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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애니메이션에 제시된 재개발 공간

을 통해 장소상실과 소외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한국사회의 현실공간은 

쉼 없이 파괴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은 그 위에서 실존적 갈등을 겪

는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물리적 제한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망을 이루지만 인간은 여전히 물질에 기반 한 존재로서 한계를 갖는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최근 행보가 주목 받아야 하는 이유는 1990년대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 그리고 개인과 시스템의 관계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과 <소중한 날의 꿈>은 공간의 파괴적 재편성이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장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

고 재현적 이미지가 부여 받는 자동적 권위를 의도적으로 비껴감으로써 

실재와 이미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두 작품의 공간은 재현적으로 제

시되지만 곧이어 파괴되며 인간, 또는 등장 캐릭터는 이를 무감각하게 받

아들인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벌어지는 장소상실과 이에 대응하는 무

기력한 인간의 나약함과 소외는 사회문화적 징후이다. 폭력적인 장소상실

의 상황과 이에 자기마비 (Self-Anesthesia), 자기소원 

(Self-Estrangement)으로 반응하는 개인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소외뿐

만 아니라 자기소외 (Self-Alienation)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를 알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장소상실과 자기소외의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논의를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의 공간, 재현적 이미지, 장소상실, 자기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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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 

애니메이션에서 시각 이미지의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된다. 

실사영화 (Live Action Films)가 카메라 장치에 의해 포착된 재

현 이미지를 매체 특성으로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기념비적인 애니메이션 <증기선의 윌

리>(Steamboat Willie,1928)에서의 이미지 특성은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토이스토리>(Toy Story, 1982)에서도 발

견된다. 생략되고 함축된 이미지와 과장되고 탄력 넘치는 운동감

은 이미지와 실재의 세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런데 최근 <아바타>(Avatar, 2009)와 같이 컴퓨터 그래픽 이

미지 (Computer Graphic Image : 이하 CGI)를 활용한 영화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기술을 통해 상상의 세계를 극단의 밀도로 

경험하게 한다. 영상기술의 발전은 실제 공간을 촬영한 실사부

분, 그리고 이와 구분되지 않는 사실적 CGI로 상상의 세계를 시

각화한다.1) 실재의 재현인 실사 이미지와 만들어진 이미지인 CGI 

부분은 서로를 인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시각적 스펙터클

을 극대화한다. CGI로 제작된 배우의 외형과 모션은 실사와 구분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연결되며, 실제 배우와 동등한 지위를 부

여 받는다. 공간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빌렘 플루서가‘디

지털 가상’2)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애니메이션의 시각

적 특성은 실재의 재현과 디지털 이미지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실사와 CGI는 영화의 필요에 의해 영상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합성되지만3) 또한 CGI의 인위적 상

1) Manovich, Lev, The Language of New Media, Cambrige : The MIT Press, 
2001, p.245. 참조.

2) 빌렘 플루서,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289-290.

3) Moszkowicz, Julia, "To Infinity and beyond: Assessing the 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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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현실과 달리 디자인되어 제시된다. 실사

와 CGI는 긴밀하게 작용하여 서로를 부각시키고 관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아바타>의 미학적, 산업적 성공 이후 3차원 입체영

사방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펙터클 이미지는 영

화적 몰입을 가속화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입체영화 디스플

레이 방식은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2013년 현재의 영화들은 입체영사방식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

으며, 기존의 실사영화는 입체영화 기술로 변환되어 더욱 화려한 

볼거리로 제공된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적 장치는 영화를 스펙터

클한 유희의 공간으로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시대의 문

화적 동시성으로 인해 한국 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한국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이러한 흐

름을 거스르는 하나의 태도가 발견된다. 2012년 발표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연상호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2011)은 로토스코프 기법의 재현성으로 현실세계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실사영화처럼 장소를 로케이션하며, 

현실의 무거운 주제를 다룸으로써 상상의 세계, 그리고 꿈과 희

망을 그린다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통념을 깨트린다. 이러한 사례

는 재현적인 공간이미지가 현실적인 주제를 진지하게 담아낼 때

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른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현적인 공간은 현실의 무대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한국 애니메

이션에서 재현적인 공간은 작품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며, 작품 안의 존재를 지지하는 장소로서 

관계를 갖는다. 이에 더하여 현실을 참조한 재현적인 공간은 작

품이 제시하는 상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지향점을 현실

의 세계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현실세계의 적극적 참조와 구

체적 묘사는 특정한 시공간을 지시한다. 이는 상상의 캐릭터를 

imperative in computer animation", Screen, 43:3(2002),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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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서사를 현실과 긴밀히 연결하는 방식은 

한국 사회의 특별한 역사와 특수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1980년대 

말 애니메이션을 현실 비판의 표현매체로 받아들였던 창작세대의 

등장과도 연결된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외국작품 하청에 의

존적이었던 시기에 대거 등장한 미술대학 출신 창작세대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지평을 변화시켰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면

서 생겨난 많은 변화는 더욱 흥미로운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애니메이션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문화적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런데 국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에서 미학적 논의

나 기술연구에 치중되어 온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진지한 표현매체로 도약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애니

메이션을 문화적 현상, 사회적 징후로 해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

실과 복원｣4)등과 같은 장소성의 문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비판

적인 연구를 참조하였다. 매체 연구와 관련하여서는｢대도시 서울

을 부유하는 현대인의 일상 속 판타지 : <반칙왕>｣5)과 같이 영화 

속 현대도시의 문제, ｢199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도시 공간 재현 

- <세 친구>와 <고양이를 부탁해>를 중심으로-｣6), ｢홍상수 영화

에 재현된‘서울’의 공간적 의미; <극장전>과 <북촌방향>을 중

심으로｣7)등과 같은 실사영화에서 도시 공간분석과 같은 개별 작

품연구가 조사되었다. 애니메이션 공간에 대한 논의로는 ｢애니메

이션에 표현된 공간적 서사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몬스터주식회

4)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No.8(2002).

5) 모은영, ｢대도시 서울을 부유하는 현대인의 일상 속 판타지 : <반칙왕>｣, 영
상예술연구, Vol.1(2001).

6) 이승환, ｢199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도시 공간 재현; <세 친구>와 <고양이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Vol.6(2004).
7) 백로라, ｢홍상수 영화에 재현된 ‘서울’의 공간적 의미; <극장전>과 <북촌방

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집 16권 3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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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중심으로-｣8)와 같은 특정 작품분석이나 한정된 미술사조와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애니메이션 작품을 

중심에 두고 공간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직접 논의한 예를 찾기는 

어려웠다. 물론 앞선 연구들은 애니메이션과 장소의 문제를 논의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연계 학문

을 통한 확장된 시선을 일깨워 주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애니메이션이 꿈과 희망의 세계를 그리는 매체라는 사회 통념

은 미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정의만큼이나 추상적이고 비현

실적인 것이다. 이러한 통념은 애니메이션이 현실을 반영하는 진

지한 표현매체이며 현실에 대한 중요한 발언임을 간과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성의 개념과 장소상실의 분석틀로 한국 애니

메이션의 재개발 공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 작품으로는 박지연 감독의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 (2008)과 한혜진·안재훈 감독의 <소중한 날의 꿈> (2011)

을 중심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재개발 공간의 표현과 의

미를 분석하였다. 이 작품들은 중요한 사회현상인 재개발을 통해 

장소상실과 인간 소외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은 현실

세계의 공간을 정밀하게 재현하지만 곧 변화하고 파괴한다. 그리

고 이러한 변화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존재를 통해 현실로부터 

소외된 개인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은 재현적인 공간 이미지를 사용하면서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상징으로 보여주어 새로운 국면을 전개시킨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무심하게 대응하는 개인을 보여줌으

로써 주제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는 흥미로운 연구 과제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장소에 근본적 위기가 찾아오면서 정체성에 

침해를 받지만 모순을 직시하기보다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8) 김경애, ｢애니메이션에 표현된 공간적 서사;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몬스터주

식회사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7, No.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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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감각한 개인의 태도는 무기력한 실제의 삶을 역으로 드러

낸다. 변화하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의 존

재는 현실세계의 소외된 개인과 절망적인 사회를 대신 말하고 있

다. 한편 <소중한 날의 꿈>은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실공간을 그리지만, 공간과 소품의 세밀한 묘사에 집

중한다. 그러면서도 그 시대의 공기를 묘사하지 않고 낭만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맥락을 흩어놓는다.

이처럼 문제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개인의 모습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현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세대의 모습

과 다르게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세대의 개인적 

성향의 발현과 거대 담론으로부터의 이탈은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의 공간을 장소상실과 소외의 개념으로 분석

하는 것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속한 사회의 내면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며, 개별 존재의 반응을 통해 사회적 현상과 개

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됨을 알게 한다. 세부적으로

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 방식이 한 사회의 시스템과 개인의 관계

를 드러내는 것이며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표

현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성의 개념과 장소상실의 분석틀로 한국 애

니메이션의 재개발 공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기로부터 소외

된 개인의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소의 파괴는 사회적 관계의 재현이며 사회 현상의 세밀화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소외의 맥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이라는 사회문화적 결과물이 인

간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집중하여 드러내기로 하겠다. 

이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가 사회 문화적으로 확장

될 때에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현실 사회의 문제와 

애니메이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진지한 표현매체로 자리매

김 하는 데에 필요한 학문적 시도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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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애니메이션의 재현적인 공간과 장소의 문제

1. 애니메이션의 공간과 장소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상상세계는 특별한 공간으로 구현된

다. 설령 현실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라도 실사영화와 같이 

장치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 기법에 따라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을 제어

하거나 스타일을 부여함으로써 실사의 자연적 상태에서 벗어난

다. 애니메이션의 공간은 인간의 손길에 의해 제어된 인공의 이

미지이며, 주제를 부각하고 관객을 설득하기 위한 표현이다. 따

라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때에도 문자매체와 달리 애니메이션

과 같이 시각 이미지가 중요한 매체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공간은 현실세계와 상

상세계를 구분하여 제시하며, 두 세계는 시각적 장치에 의해 연

결됨으로써 서로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미지의 관례적 특성을 

제어하고 재현적인 특성으로 공간을 묘사한다. 애니메이션에 사

용된 재현적인 이미지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 작품이 왜 애니메

이션으로 제작되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는 오랫동안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에 대

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혼

란이므로 당연하다. 만일 성급한 답을 도출해 낸다면, 그것은 애

니메이션에 대한 통념을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

지만 특정한 현실 공간의 묘사는 이미지의 의미를 축소하고 현실

로부터 지시대상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애니메이

션의 재현적인 공간 이미지는 물리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벗

어나 장소의 의미로 변화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장소 (place)

는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와 관련되는 공간(space)과 대비되

어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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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관련되며, 일정한 활동이나 사물들 또는 환경을 가지는 

위치들 간의 연장9)의 개념을 갖는다. 즉, 장소감은 “세계가 어

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경험된 그리고 학습된 능력”이다. 

그림 1. <소중한 날의 꿈>의 공간은 특정한 시간에 실재했던 장소를 참조하여 세밀

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공동의 기억을 불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가령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의‘구로부동산’, 

<소중한 날의 꿈>의‘도시재개발’ 뉴스 장면, 장형윤 감독의 

<무림일검의 사생활>의‘홍대 앞’과 같이 구체적 지역이나 지명

은 그 곳이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와 관련되는 공간이기보다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학습된 장소임을 의미한다. ‘구로동’이 

갖는 낙후된 이미지, ‘재개발’이 주는 역사적 경험, ‘홍대 

앞’이 의미하는 청년문화 등은 구체적인 장소성이다. 따라서 관

객이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재현적인 공간 이미지는 단순히 물

리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문화에서 성장한 이들이 익

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성의 시각적 현전인 것이다.  

    

2. 기억의 유물 – 무장소성

앞서 말한 대로 애니메이션에서 재현적으로 묘사된 공간은 장

소성을 구현한다. 사실적인 공간 이미지의 특성은 일본 애니메이

션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의 작품 대부분은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렇지만 그 작

품들의 사실적인 공간 묘사는 환상적인 시공간을 보여주기 위한 

9) 최병두, 앞의 책, p.255.



9

것이다. 

그런데 <소중한 날의 꿈>의 사실성은 한국의 특정 시공간을 묘

사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한다. 작품은 마치 자연주의 회화를 보

듯 균질한 표면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세밀한 

묘사가 환상세계의 사실성을 위한 것임에 반해, <소중한 날의 

꿈>의 묘사는 과거의 사물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감독은 “이

대로 가다가는 우리에게 세대 간을 화해시켜 줄 공간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애니메이션으로 그 공간을 잊지 않게 하는 역

할을 해주고 싶다.”10) 고 기록하며 작품에서 묘사하는 사물의 

시기를 1983년 전후로 제한한다. 공중 전화기와 흑백텔레비전의 

향수어린 정밀함은‘사실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

나 깊은 심도의 사진과 같이 건조하게 묘사한다. 화면의 중요하

지 않은 모든 부분에까지 부여된 균질한 묘사는 과거의 시간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기록한다. 게다가 서사 또한 이미지의 영향

을 받아 지나치리만치 담담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일반적인 애니

메이션이라면 자연스러웠을 후반부의 환상적인 공룡 씬이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림 2. <소중한 날의 꿈>의 주제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공동의 반추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전후라는 특정 시간대의 한국사회를 알게 하는 소품의 정밀한 

묘사와 기록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밀하고 균질한 묘사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소중한 날의 꿈>의 공간에 사용된 사실적 느낌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감독은 자신을 포함한 관객의 기

억에 남아있는 과거의 시공간을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되살려내고

자 한다. 이 작품은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시각적 기억이자 

10) 한혜진·안재훈, <소중한 날의 꿈> (2011), DVD, 연필로 명상하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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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렴풋한 시대적 감성의 공유이다. <소중한 날의 꿈>은 이에 맞

춰 기억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장소를 채집하여 그럴 듯하게 보여

준다. 작품은 구체적인 현실의 장소를 참조하고 있지만 그 곳에 

대한 기억을 정확히 연결하지 않는다. 작품이 참조하고 있는 

‘중구 만리동의 이발관, 군산 해방 굴과 기찻길, 천안 돌다리, 

전주 기전여고’ 등은 매우 구체적인 장소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러 곳에서 채집되어 박물관 마당에 진열된 석물과 같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채집되고 묘사된 이미지는 작품이 전

달하고자 하는 공동의 기억을 도리어 방해한다. 그 시대를 경험

했던 관객은 <소중한 날의 꿈>의 소품과 공간을 실사적 사실성으

로 받아들여 작품 속 사물의 등장시기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하며 

화면 외적인 정확성에 집착하게 된다. 재현적인 묘사로 그려진 

<소중한 날의 꿈>은 세부에서 꼼꼼함을 보이지만 현실의 사건을 

몽환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시각적 외형의 재현성을 놓치고 만

다. 그것은 마치 초현실주의 회화가 정밀한 묘사로 왜곡된 대상

을 그려내는 것과 같다. 그로인해 현실의 그 어느 곳도 지시하지 

않는 무장소성11)의 상태가 된다. 작품은 세부를 묘사하여 과거의 

사물을 되살려내지만, 부드럽고 생생한 색감으로 그려진 과거는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따뜻한 기억만을 담고 있다. 서사 전반

에 나타나는 낭만적인 느낌은 작품의 배경 공간의 이미지에도 연

결된다. 작품은 누구나 한번은 경험한 첫사랑의 풋풋함을 간직한 

캐릭터와 서사에 기반 하여 관객을 설득한다. <소중한 날의 꿈>

은 작품 전체를 낭만적 정서로 그려낸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방식은 현실세계를 낭만적이고 안전한 기억에 머물게 한다.

11) 무장소성은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장소이며 의미가 결핍된 상태이다. 또한 이

는 장소에 대한 진정하지 못한 태도이며,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

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모두를 기술하는 말이

다.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p.287-290, 참조.   



11

그림 3. <소중한 날의 꿈>의 재개발 현장은 낭만적인 기억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작품을 현실로부터의 도피라 여길 필요는 없

다. 모든 예술 작품이 현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작품의 주제를 다루는 낭만적인 태도와 일치시킨 밝은 느낌

의 채집된 공간과 소품들을 탓할 필요도 없다. 현실에 대한 기록

물이 아닌 표현 예술로서의 애니메이션에 담겨지는 이미지를 굳

이 실재와 근접한 상태로 두어야 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

하지만 그 조차 하나의 표현 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

현적인 묘사 자체는 실사영화의 카메라 장치를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의 표현 유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작품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루어낸 정밀한 세계는 소중한 결과물

이다. 다만 이 작품의 외형 묘사가 지시하는 장소성이 사건의 왜

곡과 희석으로 인해, 지시하는 대상으로부터 비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실재를 단지 참조할 뿐인 애

니메이션의 묘사는 장치에 의해 실재를 포착한 실사영화의 재현

성과 다르지만, 특정한 시공간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현실의 

공간과 서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에서 공간을 어떻게 그려내는가는 단지 이미지의 문

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애니메이션의 공간은 작품의 주제

를 표현하는 것이며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세계

는 꿈의 공간이 아닐 뿐 더러 실사의 세계와도 다르다는 것을 기

억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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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세심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소중한 날의 꿈>은 개인

적 정서를 바탕으로 탈현실의 세계를 구축해내고 있다. 이 작품

의 공간은 현실을 참조하여 정밀하게 묘사하면서도 현실에서 일

어난 사건을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구체적인 장소의 성격을 탈색

시켜 무장소성의 의미를 갖는다. 

  III. 한국애니메이션의 장소상실과 소외의 유형

1. 장소상실과 무감각 - <소중한 날의 꿈>

이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애니메이션에서 묘사된 장소상실

과 그에 대응하는 개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도시재

개발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물리적 실체를 변화시킨다.”12) 한국

사회의 도시재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3년 ‘주택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무허가 불량주택과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

다.13) 이와 같은 “근대 이후 시작된 장소로부터의 이탈은 현대

에 이르러 급속히 진행되었고 오늘날 도시인들은 장소를 해체당

하고 장소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다.”14)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례와 달리 한국의 도시재개발

은 공동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소중한 날의 꿈>에서 도시재개발은 현실과 다르게 그

려진다. 철거반원들에 의해 집이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상황에도 

삶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대한민국의 고통스러

운 기억인 재개발 지역의 철거는 단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간

을 설명하기 위해 스쳐 지나간다. 흑백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잠

깐 비치는 남자 주인공 ‘철수’의 절규 정도가 가장 극적인 표

12) 하성규·김태섭,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박영사, 2005, p.26.

13) 하성규·김태섭, 앞의 책, p.62.

14)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p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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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다. 그마저 주인공 여자아이 ‘이랑’의 동생이 말하는 소리

에 묻혀 관객에게는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감독은 윗동네인 재

개발지역에 발명가의 작업실을, 변두리 한가로운 곳에는 거주공

간과 노동의 공간을 설정한다. 그로인해 사건은 벌어지지만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역사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 현실이 

휘발된 철거현장의 묘사는 주제를 축소시킨다.

그림 4. <소중한 날의 꿈>에서 재개발 공간에 대한 강한 반응은 흑백텔레비전 속 

철수의 모습 정도이다. 그 마저 동생의 소란에 덮여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태로 

희석되어 표현된다. 

“공장인 동시에 유원지인 후기 자본주의에서, 그런 타자들의 

슬픔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곳은 특정한 산업현장 보다는 오히려 

일상과 유원지이다.”15) 개인의 기억은 혼재된 과거가 되며, 일

상의 공기는 희석되고 현실의 사건은 은폐된다. 한국 관객의 기

억에 남아있는 재개발 철거현장과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낭만

적이기까지 한 이 곳은 어디인가. 이 영화의 공간은 군청과 미군

부대가 있으며 철거할 거주지 밀집지역이 있는 곳으로 구체적으

로 설정되지만 물리적 실체로부터 벗어나 있다. 구체적인 사물의 

시각적 묘사로 끌어낸 과거의 기억은 그 시간에 벌어진 사건을 

왜곡함으로 인해 건조한 표피에 머물게 한다. 원래의 자리에서 

떼어낸 유물처럼 짜깁기 된 사물과 장소는 공동의 기억으로부터 

15)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2, 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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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다. 소품의 고증과 집요한 묘사는 관객의 기억을 예민하게 

일깨워내면서도 그 기억과 불일치하는 기이한 공간을 목격하게 

한다. 과거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관객의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재현성은 현실에 있었던 사건을 정밀하

게 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효력을 잃는다. 

그림 5. <소중한 날의 꿈>의 재개발 공간 표현은 무너진 작업실 잔해를 앞에 

두고 우주의 인공위성의 꿈을 이야기하는 이랑과 삼촌의 낭만적인 장면으로 대

치된다. 

물론 애니메이션을 현실의 사건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

지만 세부묘사를 통해 이끌어내려 했던 시대의 공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둘 간의 차이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도시재개

발에 대한 당시의 신문기사나 기념비적 다큐멘터리 영상인 김동

원 감독의 <상계동 올림픽> (1988)을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다 해

도 그러한 차이가 애니메이션에 의해 재구성된 세계의 핍진성 

(Verisimilitude)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장소의 상실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교란시키며 현실의 삶

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소외는“자기로

부터의 소외”, “타자로부터의 소외”, “세계로부터의 소외”

로 구분하지만 또한 이들은 서로 연관된 세 가지 다른 측면이다. 

소외에 대한 이전의 연구와 달리 철학적 차원에서 소외를 분석한 

헤겔(Hegel)은 그의 저서“정신은 단순한 실체가 아니라 객체를 

만든 주체이며, 객체는 생성되면 정신에서 독립하여 정신에 대립

하여 정신을 규제한다”16)고 정의한다. 헤겔에게 객체는 세계이

며 소외는 세계를 인식하고 형성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16) 정종환, ｢경제학-철학 수고에 나타난 소외의 변증법 연구｣, 범한철학, 
Vol.20. No.0(1999), p.2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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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화로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반면 사회학에서는 현대를 소외

의 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으로 인간성의 상실과 물화를 들고 

있다.17) 프리츠 파펜하임은 소외를 인간의 존재조건으로 규정하

기보다 역사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또한 파펜하임은 소

외 현상을 현대 도시의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 파악한

다.18)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외의 개념은 “경제적, 사회

적 경향의 결과”로 보고 있는 파펜하임의 정의에 보다 근접한

다. <소중한 날의 꿈>에서 재개발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소외의 

유형은 무감각, 즉 자기로부터의 소외이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개인의 모습은 전형적인 자기소외

라 할 수 있다. 

 2. 장소상실과 자기소외 -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은 장소상실과 이에 무감

각하게 대응하는 개인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여자는 도시에서 가

장 싼 집에 살고 있으며, 이웃들도 모두 가난하다. 어느 날, 그

녀의 집을 철거하던 중 철거회사의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

이 벌어진다. 그녀의 집은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 공중에 남겨진

다. 낡은 타일바닥의 부엌과 분리되지 않은 한 칸의 방으로 이루

어진 그녀의 집은 페인트가 벗겨져 나가 속살이 드러난 나무 창

틀, 녹슨 지붕, 금이 가고 부서질 것 같은 벽으로 이루어져 있

다. 그녀의 가장 내밀한 공간은 사라진 벽으로 인해 훤히 드러나

고 변기의 바닥은 뚫려 있다. 그녀는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구멍 

뚫린 변기에 용변을 보면서도 담담하며,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과 건조한 말투로 읊조릴 뿐이

다. 공중에 매달린 집에 사는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듯 

준거의 틀이 뿌리째 뽑혀 나가도, 바닥이 뚫린 변기에 용변을 보

17) 민경환,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통권 12(1993), 

p.71.

18) 프리츠 파펜하임, 황문수 역,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 200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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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무심한 표정으로 일관한다. 그녀의 삶은 빠르게 흘러가는 

그녀의 말투처럼 휩쓸려가 버릴 듯하다. 그녀는 태연해 보이지만 

그로인해 오히려 위태롭게 느껴진다. 작품은 현실을 살아가는 도

시 빈민여성의 처절함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공중에 매달려 

흔들리는 집’으로 명징하게 시각화한다. 

그림 6.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의 뿌리 뽑힌 그녀의 집은 시각적

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장소의 상실이다.  

사적 공간의‘뿌리내림’19)조차 실현할 수 없는 그녀는 허공에

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뿌리 뽑힌 집’의 그녀는 사

적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자기로부터 소외된다. <도시

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의 그녀가 보여주는 무표정과 무

반응은 자기마비 (Self-Anesthesia)와 자기소원 

(Self-Estrangement)의 징후20)로 보인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정체성과 자존심마저 지킬 수 없는 도시 빈민여성의 삶은 외부로

부터의 압력에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자기소외 (Self-Alienation)

의 상태 그 자체인 것이다. 그녀의 무반응, 무감각, 무표정은 전

19) 최병두, 앞의 책, p.257.

20) 최배석, ｢Leos Carax 영화에 나타난 소외의식 연구｣,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 제37집(2011), pp.43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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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자기로부터의 소외이다. 

그림 7.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에서 보여주는 장소의 상실은 그

녀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시각화한다. 

작품의 이미지는 파란 하늘에 수직으로 솟은 붉은 색의 구조물

처럼 강조된 색채로 인해 시각적인 즐거움마저 준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녀의 집을 아찔한 허공에 매달아 버린 위협적인 구조물

이며, 그녀가 자신의 집에 드나들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거대한 

쇠붙이일 뿐이다. 그녀는 수직으로 솟은 구조물의 거대함에 비해 

너무도 왜소하다.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크레인의 구조물을 

오르내리는 그녀는 곡예 하듯 삶을 살아가는 고립된 존재이다. 

그림 8.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은 파란 하늘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붉은 구조물이나 우산을 쓰고 하늘을 나는 그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되지만 이는 

그녀의 집을 파괴하는 도구이거나 그녀를 집어삼키는 폭력적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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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외면한다고 해도 도시재개발에 따른 거주 불안정은 현

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땅으로부터 떼어내진 그녀의 불안정

한 존재감은 머리를 말리는 바람에도 떠오를 정도로 가벼운 몸의 

표현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흔들리는 집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

쓰는 그녀의 모습은 현실에서 그녀가 겪어 왔을 흔들림을 알게 

한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사를 위해 찾은 중개업소에서 그녀는 

어이없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시킨다. 허공에 매달린 집을 비웃

듯 고개를 젓는‘구로부동산’거래업자에게 그녀는 가슴을 열어 

보여준다. 그러자 거래업자는 부동산 중개를 승낙한다. 작품은 

공중에 매달린 집의 거래를 위해 가슴을 열어 보이는 그녀, 머리

를 말리는 바람에도 떠오르는 몸을 가진 그녀를 통해 이러한 상

황을 피해갈 수 없는 도시의 그녀들을 아프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묘한 것은 그녀와 3년째 이별 중이면서 수시로 그녀의 집을 드

나드는 그이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도시의 틈으로 스며든 

가련한 존재이며, 동시에 그녀의 삶을 지배한다. 그는 그녀와 다

른 여인들 사이를 노골적으로 오가며 파이와 생선을 모두 취한

다. 그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파이를 남김없이 먹고 나서 다음에

는 더 만들어 놓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불평의 말 한마디 없이 그

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녀는 그가 찾아올 때면 더욱 심하게 흔들

리는 집에서 무게중심을 잡으려 자신의 위치를 옮길 뿐이다. 그

리고 그와의 이별이‘도시’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느 날 그는 더

욱 살이 오른 모습으로 등장하여 그녀가 그를 위해 더 많이 만들

어 놓은 파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접시와 나무 테이블까지 

집어삼키고, 멈추지 않는 식욕으로 그녀마저 삼켜버린다. 그녀의 

순응과 무감각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현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만다. 

앞서 서술한 대로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의 공

간은 작품의 주제와 세계관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감독은 

현실의 서사를 끌어오지만 곧바로 비틀어 놓음으로써 주제의 의

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한다. 작품의 재현적인 공간과 돌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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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변화는 둘 간의 간격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의 상징화 된 공간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에 틈을 내며 새로

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현실의 위기는 불안정한 공간으로 직접 

표현되지만, 그 세계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녀를 

통해서도 투영된다. 이러한 수동성은 역설적이게도 문제 상황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 감독은 작품의 상징적 공

간을 통해 현실에서 벌어지는 장소상실과 한국 사회의 뿌리 뽑힌 

존재들에 대해 증언한다. 또한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자신에게서조차 소외된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처

럼 애니메이션에서 상징적으로 재현된 공간은 날것 그대로의 현

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은 현실의 상황과 이미지 

표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로서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9.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시로 스며들

어간 존재인 그는 멈추지 않는 식욕으로 마침내 그녀를 집어삼키고 만다.  

IV. 결론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매체 역사를 지닌 애니메이션

은 현실세계로부터 유리된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많은 경우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 관

객은‘어린이를 위한 꿈과 희망’의 매체라는 한정된 테두리 안

에 애니메이션의 역할을 가두기도 한다.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표현과 진지한 성찰의 예술 결과물이기도 하다. 라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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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베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하는 깊이 있는 삶의 표현은 애니메이

션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슈반크 마이에르의 그로

테스크한 세계와 유리 노르슈타인의 시적 리얼리즘의 세계는 불

가해한 현실에 대한 함축된 시선이며 현실에 대한 더욱 선명한 

표현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의 표현 방식과 영역은 

폭넓고 다양하며 섣불리 단정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양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반 관객의 경

우 상업적인 애니메이션을 쉽게 접하게 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존재한다. 그런 작품들은 영화제 등 일반 관객으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경로로 전달되며, 이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 또

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작

가의 세계관을 읽어 내거나 미학적 흐름을 논의하기에 한국 애니

메이션의 역사와 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과 다양한 분석 틀에 의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진지하고 일

관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애니메이션 작품인 <소중한 날의 꿈>과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등장하는 재개발 공간은 

재현적인 필치로 그려짐으로 인해 한국의 구체적인 시공간을 지

시한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보여주는데, <소

중한 날의 꿈>은 기억의 시각화로 현실의 장소를 채집한다. 작품

의 재현적인 묘사는 도시재개발이라는 현실의 사건을 이끌어내지

만 개인적인 시선과 낭만적인 기억에 멈추고 있다. 이 같은 태도

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한국 애니메이션 감독들에게서 나타

나는 유사성이기도 한데, 구조적인 문제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사적 담론에 머물러두는 세대의 감성을 공유하고 있다. <도시에

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의 공간은 느슨한 묘사와 상징적 

상태로 그려진다. 그렇지만 ‘뿌리 째 뽑힌 집’이라는 구조화된 

서사와 상징으로 인해 작품 속 현실은 더욱 명쾌하게 드러난다. 

외부의 힘에 의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항의도 분노도 하지 않는 나약한 존재로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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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 작품의 현실성은 이로부터 강화된다. 조절된 묘사와 상

징적 설정은 적절하게 작용하여 현실의 도시 빈민여성이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란 감각이 마비된 듯 받아들이는 것 뿐 이라고 발

언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드

러내고 있는 상징화 된 현실은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애니메

이션 매체를 발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실을 

웅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중한 날의 꿈>과 같은 소박하고 낭만

적인 작품의 가치 또한 충분하다. 애니메이션을 향유하는 세대의 

이해와 함께 이미지의 관례적 성질에 대한 성찰을 더한다면 보다 

나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낭만적 

태도는 새로운 영상세대가 보여줄 미래를 보다 유연한 것으로 기

대하게 한다. 

거대 담론 위주의 현실인식이 주류였던 시기에 개별적인 삶의 

문제를 담을 수 없었다면, 최근의 작품들은 현실인식을 개인의 

차원에서 소화해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두 작품은 2000

년대 한국의 특수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접근법으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독

특한 발상으로 소화하는 세대의 시대적 징후로 해석되어야 하며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진 한국 애니메이션의 표현 풍토로서 존중

되어야 한다. 최근의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와 방식

의 변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연구함에 있어 서사와 이미

지의 관계나 기술적 발전을 논의하는 것에 머물러두지 않기를 바

라며, 애니메이션을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개발 공간이 보여주는 장소상

실과 인간소외는 2000년대 이후 후기자본주의 시스템으로의 재편 

과정이 가속화 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과 불안의 상존을 증언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상실과 소외의 정서를 이해하게 한다.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의 의미를 매체 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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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 현상이며 표현으로 이끌어내려는 논의의 시도로서 의미

를 갖는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 연구가 현실사회의 문제와 애

니메이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 확장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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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celessness and Self-Alienation Expressed in the Space of 

Korean Animation film

Oh, Jin-Hee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problem of the placelessness and 

alienation through spaces of redevelopment in South Korean 

animation film since the 2000’s. Actual space in South Korean 

society has been destroyed and changed unceasingly, and, in that 

space, humans have experienced existential conflict. While the swift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transcended physical 

restrictions to form one great network, humans are still limited as 

materially based beings. The recent steps in South Korean animation 

film are noteworthy because sociocultural changes since the 1990’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ystem are 

perceived in way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The Things She 

Can’t Avoid in the City> and <Green Days>, the works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reveal the special sense of place in South Korean 

society, where the destructive reorganization of space leads to the 

instability of life. By intentionally bypassing a sense of place and the 

authority automatically bestowed on representational images, these 

works prompt the viewer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images. Space in these two works are presented 

representationally but immediately destroyed, and humans or the 

characters in the works accept this unfeelingly. The loss of place, 

which is committed by the massive system, and listless humans’ 

weakness and alienation in response are depicted as signs of 

sociocultural abnormality. By showing  the destructive loss of place 

and individuals who respond with self-anesthesia and 

self-estrangement, these works open viewers’ eyes to South Korean 

society, where not only social alienation but also self-alienation is 

occurring. By perceiving South Korean animation film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and analyzing it through the concepts of 

the placelessness and alienation, the present study seeks to expand 

further discussions on animati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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