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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시이 마모루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그의 작품들이 현실의 황폐함을 

‘폐허’의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다는데 집중해 왔다. 또 오시이 마모루의 

애니메이션이 점점 디자인적으로 ‘현실미’를 드러내기 위해 발전해 갔다

고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의 작품이 근대적 자본주의의 억

압된 ‘현대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전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에 주

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카이 크롤러>(The Sky Crawlers)를  공간, 

신체, 일상성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2장에서는  <스카이 크롤

러>의 공간이 근대적이고 기계적인 빈틈없이 자본화된 공간이자 ‘반복’의 

성질을 지닌 폐쇄된 회로와 같은 공간임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캐릭터 

신체의 측면에서 <스카이 크롤러>가 ‘키르도레’(Kildren)라는 인간과 비인

간의 사이에서 유동하는 신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세계의 

자본화되고 물화된 신체를 재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 신체가 처한 

극단적 불안이 현대세계의 노동 유연화에 따른 ‘불안’과 ‘장소상실’ 현상

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 보았다. 4장에서는 미장센과 디자인 그리고 연

출의 측면에서 현대세계의 ‘일상성’이 신체에 남긴 ‘기억’과 ‘습관’의 측면

을 분석했다. 5장에서는 이런 현대세계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오

시이 마모루가 근대공간에서 어떻게 ‘도주’하고자 하는가를, 근대적 일상

을 어떻게 ‘전유’하려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6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오시

이 마모루의 작품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해석해 보았다.

주제어 : 공간(space), 근대성(modernity), 신체(body), 습관(habit), 일

상성(everyday life), 전유(appropriation), 현대세계(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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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시이 마모루의 ‘폐허’와 <스카이 크롤러>

오시이 마모루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신의 현실 인식을 

투영하려 시도한다. 오시이 마모루를 연구한 ‘류우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서론에서 우리들이 보았듯이 작가(오시이 마모루)는 “지금의 일본 

사회는 다 가짜”라고 하였고, “모두가 거짓”이라고 하면서 자신

이 몸담고 있는 존재적 기초를 제공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일

반인들이 언뜻 보기에 그는 일본인이 아니고 제3국의 국민처럼 현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는, 일본에

는 일말(一抹)의 “희망이라든지 꿈이란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너무나 부패하고 폐허가 된 현재, 현실을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자.

“일본은 평온하고 전쟁도 없는 곳이라고 배웠지만 실상은 달랐다. 

비판 의식이라기보다는 전후의 가식적인 일본, 특히 상징적으로는 

도쿄를 향한 증오 그 자체였다.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야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문제는 비판도 아닌 증오에서 모든 것이 멈

춰버렸다.”1)

류우동에 따르면 오시이 마모루의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을 드러내주고 있다.2) 또 류우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

고자 한 오시이 마모루의 창작 태도에서 비롯된 중요한 효과가 

존재하며 그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은 사실 너무나 황폐한 

‘폐허’와 같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영화의 래디컬한 의지』를 쓴 요모타 이누히코 또한 

오시이 마모루가 그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키

워드가  ‘폐허’와 ‘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또 요코타 

* 본 연구는 2011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1) 류우동, 『아니메의 시인 오시이 마모루』, 백산출판사, 2005, pp.105-106.

2) 류우동, 위의 책, p.106.

3) 요모타 이누히코, 강태웅 역,『일본영화의 래디컬한 의지』, 소명출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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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오, 코이데 마사시, 키후네 도쿠미츠는 오시이 마모루는 반

복해서 현실미를 담은 이야기를 그의 애니메이션에서 그렸으며 

캐릭터 또한 그의 작품이 제작될 때마다 점점 현실의 인간에 가

까워져 갔고 배경 또한 비상하게 현실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4) 또 최민규는 오시이 마모루의 이런 현실에 

가까운 이미지와 표현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어 관객들의 동조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적절한 거리두기를 

이끌어 내어 계속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끔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

이와 같이 오시이 마모루에 대한 주된 선행 연구들은 작품에 

나타난 현실재현과 그러한 재현을 통해 드러난 감독의 현실인식

을 지적해 왔다. 그에 비해 그의 작품들이 지닌 ‘현대세계’에 

대한 전복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뤄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억압적이고 이분법적인 근대 사회에 대한 저항과 전

복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왔다. 1983년작 <달로

스>(Dallos, 1983)는 식민화된 달기지에서의 노동과 그 노동자에 

대한 팬옵티콘(panopticon)6)적 감시체제에 대해 저항하는 도시게

릴라의 활동을 묘사했다. 또 1986년 작 <천사의 알>(Mystical 

Egg Of The Angels, Angel's Egg, 1986)의 경우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폐쇄된 알과 같은 구조의 세계를 깨야만 한다는 역설이 

담긴 이야기를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니메이션 세

계는 ‘현대세계’의 폐허와 같은 비참함만을 강조해 왔다는 식

으로 이해되어 왔다.

pp.305-306.

4) 요코타 마사오ㆍ코이데 마사시ㆍ키후네 도쿠미츠, 「오시이 마모루의 장편 애

니메이션에 있어서의 자폐적 세계로부터 엔터테인먼트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9호(2005), p.341. 

5) 최민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리얼리즘의 특성연구: 콘 사토시 감

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2), 

p.58.

6) <달로스>작중에 등장하는 돔혐 노동자 거주 도시는 ‘벤담’이 제안했던 전형

적인 팬옵티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화된 집으로 구성된 여러 층의 거

주구는 돔형 기지의 상공에서 경찰이 제압적 시선을 하며 경찰 자신의 신체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노동자의 어떤 활동도 감시 가능한 구조로 건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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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측면에서 2008년 작 <스카이 크롤러>는 전작들과 확

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 역시 여전히 ‘현대세계’의 일상성과 그 일상성이 지닌 완

강할 정도의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

없이 자본화된 현대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드로잉 이미지와 3D 이미지가 합성된 미묘한 균열감을 지

닌 이 영화에서 관객들은 오시이 마모루가 제시한 틈을 통해 현

실을 다른 방식으로 엿보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러한 주목할 만한 특징이 그간 그가 꾸준히 시도해온 

‘현대 사회’에 대한 애니메이션적 재현의 연장선에 있음을, 그

리고 무엇보다  <스카이 크롤러>가 어떤 식으로 근대세계의 일상

으로부터 ‘도주’와 ‘전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밝

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일상성’을 구성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인 ‘공간’,‘신체’,‘일상’의 세 가지 층위에

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억압적·구속적 공간 속에서 ‘틈’을 발견하기

오시이 마모루는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공간이 이야기 하는 듯

한 설정과 촬영 기법을 유지해 왔다. 그가 각본을 쓴 <인

랑>(Jin-Roh, The Wolf Brigade, 1999)은 전후 일본의 사라진 공

간을 재현함으로서 가상 일본 역사로서의 애니메이션 공간을 만

들었다. <스카이 크롤러>의 공간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인

터뷰에 따르면, 어머니의 장소와 아버지의 장소를 하늘과 땅이라

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주제의식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

다.7)

이는 공간 묘사를 통한 오시이 마모루식 이야기 전달 방법 중 

하나의 사례이다. 오시이 마모루의 작품에서 공간이 지닌 상징적

7) 정한석, 「공중격투신에서 전혀 새로운 카메라 기법을 사용했다」,『씨네2

1』, 2008년 10월 5일(672호)http://www.cine21.com/do/article/article/type

   Dispatcher?mag_id=53259&page=1&menu=&&keyword=&sdate=&edate=&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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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구조적인 성격은 이미 그의 전작 <아바론>(Avalon, 2001)에

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그는 <아바론>의 세계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로’로 만들려고 했다고 인터뷰했다.8) 이 영원

히 끝나지 않는 미로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행동양식들이 반복되

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스카이 크롤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마치 엔진의 피스톤 운동과 비슷해서 주인공은 전사 후 

재생되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되돌아오고 사소한 일상적 행동양

식은 그대로 반복된다. 심지어는 사령관의 딸과 함께 활주로 옆

을 뛰는 바셋하운드 종 개와 그 딸의 달리기조차도, 한 장면에서

는 맑은 날씨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같은 공간

이 노을진 모습으로 똑같이 보여줌으로써 이 세계의 공간이 계속

해서 반복되는 기계 작동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몽환적이고도 지루한 일상의 묘사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반복의 단서들은 관객에게 화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 것을 

거의 강요하듯이 제공되고 있다.

   

그림 1. 위 장면은 개와 소녀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을 그

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좌측은 노을 진 하늘을 우측은 맑은 하늘을 재현함으로서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위 장면 중 좌측의 노을 진 하늘 장

면은 주인공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무한히 반복되는 폐쇄된 구조와 같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다. 우측은 그 사건 전에 일어난 다른 

시공간을 가진 다른 사건에서의 장면이다. <스카이 크롤러>에서 중요한 것은 어

떤 장면이 어딘가에서 이미 봤던 것이라는 느낌 자체다. 이 데자뷰와 같은 몽환

8) 오시이 마모루의 <아바론>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시이 : 뫼비우

스의 띠라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확실하게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종의 미로와 같은 것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

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앞에 있는 전차라든가, 개를 

쓰다듬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류우동, 앞의 책,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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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느낌은 작품 전체에 흩어져 <스카이 크롤러>의 세계가 빈틈없이 구조화된다. 

인간 또한 그 공간의 구조 중 한 부분처럼 묘사되고 취급된다는 느낌은 이 공간 

구성과 직결되 있다. 그것은 <스카이 크롤러>의 캐릭터들이 기계의 부품처럼 작

동하고 소모된 뒤 교체되고 재생되고 있다는 암시다.

결국 <스카이 크롤러>의 공간 분위기는 광활한 하늘과 활주로

가 펼쳐진 대지를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불안한 감정과 같은 기괴한 분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빈틈없는 공간은 금속 디스크의 자동 오르골로 상징화된다. 중요

한 장면의 전환마다 이 기계 오르골 음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복

된다. 이 기계 오르골은 <스카이 크롤러>의 공간이 지닌 성질이 

기계와 같이 명확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은 근대 공간이 지닌 기계적 성질을 강조한다. 이진경은 근

대공간이 지닌 기계적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공간이 기계라는 것은 명확하다. 우리들이 접하는 구

체적인 공간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나 실천의 흐름을 절단하

고 채취하는 기계다. 집은 가족들의 활동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

하는 기계고, 감옥은 수인들의 행동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기계며, 공장은 노동자의 활동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기계

다. 따라서 기계라는 말은 단순한 메타포가 아니다. 그것은 정확하

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나름의 물질적인 재료material를 

대상으로 갖는다.9)

이진경의 표현대로 집이 가족들의 활동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

하는 기계라면 <스카이 크롤러>의 공간인 공군기지의 숙소와 회

의실, 사무실, 까페, 매춘을 위한 윤락가 등의 모든 공간은 전투

조종사의 신체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기계가 될 것이다. 이

것은 근대 공간이 지닌 성격과 일치한다. 일찍이 이런 근대 공간

에 대해 앙리 르페브르는 억압적·구속적 공간의 실천이라고 칭

하며 그것은 시간 자체를 생산적 노동의 시간으로 제한하려는 시

9) 이진경,『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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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며 거기에 더해 체험된 리듬마저 분업화된 노동의 합리화되

고 위치 매김 된 몸짓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역설했다.10) 이런 경향성은 <스카이 크롤러>에서 두드

러지는데 작중 캐릭터들의 노동 외의 모든 공간 이동에서의 체험

된 리듬은 전쟁 쇼 생산을 위한 재충전으로 축소화되어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대 노동자가 ‘가족주의’라는 노동자들의 

욕망을 포섭하고, 그들의 생활을 가족으로 영토화하기 위해 고안

된 계급적 전략에 의해 포섭되듯이11) <스카이 크롤러>의 모든 공

간 이동의 리듬은 자본화(capitalization)된 기계적 구조로 포섭

된다. 

이 포섭 과정에 의한 전쟁 쇼 비즈니스의 폭력 생산이 필요한 

이유는 평온무사한 일상생활이 현실과 역사의 현기증을 필요로 

하며, 흥분을 위해 소비된 항상적(恒常的)인 폭력을 필요로 한다

는 일상성의 외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12) 이 전쟁 

쇼라는 외설적 ‘스펙터클’을 생산하고 그 전쟁의 힘겨루기 균

형이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 전쟁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제는 ‘티처’13)라는 무소불위의 아버지적 권력을 투입해 전쟁

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킨다. 그들의 전쟁수행 기술의 ‘발전’은 

그 무상한 유지를 지속시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며 그 외의 발전 

이유는 없다. 이것은 기 드보르가 현대 산업에 의존한 사회의 성

격과 같다.

현대 산업에 의존해 있는 사회는 결코 우연히 혹은 피상적으로만 

스펙터클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스펙터클주의적이다. 스펙

터클은 지배경제의 이미지이며, 이런 스펙터클 속에서는 목표는 아

10)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574.

11) 이진경, 앞의 책, p.230.

12)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1991, p.28.

13) ‘티처’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의 규칙위에 존재하는 자이며 작중 전쟁 

쇼를 유지시키는 두 회사를 자유로이 전직하며 힘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존재

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어느 한 쪽이 승리해 전쟁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 자

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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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것도 아니고 발전만이 전부이다. 스펙터클은 그 자신 이외의 다

른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14)

<스카이 크롤러>의 공간 구조와 그 공간을 구축하는 원리가 근

대사회의 반영이라면, 그것은 오시이 마모루가 <스카이 크롤러>

에서 SF적 설정을 통해 그럴듯한 유사과학을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오시이 마모루는 <스카이 크롤러>를 통해서 

SF적 공간을 애써 제시하려 하지 않으며 다만 영속적 투쟁의 공

간을 재현하려한다. 이것은 데이비드 하비가 제시한 자본주의 하

에서의 영속적 투쟁15)에 대한 언급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오

시이 마모루가 제시한 세계는 이유 없는 성장과 그를 위해 영속

적으로 투쟁하는 자본주의의 현대세계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 크롤러>의 공간재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거대

한 작전을 위해서 그들이 이동한 다른 공군기지다. 군사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각종 장비는 표준화되어 있다. 이것

은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표준화된 군사 시스템 안에서 어

디로 가든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처럼 유지·보수될 수 있다. 이

것은 또 한 번의 대규모 공습과 공중전 이후 타 공군기지의 병력

이 주인공의 기지로 이동해 와도 여전히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에

서 드러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대 공간 이동의 특징을 발견한다

는 점이다. 전근대적인 탈것과 도보의 한계는 기술의 발전과 함

께 기차, 비행기, 등으로 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스

14)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 연구, 1996, p.15.

15)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주의하의 영속적 투쟁과 물리적 경관의 형성과 파괴 성

질과 성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발달은 

물리적 자본축적환경에 대한 과거 자본투자의 교환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새로

운 축적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투자가치를 파괴하는 것 사이의 갈림길 

Knife-edge path에 놓여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영속적 투쟁이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자본은 특정 순간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물리적 경관을 형성하며, 

그 물리적 경관은 항상 다음에 잇따르는 위기의 과정에서는 파괴되어야 한다. 

물리적 자본축적환경에 대한 시간적, 지리적 투자의 성쇠는 그러한 과정을 통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에드워드 소자, 이무용 외 역,『공간과 비판사회이

론』, 시각과 언어, 1997, pp.133-1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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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크롤러>에서 그들은 고속의 전투기를 이용해 엄청난 장거리

를 쉽게 이동한다. 현대 노동자 또한 자신의 노동력을 사준다면 

전 세계 어디든 이동해 노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종횡

으로 누비는 자본의 힘과 그 체제 아래서 노동자는 벗어날 수 없

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카이 크롤러>의 캐릭터가 탑승하는 고속

의 전투기도 그들의 신체를 전쟁의 반복이라는 공간에서 전혀 도

주시키지 못한다. 

그들의 기계날개는 오직 전쟁기계의 한 부품으로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의 시대, 유목의 시대는 탈근대를 위한 

징후라고 해석되기도 하나 그것은 ‘유연성’이라는 이름아래 끊

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현상

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듯이16) 이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는 전투기도 회로기판 안을 돌아다니는 전자입자와 같이 폐쇄된 

미로 안의 존재와 같다. 그것은 단지 전쟁의 스펙터클을 경작해 

생산하는 정착민의 삶과 같이 정해진 점과 점 사이를 이동하는 

행위다. 

만약 이 폐쇄된 공간 이동성에서‘도주(desertion)’17)하길 원

한다면 공중전이라는 스펙터클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확대하고 

생존기간을 늘리거나 출격횟수를 계속 축적 생산해 나갈게 아니

라 아예 다른 층위의 공간으로의 도주가 필요하게 된다. 그 도주

의 여러 가지 시도 방식 중 하나는 이 전쟁 게임의 체제를 유지

시키며 군림하는 ‘티처’를 격추해 살해하는 것이다. ‘티처’

는 초월적인 힘으로 체제를 유지시키는 훈육권력이다. 그런 그가 

16) 이진경 편저,『모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07, p.263.

17)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제국이라는 체제의 도전자로서의 유목적 

무리인 20세기 야만인들에 의한 도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니체가 자신의 명쾌한 망상 속에서 예견한 것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말 최근의 어떤 사건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전체 소비에트 

블록의 붕괴보다 도주와 탈출의 권력, 유목적 무리의 권력에 대한 더 확실한 

예가 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 훈육”으로부터의 도주 속에서, 야만적 이동

성과 대량 이주는 〔사회주의〕체계의 붕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중

략... 이러한 예는 노동 인구의 이동성이 실로 개방된 정치적 갈등을 표현할 

수 있고 체제의 파괴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안토니오 네그

리ㆍ마이클 하트, 윤수종 역,『제국』, 이학사, 2002, 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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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다면 영원히 계속되는 전쟁의 공방을 멈추고 균형이 깨어

지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 ‘도주’ 행위

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 ‘도주’의 행위 또한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작중 캐릭터들은 드러

내고 있다.

칸나미 : 이전번에 왜 그렇게 무리를 한 거죠? 기수에 검은 표범 

마크가 있어서?18)

사령관 : 그는 예전 우리 회사사람이었어.

칸나미 : 사람? 왠지 정중한 말투입니다만.

사령관 : 상사였으니까. 그는 말이지, 파일럿으로서 특별했어...보

통 어른이야...어른 남자.....

칸나미 : 어째서 상대편 회사로 갔습니까?

사령관 :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우리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칸나미 : ......‘티처’를 격추하면 뭔가가 바뀝니까? 운명이라던

가......한계같은 것이......?

사령관 : 그렇군......하지만 그는 누구도 격추시킬 수 없어.

‘티처’를 격추시킨다는 도주 방식의 무용함은 기실 ‘키르도

레’(Kildren)를 자본화한‘제약회사’의 존재에 대해 전혀 생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약회사’에 저항하는 새로운 

공간의 구축, 즉 자본에 대한 저항과 도주는 거대한 노동 인구의 

이동성이라고 할 전쟁 쇼에 종사하는 많은 수의 전쟁기계인 ‘키

르도레’들의 유목적 ‘도주’외에 어떤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자살19)도 상위 랭커를 초월하는 절대 강자에 대한 도전20)도 이 

절대적 훈육공간에서의 도주는 될 수 없다.

18) ‘티처’가 탑승하는 기체의 기수에는 검은 표범마크가 그려져 있다.

19) 주인공 ‘칸나미 유이치’의 전생에 해당하는 ‘쿠리타 진로우’를 ‘도주’

시키기 위해 사령관은 권총으로 그를 저격해 살해했음이 작중 후반부에서 드

러난다.

20) ‘티처’를 격추시키기 위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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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화된 신체의 재현, 오시이 마모루의 신체 인식과 물화된 

신체

오시이 마모루의 전작 <공각기동대>와 <스카이 크롤러>의 신체

는 공통적으로 기업이 제조해 생산한 신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

다. <공각기동대>의 경우 등장하는 사이보그들은 몇 군데의 대기

업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각각의 캐릭터가 우울한 얼굴로 인상이 

비슷하다는 것은 같은 회사에서 생산됐음을 말해준다. 얼굴 인상

이 비슷하다는 설정은 <스카이 크롤러> 에서도 여전히 반복된다. 

‘키르도레’들이 전사한 후 다시 재생되어 기억이 지워지고 전

선에 또다시 배치되면 그 얼굴은 비슷한 인상을 하고 있다. 

그림 2. 좌측은 주인공의 동료 파일럿 ‘유다가와’이며 우측은 ‘유다가와’의 

전사 후 새로이 배속된 ‘아에하라’라는 파일럿이다. 두 캐릭터는 머리 색 뿐만 

아니라 얼굴 인상 또한 매우 비슷하다.

<스카이 크롤러>의 캐릭터 신체가 제약회사의 실험 중 탄생한 

어떤 ‘것’이고 그것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어디쯤 존재하는 

존재라는 점은 신체가 상품화 되고 기계처럼 취급되기에 이른21) 

현대사회의 현실을 담담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마치 기계를 공장

에서 생산하듯이 생산된 신체라는 설정은 오시이 마모루의 기계

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어떤 생각으로 창조된 것인

지 추론 가능한데 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 : <공각기동대>를 비롯한 당신의 작품에는 늘 기계 중심 사

21) 다비드 르 브르통, 홍성민 역,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선, 1990,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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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와 맞먹는 기계 시대에 대한 전망을 풀어 

놓았다. 당신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시이 : <공각기동대>는 곧 ‘기계와 인간의 조화’에 대한 얘기

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인간과 기계는 서로 어떤 점이 다른가’

가 아닌 ‘인간과 기계는 어디까지 같은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많은 것을 탄생시켰지만 그렇게 생겨

난 모든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다. 계속해서 비추

는 거울을 양산해 가며 더욱 정밀해지기 위해 경쟁해 온 것이다. 

기계도 예외일 수 없다. 기계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이고, 인간도 

또한 기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기계야말로 정

확하게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다. 일본에는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

져 있는데 거울을 떨어뜨려 무엇하리”라는 속담이 있다. 이미 우

리는 다양한 기술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이를 받아들이

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도 나도 기계의 일부이고 사이보그이

다.“22)

오시이 마모루의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스카이 크롤러>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전작에서 ‘인간’의 신

체와 ‘비인간’의 신체에 대해 질문하며 <스카이 크롤러>에서도 

‘키르도레’가 과연 인간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 재

생될 때마다 기업과 비즈니스를 위한 공중전 기술만이 전수되는 

이 신체는 ‘정보의 흐름’이 생명의 기본전제인가 아닌가에 대

한 의문을 남긴 <공각기동대>와 같은 고민을 제기한다. 이에 대

해 류우동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위의 예문에서 오시이 감독은 사이보그인 인형사의 입을 빌어 생명체

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DNA라는 자기 

보존 프로그램이며, 생명이라는 것은 정보의 흐름 속에 태어난 결정점이

다. 또한 종으로서의 생명은 유전자라는 기억 시스템이며 사람들은 이 

기억에 의해 산다는 것이다. 또한 오시이 감독은 인간은 기억과 더불어 

붉은 피가 있어야 하고 영혼, 가족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23)

22) 류우동, 앞의 책, p.324.

23) 류우동, 앞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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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이 마모루는 결국 인간성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 오며 심지어는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모자란 종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비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24) 이런 비관적인 

오시이 마모루의 인간관은 결국 <스카이 크롤러>에 이르면 정보

의 흐름 중에서도 전쟁 쇼 생산을 위해 선별된 전투정보만을 계

속 전승시키는 물화(reification)된 신체를 재현하기에 이른다. 

<스카이 크롤러>의 전투조종사가 노동자의 신체라면 자본가는 신

체의 모든 도구적 성질을 소유하려고 하며 심지어는 신의 영역이

라고 여겨지던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영혼까지도 자본화

(capitalization)하려 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조종사들은 죽어

도 영혼이 해방될 수 없고 다시금 다른 신체로 대체되어 다시 되

돌아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이와 같은 욕망은 푸코가 

말한 ‘생체권력(biopower)’적 욕망으로, 노동자의 신체를 길들

이고자 하는‘의지’는 죽음과 영혼이라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

는 요소마저도 영토화 시키며 신체를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계장치의 부품처럼 조직한다.25) 

‘키르도레’의 신체는 늙지 않고 아이인 그대로이며, 죽는다 

해도 그 신체는 다시 재생된다. 불사와 재생의 반복이라는 이와 

같은 특징은 삶의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 되어가는 차이 없는 반

복, 참기 힘든 통일성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준다.26) 이는 현대 

노동자가 그 효용가치를 다해 은퇴(또는 전사)하면 공교육이라는 

훈육 시스템에 의해 다시금 재생되어 그 자리에 돌아오는 세대가 

있는 것의 재현이다. 이 경영학적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미래의 

24) 오시이 마모루, 황상훈 역,『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 야수들의 밤』, 황

금가지, 2000, p.233에서 오시이 마모루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몽

테뉴가 가지고 있던 수렵에 대한 의혹은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지위에 대한 

의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 그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네. 그는 인간만의 자질로 인식되고 있는 

정신적인 판단력은 야수의 행동에서도 나타난다고 단언하고, 언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동물에서도 발견된다고 생각했지. 한술 더 떠서, 

인간이 동물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탓이 아니라 인간이 어딘가 모자라

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까지 던졌다네.”

25)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1994, p.259.

26) 이진경,『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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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적 경영 가능성으로서 제시된 <스카이 크롤러>의 신체 

재현을 통해 비판되고 있다.27) 

또 <스카이 크롤러>에서 재현되는 현대 경영학적 신체 재현은 

표준화된 신체 보철물(비행기와 같은 탈것)과 시스템에 의한 

시·공간 제약의 극복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사 후 다시 재생되

어 배속된 ‘칸나미 유이치’와 기지 정비장인 ‘사사쿠라’의 

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칸나미 : 당신은?

사사쿠라 : 이곳의 정비사인 사사쿠라야.

칸나미 : 저는 칸나미 유이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사쿠라 : 여자 정비사는 처음인가?

칸나미 : 아뇨...예전에도 어디선가......

사사쿠라 : 그거 잘됐군......저게 당신이 탈 기체야......

칸나미 : (자신이 타고온 기체를 가리키며)이걸로는 안 됩니까?

사사쿠라 : 그 기체는 업자가 회수하러 올거야.

칸나미 : 마찬가지잖아요. 가능하면 바꾸고 싶지 않은데......

사사쿠라 : 타보면 알아...게다가 이건 여기 보스의 명령이

야......

위 대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이 표준화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신체가 대

체 가능하다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체를 

완전히 포섭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대해 ‘틈’을 찾으려 하는 캐

릭터의 의지로 독해될 수 있다. 사령관은 칸나미의 전 세대 신체

인‘쿠리타 진로’가 재생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권총으

로 저격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칸나미 

27) 스티븐 J. 볼은 경영은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며 이 미시물리학의 기반은 훈육

(Discipline)이며 이것은 산업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도구라고 주장한

다. “이른바 경영은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다. 미시물리학의 기반은 훈육이며, 

이 학문은 ‘산업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도구이다. 더불어 자본주의에 

뒤따르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수단이다.”스티븐 J. 볼ㆍ제임

스 D. 마샬ㆍ케이스 호스킨ㆍ데이브 존스, 이우진 역,『푸코와 교육_푸코를 

통해 바라본 근대교육의 계보학』, 청계, 2007,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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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치’라는 존재로 재생되어 돌아왔고 사령관은 전생의 그가 

사용하던 기체를 배정함으로서 그의 기억이 마치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빈틈없이 자본화된 공간에서 억압받는 신체는 자

신의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한 모든 신성한 역사성을 상실하기

에 극심한 ‘장소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신체는 극

심하게 메마른 권태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겪을 뿐이다. 우선 

그 고통의 원인으로 ‘언밸런스한 장소감’ 즉 ‘장소상실’과 

그로 인한 ‘역사의 상실’을 들 수 있다. 다음은 타기지에서 전

출 온 ‘키르도레’인 ‘미츠야’와 자신의 신체가 처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칸나미’의 대화다.

칸나미 : 너는 아니라는 거군?

미츠야 :  너희들, ‘키르도레’는 나이를 먹지 않아. 영원히 살아

가지... 처음에는 누구도 그걸 몰랐어. 알았어도 믿지 않았어. 하

지만 점점 소문이 퍼져나갔어. 전사하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인간

이 있다고! 

모르겠어.......나도 ‘키르도레’일까?

지금 너에게 말한 것도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읽었는지, 정말이

기는 한 건지... 점점 모든게 다 단편적이라는 느낌이 들어...내가 

경험했다는 확신이 없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야. 나만이 

‘키르도레’가 아니라거나 그런 형편 좋은 일은 없겠지. 언제부터 

난 비행기에 탄 거지? 언제부터 사람을 죽여 왔을까? 도대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짐작이 안가. 떠올릴 수가 없어... 

떠올릴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린애였을 적이, 확실

한 기억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흐느낀다.)

칸나미 : 어린애랑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던데?

미츠야 : 전의 기지에서 ‘볼런티어’랑 알게 돼서... 장소를 제공

해서 조금 거들어 줬을 뿐이야. 아이들을 보는 건 좋아... 나도 어

린애였을 적이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 하지만... 혹시나 

나는 이대로 태어났을지도 모르니까. 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지면에 발이 닿지 않는 듯

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너는 불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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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츠야가 말한 불안감은 언제든지 자신의 노동현장을 버리

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현대의 비정규직들이 겪는 그 불안감

과 같으며 이런 불안감은 노동 유연화(labor flexibility)에 따

른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감정이다.28) 언제든 버리고 떠난다는 것

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특별한 ‘장소’에 대한 애착/기억과 단

절하는 것이며 이는 ‘장소상실(placelessness)’과 이어진다. 

에드워드 렐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장소상실’에 대해 서술하며 

‘장소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소감’이란 우리 자

신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능력으로서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다. 

즉 ‘장소감’은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변화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된 그리고 학습된 능력이

다.29) 그렇다면 저런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의 장소감은 어떤 것

일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제거된 채 육체는 청소년 정도로 전투

에 필요한 기억만 가지고 죽어도 다시 재생된다. 무간지옥과 같

이 완전히 자본화된 시공간 속에서 단지 존재하는 신체일 뿐인 

캐릭터들은 이런 면에서 장소상실의 극단에 서있다. 왜냐하면 그

들에게 있어 장소란 금속 디스크의 기계 오르골30)처럼 끝없이 반

복되는 부동의 박제화 된 공간 그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어떤 역사성도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캐릭터 중 자신이 ‘키루도레’인가 아닌가로 고민하는 

‘미츠야’의 대사처럼 그들의 발은 지면에 닿아있어도 허공에 

떠있는 것과 같고 오직 불안만이 존재하는 신체인 것이다. 이는 

그녀가 처한 공간이,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을 간직한 특별한 

장소로서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빈틈없이 사유화되고 시

스템의 감시자에 의해 규정되며 조절되는 공간은 원래 사람이 만

든 체제였으나 이제 사람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하나의 자

율적인 메커니즘이 된다.31) 이에 대한 깨달음은 앞서 살펴본 공

28)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앞의 책, p.37.

2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ㆍ김현주ㆍ심승희 역,『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309. 

30) 정교한 기계 오르골은 배경음악으로서 몽환적으로 주제를 나타내며 작중 어  

 딘가에서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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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신체의 주 무대인 일상적 삶(everyday life)에 대한 성찰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일상성’의 깨달음

작중 스토리상 캐릭터는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바로 인간으로

서‘기억’이다. 물론 전쟁 수행 기계에게 이 개인적‘기억’은 

매우 성가신 것이다. 인간의 감정적 기억(사랑, 추억, 그리움 

등)은 산업적 효율성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서 생산기계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기억’이 비효율적인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생산을 위한 전투기술을 

다음 재생품에게 전달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그 기억들은 1과 0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와 같이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즉 하늘이라는 3차원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공중전이라는 복잡다단한 기술체계의 기억은 기하

학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깨끗하게 절단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그것은 마치 생크림 케이크를 절단하면 케이크를 자른 칼의 

표면에 크림이 가득 묻어나 정확하게 양분되지 못하는 것과 비슷

한 모양새일 것이다.

스카이 크롤러에서 캐릭터들은 전사 후 다시 재생(환생)될 시 

전투기술에 대한 기억만이 다음 세대로 전수 되고 개인적 기억은 

깨끗하게 소거되지만(또는 소거하려 시도하지만) 생활 습관(담배

를 피울 때 사용한 성냥을 항상 반으로 꺾어서 버린다든가 신문

을 본 후 에는 항상 2번 곱게 접어서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던가

와 같은 신체 습관들)과 같은 신체에 남겨진 기억은 소거되지 않

고 함께 전수 된다. 아마도 이것은 전투기술의 전수와 연관될 것

인데 복잡한 3차원 공간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공중전 기술은 

도식적 텍스트 주입으로 완성되는 암기식 기술 또는 단순한 신체 

훈육과 같은 기억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한에 가까운 변

31)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 역,『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199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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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응하는 습관과도 같은 신체 숙련적 성질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신체 습관이라는 부분과 개인적 기억, 또 산

업적 기술을 위한 노하우라는 부분들은 블렌딩된 물감과 같이 일

도양단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억의 일종인 ‘습관’에 대해 생각해봐

야 한다. 전사 후 다시 재생(또는 환생)된 신체는 기억이 부재함

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진 기체라는 표현을 한다. 또 이 애니메이

션은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흔적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엔 핵

심 테마를 드러낸다.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을 사용

하고 90도로 꺾어서 바닥에 버리는 버릇은 환생 될 때마다 반복

되는 주요한 습관이다. 오시이 마모루는 작중 초반에 기지에서 

계속 살아온 바셋하운드종 개가 주인공이 버린 성냥의 냄새를 맡

으며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연출을 하며 이 행동 

양식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계속 환생 때마다 이어져왔음을 암

시한다. 이 행동 양식은 주인공의 다음 환생 인물이 기지에 도착

했을 때 또다시 재현됨으로서 주인공의 신체가 가지는 ‘일상’

의 반복성이라는 성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주인공이 자신의 일상성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전사 후 

재생되어 돌아온 또 다른 ‘유다가와’의 일상적 행동을 통해서

이다. 전사한 ‘유다가와’는 항상 신문을 읽고 곱게 두 번 접어

서 테이블 위에 놓는 습관이 있었다. 주인공은 새롭게 보충되어 

온 파일럿이 ‘유다가와’와 쌍둥이처럼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

는 것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신문을 유다가

와와 마찬가지로 두 번 곱게 접어 테이블 위에 놓는 장면을 보고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유다가와’의 환생(재생품)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상들이 약간

의 변화만 있을 뿐 죽고 환생하고 죽고 환생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 것임을 불현듯 깨닫게 된다.

이 부분에서 오시이 마모루 감독은 관객에게 이 영화의 구석구

석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주인공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순간 기계 오르골의 음악과 함께 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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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들은 영화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고 그것은 주의 깊게 장면

들을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체

를 통한 반복된 리듬이라는 것은 곧 삶의 리듬을 의미하며 삶의 

리듬은 자본의 일상성에 대한 깊숙하면서도 광범위한 침투에 의

한 삶의 식민화와 직결된다. 즉 주인공 ‘칸나미 유이치’는 일

상적 삶의 리듬을 관찰함으로서 자신과 동료의 신체가 처한 상황

을 깨닫는다. 반복되는 자신의 삶을 데자뷰와 경험을 통해 깨닫

게 되면서 자신의 격리된 삶의 정체를 마치 사고가 일어나듯 깨

닫는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불연속’을, ‘지식’의 질서 내

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갑작스런 파열’과 같다. 

  

그림 3. 오시이 마모루는 작품 전체에 걸쳐 등장인물들이 전투중 전사해도 개인

적 기억만 거세당한 채 재생되어 되돌아오는 불사의 신체라는 상황에 대한 암시

를 곳곳에 배치해 놓았다. 그것은 중요한 장면 전화시마다 등장하는 금속디스크 

기계식 오르골로 상징화된 산업적이고 기계적인 노동 세대 반복의 세계다. 그러

나 단순히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 노하우라는 기억도 함께 계승된다. 이

것은 노동자의 신체가 생체권력에 의해 사후死後까지도 완전히 길들여진 이상적

이며 극도로 효율화된 극단적으로 자본화(capitalization)된 세계를 묘사하고 있

다. 신문을 읽고 나서 곱게 두 번 손가락으로 눌러 접는 습관을 지닌 ‘유다가

와’의 재생품 신체는 또다시 그 버릇을 반복한다. 주인공의 경우 항상 출격후 

돌아와 담배를 피워 무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데 불을 붙이고 남은 성냥개비는 반

으로 꺽어서 바닥에 버린다. 이 버릇 또한 그의 신체가 전사한 후 또다시 재생되

어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행동이다. 이 버릇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존재는 더 

이상 출격을 하지 않는 기지 사령관과 바셋하운드종 개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정

비를 담당한 여성 정비사뿐이다.

결국 체제에 순종하는 견고한 전쟁기계의 부품인 ‘칸나미 유

이치’가 ‘일상성’의 관찰을 통해 정해진 레일위에서도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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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삶, 또 다른 공간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시작하게 된

다. 자신 안에서 격리된 타자라고 인식됐던 이질적 존재가 드러

나며 서로 상반된 존재들이 신체 속에 그리고 그 신체가 경험하

는 공간 속에 혼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혼재성을 최초로 

지닌 신체는 이제 ‘티처’를 ‘아버지’32)라고 처음 호명하게 

된다.

‘칸나미 유이치’는 절망적이고 또 완전하게 신체가 식민화된 

거대한 전쟁기계에 감금된 상태지만 삶을 반복할 때 마다.(전사

하고 또 재생될 때 마다.) 일상성으로서 같은 공간이되 같지 않

은 공간을 계속 생산한다. 사령관과 사랑을 하고, 사령관은 누구

의 아이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딸을 낳고 키우며(그러나 그 

‘딸’마저도 전투 쇼 비즈니스 기업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

다.) 일상을 관찰함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새롭게 측정하고 그 공

간의 운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칸나미 유이치를 권총으로 저격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나미 유이치’는 다시금 자신의 식

민화된 신체를 반복해서 살아가며 전쟁기계로서 삶을 계속해가야

만 한다. 작중 이들의 일상은 비루하고 비참하다.

<스카이 크롤러>의 모든 임무는 당위성도 전투의 이유도 표현

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일상으로서의 행위일 뿐이다. 그리

고 최소 단위부대를 지휘하는 사령부의 인물들은 그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경쟁사의 기습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조차 제공하지 않

는다. 그들의 공중전은 승리한다 해도 건조하게 그 스코어가 언

론에 의해 보도될 뿐 어떤 세레모니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  

두 병의 맥주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고 가끔 매춘을 통해 죽음

과 삶 사이를 오가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이다. 그들이 죽음조

차도 무료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유일하게 즐기

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은 술, 담배, 그리고 매춘이다. 특히 그

들이 전쟁을 하는 공간과 완전한 평화 상태의 외부의 사람을 접

촉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지 밖의 레스토랑이며 그곳에서 매춘녀

32) 주인공의 마지막 공중전시‘티처’를 발견한 주인공은‘티처’를 아버지라고 

호명하며 급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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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만나게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 운명외의 것

은 선택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그들에게 있어 매춘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만든 것이다. 이런 일시적 보상의 추구는 신체

의 불안정함에 기대어 계속 유지되는 대표적 현대사회의 일상 중 

한 단면이다. 오시이 마모루는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현대 

노동자의 일상을 건조하게 재현한다.

이런 작중 캐릭터의 모습은 주제 의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현

대 노동자의 일상성 그 자체를 담담히 묘사한 것일 뿐이다. 현대

사회의 정신없이 흘러가는 회사형 인간의 일상에서 유의미한 기

억의 파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

해진 시간에 퇴근하며 접대를 위해 밀폐된 음주 공간에 가며 이

름과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이성을 만나 자신의 욕망

을 한시적으로 배설한다. 그리고 경력이라는 시간들은 사정없이 

흘러가고 노동자 자신의 신체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미

시적 권력들의 다양한 기계장치의 복합적 배치(agencement)에 의

해 파편화되고 선분화(segmentarized)되어 기계장치의 부품들로 

조립되어 간다.33)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이다. 

이런 일상성의 가장 위대한 측면은 그 완강한 지속성이다.34)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주인공들은 일상의 비루함속에 자신을 이

해하고 자신을 알아간다. 

Ⅴ.‘전유’(appropriation)에의 시도

‘일상성’의 관찰을 통한 이와 같은 ‘전유’(appropriation)35)

에의 시도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공중전을 위해 파편화된 그들

33) 김필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푸른숲, 1997, p.84.

34)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p.9.

35) 박정자의 용어해설에 따르면 ‘전유(appropriation)’는 다음과 같다.

  “appropriation은 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가 개진한 가장 핵심

적인 개념이다...중략...그러니까 소유는 소유이되,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 

혹은 원래 자기 것이었어도 빼앗겨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소유

한다는 의미이다.”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위의 책,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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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은 하루 종일 조립라인에 앉아서 같은 일만 반복하는 

근대 노동자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는 현대 노동자의 신

체가 노동력이라는 가변자본으로 순환하게 됨에 따라, 자본이 노

동자의 신체를 침범하고, 손상시키고, 억제하고, 불구로 만들고 

결국 파괴·소진시키는 인간소외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6) 또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전체성이 와해되

어 소외와 고독이 심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기도 하

다.37) 그러나 키르도레’로서의 삶에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전유

해내고자 함은 영혼까지도 자본화된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적 삶의 영원한 반복 자체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전유’의 시도로 모든 ‘키르도레’를 관찰, 

조명하고 처벌하는 감시자38)인 ‘티처’에게 도전한다. 주인공인 

‘칸나미 유이치’가 ‘티처’에 대한 도전이 ‘전

유’(appropriation)의 시도인 것은 자신의 신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체제 또는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악하고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39) 

하지만 결국 ‘티처’에게 패배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식 오르

골처럼 계속 반복되는 비루한 일상의 궤도 안에서 끊임없이 좌표

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어떤 에러와도 같은 사건을 계속 폭발

시켜야 한다고 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시이 마모루의 권고

36)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ㆍ이상율ㆍ박규택 역,『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한울, 2000, p.10.

37) “그런데 하루 종일 공장의 조립 라인에 앉아 나사만 조이고 있다면 그의 전  

체성은 파편화되고 말 것이다. 생산현장이 아닌 화이트칼라의 사무실도 마찬

가지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전개된 노동의 분업 현상은 한 

인간의 능력을 분열시켰고, 인간 각자를 서로 분리 시켰으며, 전체적인 세계

관 대신 편협한 부분적인 관심만을 심어 주었다. 한 마디로 전체성은 와해되

었고, 인간의 소외와 고독은 심화되었다. 전체적 과정을 알지 못한 채 전체의 

한 부분을 위해 부속품처럼 일하고 있는 현대인은 이 소외와 고독 속에서 더

욱 전체성에의 욕구를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위의 책, pp.34-35.

38) 홍은영, 『푸코와 몸에 대한 전략』, 철학과 현실사, 2004, p.98.

39)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위의 책,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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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는 카프카의 출구 찾기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다.

카프카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런 세계에서 출구를 찾는다. “저

는 자유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의 출구만을 원했습

니다.”(「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하지만 종종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시되는 그 출구는, 우리를 에워싼 벽들 사이 어딘가에 숨

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거기라고 그는 말한

다. 벤야민 달대로 카프카의 세계가 하나의 극장이라면, 그리고 그

에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무대에 서 있는 존재요, 그에게 요구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능력일 뿐이라면(「프란츠 카프

카」),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구원의 장소일 것이

다. 왜냐하면 새로운 연기演技를 통해, 자신은 다른 것이 되고, 이

로써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그는 방, 사무실, 복도, 도로, 광장 등에서 막다른 

골목을 보는 것만큼이나, 그 모든 곳에 출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려 준다.40)

롤캐스트 후 ‘티처’에 의해 격추된 주인공 ‘칸나미 유이

치’의 전투기는 다시금 재생된 그의 신체를 태우고 기지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조종석에서 내린 또 다른 신체를 지닌 그는 담

뱃불을 붙이고 성냥을 반으로 꺾어서 바닥에 던짐으로서 그가 주

인공의 재생임을 보여준다. 보고를 하기위해 사령관실로 찾아가 

사령관인 ‘구사나기 스이토’를 만나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에서 

‘구사나기 스이토’는 미소를 띠며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다시금 그 장소에서 그리고 비루한 일상성 속에서 출구

를 찾고자하는 오시이 마모루의 의지와 권유가 느껴지는 대목이

다. 사령관과 주인공‘칸나미 유이치’의 또 다른 재생과의 대화

를 통해 새로운 재설정을 희망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미세

한 균열을 동반하는 변화는 양립 불가능한 장소들이 병존함을 표

현한다. 즉 완전하게만 보이는 감금의 지배질서로부터 끊임없이 

40) 이진경, 앞의 책,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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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려 시도하는 과정에 위치한 공간과 출구를 생성하는 

그 시도들을 묘사하고 있다.

‘티처’에 대해 도전을 하기 전 ‘칸나미 유이치’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한다.

항상 같은 길을 걸어도 밟고 지나가는 곳은 매일 다르다.

항상 지나는 길이라고 해서 늘 경치가 똑같은 건 아니다.

그것만으론 안되는 것일까?

아니 그것뿐이니까 안되는 것일까?

근대 공간에 균열을 내고 그 공간을 새롭게 ‘전유’해보려는 

그의 독백은 완전한 이분법적 세계 안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관객

에게 던지는 일종의 질문이다. 그러나 오시이 마모루 감독은 여

기서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않고 의문사로 처리하고 있다. 과연 

빈틈없이 사유화되고 이분법적으로 구성된 근대 공간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도주’혹은 ‘전유’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는가? 

오시이 마모루가 <스카이 크롤러>를 통해서 투사한 현대세계는 

성장을 위해 인간의 영혼까지도 자본화하고 식민화한 디스토피아

로서의 현대세계를 재현하고 있다. 또 그는 전투기라는 탈것의 

정착민적 성향을 드러냄으로서 현대 공간이동의 특징을 재현한

다. 그것은 속도와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결국 그 이동은 자본화

된 폐쇄회로와 같은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폐쇄적인 전자의 이동

과 같다는 고속 이동의 역설이다. 만약 그 공간으로부터 진정한 

‘도주’를 원한다면 스펙터클의 생산과 그의 축적에 집중할 것

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층위로의 ‘도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

시이 마모루는 주인공의 ‘티처’에 대한 도전과 좌절을 통해 그

려내고 있다. 그 좌절과 그 ‘도주’방식의 무용함의 원인은 설

사 ‘티처’를 격추한다고 해도 그는 체제의 룰을 조절하는 존재

일 뿐이며 그 뒤에 존재하는 강고한 체제(예를 들어 ‘키르도

레’를 생산한 제약회사와 같은)의 그늘은 여전하다는 것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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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결국 이 훈육 공간 안의 신체가 지니는 절망은 끊임

없이 자신의 소중한 ‘장소’와 ‘역사’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

켜나가야만 하는 현대 노동자의 신체가 지닌 좌절 그리고 절망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이 마모루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요

소와 현대 세계의 ‘일상성’을 관찰하고 깨닫는 힘에서 작은 희

망을 찾고 있다. 현대세계의 파편화되고 물화된 신체를 인간답게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전유’의 희망 찾기를 비록 무모할

지라도 멈춰서는 안된다는 것을 <스카이 크롤러>를 통해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위 독백에서 드러나듯이 비참

한 ‘일상성’을 스스로 깨닫고 끊임없는 ‘전유’에의 시도를 

권유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와해된 ‘전체성’을 되돌리고자 하

는 것은 자신의 신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체제 또는 타

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악하고 판단하며 주체적으

로 관리하려 시도하는 것이며, 그것은 칸나미 유이치가 ‘티처’

에게 비록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조종간

을 쥐며 도전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것이다. 롤캐스트 후 재생된 

주인공에 대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령관의 말은 아마도 

그 역설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대사일 것이다.

Ⅵ. 결론 : ‘티처’에 대한 도전과 관객에의 권유

무한 반복되는 자본화된 시공간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우리에

게 희망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

왔는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가?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스카이 크롤러>

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가끔 데자뷰를 겪곤 한

다. 그것은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

럼 느껴지는 느낌이다. 이 느낌은 몽롱하며 단편적이고 유기적이

지 않은 채로 우리 머릿속에 불쑥불쑥 떠오른다. 우리는 가끔 내

가 가는 길과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존재하는 공간이 계속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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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그것은 기계 오르골에서 같은 

박자의 음악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과 유사하다. 이런 일상의 느

낌과 감정들은 우리의 일상과 신체가 파편화되고 물화되어 있음

을 감지하는데서 오는 것일 게다.

오시이 마모루의 현대세계에 대한 성찰은 오랫동안 상업용 TV

시리즈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제작 현장41)의 ‘일상성’

에 대한 치열한 관찰과 더불어 일본의 현대세계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오시이는 이미 1968년 하네

다 공항 증축에 반대하는 지역민 및 좌파 그룹의 투쟁을 계기로 

고교 재학 중 학생 운동에 참가한 전력이 있을 만큼 현실 인식에 

있어 치열한 작가였다.42) 이런 현실인식은 그간 상업 애니메이션

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은폐되어 있다가 <스카이 크롤러>를 통

해 본격적으로 출구를 찾아 드러나고 있다.

<스카이 크롤러>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와 같

은 SF 영화와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와 유연적 축적과 

시·공간 압축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포스트 모던한 테마43)

를 다루고 있지만, 기존의 SF애니메이션에서 그리 주목되지 못한 

‘공간’, ‘신체’, ‘일상성’의 문제를 정교한 미장센과 캐릭

터 설정 등 효과적인 연출을 통해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을 요한다. 이 문제의식의 핵심은 현실의 관찰과 전유를 통해 뉴

턴적/데카르트적 공간과 시간에 터한 세계의 절대주의로부터 감

각과 신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44)

결국 <스카이 크롤러>가 지닌 중요한 의미는 한편으로는‘아니

메’라는 일본 상업 애니메이션의 관습적 세계 안에서 활동해 왔

던 오시이 마무루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작가

41) 오시이 마모루의 <토킹 헤드>와 같은 작품은 비참한 애니메이션현장에 대한 

묘사와 함께 마감기한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감독을 대신하여 

누구의 그림체든 그 스타일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을 특기로 하는 유령 감독

이 그의 신체를 대신해 애니메이션 제작에 나선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42) 김준양, 『이미지의 제국 일본 열도 위의 애니메이션』, 한나래, 2006,      

 p.428.

43)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89, p.364.

44)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ㆍ이상율ㆍ박규택 역, 앞의 책,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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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맥락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들에게 현대세계에 대한 관찰을 권유하면서 그렇게 폐

쇄적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강고한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

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오시이 마

모루의 시도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창으로서 애니메이션의 가치

를 제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업 애니메이션계가 가진 

한계와 매너리즘을 검토하고 그 세계에서 ‘도주’하여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창작 영토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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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or Oshii Mamoru's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of 

Modern World Shown in <Sky Crawlers>

Moon, jae-cheol · Park, nam-ki

Oshii Mamoru attempts to project  the perception of reality about 

his own modern world as it is through animation. The precedent 

studies on Oshii Mamoru put their focus on the point that his works 

have a tendency to represent the devastation of reality as the image 

of 'a ruin.' In addition, they gave an impression that Oshii 

Mamoru's animation has gradually developed to expose the 'realistic 

taste[beauty]' from the design perspective. 

However, this study is going to put its focus on the point that 

Mamoru's works were created as an attempt at finding the subversive 

possibility of the suppressed modern world under the modern 

capitalism in the aspect of 'everyday life' of the modern world. 

First, for its analytical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do that by 

dividing the work <The Sky Crawlers> into the three layers such as 

space, body and everyday life. 

In Chapter Ⅱ, this study, in relation with the issue of 'space' 

representation, analyzed the space in <The Sky Scrawlers> into the 

modern, mechanical, compactly capitalized space and also the space 

just like a closed circuit having the nature of 'repetition.' 

In Chapter Ⅲ, this analyzed that <The Sky Scrawlers> suggests 

the body moving freely between a human named 'Kildren' and the 

inhuman from the aspect of character's body, through which Mamoru 

represents the capitalized, reified body of the modern world.  

In addition, this analyzed the extreme anxiety facing the body 

into the reflection of the phenomena of 'anxiety' and 

'placelessness' consequent on the labor flexibility of the modern 

world. 

In ChapterⅣ,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layers 

of space & body, analyzed that the 'everyday life' of the modern 

world was represented in the respects of 'memory' and 'habit', and 

in the aspects of Mise-en-Scène, design a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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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Ⅴ, this rooted out the fact that Mamoru suggested the 

attempt at 'appropriation' based on his perception of reality about 

such a modern world. Such a finding includes unearthing the fact 

that Oshii Mamoru's work is raising a question about how to desert 

and appropriate the modern space.

In conclusion of Chapter Ⅵ, this drew the conclusion that  Oshii 

Mamoru's work represented the layer of 'everyday life' while dealing 

with the post-modern themes shown by the existing modern SF genre, 

provided the 'window' through which people can perceive the 'modern 

world radically by recommending an attempt at 'appropriation', and 

blazed a trail in a new realm of creation for animations.   

Key Word : space, modernity, body, habit, everyday life, 

appropriation, 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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