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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쓰이는 말 이외에도, 혈족Kindred은 
그들만의 특수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한다. 의뭉스러운 
뱀파이어가 한 마디를 말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수 
가지 다른 뜻이 숨겨져 있거나 혹은 말 그 자체와는 
완전히 다른 뜻을 품고 있기 십상이다. 저주받은 자들
the Damned 사이에서 어떤 낱말은 원래 뜻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게 변질되기도 했고, 뱀파이어 사회 
내에서만 쓰이는 독자적인 낱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 가지 방식에 고착된 보수적인 존재인 뱀파이어는 
새로운 말투나 은어를 받아들이기를 몹시 꺼려하기에, 
그가 사용하는 말씨만으로도 대강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기 마련이다. 

일반 용어
이하 표현은 혈족 사회 전체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아나크Anarch: 1) 아나크 운동의 일원. 2) 장로들의 
압제에 반항하는 자.

아나크 운동Anarch Movement: 아나크들로 구성된 
카마릴라 내부의 한 파벌Sect. 원로들이 집권한 현재의 
권력구조를 개혁하거나 완전히 전복시키려 한다.

불모지the Barrens: 묘지, 버려진 빌딩, 폐기장, 
황폐해진 슬럼 등 도시 안쪽 인간이 살아가기 부적당한 
지역.

탈태the Becoming: 새끼 뱀파이어가 “성인” 뱀파이어 
지위인 신예로 인정 받는 순간. 카마릴라 내에서는 
대부가 인정하고 제후의 승낙을 받아야만 탈태를 
했다고 여긴다. 

놋기the Book of Nod: 혈족의 전설과 역사를 집대성한 
책. (*성경 욥기 등에서 따와서)

야수the Beast: 뱀파이어의 내면에 도사린 원초적인 
충동과 욕구. 이에 굴복하면 인성을 잊고 한 마리 
단순하고 난폭한 짐승으로 변할 수도 있다.

피Blood: 뱀파이어의 혈통; 뱀파이어를 뱀파이어답게 
만드는 무엇인가. 용례: 자기 입으로는 존귀한 피를 
타고났다지만 나는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도저히 못 
믿겠는데.

피의 구속blood bond: 한 뱀파이어가 다른 
뱀파이어에게 자신의 피를 세 번 마시게 했을 때 생겨나는 
신비로운 지배력; 그러므로 다른 뱀파이어에게서 피를 
받아 마시는 행위는 자신을 상대의 지배하에 둔다는 
것을 뜻한다.

카이티프Caitiff: 알려지지 않은 클랜에 속하거나, 혹은 
아무 클랜에도 속하지 않은 뱀파이어.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기에는 카인Caine의 피가 너무 
흐려져 있는 높은 세대에 속한다.

카마릴라Camarilla: 뱀파이어의 율법Traditions을, 
특히 가장무도회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뱀파이어 
파벌.

대자childe: 대부의 포옹을 통해 생겨난 뱀파이어. 
보통 뱀파이어의 미숙함을 지칭하는 멸칭으로 쓰인다.

클랜Clan: 피를 통해 이어지는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 
뱀파이어의 무리. 제 3세대에 의해 생겨났다고 알려진 
열세 클랜이 현재 존재한다. (*VtM 설정에 유대-
기독교의 영향이 짙은 점에서 따옴)

코테리coterie: 상호협력을 위해, 어떤 때는 공통적인 
관심사 때문에 뭉친 작은 뱀파이어 무리. 사바트에서는 
패pack라 불린다.

디아블러리diablerie: 다른 뱀파이어가 단말마를 맞을 
때까지 그의 피를 마시는 행위. 이 끔찍한 짓거리를 통해 
뱀파이어는 자신의 세대를 영구적으로 낮출 수 있다.

영지domain: 어떤 뱀파이어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군주는 한 도시 전체를 자신의 영지로 가지며, 수하의 
뱀파이어들에게 자신의 영지의 일부를 하사하기도 
한다. (*군주가 하사하는 땅이라는 점에서)

장로elder: 최소한 2, 3백년 이상 존재해온 뱀파이어. 
지하드의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이다.

성역Elysium: 뱀파이어들이 공격받을 위험 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 (허나 사바트 등의 몇몇 파벌은 
카마릴라만큼 성역의 규칙을 존중하지는 않는다) 보통 
오페라 하우스, 극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과 관계된 
장소가 성역으로 선포된다.

포옹Embrace: 인간mortal을 뱀파이어로 변화시키는 
행위. 포옹하기 위해서 뱀파이어는 한 사람의 피를 전부 
빨아낸 다음 자기 피의 일부를 넣어주어야 한다.

영원한 죽음Final Death: 뱀파이어가 죽은 채 살기를 
멈추고 완전하게 죽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

새끼fledgling: 새로이 만들어져 아직 대부의 보호 
아래에 있는 뱀파이어.

게헤나Gehenna: 안테딜루비안들이 가사동면torpor
에서 깨어나 세상과 뱀파이어 전부를 집어삼킬 것이라 
전해지는 종말의 때 

세대Generation: 전설적인 카인과 뱀파이어 사이의    
“간격”; 즉, 뱀파이어가 첫 뱀파이어로부터 얼마나 먼 
존재인지에 대한 척도. 

구울ghoul: 피를 전부 빨아내지 않은 상태의 인간에게 
뱀파이어의 생명혈vitae을 조금 마시게 해 만들어낸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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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처haven: 뱀파이어의 "집"이자,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낮 동안 잠들 수 있는 장소.

갈증the Hunger: 피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 
뱀파이어들에게 갈증은 다른 모든 욕구를 대체할 
정도로 강렬하다.

인코누Inconnu: 다른 혈족과 지하드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은거한 뱀파이어 무리. 소문으로는 다수의 
므투셀라Methuselah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한다.

지하드the Jyhad: 세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우면서도 자멸적인 전쟁. 원로 뱀파이어들이 
아랫것들을 조종해 불가해한 규칙의 장기판 위의 
장기말로 사용한다.

혈족Kindred: 뱀파이어 종족 전체, 혹은 뱀파이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낱말. 소문에 따르면 이 표현은 
대大 아나크 운동이 벌어진 이후인 15~16세기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바트 뱀파이어는 이 표현을 
경멸하여, 그 대신 "카인족Cainite"라는 낱말을 
사용한다.

입맞춤the Kiss: 피를, 특히 인간의 피를 마시는 행위. 
입맞춤은 입맞춤 받는 이들에게 엄청난 쾌감을 가져다 
준다.

이리Lupine: 늑대인간Werewolf, 즉 뱀파이어라는 
종족 자체의 천적이자 불구대천의 원수. 

주정뱅이Lush: 만취하기 위해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의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

생명the Life: 정명자의 피를 돌려 말하는 말. 많은 수의 
혈족이 이 낱말이 가식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성the Man: 뱀파이어를 야수와 구분 짓는 마음 속 
마지막 한 줌의 인간성.  

마스커레이드the Masquerade: 인간의 눈에서 
자신들을 숨기는 뱀파이어들의 관습이자 전통. 중세 
이단심판Inquisition이 많은 수의 혈족을 앗아간 이래, 
인류의 손에 뱀파이어가 멸망하는 것을 피하고자 
만들어졌다. 

제후Prince: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광활한 
영역을 - 보통은 하나의 도시 전체를 - 자신의 영지로 
삼은 뱀파이어. 이 낱말은 뱀파이어의 성별에 상관없이 
쓰인다. 사바트에서 이 카인족은 "대주교Archbishop"
라 불리고, 아나크 도시에서는 "남작Baron"으로 
불린다.

피도둑Rogue: 무슨 이유에서든 다른 카인족의 
생명혈을 마시는 뱀파이어.

사바트the Sabbat: 인간성을 거부하고 괴물의 본성을 
받아들인 뱀파이어 파벌. 야만적이고 난폭한 집단으로, 

카마릴라처럼 인간의 눈을 피해 숨기보단 인간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파벌Sect: 공통적인 사상 아래 모였다 할 수 있을 
뱀파이어 집단.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세 파벌은 
카마릴라, 사바트, 그리고 아나크 운동이다.

대부Sire: 한 인간을 포옹해 뱀파이어로 만든 "부모." 

그릇Vessel: 살아가기 위해, 혹은 쾌감을 얻기 위해 
마시게 되는 생명혈의 원천. 일반적으로는 인간이다.

옛말
주로 원로들이 사용하는, 현대의 밤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표현이다. 옛말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어떤 모임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며, 
아나크들 사이에서 사용했을 때는 행여나 원로들의 
앞잡이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부조화不凋花Amaranth: 다른 혈족의 피를 마시는 
행위. 동의어: 디아블러리 (*지지 않는 꽃. 부조초不凋
草에서 따옴.)

중진ancilla: 신예와 원로 사이의, 뱀파이어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뱀파이어.

안테딜루비안Antediluvian: 무시무시한 제 3세대의 
일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뱀파이어 중 하나

배역자-antitribu: “클랜에 반대하는 자.” 혹은 자신의 
클랜이 소속된 파벌에 등을 돌린 자. (보통 이 이후 
사바트에 합류한다). 어떤 대척은 새로운 혈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야인Autarkis: 한 도시의 뱀파이어 사회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제후, 대주교, 남작의 지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

피의 맹세blood oath: 피의 구속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카인족Cainite: 뱀파이어; 카인의 종족에 속하는 자.

우민Canaille: 우매한 인간 대중들. 특히 교양 없고 
지저분한 것들을 이르는 말. 우민들은 식량 취급을 
받는다. 

몽마Cauchemar: 잠을 자고 있는 상대에게서만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

동혈consanguineous: 문자 그대로 “같은 피를 가진 
이.” 보통 혈통lineage을 나타낸다.

불살자Cunctator: 입맞춤할 때 상대를 죽이는 것을 
피하는 뱀파이어; 상대를 죽일 만큼 피를 많이 마시지 
않는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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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주domitor: 구울의 소유주; 피를 내리면서 명령하는 
이.

강도Footpad: 부랑자나 다른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 이들은 보통 자기 
피난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신사Gentry: 나이트클럽이나 바 등의 홍등가에서 
먹이를 찾는 혈족.

골콘다Golconda: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뱀파이어가 자신의 본성을 초월한 상태를 이르는 말. 
내면의 야수를 완전히 복속시키고 서로 대립하는 욕망과 
도덕성을 균형있게 통제하는 상태이다. 인간들이 
말하는 열반과도 비슷하다고 전해지며, 이를 추구하는 
이는 많지만 얻어내는 이는 적다.

선량善量Humanitas: 혈족의 내면에 남아있는 인간성의 
크기. (*선량善良에서 따와 선의 양善量으로.)

육축kine: 인간을 가르키는 멸칭. “혈족과 육축”이라고 
하면 세상 전체, 혹은 만물을 이른다.

거머리leech: 뱀파이어의 피를 마시지만 주인을 갖지 
않은 인간.

보복법Lextalionis: 혈족의 규율이자 혈족 사회에서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 피의 사냥blood hunt.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경에 쓰여진 처벌법, 즉 ‘눈에는 눈’이자 
입은 피해에 걸맞는 정도만의 가해를 허하는 방식을 
시사한다.

혈통lineage: 뱀파이어의 계보; 혈족의 대부, 대부의 
대부, 대부의 대부의 대부....

므투셀라Methuselah: 천 년 이상 존재해온 뱀파이어; 
더 이상 혈족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원로이다. 소문에 
따르면 므투셀라는 제 4세대와 5세대의 인물들이라고 
한다.

신예neonate: 갓 포옹된 어린 혈족.

제비집Papillon: 홍등가; 마을 내 술집, 사창가, 노름판 
등 평판이 나쁜 시설이 들어선 지역.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별반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도시 안에서 사냥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후손progeny: 한 뱀파이어의 대자 전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주권praxis: 군주가 통치할 권리; 군주가 영지를 차지할 
권리. 이 낱말은 군주가 세우는 방침, 군주의 칙령이나 
의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상전regnant: 다른 뱀파이어에게 피의 구속을 건 
뱀파이어.

하수인retainer: 뱀파이어 주인을 섬기는 사람. 이 
용어는 매우 고전적이며, 먼 옛날 뱀파이어가 자신의 

권역에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나 쓰였던 
말이다.

사이렌Siren: 사람을 유혹해 피를 마시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은 양의 피만을 탐하는 
뱀파이어.

참된 호흡Suspire: 골콘다에 이르기 직전에 체감하게 
된다는 깨달음의 상태. 

세 번째 인간the Third Mortal: 카인Caine., 추방당한 
뒤 최초의 뱀파이어가 되었다.

종복thrall: 다른 뱀파이어의 피를 세 번 마셔 맺어진 
피의 구속 아래 놓여있는 뱀파이어.

생명혈vitae: 피

하룻강아지whelp: 어린 혈족을 가리키는 멸칭. 본디 
자신의 자손을 가리킬 때만 쓰이던 말이었다.

양인Wight: 사람, 인간, 필멸자.

마물사냥꾼Witch-hunter: 뱀파이어를 찾아 멸하는 
인간.

친인파Whig: 인간 세상의 유행과 동향에 관심을 가진 
뱀파이어를 가리키는 멸칭. 

비속어
이하의 표현은 자신들만의 새 뱀파이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혈족들이 사용하는 속어이다.

도둑고양이allycat: 한 군데 고정적인 피난처를 만들지 
않고 매일 다른 곳에서 잠자는 뱀파이어. 이 표현은 
노숙자나 부랑자 등 사회의 하층에게서만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인출banking: 혈액은행이나 병원에서 흡혈팩을 빼오는 
행위. 장로들은 이를 저열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관된 
피는 그다지 맛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주린 배를 채워줄 
수는 있다. 이 행위를 하는 혈족은 은행원이라 불린다.

블랙 핸드Black Hand: 카마릴라 뱀파이어들이 사바트 
전체를 일컫는 잘못된 명칭. (블랙 핸드는 사바트 내의 
하위조직이다.)

벼룩Blister: 뱀파이어판 "티푸스 메리." 자신이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균중인 질병을 퍼뜨리는 
뱀파이어.

혈맥bloodline: 1) 뱀파이어의 계보. (동의어: 혈통) 2) 
클랜과도 같이 유서 깊은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3세대 
선조가 존재하지 않는 뱀파이어 일파.

노리개blood doll: 뱀파이어에게 자발적으로 피를 
바치는 인간. 대다수의 노리개들은 입맞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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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인 쾌감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피를 마셔줄 
뱀파이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제비Butterfly: 인간 상류사회와 어울리면서 유명인과 
부자들의 피만을 마시는 뱀파이어.

카사노바Casanova: 사람을 유혹해 피를 마시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은 양의 피만을 
탐하는 뱀파이어. 몽마는 보통 피를 마신 후 자신에 
대한 사냥감의 기억을 지운다.

변이the Change: 인간에서 혈족으로 변하는 한 순간.

저주받은 자the Damned: 카인의 일족; 뱀파이어 전체.

기증자donor: 그릇, 특히 인간을 냉소적으로 이르는 
말. 

농부Farmer: 인간의 피를 마시길 거부하고 동물의 
피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뱀파이어를 조롱하는 말.

봉토fief: 뱀파이어의 영지나 영지에 대한 주장을 
냉소적으로 이르는 말. 흔히 군주의 그것을 이르는 데 
쓰인다.

대가리head: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들의 피를 
마시며 동일한 쾌감을 느끼려는 뱀파이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특정한 약물까지 선호하는 
뱀파이어에게는 그 “약물”의 이름이 대가리라는 말 
앞에 붙는다. (예: 뽕대가리, LSD대가리...)

머리따개Headhunter: 다른 혈족을 사냥해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 (동의어: 피도둑)

주스통juicebag: 인간은 오직 양분일 뿐이라는 뉘앙스. 
인간에 대한 멸칭. “주스통”이라고도 한다.

빨때기Lick: 뱀파이어; 혈족의 일원.

냉장고the Rack: 바, 나이트클럽, 마약굴, 창녀촌 등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좋은 사냥터 (
동의어: 제비집)

단골Rake: 피를 마시기 위해 상습적으로 편의점에 
들르는 뱀파이어

잠귀신Sandman: 잠을 자고 있는 상대에게서만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 (동의어: 몽마)

숙질slumming: 노숙자나 부랑자 등 사회의 하층계급의 
피를 마시는 행위. 상습적으로 이 짓을 하는 뱀파이어는 
‘숙자’라고 불린다.

스토커Stalker: 뱀파이어를 찾아 멸하는 사람. (동의어: 
마물사냥꾼)

서큐버스Tease: 여성 카사노바를 지칭하는 표현

구역turf: 1) 영지를 뜻하는 현대어. 2) 한 갱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

채식주의자Vegetary: 동물의 피만 마시는 뱀파이어를 
이르는 멸칭 (동의어: 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