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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up in a movie indirectly delivers psychologicalconditions of
characterstoberepresentedandtheplotofthemovie,andshowsvisual
information on characters in the movie.Allthe information including
historical background of a movie,and properties and identities of
charactersarerepresentedthroughmake-upasanimplicativesymbolofa
themeofmovie.
Thisstudy carried acompleteanalysisofcharactersby connecting

features ofcharacters to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tic elements
basedontheabnormalpsychologytoexaminetheinfluenceofpersonality
disorderondecisionofcharactersandaflow ofmovie.
Forthepurpose,thisstudyselected8movieswheremainsymptomsof
characters with personality disorderand clinicalfeatures are strongly
showedofthemovieswhichdealwithClusterBPersonalityDisorderand
categorized them into four parts according to types of personality
disorder.
We targeted the movies which were domestically introduced and

popularwith personality disorderasa materialofmoviesasfollows:
SilenceoftheLambs,Thein1991’,and‘CapeFearin1991’,moviesof
antisocialpersonalitydisorder, GonewiththeWindin1939’,ahistri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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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disordermovie, ‘BasicInstinct,1992’,'AmericanPsychoin
2000’moviesofnarcissisticpersonalitydisorder,‘TheDevilWearsPrada
in2006’,‘37̊2in1986,BettyBlue(37̊2LeMatin)’amovieofborderline
personalitydisorder,and‘FacelessBeautyin2004’ andexaminedwhat
influenceclinicalfeaturesandmainsymptomsofpersonalitydisorderhave
onformationofcharacterimagesofheroes.
First,weexaminedfeaturesofpersonalitydisorderaccordingtotypes
ofthedisorder.

First,personswithantisocialpersonalitydisorderuseviolencefortheir
interestsorpurposesandrepeatliesandfraudulentbehaviors.Theyare
veryaggressiveandviolent,hurtorabuseothersbuttheydonotfeel
guiltyoftheirbehaviorsatall.
Second,personswithhistrionicpersonality disorderareuncomfortable
whentheyarenotafocusofasituationandusephysicalattractiveness
toattractothers'attention.Theyshow quickchangeoftheiremotion,and
useexaggerativeexpressionsfrequently.
Third,aspersonswithNarcissisticpersonalitydisorderthinktheyare
specialand distinctive,they wanttobespecially treated and consider
otherpeopleasinferior.Theyfeeljealousofandmadatthepeoplewith
betterability,andtendtotakecareoftheirjobcompletelyandstrictly.
Fourth,personswithborderlinepersonalitydisordershow extremeand
aggressivebehaviorsbecauseofstrongfearofbeingabandonedanddo
notconcentrateon onething.They areimpulsiveandcan notcontrol
themselves. Andtheyhaveunstablepsychologyintheiridentitiesand
personalrelations,andliveinillusionasadreamer.
Thenthisstudyexaminedfeaturesofcharactersineachmoviethrough
makeup:

First,forimagesofabsentmindednessand coolnesstorepresen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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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ofHannibalRector,BuffaloBill,andMaxCadyinSilenceof
theLambs,Thein1991,amovieofantisocialpersonalitydisorderand
CapeFearin1991,skinmakeupofheroeswaspaleandbright,andto
emphasizecharactersofrevengefulnessandviolence,theyworetattooson
thewholebody.Theirhairwasshortand curled in brown to show
absentmindednessandstubbornness.Rectorworeablueprisonuniform to
show isolationfrom theworldandawhiteshirtswhenheattemptedto
escapefrom theprison,whichmeanshispsychologicalstatusofhaving
no guilty conscience. Max wore red clothes, which represent his
revengefulandviolentnature.
Second,makeupandhairstylesforScarletO HaraandCatherinein
GonewiththeWindandBasicInstinct,moviesofhistrionicpersonality
disorder,werecolorfulanduniquetoattractothers'attention.Andthey
worecolorfulandrefineddressesasitwasimportantforthem tobe
lookedattractivetoothers.
Third,PatrickandMirandainAmericanPsychoin2000andTheDevil
WearsPradain 2006,moviesofNarcissisticpersonality disorder,wore
blackandwhitesuitsanddressesandperfectskinmakeupthroughstrict
self-management to represent refined and noble images. Patrick
back-combed hishairand Miranda woreshorthairto highlighttheir
refined and elegant images.They wore prestigious brand suits to
representthemselvesasspecialaccordingtotime,placesandoccasions.
Fourth,forimagesofthecharactersin37̊2in1986(BettyBlue/37̊2
LeMatin)andFacelessBeautyin2004,moviesofborderlinepersonality
disorder,makeupofblack,red,brown,andpastelcolorswereusedto
representundulationofemotions.Extremelyblownhair,softlycurledhair,
straightlonghairandcroppedhair,deepred,black,brownandbrightand
lightcolorswereusedtorepresentthepsychologicalstatusoftheheroes.
Basedontheresults,thisstudysuggestedthatpersonalitydisorderin
eachmovieplaysasymbolicroleinformingcharacterimagesofhe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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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comes a theme thatdirectors intend to signify and represent
throughmovies.Itisveryeffectivetorepresenttheplotoftheentire
movieandthereareanumberofsimilaritiesbetweencharacterimages
andclinicalfeaturesandmainsymptomsofeachpersonalitydisorder.
Make-upformovieshasdevelopedenormouslyalongwithdevelopment
offilm industry,butwehavefew dataoncharacterimages,studiesand
theoreticalgroundsonanalysesofpersonalityindiversepointsofview.
Therefore,thisstudy suggeststhatintensiveandorganizedacademic
researchonmakeupformovieshouldbedevelopedbasedonsufficient
datacollectedandplansofresearchandspecificmethodologyshouldbe
proposed torepresentcharacterimagesofheroes.Characterimagesin
moviesshouldbeanalysedanddecidedbasedon abnormalpsychology
and the character images analysed should be connected to color
psychology,makeup,hairandcostume.Itissuggestedthatwecanhave
moreprofessionalmakeupformovies iftheresultscollectedareusedfor
real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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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영화는 한 시대의 사회상,음악,미술,패션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혼합되어져 있
는 것으로 대본을 기본으로 하여 등장인물의 내·외면적 행위와 심리적 갈등을 통해
관객에게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작업으로 여러 구성요소가 종합되어진
종합예술이자 시각예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대중매체 중에서도 영화는 가장 보편적으로 시각적이어서 영화 구조의 미
학적,심리적인 요소들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감각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1)또한 영화는 일반인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21세기를 대표하
는 대중 예술로서 문화를 선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 등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대중에게 접근이 쉬운 시각적 매체인 영화에서의 분장은 이미지를 시각
화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관객에게 극중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영화의 주제
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영화 분장은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극중 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와
극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영화 속 등장인물의 캐릭
터설정에 시각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며 영화 스토리상의 시대적
배경과 성격 및 신분과 지위 등 모든 정보가 분장요소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
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영화분장은 시각적으로 배우와 하나가 되어 배우의 언어
적 표현을 더욱 가치 있게 해주고 영화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상징적 기
능을 갖게 된다.2)
특히,영상 매체인 영화는 캐릭터메이크업(charactermake-up)을 통하여 얼마나
다양한 인물창조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영화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각적 효과를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3)

1) 조규화 외 『패션미학』 서울:수학사,2004,p.444.
2) 김문정,『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영화「영웅」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p.1.

3) 김선영 외 『캐릭터 이미지가 영화에 미치는 영향 -조니 뎁(JohnnyDepp)이 출연한 영화를 중심으
로』한국메이크업 디자인학회지 제2권 2호,2006,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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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화에서 한 캐릭터를 완성하는 분장작업은 극중 배역에 따른 메이크업,
헤어,의상을 통해 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물의 심리와 미의식 등 내적인 이
미지를 배우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영화에서의 분장작업은 영화에서의 배역에 따른 캐릭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화의 변천과 함께 발전해왔으며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현재 영화 산업의 발전에도 캐릭터에 따른 분장,캐릭터에 따
른 헤어스타일의 연구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며 선행논문으로는 뷰티메이크업,무대
분장사례연구,트렌드 연구,영화의상,영화 색채 등으로 한정되어 영화분장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20세기에 정신장애(mentaldisorder)4)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급격히 발전하
여 현대 이상심리학(abnormalpsychology)5)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성격장애를 소재
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영화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캐릭터 특성을 성격적 결함과 정신병적인 요소를 결부하여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며,이러한 정신병적인 요소가 극의 구조와 주인공의 극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연구하는 영화의 주인공들은 각각의 성격장애(personalitydisorder)6)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적 결함이 영화에서 어떠한 캐릭터 특성을 나타내며 그
것이 극중 주인공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해서 이상심리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고
찰하고자 한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이상행동은 영화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감독이 말하
고자 하는 영화의 주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치로써 주인공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해주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심리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을 통해서 주인공의 성격장애가 영화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영화 속
에서 이러한 성격장애의 특징이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과 극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정신장애 중에서 특히,어린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4) 정신장애(mentaldisorder): 특정한 이상 행동의 집합체를 의미함.
5) 이상심리학(abnormalpsychology):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
6) 성격장애(personalitydisorder):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
적 특성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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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성격이 형성되어 사회적 기대와 괴이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극적
이고 감정적이며 변화가 많은 행동이 주된 특징인 B군 성격장애(clusterB
personalitydisorder)7)특성을 이상심리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주인공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특징적인 요소를 통해서
각 영화에서 공통된 캐릭터의 특징으로 표현되어지는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각 영화의 주인공들의 캐릭터 특징이 각 성
격장애의 임상적 특징과 주요 증상과의 유사점을 찾아보고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
을 통해서 영화에서의 주인공 캐릭터 이미지를 분석하고 설정하는데 있어서 영화
분장사전 작업계획에 활용하여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를 설정하는 데 전문성을
기하고 이상심리학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캐릭터 분석한 내용을 색채심리학과 결
부시켜 실제 영화분장에 활용한다면 영화분장작업에 전문성 기할 수 있으리라 사
료되어진다.
특히,캐릭터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 이미지 기초 개념을 고찰하고
실용적인 스타일링 적용가능성을 도모하여 향후 영화 캐릭터 이미지 분석 기초자
료와 캐릭터별 외적이미지 스타일링을 위한 자료 및 영화 분장에 활용하여 주인공
의 캐릭터 이미지 설정에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정신장애 분류체계 DSMーⅣ8)에 따라 성격장애를 10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크게 3가지 군집으로 분류하고 있다.
A군 성격장애(clusterA personalitydisorder)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기이
한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성격장애로서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분열형 성격장애
(schiztypalpersonalitydisorder)가 이에 해당되며 각 유형에 따른 영화를 살펴보

7) B군 성격장애(clusterBpersonalitydisorder):DSM-Ⅳ분류체계에 따라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연극성 성격장애,경계선 성격장애,자기애성 성격장애가 해당
됨.

8) DSMーⅣ(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s,1994):국제 정신의학협회에서 인정
한 정신병분류체계 1951년부터 시작되어 1994년까지 확립된 국제 정신의학협회에서 인정한 정신병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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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편집성 성격장애는 ‘컨스피러시(ConspiracyTheory,1997)’,분열성 성격장애는
‘섹스,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Sex,LiesandVideotapes,1989)’,분열형 성격
장애는 ‘지배계급(TheRulingClass,1972)’등이 있으며,이들 주인공의 성격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B군 성격장애(clusterB personalitydisorder)는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서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personalitydisorder),연극성 성
격장애(histrionicpersonalitydisorder),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personality
disorder),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personalitydisorder)가 이에 해당되며 극적
인 성격특성으로 인해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며,각 유형에 따른 영화를 살펴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양들의 침묵(SilenceoftheLambs,The,1991)’,‘케이프 피
어(CapeFear,1991)’,‘프라이멀 피어(PrimalFear,1996)’,‘스피드(Speed,1994)’,연
극성 성격장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withtheWind,1939)’,‘원초적 본능
(BasicInstinct,1992)’,‘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namedDesire,1951)’,
‘밤으로의 긴 여로(LongDay'sJourneyIntoNight)’,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아메리
칸 사이코(AmericanPsycho,2000)’,‘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DevilWears
Prada,2006)’,‘벅시(Bugsy,1991)’,‘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CruelIntention,1999)’,
경계선 성격장애는 영화 ‘베티블루 37̊2(BettyBlue/37̊2LeMatin,1986)’,‘얼굴
없는 미녀(2004)’,‘위험한 정사(FatalAttraction,1987)’,‘처음만나는 자유(Girl
Interrupted,1999)'에서 그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
C군 성격장애(clusterCpersonalitydisorder)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강박성 성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회피성 성격장애
(avoidantpersonalitydisorder)가 이에 해당되며 각 유형에 따른 영화를 살펴보면,
강박성 성격장애는 ‘적과의 동침(SleepingwiththeEnemy,1991)’,의존성 성격장
애는 ‘밥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whataboutBob,1991)',회피성 성격장애는 ’유리
동물원(TheGlassMenagerie)'에서 그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형성과 영화의 흐름과 영화의 주제를
전달해주는 요소 중의 하나로 B군 성격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을 정서적이고 극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영화들 중에서 주인공의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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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미지가 성격장애자의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화 8편
을 선정하였다.그리고 각 각의 성격장애 유형에 따라 2편씩 분류하여 성격장애 임
상적 특징과 주요 증상이 주인공 캐릭터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영화의 선정에는 국내에서 개봉되고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영화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 ‘양들의 침묵(SilenceoftheLambs,The,1991)’,‘케이프 피
어(CapeFear,1991)’,연극성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theWind,1939)’,‘원초적 본능(BasicInstinct,1992)’,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American Psycho,2000)’,‘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
DevilWearsPrada,2006)’,경계선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 ‘베티블루 37̊2(1986,
BettyBlue/37̊2LeMatin)’,‘얼굴 없는 미녀(2004)’를 선정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이상심리학에 근거하여 DSM-Ⅳ분류에 따른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영화의 시놉시스와 제작배경을 영화전문서적,선행논문을 참
고 하였고,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DVD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시각자료,영화 잡지,인터넷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심리학전문서적,선행논문,학술지,단행본,인터넷자료 등을 참고하여 성격
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과 주요증상이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형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 하였고 이를 통해 영화산업에서 영화분장작업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와 연구 방법을 정리하고 이상심리학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성격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성격장애 유형별로 구분한다.
셋째,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인 특징과 함께 주인공의 표현과 행동을 통해
서 캐릭터를 분석한다.
넷째,영화에 나타난 성격장애 증상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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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성격장애의 특징이 각 영화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비교분석한다.
여섯째,이러한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론을 통한 캐릭터 이미지의 기
초 개념을 고찰하고 실용적인 스타일링 적용가능성을 도모하여 향후 영화 캐릭터
이미지 분석 기초 자료와 캐릭터별 외모이미지 스타일링을 위한 자료와 영화 분장
사전 작업계획에 활용하여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설정에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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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이이이상상상심심심리리리학학학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역역역사사사

1)이상심리학의 정의

인간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이러한 개성의
차이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
쾌감과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한다.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그러나 우리
는 일상 속에서 종종 ‘이해하기 힘든’‘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만
나게 된다.그들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괴팍하고 기이한 행동
과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여 정
신상태가 ‘비정상적’이거나 ‘병적’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러한 이상행동9)과 정신장
애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과거 경험의 산물인 동시에 삶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행하
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심리학은 이러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이상심리학의 주요한 기능은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현
상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하며,그 원인을 규명하여 설명하고 치료 방법 및 예방방법
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2)이상심리학의 역사

⑴ 고대의 귀신론

고대의 원시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장애를 초자연적 힘에 의해 생기

9)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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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았다.고대인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말,표정들을 초자연
적인 존재의 영향이나 귀신에 씌웠거나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또는 별
자리나 월식의 영향 때문에 정신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도 하였다.때로는 다른 사람
의 저주를 받아서 정신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했다.동양의 무속적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에 사로잡혀서 정신이상이 된다고 보기도 하였다.이러한 견해는 동서
를 막론하고 고대의 문헌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나라와 지역이 다르기는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장애를 치료 하는 방법이 있
어 왔다.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는 의례를 행하거나 신이나 귀신을
달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경우에 따라서는 마술적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나무
로 정신병환자를 때려서 귀신을 쫓기도 하였고,중남미 지역에서는 트레핀
(trephine)10)이라는 방법에 의해 해골에 구멍이 뚫린 유골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
다.이러한 고대의 귀신론적 정신관은 매우 원시적이고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인 것
임에도 불구하고,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일부 종교나 민속에 여전히 정신장애관이
남아있다.

⑵ 그리스-로마 시대의 신체적 원인론

그리스 시대에 들어와서 정신장애를 종교나 미신과 분리시켜 관찰과 실험적 탐
구를 통한 의학적 문제로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11)는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
해 신의 영향력을 부인하고,정신장애를 조증,우울증,그리고 광증으로 분류하고
그 원인은 신체적 요인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았다.그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네 가
지 체액,즉 점액,혈액,황담즙,흑담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액들의 균
형이 깨지면 정신장애가 나타난다.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기분이 쉽게 변하고,
황담즙이 많으면 초조해지고 공격성이 높아지며,흑담즙이 지나칠 경우 우울해진다
고 보았다.이러한 이론은 매우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지만,오늘날 주장되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신체적인 원인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0)트레핀(trephine):머릿속에 들어와 나가지 못한 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고대
의 정신병 치료방법.

11)히포크라테스(Hippocrates;B.C.460∼377):그리스의 의사로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 칭함.질병은 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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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중세의 귀신론

모든 과학의 영역이 그러했듯이,중세 서구 사회는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나타
나 이상심리학의 암흑시대였으며 정신병자의 수난시대였다.당시의 기독교적 신앙
에 입각하여 인간의 삶을 사탄과 악령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터라고 보았
다.즉,정신병자는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거나 마귀의 수족 역
할을 하는 자로 규정되었다.따라서 정신병자는 종교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귀
를 쫓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당하고 마녀와 동일시되었으며,심할 경우 화
형을 당하거나 온몸이 묶인 채 물에 던져지기도 했다.이처럼 정신병자는 족쇄를
채워 감금하고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중세의 비인간적인 태도는 르네상스에 이르
기까지 천여 년 동안 지속 되었고 이러한 미신적 생각은 과학적 입장에서 정신병
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다.

⑷ 근대의 인도주의적 치료

극도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정신병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치료를 해주어
야 한다는 주장이 17∼18세기부터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1793년 프랑스 대혁
명이 휘몰아치던 시기에,파리에 있는 한 정신병자 수용소의 소장으로 부임한 피넬
(Pinel)12)은 정신병자의 쇠사슬을 제거하고 어두운 감방 대신 햇살이 들어오는 방
에 기거하게 했으며 수용소의 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이 정신병자
를 구타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신병자들을 죄수가 아닌 병자로 보고 친절과 관심을
가지고 제안 하였다.이러한 실험적 치료는 크게 성공하여 그가 관리했던 수용소
전체에 이러한 치료방식이 확대되어 지저분하고 오물장 같던 병실이 깨끗해졌고
질서와 평화가 깃들었다고 한다.이러한 피넬의 인도주의적 치료가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자,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확산되어 갔다.
영국에서는 듀크(Tuke,1732∼1822)가 요크 요양소를 만들고 정신병 환자를 수용
하여 인도적으로 치료하였다.미국에서는 딕스(Dix,1802∼1887)가 정신병 환자들을

12)피넬(Pinel,1745∼1826):프랑스의 내과 의사로 정신병자에게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최초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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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호소하여 많은 호응을 얻어 오늘날의 정신병원 형태
를 갖춘 병원이 여러 주에 세워지게 되었다.이처럼 정신장애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인도주의적인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근대적 정신장애관이 나타나게 된 것
은 약 200년 전의 일이다.

⑸ 현대 이상심리학의 발전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정신장애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현
대 이상심리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이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주요한 변화는
정신분석학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원인론의 대두,신체적 원인론의 발전,다양한 심
리검사의 개발,실험정신병리학의 태동,이상행동에 대한 학습이론과 행동치료의
발달 등이다.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본주의적 치료,인지 행동치료,게슈탈트치료,현실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치료이론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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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상상상행행행동동동과과과 정정정신신신장장장애애애의의의 분분분류류류체체체계계계:::DDDSSSMMM---ⅣⅣⅣ

1)정신장애 분류체계

이상행동을 분류하려는 노력은 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이상행동의 분
류 작업은 18세기까지 매우 초보적인 상태였지만,19세기 말 독일의 정신의학자인
크레펠린(Kraepelin)13)에 의해서 정신장애의 체계적 분류작업이 시작되었다.그가
제시한 분류체계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거칠고 객관성이 부족하였지만 오
늘날의 정신장애 진단분류체계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장애의 분류체계는 DSM-Ⅳ와 ICD-1014)로
정신의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상심리학을 비롯하여 사람의 이상행동에 관심을
둔 모든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DSM-Ⅳ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DSM-Ⅳ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임상가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정신장애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1952년에 DSM-Ⅰ이 처
음 발행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한 발전이 있었으며 1994년에 최신 개정판인
DSM-Ⅳ가 발표되어 사용되고 있다.2000년에는 DSM-Ⅳ의 진단기준을 그대로 유
지한 채 최근의 연구 자료를 추가하여 설명 문안을 다소 바꾼 DSM-Ⅳ-TR(text
revision)이 발표되었다.현재 DSM-Ⅴ를 위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작업 중에 있으
며 2010년경에는 새로운 개정판인 DSM-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15)
DSM-Ⅳ는 특정한 이론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심리적인 증상과 증후군을 위주
로 하여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있다.즉,DSM-Ⅳ의 정신장애 진단은 장애의 원인을
알려주거나 장애를 실체로 보는 설명적인 개념이 아니라,이상행동의 형태나 증상
군으로 장애를 표현하는 기술적 개념이다.또한 DSM-Ⅳ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5가

13) 크레펠린(Kraepelin,1856∼1926):독일의 정신의학자.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각 정신질환을 계통적
으로 분류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신의학의 진단과 개념의 기초를 확립

14) ICD-10(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10thedition,1992)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국제질
병분류체계의 열 번째 개정판으로서 그 안에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기준이 포함

15) Barlow, D. H., &, V. M. (2002). Abnormal psychology(3rd ed.). Belmont, CA: Wads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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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여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 다축적 진단 체계(multiaxial
diagnosticsystem)로 구성되어 있다.DSM-Ⅳ를 구성하는 다섯 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축 1(AxisⅠ)은 임상적 증후군(clinicalsyndrome)에 관한 정보로 구성 되며,개
인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임상적 증상의 내용에 근거한 진단 차원이다.DSM-Ⅳ에
는 임상적 증후군 에는 불안장애,기분장애,섭식장애,수면장애,신체형장애,해리
장애,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 등이 있다.또한 이러한 진단범주는 좀 더 세분
화된 하위진단범주로 구성되어 있어 임상적 증상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진단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다.
축 2(AxisⅡ)는 성격장애(personalitydisorders)를 진단하는 축이다.성격장애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를 뜻한다.축2를 구성하는 성격장애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적 문제를
진단한다는 점에서,어떤 계기로 인해 생겨나 일정기간 지속되는 임상적 증후군과
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정신지
체도 축2에 포함되는 장애이다.이러한 성격장애의 예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연
극성 성격장애,자기애성 성격장애,강박성 성격장애,의존성 성격장애,회피성 성
격장애 등이 있다.
축3(AxisⅢ)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generalmedicalconditions)에 관한 것으로
서,비정신적인 신체적 장애나 신체증상을 진단한다.정신장애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파생되어 나타나거나,때로는 정신장애의 결과로 신체적 장애가 생겨날 수도
있다.따라서 정신장애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체적 장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축4(Axis Ⅳ)는 심리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psychosocialand environmental
problem)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정신장애가 생겨나는데 기여했다고 보이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을 기술하는 것으로써 가족문제,직업문제,교육문제,경제적
문제,주택문제,등으로 나누어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정보
는 환자가 어떤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알려준
다.
축5(AxisⅤ)는 현재의 적응적 기능수준(currentlevelofadaptivefunctioning)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환자가 사회적,직업적,기타 삶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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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0∼100점으로 평가한다.축5는 현재의 적응수준 뿐
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나타내기 전의 적응수준을 평가하여 환자가 정신장애로 인
해 얼마나 적응수준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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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신신신장장장애애애의의의 유유유형형형

DSM-lV는 다양한 정신장애를 크게 1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
주의 장애는 여러 하위 유형으로 세분되고 있다.각 정신장애에 대한 주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DSM-lV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1)불안장애

불안장애(anxietydisorder)는 불안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로서 불안이 나타
나는 다양한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된다.
범불안장애(generalizedanxietydisorder)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과 지나친 걱정을 나타내는 장애이다.이러한 과도한 걱정은 조
절이 되지 않으며,늘 불안감과 초조감에 시달리고 주의집중이 되지 않고 근육이
긴장되며 쉽게 짜증이 나거나 피곤해지며 수면곤란이 나타나기도 한다.
공포증(phobia)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서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회피행
동을 나타내는 장애로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특정한 대상(예:뱀,개,거미)이나 상황(예:높은 곳,폭풍)에 대한 공포를
지니는 특수공포증(specificphobia),특정한 장소(예 :쇼핑센터,극장,운동장,엘리
베이터,지하철)에 대한 공포를 지니는 광장공포증(agoraphobia),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사회공포증(socialphobia)이 있다.
공황장애(panicdisorder)는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
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다.공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심장이 빠르고 강하게 뛰며
진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질식할 것처럼 느끼며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죽거나
미칠 것 같은 강렬한 공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공황발작(panic
attack)이라고 한다.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disorder)는 불안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생각이 반
복되는 강박사고(예:성적이거나 불경스러운 생각,더러운 것에 오염될 것에 대한생
각)와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강박행동(예:손 씻기,확인하기,정돈하기,숫자세
기)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장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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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격적인 사건(예:교통사고,전쟁,건물붕괴,지진,강간,납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불안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disorder)16)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stressdisorder)17)가 있다.

2)기분장애

기분장애(mooddisorder)는 우울한 기분 또는 매우 고양된 기분이 주된 증상으로
크게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로 구분된다.
우울장애(depressivedisorder)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일상생활

에 대한 의욕과 즐거움이 감퇴하고 주의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며 체중과 수면
패턴이 변화 될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이나 느린 행동을 보
이며,무가치감과 죄책감,그리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사고가 증가한다.
양극성 장애(bipolardisorder)는 우울 증상과 더불어 조증 증상이 주기적으로 교
차하면서 나타나는 장애로서 조울증(manic-depressiveillness)이라고 불리기도 한
다.조증 상태(manicepisode)에서는 과도하게 들뜬 고양된 기분을 나타내며 자존
감이 팽창되어 말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증대하며 주의가 산만해지고 과도한 쾌락
추구적 행동이 1주일 이상 나타난다.

3)신체형장애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는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의미한다.즉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고통이나 문제가 자각 되지
만,의학적 검사에서 아무런 신체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신체형장애로 간
주된다.
신체형장애의 하위 유형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
화장애(somatizationdisorder),신경학적 손상을 시사하는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stressdisorder):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나서 불

안 경험이 반복되며 흥분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며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려는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17)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stressdisorder):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이내에 해리성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의 지속기간이 2일 이상 4주 이내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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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나타내는 전환장애(conversiondisorder),한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현저
한 통증(예:두통,복통,요통)을 느끼는 통증장애(paindisorder),실제로 건강에 이
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불안
해하는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신체 일부가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는
생각(예: 코가 비뚤어짐, 턱이 너무 김)에 집착하는 신체변형 장애(body
dysmorphicdisorder)가 있다.

4)해리장애

해리장애(dissociativedisorder)는 의식,기억,자기정체감 및 환경지각 등이 평소
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애를 말한다.이 장애에는 네 가지 하위유형이 있는
데,자기의 과거를 전부 잊어버리거나 특정 기간 동안의 기억을 망각하는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amnesia),기억상실과 더불어 갑자기 집을 떠나 다른 곳으
로 이동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해리성 둔주(dissociativefugue),한 사람의 내부에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정체감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dissociativeidentitydisorder),평소와 달리 자신과 주변 현실에 대해서 매우 낯설
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이인증 장애(depersonalizationdisorder)가 있다.이
러한 해리장애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5)정신분열증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혼란되고 부적응적인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장애가 정신분
열증(schizophrenia)이다.정신분열증을 지닌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잘못된 믿음에
강하게 집착하는 망상(예:정보요원이 자신을 미행하고 죽이려 한다는 믿음,자신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재림예수라는 믿음)과 실제와 다른 비현실적인 지각경험을 하는
환각(예:자신을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는 한청)을 비롯하여 비논리적이고 혼란된
언어,몸이 강하게 경직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이한 자세나 행동,감정의 둔마,의
욕의 상실 빈곤한 사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정신분열증은 가장 심각한 정신장애
로서 대부분의 경우 집중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지속기간이나 증상내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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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유사한 장애들이 있다.나타내는 증상은 정신분열증과 거의
유사하지만 증상의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정신분열형 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나 단기 정신병적 장애(briefpsychoticdisorder)로 진단된다.또 정신 분
열증의 증상과 더불어 기분장애의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분열정동장애
(schizoaffectivedisorder)와 분명한 망상을 지니고 있지만 정신분열증적 증상은 나
타나지 않는 망상장애(delusionaldisorder)가 있다.

6)성격장애

성격장애(personalitydisorder)는 성격 자체가 부적응 적이어서 사회적 기대에 어
긋난 이상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특정한 계기로 인해 발생하
는 임상적 증후군과는 달리 성격장애는 어린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이러
한 성격 특성이 굳어지게 되는 성인기(보통 18세 이후)에 진단된다.이런 점에서
DSM-Ⅳ는 성격장애를 축2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A,B,C의 세 군집으로 분류되는
10가지 유형의 성격장애를 제시하고 있다.
A군 성격장애(clusterA personalitydisorder)는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특성을 나
타내는 성격장애로서 세 가지 성격장애,즉 편집성 성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분
열형 성격장애가 이에 속한다.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personalitydisorder)는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불신과 의심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왜곡하여 생각하고 친구의
우정이나 배우자의 정숙성을 자주 의심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을 잊지 않
고 가슴에 담아두어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경향이 있다.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disorder)는 감정표현이 없고 대인관계를 기피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사람을 사귀려는 욕구가 없으며 생활 속에서
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며 주로 혼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분열형 성격장애(schiztypalpersonalitydisorder)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불편해하고 인지적 또는 지각적 왜곡이 나타나며 기괴한 행동
을 나타내는 경우를 뜻한다.심한 사회적 불안을 느끼며 마술적 사고나 기이한 신
념에 집착하고 말이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기괴한 외모나 행동을 나
타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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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성격장애(clusterB personalitydisorder)는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화가 많
은 행동이 주된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성격장애가 이에 속한다.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personalitydisorder)는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
는 행동양상을 뜻하며 거짓말,사기,무책임한 행동,폭력적 행동,범법행위를 나타
내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연극성 성
격장애(histrionicpersonalitydisorder)는 과도하고 극적인 감정표현을 하고 지나치
게 타인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행동이 주된 특징이다.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서고자 노력하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며
자기 자신을 과장된 언어로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narcissisticpersonalitydisorder)는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웅대한 자
기상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반면,
자신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personalitydisorder)는 대인관계,자기상
(self-image),감정 등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며 남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
는 처절한 노력을 하며 대인 관계가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며 만성적
으로 공허감과 분노감을 경험하고 매우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자살이나 자해
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C군 성격장애(clusterCpersonalitydisorder)는 불안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경
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회피성 성격장애,의존성 성격장애,강박성 성격장애
가 이에 속한다.회피성 성격장애(avoidantpersonality disorder)는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지나치게 감정
을 억제하고 부적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성격특성을 보인
다.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personalitydisorder)는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
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 이를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굴종적인 행동을 통해 의존하는 성격특성을 보인다. 강박성 성격장애
(obsessive-compulsivepersonalitydisorder)는 질서정연함,완벽함,자기통제,절약
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고하며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성격특
성을 보인다.
이상의 성격특성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다양한 삶의 장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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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또는 직업적 적응에 현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 성격장애로 평가될 수
있다.또한 이러한 성격특성이 흔히 사춘기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성장애 및 성정체감 장애

성장애 빛 성정체감 장애(sexualandgenderidentitydisorder)는 성(性)과 관련
된 이상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범주,즉 성기능장애,성도착증,성정체감
장애로 나누어진다.성기능장애(sexualdysfunction)는 성행위 과정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며,크게 4가지 하위 장애로 구분된다.성욕구
장애(sexualdesiredisorder)는 성행위의 첫 단계인 성적 욕구를 느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서 성욕감퇴장애(hypoactivesexualdesiredisorder)와 성혐오
장애(sexualaversiondisorder)가 포함된다.성흥분장애(sexualarousaldisorder)는
성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흥분상태에 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로
서 여성 성흥분장애(femalesexaularousaldisorder)와 남성발기장애(maleerectile
disorder)가 있다.절정감장애(orgasmicdisorder)는 성적 행위의 목표인 절정감을
느끼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서 여성 절정감장애(femaleorgasmicdisorder),
남성 절정감장애(maleorgasmicdisorder),조루증(prematureejaculation)이 이에
해당한다.마지막으로 성통증장애(sexualpaindisorder)는 신체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과정에서 통증을 느끼는 장애이며 성교통증(dyspareunia)과 질경련
증(vaginismus)이 있다.
성도착증(paraphilia)은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서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장애로서 변태성욕증이라고 하기도 한다.인간이 아닌 대상(예:동물,물건)을 성행
위 대상으로 삼거나,소아를 위시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
거나,자신이나 상대방이 고통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방식이 이에 포함
된다.이러한 성도착증에는 자신의 성기를 낯선 사람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성적 흥
분을 느끼는 노출증(exhibitionism),다른 사람이 옷을 벗고 있거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관음증(voyeurism),무생물인
물건(예:여성의 속옷)에 대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물품음란증(fetishism),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몸을 접촉하여 문지름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려 하는 마찰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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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frotteurism),사춘기 이전의 소아(보통 13세 이하)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통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소아애호증(pedophilia),상대방에게 고통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가학증(sexualsadism),상대방으로부터 고통이
나 굴욕감을 받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피학증(sexua1masochism)등
이 있다.
성정체감 장애(genderidentitydisor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에 대해
서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이로 인해 반대의 성에 대해서 강
한 동일시를 나타내거나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이다.예를 들어,신체
적으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것과 남자의 역할을 싫어하여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적인 놀이나 오락을 좋아하는 등 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대부분 성전환
수술을 원하게 된다.이러한 장애는 소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

8)물질관련장애

물질관련장애(substance-relateddisorder)는 술,담배,마약 등과 같은 중독성 물
질을 복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포함하며 크게 물질 사용 장애
와 물질 유도성 장애로 구분된다.물질사용장애(substanceusedisorder)는 특정한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로 물질의존과 물질남용이 이에 속
한다.물질의존(substancedependence)은 특정한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만 전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내성(tolerarnce)이 생
겨나고 그 물질을 끊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가 나타나는 금단증상
(withdrawalsymptom)이 생겨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점점 많은 양의 물질을
복용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을 구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투자를 하게 됨
으로써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물질남용(substanceabuse)은물질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학업,직업,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거나 법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물질 유도성 장애(substance-induceddisorder)는 과도한 또는 지속적인 물질복용
으로 인해 파생된 부적응적인 행동변화를 뜻한다.이러한 행동변화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으며 물질에 따라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물질복용으로 인해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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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 증상군을 뜻하는 물질중독(substanceintoxication),물질복
용을 중단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군을 의미하는 물질금단(substancewithdrawal),
물질복용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정신장애들(정신증,기분장애,불안장애,성기능장애,
수면장애)등이 물질 유도성 장애에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관련장애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장애가 생겨나느냐에 따라 11가지
유목으로 구분된다.물질관련장애를 유발 할 수 있는 물질로는 알코올(alcohol),암
페타민(amphetamine),카페인(caffeine),카나비스(cannabis),코카인(cocaine),환각
제(hallucinogen),흡입제(inhalant),니코틴(nicotine),아편(opioid),펜사이크리딘
(phencyclidine),기타 물질(진정제,최면제,항불안제 등)이 있다.따라서 물질별로
구체적 진단이 가능하며 알코올의 경우 알코올 의존,알코올 남용,알코올 중독,알
코올 금단,알코올 유도성 정신증 등으로 진단될 수 있다.

9)섭식장애

섭식장애(eatingdisorder)는 음식을 먹는 행동에 있어서 부적응적 문제를 나타
내는 장애를 말하며 두 가지 유형 즉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이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nervosa)은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

움을 지니고 있어서 음식섭취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체중이 비정
상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뜻한다.이 장애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이
들은 실제로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뚱뚱하다고 왜곡하여 생각하는 경
향이 강하다.또한 체중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음식섭취를 거부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신경성 폭식증(bulimianervosa)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먹는 폭식행동과

이로 인한 체중증가를 막기 위한 구토 등의 보상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단기간(예:2시간 이내)에 먹어 치우는 폭식행동을 나타내며 이럴 때는 음식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이렇게 폭식을 하고 나면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으
로 인해 심한 자책을 하게 되며 스스로 구토를 하거나 이뇨제,설사제,관장약 등
을 복용하는 등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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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면장애

수면장애(sleepdisorder)는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응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크게 수면곤란증과 수면이상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면곤란증(dyssomnia)은 수면의 양,질,적절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서 수
면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과도한 수면을 하게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이러한 하위유형을 살펴보면,자고자 하는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밤중에 자주 깨어 1개월 이상 수면부족상태가 지속되는 불면증
(insomnia),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리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지나치
게 많은 잠을 자게 되는 과다수면증(hypersomnia),주간에 갑자기 근육이 풀리고
힘이 빠지면서 참을 수 없는 졸리움으로 인해 부적절한 상황에서 수면상태에 빠지
게 되는 수면발작 증(narcolepsy),수면 중 자주 호흡곤란이 나타나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되는 호흡 관련 수면장애(breathing-relatedsleepdisorder),야간근무로 인해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평소의 수면주기와 맞지 않는 수면상황에서
수면에 곤란을 경험하게 되는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가 있다.
수면이상증(parasomnia)은 수면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한다.이
러한 장애에는 수면 중에 공포스런 악몽을 꾸게 되어 자주 깨어나게 되는 악몽장
애(nightmaredisorder),수면 중에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진땀을 흘리
는 등 자율신경계의 흥분과 강렬한 공포를 느껴 자주 잠에서 깨게 되지만 꿈의 내
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중 경악장애(sleepterrordisorder),수면상태에서 일어
나 걷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다음 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중 보행장
애(sleepwalkingdisorder)가 있다.

11)소아기 및 청소년기 장애

DSM-lV는 성인기 이전,즉 18세 이전에 흔히 나타나는 정신장애를 별도의 범주
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이러한 장애범주의 정확한 명칭은 '유아기,아동기,청소
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disordersusuallyfirstdiagnozedininfancy,
childhood,andadolescence)'로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하위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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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지체,(2)학습장애,(3)운동기술장애,(4)의사소통장애,(5)전반적 발달장
애,(7)주의력 결핍-파괴적 행동장애,(7)급식 및 식이장애 :유아기 및 초기아동기,
(8)틱 장애,(9)배설장애,(10)기타장애.
정신지체(mentalretardation)는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학습 및 사회적 적
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를 뜻한다.좀 더 구체적으로,표준화된 지능검사로
측정된 지능지수(IQ)가 70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은 지능을 보이는 경우이다.정신
지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므
로 소아·청소년 장애에 포함되고 있다.
학습장애(learningdisorder)는 정상적인 지능을 갖추고 있고 정서적인 문제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수준에 비하여 현저한 학습부진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학
습장애는 결함이 나타나는 특정한 학습기능에 따라서 읽기장애,산술장애,쓰기 장
애로 구분된다.
운동기술장애(motorskillsdisorder)는 나이나 지능수준에 비해서 움직임 및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한 경우를 말한다.나이에 비해서 앉기,기어 다니기,걷기,
뛰기 등의 운동발달이 늦고 동작이 서툴러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깨뜨리게 되
고 운동이나 글씨쓰기를 잘 하지 못한다.이는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운동의 조정
능력에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발달성 근육운동 조정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disord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disorder)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말이나 언어의 사용
에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지능수준은 정상적이지만 언어사용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하위 장애로는 표현성 언어장애,혼재형 수용-표현성 언어장애,음성학적
장애,말더듬기(stuttering)가 있다.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developmentaldisorders)는 의사소통,행동,대인관계
를 포함한 생활전반에 현저한 결함이 나타나는 장애이다.이 장애는 소아 ·청소년
장애 중 가장 심각한 장애로서 여러 가지 하위유형이 있다.가장 대표적인 전반적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autisticdisorder)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증상을 나타낸
다.첫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심각한 곤란으로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눈 마주치기,
얼굴표정,몸짓 등이 매우 부적절하여 부모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다.둘째,의사소통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나타나며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괴상한 단어나 언어행동을 나타낸다.셋째,특정한 패턴의 기이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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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반복하게 되며 특정한 대상이나 일에 비정상적으로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행동을 나타낸다.이 밖에도 전반적 발달장애에는 레트 장애,아스퍼거 장애,소아
기 붕괴성 장애 등과 같은 하위 장애가 있다.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attentiondificit-disruptivebehaviordisorder)에
는 소아나 청소년이 나타내는 주의집중력의 문제,과잉행동의 문제,파괴적이고 공
격적인 비행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 가지 하위 장애로 구분된다.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는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매우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적
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과잉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진단된다.품행장애
(conductdisorder)는 난폭한 행동,방화,도둑질,거짓말,가출 등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습관적
으로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비행 행동이 이러한 품행 장애에
해당된다.적대적 반항 장애(oppositionaldefiantdisorder)는 거부적이고 적대적이
며 도전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많이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급식 및 식이장애(feedingandeatingdisorder)는 유아나 어린 아동이 음식을 섭
취하는 행동에 있어서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장애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종이,천,머리카락,흙,벌레)을 습관적으로 먹는 이식증(Pica),음식물을
반복적으로 되씹거나 토해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반추장애(ruminationdisorder),지
속적으로 먹지 않아 심각한 체중저하가 나타나는 급식장애(feedingdisorder)가 있
다.
틱 장애(ticdisorder)는 얼굴 근육이나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내는 부적응적 행동을 의미한다.이러한 틱 장
애에는 다양한 운동 틱과 음성 틱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뚜렛 장애
(Tourette'sdisorder),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1년 이상 나타나는 만성적 운동,음
성 틱 장애(chronicmotororvocalticdisorder),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 지속되는 일과성 틱 장애(transientticdisorder)가 있다.
배설장애(eliminationdisorder)는 대소변을 가릴 충분한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가리지 못하고 옷이나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배설하는 것을 말한다.5세
이상의 아동이 신체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이나 침구에 반복적으로 소
변을 보는 유뇨증(enuresis)과 4세 이상의 아동이 대변을 적절치 않은 곳(옷이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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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반복적으로 배설하는 유분증(encorpresis)이 있다.
이 밖에 소아나 청소년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심리적 문제들이 기타 장애에 포
함되어 있다.어머니를 위시한 애착대상과 떨어지는 데에 심한 불안을 나타내는 분
리불안장애(separationanxietydisorder),5세 이전의 아동이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
워하고 회피하거나 낯선 사람을 비롯하여 아무에게나 부적절하게 친밀함을 나타내
는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attachmentdisorder),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무언증(selective
mutism),특정한 패턴의 행동을 아무런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정상적인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형적 동작장애(stereotypicmovementdisorder)등이 있
다.

12)충동통제장애

충동통제장애(impulse-controldisorder)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충동이 조절되지 않
은 채 부적응적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간헐
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explosivedisorder),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는 도벽증(kleptomania),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방화를 하게 되는 방화증 (pyromania),노름이나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으로 반복적인 도박을 하게 되는 병적 도박증(pathological
gambling),자신의 머리털을 반복적으로 뽑게 되는 발모증(trichotillomania)등이
있다.

13)적응장애

적응장애(adjustmentdisorder)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을 말한다.적응장애를 유
발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실연,사업의 위기나 곤란,가족갈등,새로운 학교로의 진
학,결혼,직장에서의 좌절,은퇴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주된
변화들이다.이때 경험하게 되는 주된 증상은 우울한 기분,불안,행동문제 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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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되며 이러한 증상으로는 스트레스 사건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4)섬망,치매,기억상실장애 및 기타 인지적 장애

인지적 장애는 의식,기억,언어,판단 등의 인지적 기능에 심각한 결손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를 뜻한다.이러한 장애는 신체적 질병이나 약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주된 인지적 장애에는 섬망,치매,기억상실장애 등이 있다.섬망(delirium)은
의식이 혼미해지고 주의집중 및 전환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
억,언어,현실 판단 등의 인지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치매
(dementia)는 다양한 인지적 기능이 서서히 퇴화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억력이 현
저하게 저하되고 언어나 운동기능이 감퇴하며 물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적응능력이 전반적으로 손상된다. 기억상실장애(amnestic
disorders)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배운 지식을 회상하지 못하
는 등의 기억손상이 주된 증상이다.이 경우에는 증상이 신체적 질병이나 물질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15)허위성 장애 및 기타장애

DSM-lV에는 크게 17개 범주의 장애가 분류되고 있으며 위에서 14개 범주의 정
신장애를 소개하였다.나머지 3범주의 장애는 다음과 같다.첫째는 허위성 장애
(factitiousdisorder)로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위
장하여 병원에서 환자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이다,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아
무런 현실적인 이득(예:경제적 보상,법적 책임의 회피 등)이 없음이 분명하며 다
만 환자 역할을 하려는 심리적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때 이러한 진단이 내
려진다.
둘째는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mental
disordersduetoageneralmedicalconditionnotelsewhereclassified)’로서 다양
한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정신장애 및 성격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두부외상,뇌혈관장애,간질,뇌손상을 줄 수 있는 전염성질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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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내분비장애(예:부신피질 호르몬 과다증)등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환자
의 성격패턴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otherconditionsthat
maybeafocusofclinicalattention)’라는 긴 제목의 진단범주가 있다.여기에 포
함되는 항목에는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정신장애,성격특성,부
적응적 건강행동 등),약물에 의해 유발된 운동장애(손발의 떨림,근육경직,부자연
스런 자세나 걸음걸이 등),관계문제(부모-자녀관계문제,부부관계문제,형제관계문
제 등),학대문제(아동 및 성인에 대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등)가 있으며 이 밖
에도 꾀병,치료비협조,사별,학업문제,직업문제 등 잡다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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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분분분장장장의의의 개개개념념념

1)분장의 정의

분장이란 “어떠한 것을 꾸민다”는 의미로 화장,분장,의상,헤어 등에 공통적으
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용어로 대부분 화장이나 분장에 국
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분장,변장,화장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변장(disguise)
은 일정한 목적으로 복장이나 외모를 변화시키는 일을 말하며,화장(beauty
make-up)은 화장품을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것으로 얼굴 또는 신체의 결점
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장점을 부각시켜 개성 있고 아름답게 꾸미고 매만지는 행위
로 사전적 의미로는 ‘완성시키다’,‘제작하다’,‘보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장(make-up)은 연극이나 영화·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는 배우의 모습을 배역에 맞
게 인물화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이 등장인물의 종족·시대·배경·성
격·나이·건강·환경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면적인 표현 방법이다.
분장은 모든 공연물(무대공연,영화,TV,퍼포먼스)등에서의 메이크업을 분장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객에게 배역의 시대·지역·연령·직업·지위·성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극적 요소로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화장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분장은 배우를 대본이 요구하는 개성 있는 인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대본의 내용에 따라 배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상황에 따
라 늙어질 수도 있으며 추하거나 아름다워 질 수 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분장은 배우와 배역인물과의 이원성을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면을 포함한 모든 신체상의 작업으로 정의 할 수 있
다.
또한,분장(扮裝)은 한자로 이 음절이 각각 ‘꾸밀 분(扮)’+‘꾸밀 장(裝)’의 합성
어로 구성되어 몸을 매만져 꾸민다는 의미로 배우가 등장인물에 어울리도록 얼굴,
몸,옷 등을 꾸미는 일을 말한다.
이처럼 분장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얼굴에만 한정되어 작업을 지칭하는
의미만이 아닌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으로 얼굴 분장,헤어,
의상,소품,장신구 등을 완전히 갖추어 작품 속의 역인물로 변모시켜 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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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분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18)
연극,영화 및 TV 등에서 배우들은 대본이 요구한 내용에 맞게 관객에게 보여
져야 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이 맡은 배역을 소화하고 표현해야 하는데 있어서 이
러한 내용 및 상황표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분장이다.
즉,분장은 배우를 대본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상황에 맞게 가시적으로 표현함으
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에 몰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적 표현방법이
다.19)
분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배우를 배역인물로 표현하는데 가장 외형적인 의사 전
달 수단으로써 배우의 모습을 정확하게 역인물화 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
격적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역(성격)창조에 있다.또한 분장은 배우를 극중
인물화 하기위하여 시대,민족,연령,성격,건강,사회적 환경 등을 시각적으로 표
출해 냄으로써 배우가 창출해 내려는 극중 인물의 외적인 면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2)분장의 역사

분장은 실용적인 목적과 생존의 수단에서 출발하였다.신체에 짐승의 기름을 발
라 혹한을 견디거나 독충이나 안질로부터 눈을 보호한다든지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장식을 하거나 색을 칠하여 변장을 한 것이 분장의 기원이
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면서 분장은 점차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적 욕
구의 충족을 위해서나 성적 본능의 만족 수단으로,사회적 지위와 소속 집단의 표
시 수단으로써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제의적,주술적 의식의 수단
으로 변화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서양의 연극사에서 의하면 기원전 그리스의 디오니소스(Dionysus)와 로마(Roma)
의 바카스(Bacchus)의 제전에서 그 제를 모시던 제사장이 오늘날 배우의 시초였고,
그 제사장의 얼굴에 포도주를 만들었던 술지게미나 풀잎으로 장식하였다는 것이
분장의 시초였다.

18) 강대영,『한국분장예술』,서울:지인당,2002,p.8.
19) 홍수경 외『분장기술』,서울:에림,2007,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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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극에서는 분장행위의 하나로 가면(mask)을 이용하였다.태양이 조명
의 구실을 한 노천극장은 가면이 배역의 성격부여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고 자연광
선은 관객과 배우와의 거리감 및 감정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혼연일체로 몰입할 수
있었고 배우의 성격에 따라 정교하게 조각된 가면을 통한 성격전달이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이었다.
노천에서 실내로 공연장소가 이동되면서 자연광선은 차단되고 인공광(조명)에 의
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가면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분장법에서 가면을 제
거하고 배우의 얼굴을 관객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직접 얼굴에 시술하는 분장
법이 시도 되었다.이로 인해 단순히 밝히는 목적이었던 조명이 집사광으로 바뀌어
인물에게 집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며,이 집사광은 인물의 평면화를 강조하게 되어
보다 자연스러운 오늘날의 공연 분장 발달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르네상스시대 무대 예술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발전되었고 영국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에는 배우들의 시각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시 되었다.20)
조명에 의해 관객과의 거리가 넓어져서 시각의 감지 한계를 넘을 때 우리는 배
우의 얼굴을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또한 조명의 집사광에 의하여 평면화된 얼
굴에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오늘날 무대분장으로 새로운 기
법의 시작이 되었다.
피부의 색조나 확실한 윤곽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연구되어 연극에서 요구하는
인물의 캐릭터(Character)나 극적갈등의 성격대비를 표현해 내려는 노력들로 인해
근대 분장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21)더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대극이 생기게
되었고,재현의 과정에 있어 분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영국과 프랑
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의 공연이 활발해짐에 따라 분장기술의 발전도 가져
오게 되었다.22)
이렇듯 무대에서 시작된 분장은 20세기 초 영화와 TV의 발명으로 인해 무대에
서 영상표현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영화의 민감한 카메라 렌즈와 25배 이상
확대된 얼굴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했으며 실제보다 축소된 TV는
선명도의 강조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조화미를 나타내야만
하였다.

20) 김봉천,『한국 TV드라마의 성격분장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p.7
21) 박수명,『영상미술세계의 이해』,p.82.
22) 강대영,상게서,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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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주는 세밀함은 차츰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HDTV23)제작 시스템에
서는 지금까지 화면에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숨김없이 노출되게 되었다.해상도가
높아진 화면의 특성 때문에 피부의 윤곽은 물론 피부의 땀구멍까지 드러나게 되면
서 이러한 노출을 차단시켜주기 위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분장을 통한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섬세한 분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뛰어난 해상력에서 오는 디테일은
숨겨진 것 까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분장은 상당히 제한적
이 되어 점차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분장재
료의 변화와 함께 분장작업도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3)분장의 종류

분장의 종류는 연구 방법에 따라 다르다.기능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분장,표현
방법에 따라 일반분장과 성격분장,안료기법에 따라 평면분장과 입체분장,성격에
따라 일반분장과 특수 분장,매체에 따라 무대분장과 영상분장으로 나누어진다.

⑴ 무대분장

무대분장이란 TV,영화,사진 등의 영상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관객과 무대가 함
께하는 극을 무대극이라 하며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분장작업을 무대분장이라 한다.
무대극의 종류에 따라서 창작극,번역극,연극,뮤지컬,오페라,창극,악극,성극,아
동극,마당극,무용극,퍼포먼스 등이 있다.
무대분장은 가장 먼저 산업화,기술화,대중화된 분야이며 분장의 기초라 할 수
있다.무대분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배우와 관객사이의 거리이다.즉,공연장의
크기와 객석과의 거리에 따라 분장의 강약이 결정되며,거리감의 해소는 무대 분장
에서의 기본목표이다.무대분장은 무대 위 연기자의 행위와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
해야 하기 때문에 색조의 선택이나 표현방법을 과장 시켜야 한다.또한 무대 조명,
의상,무대 배경색 등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3) 고화질 텔레비전(HDTV;HighDefinitionTelevision)주사선의 수가 최대 1250개로 기존 TV에 비해
기계적 선명도가 5배,실제 체감 선명도는 30배에 달하는 고선명 화질에다 음질 은 컴팩트 디스크에 상
당하는 하이파이 음질을 제공하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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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분장

일반분장은 무대의 배경이나 역할에 따라 특수한 재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분장
재료만을 배우의 피부나 골격을 자연스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인물중심으로 표현하
는 기법으로 보통분장(straightMake-up)과 성격분장(CharacterMake-up)으로 구
분 된다.
보통분장은 배우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조화롭게 꾸미고 용모를 아름답고 피부
색을 최상의 상태로 연출해 주며 조명의 강렬한 광선으로부터 반사를 막아 얼굴
윤곽을 살려주기 위해 행해진다.
성격분장은 배우의 얼굴을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역할에 맞게 표현하는
분장방법으로 작품이 요구하는 배역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작품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환경,연령,인물의 외적인 특징,작품 속
에서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 배역이나 극의 분위기를 면
밀히 검토하고 연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분장하여야 한다.이때 분장사는 배우
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외에 작품에 따라 늙게도 하고 추하게도 하며 연기자
의 내외적인 조건 즉,유전이나 종족,혹은 환경이나 기질,건강,연령 등을 고려해
작품이 추구하는 배역의 성격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나.회화적 분장

회화적 분장은 안료를 중심으로 파운데이션이나 라이닝 컬러(Liningcolor)24)등
다양한 물감을 사용하여 색의 팽창성과 진출성에 의한 착시현상을 이용한 사실적,
추상적 기법 등 다양한 회화적 기법을 도입한 분장기법으로 환타지 분장(Fantastic
Make-up)과 페인팅 분장(PaintingMake-up)으로 구분 된다.
환타지 분장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강하면서도 화려하며 아름답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며 작품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으로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교합하는 추상적 존재,동물들의 형상화,현실과 초현실을 연결하는 도구로써 발전
되어 왔으며 특히,연극,무용,음악 등의 무대 예술에서 주로 표현되며 축제나 파

24) 라이닝 컬러(Liningcolor):유성용으로 상처분장 및 바디페인팅에 사용됨 마지막단계에서 파우더를
사용해 번지는 것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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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도회 등 일상생활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페인팅 분장은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보고 페인트의 컬러를 사용하여 인체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표현하는 분장 예술의 한 장르로 다양한 주제와 연
출이 가능하며 신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시각적
이고 화려한 신체 표현 방식이다.또한 표현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문양,추상적
화법,사실적 묘사,의상,빛의 음영 처리로 부각시키는 조각상,사진 기법을 이용
한 연출 등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입체 분장

신체를 괴물로 표현하거나 유령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 라텍스(Latex)25),더마왁
스(Dermawax)26)등을 이용하여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영상 특수분장의 제작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무대에서 쓰이는 특
수분장은 무대와 관객 간의 거리나 조명에서도 배우의 얼굴 윤곽과 배역의 캐릭터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한 색감을 주어서 강하게 분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염을 붙어야 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분장 보다는 단순한 상처나 멍 같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장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있다.대개의 경우 배우의 얼굴에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입체 분장기법으
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느낌의 가면을 사용한다.

⑵ 영상분장

영상분장은 무대와 떨어져 있는 관객을 상대로 하는 분장이 아니라 관객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영상작품의 렌즈를 상대로 하는 분장으로
영상은 필름 감응에 비상하고 색에 민감한 렌즈를 거쳐 화면에 투영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분석과 세밀한 분장이 요구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배우의 모습

25) 라텍스(Latex):암모니아수에 생강을 유화 시킨 불투명한 흰색의 액체로 얼굴의 상처,긁힌 상처,핫폼
작업 등의 특수분장 작업 시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 제품마다 성질의 차이가 있고 건조 후 투명해 진
다.독성이 강하므로 얼굴에 다량 사용은 금한다.

26) 더마왁스(Dermawax):얼굴을 변형시키기 위한 소프트 왁스나 노즈 피터보다 바르기 쉽고 지우기도
쉽지만 접착력이 조금 떨어진다.노즈 피터와 혼합하여 사용 할 수 있고 상처부위와 첨가 시킬 피부조
직을 만들어 내어 주름살,흉터 등을 두 위에 조각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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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고 관객으로 하여금 거부감
이 들지 않게 분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영상분장은 멋이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각 인
물들의 직업·연령·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즉,노인이나
실업자·전과자·흑인·백인 또는 상처·바보·유령·도사 등의 배역 인물들 간에 이질감
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 인물로 변모시켜 주어야 하며 촬영이 지속되는 동안 최적
의 분장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영상분장에서 TV와 필름영화는 화소에 의한 해상력의 차이,색재현의 방
법,콘트라스트 범위의 차이에 의한 명도차 등으로 인해 영상의 표현이 다르게 나
타난다.필름 영화가 TV보다 4배 정도 선명한 화질로 보여 진다.27)이러한 차이점
에 의해 분장에 있어서도 기본 베이스부터 색조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근
래의 대화면,HDTV,카메라의 고급화,조명 기자재 및 발전된 촬영기술,필름품질,
현상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연기자 얼굴의 미세한 결점까지 명확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분장은 보다 정확하고 섬세해야 한다.또한 영화나 드라마는 촬영의 순
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씬의 각 장면을 분장의 연결성을 고려해 작업해야 하며 분
장 수정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영상분장은 영상매체 및 성격에 따라 TV 방송 분장,영화 분장,광고 분장,사진
촬영 등으로 나누어진다.
TV분장은 TV 화면이 영화의 화면 확대 현상에 비해 축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
문에 절제된 색상의 조화와 섬세하고 간결한 테크닉을 요구한다.
반면에 영화분장은 대상이 대형 스크린에 의해 실제보다 확대되는 현상이 있으
므로 세밀하고 정확하며 꼼꼼한 분장 방법을 요구한다.
광고 분장은 제품·기업홍보·공공기관의 캠페인 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
영상광고 출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장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
의도에 맞게 출시한 제품이미지 또는 제품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분장(패션쇼·웨딩사진)은 광고 분장과는 별 차이가 없으나 아름답고 화사하
게 인물을 부각시키는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영상분장은 표현방법에 따라 일반분장,성격분장,특수 분장으로
나누어진다.

27) 민병록,『색채현에 있어서 칼라필름과 칼라 텔레비젼의 비교연구』,영화연구,한국영화학회,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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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분장

배우의 성격이나 개성보다는 용모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피부색을 최상으로 나타
내며 조명의 강렬한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분장으로 아나운서,MC,
뉴스캐스터,TV 리포터,TV 대담 프로그램 출연자,신부화장,사진·포스터·광고 등
에서의 분장을 말한다.

나.성격분장(CharacterMake-Up)

배우가 맡은 배역의 성격을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분
장으로 영화,TV드라마,코미디의 연기자들에게 행해진다.
이때 배역의 성격은 대본에서 얻어지게 되는데 대본에 표현된 대화나 설명문에
내재된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환경·연령·외양특징·작품 속 다른 인물과의 관
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연기자의 외양에 따라 용모의 변화 폭을 결정하여 분장을
하게 된다.

다.특수 분장(SpecialMake-Up)

일반분장을 토대로 극중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더 강조해 주고 일반 분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과 실제로 촬영할 수 없는 장면까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따
라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재료의 화학적 성분에 의한 물리적 변
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전문재료의 특성파악과 이용법,특
수 공구,특수기계,안정적인 작업실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온도,습도의 변
화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수치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글로써 표현되어진 추상적이고 이상화된 이미지만을 가지고 형상화 시키고
시각화해야 할 경우가 많아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근래에는 기계
와 전자공학의 발전에 의해 특수 분장의 개념과 애니메트로닉스(animatronics)28),

28) 애니메트로닉스(animatronics):애니메이션(animation)과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의 합성어로 기계적
뼈대나 전자회로를 가지고 제작한 실물과 흡사한 캐릭터를 원격 조정을 통해 움직이게 하는 CT(culture
technology)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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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computergraphic)29)이 결합하여 더욱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30)

4)분장과 색채

분장이 조명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왔기 때문에 분장에 있어서 빛과 색채는 필수
학문이며 기본적인 요소로 서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적색광과 녹색광을 흰 스크린에 투영하여 혼합하면 빨강이나 녹색보다 밝은 노랑
이 되는데 이처럼 빛을 더해서 색을 혼합하는 방법을 가산혼합 또는 가변혼색이라
고 한다.빨강,초록,남색의 색광을 여러 가지 세기로 혼합하면 거의 모든 색을 만
들 수 있으며 이 3색을 가산혼합의 삼원색이라고 한다.컬러TV수상기,무대의 투
광조명,분수의 채색조명이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분장재료의 제조회사들의 색상규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아서 정확한 색상
표현의 통일이 어려운 실정에서 색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분장의 기본색상인 빨
간색,노란색,검정색,흰색을 서로 혼합해서 분장에 필요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연령,직업,건강,인종,국적,살고 있는 거주지에 따라
서 독특한 얼굴색을 지니고 있으며 분장을 통해 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색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색에는 색상(color),명도(value),채도(chroma)의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색상은
빨강,노랑 등의 이름으로 구별하며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고 채도는
색의 순수하고 탁한 정도를 나타낸다.이러한 색채는 색상에 따라 다양한 느낌과
시각적 효과를 주며 배역의 성격 표현과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
다.
색채는 TPO(Time,Place,Occasion)와 체형,개성,피부색,연령,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계의 배색은 조화와 편안함,대조적인 콘트라스(contrast:대비)의 강
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활동적이며 조용한 성격,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표현할 수
도 있으며,난색계의 밝은 파스텔 톤의 명도,부드러운 채도들은 유연하고 우아하
고 부드럽고 여성적이며,한색계의 어두운 명도,선명한 채도들은 무게적인 힘과

29) 컴퓨터그래픽(ComputerGraphic):컴퓨터를 이용하여 도형이나 화상을 그리는 것.
30) LeeBaygan,TechniquesofThree-DimensionalMakeup,New York:Watson-GutillPublications,
1982.p.237.



- 37 -

남성다움을 표현한다.이렇게 색채는 개개인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같은 색상으로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얼굴과 인체의 부분적인 수정에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적용할 경우는 상용범위에 따라 수축과 팽창에 따른
색채의 조화 등 각기 다른 성질들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색채에는 연상 작용과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색의 연상이란 색을 보았을
때 심리적 활동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이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붉은색은 주목성이 아주 높고 우월하며 중량,면적,체적 등 과대평가
되는 색채로써 심리적으로 자극성이 강하고 흥분,정열,피,혁명,정력적인 활동
등을 연상시키며 불안함을 초래하고 신경을 긴장시키는 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유발하는 색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노란계통의 색은 주로 밝은 이미지
로 온정,쾌락,희열,만족,건강,약동 등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태양을 상징하기 위
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녹색계통의 색은 안정된 이미지로 평화,안전,휴식,성장,
이상,신선함 등의 감정을 준다.파란계통의 색은 차가운 이미지로 냉철함,경계,
영혼,진실,성실,고독 등의 감정을 나타내며 영화에서는 불안하거나 고독한 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회색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색으로 우
울,공포,침울함 등을 나타내면서 평화,온화,중립 등의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특
히,현대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된 색이다.검정색은
어두움의 색으로 죽음,시체,침묵,절망,허무,죄 등의 감정을 가지도록 한다.
한편 색채에는 엷은색,진한색,선명한색,맑은색,탁한색 등으로 표현되는 색의
상태인 톤(tone)이 있는데 명도 및 채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톤을
주로 한 배색에는 동일한 톤의 배색,유사색 계통의 배색,대조 색과의 배색 등이
있다.동일 배색은 색상환31)표를 볼 때 같은 색상 중에서 명도,채도가 다른 색끼
리의 조합을 말하며 이러한 배색은 안정성이 있고 품위가 있어 어른스럽고 담백한
느낌을 준다.유사배색은 색상환에서 가까운 쪽에 근접해 있는 색끼리의 배색으로
공통된 상태나 속성을 가진 색채군으로 이러한 배색은 무난하고 안정성 있는 배색
으로 쉽게 친근감을 주며 부드러운 분위기의 색으로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 연출
에 효과를 볼 수 있다.
31) 색환이라고도 한다.색도도에서 스펙트럼 색의 자취와 보라의 경계를 연결해 만들어진 색의 계(系)이
다.색표계의 색상 표시에 쓰인다.오스트발트표색계(表色系)에서는 노랑(Y)·오렌지(O)·빨강(R)·보라
(P)·남(UB)·파랑(B)·청록(SG)·황록(LG)의 8가지로 나누고,다시 각각을 1Y,2Y,3Y등의 3가지로 나
눈다.



- 38 -

5)분장과 조명

분장은 직·간접적으로 조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조명은 의상,시대배경,인물,
색감 등의 요구 조건들이 많은데 이들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통합,조화시켜야 잘
된 조명이라 할 수 있다.조명의 90%는 무대 동작선을 구분하고 분장과 의상을 돋
보이게 하며 무대장치의 형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조명은 분장과 상당
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구성이 잘되어진 조명설계는 분장을 돋보이
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장과 분장색을 망치게 된다.그러므로 분장사는
분장작업 전에 반드시 조명의 위치,조명의 강도와 집사 방향들을 항상 염두 하여
최상의 분장 효과를 위해 조명감독과 협력해야 한다.
조명의 각도에 따라 얼굴 음영에 많은 차이가 생기며 정면 조명은 얼굴을 평면
적으로 보이게 하고 좌측에서 집사된 조명은 코를 중심으로 좌측 안면만을 평면화
시키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머리정수리 위에서 집사되는 TopLight는 얼굴
의 돌출된 부분을 위해서 비추어져 눈썹 부분,눈두덩,코,광대뼈,입술,턱 등을
돌출되게 비쳐지며 반대로 발밑에서 반사되는 FootLight는 위의 경우의 반대 현
상이 이루어진다.괴기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조명기법이다.
태양광선에서는 분장이 과장되어 실제 바른 것보다 2배 정도 두껍게 보여 진다.
실내에서의 조명은 주로 온화하고 황색 빛을 띠는 백열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옅은
빛깔과 아주 부드러운 색상을 연출하는데 이러한 조명 아래서의 분장은 훨씬 과장
되어 보이며 더욱 곱게 해준다.형광등 빛은 실제의 인물보다 왜소하거나 훨씬 못
하게 보이며 음영의 윤곽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광대뼈나 눈꺼풀 등의 윤곽과
립 라인까지도 실제보다 더욱 어두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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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영영영화화화에에에서서서의의의 분분분장장장요요요소소소

이미지(Image)는 심상,영상,표상 등을 뜻하는 말로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을 가리키며 주로 시각적인 것을 뜻하지만 시각 이외의 감각적
심상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예술분야에서는 작가가 대상을 감각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영화는 문학적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영상으로 처리하여 관객들에게 전달
하는 것으로 시각 예술의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지나친 과
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관객들에게 영화적 현실이 실
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좋은 영화는 시각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스토리에 신선한 생명력을 부여함으
로써 영화 속의 캐릭터가 현실적인 개체처럼 살아 움직이도록 한다.영화 속에서
배우의 역할은 극중 인물의 리얼리티를 완전히 믿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러한 배우
의 의도는 비단 그의 대사나 동작만이 아니라 분장,헤어,의상 등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관객에게 배역의 시대·지역·연령·직업·지위·성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
한 극적 요소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본 연구에서
는 분장요소(분장,헤어,의상)로 정의하고자 한다.
영화에서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감독과 의상 및 분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화가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공적
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영화든 하나의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분장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배역의 캐릭터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장요소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
어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문화적 조류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해가며 분장 요소는 영
화 속에서 분장,헤어,의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영화는 그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의상을 통해 그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의 문화적 환경
과 패션 경향 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를 반영하기도 하는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해나가게 된다.32)
최근의 추세는 분장과 미용담당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나가고

32) 이혜진,『영화장르에 따른 배우 캐릭터 이미지 분석 -조니뎁이 출연한 영화를 중심으로』,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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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의상,소품,조명,무대 디자이너 등과 스타일이나 색조 분위기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표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분장은 작품 내에서 독자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니
라 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장,헤어,의상(소품,장신구)등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연기자의 전체적인 변
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큰 의미의 분장이며 배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범위에
서 역할이 요구하는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각 부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갖추어 표현하는가에 따라 인물에 대한 표현이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따라서 영화에서의 중요한 시각적 구성요소인 분장,헤어,의상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1)영화에서의 분장

메이크업(Make-up)이란 우리말로 화장(化粧)을 의미하며,얼굴 또는 신체의 결점
을 보완하고 결점을 보완 수정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개성 있고 아름답게 꾸미고
매만지는 것을 뜻한다.33)사전적 의미로는 ‘완성시키다’, ‘보완하다’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즉 자신의 신체나 그 일부분을 아름답게 수정하고 단점을 커버하고 장
점을 미화시켜 내면적인 부분과 외면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상호 작용시켜 자신만
의 독특한 개성을 연출하여 미적 감각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분장은 메이크업 뿐 만 아니라 헤어,의상,소품,장신구 등을 완전히 갖추
어 작품속의 배역 인물로 변모시켜 주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분장이 완성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영화에서의 분장은 배우의 심리적 상승작용을 도와주고 배우는 극중에서 심리적
으로 본래의 자기가 아닌 제2의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즉 가면이나 분장 속에서
본래의 자신을 감추고 극중 인물화 되어 작품에 몰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장은
배우의 본래 성격과 모습을 잊게 하고 극중 인물화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훌륭한 분장이란 훌륭한 미술작품이나 공연과 마찬가지
로 철두철미한 준비과정과 지적인 감각이 필요하며 이는 세밀한 선택과 제작의 산

33)김영희,『토털메이크업』,서울:정문각,2001,p.9.



- 41 -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은 분장에 의해서 시대·민족·환경·연령·성격·건강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피부색과 피부 상태의 유무에 따라 환경이나 직업·건강 상태가 보여 지며 인종과
출생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눈과 눈썹의 모양에 따라 성격이나 현재의 심리상
태 등을 가늠할 수 있으며34)분장은 배우의 성격화를 위해 배우의 특징을 강조하
기도 하며 노인의 모습이나 괴물의 형상처럼 특수 효과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얼굴의 흉터나 상처를 감추어주기도 한다.
이처럼 영화 분장은 환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추가된 단순한 장식만이 아닌 인
물과 영화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 특징을 표현하기도 하며 스토리 전개에 따
라 요구되는 특정한 캐릭터의 신분,자아의 이미지,나아가서는 그들의 심리학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35)
영화 분장은 기본적으로 연극과 유사하지만 촬영,조명,의상,소품 등 기타 스텝
분야와의 조화와 절충 등에 따라 훨씬 다양하고 폭 넓은 효과를 내게 되고 카메라
의 이동에 따라 극히 미세한 분장의 효과도 감지되므로 대체로 연극에 비해 옅어
짐과 동시에 훨씬 더 섬세해지는 경향이 있다.대신에 표정을 강조하는 기능은 다
른 방법 특히 클로즈업(Closeup)이 이를 훌륭히 소화해 주기 때문에 연극보다 효
과적이고 완벽해야 한다.36)
영화 분장은 멋이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각 인물들
의 직업,성격,연령,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즉 노인이
나 실업자·전과자·흑인·백인 또는 상처·바보·괴기유령·도사·성격장애자 등의 배역인
물들 간에 이질감이 유별나지 않도록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 독자적 개성을 더욱
분명히 살려낼 수 있는 거의 새로운 인물로 변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촬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최적의 분장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영화에서 분장은 배우의 가장 필수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관객들
에게 배역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역의 캐릭터 창조에 목표가 있으며
대본에 나타난 인물의 여러 상황을 분석하여 배우의 외모를 바꾸어 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4)이미애,『성격 분장별 유형별 이미지 연구 -TV드라마「야인시대」등장인물 중심으로』,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p.7.

35) 김진해 역『영화의 이해』,LouisGiannetti저,현암사,1987,p,323.
36) 이자경,『1954년과 1995년의 영화 「사브리나」에서 나타난 토탈코디네이션의 의상과 메이크업,헤어스
타일에 관한 비교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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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화에서의 헤어

헤어스타일은 모발을 가다듬어 만지는 것으로 신체를 장식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신체보호의 기능 이외의 심미적이며 주술적인 기능을 지닌 인간의 종합적 표현수
단이다.
또한,헤어스타일은 시대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얼굴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 될 수 있으며,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독
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 왔으며 의복이나 장신구등과 함께 다양하게 발
달되어 왔다.
영화에서의 헤어 이미지는 시대적 배경,배역의 성격,신분,생활수준,교양수준,
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극,고전
극,미래의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에서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표현해주어야 한다.
또한 영화에서의 헤어는 다른 어떤 인간행위보다도 가시적인 예술로써 사실적이
고 정교한 색상과 형태의 묘사를 통하여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묘사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예술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극중 배역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영화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를 재창조하여 배우들의 언어적 표현을 상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더불어 배
우를 변모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의 작업은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비교적 사실에 가
깝게 하여 시대를 재현함으로서 관객에게 정확한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고 역사적
정확성과 사회문화적인 흐름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써 시대적인 공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한다.
분장요소인 헤어스타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때로는 의복과 조화로운 형태로 때
로는 대립적인 양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 발전하였는데 이는 얼굴
형태나 분위기를 포함하여 외모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요소로서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헤어스타일은 단순히 외적인 미를 드러내는 것
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상징적인 가치를
형성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위해 의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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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은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특정시대의 문화적 환경과 패션
의 경향에 따라 배역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과거의 헤어스타일은 신분에 따라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회적인 상징적
수단으로 지위나 신분,성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20세기에는 사회적 환
경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단순한 장식 본능적 행위에서 더욱 발전하여 결점
을 보완해 자신감을 부여하는 심리적 작용과 함께 인간의 미적가치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생활문화로 인식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영화에서의 헤어스타일은 다른 어떤 인간 행위보다도 가시적인 예술로써,
사실적이고 정교한 색상과 형태의 묘사를 통하여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에
대한 성격,직업,신분,계급,생활수준과 교양정도,연령,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묘
사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예술로써 극중 인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영화가 부각시키고자하는 주제를 재창조하여 배우들의 언
어적 표현을 상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영화에서의 의상

영화에는 많은 시각적 표현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의상은 영화의 극
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는 것으로써 시대,민
족,경제,직업 등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영화 의상은 의복,소품,장신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배역이 갖추고 있는
소품에 따라 직업이나 취미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주변의 사용하는 물건에
따라 시대와 장소,재산,성격 등을 파악 할 수 있다.또한 장신구는 의상의 범위
또는 소품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대개 직업이나 현재의 외형적 심리상태
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의상의 색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시대,생활 장소를 알 수 있
고 길이와 노출에 따라 계절이 드러나며 옷감의 재질이나 디자인에 따라 경제와
성격 등을 엿볼 수 있다.
영화 의상은 배역을 위해 사용하는 의상과 화장 그리고 헤어스타일까지를 포함
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의 특성을 지닌 독립된 분야로 나누어져 한사람
의 배우에 의해 표현되므로 시대적 상황과 목적에 맞게 표현하는데 통일성이 있어
야 한다.즉 영화 의상은 극중에서 인물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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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 등을 사실적이고 상징적으로 관객에
게 전달하는 것이다.37)
영화에서 의상은 단순히 배우의 몸을 장식하는 액세서리만의 기능이 아닌 영화
언어 형태의 한 요소로써 극중 인물의 성격,개성,취미,기호,기질,의도,직업,신
분,시대적인 배경,계절감,자연현상,지방색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적 의미를 가
지고 영화 의상의 선택과 제작에 있어서 영화의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극중 인물의 이
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영화에서의 의상은 비언어적 전달체계로서 극의 흐름을 유도하고 극중 인물
의 구체적인 시각화로 인한 영화의 상징적인 의미전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
영화에서의 의상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예술적 역할을 한다.영화의상은 영화의 예술적 성격과 등장인물의 심리적
기능을 표현하고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소개하여 영화의 예술적 가
치를 높이는데 의의를 둔다.의상은 사람이 착용함으로서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살아나며 미적 개념을 포함한 형태로 영화에서 인물과 함께 움직이는 동적인 미술
이라 할 수 있다.순수 미술적 관점에서 볼 때 영화의상은 모든 인물과 함께 존재
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조형물인 것이다.
둘째,극중 인물 캐릭터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영화 의상은 등장인물에 대한 기
초적인 지식인 성별,나이,직업,등에서부터 성격 즉 개성,취미,사회 경제적 지
위,태도,흥미,가치관에 이르는 것들을 상징하거나 암시,또는 아주 정확히 묘사
한다.또한 그 배우들로 하여금 그 역할과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여 극중 인물의 성
격과 개성을 창조함으로서 극중 인물을 설정하며 영화의 추상적인 분위기를 의상
의 색조와 재질로 표현함으로써 그 주제를 알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과 동시에 복선의 효과도 담당해 주기도 한다.
셋째,물리적 역할을 한다.영화의상의 물리적 기능은 영화 속에서의 공격적인
스포츠나 재난 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부여하고,장시간 촬영으로 지칠 수 있
는 배우들에게 신체활동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다자인의 변화 등은 영화제작의 효

37) 이정자,『영화의상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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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넷째,기능적인 역할을 한다.영화의상은 배우들의 약점을 가리고 장점을 살려줌
으로써 관객들에 대해 극중 인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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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캐캐캐릭릭릭터터터와와와 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

111...캐캐캐릭릭릭터터터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캐릭터(Character)의 기원은 소설이 발달해 오면서 대상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특징,특성,성격,생김새,명칭,도
안,특이한 동작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를 말한다.
즉,캐릭터는 인간,동물,공상적인 것 등의 허구적 이야기들 속에서 이미 설정된
이미지를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그 외적 이미지들과 함께 또 다
른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캐릭터의 특수화를 통해서 캐릭터의 이
미지를 창조하고 영화 속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의 재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영화에서의 캐릭터는 ‘작중인물’이나 ‘등장인물’을 뜻하는 것으로 ‘작중인물’
은 가면(mask)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persona'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대
극장에서 배우들이 가면으로 연극이 가지고 있는 극적인 성격을 표시하기 위해 사
용했던 것에서 연원한다.그리고 불어와 영어의 인물(personne,person)이라는 말은
특별한 개성적인 성격을 지칭하며,하나의 개별적 인물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인물로서 성격(character)과 연결되는 개념이다.38)
영화에서의 캐릭터는 영화전체의 내러티브39)나 미장센40),그 밖의 영화에서 하나
의 배경요소로 움직이는 피사체로 다루어지거나 영웅적,상징적 캐릭터를 등장시켜
그들을 전체 이야기의 작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해왔
다.그러나 점차적으로 영화에서 캐릭터는 점차 삶의 재현이나 개인화된 캐릭터로
변모되었고 이에 따라 점점 캐릭터가 중심이 되고 플롯에 덜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화 속의 캐릭터는 소설이나 연극에서의 캐릭터와 분명한 차이를 지니

38) 이혜진,상게서,p.11.
39) 내러티브(narrative):일련의 사건이 가지는 서사성을 말한다.스토리(story)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
이는 내러티브는 언어로 기술이 불가능한 '모든 종류의 서사성 전부를 포함하는 이야기'의 개념으로 이
해된다.

40) 미장센(miseenscéne;프랑스어):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장치,조명 등에 관한
총체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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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러한 차이가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감흥을 관객에게 불러일으키고 영
화 속의 캐릭터가 주는 이미지는 소설이나 연극의 캐릭터보다도 고정되어있지 않
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소설이나 연극에서처럼 언어적으로 명백하고 자세히 묘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애매모호 할 수 있지만 영화의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22...캐캐캐릭릭릭터터터메메메이이이크크크업업업(((CCChhhaaarrraaacccttteeerrrMMMaaakkkeee---uuuppp)))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영화에서의 배역의 특징은 캐릭터 메이크업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캐
릭터메이크업은 등장인물,배역의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업으로 배
우의 연기력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시대 상황이나 인물의 개성을 분장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게 된다.연기자를 극본이 요구하는 인물로 나타내기 위한
시각적(외적)표현수단으로,배우가 자기가 맡은 배역의 캐릭터를 관객에게 구체적
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41)
또한,배역의 성격을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장을 통
해서 영화,TV드라마,코미디의 연기자들에게 행해지는데 이때,배역의 성격은 시
나리오에서 얻어지며 시나리오에 표현된 대화나 설명문에 내재된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환경·연령·외양 특징 및 작품 속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
토해 연기자의 외양에 따라 용모의 변화 폭을 결정하게 되고 배우의 성격을 정하
는 작업은 극의 전개에 필요한 만큼 분장에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42)
캐릭터분장은 배우의 얼굴을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역할에 맞게 표현하
는 분장방법으로 작품이 요구하는 배역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작품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환경,연령,인물의 외적인 특징,작
품 속에서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 배역이나 극의 분위기
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분장하여야 한다.
이때 분장사는 배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외에 작품에 따라 늙게도 하고

추하게도 하며 연기자의 내외적인 조건 즉,유전이나 종족,혹은 환경이나 기질,건

41)박미경 외『분장에 있어서 조명효과에 관한 연구』,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3권 3호,2002,p.29.
42)박미경 외『TV사극드라마의 캐릭터 분장의 효과에 관한 연구』,김천 과학대학 논문집,제30집,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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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령 등을 고려해 작품이 추구하는 배역의 성격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의 연기력만으로 극적인 감동을 최상의 상태로 표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의 시대상황이나 인물의 성격과 개성을
캐릭터 메이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캐릭터메이크업을 통해서 관객들은 극중 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으며 감독의 의도와 극의 흐
름을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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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PPPeeerrrsssooonnnaaallliiitttyyyDDDiiisssooorrrdddeeerrr)))

본 연구에서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성격장애를 통해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성격장애 주요증상과 임상적 특징이 주인공의 캐릭터 특
성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영화분장에서 캐릭터 이미지를 완성
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삼고자 한다.
정신장애는 비교적 무난한 현실적 적응을 하던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 사건이 계
기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격장애는 다른 정신장애와는 달리,특
정한 계기로 인해 나타나기 보다는 기질적인 성격적 특이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대
와 괴이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부적응적 행동양상을 말한다.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성격장애라고 한다.
DSM-Ⅳ의 다축적 진단체계에서는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임상적 증

후군을 축1장애로 분류하는 반면,개인의 지속적인 부적응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
격장애를 축2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1)A군 성격장애

⑴ 편집성 성격장애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불신과 의심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왜곡하여 생각하고,친구의 우정이나 배우자의 정숙성을 자주 의심하며,자
신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을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어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컨스피러시(Conspiracy
Theory,1997)’<그림 1>에서의 엘리스(줄리아 로버츠 분)는 아버지의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인해 타인에 대해 불심과 의심이 가득하며,'폴링다운(Falling Down,
1993)'<그림 2>에서의 디펜스(마이클 더글라스 분)는 직장에서의 해고와 이혼으
로 타인의 동기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찬 인물로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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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타내는 영화이다.

⑵ 분열성 성격장애

감정표현이 없고 대인관계를 기피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사람을 사귀려는 욕구가 없으며,생활 속에서 거의 즐거움을 느끼
지 못하고,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며,주로 혼자 하는 활동에 종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섹스,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
이프(Sex,LiesandVideotapes,1989)<그림 3>에서의 그레이엄(제임스 스페이더
분)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되고 제한된 감정표현을 주로 하며 '우연한 방문객
(TheAccidentalTourist,1988)<그림 4>에서의 메이칸 리어리(윌리함 허트 분)는
아들이 죽은 후 세상과 사람들에게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분열
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화이다.

⑶ 분열형 성격장애

친밀한 인간관계를 불편해하고,인지적 또는 지각적 왜곡이 나타나며,기괴한 행
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뜻한다.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심한 사회적 불안을 느끼
며,마술적 사고와 기이한 신념에 집착하고,말이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
며,기괴한 외모나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지배계급(TheRulingClass,1972)’<그림 5>에서의 레먼(피터 오둘 분)은 예수행
세를 하며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심한 고통을 가지며 인지적 또는 지각적 왜곡,기
이한 행동을 보이고 ‘택시 드라이버(TaxiDriver,1976)’<그림 6>에서의 트래비스
(로버트 드니로)는 베트남전에 참전의 후유증으로 인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불편해
하고,인지적 또는 지각적 왜곡이 나타나며,기괴한 행동을 나타내는 인물로 분열
형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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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군 성격장애

⑴ 반사회성 성격장애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양상을 뜻한다.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거짓말·사기·무책임한 행동,폭력적 행동,범법행위를 보이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으로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프라이멀 피어(PrimalFear,1996)’<그림 7>에서의 앨런(에드워드 노튼 분)은 어
린 시절의 학대로 인한 대한 복수로 대주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스피드(Speed,1994)’<그림 8>에서의 하워드 페
인(데니스 하퍼 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
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향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
는 영화이다.

⑵ 연극성 성격장애

과도하고 극적인 감정표현을 하고 지나치게 타인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행동이
주된 특징이다.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 받는 위치에
서고자 노력하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며 자기 자신을 과장된 언어로 나타내는
경향으로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욕망이라는 전차(A StreetcarNamed
Desire,1951)’<그림 9>에서의 블랑쉬(비비안 리 분)는 지나치게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쓰고,‘밤으로의 긴 여로(LongDay'sJourneyIntoNight,1962)’<그림
10>에서의 (캐서린 햅번 분)는 잃어버린 젊음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지나치게 외
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화이
다.

⑶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웅대한 자기상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
로부터 찬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반면,자신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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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특성으로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
룬 영화로는 ‘벅시(Bugsy,1991)’<그림 11>에서의 벅시(워렌 비티 분)는 자기중심
적인 악당으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며,‘사랑보다 아
름다운 유혹(CruelIntentions,1999)’<그림 12>에서의 캐더린(사라 미셸 갤러 분)
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타인에 대해 착취적이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성격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화이다.

⑷ 경계선 성격장애

대인관계,자기상,감정 등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며,남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는 처절한 노력을 하는 대인관계가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으며,
만성적으로 공허감과 분노감을 경험하고 매우 중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며,자살이나
자해적 행동을 하며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위험한 정사(Fatal
Attraction,1987)’<그림 13>에서의 알렉스(AlexForrest:글렌 클로즈 분)는 버림받
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행
동으로 보이며,‘처음만나는 자유(Girl,Interrupted,1999)’<그림 14>에서의 수잔나
케이슨(위노나 라이더 분)은 반복되는 자살행동으로 인격경계 혼란장애 진단을 받
게 되는 인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화이다.

3)C군 성격장애

⑴ 회피성 성격장애

타인으로 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하며,사회적 상황
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부적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대인관계를 회피하
는 성격 특성으로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연극으로는 ‘유리동물원(TheGlass
Menagerie)'<그림 15>에서는 세 식구가 현실에 대응하지 못해서 사회활동의 제한
과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피성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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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잘 나타내는 연극이다.

⑵ 의존성 성격장애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 이를 위해 타
인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굴종적인 행동을 통해 의존하는 특성으로 이러한 성
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밥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whataboutBob,1991)'<그림
16>에서의 정신과 환자인 밥(빌 머레이 분)은 그의 정신과 의사가 휴가를 떠나
자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복종적이며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화이다.

⑶ 강박성 성격장애

질서정연함,완벽함,자기통제,절약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
고하며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이러한 성격 특징을 다룬 영화로는 ‘적과의 동침
(SleepingwiththeEnemy,1991)’<그림 17>에서의 마틴(패트릭 버긴 분)이 극도의
결벽증에다 심한 의처증,질서정연함,완벽함,자기통제,절약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고하며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강박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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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컨스 피러시(1997) <그림 2>폴링 다운(1993)
http://www.movist.com http://www.movist.com

<그림 3>섹스,거짓말,그리고 <그림 4>우연한 방문객(1988)
비디오테이프(1989) http://www.movist.com
http://www.movist.com

<그림 5>지배계급(1972) <그림 6>택시 드라이버(1976)
http://www.movist.com http://www.mov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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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프라이멀 피어(1991) <그림 8>스피드(1991)
http://www.movist.com http://www.movist.com

<그림9>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1951) <그림 10>밤으로의 긴 여로(1962)
http://www.movist.com http://www.movist.com

<그림 11>벅시(1991) <그림 12>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1999)
http://www.movist.com http://www.mov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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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위험한 정사(1987) <그림 14>처음만나는 자유(1999)
http://www.movist.com http://www.movist.com

<그림 15>유리 동물원 <그림 16>밥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1991)
http://www.naver.com http://www.movist.com

<그림 17>적과의 동침(1991)
http://www.mov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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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영영영화화화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와와와 캐캐캐릭릭릭터터터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이러한 성격적 특성이 굳어
지는 성인기(보통 18세 이후)에 진단되어지는 성격장애 중에서 특히,극적이고 감
정적이며 변화가 많은 행동이 특징인 B군 성격장애(clusterBpersonalitydisorder)
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을 극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영화들 중에서 국내
에 개봉되고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영화 8편을 선정하여 각 성격장애 유형에 따라 2
편씩 분류하였다.
각 영화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을 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
과 주요 증상을 통해서 알아보고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표 1] 연구 대상

성격장애  유형 영      화 출  연  진 제 작 년 도

반사회성 성격장애

양들의 침묵
한니발 렉터, 

버팔로 빌
1991년

케이프피어 맥스 케이디 1991년

연극성 성격장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오하라 1939년

원초적 본능 캐서린 1992년

자기애성 성격장애

아메리칸 사이코 패트릭 베이트만 2000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미란다 2006년

경계선 성격장애

베티블루 37̊2 베티 1986년

얼굴 없는 미녀 지수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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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반반반사사사회회회성성성 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

1)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personalitydisorder)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진단
되며 15세 이전에 품행장애를 나타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흔히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폭력,거짓말,절도,결석이나 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규범이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그 결과 폭력,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행동을 반복하여 법적인 구속을 당하는 일이 흔하다.충동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육체적인 싸움을 자주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배우자나 자녀를 구타
하기도 한다.또한 무책임하고 무모하여 위험한 일(예:음주운전이나 과속,범죄,마
약복용)을 겁 없이 행하며 가족부양이나 채무이행을 등한시한다.타인의 고통을 초
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유사한 불법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잦은 폭력과 범법행동,직업적응의
실패,가족부양의 소홀,성적 문란,채무불이행,거짓말이나 사기행각,무모한위험행
동,문화시설의 파괴행위 등을 나타냄으로써 주변 사람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
히게 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약 3%이며 여자의 경우 약 1%
로 보고되어 있다.이 성격장애는 대가족 출신의 남자,도시의 빈민층,약물 남용
자,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에게 흔하다.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되는 사람들은 아
동기에 주의결핍-과잉행동장애를 나타내거나 청소년기에 품행장애를 나타낸 경향
이 있다.
이러한 성격장애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영화 ‘양들의 침묵(1991,Silenceofthe
Lambs,The)’,‘케이프 피어(CapeFear,1991)’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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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양들의 침묵 (SilenceoftheLambs,The,1991)

[표 2]양들의 침묵

가.작품개요

토마스 해리스(ThomasHarris)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영화화가 불가
능하다고 평가 받았던 소설을 컬트 영화의 거장 조나단 데미가 연출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심리전이 숨 막히며 잔인한 연쇄살인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자아내는 사이코 스릴러 영화의 고전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인의 이상심리를 섬세한 연출과 주연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로 그려낸 이 영화는 인간사의 사소한 사건 또는 기억에서 사라진 과거의 흔적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식인,
피부 도려내기,여장남자 등 기이한 소재와 복잡한 내용의 완성도 높은 이 작품은
빈틈없는 각본과 냉철한 신참 FBI요원을 연기한 조디 포스터와 안소니 홉킨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식인 살인마의 연기로 완벽한 구도를 이룬 고급 심리
스릴러물이다.
한니발 렉터는 연쇄 살인범 앨버트 피시에 영감을 받았고,버팔로 빌은 실존하는
세 명의 연쇄 살인마를 조합해 낸 것으로 “10년에 한번 나올 만한 수작”이라는 평
가와 함께 아카데미 주요 5개 부문(작품,감독,남우주연,여우주연,각색상)을 석권
하여 1992년에 가장 주목받는 영화가 되었다.

<그림 18>양들의 침묵(1991)포스터
http://www.movist.com

제 목 양들의 침묵
(SilenceoftheLambs,The,1991)

감 독 조나단 데미

주 연
안소니 홉킨스,조디 포스터,
테드 르바인,스콧 글렌,안소니

힐드
제 작 년 도 1991년
분 장 앨렌 베이싱어,칼 프러턴,닐 매츠
장 르 스릴러 /범죄
국 가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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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놉시스

FBI수습 요원 클라리스 스탈링(조디 포스터 분)은 상관인 잭 크로포드(스콧 글렌
분)에게 버팔로 빌(테드 르바인 분)사건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사건의 희생
자들은 몸집이 큰 여성들로 끔찍하게도 그들의 피부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그리고
수사당국은 그때까지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스탈링은 버팔로 빌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를 검거해야 하는 것이다.크로포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니발 렉터(안소니 홉킨스 분)박사를 면담할 것을 지시한
다.렉터 박사는 식인 취미가 있는 정신과 의사로,자신의 환자들 아홉 명을 죽여
서 그 고기를 먹었다.일명 '카니발 한니발'로 불리는 독심술의 대가이기도 한 그
는 지금 정신병 증세가 있는 중죄인들과 함께 수감되어 있다.
스탈링과 렉터 박사의 첫 대면,박사는 스탈링의 체취와 몇 마디 대화를 바탕으
로 그녀의 심연까지 파고들어간다.그녀는 섬뜩한 느낌을 받지만 범인의 정체를 알
아내기 위해 렉터 박사와 대화를 계속한다.방탄유리를 사이에 두고 스탈링과 렉터
박사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데,그러면서도 둘은 서로에게 미묘한 호감
을 느낀다.
한편 상원의원의 딸 캐서린이 버팔로 빌에게 납치된다.아직 사건의 단서를 잡아

내지 못한 수사당국은 스탈링을 수사에서 제외시키고 렉터 박사와의 교섭에 들어
간다.범인의 정체를 알려주는 대가로 좀 더 평안한 수감생활을 보장받은 박사는
이감을 앞두고 교묘한 방법으로 호송인 들을 살해한 다음 탈옥한다.
캐서린은 아직 살아있었다.스탈링은 범인을 잡아내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사건

을 포기하지 않았다.그리고 렉터 박사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얻어낸 힌트를 근거로
범인의 은신처를 찾아내는데 성공한다.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나방과 같은 종
류의 나방들이 버팔로 빌의 은신처를 날아다니고 있었다.버팔로 빌은 여자가 되고
싶어 여인들의 가죽을 벗겨왔었다.
숨 막히는 대결 끝에 그를 죽이고 캐서린을 구해내는 스탈링은 사건을 해결하고
정규 과정을 무사히 이수한 채 정식 수사관에 임명된다.그때 렉터 박사에게서 전
화가 걸려온다."양들은 울음을 멈췄는가?"

다.등장인물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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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니발 렉터 (안소니 홉킨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한니발은 자신의 환자 9명을 살해해 인육을 먹은 협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상
대방을 교묘히 속이려고 하며,불안해하거나 우울해야 할 상황에서도 우울해 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용의주도하며 치밀하게 계획
을 세워 행동한다.

나)버팔로 빌(테드 르바인)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계속 받아 폭력성향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해 남자가
아닌 여자가 되고 싶어서 덩치 큰 여자들을 납치해 살해 한 후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드는 끔직한 일을 한다.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다.

다)클라리스 스탈링(조디포스터)
FBI수습요원인 스탈링은 버팔로 빌 사건 조사를 위해 한니발 렉터와 첫 만남에
서 간단한 몇 마디로 그녀의 출신과 배경,유년의 상처를 간파하는 렉터와의 면담
중에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사건을 해결하고 정식 FBI
요원이 된다.명석하고 유능하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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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케이프 피어(CapeFear,1991)

[표 3]케이프 피어

가.작품개요

1962년 로버츠 미첨과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
로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 마틴 스콜세지에 의해 1991년에 새롭게 연출되었다.
겉보기에는 사악한 악당에게 위협받는 가족들에 대한 스릴러지만,스콜세지는 자
신들이 저질러 왔던 잘못들이 모두 되돌아와서 책임을 져야하는 순간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생기는 비극과 공포를 그리고 있으며,악당들이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자
신의 무력이 아닌 그들 자신들의 부정과 잘못들을 들춰 냄으로써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과거 로버트 미첨이 연기한 싸이코 범죄자 역은
로버트 드니로가,그레고리가 맡았던 검사 역(변호사로 바뀜)은 닉 놀테가,아내역
엔 제시카 랭이 맡았다.재미있는 것은 로버트 미첨과 그레고리 펙이 이 영화에도
출연한다는 것이다.
스콜세지는 처음으로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하여 공포 영화로서의 효과를 한층
높였으며,그밖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의 효과들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
다.

<그림 19>케이프 피어(1991)포스터
http://www.movist.com

제 목 케이프 피어(CapeFear,1991)

감 독 마틴 스콜세지

주 연 로버트 드니로,닉 놀테,제시카 랭,
죠단 베이커,줄리엣 루이스

제 작 년 도 1991년

분 장 엘리자베스 램버튼,닐 매츠
장 르 스릴러
국 가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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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놉시스

복수심에 불타는 맥스 케이디(로버트 드니로 분)가 강간 폭행죄로 14년형을 마치
고 출소하면서부터 시작된다.감옥에 있는 동안 글을 배우고 문학서에서 철학서 등
을 독파하여 스스로 변호할 수준까지 오른 맥스는 자신의 과거 공선변호사인 샘
보든(닉 놀테 분)을 찾아간다.
샘은 14년 전 케이디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16세 소녀
를 강간한 그에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 측에 제시하지 않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맥스는 샘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수감 내내 복수심
을 키워온다.처음 맥스의 위협을 받고 가볍게 생각했던 샘은 맥스가 평소 가까이
지내던 법원서기인 로리 데이비스에게 접근하여 그녀에게 행한 무자비한 성폭행을
보고는 경악한다.사립 탐정 커젝(죠 돈 베이커 분)을 고용한 샘은 그 일로 점차
자신의 가정까지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편 맥스는 막 사춘기에 접어든 15살 난 샘의 딸 대니(줄리엣 루이스 분)가 한
창 성격이 반항적이고 성적 호기심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헨리 밀러의 '섹서스'와
'북회귀선'등을 이용하여 접근한다.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샘은 청부업자를 고
용하여 맥스를 습격하게 한다.청부업자들은 파이프와 체인으로 맥스를 피투성이로
만들지만 불사신 같은 맥스는 이들을 때려눕힌다.이 사건은 맥스의 복수심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맥스는 처절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샘을 괴롭힌다.그의 최
후 복수의 장소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케이프 피어.그곳에서 맥스와 샘의 마지막
대결은 빛도 소리도 없는 공포로 변해간다.

다.등장인물의 캐릭터

가)맥스 케이디(로버트 드니로)
자신의 변호사였던 샘(닉 놀테)이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맥
스는 14년의 세월에 대한 빚을 갚고자 출소 후 샘을 찾아가 ‘파멸을 볼 거다’라고
말한다.근육질의 몸에 수많은 성경구절을 문신으로 새겨 놓고,끊임없이 신을 들
먹이며,성경구절을 인용하지만 그는 무신론자라는 것이다.그는 자신이 복수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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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샘 보든(닉 놀테)
14년 전에 맥스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 했지만 16세 소녀를
강간한 그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 측에 제시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
해서 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그는 범죄자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
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자신들만 평화롭고 완벽한 삶
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득권층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

2)표현,행동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의 특징

⑴ 양들의 침묵

가.한니발 렉터
a.연령 :40대 중반
b.직업 :정신과 의사
c.성격 :똑똑하고 유능하며 촉망받는 정신과 의사로 평소의 모습에서는 분명하
고 합리적이고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연쇄살인을 저
지르고,또한 사람까지도 먹어버리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으며 계속적인 범죄행위를 반
복하는 성격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영화에는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유년의 상처를 갖고 있는 스탈링에 대
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것으로 스탈링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러한 잔인
한 살인행각을 벌이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여겨진다.
e.외모 :표정에 감정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다.언제나 같은 표
정으로 잔인한 살인자이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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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버팔로 빌
a.연령 :20대 후반
b.직업 :재봉사
c.성격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혐오해 남자가 아닌 여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좌절되자 여자를 죽여서 여자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고 몸집이 큰 뚱뚱한 여자들
만을 골라 연쇄 살인을 저지른다.하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
신이 피해자이며 고통 받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반복적인 범죄와 폭력성을 보이는
성격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
e.외모 :피부 화장과 립스틱까지 바르면서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얼굴에 표
현해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인다.

⑵ 케이프 피어

가.맥스 케이디
a.연령 :40대 중반
b.직업 :농장 관리
c.성격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가지고
14년을 참고 견디어 내고 오직 하나의 목표인 샘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는 집요
하고 치밀한 성격을 보인다.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며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보이는 성격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폭력성으로 표출하게 된다.
e.외모 :자신의 복수에 대한 굳은 의지를 세상에 이야기 하듯 온 몸에 수많은
성경구절을 문신으로 새겨놓고 범죄자의 폭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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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격장애 주요증상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⑴ 성격장애의 주요증상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
하는 행동양식이 생활전반에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이 15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의 특성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한다.
②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가명 사용 또는 타인을 속이
는 사기행동을 계속적으로 한다.
③ 충동성 또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④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과 공격성을 보인다.
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을 보인다.
⑥ 꾸준하게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을 보인다.
⑦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
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책의 결여됨을 보인다.

⑵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가.한니발 렉터 박사(양들의 침묵)
① 영화에서 렉터는 계속적인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그래서 구속당하고 수용소에
있으면서도,간호사를 잔인한 수법으로 또 먹어버리고,옆방에 수감된 다른 수감자
에게 교묘한 언변으로 그를 자살하게 만드는 등의 범법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멈추
지 않는다.
② 렉터는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괴로워하거나 그곳을 벗어나려고 몸부
림치지 않는다.그 안에서 FBI와 스탈링,그리고 칠톤 박사가 하는 행동과 버팔로
빌의 연쇄살인 등의 상황을 즐기고 있다.처음엔 자신의 환자이름을 스탈링에게 알
려준다.헤스터 모펫이라고 알려주지만 그 인물은 진짜 있는 인물이 아니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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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창고를 빌린 이름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렉터는 의원을 찾아가 버팔로 빌을 안다고 하며 이름을
알려주고 신상명세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③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이긴 하지만,이
영화에서 렉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인물로 등장한다.렉터는 자신이 그 수용소
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 아주 침착하고 섬세한 계획을 세운다.
④ 렉터는 수용소에서 자신의 통증을 치료해 주려고 온 간호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을 먹어치우고,턱을 빼버리는 등의 공격성을 보인다.또 자신을 분석하려
고 했던 한 FBI요원의 간을 빼서 먹기도 한다.그리고 호텔에서 머물러 있을 때,
탈출을 위해 경찰 한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 거
리낌 없이 코를 물어뜯기도 한다.
⑤ 영화에서 내내 나타나는 렉터의 잔인한 수법들과 버팔로 빌의 살해 수법이
타인의 안전과 안위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다.
⑥ 렉터는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자신이 먹었음에도 자책은커녕 그 점에 대해
아주 의연하다.렉터는 스탈링에게 마치 자랑스러운 듯 과장된 표정으로 자신이 저
지른 살인과 식인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

나.버팔로 빌(양들의 침묵)
① 버팔로 빌도 연쇄 살인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②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이긴 하지만,이
영화에서 버팔로 빌은 계획을 세우는 인물로 등장한다.여자가 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여성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가명(XX 부인)을 써서 첫
번째 희생자(재봉사)를 끌어들인다.중간 부분에서 의원의 딸을 납치하기 위해 의
자가 무거운 척 연기를 하기도 하며 여성이 되기 위해 여성들을 납치할 치밀한 계
획을 세워 5∼6명을 살인하고 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그의 신상명
세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살해동기 등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의 범행
이 무척 계획적이고 치밀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버팔로 빌은 충동적인 인물로 표현된다.그는 성전환 수술을 하기를 원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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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거절당하자,순간적으로 여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고 자신이 그
것을 입으면 여성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그래서 연쇄살인도 충동
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➃ 버팔로 빌은 자신이 여성이 되지 못한 고통을 충분히 겪었으므로 그 정도 살
인은 자신의 고통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한다.(이것은 의원의 딸이 버
팔로 빌의 아지트에 갇혀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부짖을 때,그녀에게 버팔로 빌이
자신의 고통을 아느냐고 소리치며 그 정도는 고통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 버리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
룰 때까지 살인을 계속 저지른다.

다.맥스 케이디(케이프 피어)
① 샘에 대한 복수심으로 샘의 정부인 법원서기 로리 데이비스에게 접근하여 그
녀에게 무자비한 성폭행을 저지르고,샘의 아내가 기르던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인
다.
② 맥스는 막 사춘기에 접어든 15살 난 샘의 딸 대니가 한창 성격이 반항적이고
성적 호기심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헨리 밀러의 '섹서스'와 '북회귀선'등을 이용
하여 접근하여 위협한다.
③ 샘은 자신의 가정에 위협을 느껴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맥스를 파이프와 체인
으로 습격하지만 불사신 같은 맥스는 청부업자들을 잔인하게 처리하고 이 사건이
맥스의 복수심을 더 자극해 처절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샘과 그의 가족을 괴롭히
게 된다.
④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에 샘과 함께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맥스의 처절하고도
잔인한 복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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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

⑴ 한니발 렉터(양들의 침묵)

가.캐릭터
똑똑하고 유능하며 촉망받는 정신과 의사로 평소의 모습에서는 분명하고 합리적
이고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또
한 사람까지도 먹어버리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으며 계속적이 거짓말과 범죄행위를 저지른
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잔인한 연쇄살인과 식인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과 불안함이 없는 너무나
냉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백한 피부 톤을 연출하고 윤곽을 확실하게 살
려서 범죄자이지만 유능하고 똑똑한 정신과 의사의 이미지를 표현해 주었다.

다.헤어 이미지
깔끔하고 단정한 짧은 머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캐릭터 이미지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냉정하며 평소의 모습에서 분명하고 예의바르며 합리적인 이미
지를 나타내고 있다.

라.의상 이미지
푸른빛의 죄수복은 세상과 단절된 암울함과 어두운 그늘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죄수복 안에 입은 흰색 면티는 감옥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렉터의 심리를 간접적으
로 나타내며,좀 더 나은 장소로 이송 중에 호텔에서의 교도관을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질 때의 흰 의상은 렉터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음을 나타낸
다.마지막 장면에서 탈출 후에 길어지고 웨이브 진 머리와 함께 잘 차려입은 흰색
정장에서 또 다른 범죄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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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버팔로 빌(양들의 침묵)

가.캐릭터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혐오해 남자가 아닌 여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뜻이 좌절되자 여자들을 살해하며 그녀들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 뚱뚱한 여
자들만을 골라 연쇄살인을 저지르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이 피해자이며 고통 받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자신의 폭력성을 혐오해 여자가 되고 싶은 캐릭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피부
톤을 여자처럼 밝게 표현하고 눈썹,샤도우,립스틱 모두 일반 남자 메이크업보다
좀 더 진하게 하여 여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이미지를 살려서 표현했다.

다.헤어 이미지
황금빛 웨이브 머리로 중성의 이미지를 살려서 여자가 되고 싶은 캐릭터의 이미
지를 살려주었다.

라.의상 이미지
평소에는 정상적인 남성 의상을 입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성의 의상을 입고 피
어싱과 메탈 반지,목걸이 등으로 여성의 되고자 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살려주었
다.

⑶ 맥스 케이디 (케이프 피어)

가.캐릭터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지고 14년을
참고 견디어 내고 오직 하나의 목표인 샘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는 집요하고 치
밀한 성격을 보인다.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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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메이크업 이미지
온 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 문신을 통해서 억울한 14년의 감옥생활에 대한 강
렬한 복수심을 가진 캐릭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신의 폭력성과 잔혹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서 피부표현은 한 톤 밝게 하고 눈썹도
강하게 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감정이 없는 냉혹한 인물로 표현하였다.

다.헤어 이미지
진한 갈색 웨이브 머리로 14년 동안 오로지 샘에 대한 복수심 하나만을 위해 살
아온 맥스의 집요함과 고집스러운 면을 강조하고 있다.

라.의상 이미지
전체적인 의상은 격식을 차려입은 정장 스타일보다는 자유롭고 개성적인 캐주얼
느낌의 의상으로 티셔츠와 팬츠를 입는다.이는 변호사인 샘의 의상과 형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의상의 색상은 크게 붉은색과 흰색으로 표현되는데,붉은색의 의상
은 불타는 복수심과 자신의 강한 의지를 의미하며 흰색은 자신의 폭력적이며 잔혹
만 면을 감추고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맥스의 내면의 이중성을 나타내주
는 색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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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분석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의

공통적
특 징

양들의 침묵 (1991).DVD. 케이프 피어 (1991).DVD.
-구속당할 범죄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거짓말과 사기행동을 반복한다.
-빈번하게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인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참

고

이

미

지

<그림 20-1>한니발 렉터. <그림 22-1>맥스 케이디.

<그림 20-2>한니발 렉터. <그림 22-2>맥스 케이디.

<그림 21-1>버팔로 빌. <그림 22-3>맥스 케이디.

분
장
요
소
적
특
징

메
이
크
업

렉터 -감정의 변화가 없는 냉정하고 잔혹한 이미지
를 위해 창백한 피부 연출
빌 -여성이 되고 싶은 심리를 표현하기위해 중성적
인 이미지 강조

자신의 불타는 복수심을 위해서 온몸에 문신

헤
어

렉터 -교도소 수감자이며 잔혹하고 냉정한 이미지의
캐릭터로 짧은 머리로 표현
빌 -여성적인 이미지로 황금빛 웨이브 머리로 표현

갈색의 웨이브 머리로 복수에 대한 집요함과
고집스러움을 표현

의
상

렉터 -푸른빛의 죄수복은 세상과 단절된 암울함과
어두운 그늘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탈출시의 흰색의상
은 죄의식이 없는 렉터의 심리를 말하며 마지막 장면
의 흰색 정장으로 변장한 모습은 새로운 범죄를 암시
빌 -여성이 되고자 하는 과장된 액세서리와 피어싱
으로 나타냄

화려한 붉은색의 의상으로 복수에 대한 심리를 잘
나타내며,흰색의상은 폭력적이며 잔혹한 면을 감추며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맥스의 내면을

이중성을 나타내주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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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극극극성성성 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

1)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

연극성 성격장애(histrionicpersonalitydisorder)를 지닌 사람들은 마치 연극을
하듯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과장되고 극적인 형태로 표현한다.그러나 이들은 희
노애락의 감정기복이 심하며 표현된 감정이 깊이가 없고 피상적인 것이라고 느껴
진다.원색적인 화려한 외모로 치장하며 이성에게 유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
이 있다.예컨대,노출이 심한 옷차림새를 보이거나 이성의 요구에 순순히 잘 응하
거나 이성의 장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이러한 모든 행
동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연극성 성격장애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사랑
과 인정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다.다른 사람들이 각별한 관심을 주지 않으
면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경쟁심,강한 분노를 느낀
다.
연극성 성격장애자는 대인관계의 초기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관계가 지속되면 지나치게 요구적이고 끊임없는 인정을 바라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이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타인을 조정하는 기술이 뛰어나다.자신의 중요한 요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는 자
살하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무모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그 유병률이 일반 인구의 2∼3%이며 정신과 환자의 10∼15%
에 해당한다는 보고도 있다.개인적인 용모,감정 표현,대인관계 행동은 문화,성
별,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단되어야 한다.
임상장면에서 이 성격장애는 여성에게 더 흔하게 진단된다.그러나 정확한 평가도
구를 사용한 일부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유병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친 노력과 과도한 감정
표현이 주된 특징이다.이러한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대
인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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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격장애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with
theWind,1939)’,‘원초적 본능(BasicInstinct,1992)’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withtheWind,1939)

[표 5]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가.작품개요

마가렛 미첼 여사의 유일한 작품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다.집필에만 10
년(1926∼1936)이 걸렸고 1936년에 출판되어 1년 동안 150만부가 팔렸고 10여개 국
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1937년 퓰리처상(賞)을 받았다.
원작자 마가렛 미첼 여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1939년 빅터 프레
밍 감독이 비비안 리(스칼렛 역),클라크 게이블(레트 역)을 주연으로 하여 19세기
말 남북전쟁으로 짓밟힌 미국 남부 조지아주를 무대로 하여 격렬하게 살아간 여인
스칼렛 오하라를 그린 이야기로 런닝 타임 4시간의 불후의 명작이다.
당시 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해 아카데미 작품,여우 주연·조연,감
독,각색,촬영,실내장치,편집,특별상 등 11개 부문을 휩쓸었다.
한편 1991년 미국 소설가 A.리플리가 속편격인 ‘스칼렛’을 써서 40여개 나라에

서 번역되었으며 TV 미니시리즈 형식으로 속편 ‘스칼렛’이 제작되기도 했다.

<그림 23>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 포스터

http://image.search.naver.com

제 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withtheWind,1939)

감 독 빅터 플레밍

주 연 비비안 리,클라크 케이블,레슬리
하워드,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제 작 년 도 1939년
분 장 라일 휠러
장 르 드라마 /서사

국 가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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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놉시스

남북전쟁이 벌어지기 전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던 조지아주 타라의 농장주의
장녀 스칼렛 오하라(비비안 리 분)는 당차고 자기주장이 강한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녀는 애슐리(레슬리 하워드 분)를 사랑하고 있으며 애슐리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애슐리는 그의 착하고 숙녀다운 사촌 멜라니(올리비아 드 하
빌랜드 분)와 결혼을 하고 만다.화가 난 스칼렛은 그녀의 여동생과 결혼하기로 되
어있던 멜라니의 남동생 찰스와 결혼해 버리고 만다.
하지만,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찰스는 입대하자마자 전사하고 만다.아직 애슐리

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스칼렛은 애슐리의 부인인 멜라니의 출산이
가까워지자 북부군이 애틀랜타까지 들어왔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멜라니와 함께 남
아있게 된다.마침내 멜라니가 아이를 낳자 스칼렛은 결혼 전 우연히 만났던 거만
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레트 버틀러(클라크 케이블 분)라는 남자의 도움으로
북부군을 피해 멜라니와 함께 고향 타라로 돌아온다.하지만 고향에서 그녀를 맞은
것은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실성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었다.
이 때 전쟁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레트의 소식을 듣게 된 스칼렛은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로 인해 처음 만났던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레트를 만나러
간다.변변한 외출복이 없이 커튼으로 직접 만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레트 앞
에 서지만,레트는 스칼렛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스칼렛은 더욱 레트를 증오하게 된
다.또 다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생의 약혼자와 결혼한 스칼렛은 남편의
자금으로 억척스럽게 제제소를 운영한다.사소한 다툼으로 남편 프랭크마저 총에
맞게 되고,스칼렛은 평소의 미움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레트의 구혼을 받
아들여 레트와 결혼하게 된다.
멜라니의 죽음과 애슐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멜라니였다

는 사실을 알게 된 스칼렛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레트라는 사실을 깨닫
게 된다.하지만,이미 애슐리에 대한 스칼렛의 집착에 마음이 멀어져간 레트는 스
칼렛을 떠나고 만다.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레트였다는 사실을 안 스칼
렛은 뒤 늦게 레트를 되찾아야겠다는 다짐으로 고향 타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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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등장인물의 캐릭터

가)스칼렛 오하라(비비안 리)
스칼렛은 많은 남자에게 둘러 싸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한다.주인공 스칼
렛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대화가 아니면 금방 흥미를 잃고 지루해하며 오래 대화
를 이끌지 못한다.영화에서 그려지는 그녀의 외모는 숙녀 같고 얌전하지만 항상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꾸미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
고 있다.게다가 스칼렛은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흥분하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남자든지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체질적으로 참지 못한다.

나)멜라닌(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멜라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신뢰성 있는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전통
적이며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이
다.

⑵ 원초적 본능(BasicInstinct,1992)

[표 6]원초적 본능

<그림 24>원초적 본능(1992)포스터
http://www.movist.com

제 목 원초적 본능
(BasicInstinct,1992)

감 독 폴 베호벤
주 연 샤론 스톤,마이클 더글라스
제 작 년 도 1992년

분 장 데이비드 크레이그 포레스트

장 르 미스테리

국 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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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품개요

거친 영화에는 일가견이 있는 폴 베호벤 감독의 문제작으로 동성애와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미국서도 논란이 될 정도의 격렬한
섹스씬 들로 인해 1992년 영화계를 후끈 달군 화제작이다.
제작비 4300만 달러가 투입되고 엽기적인 살인과 변태에 가까운 성행위가 화면

을 가득 채우는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되면서 영화 평론가들의 악평과 동성연애
자들의 비난을 받는가 하면 긴박하고 치밀한 구성과 두 주연 스타로 인해 주목받
아 칸느 영화제에 오프닝 작품으로 초청되는 등 외설 시비와 영화등급에 파란을
일으켰다.
샤론 스톤이 연기한 섹스를 즐기는 여류 추리소설 작가가 자신의 작품대로 살인
을 저지르는 내용으로 미국 동성연애자로부터 동성연애를 살인광으로 그리고 있을
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그러나 온갖 악평과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크
게 성공하였다.

나.시놉시스

록큰롤 스타가 정사 도중 얼음송곳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용의자 물
망에 오른 캐서린(샤론 스톤 분)을 찾아 형사 닉크(마이클 더글라스)와 거스는 그
녀의 별장으로 간다.뇌쇄적인 관능미가 넘치는 묘한 매력의 캐서린에게 끌리게 된
닉크는 캐서린이 자신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지만,점
점 더 캐서린을 사랑하게 된다.그러던 중 대학시절 캐서린과 동성애 관계를 맺었
던 리자 호버만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하던 닉크는 그녀가 옛 애인 베스라는 사
실을 알게 된다.캐서린에게 빠져들수록 판단력을 상실해가는 닉크 대신 수사를 맞
겠다던 거스마저 살해되고 그때 현장에 나타난 베스를 살인범으로 확신한 닉크는
베스를 향해 총을 쏜다.결국 베스는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고 사건은 베스가
캐서린을 사랑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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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등장인물의 캐릭터

가)캐서린(샤론 스톤)
우수한 두뇌로 명문 버클리 대학에서 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주로 인간의 이
상심리를 파헤치는 소설들을 집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몇 년 전 의문의 요트사고
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며 1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뒤 샌
프란시스코의 해변가 별장에서 글을 쓰며 지내고 있다.소설 작업을 위해 엽기적인
살해행각을 벌인 범인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글의 영감을 얻고 있으며 프로 복싱선
수,록 스타 등의 유명 인사들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해오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해오고 있다.

나)닉크(마이클 더글라스)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 물망에 오른 캐서린을 수사하던 닉크는 뇌쇄적인
관능미가 넘치는 묘한 매력의 캐서린에게 끌리게 된다.자신의 모든 약점과 아픔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캐서린에게 깊이 빠진 그는 판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이성적인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점점 더 그녀에게 조종당하는 닉크는 자신의 옛 애인이자
범죄 심리학자 베스를 살인범으로 오해하고 그녀를 행해 총을 쏜다.사건은 죽은
베스가 케서린을 사랑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판명되며 종결된다.그리
고 닉크는 캐서린과 행복한 가정을 꾸밀 꿈을 꾼다.

2)표현,행동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의 특징

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가.스칼렛 오하라
a.연령 :10대 후반 ∼ 30대 후반
b.직업 :숙녀 ∼ 사업가
c.성격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언제나 자신이 화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스
칼렛은 많은 남자에게 둘러 싸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한다.스칼렛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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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대화가 아니면 금방 흥미를 잃고 지루해하며 오래 대화를 이끌지 못
한다.스칼렛은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으로 흥분하면 함부로 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으로 연극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남북전쟁 전의 상류층 백인 여성 ‘숙녀(lady)’라는 이름으로 경건,정
숙,순진,수동성,의타심 등의 미덕이 요구 되어지는 태도로 예쁜 척,우아한 척,
정숙한척 하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로 인해서 스칼렛은 그러한 것을 보고
자라나 그러한 행동을 요구받고 강화되었을 것이다.
e.외모 :빼어난 미모로 주위의 모든 남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⑵ 원초적 본능

가.캐서린
a.연령 :30세
b.직업 :작가
c.성격 :우수한 두뇌로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도발적이고 섹시한 자신의 성
적 매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한다.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진실된 모습보다는
과장된 감정표현을 주로 보이는 성격으로 연극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영화의 흐름을 통해서 그녀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성장해왔
고 그러한 적대감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생각되어진다.
e.외모 :섹시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강한 매력이
있다.

3)성격장애 주요증상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⑴ 성격장애의 주요증상

연극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지나친 감정표현과 관심 끌기의 행
동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데,이러한 특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다음의 특성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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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느낀다.
②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③ 감정의 빠른 변화와 피상적 감정 표현을 보인다.
④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육체적 외모를 활용한다,
⑤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는 대화 양식을 가지고 있다.
⑥ 자기 연극화,연극조,과장된 감정표현을 나타낸다.
⑦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피암시성이 높다.
⑧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한다.

⑵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가.스칼렛 오하라(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① 첫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
신이 화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는 대화는 금방 흥미를
잃고 지루해한다

➁ 자신이 사랑하는 애쉴리의 결혼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쉽게 흥분하고 함부로 말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멜라니의 동생
찰스와 결혼해버린다.

➂ 애쉴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육체적 외모를 사용한다.
➃ 감정의 변화가 빠르며 피상적인 감정표현을 보인다.

나.캐서린(원초적 본능)
① 캐서린은 매우 도발적이고 섹시한 여성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자신
의 성적매력을 이용하여 경찰서에서 심문관들의 성적욕구를 자극하여 관심의 초점
을 흐트림으로써 심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조종한다.

➁ 닉크가 캐서린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자 여유 있는 웃음을 짓
던 캐서린이 갑자기 순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화를 내며 차를 타고 떠나는 것처
럼 캐서린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쉽게 변하는 특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➂ 캐서린의 성적 파트너였던 게이가 닉크를 살해하려다 자동차사고로 죽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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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갑자기 닉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게이에 대해 과장된 애도반응을 보이
고,과도하게 자신을 애처롭게 표현하는 등 과장된 자기표현(연극조)을 한다.

➃ 캐서린은 닉크를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람인
양 말을 걸고 친밀하게 대하는 것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 실제보다 더 친밀한 관
계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4)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

⑴ 스칼렛 오하라(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가.캐릭터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언제나 자신이 화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스칼렛은
많은 남자에게 둘러 싸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한다.스칼렛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대화가 아니면 금방 흥미를 잃고 지루해하며 오래 대화를 이끌지 못한다.스
칼렛은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흥분하면 함부로 말하며 깊이 생각하
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전쟁전의 스칼렛은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피부톤은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고 메
이크업 색상은 생기 있는 모습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살구
빛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다.전쟁 중에는 힘든 노동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피부표현과 색조 화장에 있어 거의 맨 얼굴과 같은 이미지 얼굴에 전쟁으로 인한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눈 밑 그늘 및 잡티 등을 커버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
한다.전쟁 후에는 세 번의 결혼으로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피부표
현은 조금 두꺼워지고 윤곽을 확실하게 살려주었고 메이크업 색상도 붉은색과 와
인색상을 사용하여 한층 더 화려해졌다.

다.헤어 이미지
전쟁과 결혼전에는 긴 웨이브 머리로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살렸으며 전쟁중
에는 노동에 편하게 목 뒤로 늘어뜨린 머리를 망으로 감싸 실용적인 스타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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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했고 전쟁 후에는 경제적인 안정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올림머리와 각종 모자,
꽃,깃털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나타냈다.

라.의상 이미지
전쟁 전에는 흰색과 녹색의 밝은 색상의 프릴과 레이스가 강조된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로맨틱 스타일 드레스를 입었으며,전쟁 중에는 페티코트도 입지 않고 노동
에 편한 면 소재의 의상을 주로 입고 전쟁 후에는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 드레스의 색상과 디자인이 화려해졌다.

⑵ 캐서린(원초적 본능)

가.캐릭터
우수한 두뇌로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도발적이고 섹시한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한다.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진실된 모습보다는 과장된 감
정표현을 주로 보인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지적이면서 화려한 외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상은 진하지
않고 그윽한 눈매를 강조해주었다.

다.헤어 이미지
금발의 긴 생머리로 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올림머리로 화려하고 도발적이며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해주었다.

라.의상 이미지
몸매를 드러내주는 몸에 딱 붙는 니트 소재의 의상 및 드레스 스타일의 의상으
로 섹시하고 화려함을 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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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연극성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분석
연극성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의

공통적
특 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DVD. 원초적 본능 (1992).DVD.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보인다.

-빠른 감정의 변화 및 감정 표현이 천박하며 과장된 표현을 보인다.
-관심을 끌기위해 항상 육체적 외모를 사용한다.

참

고

이

미

지

<그림 25-1>스칼렛 오하라. <그림 26-1>캐서린.

<그림 25-2>스칼렛 오하라. <그림 26-2>캐서린.

<그림 25-3>스칼렛 오하라. <그림 26-3>캐서린.

분
장
요
소
적
특
징

메
이
크
업

타인의 관심이 중요한 인물로 화려하고
세련된 메이크업

지적이며 화려한 이미지를 위해 색상은
진하지 않고 그윽한 눈매 강조

헤
어

긴 웨이브 머리와 올림머리로 귀엽고
여성스러움 강조

올림머리와 생머리로 섹시한 이미지와
지적이면서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

의
상
다양한 소재의 드레스로 귀엽고 섹시하며

여성스러움 강조
주로 니트 소재의 의상으로 몸매를

드러나게 하여 섹시함과 세련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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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기기기애애애성성성 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

1)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

자기애(narcissism)라는 용어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너무 사랑
하여 연못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속의 인물 Narcissus에서 연유한
다.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personalitydisorder)는 과한 자기사랑과 자기도
취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장애이다.자기애성 성격장애자는 자신을 남
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과대평가하여 웅대한 자기상에 집착하며 대단한
탁월함과 성공을 꿈꾼다.따라서 자신은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특
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지니게 되어 매우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을
나타낸다.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찬양해 주기를 바라며,그렇지 않을 때
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분노를 느낀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끼는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이다.따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을 당하거나 잦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아울러 과장되어 있는 웅대한 자기상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자주 상처를 입게 되므로 우울해지거나 분노를 느끼게 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에서 1% 미만이며 임상 환자집단에서는
2∼17%였다는 보고가 있다.이 성격장애로 진단되는 사람의 50∼75%가 남자이다.
자기애적 성향은 사춘기에 흔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나중에 반드시 성격장애로 발
전 하는 것은 아니다.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육체적,직
업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때 어려움을 겪는다.우리 사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왕자
병'또는 '공주병'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자기애성 성격과 가장 관련성이 깊을 것이
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한 특권의식을 지니고 타인
에게 착취적이거나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어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성격을
말한다.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다.그러나 자기사랑이
지나쳐서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기중심적인 행동



- 85 -

을 나타내게 되면 대안관계의 갈등과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성격장애 특
성이 잘 드러나 있는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AmericanPsycho,2000)’,‘악마는 프
라다를 입는다(TheDevilWearsPrada,2006)’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아메리칸 사이코(AmericanPsycho,2000)

[표 8]아메리칸 사이코

가.작품개요

1991년에 나온 브렛 이스턴 엘리스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월스트리트
의 한 여피족이 싸이코 살인자로 돌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대 미국 문명의 병폐
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2000년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 보였고,선 댄스 영화제에 소개되었는데,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이
많다.여성감독인 메리 해론이 제작했고 <태양의 제국>의 아역배우 출신 크리스찬
베일이 주인공을 맡았다.
이 영화는 영화화 발표 때부터 영화 개봉 후 평론가들의 논쟁이 격렬했다.뉴욕
타임즈의 스티븐 홀든은 “엘리스의 원작을 이렇게 뛰어난 호러 코메디 고전으로
스크린에 옮긴 매리 해론의 연출력에 놀랄 뿐”이라고 칭찬했고,토론토 스타의 피
터 하웰은 “영화에서 대부분의 폭력적인 장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긴장감 있고 때때로 오싹하다.또한 현대사회의 얄팍함에 대한 날카

<그림 27>아메리칸사이코(2000)
포스터

http://www.movist.com

제 목 아메리칸 사이코
(AmericanPsycho,2000)

감 독 메리 해론
주 연 크리스찬 베일,리즈 위더스푼

제 작 년 도 2000년

분 장 사만다 웨들
장 르 미스테리 /스릴러

국 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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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대사를 통하여 지적인 풍자를 펼치고 있다.”고 호평을 보냈다.
반면,뉴욕 포스트의 조나산 포어맨은 이 영화를 “블랙코메디로서 불발탄이다.”고
칭하면서 “가식자들에 대한 케케묵고 서투른 풍자극”이라고 혹평했고,LA 타임즈
의 케네스 튜란은 “처음부터 실패할 것이 뻔했던 요점 없는 영화”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주인공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에 대해서만은 모든 평론가들이 이
구동성으로 높이 평가하였는데 영화 속에서 그는 광기 어린 정신이상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시놉시스

패트릭 베이트만(크리스찬 베일)은 뉴욕 월스트리트 중심가의 금융사 P&P의
CEO이다.상류계급인 약혼녀 에블린(리즈 위더스 분)이 있으며,자신의 친구 약혼
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그가 근무하는 곳은 아버지의 회사인 탓에 단지 자리만
채우면 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소일한다.하루 일과는 헬스로 몸매를
만들고 미용실에서 몇 단계에 걸친 꼼꼼한 스킨케어와 머리를 다듬으며 값비싼 브
랜드의 의상과 향수 그리고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일 등이다.또한 아무나 예약할
수 없는 최고급 레스트랑에서의 저녁식사를 하며 발렌티노 정장과 아르마니 넥타
이,올리버 피플스 안경테와 같은 브랜드 네임으로 상대의 가치를 매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약에 실패한 최상류층 레스토랑의 단골 고객인 친구 폴에
게 적대감을 느낀다.더군다나 자기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명함을 가진
폴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인다.그리고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팝송을 들
으며 그를 도끼로 난자한다.시체는 패트릭이 수집한 아르마니 셔츠들과 함께 패트
릭의 옷장에 걸어진다.사라진 폴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형사가 찾아온다.
 그러나 패트릭은 형사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난다.
거리에서 만난 매춘부,콜 걸,파티 장에서 만난 모델,심지어 옛 애인까지.그는
격렬한 정사 후 전기톱으로 난자를 하거나 갖가지 도구를 이용해 살인을 한다.물
론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그의 심리는 점점
더 분열되고,그의 살인은 점점 더 무차별적이며 비현실적으로 잔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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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등장인물의 캐릭터

가)패트릭 베이트만 (크리스찬 베일)
명문 하버드 출신의 패트릭은 온갖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는 대표적인 80년대 여
피족이다.‘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는 하루 일과를 헬스로 몸
매를 만들거나 스킨케어와 머리다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최고급 브
랜드의 의상,향수,액세서리로 외모를 치장하고 예약하기 어려운 최고급 식당에서
만 식사를 한다.자기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림을 보면 심한 질투심,증오심,
분노심,살인충동을 느끼기도 한다.타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거만하며 무례하
게 행동한다.자기애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최고’,‘완벽’이라는 강박관념으로 인
해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환상,환각,환청에 사로잡히게 된다.

나)에블린 윌리엄스 (리즈 위더스푼)
패트릭의 약혼녀인 그녀는 상류층 삶을 누리고 있으며,패트릭과의 호화로운 결
혼식을 꿈꾼다.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고 호화스럽고 사
치스런 일상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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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DevilWearsPrada,2006)

[표 9]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가.작품개요

달콤한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회초년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로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원작자인 로렌 와
이즈버거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미국 ‘보그’지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바탕으로
쓰여 졌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TV 시리즈 ‘섹스 앤 더 시티(SexAndTheCity,2008)’와 ‘밴드 오브 브라더스
(BandOfBrothers,2001)’로 에미상 최우수 감독상 수상 및 후보에 올랐던 데이비
드 프랭클 감독과 역시 TV 시리즈 ‘섹스 앤 더 시티’의 앞서가는 패션을 만들어낸
의상감독 패트리샤 필드 등 최고의 제작진이 일궈낸 이 영화는 소설에서 상상했던
것들을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재기발랄한 대사와 온갖 화려한 패션이 스크린에 펼
쳐지고 소설 속의 캐릭터들은 최고의 열연을 펼친 배우들로 인해 개성만점의 캐릭
터로 재창조되어 최고의 코미디로 탄생되었다.

나.시놉시스

명문대학을 졸업한 소도시 출신의 앤드리아 삭스(앤 해서웨이 분)는 저널리스트

<그림 28>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006)포스터

http://image.search.naver.com

제 목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TheDevilWearsPrada,2006)

감 독 데이비드 프랭클

주 연 메릴 스트립,앤 해서웨이,
아드리안 그레니어,에밀리 블런트

제 작 년 도 2006년

분 장 닉키 레더먼
장 르 코미디
국 가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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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안고 뉴욕에 상경한다.나름 대학에서 편집장도 하고 상도 받았던 그녀는 자
신감에 차 뉴욕의 여러 언론사에 이력서를 넣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결국 그의 이력서에 답한 곳은 오직 한 곳 런웨이 뿐이다.런웨이는 세계 최고의
패션지로 누구나 입사하기를 열망하는 곳이지만 앤드리아에게는 탐탁치 않는 자리
로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그녀가 면접을 볼 자리는 편집장의 비서직이었던 것이다.
앤드리아는 패션에 대해 전혀 모르고 런웨이가 어떤 잡지인지,그곳의 편집장이 얼
마나 패션계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뉴욕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당당하게 면접을 보러 간다.
하지만,면접 날부터 앤드리아는 온갖 무시를 당한다.그녀의 옷차림새는 런웨이
의 패셔너블한 패셔니스타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눈에 띌 만큼 촌스러웠다.그리
고 그녀가 모셔야할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메릴 스트립 분)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악마 같은 상사로 자신과 너무나 틀린 이곳에 입사하는 것을 포기한다.그런데
그때 그녀는 합격했다는 말을 듣는다.앤드리아는 온통 첫 직장생활의 꿈에 부풀어
남자친구 네이트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다.하지만 지옥 같은 현실이 곧 그
녀 앞에 놓여있었다.
출근 첫날부터 긴급비상사태로 새벽부터 불려가더니 매일이 새벽을 넘기는 야근
이 계속되고 여기에 24시간 울려대는 핸드폰과 매일 강도가 더해져가는 미란다의
불가능한 지시는 앤드리아를 조여오기 시작한다.다른 런웨이 직원들처럼 패션업계
사람답게 패션과 다이어트에도 온통 신경을 써야 한다.하지만 앤드리아는 본래의
꿈인 뉴요커지의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런웨이에서 1년을 버티기로 결심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상사의 요구와 여자들의 끊임없는 암투에도 불구하고 패션계
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앤드리아는 점차 미란다의 마음을 사는데 성
공하고 촌스럽고 뚱뚱한 모습에서 세련된 패션스타일로 무장한 매력적인 커리어우
먼으로 변신한다.하지만 워커홀릭과 화려한 패션계에 빠져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앤드리아에게 남자친구 네이트는 급기야 이별을 통고하고 그녀가 평소 존경
해오던 작가인 크리스찬은 은근슬쩍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패션의 중심 파리에 미란다 프리슬리와 함께 가게 된 앤드리아는 크리스찬의 유
혹에 넘어가 하룻밤을 보낸다.그러나 뜻밖에도 미란다가 편집장에서 물러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미란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간다.그런데 결과적으로
미란다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고 이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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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상태였다.뒤늦게 미란다 프리슬리의 음모를 깨달은 앤드리아는 캐리어우
먼으로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란다의 곁을 떠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떠나는 앤드리아는 미란다 프리슬리에게 자신의 비서 중
에서 앤드리아가 최고였음을 진심으로 인정받는다.

다.등장인물의 캐릭터

가)미란다 프리슬리(메릴 스트립)
완벽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녀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가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
을 좌지우지 하고 런던,밀라노,파리,뉴욕에서 열리는 컬렉션의 순서와 기간을 뜻
대로 조정하기도 하는 패션계에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패
션지 편집장이다.미란다는 머리 끝 부터 발 끝 까지 항상 빈틈없는 완벽한 모습으
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완벽성을 요구하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상황과
사람들을 조종하려 한다.

나)앤드리아 삭스(앤 헤서웨이)
저널리스트 꿈을 안고 뉴욕에 상경한 앤드리아는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자신의 업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2)표현,행동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의 특징

⑴ 아메리칸 사이코

가.패트릭 베이트만
a.연령 :27세
b.직업 :P&P의 CEO
c.성격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아
끼지 않고 투자한다.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남들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한다.자신보다 나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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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오심,분노를 느끼는 성격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항상 최고만을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질투
하며 증오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e.외모 :언제나 완벽과 최고만을 추구하는 그는 군살이 전혀 없는 조각 같은
몸매와 최고의 스킨케어를 통해서 완벽하고 깔끔한 외모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완벽하다.항상 명품 브랜드 의상만을 고집한다.

⑵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가.미란다
a.연령 :40대
b.직업 :패션지 편집장
c.성격 :신중하며 조용한 성격으로 사생활을 중시한다.원리원칙과 능력을 중시
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고 자기관리에 있어 매우 철저하고 자신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성격
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지금의 위치가 되기까지 철저한 자기관리와 완벽한 일처리를 하는 그
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보수적이며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
라 짐작된다.
e.외모 :그녀의 완벽한 성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깔끔하고 단정한 단발머리
와 고급스런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 등으로 패션리더로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다.

3)성격장애 주요증상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⑴ 성격장애의 주요증상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공상이나 행동에서의 웅대성,칭
찬에 대한 욕구,공감의 결여가 생활전반에 나타나며 다음의 특성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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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다(예: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
장함,뒷받침할 만한 성취가 없으면서도 우월한 존재로 인정되기를 기대함).
② 무한한 성공,권력,탁월함,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집착
한다.
③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혹은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
다.
④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⑤ 특권의식을 가진다.예컨대,특별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대우
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진다.
⑥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예컨대,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을
이용한다.
⑦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타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
하려 하지 않는다.
⑧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⑨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⑵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가.패트릭(아메리칸 사이코)
① 자신보다 나은 명함을 새긴 동료들을 보고 분노심을 느끼며 자신이 당연히
제일 훌륭한 명함을 소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끊임없이 자신의 피부와 몸매를 가꾸는데 시간과 돈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성공에도 집착한다.
③ 패트릭은 타인들의 개성은 무시하며 하찮게 평가한다.언제나 자신들의 동료
들과만 특별한 장소에서 어울릴 뿐이다.
④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찬가를 요구한다.
⑤ 몸을 파는 여성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이름대신 잇속을 챙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혼용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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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신이 약혼녀의 기분 따위는 배려하지 않으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타인들의 감정은 모두 그가 알바 아니다.
⑦ 자신보다 나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질투심,증오심,분노를 느낀다.
⑧ 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며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그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모른다.

나.미란다(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➀ 미란다는 자신이 아주 특별하며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➁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➂ 미란다는 위압적인 자세와 자신의 위치 유지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

인 태도를 보인다.
➃ 자신의 재능,성취도,중요성 또는 특출성에 대해 타인에게 인식시키려 한다.

4)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

⑴ 패트릭(아메리칸 사이코)

가.캐릭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남들보다 항상 우월하
다고 생각한다.자신보다 나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질투심,증오심,
분노를 느낀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여피족으로 꾸준한 스킨케어를 받
아 왔기 때문에 피부표현은 잡티,주름살 없는 맑고 깨끗한 피부표현을 해준다.

다.헤어 이미지
진한 갈색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겨 언제나 최고만을 추구하고 자신이 특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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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각하는 이미지를 표현했다.

라.의상 이미지
80년대 여피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최고의 브랜드 명품의 슈트,명품 액세서리 등
으로 최고만을 고집하며 언제나 격식을 갖추어 항상 정장을 입는다.

⑵ 미란다(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가.캐릭터
신중하며 조용한 성격으로 사생활을 중시한다.원리원칙과 능력을 중시하고 계

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고
자기관리에 있어 매우 철저하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완벽하고 철저한 성격의 표현을 위해 피부표현은 잡티커버와 윤곽수정을 완벽하
게 해주고 눈썹은 일에 있어서의 완벽함과 철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썹 끝을
올려서 날카롭고 예리한 인상을 나타내준다.그리고 색조 메이크업은 주로 의상색
상에 맞추어 표현해주지만 주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로 그녀의 깐깐한 성격을 대변
해준다.

다.헤어 이미지
흰색의 짧은 커트머리로 빈틈없고 완벽하고 당당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보여준
다.

라.의상 이미지
블랙과 화이트위주의 의상을 주 색상으로 입으며 시간과 장소,상황에 따라서 의
상에 변화를 주어 입는다.사무실에서는 패션의 리더답게 화려한 액세서리와 의상
을 선보인다.반면 집에서는 가볍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파티에서도 패션 리더답게 과감한 드레스를 입음으로서 명품 패션쇼라 해
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녀의 화려한 의상변화에 절정을 보여준다.그러나 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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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서는 의외라 할 만큼 꾸미지 않은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혼이라는 스
토리의 변화에 따라 그녀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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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분석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의

공통적
특 징

아메리칸 사이코 (2000).DVD.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6).DVD.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 한다.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자신이 항상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나은 능력을 보인 사람들에게 강한 질투심과 증오,분노를 느낀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 완벽하고 철저하다.

참

고

이

미

지

<그림 29-1>패트릭. <그림 30-1>미란다.

<그림 29-2>패트릭. <그림 30-2>미란다.

<그림 29-3>패트릭. <그림 30-3>미란다.

분
장
요
소
적
특
징

메
이
크
업

주름살,잡티커버,완벽한 윤곽수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

메이크업 주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로
그녀의 완벽하고 철저한 성격을 표현

헤
어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는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

흰색의 짧은 머리는 세련됨과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

의
상

명품 브랜드 의상과 소품으로 캐릭터의
특별함을 표현

명품 브랜드 의상과 패션 소품으로 때와
장소에 따른 패션 연출



- 97 -

444...경경경계계계선선선 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

1)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징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personalitydisorder)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인 심
리적 불안정성이다.사고,감정,행동,대인관계,자아상을 비롯한 성격 전반에서 현
저한 불안정성을 나타낸다.이러한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며,이러한 상황이 예상되면 사고,감정,행동에 심한
동요가 일어난다.
흔히 이성을 이상화하여 강렬한 애정을 느끼고 급속하게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늘 함께 함께 있어주거
나 강렬한 애정의 표현을 요구한다.이러한 요구가 좌절되면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렬한 증오나 경멸을 나타내거나 자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
동을 하게 된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대인관계의 양상을 나
타내게 된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안정된 자아상이 확립되지 않아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돌출 행동을 나타내며 본인도 자신에 대한 혼란감을 경험한다.혼자 있을
때에는 심한 공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 반면,때로는 매우 충동적인 행동
을 나타내어 지나친 낭비,문란한 성생활,과음이나 약물복용,자해행위 등을 나타
내기도 한다.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정신증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한 증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계선(borderline)이란 용어의 기원은 원래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즉 정신증과 신경증에 속하는 증상을 일부 나타내면서 그 어느 쪽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중간집단을 지칭하기 위해서 경계선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증적 증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으나
일시적으로 현실 검증력의 저하를 보이고 충동 및 감정 조절에 심각한 곤란을 나
타내는 경우를 경계선장애라고 지칭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성격구조의 독특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계선 성격구조
(borderlinepersonalityorganiz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DSM-Ⅲ-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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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2%,정신과 외래환자의 10%,정신과 입
원환자의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사춘기나 청년기에 자아정체감의 문제를 지
닌 사람들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유사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이 성
격장애를 나타내는 사람의 75% 정도가 여자로 알려져 있다.경과는 상당히 다양하
며,흔히 성인기 초기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심한 정서적 혼
란이나 자해행위로 인해 간헐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경계선 성격장애로 인한 자해나 자살의
위험은 초기 성인기에 가장 높으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저하되고 30∼40대에 이르
면 대인관계나 직업 기능이 현저하게 안정된다.그러나 반사회성 행동,공격성,약
물남용,여러 번의 자살기도와 입원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이
들은 흔히 기분장애,공황장애,물질남용,충동통제장애,섭식장애 등을 함께 나타
내며 장애가 나타날 때 자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강렬한 애정과 분노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특징적
으로 나타내는 성격장애를 말한다.이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심한 충동성을 보이
며 자살과 같은 자해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이러한 성격장애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영화 ‘베티 블루
37̊2(BettyBlue/37̊2LeMatin,1986)’,‘얼굴 없는 미녀(2004)’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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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베티 블루 37̊2(BettyBlue/37̊2LeMatin,1986)

[표 11]베티블루 37˚2

가.작품개요

필립 디장의 원작을 영화로 한 작품으로 우울한 블루의 느낌이 지배적이고 단조
의 피아노 음이 파격적인 사랑과 맞물려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아 1986년 세자르상
8개 부문,몬트리올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하였다.
원래 3시간 5분짜리였지만,1986년 프랑스 개봉 당시 상업주의와 검열 때문에 삭
제되어 2시간 버전으로 공개되었다.국내 개봉 시 파격적인 장면과 지나친 노출 장
면으로 인해 1시간 40분으로 상영되었으며,이 때문에 2000년에 무삭제판(178/185
분)으로 재개봉되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베티의 열정과 에너지의 분출,파괴본능은 한 여배우의 캐릭
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르그 속에 내재하던 무의식의 돌출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억눌린 자아'를 대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하게 비현실적인 여자 베티라는 존재는 작가에게서 결여되고 고갈되
어가는 창작 욕구를 상징하며 생각 없고 천박해 보이는 그녀의 노출 역시 위선과
타협에 대한 일종의 과감한 야유이며 그녀를 통해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울
분을 표현한 것이다.잠자는 심연의 창작혼을 끌어올리기 위해 작가는 결국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베티를 죽일 수밖에 없으며 ‘베티블루 37̊2’는 작가의 창작과 현실

<그림 31>베티블루 37̊2(1986)포스터
http://www.movist.com

제 목 베티블루 37̊2
(BettyBlue/37̊2LeMatin,1986)

감 독 장 자크 베넥스

주 연 베아트리체 달,장 위그 앙글라드

제 작 년 도 1986년
분 장 쥬디스 가요
장 르 드라마
국 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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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불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나.시놉시스

해변의 방갈로에서 페인트공을 하면서 살아가던 서른살의 작가 지망생인 조르그
(장 위그 앙글라드 분)는 우연히 섹시하고 야성적인 베티(베아트리체 달 분)를 알게
된다.그녀는 강렬하고 육감적인 외모만큼이나 예측 불허의 성격이다.특히 연인
조르그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라 숨이 막힌다.어느 날 베티는 조르그가 쓴 글을
읽게 되고 그의 작가적 재능이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그를 작가로 성공시키
는데 전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한다.하지만 수차례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조
르그는 인생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그래서 그의 글쓰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그러나 통제 불능인 아이 같은 베티에게 그런 현실이 납득될 리가 없
다.베티는 그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어하며 날이 갈수록 히스테릭해
지고 점점 심각해져 현실적응이 불가능해진다.자해까지 하며 스스로 파멸에 이르
는 베티,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조르그의 모습도 눈물겹다.조르그는 베티의 고뇌
하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베게로 그녀를 질식사 시킨다.우울한 블루와 세피아
톤의 화면 그리고 단조의 경쾌한 피아노 음은 격정적인 그들 사랑과 대조되어 오
히려 더욱 인상적이다.

다.등장인물의 캐릭터

가)베티(베아트리체 달)
베티는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직장을 전전하는 일
을 되풀이한다.또한 베티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준 남자친구를 제외
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그녀의 눈에 남자들이란 육체적
인 사랑만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다.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남자들
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다.
어떤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고 생기발랄하지만,어떤 때는
우울과 공허감에 빠져 마치 얼이 빠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베티는 상황 판단
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듯 한 행동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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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상 밖의 섬뜩한 행동들을
반복한다.화가 날 때면 베티는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부숴버린다.고용주에게 폭언
을 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까다로운 손님에게는 포크로 팔을 찔러버린다.
소설 출판을 거부한 편집장에게는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남자친구에 대한 불만
을 손으로 유리창을 깨버리는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베티는 분노를 표출할 대
상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자신에게 그 분노를 표출한다.

나)조르그(장 위그 앙글라드)
수차례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조르그는 인생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알
고 현실에 타협하고 굴욕적이 되어가고 그의 글쓰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하
지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히스테릭해지고 점점 심각해
져 현실적응이 불가능해진다.자해까지 하며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베티를 끝까지
사랑한다.

⑵ 얼굴 없는 미녀(2004)

[표 12]얼굴 없는 미녀

<그림 32>얼굴 없는 미녀(2004)
포스터

http://www.movist.com

제 목 얼굴 없는 미녀(2004)

감 독 김인식

주 연 김혜수,김태우

제 작 년 도 2004년

장 르 스릴러,멜로

분 장 송종희,윤예령

국 가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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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품개요

1980년 화제의 드라마 '얼굴 없는 미녀'에서 모티브를 발췌하여 4년의 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과정을 거쳐 정교한 이야기와 감각적 비주얼의 ‘미스터리 멜로’로 색
다르게 조명되었다.
‘로드무비’에서 조명장치 하나 없이,원래 있던 장소에서 '날 것 그대로'를 담아
냈던 김인식 감독이 ‘얼굴 없는 미녀’에서는 완벽한 가공의 공간을 창조해낸다.영
화에서의 각종 소품들은 김인식 감독이 직접 엄선,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에서 국제
전 입상작 판화,고가 가구들 등 곳곳에 배치,영화의 고품격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매우 신경질적이면서도 예민한 성격의 지수는 일
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소화할 수 없는 과감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복잡한
내면의 심리를 반영 한다.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 지수(김혜수 분)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과 전문의 석원(김태우 분)간에 발생하는 위험한 사랑을 그린
에로틱 심리 드라마로 김인식 감독에 따르면 제목은 ‘자아를 상실한,자기 정체성
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여자를 직설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나.시놉시스

아무도 오지 않는 파티에 지수는 붉은 핏물의 욕조 속에서 발견된다.그녀는 지
적이고 매혹적이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계선장애로 정신과 전문의 석원의
상담을 받게 된다.석원은 지수의 병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에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지만 병원을 떠나게 된다.
그로부터 1년 뒤,더욱 불안하고 위태로워진 지수와 안정되어 보이지만 더욱 차
가워진 석원은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된다.석원과 지수는 환자와 의사가 아닌 친구
사이로 서로의 속내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석원에게 마음을 열기 시
작한 지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속 사랑의 상처를 고백한다.그녀를 도
와주던 석원은 최면상태에서 지나간 사랑을 회상하는 지수의 아름다운 모습과 누
군가를 갈망하는 그녀의 몸짓에 흔들린다.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최면
속의 지수와 관계를 갖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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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은 지수를 사랑하게 되고 최면으로 사랑을 가지려는 금지된,그러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
지수는 남편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석원에게 작별인사를 한다.하지만 최면을
통해 그녀의 몸은 가질 수 있었지만 마음은 가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석원은 마지막 만남에서 다시는 지수를 볼 수 없다는 불안감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게 된다.
지수는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석원이 전화로 최면을 걸어 다시
지수를 불러 지수가 다시 석원에게 가는 사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수는 죽게 된다.
죄책감에 빠진 석원은 자괴감에 빠져 지수와 같은 정신병을 앓게 되고 지수가
얼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자 석원은 두려움에 떨며 자살하게 된다.

다.등장인물의 캐릭터

가)지수
30대 초반 주부 소설가로 첫사랑에 버림받은 기억으로 인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남편의 외도와 계속적인 출판사의 거절과 자신의 초
대에 아무도 응하지 않자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지닌 캐릭
터이다.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있어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
동한다.진한 화장과 한껏 부풀어진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의상은 타인에게 관심 받
고자 하는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한다.타인에게 버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낭비와 사치가 심하다.항상 환상과 몽상 속에서 살아간다.

나)석원(김태우)
석원은 지수의 정신과의사로 지수와 상담을 하며 의사와 환자가 아닌 친구 사이
로 지내게 되고 지수의 가슴속 상처를 알게 되고 최면을 통해서 왜 버림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석원은 죽은 부인이 외도 했다고 믿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지수와 관계에 점
점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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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현,행동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의 특징

⑴ 베티블루 37̊2

가.베티
a.연령 :20대 초반
b.직업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닌다.
c.성격 :자제력이 없고 매우 충동적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심한 정서적 불
안정과 만성적인 공허감을 보인다.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불안정해 친밀한 관
계를 갖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예상 밖의 섬뜩한 행동을 보이
는 성격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일관성 없는 행동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와 왜
곡된 인간관계를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e.외모 :강렬하고 육감적이며 섹시하고 야성적인 외모와 천박해 보일정도의 지
나친 노출이 그녀의 삶을 잘 표현한다.

⑵ 얼굴 없는 미녀

가.지수
a.연령 :30대 초반
b.직업 :주부 작가
c.성격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자신을 드려내고 있으며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자기과장이 심하다.대인
관계와 자기정체성에 대해 심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환상과 몽상 속에서 살아
간다.자해나 자살행동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주로 보이는 성
격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
d.환경 :어린 시절 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첫사랑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와 남편의 외도,계속된 출판의 거절,자신의 초대에 대한 거절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될 거라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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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외모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력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화려하고 눈에 튀는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하며 화려한 색상의 의상으로 자신을 연
출한다.

3)성격장애 주요증상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⑴ 성격장애 주요증상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대인관계,자아상 및 정서의 불안정
성과 더불어 심한 충동성이 생활전반에서 나타나야 한다.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성
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며 다음의 특성 중 5가지 이상의 항
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실제적인 또는 가상적인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②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
관계 양식을 가진다.
③ 정체감 혼란으로 자아상이나 자기지각의 불안정성이 심하고 지속적이다.
④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예:
낭비,성관계,물질남용,무모한 운전,폭식 등.)
⑤ 반복적인 자살행동,자살시늉,자살위협 또는 자해행동을 한다.
⑥ 현저한 기분변화에 따른 정서의 불안정성(예:간헐적인 심한 불쾌감,과민성,
불안 등이 흔히 몇 시간 지속되지만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⑦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낀다.
⑧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를 느끼거나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다.(예:자주 울화통을
터뜨림,지속적인 분노,잦은 육체적 싸움)
⑨ 스트레스의 관련된 망상적 사고나 심한 해리 증상을 일시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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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

가.베티(블루베티 37̊2)
①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직장을 전전하는 일을
되풀이 한다.
②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준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③ 어떤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고 생기발랄하지만,어떤 때
는 우울과 공허감에 빠져 마치 얼이 빠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④ 분노가 일어나면 이를 참지 못하고 바로 표출하게 되는데,화가 날 때면 베티
는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부숴버리거나,고용주에게 폭언을 하고,집에 불을 지르며,
까다로운 손님에게는 포크로 팔을 찔러버린다.소설 출판을 거부한 편집장에게는
얼굴에 상처를 입힌다.
⑤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버리는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베티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자신에게 그 분노를 표출
한다.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해 자신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거칠게 다루고,급기야
는 포크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만다.

나.지수(얼굴 없는 미녀)
① 외도한 남편에게 처음에는 ‘날 떠나겠지?나를 알게 되면 누구든 날 버려.그
리고 아무도 기억 해주지 않아.’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제안 한다.
② 의사의 진료실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의사에게 ‘외로우신가봐요’하며
의사의 심리를 읽는 척 한다.정말 다정한 척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돌변해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며 화를 낸다.
③ ‘날 떠나겠지?나를 알게 되면 누구든 날 버려.그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
아.’하며 불안해하며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찾지 못하는 등의 불안정한 모습 관
찰된다.
④ 마트에 과도한 쇼핑을 하고 그러한 과소비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카드를 정
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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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신의 초대에 아무도 응하지 않아 욕조 안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다.
⑥ 중간의 감정은 없는 것처럼 기분의 좋고 나쁨이 확실히 드러난다.
⑦ 자신의 카드가 정지되어 있고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쇼핑 카트를 쓰러뜨
리고 전화기를 던지는 등 분노가 억제 되지 않는다.
⑧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것을 글로 쓰고 있는 동안 주변의 사물들이
공중 부양하듯 해리증상을 나타낸다.

4)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

⑴ 베티(블루 37̊2)

가.캐릭터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자제력
이 부족하여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심한 정서적 불안정과 만성적인 공허감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매사에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세상에 섞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살아가는 베티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
해서 피부 표현은 거의 맨 얼굴처럼 보이게 가볍게 하고 평상시에는 생기 있고 가
볍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한다.하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분노를 표
출하는 것을 메이크업을 통해서 관객에게 보여준다.검정색의 아이 샤도우와 아이
라인이 엉망으로 번져있고 립스틱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눈과 같이 엉망으로 번져
보이게 표현하여 베티의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는 성격을 극단적으로 나타낸다.

다.헤어 이미지
세상의 규칙,법칙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강렬하게 표현하는
베티의 이미지 표현을 위해서 손질을 전혀 안한 듯 한 자연스런 단발머리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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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극도의 분노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잘라버린 헝
클어진 머리로 그녀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라.의상 이미지
너무나 자유로운 베티는 형식에 얽매이는 의상을 입지 않는다.속옷차림으로 거
리를 방황하거나 앞치마 하나만 입거나 베티에게 있어서 옷은 자신을 옭아매는 대
상일 뿐이다.과감한 노출이 많은 의상들은 베티의 삶처럼 열정적이고 자유로움을
말한다.

⑵ 지수(얼굴 없는 미녀)

가.캐릭터
첫사랑의 배신으로 인해 버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녀
는 화려한 외모를 통해서 자신을 드려내고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자기과장이 심
하다.대인관계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 심히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며 환상이나 몽
상 속에서 살아간다.자해나 자살행동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주로 보인다.

나.메이크업 이미지
지수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메이크업 이미지에 변화를 보이는데 먼저 블랙 샤도
우와 붉은색 립스틱을 사용해 극도의 불안감과 내면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폐
쇄적이며 어두운 내면을 나타내준다.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
어가는 과정에서 강한 이미지는 점점 수그러들고 차분한 베이지와 갈색 톤의 자연
스러운 색상으로 이미지가 변화되어간다.그리고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 속에서는
밝고 환한 색상의 메이크업으로 순수하고 행복한 지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
낸다.

다.헤어 이미지
지수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한껏 부풀어진 강한 웨이브 머리,좀 더 차분해진 웨
이브,긴 생머리 등 크게 세 가지 스타일로 나타난다.한껏 부풀어진 머리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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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지나친 화려함으로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은 느낌을 준다.좀 더 차분해진 웨이브 스타일은 심리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며,긴 생머리는 행복했던 과거의 청순
하고 순수하며 밝은 지수를 표현해준다.

라.의상 이미지
지수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붉은색 의상,검정색 의상,갈색 의상,밝은색의 의상
등이 나오는데,첫 장면의 붉은색 가운과 과감한 노출이 있는 붉은색 드레스는 지
수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공허한 내면세계를 필요 이상의 화려함을 이용하여 대비
적으로 표현한다.간간히 등장하는 검정색 의상은 폐쇄적이고 어두운 내면세계를
나타내며,심리치료를 통한 상처 치유 단계에서의 갈색의상은 불안하고 공허했던
내면의 안정을 의미한다.하늘색 스카프,분홍색 재킷,연두색 스커트 등 밝은 색의
의상은 과거의 행복하고 순수했던 밝은 지수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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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경계선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분석
경계선 성격장애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의

공통적
특 징

베티블루 (1986).DVD. 얼굴 없는 미녀 (2004).DVD.
-버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자해,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이며 공격적인 행동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결여로 인한 격렬한
분노를 표출

-대인관계 및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불안정한 상태로 환상이나 몽상 속에서 살아감

참

고

이

미

지

<그림 33-1>베티 <그림 34-1>지수

<그림 33-2>베티 <그림 34-2>지수

<그림 33-3>베티 <그림 34-3>지수

분
장
요
소
적
특
징

메
이
크
업

평소에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불안 및 분노
-눈과 립을 강조해 강렬하게 표현

블랙/레드(불안한 심리),브라운(안정된 심리)
파스텔톤(행복하고 안정된 심리)

헤
어

단정한 단발머리와 헝클어진 머리로
심리상태 표현

한껏 부풀어진 머리(극도의 불안한 심리),
부드러운 웨이브,긴 생머리(안정된 심리)

의
상 원색의 노출이 심한 과감한 의상

원색의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의상으로
심리상태 표현

(블랙,레드 -불안한 심리
브라운,파스텔톤 의상 -안정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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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성성성격격격장장장애애애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캐캐캐릭릭릭터터터 이이이미미미지지지 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영화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캐릭터 특성을 성격적 결함과 정신병
적인 요소를 결부시켜 살펴보고,어린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온 성격적 특
이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대와 괴이한 행동을 나타내는 특징을 이상심리학적인 해
석을 통해서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인공의 캐릭터 특성을 B군 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임상적인 특징과 주요
증상에 따라서 주인공의 표현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각 성격장
애에 따른 공통된 특징을 통해서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반사회성 성격장애자의 특성은 반복적인 범죄행위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
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며 거짓말,사기 행동을 반복하고 빈번한 공격성과 폭력성
을 보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
지 않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으로 보여 진다.
영화 ‘양들의 침묵’,‘케이프피어’에서 주인공 ‘한니발 렉터’,‘버팔로 빌’,‘맥스케이
디’의 캐릭터 특성을 살펴보면,반사회성 성격장애자의 특성들이 보여 진다.
먼저 ‘렉터’박사는 계속적인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간호사를 잔인하게 죽이는 등 범법적이고 잔인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지만
전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도 서슴치 않고 행한다.같은 영화의 또 다른 반사회성 성향을 갖고 있는 ‘버팔로
빌’은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자신의 폭력성을 혐오해 성전환을 원하지만 거절되자
충동적으로 뚱뚱한 여자들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여자의 피부를 벗겨내서 옷을 만
들고 그 옷을 입고 여자가 되려는 생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고통 받는 사람이라 여기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다.또한 ‘맥스 케이디’도 샘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아
무런 잘못이 없는 샘의 정부 로리,그의 아내가 기르던 강아지와 그의 딸에게 접근
하여 잔인한 폭력성을 보인다.그리고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위의 두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반사회성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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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의 임상적 특성과 증상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위한 분장요
소를 살펴보면 메이크업 이미지는 감정이 없고 냉정한 이미지를 위해 창백하고 밝
은 피부표현과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해주었다.헤어 이미지는
짧은 헤어스타일로 감정이 없고 냉정한 이미지와 갈색의 웨이브로 집요하고 고집
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의상 이미지는 푸른색 죄수복으로 세상과 단절된 어
두운 면과 냉정한 이미지 및 죄의식이 없는 심리를 표현하고 붉은색 의상은 복수
심과 폭력성을 표현하였다.
둘째,연극성 성격장애자의 특성은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육체적인 외모를 사용하며 빠른 감정의 변화
와 감정의 표현이 천박하고 과장된 표현을 주로 사용 하는 성격적 특성을 보이는
데 이러한 특성들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원초적 본능’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캐더린’
의 캐릭터 특성을 살펴보면,연극성 성격장애자의 특성들이 보여 진다.
먼저 ‘스칼렛 오하라’는 첫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
이 화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는 대화는 금방 흥미를 잃
고 지루해한다.자신이 사랑하는 애쉴리의 결혼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애쉴리를 유혹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멜라니의 동생
과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등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불편해 하
며 관심을 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육체적 외모를 사용하고 쉽게 흥분하고 깊이 생
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의 변화가 빠르며 피상적인 감정표현(연극
조)을 한다.또한 ‘캐서린’도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해 심문관들의 관심을 흐트림
으로써 심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닉크가 가
져오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변하여 화를 내며 차를 타고 떠나버리는 것처럼 감정의
변화가 빠르다.자신을 사랑한 게이의 죽음에 대해 닉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과
장된 애도반응을 보이고 과도하게 자신을 애처롭게 표현하는 등 과장된 자기표현
을 한다.그리고 닉크를 처음 만났을 때도 마치 오래전에 알고 지낸 것처럼 친밀하
게 생각하는 성격적 특성을 보인다.
위의 두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연극성 성격장
애자의 임상적 특성과 증상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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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위한 분장요
소를 살펴보면 메이크업 이미지는 타인의 관심을 위해 화려하고 세련된 메이크업
으로 표현했다.헤어 이미지는 올림머리와 생머리로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
현했다.의상 이미지는 타인의 관심과 시선을 위해 화려하고 세련된 의상으로 표현
했다.
셋째,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의 특성은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한 질투심과 증오 및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일에 완벽함과 철저함을 보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만’,
‘미란다’의 캐릭터 특성을 살펴보면,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의 특성들이 보여 진다.
먼저 ‘패트릭 베이트만’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 믿어 자신에 대한 투자
를 아끼지 않으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신보다 나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에
게서는 질투심,증오심,분노를 느낀다.자신의 비서와 약혼녀에 대한 감정과 개성
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다.또한 ‘미란다’도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만이 완벽하다고 여기고 자기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며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패션
계의 막강한 파워를 보인다.
위의 두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의 임상적 특성과 증상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분장

요소를 살펴보면 메이크업 이미지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완벽한 피부 표현
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했다.헤어 이미지
는 짧은 헤어스타일로 세련되고 단정하며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했다.의상 이미지
는 명품브랜드의 의상 및 소품과 격식에 맞는 정장으로 고급스러움과 특권의식을
표현했다.
넷째,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특성은 버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이
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대인관계나 자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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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며 환상이나 몽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으로 나타나
고 있다.
영화 ‘베티블루 37̊2’,‘얼굴 없는 미녀’에서 주인공 ‘베티’,‘지수’의 캐릭터 특성을
살펴보면,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특성들이 보여 진다.
먼저 ‘베티’는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쉽게 분노를 표출하여 주
변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분노의 대상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자신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버림 받는 것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나타낸다.또한
‘지수’는 첫사랑의 배신으로 인해 버림받는 것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반복
적인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한다.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과도한 쇼핑으로 인해 카
드가 정지되고 남편과의 통화가 좌절되자 쇼핑 카트를 쓰러뜨리고 전화기를 던지
는 등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며 만성적인 공허감에 시달린다.
위의 두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경계선 성격장
애자의 임상적 특성과 증상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분장
요소를 살펴보면 메이크업 이미지는 메이크업 색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 변화를
표현하는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낼 때는 블랙과 레드 색상으로 표현하고 심
리적으로 안정을 보일 때는 갈색과 베이지 색상으로 자연스러움과 안정감을 나타
냈다.헤어 이미지는 한껏 부풀린 웨이브,부드러운 웨이브,긴 생머리,마구 잘라
버린 헝클어진 헤어스타일 등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현했다.의상 이미지는 강
한 레드와 블랙의상,브라운 의상 등으로 심리상태 변화를 표현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인공의 캐릭터 특징을 이상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었고 각 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특징적인 요소는 각 영화에서 공통된
캐릭터의 특징으로 표현되어지며,이러한 공통된 특징은 영화 분장요소로 표현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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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성격장애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비교 분석
유 형 캐 릭 터 메 이 크 업 헤 어 의 상

반사회성
성격장애
(양들의 침묵,
케이프 피어)

구속당할 범죄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거짓말과
사기행동을 반복한다.
빈번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감정이 없고 냉정한
이미지를 위해
창백하고 밝은

피부표현과 복수심 및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다.

짧은 헤어스타일로
감정이 없고 냉정한
이미지와 갈색의
웨이브로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푸른색 죄수복으로
세상과 단절된 어두운
면과 냉정한 이미지 및
죄의식이 없는 심리를
표현하고 붉은색
의상은 복수심과
폭력성을 표현한다.

연극성
성격장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원초적 본능)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하고 관심을
끌기위해 육체적

외모를 사용하며 빠른
감정의 변화와

감정표현이 천박하고
과장된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타인의 관심을 위해
화려하고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표현한다.

올림머리와 생머리로
화려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타인의 관심과 시선을
위해 화려하고 세련된
의상으로 표현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아메리칸

사이코,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나은 능력을
보인 사람들에게 강한
질투심과 증오,분노를
느끼며 자기의 일에
완벽함과 철저함을

보인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완벽한

피부표현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표현한다.

짧은 헤어스타일로
세련되고 단정하며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명품 브랜드 의상 및
소품과 격식에 맞는

정장으로
고급스러움과

특권의식을 표현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베티블루,

얼굴없는 미녀)

버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이고,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며,대인관계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환상이나
몽상 속에서 살아간다.

메이크업 색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
변화를 표현한다.

(블랙과 레드,브라운,
파스텔톤)

한껏 부풀린 웨이브,
부드러운 웨이브,긴
생머리,마구 잘라버린
헝클어진 헤어스타일
등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강한 레드와 블랙의상,
브라운의상,

파스텔톤의 의상
등으로 심리상태
변화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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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안안안

본 연구는 여러 정신장애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성인기에 개인
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성격장애 중에서
특히,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화가 많은 행동이 주된 특징인 B군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들을 정리하여 이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B군 성격장애 특성을 이상심리학 관점
으로 분석하였다.
각 성격장애의 주요증상과 임상적 특징이 극중 캐릭터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영화 분장요소와 연관지어 비교 분석하였고,이를 통
해서 영화분장에 활용하여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성격장애 유형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반복적인 범죄행위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며 거짓말,사기 행동을 반복한다.빈번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며,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
둘째,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
편해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육체적인 외모를 사용하며 빠른 감정의 변화와
감정표현이 천박하고 과장된 표현을 주로 사용 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
셋째,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자신보다 더 나은 능력
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한 질투심과 증오 및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일에 완벽함과
철저함을 보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
넷째,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은 버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극
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한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대인관계나 자기정체성에
대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환상이나 몽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격적 특성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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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영화에 나타난 주인공 캐릭터 이미지의 특성을 분장요소를 통해서
정리해 보았다.
첫째,반사회성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 ‘양들의 침묵(SilenceoftheLambs,The,
1991)’,‘케이프 피어(CapeFear,1991)’의 한니발 렉터,버팔로 빌,맥스 케이디의
캐릭터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면 구속당할 범죄행위와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
해 거짓말과 사기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빈번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캐릭터 특성을 위한 메이크업 이미지는 감정이 없고 냉정한 이미지를 표
현하기 위해서 피부표현은 창백하게 밝게 해주었고 복수심과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했다.헤어 이미지는 짧은 헤어 스타일로 감정이 없고 냉정한
이미지를 머리와 집요함과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갈색의 웨이브 머
리로 연출했다.의상 이미지는 푸른빛의 죄수복은 세상과 단절된 어두운 면을 나타
내고 탈출시의 흰색의 죄의식이 전혀 없는 렉터의 심리를 나타낸다.맥스의 붉은색
의 의상은 복수심과 폭력성을 의미한다.
둘째,연극성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withtheWind,
1939)’,‘원초적 본능(BasicInstinct,1992)’의 스칼렛 오하라와 캐서린의 캐릭터 이
미지 특성을 살펴보면,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하고 관
심을 끌기위해 육체적 외모를 사용하며 빠른 감정의 변화와 감정표현이 천박하고
과장된 연극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캐릭터의 특성을 위한 메이크업 이미지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위해 화려
한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끈다.헤어 이미지는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여 남들과 다른
유행을 앞서가는 형태로 연출한다.의상 이미지는 타인의 관심과 시선이 중요한 인
물로 화려하고 세련된 의상을 입는다.
셋째,자기애성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American Psycho,
2000)’,‘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DevilWearsPrada,2006)’의 패트릭과 미란
다의 캐릭터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면,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특별
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자신보다 나은 능력을
보인 사라들에게 강한 질투심과 증오,분노를 느끼며 자기의 일에 완벽함과 철저함
을 보인다.
이러한 캐릭터 특성을 위한 메이크업 이미지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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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부표현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런 이미지 표현했다.헤어
이미지는 패트릭의 뒤로 넘긴 짧은 머리와 미란다의 흰색의 짧은 머리는 세련됨과
딘정하고 깔끔한 형태로 연출한다.의상 이미지는 명품브랜드 의상으로 특별한 존
재임을 부각시키고 때와 장소에 맞는 격식에 맞는 정장을 주로 입는다.
넷째,경계선 성격장애 소재의 영화 ‘베티블루 37̊2(1986,BettyBlue/37̊2Le
Matin)’,‘얼굴 없는 미녀(2004)’의 캐릭터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면,버림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한 가지 일에 집
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며,대인관계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환상이나 몽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캐릭터 특성을 위한 메이크업 이미지는 심리상태에 따라서 메이크업 색
상의 변화를 보이는데 블랙과 레드,갈색,파스텔 계열의 밝은 색으로 감정의 기복
을 나타냈다.헤어 이미지는 한껏 부풀린 웨이브,부드러운 웨이브,긴 생머리,마
구 잘라버린 헝클어진 머리 등으로 심리상태를 표현했다.의상 이미지는 강한 붉은
색과 검정색 의상,갈색 의상,밝고 연한 색상의 의상 등으로 심리상태를 표현했다.

본 연구를 통해 각 영화에 있어서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 캐릭터 이미지를 형
성하는데 상징적인 역할을 하여 감독이 영화를 통해 의미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
제의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징 및 주요 증상의 공통된 특징이 주인공들
의 캐릭터 이미지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영화에서 나타난 분장요소 즉,메이크업의 색상,헤어스타일,의상의 스타일
과 색상,액세서리,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공간 등을 살펴본 결과 영화의 분장요
소는 영화 전체의 축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요소이며,인간의 감정과 태도변화를 일
으키고 영화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영화분장 분야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많은 발전을 가
져왔으며 박사·석사 과정은 물론 수많은 4년제 대학,전문대학,전문학원 등에서 전
문 인력을 배출하고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화 분장을 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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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캐릭터 이미지 분석 자료,선행연구 및 성격분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영화분장에 대한 좀 더 깊은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분장디자이너들이 영화분장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추상적인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자료의 분석을 기초로
연구와 계획을 통해서 캐릭터를 창조해 나가고,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를 표현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방법론들이 제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각 영화의 주인공들의 캐릭터 특징이 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징 및 주
요 증상과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며,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근거로 영화에서
의 캐릭터 이미지를 분석하고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상심리학의 이론을 토대로 분
석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색채심리학과 분장요소인 메이크업,헤어,의상 등과 결부
시켜 실제 영화 분장작업에 활용하여 영화분장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되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영화는 여러 분장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임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으며,분장요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영화분장을 보다 다양한
관점과 깊은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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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터터터넷넷넷 자자자료료료]]]

http://movie.naver.com
http://Image.serch.naver.com
http://www.mov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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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이용 이용 이용 이용 허락서허락서허락서허락서

학 과 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 학 번 20078802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김 명 한문 : 金 明 영문 : Kim Myoung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계원아파트 A동 903호
연락처 E-MAIL: ebby1056@naver.com

논문제목

한글 :영화에 나타나는 성격장애 주인공의 캐릭터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B군 성격장애의 분장요소를 중심으로 )

영문 :AnalysisonimageofPersonalityDisordercharacterinthemovies
(Morelikelyfocusedonmake-upelementofClusterBPersonality
Disorder)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9년 2 월 일

저작자: 김 명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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