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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컬트 영화 속 무당과 굿의 재현 양상 연구
-<검은 사제들>(2015), <곡성>(2016), <장산범>(2017)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presentation of Shaman and Gut in Korean Ocult Films
- Focused on <The Priests>, <The Wailing>, <The Mimic>

유재응*, 이현경**

Jae-eung Yoo*, Hyun-Kyung Lee**

요 약 한국영화에서 무속 혹은 무당의 표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다. 2000년대 이후 무속과 무당은 영화의 주요

소재와 인물로 이전보다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무당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다큐멘터리 작업에서 이루어지는데

<영매>, <사이에서>, <비단꽃길> 등이 이에 해당되는 작품들이다. 극영화에서도 무속과 무당은 보다 다양한 양상으

로 소환된다. 무속인은 유괴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역할로 등장하기도 하고, 로맨틱 코미디의 남, 녀 주인공이 되기

도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 오컬트 영화에 등장한 무속과 무당 표상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려 한다.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인 오컬트는 신비하고 초현실적인 존재를 인간과 대비시켜 공포 효과를 창출하는 영화이다. 여기서 다루고

자 하는 <검은 사제들>, <곡성>, <장산범>은 이전까지 한국 오컬트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소재와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작품들이다. 세 편의 영화에서 무당과 굿의 의미는 확연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영화의 분석을

통해 한국적 오컬트 영화의 특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무당, 무속, 오컬트, 검은 사제들, 곡성, 장산범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shamanism or shaman in Korean cinema has changed according to eras. Since 
the 2000s, shamanism and shaman appear more frequently than before as the main subjects and characters in 
movies. The full-scale exploration of shamans usually takes places in documentary works, such as 
<'Mudang'>(2002), <Between>(2006) and <The Silk Flower>(2011). Shamans are summoned in more various 
appearences in feature films. In this article, we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representations of shamanism and 
shaman in recent Korean occult genre films. <The Priests>(2015), <The Wailing>(2016), and <The 
Mimic>(2017) are works that utilize new subjects and visual effect styles that were difficult to see in Korean 
horror films before. In these three films, the meaning of shaman and gut shows distinct differences from each 
oth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films,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of 
Korean occult films   

Key words : ‘Shaman, Shamanism, Ocult, The Priests, The Wailing, The Mi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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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영화에서 무속 혹은 무당의 표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다. 1960년대까지 한국영화에서 무당은 전근대

적인 악덕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나 사회적으로 미천한

신분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무녀도>

(최하원), <을화>(변장호, 1979) 같은 문예영화에서 무

당은 수난 받는 여성이나 억압당하는 피지배층을 대표

하는 주인공으로 변화한다 [1]. 1980년대에는 에로영화

의 붐과 함께 무당은 비밀스럽고 에로틱한 존재로 자주

등장하고, <피막>(이두용, 1980)을 필두로 한국 무속은

서구 비평가나 관객에게 오리엔털리즘을 상기시키는

주요한 서서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무속을 다룬

영화들은 1980년대 세계영화제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

두곤 하였다. 무속은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

다>(이장호, 1987)처럼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영화에서

풀리지 않는 서사를 마무리 짓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비약처럼 느껴지는 무속의 등장으로 앞의

서사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하나 합리적이고 상식

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시대의 압박에 대한 해

원의 의미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무속이나 무당은 여러 장르의 영화에

서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 무

속과 무당은 영화의 주요 소재와 인물로 1990년대 보다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무당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다큐멘터리 작업에서 이루어지는데 <영매>, <사이에

서>, <비단꽃길> 등이 이에 해당되는 작품들이다. 이

와 같은 계열의 작품인 <만신>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가 혼합된 형식으로 무당 김금화의 일생을 다룬 독특한

영화다 [2]. 극영화에서도 무속과 무당은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소환된다. 유괴사건을 해결하는 <극비수사>

같은 스릴러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주인공은 무속인이

고, <청담보살>, <박수건달> 등의 코미디에서는 현대

적인 무당과 박수무당이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다. 이처럼 굿과 무당이 영화의 핵심 소재나 인물이 아

니더라고 점을 보거나 굿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등

장하는 영화들이 있다. 가령, 정치드라마 <더 킹>에서

굿은 정치인들의 권력욕을 희화화하는 장면에 등장하

고, 로맨틱 코미디 <작업의 정석>에서 점집과 무당은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3].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 오컬트 영화에 등장한 무속과

무당 표상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려 한다.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인 오컬트는 신비하고 초현실적인 존재를 인

간과 대비시켜 공포 효과를 창출하는 영화이다 [4]. 여

기서 다루고자 하는 <검은 사제들>, <곡성>, <장산

범>은 이전까지 한국 공포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

로운 소재와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작품들이다. 이들

영화의 분석을 통해 한국적 오컬트 영화의 특성과 가능

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한국 오컬트 영화에서 악의 형상과 굿의 의미

1) <검은 사제들>: 12형상과 퇴마 굿

<검은 사제들>은 엑소시즘이라는 그동안 한국 공포

영화에서 보기 드문 소재로 만든 오컬트 영화다. <엑소

시스트>가 세계적인 흥행작이 되면서 엑소시즘은 공포

영화의 중요한 소재로 부각되었다. 소녀에게 악령이 들

리고 신부가 이를 퇴치한다는 점에서 <검은 사제들>은

<엑소시스트>와 닮아 있다 [5]. 하지만 거시적인 이야

기 공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검은 사제들>과 <엑소

시스트>는 의외로 비슷하지 않다. 12형상이라는 악령,

카톨릭 교구, 장미십자회 등 주요 재료는 서구적인 것

이지만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풀

어가고 있고 부제가 겪는 트라우마도 <엑소시스트>에

는 없는 설정이다. <엑소시스트>는 1970년대 할리우드

영화답게 악령이 들린 아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치

료하고자 노력하는 데 영화의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

1970년대 할리우드 공포영화는 과학과 초자연적인 현

상을 대립적인 위치에 두는 경향이 강했다.

<검은 사제들>은 악령에 들리는 ‘부마’와 악력을 퇴

치하는 ‘구마’라는 서구적인 소재를 차용하고 있지만 과

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의학은 종교적 구마의식을 돕기 위해 동원되며, 굿 역

시 구마를 위해 동원된 의례이다. 한국에 출몰한 12형

상 중 하나를 잡기위해 로마 카톨릭 장미수도회 신부 2

명이 한국으로 파견되고 이들이 악령을 돼지의 몸속에

가두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다. 악령을 완전히 사멸시키

기 위해 한강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고 도망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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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근처를 지나던 여고생 영신의 몸속으로 숨어든다.

그날 이후 영신은 이상한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악령

에 들리거나 귀신이 빙의 되면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

는 것은 오컬트 영화의 기본적인 공식이다. 영신은 아

주 작은 소리까지 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신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외설적이고 공

격적인 말을 내뱉는다. 영신 캐릭터가 독특한 것은 단

순히 악령의 숙주가 된 부마자가 아니라 악령을 몸에

가두고 있으려고 있는 힘껏 노력하는 신앙심 깊은 소녀

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신은 자신에게서 빠져나

가지 못하도록 악령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김신부와 최

부제의 구마 의식을 돕고 있다.

악령을 퇴치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최후의 구마 의식

이 펼쳐지고 이 장면은 영화의 클라이맥스다. 여동생을

구출하지 못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최부제가 그동

안의 미숙하고 장난기 어린 모습을 벗고 진정한 구마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구마 의식

을 하기 전에 먼저 와있던 무당이 굿을 한다. <검은 사

제들>에서 의학과 굿은 카톨릭 구마 의식과 대립되지

않는다. 영신의 부모는 기댈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보고자 굿판을 벌인다. 김신부는 굿을 하러 온 제천

법사와 꽤 친분이 두터운 듯 보이며 굿이 진행되는 동

안 최부제를 데리고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준다. 그

림 1에서와 같이 방 안에서 벌어진 굿판에는 제천법사

와 소녀 무당, 무녀들이 참석하고 있고 돼지, 북, 칼 등

이 보인다. 한참 굿을 하던 소녀 무당이 힘에 겨워하자

굿을 주도하던 제천법사는 “우두로 바꿔.”라고 다급하

게 외친다.

그림 1. <검은 사제들> 소머리를 등에 맨 소녀 무당
Figure 1. Scene in the <The Priests>

커다란 소머리를 등에 지고 칼을 휘두르는 소녀 무

당의 굿이 절정에 다다르려 할 때, 무당의 다리 사이로

선혈이 흘러내린다. 이어서 굿에 참여했던 무녀들까지

하혈을 하자 방안은 피바다가 되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

온다. 제천법사는 걸개그림 뒤에 모습을 숨기고 굿을

지도하고 있기에 실제 굿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여

성이다. 이들이 모두 피를 흘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

지자 굿판은 난장판이 되고 제천법사는 굿을 포기한다.

한국 무속으로 서양 악령을 퇴치하는 데 실패하자 뒤이

어 김신부와 최부제가 구마 의식을 준비한다. 여기에

동석한 의사는 영신의 산소 호흡기를 뗀다. 산소 호흡

기를 떼는 것은 살인 행위지만 의사는 김신부의 구마

능력을 믿고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 영신의 육신에 파

고든 악령은 영신이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일 때 활성화

되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검은 사제들>에서 굿은 퇴마를 위해 동원되었지

만 악령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한다. 비록 퇴마에 성공

하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인 최후의 구마 의식 앞에 펼

쳐진 굿판은 무시무시한 악령의 힘을 관객에게 보여주

는 동시에 서구식 구마 의식과 대조되는 한국식 무속의

미장센을 통해 오컬트 영화의 시각적 효과를 십분 발휘

하고 있다.

2) <곡성>: 외지인 악마와 살 굿

나홍진 감독의 세 번째 장편 <곡성>은 관객을 홀

리는 기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6]. 강렬한 비주얼과

으스스한 분위기 탓에 심장을 졸이며 영화를 보는 관객

은 악마의 정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서사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끝내 해답이 무언지 모르는 채 관람

을 마치게 된다. 모호한 서사는 <곡성>의 특성이자 매

력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아귀가 맞지 않는 분위기로

시종일관 밀고 나간 불완전한 영화로 평가되기도 한다

[7]. 영화는 성경의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서 시작된다.

성경 구절은 ‘믿음’과 ‘살과 뼈’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자신의 살

과 뼈를 보라고 말한다. <곡성>은 믿음/의심, 영/육이

계속 길항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반전을 불러오는 영

화다. 신과 인간, 나와 남을 나누는 이분법적 분리가 소

통의 단절과 배제의 갈등을 초래하는 비극으로 해석하

기도 한다 [8]. 누가복음 구절이 자막으로 보인 다음 낚

시터에서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우는 일본인의 모습이

보인다. 꿈틀꿈틀하는 커다란 지렁이를 사정없이 바늘

에 꿴 일본인은 호수에 낚시를 드리운다.

미끼와 낚시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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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언급된다. “미끼를 던지고” “그것을 물어버리고”

같은 말은 악마 혹은 귀신이 놓은 덫에 인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감독과 관객의 관계에 대한 은

유일 수도 있다. 나홍진 감독은 영화라는 미끼를 던졌

고, 관객들은 그걸 덥석 물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물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우선, 외지인인 일본인의 정체

와 박수무당 일광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이들은 과연 누

구 편인지도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미친 여자 혹은 마

을의 수호신 무명도 선악의 구분이 애매하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일부러 모호하게 설정했다고 말한다 [9]. 무

엇보다 이 마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

인도 밝혀지지 않는다. 효진이 결국 온 가족을 몰살하

는 결말은 굉장히 처참하기도 하다. 이토록 모호한 부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한참 뒤

에도 잊기 어려운 강한 인상을 간직하게 된다.

관객을 홀리는 미끼의 첫째는 대사에 있다. “뭣이 중

헌지도 모르면서” “버러지 같은 놈이 미끼를 삼켜버렸

구먼” 이런 대사는 마치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 곡성 마을 경찰 종구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심약해서 자주 가위에 눌리는 등 소심한

면모를 보여준다. 마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상

한 살인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종구는 마을 형이 겪은 이

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마을 형

은 깊은 산에 덫을 높아 산짐승을 잡곤 하는데 하루는

자신의 덫에 걸린 노루를 먹고 있는 이상한 형상을 보

게 된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노루를 날것으로 뜯어먹고

있는 인간도 짐승도 아닌 이상한 존재는 점차 귀신 형

상으로 바뀌면서 점프 컷해서 다가오고 놀란 마을 형은

산비탈을 굴러 기절한 뒤 겨우 살아온다. 종구는 마을

형이 겪은 일과 산속 폐가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된다. 집안에 있는 이상한

물건들이 거슬리지만 특별히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한

종구가 그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건 딸 효진이

의 증상이 점점 이상해지면서이다.

효진이의 공책에는 섬뜩한 낙서와 칼로 그은 자국들

이 있는가 하면, 험한 욕설과 악을 쓰던 아이가 다음

날에는 갑자기 걸신에 들린 듯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

을 보인다. 종구의 장모는 아무래도 굿을 해야겠다며

박수무당 일광을 불러들이고, 종구는 외지인인 일본인

의 소행이라 확신하고 그를 찾아가 집안을 다 부숴버린

다. 일광은 굿을 요청하는 종구에게 아주 독한 놈이 효

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면서 큰 굿을 준비할 것을 이른

다. 그리고 그 굿은 “살”을 날리는 굿이며 살은 잘못 날

리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는 위험한 것임을 알려주고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 드디어 굿이 벌어지는 날, 종

구네 마당에는 커다란 돼지 한 마리, 염소, 닭, 나무 장

승 등이 구비된다. 돼지는 도살한 것이지만 염소와 닭

은 산 채로 제물이 되기 위해 묶여 있다. 방울소리, 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일광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다

죽은 돼지의 몸통에 사정없이 칼을 꽂는다. 그림 2에서

보듯 마당에 피운 모닥불의 열기가 굿판을 더 달아오르

게 하고 일광은 커다란 칼로 마당 오른쪽에 세워진 나

무 장승 밑동을 패기 시작한다.

그림 2. <곡성> 나무장승을 패는 일광
Figure 2. Scene in the <The Wailing>

일광의 굿이 정점에 이를수록 방안에 누워있는 효

진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한다. 마침내 장승이 부러지고

일광이 장승 머리에 정을 박으려 하자 효진은 사지를

뒤틀며 죽을 듯 괴로워한다. 그런데 일광이 굿을 하는

이날 외지인도 굿을 준비한다. 장에서 검은 닭을 여러

마리 구입한 외지인은 닭을 방 안에 주르륵 걸어놓고

북을 두드리며 기이한 주문을 외운다. 일광의 굿이 고

조될수록 외지인도 자신만의 제의에 몰입하는데 장승

이 부러질 즈음, 외지인도 효진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바닥에 쓰러진다. 딸의 모습을 차마 더 볼 수 없던 종

구는 굿판을 뒤집고 일광에서 굿을 멈추라고 소리 지른

다. 피를 토하던 외지인은 일광의 굿이 멈추자 다시 살

아난다.

<곡성>에는 일광과 외지인의 동일성이 여러 번 암

시된다. 둘은 모두 카메라로 희생자들의 사진을 찍고

있으며, 훈도시를 찬 모습도 동일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관객은 일광의 굿이 외지인에게 살을 날리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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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영화를 보는데 결과적으로 일광과 외지인이 하

나의 존재 혹은 짝패라면 이야기의 아귀가 맞지 않는

다. 해석의 모호함을 남긴 채 영화는 끝이 나버린다. 서

사의 완결성에는 금이 갔지만 일광과 외지인이 벌이는

굿판이 교차편집 되는 장면이 주는 몰입감과 스릴은 굉

장하다. 약 20분가량 지속되는 상당히 긴 씬으로, 이전

까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서스펜스와 깜짝 놀

래 키는 효과를 주는 서프라이즈 효과가 완전히 증폭되

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강렬한 미장센을 통해

관객이 느끼는 정서적 흥분과는 반비례하는 모호한 서

사 전략이 독특한 씬이다. <곡성>에서 굿은 관객의 기

대와 달리 사건의 해결이나 스토리를 풀어가는 기능은

없이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는 역할에 충실하다.

3) <장산범>: 도시 괴물과 공양 굿

<장산범>은 도시 괴담을 소재로 하고 있어 주목받

았다. 오래 된 민담이나 설화가 아닌 현대의 괴담에서

소재를 가져왔다. 부산의 장산 지역에서 이상한 괴물을

보았다는 체험담이 인터넷에 퍼지고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된 것이다. 목격담은 공통적으로 흰

범의 얼굴을 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괴상한 존

재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10]. <장산범>에서

는 장산 도시 괴담에 목소리를 흉내 내는 귀신과 신통

한 함을 얻고자 귀신과 거래를 하는 박수무당 이야기를

덧붙였다. 목소리를 흉내 낸다는 설정은 외국 공포영화

에도 종종 등장하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같은 전

래동화에도 등장하는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 괴담

과 목소리 흉내가 결합되자 기존의 오컬트 영화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다. 장산동굴이라는 구체적

인 공간은 귀신의 존재를 보다 현실적이고 가깝게 느껴

지게 만드는 효과를 창출하고 무속이 결합되자 매우 한

국적인 공포영화가 된다.

희연 가족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시골마을

로 이사를 온다. 희연은 실종된 아들을 몇 년이나 찾아

헤매느라 심신이 쇠약해져서 요양 차 시골로 온 것이

다. 희한한 사건은 웬 길을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

면서 시작된다. 추레한 몰골을 한 여자아이는 희연의

딸 준희와 비슷한 나이로 왜 산 속에 버려졌는지 이야

기 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도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자 희연은 꺼림칙해하는 남편 민호를 설득하여 당

분간 집에 데리고 있기로 한다. 하지만 아이가 집에 오

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아이는 준희 목소리를 감

쪽같이 흉내 내어 민호를 기겁하게 만들고, 치매를 앓

고 있는 할머니는 거울 속에서 오래 전 죽은 형제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마을의 눈 먼 무녀는 이상한 목소리

를 자꾸 들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고 목소리에 홀려 동

굴로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목소리를 흉내 내는 아이의 정체는 80년 전 마을에 살

던 박수무당의 딸이다. 아이는 몇 십 년 동안 같은 모

습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현혹해서 동굴로 유인해 왔던

것이다. 아이가 이렇게 된 연원을 알려주는 플래시백

장면에는 굿을 하는 박수무당의 모습이 보인다. 장산범

을 모시고 있는 박수무당은 자신의 신기가 떨어져 가자

장산범과 거래를 한다. 그림 3은 자신보다 신통력이 뛰

어난 딸아이를 항아리에 산채로 밀봉해 제물로 바치고

강한 무력을 대가로 받는 굿을 하는 모습이다. 제물로

놓인 돼지의 배에서 피가 흐르고 박수무당은 눈동자가

뒤집어진 광기어린 상태이다.

그림 3. <장산범> 박수무당의 굿 장면
Figure 3. Scene in the <The Mimic>

<장산범>에서 굿은 <검은 사제들>이나 <곡성>

과는 다르게 마을의 비극이 시작된 연원을 알려주는 장

면으로 등장한다. 박수무당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딸이

희생되고 그 원혼이 사람들을 영원히 나갈 수 없는 동

굴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아이가 사는 동굴은 아이가

불러온 사람들이 박제된 듯 갇혀 있다. 사라진 시어머

니와 남편을 찾기 위해 희연은 동굴로 들어가고 실제인

지 환영인지 모를 모습을과 마주치고 점차 정신이 혼미

해진다. 그때 희연은 극적으로 민우와 만나서 점점 희

미해지는 시력 탓에 벽을 더듬으며 동굴 입구에 이른

다. 겨우 동굴 밖으로 나올 즈음 희연은 잃어버린 아들

의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춘다. 민우는 가짜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아내의 손을 잡아끌지만 희연은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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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을 향해 돌아선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

로 알지만 진짜와 똑같은 목소리를 뿌리치지 못하는 모

성애가 불러온 비극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시각과

청각을 대립되는 위치에 놓고 청각의 우위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Ⅲ. 결 론

<검은 사제들>, <곡성>, <장산범>은 비슷한 시기

에 나온 한국 오컬트 공포영화로 세 편 모두 무당과 굿

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굿을 하는 장면은 세 편 모

두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영화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는 차이가 있다.

<검은 사제들>에서 굿은 퇴마를 위해 동원되었지만

악령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한다. 비록 퇴마에 성공하지

는 못했지만, 본격적인 최후의 구마 의식 앞에 펼쳐진

굿판은 무시무시한 악령의 힘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동

시에 서구식 구마 의식과 대조되는 한국식 무속의 미장

센을 통해 오컬트 영화의 시각적 효과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곡성>에서 일광과 외지인이 벌이는 굿판이 교차편

집 되는 장면이 주는 몰입감과 스릴은 굉장하다. 약 20

분가량 지속되는 상당히 긴 신(scene)으로, 이전까지의

서스펜스가 효과가 완전히 증폭되어 카타르시스를 느

끼게 한다. 강렬한 미장센을 통해 관객이 느끼는 정서

적 흥분과는 반비례하는 모호한 서사 전략이 독특한 신

이다.

<장산범>에서 굿은 <검은 사제들>이나 <곡성>과

는 다르게 마을의 비극이 시작된 연원을 알려주는 장면

으로 등장한다. 박수무당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딸이

희생되고 그 원혼이 사람들은 영원히 나갈 수 없는 동

굴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세 편의 영화에서 굿의 의미는 다르지만 흰 옷을 입

은 무당의 모습이나 도살한 돼지, 방울, 칼 등 굿에 동

원된 물품과 무당의 춤사위 등은 유사한 모습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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