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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진화’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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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록

화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에 있어 장르는 산업  요구와 객의 취향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그리고 하

나의 장르는 특정 유형의 캐릭터, 내러티 , 도상들과 같은 습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포켓몬스터>

와 <디지몬>으로 표되는 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장르의 습인 캐릭터의 ‘진화’에 해 고찰하 다. <게게게노 기

타로>에서 시작된 요괴 애니메이션은 <드래곤 볼>에서 요한 변화를 겪으며 그 하  장르인 몬스터 애니메이션

으로 발 한다. 그리고 <포켓몬스터>와 <디지몬>시리즈는 일본 상업 애니메이션의 특정 장르 안에서 캐릭터 자체

의 ‘진화’를 장르 습의 요체로 삼아 수많은 캐릭터들을 양산하고 산업  성공을 거두었다. 몬스터 애니메이션은 

이야기 구조보다는 캐릭터성이 극단 으로 강조되는 장르  특성을 보인다.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들은 하이 리

드형, 뮤턴트- 첩형, 변태형, 단순성체형, 내러티 형, 다 진화의 6가지 방식으로 진화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디지몬>의 경우 진화의 방향이 부분 인간 병기로서 투형 사이보그로 진화하는 일 된 경향을 보이며 캐릭터

들 간의 하이 리드를 극 화하고 있다. 이는 게임과 완구 업계의 산업  요구가 캐릭터의 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탁월한 산업  략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시각 으로 반

복되는 장르 습을 극 화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산업  략 안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이데올로기나 군국

주의  욕망이 조 이라도 묻어있다면 이것은 지 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포켓몬 캐릭터의 진화와 디지몬 캐

릭터의 진화는 이데올로기 효과의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객들은 능동 이고 

주체 으로 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이데올로기  효과에 항하고 새로운 놀이의 방식을 발견하고 있다. 

주제어 : 장르의 진화, 몬스터 애니메이션, 장르 습, 하이 리드와 뮤턴트, 이데올로기 효과     

 “말보다는 이미지 속에 더 많은 실이 있다.”

                                                             -죠셉 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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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두꺼비 등에 커다란 씨앗이 붙어 있다. 두꺼비와 씨앗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

체인 하이 리드 몬스터이다. 이 씨앗은 풀이 되고 꽃이 된다. 크고 동그란 을 가진 어린 두꺼비의 

모습은  몸집이 커지고 힘이 강해지면서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어른 두꺼비로 변해간다. 포켓몬

스터 캐릭터  ‘이상해씨’의 진화 과정이다. 이상해씨는 이상해풀로, 다시 이상해풀은 이상해꽃으로 

진화한다. 

    

그림 1. 이상해씨-이상해풀-이상해꽃

  

트로트나 일일연속극처럼 문화로 소비되는 화나 애니메이션들은 그 특유의 장르  습

(genre convention)에 기반한 작동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피스크의 말처럼, 습은 한 문화의 구성원

들이 서로 나  기호의 체험에서 유도된 기 들이며 기호들이 지니는 사회  차원이기 때문이다. 일

본 애니메이션의 변신, 합체, 진화는 오랜 기간 확립된 분명한 장르의 습이며 TV를 시청하는 어린 

객들이 공유하고 경험하는 기호의 체험이자 반복 학습을 통해 유도된 스펙터클  기 이다. 그리고 

사회  함의를 갖고 있는 문화 상이기도 하다. 원래 진화는 하나의 장르가 가지는 진  변화의 

흐름을 의미하지만 이 에서는 몬스터 애니메이션 장르의 특징  습으로 부각되는 구체 인 캐릭

터의 ‘진화’에 을 맞춰 논의해보고자 한다. 장르  진화 속에서 진행되는 캐릭터의 ‘진화’ 방식과 

원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에서의 장르의 습은 정치 경제학  효과를 갖는다. 스튜디오의 재정에 도

움을 주는 경제 인 이익과 함께 변신, 합체, 진화라는 스펙터클의 반복을 통해 어린 객들을 매혹시

키며 습의 재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일본 상업 애니메이션의 

부분은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이다. 아이들이 보지만 어른들이 만드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지

만  세계의 아이들이 즐겨 보는 것이 일본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이다. 이것은 탁월한 산업  략

이자, 천재  시스템인 동시에 문화제국주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 주목해야 하

는 주제이다. 

1. 애니메이션 장르의 진화

습은 기의가 기표를 결정하는 양태로 이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기호를 배운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화는 기호의 습화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가 “어떤 일

을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 선호의 집합일 뿐”1)이라는 언어학자 닐리의 정의에 동의한다면, 화나 

애니메이션의 장르  습 자체가 그 매체의 본체 혹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호의 집합이라는 

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나 애니메이션의 장르  습을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기

호의 의미 작용을 사회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뜻일 것이다. 

1) 크리스틴 닐리, 소  역, 2009,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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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화의 특정 장르는 자신만의 공식화된 약호와 습의 체계를 가지며 반복되고 변주

된다. 여기에서 장르의 습은 특정한 유형의 행 와 캐릭터, 내러티  유형과 롯의 구성, 반복 인 

도상  특성들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화 장르란 특정 내러티 를 가진 한 편의 서부극 화를 의미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서부극 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부극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장

르  도상이나 캐릭터, 배경, 롯의 구성, 내러티  략과 같은 화 습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화는 발생 기부터 과학 기술의 결과 기 때문에 자본과의 한 련을 무시할 

수 없는 거 한 산업으로 발 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요한 것은 이러한 장르가 진화한다는 

이다. 

진화라는 용어는 찰스 다 이 종의 진화를 설명하며 사용한 용어지만 랑스의 화이론가 앙드

 바쟁이 미국의 서부극을 분석하면서 처음 화 이론에 도입한 개념이다. 이후 이 장르의 진화라는 

개념은 화장르 분석에 요한 이론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장르는 자본의 독립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 화 혹은 다양한 술  시도를 보여주는 술 화나 실험 화보다는 상업 인 주류 화

들을 분석하는 개념틀로 자리 잡았다. 개체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환경에 응하여 종의 발 을 이루듯이, 한 무리의 화들은 끝없이 반복과 신을 통해 진화하면서 

하나의 장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가들의 업이라는 성격이 강한 상업 

화와 애니메이션은 술가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객들의 반응과 취향을 고려하여 만

들어질 수밖에 없는 태생 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업 화나 애니메이션은 스튜디오의 재

정 인 요구와 의 취향을 고려하여 장르를 발달시키는 산업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에 비해 노동집약 인 애니메이션은 객들이 선호하는 장르의 습을 최 한 활용하는 

략을 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했기 때문에 합체, 변신, 진화와 같은 장르의 습을 개발하고 지속

하는 것은 상업 애니메이션의 본질  특성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작비 감을 해 도입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법2)이나 뱅크 시스템3)과 같은 장르의 습을 구축하는 것은 탁월하고도 천재

인 방법이었다. 어린 객들이 매 회마다 열 하고 기 하는 로 의 합체, 마법소녀들의 변신, 몬스

터 캐릭터들의 진화는 습의 발견이며, 이 습의 채택은 그것 자체를 스펙터클로 즐기는 어린 객

들을 길들이고 매혹을 극 화하는 방식으로 개되었다.  

2. 장르의 습 : 변신, 합체, 진화

일본 TV애니메이션의 장르들  <우주소년 아톰>과 <마징가제트>에서 시작되는 로  메카닉 장

르와 <요술공주 새리>에서 <달의 요정 세일러문>에 이르는 마법소녀 장르, 일본 애니미즘에 기반한 

요괴나 괴물이 등장하는 <게게게노 기타로>, <포켓몬스터> 등의 요괴-몬스터 장르와 같은 애니메이션 

장르들은 변신, 합체, 진화를 그 습으로 확고하게 구축했다. 이 논문에서 의 장르들을 몸 바꾸기 

장르(transforming-body genre) 애니메이션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4)  

2) 리미티드 애니메이션(limited animation)은 일본의 데츠카 오사무가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상업 애니메이션의 일반 인 기
법이다. 실사 화와 같이 1 에 24 임의 장면을 사용해 부드러운 움직임을 얻는 풀 애니메이션(full animation)과 달리, 1

에 8-16 임만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제작 방식이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노동집약 인 애니메이션 작업 과
정을 획기 으로 여 막 한 제작비 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3) 뱅크 시스템(bank system)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제작 감 효과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마법소녀들의 변신이나 로 메커닉
들의 합체, 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진화 장면을 미리 그려놓고 마치 돈을 은행에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듯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 으로 가져다 쓰는 제작 방식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표 인 매 리즘  습이다. 1회 방 에 수차례 반복 인 사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신하거나 합체하는 캐릭터가 많을수록 제작비는 감되고 그 습 자체가 애니메이션의 핵심 인 스펙
터클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몸바꾸기 장르에 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 논문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이 에서는 구체 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몸 바
꾸기 장르(transforming-body genre) 애니메이션 연구-합체, 변신, 진화의 장르 습을 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 이션학회 
학술 회(2009년 11월 7일, 이화여자 학교) 발표한 논문으로 학술 회 로시딩을 참조. 한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들의 구분 



- 40 -

이 몸 바꾸기 장르 애니메이션들은 공통 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른으로 자

라나기’이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순식간에 몸이 커지는 시각  타지는 쾌감의 원천이다. 이러한 변

신의 기쁨은 매혹의 스펙터클이 되는 동시에 어린 객들을 유인하는 장르의 습이자 핵심  원동력

으로 작용한다. 로  메카닉 장르에서는 어린 소년들의 몸이 거 한 로 에 올라타거나 강철 신체 내

부에 탑재되면서 소년 몸의 기계  확장을 시각화한다. 연약하고 작은 소년의 몸은 거 한 건드 스 

혹은 서양의 철갑옷을 두르고 지구를 지키기 해 막강한 과 싸운다. 어린 일본 소년들이 두른 철

갑옷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일본 정신이 서양 기술의 옷을 입은 ‘화혼양재(和魂洋才)5)’라는 근

화 이데올로기의 이미지  구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6) 이 뿌리 깊은 이미지는 일본 로  메카닉 장

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소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법소녀물의 경우, 매니큐어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심지어 

웨딩드 스로) 특별한 장신구 등을 착용하면서 단지 몇 번의 회 으로 섹시한 팔등신 미인으로 변신

하는 장면은 어린이들의 시각  쾌락을 넘어 심리  소망충족의 순간이기도 했다. 몸집이 커지고 힘

이 세지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어른이 되는 것은 모든 소년, 소녀들의 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

들은 쉽게 장르의 습이자 강력하게 소통되는 기호가 되었으며 진화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모티

가 되었다. 마법소녀 장르와 로  메카닉 장르 이후에 등장하는 몬스터 애니메이션인 포켓몬과 디지

몬의 캐릭터 진화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진화 방식은 어른으로 자라나기, 즉 성체 되기이다.      

두 번째 특징은 캐릭터가 어른으로 몸집이 자라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다. 캐릭터들은 몸이 자라남에 따라 악의 화신인 과 싸워 할 만한 

힘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로  메카닉 장르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태운 거

한 로 /사이보그들은 그 자체로 유능한 인간병기가 되고(에반게리온) 엄청난 화력과 놀라운 지력

을 발휘하여 지구를 지키는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사가 된다. 마법소녀 장르의 경우에도 변신이 

이루어지면 주인공들은 평범한 소녀에서 마술 을 가진 능력자가 된다. 다른 별의 공주로 설정되던 

창기 마법소녀 장르(<요술공주 새리>, <요술천사 꽃분이>)는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소녀들의 귀여운 마법과 능력은 <달의 요정 세일러 문>에 이르면 평범한 

소녀들의 스펙터클한 섹슈얼 타지로 바 다. 이러한 선행 장르들의 습은 포켓몬이나 디지몬의 진

화 습을 성공 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인공 아이들의 몸이 직  로 이나 마법 소

녀로 변신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머니 괴물이나 디지털 몬스터들이 아이들을 

신해 진화, 변신하여 들을 맞아 싸우고  매번 승리하는 것이다. 특히 주인공들이 포켓볼7)이나 디지

바이스8)를 통한 몬스터의 조 과 통제, 진화를 한다는 이야기 략은 소유욕을 만족시키고 상황을 통

제하는 주인의 쾌락을 선사한다.       

세 번째 특징은 변신, 합체, 진화하는 캐릭터들의 수가 장르가 발 하고 진화 할수록 증가하는 경

향이 뚜렷하다는 이다. 로  메카닉 장르에서는 <다간>이나 <건담>시리즈를 지나 <황 로  골드

런>에 이르면 의 로 까지 종류가 많아지며 수가 격히 증가하게 된다. 마법소녀 장르도 요술공주

들이 여 사로 바 는 장르 내  진화를 보이면서 그 수가 증가한다. <달의 요정 세일러 문>은 세일

러 비 스, 세일러 머큐리, 세일러 넵튠, 세일러 마스 등과 같이 태양을 도는 행성들의 이름이 붙은 

다양한 처녀(더 이상 소녀라 하기 어려운) 사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변신, 합체 캐릭터들의 수 인 

문제는 다음 연구 과제로 기획하고 있다.    

5) 화혼은 일본의 통정신을, 양재는 서양의 기술을 의미하며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근 화의 논리 다. 

6)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김윤아, 2003, pp.75-79. 

7) 포켓몬스터들을 보 하는 볼

8) 디지바이스(digivice)는 주인공들이 디지몬들을 불러내거나 몸을 업그 이드 진화할 때 사용하는 호출기(삐삐)처럼 생긴 작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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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80년 를 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탈경계, 탈장르, 탈 심의 포스트모던 애니메이션  

상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상은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한 편 혹은 하나의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넘

어서 완구산업과 같은 캐릭터 산업과 히 연 되고 그 산업  요구에 부응하여 진화하는  하나

의 강력한 장르  습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상용화됨으로써 온라인 게임

이 성행하게 되자 포켓몬과 같은 무한하게 증식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캐릭터들끼리의 합체 진화

하는 방식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이윤을 배가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제 본격 으로 어린이를 주 객층으로 하는 TV시리즈물로 성공을 거둔 포켓몬과 디지몬을 

심으로 새롭게 각 받는 몬스터 애니메이션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화’라는 장르  

습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상업 애니메이션 장르를 역사 으로 근한 서들은 있지만 

장르의 진화나 캐릭터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연구한 구체 인 선행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포켓몬스터와 디지몬의 이미지에 한 필자의 연구는 「왜 ‘포켓몬스터’가 아이들을 미

치게 하는가? 」9)와 「디지몬 연구」10)에서 시작되어 『포켓몬마스터 되기』11)로 이어졌으며, 「요괴

들의 퍼 이드, 죽음의 행진」12) ,「요괴 캐릭터 연구-요괴 이미지의 생성원리를 심으로」13)가 있다. 

이 논문도 요괴 애니메이션 연구의 하  장르라 보이는 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이미지와 그것의 분석에 

한 일련의 연속  작업임을 밝 둔다.  

Ⅱ. 본론

1. 포켓몬스터의 진화와 그 유형

장르는 스튜디오의 재정과 객들의 취향에 따라 진화한다.14) 그러나 이는 일방향 인 것은 아니

다.15) 객의 반응은 익숙한 방식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것일 수도 있으며, 객의 취향은 그것을 만

들어낸 사람들에 의해 고도로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 스튜디오의 의도와 객의 선호  취향이 서

로 만나는 지 에서 상업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을 밝 내기는 어렵지만 <포켓몬스터>

의 다양한 캐릭터들의 개발과 그 폭발 인 인기는  세계 으로 애니메이션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9) 김윤아, 「왜 ‘포켓몬스터’가 아이들을 미치게 하는가? 」, 상문화 2호, 2000년. 포켓몬스터 캐릭터들의 이미지  원형을 국 
신화지리지인 『산해경』에서 찾아보고자 한 최 의 시도 다.    

10) 김윤아, 「디지몬 연구」, 상문화 3호, 2001년. 디지몬 캐릭터들의 진화의 방향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기운의 부활
이라는 의와 무 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논문. 

11) 김윤아, 『포켓몬마스터 되기』, 살림출 사, 2002년. 포켓몬과 디지몬의 서사와 이미지  분석을 일본 상업 애니메이션의 역
사  맥락 안에서 비교 분석한 책이다.

12) 김윤아, 「요괴들의 퍼 이드, 죽음의 행진」, 작가세계, 79호, 2008년. 요괴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일본 통의 백귀야
행도와 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이 의 여러 기능들을 상실하고 즐거운 스펙터클로 그려지는 상황을 분석한 논문이다. 

13) 김윤아, 「요괴 캐릭터 연구-요괴 이미지의 생성원리를 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6호, 2009년. 포켓몬과 디지몬을 
시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이미지의 생성 원리다 하이 리드와 뮤턴트의 두 가지 생성원리를 가진다는 을 규명한 논
문.

14) 장르의 진화와 장르의 한 습으로써 캐릭터의 진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원래 장르 애니메이션들은 화와 마찬가지로 그 자
체로 반복과 변주를 통해 진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습을 체계화하고 그 장르를 존속시킨다. 요괴 애니메이션이나 몬스터 
애니메이션, 스포츠 애니메이션이나 SF 애니메이션 장르들 모두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특유의 양식, 내러티 , 주제의 맥락에
서 반복되는 습의 체계들이다. 그러나 캐릭터의 진화는 포켓몬이나 디지몬처럼 캐릭터가 내러티  내에서 자라나고 모습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애니메이션 내부의 이미지  진화이다. 그리고 포켓몬과 디지몬에서는 이들 캐릭터가 몸이 자라고 힘이 
세지는 것을 스스로 ‘진화한다’고 표 한다. 애니메이션 장르의 진화와는 다른 의미인, 캐릭터의 외형과 성격이 순차 으로 변
화한다는 의미에서 진화라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15) 최근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스토리텔링 논의는 객들과의 방향 소통, 상호작용을 가장 요한 내러티  략으
로 꼽고 있다. 디지몬의 경우, 인터넷 게임으로 인기를 얻고 다양한 합체 진화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
함에 따라 객들끼리 정보나 의견 교환, 심지어 어떤 캐릭터가 더 힘이 센가에 한 열띤 토론이나 댓  달기 등은 일반  

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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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정도로 단했다는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장르의 습의 하나로서 캐릭터의 진화는 몬스

터 애니메이션의 요 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르의 습으로 굳 진 캐릭터 진화의 유형을 악

하는 것은 미래의 캐릭터 산업의 성공  략 수립에 있어 상업 으로도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일단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들은 그 수에 있어 격 이었다. <포켓몬스터> 1편에서 1백 51개의 

캐릭터가 선을 보 으며, 이 캐릭터들은 폭발  인기를 얻음에 따라 애니메이션과 온라인 게임이 활

성화되고 여러 버 이 만들어지면서 그 수는 거의 500개에 육박하게 되었다.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

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들을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본 원리는 하이 리드와 뮤턴트의 방식이다.16) 그

리고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캐릭터들은 부분 이미지 으로 진화하는 장르  습을 가지

며 그 습은 서론에서 밝힌 3가지 특성을 갖는다.  

캐릭터 진화의 가장 기본은 ‘성체 되기’라고 할 수 있다. 동 동 한 얼굴과 몸통, 큰 과 짧은 

다리를 지닌 어린 캐릭터는 진화함에 따라 뿔이 돋아나거나 신체의 일부가 뾰족해지기도 하고 몸집이 

커지면서 팔 다리가 길어지는 성체로 자라난다. 그리고 기능이나 능력의 증가가 외양으로 표 되거나 

온순했던 성격이 거칠어지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캐릭터화된다. 아이들은 맘에 드는 다양한 포

켓몬들을 자신의 취향 로 소유한다는 에서 큰 매력을 느낀다.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에서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라모델과 

같은 완구나 카드, 온라인 게임, 책과 여러 장난감 등으로 제작되면서 인기몰이를 하 다. 

포켓몬과 디지몬의 진화 략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들은 자연계에 존재

하는 수수께끼의 생명체로 설정되었지만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가령, 피카 는 지우의 피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피카 가 존재한다. 지우와 특별한 계를 맺는 포켓몬 피카 인 것

이다. 이처럼 다수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포켓몬은 구  진화를 한다. 한번 진화한 포켓몬은 다시 

이 의 어린 포켓몬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진화는 포켓몬의 선택이라는 에서 흥미롭다. 마치 

피터 팬과 같이 어른이 되기 싫은 아이들의 심리를 변하는 듯도 하다. 

반면, 각각의 디지몬은 자연계의 생명체가 아니라 디지털 몬스터, 즉 컴퓨터 합성으로 이루어진 

인공 생명체이며 자기복제나 증식을 하지 않는 한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진화는 포켓몬

처럼 구 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시 으로 진화한다. 캐릭터가 어떤 단계에 이

르면 그 자리에서 진화를 하고 투의 양상과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진화가 이루어진다. 주인공 소년 

소녀들은 짝패를 이루는 디지몬과 일 일의 긴 한 계를 맺는다. 포켓몬과 달리 디지몬들은 자신들

의 진화에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 투가 끝나면 성체가 되었던 디지몬들은 다시 이 의 모

습으로 돌아간다. 한 디지몬 캐릭터의 진화는 성체가 될 뿐 아니라 부분이 투형 사이보그로 진

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디지몬이 싸우는 다마고치에서 유래하고 게임에 합하게 만들어진 애니

메이션이라는 상업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  포켓몬의 진화 유형은 하이 리드형 진화, 뮤턴트- 첩형 진화, 변태형 진화, 단순 성체형 

진화, 내러티 형 진화, 다 진화의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크게 하이 리드와 뮤턴트라

는 요괴 이미지 생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1백 51개의 1차 포켓몬 캐릭터들을 유형화하여 도출해 

낸 구분이다. 

1) 하이 리드형 진화

요괴나 몬스터를 만들어내는 캐릭터 생성의 원리는 크게 하이 리드  원리와 뮤턴트  원리, 두 

가지 방식이 지배 이다. 동물과 식물의 하이 리드, 여러 가지 동물들의 하이 리드, 산 것과 죽은 

16) 김윤아,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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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하이 리드 등의 방식이 하이 리드  생성원리라 할 수 있고 신체의 기형, 첩이나 생략 등의 

방식이 뮤턴트  생성원리이다.17) 이 이미지 생성의 원리는 무궁무진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릭

터의 수는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다. 캐릭터에 의해 극 화되는 애니메이션의 산업  요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한편의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많은 문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이 리드형 진화는 <그림 1>의 이상해씨-이상해풀-이상해꽃의 진화처럼 동물과 식물의 결합이 

있다. 동물과 식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상해씨가 이상해풀로 몸이 커지고 등에 달린 씨가 풀로 자

라나면서 1단계 진화를 한다. 그리고 그 풀이 꽃으로 바 고 몸집이 더 커지면서 성체의 두꺼비가 되

는 것이다. 동물과 식물의 하이 리드이자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성체되기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꼬부기의 진화는 기본 으로 성체가 되면서 힘이 세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장르 진화의 습을 바탕으로 거북이와 포의 하이 리드인 거북왕으로 진화한다. 생물

과 무생물, 즉 생명체인 거북이와 생명이 없는 무기인 포의 결합을 보여 다. 

         

             그림 2. 꼬부기-어니부기-거북왕                       그림 3. 이리-리자드-리자몽 

이리는 꼬리에 불을 단 용으로 인상을 쓴 사춘기의 반항 인 을 가진 리자드로 진화하고 리

자몽이라는 어른용으로 자라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이들은 용이라는 상상  동물과 불의 하이

리드인데 성체인 리자몽은 입에서도 불을 뿜는다. 꼬부기와 같이 동 동 하던 어린 아이의 얼굴이 

성체가 되며 험상궂고 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남자 아이들이 로 에 올라탐으로써 몸이 커지고 힘

이 세어지는 경험과 여자 아이들이 팔등신의 미녀 사로 변신하는 장면은 포켓몬의 진화에 와서 그 

젠더  차이를 무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포켓몬 캐릭터는 탈젠더 인 존재로서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던 장르의 젠더 경계를 무 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늘씬한 

팔등신 미녀가 세일러복을 입거나 심지어 웨딩드 스로 갈아입는 가부장  연애와 결혼에 한 변신 

타지를 시각  매혹으로 제시하는 젠더에 한 이데올로기  장르 컨벤션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 4. 뚜벅 -냄새꼬-라 라시아                          그림 5. 모다피-우츠동-우츠보트

<그림 4>의 뚜벅 와 <그림 5>의 모다피는 동물과 식물의 하이 리드 이미지이다. 포켓몬 도

감18)에 의하면 뚜벅 는 하룻밤에 110m를 걸어간다고 한다. 이 뚜벅 는 향기가 아닌 냄새를 풍기는 

17) 김윤아, 앞의 논문 참조.  이와 련한 들뢰즈의 ‘다수다양성’ 개념과 포스트 N세  어린 아이들이 포켓몬에 열 하는 상
을 분석한 내용은 김윤아, 2002, pp.29-38 참조.  

18) 포켓몬 도감은 각각의 포켓몬들의 특기나 진화 단계, 게임을 할 때 에 지의 크기와 같은 기본 인 정보들을 어놓은 일종
의 포켓몬 사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그것을 사 삼아 각각의 캐릭터의 특성과 성질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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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아이같은 냄새꼬가 되었다가 큰 꽃을 피우는 성체 라 라시아로 진화한다. 풀이 꽃이 된다는 

에서 이상해씨와 비슷한 유형의 진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다피의 경우도 걸어  다니는 

식물이 차 성체가 되면서 입이 커지고 이빨이 돋아나는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기를 

하는 듯한 모다피의 운동성은 성체인 우츠보트가 되면 다리는 사라지고 다 자란 식물처럼 정착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2) 뮤턴트- 첩형 진화

돌연변이나 기형 인 신체를 가진 뮤턴트 몬스터들도 진화한다. 뮤턴트 캐릭터들의 생성 원리는 

신체 일부의 과장이나 첩, 삭제나 생략의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포켓몬 캐릭터  뮤턴트들의 진화

는 첩의 이미지들이 부분이다. 신체 이미지의 삭제나 생략, 축소 한 요괴 캐릭터의 생성원리에 

속하지만 뮤턴트형 포켓몬 캐릭터들의 진화는 첩, 다수화 등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6. 알통몬-근육몬-괴력몬                            그림 7. 식스테일-나인테일      

<그림 6>의 알통몬은 힘이 세지고 몸이 커진 근육몬으로, 다시 근육몬은 팔이 4개로 늘어난 괴력

몬으로 진화한다. 과장과 첩의 이미지는 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가령 다리수가 늘어나는 것은 질

주 속도가 증가하는 것, 입이 복수화되는 것은 삼키는 능력이 과장되는 것, 머리의 복수화는 지혜와 

이성  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괴력몬의 4개의 팔은 그 이름처럼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

미라 할 수 있다. 성체가 진화하는 방향이 신체 일부의 첩으로 형성되는 캐릭터로는  <그림 7>의 

식스테일과 나인테일도 표 이다. 식스테일은 본래 구미호(나인테일)에서 생된 캐릭터이다. 구미호

는 동아시아 이미지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국의 『산해경』에 등장하는 신이  존재이다. 꼬리가 

첩되는 극단  이미지인 구미호가 되려면 꼬리가 6개인 어린 시 을 지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발상

에서 역으로 생겨난 캐릭터로 보인다. 나인테일이 아름다운 성체의 모습을 지닌 반면 식스테일은 동

동 한 얼굴과 꼬리를 지녀 더 앳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 8>의 포니타-날쌩마나 <그림 9>의 두두-두트리오의 진화 한 강화와 첩의 이미지

라 할 수 있다. 불처럼 타오르는 갈기를 가진 망아지가 더 화려하고 크고 더 많은 불꽃 갈기를 지닌 

날쌘 말로 진화한다. 두두와 두트리오는 구미호처럼『산해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다. 두두는 ‘유’ 

혹은 ‘창부’라는 머리가 둘 달린 새의 이미지와 흡사하고 두트리오는 머리가 셋 달린 ‘기여’와 유사한 

이미지이다. 

          

                

                    그림 8. 포니타-날쌩마                          그림 9. 두두-두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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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태형 진화

곤충 포켓몬들은 실제 곤충들처럼 애벌 가 번데기로 변하고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을 통해 진

화한다. 캐터피는 단데기로 다시 버터 로 진화한다. 이러한 진화는 하이 리드나 뮤턴트형와 같은 요

괴나 몬스터의 진화라기보다는 자연계의 곤충들의 변태를 진화의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어 어린이들에

게 교육 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포켓몬 캐릭터의 진

화과정을 통해 곤충들의 변태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캐터피 이외의 말벌 포켓몬인 독침 도 

뿔충이와 딱충이의 순서로 변태형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림 10. 캐터피-단데기-버터                   그림 11. 뿔충이-딱충이-독침      

        

4) 단순 성체형 진화

하이 리드나 뮤턴트  속성은 강하지 않지만 성체로 진화하는 포켓몬들이 있다. 개구리와 올챙

이의 변태 과정을 캐릭터화한 <그림 12>의 발챙이-강챙이-수륙챙이는 붙여진 이름이 흥미롭다. 뒷다리

가 먼  나오는 개구리로 변화하는 특징을 잡아 발챙이라 이름 지었고 사춘기 소년 같은 강챙이 시

을 지나 물과 육지에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수륙챙이라 명명했다. <그림 13>의 고오스, 고스트, 팬텀

은 유령의 이미지를 몬스터 캐릭터로 만들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치는 캐릭터들은 수륙챙이와 

팬텀과 같이 성체로 진화한 모습은 개 의인화된 경향이 있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어린이들에게 동

질감과 친근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캐릭터 친화성을 높인다고 여겨진다.   

              

           그림 12. 발챙이-강챙이-수륙챙이                         그림 13. 고오스-고스트-팬텀

니드런은 포켓몬 캐릭터  드물게 암수가 따로 진화하는 포켓몬이다. 수컷인 니드런은 니드리노-니

드킹으로 진화하고 암컷은 니드리나-니드퀸으로 진화한다. 

        

           그림 14. 니드런(수)-니드리노-니드킹                 그림 15. 니드런(암)-니드리나-니드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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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도감 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포켓몬’  최면 포켓몬으로 분류되는 이시-후딘-윤

겔라이다. 세계 으로 유명한 잠자던 언자 에드가 이시와 능력으로 숟가락을 휘게 만들었던 유리 

겔라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시는 잠을 자는 듯 을 감고 있고 윤겔라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 캐릭터의 창조에 있어 한 이름을 명명하는 것도 성공 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일 

것이다. 이런 특별한 포켓몬들도 성체되기의 원칙은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이시-후딘-윤겔라

5) 내러티 형 진화

우스꽝스러운 야돈의 진화는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야돈은 주로 낮 동안에 꼬리를 물에 담그

고 잠을 자는 포켓몬스터이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 없는 야돈은 어느 날 이빨달린 소라가 꼬리를 깨물

어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소라를 꼬리에 달고 직립을 하게 된 야돈이 야도란으로 

진화한 것이다. 완 히 한 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야돈과 소라의 하이 리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와 같이 짤막한 에피소드형 이야기가 내러티 가 빈곤해 질 수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주된 단 을 

보완하며 진화의 내러티 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17. 야돈-야도란-야도킹                            그림 18. 고라 덕-골덕

애니메이터가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그림 18>의 고라 덕은 늘 두통에 시달려

서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고 흔드는 집오리이다. 두통이 심해지면 염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골덕으로 

진화한다. 

6) 다  진화

                    

그림 19. 이 이-쥬피썬더, 샤미드,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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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는 기포켓몬에 속하는 포켓몬으로 각각 다른 세 종류의 포켓몬으로 진화한다. 번개의 돌

을 이용해 진화하면 피카 , 라이 와 같은 기 포켓몬의 일종인 쥬피썬더로 진화하고, 물의 돌을 써

서 진화하면 도마뱀의 망토와 물고기의 꼬리를 지닌 물포켓몬의 일종인 샤미드, 불의 돌을 사용하면 

탐스러운 갈기와 털을 가진 부스터로 다  진화한다. 

연 술에서 찾아내야하는 궁극 인 물질이 ‘ 자의 돌’이다. 자의 돌은 어떤 속이든 으로 

바꿔주는 물질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의 돌에서 감을 얻은 듯 한 

번개의 돌, 물의 돌, 불의 돌이라는 설정도 왜 포켓몬 캐릭터가 다른 이미지로 바 는지에 해 설명

을 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포켓몬 골드버  게임에서 이러한 캐릭터 진화의 방식은 극 화되는데 친숙도를 올리고 아침에 

진화하면 에 이, 밤에 진화하면 블래키, 장소에 따라  내리는 마을 얼음 돌 근처에서 진화하면 

이시아, 꽃마을 숲에 있는 이끼 돌 근처에서 진화하면 리피아로 각각 진화한다. 이 다 진화의 방식

은 한 마리의 포켓몬이 여러 마리의 포켓몬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 디지몬의 진화 

1) 투형 사이보그 되기 

디지몬의 진화는 포켓몬의 진화보다 한층 복잡하고 이미지  유사성이 하게 떨어진다. 그리

고 디지몬 버 에 따라 같은 디지몬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어둠의 힘에 향을 받는 

디지몬은 ‘암흑 진화’를 하여 사악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처음부터 디지몬들은 주인의 성향에 따라 

선한 디지몬과 악한 디지몬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포켓몬처럼 한 명의 주인공이 여러 개의 포켓몬

스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주인공이 하나의 디지몬과 짝패를 이루는 설정이다. 그

리고 그 디지몬은 주인공의 소환과 필요에 따라 여러 단계의 진화를 한다.  

, 하나의 디지몬이 버 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기도 한다. <디지몬 어드벤쳐>에서 아구몬은 아

구몬-그 이몬-메탈그 이몬-워그 이몬으로 진화한다. 후속 버 인 <디지몬 세이버즈>에서는 아구몬-

지오그 이몬-라이즈그 이몬-샤인그 이몬의 순으로 진화하게 되는 식이다. 

디지몬 시리즈는 <디지몬 어드벤쳐>, < 워 디지몬>, <디지몬 테이머즈>, <디지몬 론티어>, 

<디지몬 세이버즈> 총 5차례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번외 으로 <디지몬 제볼루션>이 있다. 1기 <디지

몬 어드벤쳐>는 <그림 19>에서 <그림 26>까지 제시된 캐릭터들의 기본 인 진화가 이루어진다. 2기 

< 워디지몬>은 디지몬 진화과정을 더 강화하면서 진화에 필요한 디지바이스19)의 요성이 증가한다. 

3기 <디지몬 테이머즈>는 카드를 이용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이며, 4기 <디지몬 론티어>는 사람이 

디지몬으로 변하기도 한다. 2006년에 만들어진 5기 디지몬 시리즈인 <디지몬 세이버즈>는 앞 버 에

서 최종 진화를 한 캐릭터들 간 죠그 스 진화를 하여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냈다. 

일단 <디지몬 어드벤처>의 진화는 포켓몬 진화가 2-3단계인 것에 비해 5-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진화의 과정도 유년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완 체, 궁극체로 진화한다. 성숙기의 디지몬들이 각 짝

패 주인공들과 함께 다니며 필요에 따라 완 체로, 궁극체로 혹은  완 체로 일시 으로 진화하

여 과 투를 치른다. 이들이 투형 사이보그로 자라나는 내러티 상의 당 는 디지몬 월드를 구

하고 동시에 인간 세계를 지키기 한 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켓몬처럼 단순히 힘

19) 디지바이스는 사람의 마음이 가진 힘을 디지몬에게 달해 진화시키는 아이템으로 디지털 월드로 가는 길을 만들거나 어둠
의 힘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디지몬 어드벤처>와 < 워 디지몬>에서 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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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지고 어른의 몸을 지니는 수 이 아니라 디지몬들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투 병기로 자라난다.

           

그림 20. 깜몬-코로몬-아구몬-그 이몬-메탈그 이몬-워그 이몬

<그림 20>에서 보듯이 동그란 인형의 얼굴과 같은 깜몬은 분홍색의 코로몬으로 자라고, 코로몬은 

공룡의 모습을 한 아구몬이 된다. 이들 간의 이미지  유사성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아구몬은 몸집이 

커지도 투구를 장착하면서 그 이몬이 된다. 그 이몬이 무기를 들고 몸집이 커지면서 메탈그 이몬

으로 진화하고, 메탈그 이몬은 인간의 형상을 한 완 체 워그 이몬으로 진화한다. 동 동 한 

깜몬과 최종진화체인 워그 이몬을 비교하면 이들의 진화에는 아무런 이미지  연 성이나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그림 21. 푸니몬-뿔몬- 피몬-가루몬-워가루몬-메탈가루몬

  

<그림 21>의 뿔이 셋이나 솟은 모습의 푸니몬이 뿔 하나를 가진 뿔몬으로 진화하고 뿔 달린 강

아지 모습의 피몬이 된다. 발톱이 뾰족하고 온 몸이 각으로 이루어진 성체가 된 가루몬은 개의 

신체를 가졌지만 다음 단계에서 직립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진화한다. 

인간 병기 워가루몬은 다시 날개 달린 사이보그 개 모습의 완 체 메탈가루몬으로 진화한다. 

제 5기 시리즈인 <디지몬 세이버스>에서는, 완 체인 워그 이몬과 메탈가루몬이 죠그 스20) 진

화를 하여 오메가몬으로 최종 진화하게 된다. 인간과 동물, 기계의 완 한 유기  결합체인 최종 병기 

사이보그가 되는 것이다.

        

그림 22. 뽀 몬-모티몬-덴타몬-캅테리몬-아트라캅테리몬

 

곤충 이미지의 캅테리몬과 아트라캅테리몬도 투형 사이보그 진화를 잘 보여주는 디지몬이다. 

유년기인 뽀 몬과 성장기의 모티몬 단계를 지나 성숙기의 덴타몬은 이 커다란 리나 딱정벌 의 

20) 죠그 스는 joint+progress의 합성어로 성숙기 이상의 포켓몬들만이 할 수 있는 합체 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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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지만 한 단계 진화한 캅테리몬은 4개의 잠자리 날개와 4개의 손을 가진 뮤턴트- 첩형 사이보

그이다. 궁극체인 아트라캅테리몬은 장수하늘소와 같이 머리의 면에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

다. 포켓몬의 진화  변태형 진화와 같이 곤충들의 변태 과정을 응용한 이미지 진화와는 거리가 멀

고 오히려 속의 텐타몬이 곤충이미지의 캅테리몬으로, 다시 잠자리 날개를 가진 캅테리몬이 속의 

투형 사이보그가 되는 과정은 어떤 계통이나 원리를 따른다기보다는 연속성 없는 변신의 과정을 보

여 다. 힘이 세지고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하고 속성의 살벌한 투 로 으로 변해가면서 공격성과 

폭력성이 증 되는 이미지가 강화된다. 이러한 내재된 푹력성과 공격성은 강력한 기계몸의 이미지로 

구 되고 그 강력한 사이보그  기계몸은 어린 객들이 동일시하는 어린 주인공에 의해 통제된다.   

    빈 빈스와 스 비도우에 따르면, “사이보그 자아는 기계 같은 자아 속에서 표출되는 편집증

 합리성을 통해, 능한 자기 통제의 환상과 필멸의 존재들의 감정 , 육체  한계에 항하는 두려움

과 공격성을 결합시키는 특징을 갖는다”21)고 설명한다. 이런 유아 인 능성 환상을 충족시키는 사이보

그라는 존재는 세계를 통제하고 역사  힘을 동결하고 필요하다면 그 힘을 습격하여 괴할 환상을 품는

다는 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합리  통제를 유지한다는 이름으로 불안을 억제하게 된다. 

기본 으로 빈스와 비도우의 논의에 동의하지만, 디지몬의 사이보그 진화에서는 어린이들이 

동일시하는 사이보그 자아는 육체  한계에 항하는 두려움보다는 사이보그의 보다 강력하고 죽지 

않는 강철의 어른 몸에 한 열망이 더 커 보인다. 더욱이 자아의 발달이 완 히 내재화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순화되지 않은 리비도의 공격성은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소망충족 인 환상이 일시 으로 성취되고 그 순간을 스펙터클화하는 것은 디지몬 진화의 이미지  

핵심이다. 작은 몸이 순식간에 크고 강한 기계 신체로 확장되면서 그 몸에 한 아이의 능한 통제

를 시각화하는 로  메카닉 장르의 ‘합체’라는 장르 습이 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진화 방식으

로 그 로 담지 되면서 투형 사이보그인 디지몬을 원하는 로 불러내고 투에 활용하는 통제와 

조 의 쾌락은 어린이 객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매혹의 원천인 것이다.     

         

그림 23. 피치몬-둥실몬-쉬라몬-원뽈몬-쥬드몬

 

한 빈스와 비도우는 컴퓨터 자 게임은 불안의 지배와 능성 환상에 향을 미친다고 

제하고, 불안과 통제의 과정은 ‘완 한 지배’를 달성한다는 강박  임무를 지니고 있는 컴퓨터-비디

오 미시세계에 의해 극 으로 구조화된다고 설명한다. 디지몬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인기를 

쓸었지만 컴퓨터 게임으로 더욱 인기를 끌었고 캐릭터의 진화는 게임의 진행이나 심화 단계에 따라 

더욱 더 정교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투 게임의 심리  차원은 의심할 바 없이 군사 게임의 사

이보그 논리에 상응한다. 무기 체계와의 병행도 심화된다. 디지몬 캐릭터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화

는 새로운 무기의 장착과 련 있다.  더 강력해지는 무기는  더 강력한 캐릭터를 만든다. 진

화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몸은 강력한 병기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림 23>의 완 체 원뿔몬이 진화한 

궁극체 쥬드몬은 무시무시한 쇠망치를 한 손에 쥐고 등에는 포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무기 장착의 

이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21) 빈 로빈스와 스 비도우,  1997,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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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디오 게임은 불안이나 강박과 같은 내 인 들을 투사하고 리하는 정신역학의 과정

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게임 구조에 내몰리는 놀이를 하는 사람은 괴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혹

은 가족이나  우주를 언제나 지켜내야 한다. 지구를 지키고 인간 세계를 수호한다는 의명분 아래, 

컴퓨터 게임의 투 놀이는 삶과 죽음의 강박 이고 즐거운 수행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게이머의 

근원  불안은 상상 인 놀이에 의해서 결코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디지몬의 진화가 

투를 재 는 것으로 경험하게하고 반복하여 학습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험한 이데올로기

의 에이 트가 될 수 있다는 은 늘 경계해야할 것이다.  

       

그림 24. 뇨키몬-어니몬-피요몬-버드라몬-가루다몬

의 <그림 24>의 뇨키몬은 씨앗의 모습에서 양 와 같은 어니몬으로 진화하고 다시 피요몬으로 

진화해 불새와 같은 버드라몬을 거쳐 사이보그의 형상을 한 가루다몬으로 최종 진화한다. 마찬가지로 

진화의 과정을 보면 식물에서 동물로 진화하면서 종국에는 인간 형상의 사이보그 사 디지몬이 된

다. 동물, 식물, 인간의 요소들이 하나로 하이 리드된 존재는 말 그 로 디지털 몬스터인 것이다.

        

그림 25. 유라몬-시드몬-팔몬-니드몬-릴리몬 

이러한 하이 리드 패턴은 <그림 25>의 유라몬에서도 유사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인공 생명체 유라몬이 싹이 난 식물처럼 보이는 씨드몬으로 진화하고 식물과 동물이 하이 리드 된 

마치 쁜 옷을 입은 여자 아이 같은 모습의 팔몬으로 진화한다. 여자 아이 같은 느낌은 각지지 않은 

크고 동그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팔몬은 온 몸이 가시로 뒤덮인 투하는 선인장 니드몬으로 진

화하지만 최종 으로는 릴리몬이라는 궁극체 디지몬이 된다. <그림 24>의 어니몬이나 피요몬의 짝패 

주인공이 한소라라는 여자아이이고 <그림 25> 팔몬의 짝패 주인공 역시 이미나라는 여자아이로 설정

되어 있다.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 캐릭터들의 모습이 여성 이라는 특성을 부여하며 릴리몬의 경우

는 무기를 장착한 메탈릭한 투형 사이보그라기보다는 특이하게 꽃의 요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외 인 진화를 보여 다. 속성의 투형 사이보그들로 진화하는 일반 인 모습과 다르게 시각  

다양성과 소녀 객들의 취향을 고려한 여성 캐릭터 략으로 보인다. 

페미니스트 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에서 미래의 젠더 비 을 찾기도 한다. 그녀는 사이보그를 

“인공두뇌 유기체이며,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교배이며, 사회  실재임과 동시에 허구의 산물”22)로 

악한다. 한 복 인 포스트 젠더  존재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릴리몬은 투형 사이보그임에도 불

22) 다  해러웨이, 1997,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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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두드러지게 여성 인 모습을 하고 있다. 메탈릭한 투형 사이보그 형상이 아니라는 은 그

것이 반-사이보그 인 성격을 갖는다고 오해할 여지를 주지만 그 본질은 투를 수행하는 사이보그일 

뿐이다. 성 인 캐릭터가 부분인 포켓몬과 다른 디지몬의 젠더 략을 엿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네 발이 달린 동물이나 곤충은 남성 인 것으로 풀이나 꽃과 같은 식물의 이미지는 여성

인 성격이 더 강하게 진화하는 이미지로 느껴진다. 디지몬 캐릭터 생산은 개 동물-곤충-사이보그

의 남성  이미지로 진화하지만 릴리몬처럼 식물-꽃-요정의 여성  이미지로 진화하는 이미지 젠더  

경향이 존재하는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몬의 사이보그 캐릭터들은 해러웨이의 지 처럼 복

인 포스트 젠더 인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젠더 략을 이미지 생산에 이용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천사형 디지몬 사이보그이다. 디지몬의 가장 어린 멤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림 

26>의 귀가 날개 같은 닥몬과 <그림 27>의 역시 귀가 커다란 가트몬이 천사형 사이보그로 진화한

다. 

     

그림 26. 포요몬-토코몬- 닥몬-엔젤몬-홀리엔젤몬

   

 그림 27. 야옹몬- 로트몬-가트몬-엔젤우몬

천사형 사이보그도 남성 인 모습을 가진 홀리엔젤몬과 여성 인 외양을 가진 엔젤우몬으로 각기 

진화한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본질은 투형 사이보그인데 모습은 우아하고 성스러운 엔젤

의 형상을 하고 있다. 특히 홀리엔젤몬은 건담이나 에반게리온과 같은 거  로 메커닉의 외양을 계

승하고 있는 듯하고, 엔젤우몬은 팔등신 미녀 사로 변신하는 네오 마법소녀들의 후손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니 어린 디지몬들이 궁극체 천사형 디지몬으로의 진화하는 모습은 흡사 어린 소년들이 거  

로 에 올라타서 사이보그가 되거나, 어린 소녀가 몇 번의 회 으로 변신하여 팔등신 미녀 사가 되

는 모습을 압축 으로 보여주고 있다. 캐릭터의 진화는 투형 인간 병기 디지몬 사로 자라나는 환

상을 반복 강박 으로 수행하면서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의 확고한 장르  

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이보그 진화의 이데올로기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포스트젠더 인 존재인 사이보그가 ‘군국주의와 가부장  

자본주의의 서자’23)라는 이 사이보그 논의에서 가장 골치 아  문제라고 지 하고 있다. 사이보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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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형 병기라는 에서 군국주의와의 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청

일 쟁(1894), 러일 쟁(1904), 제1차 세계 (1914)까지 10년 주기로 선제공격과 선 포고를 하며 큰 

쟁을 일으켰고 이후 거의 5년마다 만주사변(1931), 일 쟁(1936), 제2차 세계 (1939), 태평양 쟁

(1941)을 일으켰다. 근  일본은 쟁과 함께 성장, 발 해 온 쟁국가로 규정할 수 있다.24) 더구나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才)의 근 화 논리를 내재화하고 있다. 마음은 일본풍으로 그러나 생활양식이

나 사상은 서양식으로 이상화하는 것이 화혼양재라는 일본 정신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매우 외 으로 정복 없이, 게다가 외국인과 분리된 형태로 외국의 사상이나 

문물만이 추상화된 형태로 들어왔다고 한다. 즉, 경계심이나 공포의 감각이  없는 상태로 선진문

물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25) 일본인의 왕성한 호기심, 

이문화 수용에 한 거부감의 부재, 자연주의에의 회귀정서 등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화혼양재의 일

본  가치이고 정신인 것이다.26)       

이러한 을 종합해볼 때, 인간과 동물, 기계가 하나의 몸을 갖고 투형 사이보그, 인간 병기가 

된다는 디지몬의 진화 규칙은, 섬이라는 특성으로 국경이 부재하고, 정복이 된 이 없이 선진  이문

화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에 신이 깃들인다는 애니미즘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자아와 피아

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단주의 문화가 시되는 여러 일본  요인들을 배경으로 배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  발 주의를 지향한 일본의 역사  행보와 화혼양재라는 일본 근 화의 정신과 깊은 

련이 있는 시각  결정 이 디지몬의 투형 사이보그로 자라나는 진화의 규칙이라는 분석을 가능

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비 으로 무의식 으로 아이들의 시각  쾌락을 불러오고 즐거이 수용

되고 꾸 히 학습되는 일본 상업 애니메이션의 인기 로그램인 것이다. 

            

        매그 몬          번개드라몬             오메가몬      황제드라몬-드래곤모드 / 팔라디모드 

그림 28. 투형 사이보그 디지몬들 

<그림 28>의 극단 으로 과장되게 그려진 번쩍이는 투형 사이보그 디지몬들을 찬찬히 살펴보

면 이것이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감일 뿐이라고 순진하게 바라보기는 힘들어진다.  메카닉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군국주의와 재무장하려는 정치  움직임, 스러웠던 과거의 쟁을 추억하는 일본 

사회의 변을 흐르는 무의식이 징후 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디지몬의 캐릭터 진화

는 더 정치한 이데올로기  해석이 필요하다.  

게임에서 이기듯이 디지몬들에게 리 쟁을 시키고 승리하는 연습을 통해 여러 사악한 디지몬을 

죽이고 그들의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은 마치 군사 훈련의 시뮬 이션과 유사하다.  세계의 아이들

이 그런 게임에 흠뻑 빠져 있다. 억압된 욕망과 불안은 신무기로 무장한 쟁병기 몬스터의 형태로 

23) 다  해러웨이, 앞의 , p.151. 

24) 이성환(2005)은 책날개에 ‘특정 국가를 두고 쟁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쟁과 일본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것도 그 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쟁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상 가 있는 국가  행 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25) 김필동, 2005, p.33.

26) 김필동, 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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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한다. 엑스 이몬이 일드라몬으로 일드라몬은 황제드라몬으로 진화를 한다. 어린이 객은 애

니메이션에서 기본 인 사항들을 학습하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 디지몬들은 지 도 정의 진화를 

거듭하고 새로운 메카닉으로 창조되고 있다.27) 황제드라몬의 드래곤 모드와 오메가몬이 죠그 스 합

체한 진화체가 <그림 28>에서 보이는 황제드라몬-팔라디 모드가 된다. 그리고 그 진화의 방향은 더 

화력이 세고 투 능력이 배가되는 투형 사이보그 디지몬이다. 속성의 느낌이 주는 매끈함과 날

렵함은 분명 시각  쾌락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철로 된 날카로운 발톱과 흉기와 같은 뾰족한 강

철 갑옷들과 과장된 날개와 꼬리, 더듬이 등 스러웠던 쟁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향수를 불러일

으킬 뿐 아니라 미래의 쟁 병기들을 미리 호명하는 듯해서 보고 있으면 로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28) 

Ⅲ. 결론

진화와 디지몬의 진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것이 가지는 이데올로기 효과까지 살펴보았다. 포

켓몬스터에서는 캐릭터 진화는 크게 하이 리드와 뮤턴트라는 생성원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더 세분

하여보면, 하이 리드형 진화, 뮤턴트- 첩형 진화, 변태형 진화, 단순 성체형 진화, 내러티 형 진화, 

다 진화 등의 6가지 진화의 패턴이 보이고 있다는 을 밝 보았다. 이러한 몬스터 애니메이션 장르

의 주된 습으로 자리 잡은 캐릭터 ‘진화’의 략은 캐릭터의 다양성을 극 화하려는 스튜디오의 산

업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해 다. 한 객성의 측면에서도 몸이 자라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도록 

진화하는 캐릭터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주체로서 어린 객들의 취향과 선호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성공  략이라는 을 알 수 있었다. 

사랑과 용기, 우정과 지식, 희망이나 성실은 디지몬 주인공들이 하나씩 부여받은 각자의 문장이

다. 이것은 그들이 디지몬을 이용해 과 싸워 이겨야하는 근거이며 소명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가치들

이다. 어린이들이 배워야하는 그 가치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디

지몬의 진화는 투형 사이보그로 자라나는 일 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은 문제 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진화의 방향에서 일본 TV 상업 애니메이션의 무의식을 통하는 념들이 징후 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반복하지만 어른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보는 것이고, 일본이 만들고  세계가 보

는 것이다. 일본 사회의 숨겨진 욕망과 재무장의 의지는 분명히 문화  인덱스로 작용하고 징후  독

해를 필요로 한다. 물론 문화제국주의가 경직된 일방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방향의 작용-반작

용이 있지만 익숙하고 매혹 이고 흥미진진하기까지 한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에 조 이

라도 불순한 의도들이 묻어온다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미 TV시리즈 

애니메이션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막 한 분량의 수많은 애니메이션의 역에서 이미 헤게모니를 

27) <디지몬 세이버즈> 까지 몇몇 디지몬들의 진화를 정리해보았다. 이런 진화 계를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은 인터넷 포털에서 
묻고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게이머들은 디지몬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이나 많은 정보들을 공유한다.

      뿔뿔몬-톱니몬-가드로몬-안드로몬 
얍실몬-에 몬- 오몬-화이트 오몬 
퍼그몬-울퉁몬-아이스몬-운석몬 
길몬-그라우몬-메가로그라우몬-듀크몬
테리어몬-가르고몬- 피드몬-세인트가르고몬

나몬-구미호몬-도사몬-샤크라몬
임 몬-데블몬-스컬사탄몬-베르제 몬

이몬-엑스 이몬- 일드라몬-황제드라몬
에 몬- 오몬-화이트 오몬-샤벨 오몬
톱니몬-가드로몬-안드로몬-하이안드로몬

28) 최근 일본에서 표 인 로  메카닉 건담을 실제로 제작하기로 하 다는 뉴스를 본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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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한 주류이기 때문이다.  

연구와 련하여 개인 인 경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캐릭터 진화의 

방향이 지닌 이데올로기  효과에 한 우려가 깊어질 즈음, 고민에 답이라도 하듯 2009년 3월 어

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메일이 한 통 날아들었다.『포켓몬 마스터 되기』라는 책을 본 어린 독자에

게서 포켓몬과 디지몬에 해 조목조목 비 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29)한 후, 다음 문장

으로 끝맺어지는 장문의 메일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수용을 넘어서 창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 ( 희 세 ) 아이들은 그  

포켓몬의 이름을 암기하고 빵 스티커를 모으는 정도로 팬 생활을 끝내고는 했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패러디라는 이름으로 재창작하여 스스로 창작, 소비 하고 있습니다.

( 도 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의 독은 아이들의 재창조로 인해서 정화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니

다.                                                                       진선여고 3학년 허다운

‘문화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혜롭고 능동 인 객과 소통하는 순간

이었다. 편지의 내용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감지되는 군국주의의 독이 아이들의 재창조로 정화

된다면 그것이 바로 순기능을 하는 객의 힘일 것이기 때문이다. 장르가 끝없이 반복되면서도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기 때문이다. 그 변주는 신의 다른 말이며, 조 씩 새

롭게 바 며 진화하는 장르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어린 독자의 명하고 진지한 편지에서 내 

에서는 군국주의의 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백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유 자 돌연변

이를 만들어 종이 살아남고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건강한 객의 피

드백은 이런 비  읽기와 서로 다른 다양한 에서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래서 여 히 나는 디지몬의 이데올로기  방향성을 가진 진화보다는 포켓몬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더 

정치 으로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지지하고 싶다. 능동 인 어린 객에게 왜 그것을 지지하는지에 

한 답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성공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그 산업  요구와 객의 쾌락이 만나는 지 에 한 연구라는 에서 의

의를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의 미흡한 부분들은 연속 인 일련의 연구 과제로 남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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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volution' of Animation Images

: Centered around Characters of Monster Animation 

<Poketmon> and <Digimon>   

 Yoona Kim

This paper focalizes on the 'evolution' of monster animation <Poketmon> and <Digimon>. Actually, Many 

characters' 'Evolution' is a very powerful convention of Japanese genre animation. Lots of young people feel a 

huge pleasure about character's evolution. It is a fantastic spectacle to boys and girls.  

The first characteristic point of characters' evolution is growing-up body to an adult. For example, magical 

girls genre shows a woman's sexy body. This scene gives a sexual fantasy to young girl spectators, a 

voyeuristic visual pleasure to young boy spectators. The second point is that a transforming-body gains some 

super power or magical power. The third point is that a great many characters is in one text. 

In <Poketmonster>, characters' numbers go on increasing through 6 ways-hybrid type, mutant-reiteration 

type, metamorphosis type, simple-grownup type, narrative type, multiple evolution type. The evolution of 

<Digimon> has to pay attention to only one transforming way. Most Digimon characters are becoming to a 

human-weapons cyborg. In my opinion, this is very dangerous phenomenon with a political ideology. 

keyword : evolution, monster animation, genre convention, dominant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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