 실리콘 어플라이언스에 에어브러시와 브러

시 테크닉으로 피부색과 혈색을 재현하고 인모를 붙여 인체와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낸 후, 용도에 맞는 다른 특수 분장을 첨

가하는 것이다. 즉 신체가 절단된 경우에는 잘려나간 자리를 불

규칙하게 처리하고 피를 첨가해서 얻어지며, 특히 시체인 경우

Fig. 1. Blood Feast

Fig. 2. The Boogey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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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망원인과 사망 후 나타나는 착색 등의 시반, 부패에 따

른 수포 등 사후 인체 변화를 첨가해서 얻어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에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원격 조

정하는 에니메트로닉스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움직임을 통

해 더욱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Fig. 5는 He Knows

You're Alone에서 희생자의 머리가 어항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이는 배우를 대체하는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여 장

면을 연출한 것이다. Fig. 6은 The Thing에서 특수 분장사

Rob Bottin에 의해 창조된 스플레터 분장으로, 잘려진 목 부분

의 불규칙적인 라인 처리, 리얼한 얼굴 표정과 에니메트로닉스

의 원격 장치를 이용한 실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Fig. 5보다는

훨씬 공포스럽고 사실감 있는 효과가 연출되었다. 

둘째,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와 실제 배우가 조합된 특수

효과 분장을 통해 재현되는 방법이다. Fig. 7은 Friday the

13th에서 사이코 킬러 Jason이 침대 매트리스를 통해 쏜 화살

이 희생자의 목 앞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특수 분장사 Tom

Savini는 가짜 목을 만들기 위해 배우의 목을 석고로 뜬 프로

스테틱스에 화살이 나오는 구멍을 뚫고, 석고 뒤에 피를 분사

시킬 수 있는 튜브를 넣은 아이스 백(ice bag)을 붙인 후, 그

안에 화살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침대에 구멍을 뚫어 구멍사

이로 배우의 얼굴이 나오도록 침대 밑에 앉고, 그의 진짜 얼굴

에 가짜 목과 몸을 붙인 후 목에서 화살이 나오도록 손으로

밀고, 피를 분출시킨 이 분장은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이

지만 뛰어난 리얼리즘으로 가장 유명한 특수 분장 효과 중 하

나로 평가된다(Timpone, 1996). 도끼로 살해되는 장면에서는

가짜 머리를 쪼갠 진짜 도끼를 사용하고 나서, 여배우의 실제

머리에 가짜 도끼를 붙였다. Fig. 8은 Graduation Day에서 문

을 통과한 창에 꽂힌 희생자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베트남 전

쟁 시 사용된 잔인한 살상용 창살 덫에서 영감을 얻어 영화에

서 긴 창이 사용되었으며, 이 장면을 위해 배우의 옷에 구멍을

뚫고 길이가 다른 창의 일부를 구멍사이로 나오게끔 부착하고

피를 분출시키고, 문 뒤에 창의 나머지 부분을 부착시켰다. 무

표정한 희생자의 모습은 놀랄 겨를도 없이 직면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상기에서 언급한 조합들이 실제처럼

Fig. 5. He Knows You're Alone

Fig. 6. The Thing

Fig. 7. Friday the 13th

Fig. 8. Graduation Day

Fig. 3. Maniac

Fig. 4. Night of the Living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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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표정연기와 비명연기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장은 완성시간이 다소 소요

되므로 배우에게 정확한 분장 내용과 시간을 알려주고 분장을

한 채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촬영시간에 맞춰주는 특수

분장사의 배려와 빠른 손놀림이 필요하다.

신체 내부의 노출 : 스플레터 영화에서 극단적인 시각적 충

격을 주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가해자에 의해 습격당한 희생자

의 신체 내부가 스크린 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첫째, 내부 장기의 노출과 둘째, 피부 손

상으로 인한 혈관, 근육 등의 노출이다. 스플레터 분장에서 좀

비의 먹이로 사용된 인육 또는 사이코 킬러에 의해 잔인하게

낭자된 희생자의 장기는 인공적으로 제조되거나 실제 동물 내

장이 이용되었다. 동물 내장은 Blood Feast에서부터 이미 사용

되었으며(www.imdb.com. 2007, 11. 10), Night of the Living

Dead는 스토리 전개상 좀비들의 먹이인 장기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양의 동물 내장이 사용된 영화이다. 제작당시 정육

점에서 일하던 스텝 한 명이 매일 아침 촬영장에 동물 내장이

가득 든 포대를 가지고 와서 좀비들이 자신의 먹이를 먹어치우

는 장면을 더욱 사실적으로 찍을 수 있었다. Louie(1999)는 영

화가 개봉되었을 때 이 장면들이 그토록 충격을 주었던 것은

인육을 먹는 장면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면서 금기

에 대한 터부를 깼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Fig. 9는 특수 분장사 Rick Baker와 Steve Johnson에 의해

창조된 Videodrome의 한 장면으로, 머리 아래로 흐르는 피와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장기의 노출을 통해 희생자의 죽음을 묘

사하고 있다. 이 스플레터 분장에는 배우를 대체하는 프로스테

틱 어플라이언스와 인공적으로 제조된 장기가 사용되었다. Fig.

10은 특수 분장사 Howard Berger가 Re-Animator에 등장하는

여배우에게 분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분적으로 제작된 프

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를 배우의 전신에 각각 부착하여 연결시

키고, 광범위한 에어브러시 작업과 손상된 피부 사이로 보이는

혈관과 근육을 표현하기 위한 세밀한 브러시 테크닉 등 분장

시간만 8시간이 소요되었다(Timpone, 1996). 

 3. 스플레터 영화 분장의 미적 특성

영화 특수 분장은 배우에게 적용하여 영화 캐릭터에 맞는 얼

굴과 몸을 만드는 신체 예술로서, 창조된 신체는 개인적인 역

사, 기질과 성향, 감정과 기대의 스펙트럼을 드러내면서 캐릭터

의 정체성을 표현한다(Timpone, 1996). 따라서 특수 분장의 테

크닉과 상상력을 통해 공포, SF 장르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했으며, 영화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Psycho(1960)의 포스트모던적 가치는 이제까지 금기시 되어왔

던 잔혹한 장면들이 특수 분장을 통해 영화 예술 속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스플레터 분장의 미적 특성을

논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현대 미학 개념인 언캐니

(Uncanny), 애브젝션(Abjection), 아이러니(Irony)로 상정하여 분

석해봄으로써 피의 분출, 신체의 절단, 신체 내부의 노출이라는

극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충격 미학을 완성하고 있는 특수 분

장의 미적 다원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3.1. 언캐니(Uncanny) 

그로테스크 특징 중 하나로 불쾌감을 내포한 개념인 언캐니

는 ‘엄청난, 무시무시해서 기분 나쁜, 기괴한, 신비스러운’의 사

전적 의미를 지닌다(엣센스영한사전, 1985). 저서「The

Uncanny」 (1916)에서 언캐니를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논한

Freud에 따르면, 언캐니는 공포를 유발하는 특수한 감정으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 또는 친숙했다가 억압에 의해 낯설어

진 것에서 느끼는 불안, 음울, 실망을 의미한다. Freud는 언캐

니한 공포감정을 일으키는 사물 가운데 왁스로 만든 인물형상

이나 기계로 움직이는 자동인형이 가장 좋은 예라고 지적하면

서, 겉으로 보기에 생명 있는 대상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반

대로 생명 없는 대상이 정말로 활력이 없는 것인지 혹은 우연

히 영혼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지적 확실성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언캐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밖에 죽음,

시체, 망령, 신들린 인간, 간질병, 광기에서도 언캐니한 효과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절단된 수족, 잘린 머리, 손목으로부터 잘려

나간 손, 춤추는 발 특히 그것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 그러

한 느낌이 강화된다고 하였다(김홍희, 1998). 

이렇듯 언캐니는 인간의 낯익은 이성과 명료한 의식아래 억

압되었던 것이 통합된 정체성, 미적 규범, 사회질서 등을 파열

시키면서 귀환할 때 유발되는 미적 감정으로서(이승은, 2006)

Fig. 9. Videodrome

Fig. 10. Re-An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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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던 욕망, 무의식에 잠재했던 인

간의 본능적 충동이 그 귀환의 주인공으로 언캐니의 중심에 위

치한다(서세나, 2007). 

언캐니는 논자가 고찰한 스플레터 분장 미학에서도 나타나

고 있는데 첫째, 스플레터 분장 종류와 관련하여, 우리와 친숙

하지만 피부아래 억압되어 있던 피, 신체 절단과 내부 장기의

노출에 의한 신체의 파편화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분열을 야

기함으로써 불쾌하고 무서운 언캐니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둘

째, 스플레터 분장 요소와 관련하여 신체 절단 분장에서 사용

되는, 배우를 대체하는 모형이나 자동인형은 배우가 아니면서

배우이상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무생물의 생명체화를 통해 관객

으로 하여금 실제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 불확실성을 유

발하고 언캐니가 표상화된다. 셋째, 스플레터 분장 재료에서 콘

시럽, 초콜릿 믹스, 땅콩버터, 밀가루, 농축 우유, 칡가루, 커피

미립자, 딸기 시럽, 젤라틴 또는 간장 등의 음식재료들을 혼합

하여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물질로 피를 대신하거나 또는 동물

내장을 이용하여 인간의 장기를 대신하는 등 낯선 물질들이 인

체의 일부분처럼 사용됨으로써 존재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언캐니 효과를 도출한다. 

3.2. 애브젝션(Abjection) 

애브젝션은 혐오스럽고 비천한 것으로 대상 천시 개념을 뜻

하는 것으로, Kristeva(1982)는 그의 저서「공포의 권력: 애브

젝션에 관한 에세이」 (The Power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에서 비천함을, 천하고 품위가 낮은 신체와 그것의 명

시들, 즉 신체적 유동물질, 벌어진 상처, 성적 파편의 퇴적물,

구토, 점액, 침, 월경혈액, 정액, 부패물, 부식과 동일시하였다.

그는 비천함을 단지 삶과 죽음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분명하

지 않은 극히 소량의 혹은 혼성의 상태, 주체도 객체도 아닌,

혹은 오히려 주체가 애벌레나 어머니의 자궁안의 유동체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기 이전의, 혹은 시체나 신체의 부분처럼 죽

어서 물체로 변화된 상태, 즉 깨끗하고 정상적인 몸과 형태나

통합된 기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았다(정진아, 2007). 또한 이

를 예술로 대상화시킨 저급예술 애브젝트(abject)를 ‘정체성, 체

계, 질서를 방해하는 대상이나 경험’으로 공식화하고, ‘경계, 지

위, 규칙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중간에 애매한 복합물’로 정의함

으로써(안해숙, 2007) ‘경계’(border) 또는 ‘모호성’(ambiguity)이

라는 개념을 도출해내었다(Gendler, 2000). 

Barbara Creed는 Kristeva의 애브젝션 개념을 바탕으로 공포

영화에서의 애브젝션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는 시체를 비천한

이미지의 절정으로 보았다. 싫은 음식을 토해내는 것처럼 사람

의 몸은 월경, 눈물, 땀, 고름과 같은 분비물과 배설물을 몸에

서 배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지

만 그렇지 못한 시체는 하나의 부패된 오염물이자 배설물로써

완전한 애브젝션이다. 둘째는, 애브젝션의 ‘모호한 경계’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괴물은 인간과 비

인간, 사람과 동물, 자연과 초자연, 선과 악의 경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Kristeva가 언급한 바와 같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몸

과 형태나 통합된 기능을 잃어버린 애브젝트 바디와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Gendler, 2000). 

상기의 분석을 토대로, 스플레터 분장에서의 애브젝션은 다

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 스플레터 분장으로 표현된 피

와 절단된 신체, 시체, 노출된 내부 장기 등은 신체에서 배출

된 하나의 부산물 또는 배설물로서 혐오스럽고 비천한 이미지

를 표출하고 있다. 둘째, 애브젝션의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는

스플레터 분장들이 발견되는데, 분장에서 사용된 피와 그 외부

로의 분출은 곧 희생자의 생명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고, 시체 또한 비

록 사람이지만 영혼이 없는 육체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의

미하며, 신체 절단 분장에서 배우의 모형을 떠서 만든 프로스

테틱 어플라이언스와 배우와의 조합을 통해 신체를 변형시키거

나(Fig. 8), 에니메트로닉스를 이용하여 원격 조정되는 자동인

형(Fig. 6)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통합과 파편화, 인간과 보

철물, 인간과 기계라는 대립 항의 공존으로 둘 간의 경계적 모

호성이 대두되면서 애브젝션이 유출된다고 할 수 있다. 

3.3. 아이러니(Irony)

그리스 희극에 어원을 두고 있는 아이러니는 그리스어

‘eironeia’(위장)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문학용어이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 사유와 교육의

방법으로 확장되었고, 18세기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미적 구조

화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정립되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Karl Solger와

Friedrich Schlegel에 이르러 현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자 태도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아이러니의 개념은 외관과 현실

의 대비로 두 의미간의 불일치 내지는 충돌을 내포하며, 이를

통해 의미가 강조된다(하승완, 2006). 또한 아이러니는 풍자와

해학의 중간에 위치하며 유머러스한 성질을 가지는데 모든 유

머의 형태 중 가장 도전적이고 날카로운 즐거움을 가지고 있

다. 이는 아이러니가 자기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

학과 일치하고, 그것이 부정하고 있는 세계는 풍자의 경우처럼

대상적이기 때문이다(함수민, 2007).

스플레터를 ‘고어+코믹’의 형태로 본 Eckhard Hammel의 해

석처럼 과장된 폭력을 바탕으로 코믹함을 유추해내는 스플레터

장르는 본질적으로 아이러니한 특성을 지니며 이는 특수 분장

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지나친 피의 사용, 신체 절단 장

면, 신체 내부 노출 장면 등 충격을 주기 위해 의도된 과도한

외관과 눈에 보이는 속임수, 유치한 현실의 대비는 관객으로 하

여금 웃음을 자아내며 아이러니를 표상화한다. 또한 인간의 극

도의 잔인함과 가늠할 수 없는 나약함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

면서 풍자와 해학을 유발한다. Fig. 5의 잘린 머리와 Fig. 9에

서 장기 노출의 과도함은 사실적인 죽음 보다는 과장된 연출의

도를 보여주며 리얼리즘의 결여로 특수 분장에 의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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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다소 코믹한 장면이다. Fig. 10의

분장은 손상된 피부 사이로 보이는 혈관과 근육, 살이 없이 앙

상하게 혈관과 뼈가 드러난 목과 손 등 처음에는 혐오스러움을

유발하지만, 출혈이 없고 마치 해부학에서 사용되는 인체 그림

을 보는 듯한 이미지, 벌어진 피부를 봉합용 핀으로 마주 잡은

모습 등은 코믹하게 느껴지는 분장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스

플레터 영화 분장의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4. 요약 및 결론 

인간의 신체를 표현도구로 삼아 아이디어와 실천 행위로 캐

릭터를 창조하는 신체 예술인 분장은 영화 역사상 공포영화와

SF영화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특히 공포영화 가운데 가장 잔

혹한 영화로, 스크린 상에 흥건한 피, 절단된 신체 등 잔인하

고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스플레터 영화는 스

토리 전개에 있어 분장 의존율이 가장 높은 장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스플레터 영화의 과도한 폭력성으로 인해 특수 분

장에서의 잔인함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나, 이는 미디어의 허구적 리얼리티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와 허구를 동일시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히려 특수

분장의 성공적인 리얼리즘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대 영화의 시각적 효과와 리얼리즘의 충격 미학에 기

여한 스플레터 영화 특수 분장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는데 의의

를 두었으며 논문의 요약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플레터 영화는 고어의 사실적 묘사와 폭력을 강조한

잔혹영화로, 1963년 Blood Feast를 계기로 공식화된 공포영화

의 한 종류이다. 이 장르는 과장된 피, 과장된 폭력을 사용함

으로써 신체의 훼손성과 신체 절단의 극단성에 대한 공공연한

관심으로 인해 영화 내러티브의 논리성보다는 장면적 효과에

근간을 둠으로써 카메라의 몽타주(montage) 기법, 특수 효과 분

장을 포함한 비주얼, 스타일, 테크닉 등 시각적 장치가 특히 강

조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둘째, 스플레터 영화에 사용된 스플레터 분장은 피의 분출,

신체의 절단, 신체 내부의 노출로 대별될 수 있는데 피는 공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분장 요소로, 붉은 색 색소를 이용해 제

품화한 인조 피, 캡슐 블러드, 블러드 파우더, 된피를 사용하거

나 스플레터 영화와 같이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저예산

영화의 경우 콘 시럽, 초콜릿 믹스, 땅콩버터, 밀가루, 농축 우

유, 칡가루, 커피 미립자, 딸기 시럽, 젤라틴 또는 간장 등으로

피의 제조가 가능하며 그 쓰임새에 따라 농도와 색상을 달리한

다. 신체의 절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배우를 프로

스테틱 어플라이언스(prosthetic appliance)로 대체한 모형을 사

용하거나 여기에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원격 조정하는 에니메트

로닉스를 이용한 방법과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와 실제 배우

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후자의 경우 더욱 사실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신체 내부의 노출은 내부 장기의 노출과 피

부 손상으로 인한 혈관, 근육 등의 노출로 나눌 수 있는데, 내

부 장기는 인공적으로 제조하거나 동물의 내장을 사용할 수 있

으며, 혈관과 근육의 노출은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로 피부

와 혈관, 근육 형태를 모사한 후, 에어브러시와 브러시 테크닉

으로 표현가능하다. 

셋째, 스플레터 영화 분장의 미적 특성은 언캐니, 애브젝션,

아이러니로 상정될 수 있다. ‘엄청난, 무시무시해서 기분 나쁜,

기괴한, 신비스러운’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 언캐니는 억압되었

던 욕망, 무의식에 잠재했던 인간의 본능적 충동이 통합된 정

체성, 미적 규범, 사회질서 등을 파열시키면서 귀환할 때 유발

되는 미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플레터 분장에서는 우리

와 친숙하지만 피부아래 억압되어 있던 피, 신체 절단과 내부

장기의 노출에 의한 신체의 파편화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분

열을 야기함으로써 나타나고, 분장 요소와 관련하여 배우를 대

체하는 모형이나 자동인형이 배우가 아니면서 배우이상의 역할

을 해냄으로써 무생물의 생명체화를 통해 나타나며, 분장 재료

에 사용된 콘 시럽, 초콜릿 믹스, 땅콩버터, 밀가루 등의 음식

재료들이 전혀 새로운 물질 피로 만들어져 인간의 피를 대신하

거나 또는 동물 내장을 이용하여 인간의 장기를 대신하는 등

낯선 물질들이 인체의 일부분처럼 사용됨으로써 통합된 정체성,

Table 1. 스플레터 영화 분장의 미적 특성 

 내용
 특성

미 학 적 개 념 스 플 레 터 분 장

유발 감정 내적 의미 분장 요소 분장 의미

언캐니

불쾌감, 공포, 낯섦, 불
안, 음울, 실망, 지적 불

확실성

통합 정체성, 미적규범, 
사회질서의 파열

피

절단된 신체
신체내부

(내장,혈관,
근육,뼈) 

 인공피(음식재료/색소)                 신체의 파편화/
 인공장기/동물내장                    낯선물질,무생물의 
 자동인형                            생명체화로 인한
                                     지적  불확실성

애브젝션
혐오스럽고 비천함,
경계의 모호성

정체성, 체계, 질서를 방
해하는 대상이나 경험

 피,장기노출(신체배설물)               혐오/비천함
                                     삶/죽음 경계모호성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             인간/보철 경계모호성
 자동인형                            인간/기계 경계모호성

아이러니

유머성,
자기부정을 내포한 풍자

와 해학

외관과 현실의 대비로 
인한 의미간 불일치, 충

돌

 지나친 피의 사용                    과도한 외관에 의한 
 신체절단/내부노출 장면               현실대비로 웃음유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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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규범과 질서를 전복하고 언캐니 효과를 도출한다. 

애브젝션은 혐오스럽고 비천한 대상 천시 개념을 뜻하는 것

으로, Kristeva는 저급예술 애브젝트(abject)를 ‘정체성, 체계, 질

서를 방해하는 대상이나 경험’으로 공식화하고, ‘경계, 지위, 규

칙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중간에 애매한 복합물’로 정의함으로

써 천하고 품위가 낮은 신체와 그것의 명시들, 즉 신체적 유동

물질, 벌어진 상처, 성적 파편의 퇴적물, 구토, 점액, 침, 월경

혈액, 정액, 부패물, 부식의 비천한 이미지와 ‘경계’또는 ‘모호

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볼 때 스

플레터 분장으로 완성된 피와 절단된 신체, 시체, 노출된 내부

장기 등은 신체에서 배출된 하나의 부산물 또는 배설물로서 혐

오스럽고 비천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피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시체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신체 절단 분장에서 사

용된 에니메트로닉스, 프로스테틱 어플라이언스와 배우의 조합

은 신체의 통합과 파편화, 인간과 보철물, 인간과 기계라는 경

계적 모호성이 대두되면서 애브젝션이 유출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는 외관과 현실의 대비로 두 의미간의 불일치 내지

는 충돌을 내포하는 미학용어로, 풍자와 해학의 중간에 위치하

며 유머러스한 성질을 가지는데 모든 유머의 형태 중 가장 도

전적이고 날카로운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스플레터를 ‘고어+

코믹’의 형태로 본 Eckhard Hammel의 해석처럼 과장된 폭력

을 바탕으로 코믹함을 유추해내는 스플레터 장르는 본질적으로

아이러니한 특성을 지니며 특수 분장에서 지나친 피의 사용, 신

체 절단 장면, 신체 내부 노출 장면 등 충격을 주기 위해 의도

된 과도한 외관과 관객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눈에 보이는 속

임수, 유치한 현실의 대비는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며

아이러니를 표상화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어와 과장된 폭력으로 이루어

진 스플레터 영화는 통합된 정체성과 질서, 체제에 대한 억눌

린 감정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회적 금기를 실천하는 비주류

영화로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과 자료의 부족이라

는 한계점을 지닌 주제였다. 그러나 많은 고어 장면들이 특수

분장에 의해 성공적으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미적 다양성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특수 분장 또한 스플레터 영화에 의해 테

크닉적 발전과 리얼리즘이라는 명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상

호불가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스플레터 영화와 분장미학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

길 바란다.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영화에 사용된 스플레터 분장

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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