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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정

초 록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보다 있는 그대로의 비루한 현실을 재현하는 연상호 애

니메이션은 사회성 짙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으로 한국애니메이션에서 독특한 지

점에 위치한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로 평가받는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일관되게 재현해온 이야기는 우리 사회 중심부의 이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세계 

즉 ‘타자’의 이야기이다.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주류 공간의 뒷골목에서 사회적 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잔혹한 현실을 직설적 화법으로 재현한다. 또한 판타지가 거

세된 차가운 현실풍경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욕망과 감정을 생생하게 중계하면서 

후기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현미경처럼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연상호 애니메이션을 한마디로 ‘타자들의 잔혹사’로 규정하고 

그의 애니메이션이 형상화하고 있는 현실풍경과 인물들의 욕망과 감정을 구체적으

로 탐색하였다. 

우선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재현하는 현실은 부조리한 곳으로, 이곳의 부조리는 

견고하고 적대적인 사회시스템과 하류계급에 속한 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물들

을 통해 구축된다. 그래서 희생양이나 호모 사케르로 살아가는 연상호의 인물들은 

‘사악한 희생양’ 또는 ‘타락한 괴물’로 구체화되고 그들의 현실풍경은 지옥으로 형

상화된다.    

후기자본주의 시대가 배태하고 있는 타자의 모습, 레비나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타자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외면하거나 부정해온 우리의 모습을 소환하고 있는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우리 사회의 환부를 적나라하게 전시하면서 이 시대의 민낯

과 불편한 진실을 들추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현실을 고발하고 진실을 탐

색하는 재현언어로서의 한국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주제어 : 타자. 욕망. 부조리. 트라우마. 희생양. 괴물. 호모 사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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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흡인력 있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적 작품세계를 형성해온 연상

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독특한 지점에 위

치한다. 그의 첫 장편 <돼지의 왕>은 한국 장편애니메이션 최초

의 잔혹 스릴러이며 또 다른 장편 <사이비> 역시 현실 고발적 성

격이 짙은 작품이다. 데뷔작인 단편 <지옥>이나 중편 <창>, <사

랑은 단백질> 까지 연상호가 발표해온 작품들은 우리에게 익숙해

져 있는 애니메이션의 고정관념과 거리가 멀다. 즉 인간의 동심

이나 순수한 꿈, 마법적 환상을 낭만적이고 미학적으로 재현해온 

애니메이션의 주류적 경향은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기 힘

들다. 대신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현실을 예리하게 탐색하여 사실

적으로 재현한다.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재현하는 세계는 판타지가 거세된 차가운 

현실공간으로, 그의 인물들은 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견고하고 

적대적인 삶의 환경에 내던져져 있다. 거기다 그들의 삶은 타인

과 사회와의 냉혹한 관계에 의해 선험적으로 조건 지워진다. 인

간의 자유로운 상상력보다 있는 그대로의 비루한 현실을 재현하

는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그런 측면에서, 환상성에 천착하는 애니

메이션 매체 고유의 성격보다는 리얼리즘 소설처럼 사회비판적 

보고서의 성격을 띤다. 그래서‘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

로 평가받는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일관되게 재현해온 이야기는 

우리 사회 중심부의 이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세계 즉‘타자1)’

1) ‘자기 외의 사람 혹은 다른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타자는 일반적으

로 자아의 상대개념 또는 주체의 대립항을 지칭한다. 주체 개념은 서구 인식

론의 핵심이므로 주체는 곧 근대적 주체와 연계된다. 근대라는 것이 이성중심

의 서구 인식론이 배태한 삶의 방식이자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는 주체가 건설하고 지배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는 주체

와 종속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근대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근대 주체의 시대는 다른 말로 타자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타자는 결국 이성중심주의적 사

고에서 생산된 열등한 것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며 주체권력이 생산해온 거대

서사의 주인공으로 간택당하지 못한 것들, 거대서사가 폄하해 왔던 가치와 영

역에 대한 보편화된 이름이다. 이런 맥락에 따라 본 논문에서 타자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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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야기이다.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주류 공간의 뒷골목에서 

사회적 타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직

설적 화법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그들의 잔혹한 현실을 통해 우

리 사회의 환부를 적나라하게 전시한다. 

따라서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보기 드문 

사회성 짙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으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현

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공모하는 애니메이션의 사회적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국애니메이션 장르를 확장하

고 보다 넓은 관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은 리얼리

즘적 성격으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현실의 객관적 재현을 통해 

주관적 표현이나 감동을 지양했던 리얼리즘과는 달리 연상호 애

니메이션에서 이야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인물들의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이다. 즉  리얼리즘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 서사를 끌고 가며 주제를 드러내는 동력

은 인물들의 치열한 삶의 에너지, 욕망에서 나온다. 연상호 애니

메이션은 차가운 현실풍경 뿐만 아니라‘인물들의 욕망과 감정을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중계2)’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궁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인

물들의 욕망과 심리의 리얼리티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

운 점은 그의 애니메이션이 후기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들의 모습을 현미경처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연상호 애니메이션을 한마디로‘타자들의 

잔혹사’로 규정하고 그의 애니메이션이 형상화하고 있는 현실풍

경과 인물들의 욕망과 심리의 리얼리티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것

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으로 사회 중심부, 지배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기피되며 주변화 되어 온 모든 

존재를 일컫는다. 타자 혹은 타자담론에는 국가와 사회 혹은 역사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 헤게모니가 역설적으로 투영되고 있고 그

것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2) 인물들의 감정과 욕망을 마치 웅변하듯이 직설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하는 연상

호 애니메이션의 이러한 경향은 <돼지의 왕> 이나 <사이비>처럼 최근작일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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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더불어 그의 애니메이션이 전시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민낯과 불편한 진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연상호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조건, 부조리와 트

라우마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 현실은 한마디로 부조리한 것으로, 인

물들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구축된 이 비정한 세계에서 운명처럼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견고한 세계에서 그들

은 이 세계의 법 즉,‘사회적 존재를 가능케 하는 보편적 원리들

이자 사회적 교환의 모든 형태들을 지배하는 구조3)’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구성

하는 첫 번째 토대는 공동체의 구조 즉 사회시스템이다. 연상호 

작품에서 인물들의 현실은 사회시스템에 의해 폭력적으로 점령당

해 있는데 이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재현된다.  

현대사회 평범한 직장인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인 <지옥>에는 

현실은 물론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세계 역시 조직화되어 있다. 

천사와 저승사자가 조직원으로 일하는 이 세계는 인간의 삶을 등

급화 하여 관리하고 등급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배당한다. 그래

서 인물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조직의 명령에 따라 천당 혹은 지

옥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지옥행이 보장된 

도망자가 되느냐 둘 뿐이다.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창>에서 분

대장 정철민은‘빡세게 뛰고 유쾌하게 즐긴다’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내무반을 만들고자 성실히 노력한다. 하지만 그는 신병의 

자살시도에 대한 책임을 혼자 뒤집어쓴다. 그리고 군대는 힘과 

권력의 논리에 기반한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군대를 구조화하고 

있는 원칙과 질서는 이를 위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깨닫는다. 풍

자적 색채가 강한 <사랑은 단백질>에는 가난한 자취생들과 치킨

집을 운영하는 닭이 등장한다. 닭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아들

3) 이선정, 「욕망과 죽음: 라캉 담론의 비극성」, 경북대박사, 201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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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킨으로 튀겨 팔고 배고픈 자취생들은 닭의 통곡 앞에서도 

치킨을 깨끗이 먹어치운다.

     

  그림 1. <지옥 1>         그림 2. <창 1>

그림 3. 

<사랑은 단백질 1>

그림 4. 

<사랑은 단백질 2>

그림 5. 

<사랑은 단백질 3>

         

<돼지의 왕>의 현실공간인 학교 또한 상징계적 가치와 질서로 

구축된 근대의 공간이 아니라 견고한 악의 질서로 구축된 동물의 

왕국이다. 그래서 학교의 상류층 계급인, 집이 잘 살거나 공부를 

잘 하는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인물들은 말 잘 듣는 돼지가 되든

지 아니면 핍박과 폭력에 시달린다. <사이비>의 현실공간 역시 

부조리로 점철된 혼돈의 공간이다. 수몰예정지인 이 시골마을은 

쇠락해가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잔존하며 자본적 욕망과 

기형적으로 충돌하는 곳이다. 집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지대에서조

차 밀려난 인물들은 보상금을 노린 교회 사기단에 집단적으로 이

용당하지만 들어갈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천국행 티켓을 사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마친다. 삶을 지켜주던 전통적 공동체가 몰

락한 자리에 새로운 아버지인 하느님 아버지가 대체된 이 마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 부류의 선택만 허용한다. 아무것도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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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보상금은 물론 딸 등록금까지 도박으로 날리는 민철처럼 

현실의 부조리를 폭력과 분노로 대응하거나, 대부분의 마을 사람

처럼 사이비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인간답게 살고픈 욕망을 이루

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그림 6. <돼지의 왕 1>              그림 7. <돼지의 왕 2>

그림 8. <사이비 1>    그림 9. <사이비 2>    그림 10. <사이비 3>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연상호의 인물들에게 인간답게 존중받

는 주체적 삶은 허락되지 않는다. 신 앞의 인간이거나 병장과 이

병, 가난한 백수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과 망해가는 시골마을의 갈 곳 없는 주민인 이들은 제도화되

어 있진 않지만 태생적으로 이미 정해진 이 계급사회에서 하류계

급에 소속되어 있다. 일명 돈 없고 빽 없는 이들은 자신들의 사

회에서 지배받고 이용당하는 타자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그들의 사회는 운명공동체가 아니라 억압적 현실을 강요하는 삶

의 시스템일 뿐이다. 그래서 연상호의 인물들은 자신의 삶을 결

정하는 선택에서 배제당하는 경험, 자신의 삶임에도 주도권을 완

전히 박탈당하는 경험을 통해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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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들에게 현실은 <사이비>의 목사 대사처럼‘인간의 머리

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연상호의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승패가 이미 결정된 

현실에서 이들의 욕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된다. 첫 번째는 

비록 사회적 타자로 살아가지만 시스템의 욕망보다는 자신의 욕

망이 선행하는 인물들 즉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내적 주

체성을 가진 인물들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기

를 거부하고 반항을 모의한다. <지옥>의 남자는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저승사자의 폭력 앞에서 도망을 선택하고, <창>의 

정철민은‘최선을 다한 자가 아니라 비겁한 자에게 상이 돌아가

는’부조리한 현실에 눈 뜨고‘내가 저지른 죄 값이 누구의 죄에 

대한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또한 <돼지의 왕>의 철이. 경

민. 종석은 결국 충직한 개나 먹이를 제공하는 돼지밖에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차라리 현실과 맞짱 뜨기 위해 괴물을 선택한다. 

<사이비>의 민철 역시 달콤한 거짓말로 현실을 위로하는 사기집

단에 홀로 맞서 폭력으로 응징하는 길을 택한다. 패배가 예고된 

부조리한 싸움에 목숨을 거는 그들의 다른 이름은 그래서‘또라

이’다. 

일종의 반역자로서 주로 중심인물들을 통해 재현되는 이들은 

그러나 시지프스 같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당하면서 사회시스템과 싸워 

이기기 위한 무기로 폭력과 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로인해 혹

독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지옥>의 남자는 하수도에서 쥐를 

잡아먹으며 저승사자가 잡으러 올까 매순간 공포에 떨고 <돼지의 

왕>의 주인공들은 죽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린다. <사이비>의 

민철 역시 암흑같은 절망 속에 홀로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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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옥 2>    그림 12. <돼지의 왕 3>  그림 13. <사이비 4>

두 번째는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 주변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회시스템에 순응하거나 타협하는 방식으

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 한다. <창>의 군인들이나 <돼지의 

왕>의 반 아이들, <사이비>의 마을 교인들처럼 이들 대부분은 순

진하고 무지하다.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문

제제기하지 않는 이들은 굴복을 통해서라도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것만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인간답게 사랑받으며 살고픈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림 14. <사이비 5>

하지만 이들 역시 사회시스템으로부터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의 삶 또한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극복할 수 없는 패배의식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으며 

그로인한 트라우마에 잠식당해 있다. 카뮈가‘위대한 의식의 순

간’이라 칭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삶의 부조리에 눈 뜨는 

순간은 연상호의 인물들에게는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좌절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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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치명적 순간 즉 트라우마의 순간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4) 인간 경험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경험은 

부조리에 대한 경험이다. 부조리의 경험은 존재 자체에 관한 경

험으로서 존재 자체에 대한 무력감의 경험이고 주도권의 상실이

며 자율적인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다. 주체성을 잃

어버린 채 존재의 거점을 상실한 연상호의 인물들에게 고통은 통

과제의가 아니라 트라우마이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인 트라우마를 통해 이들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타자의 운명

을 내재화하고 스스로 타자화5)된다. 그러므로 연상호 애니메이션

의 부조리한 현실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토대는 인물들의 트라우

마이다. 

Ⅲ. 사악한 희생양 혹은 타락한 괴물

연상호의 인물들은 대부분 가난하지만 잘 살고 싶고 돈도 지위

도 없지만 사회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진 평범한 소시민들이

다. 하지만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재현한 현실에서 그들은 사회시

스템의 말단에 위치한, 언제든 대체되는 하찮은 부품 같은 존재

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연상호의 인물들을 보다 선명하게 규정하

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희생양을 들 수 있다.   희생양 메커니즘

은 지라르가 지적한 대로 인간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기

본토대이자 일종의 전략적 장치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이웃과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호전성, 죄악, 

4) 이안나,「레비나스 타자윤리와 도덕성」, 건국대석사, 2008, p.16-18.

5) 근대적 주체로 참칭되는 중심은 주변을 배제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위계질서를 

확립한다. 이 질서에 따라 중심에서 소외된 주변부는 언제나 중심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기에 주변부는 중심을 향한 욕구와 좌절 속에 서 있다. 

한편으로 주변부는 중심이 자신에게 강요한 위계질서로 인해 중심을 정상적이

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욕망의 대상으로 상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

로 이런 위계질서에 의해 투영된 자신에 대한 표상들은 언제나 소외된 형태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은 언제나 중심의 파생태로 머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으로 인해 체념하고 괴로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손영창, 「타자성과 외재성에 대해 -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大同哲學』 

제53집,(2010.12), p. 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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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혐의를 어떤 아웃사이더에게 투사하여 뒤집어씌우고 그를 

희생자로 만든다. 이는 사회적 공존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 합

의가 되는 것으로, 이때 희생양이 된 이방인은‘사람들(인종. 민

족)’사이에 연대의 의미를 발생 시키는데 봉사한다. 공동체는 

타인에 대한 박해를 공유함으로써 재통합되는 것이다.6)’다시 말

해서 희생제의는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는 전통적 방법으로 희생

양은 공동체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순결하게 희생하며 그를 통

해 공동체의 죄는 정화되고 내부의 질서는 회복된다. 또한 사회

를 계속 평정과 질서 속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개인과 개

인 사이, 혹은 계층과 계층 사이의 단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끔 조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차별화의 본질로서 희생 매커니즘

은 차별화의 대표적 장치라 할 수 있다.7)

그러므로 하류계급에 소속된 연상호의 인물들은 자동적으로 희

생양 혹은 잠재적 희생양으로 배치되는데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인물들을 지배하는 욕망에 따라 두 가지 모습의 희생양을 보여준

다. 먼저 희생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변 인물들이다. 

그들은 군대나 학교, 변두리 주택가나 몰락하는 시골마을에서 그 

사회의 지배논리를 충실히 따르지만 대부분 이용당하거나 버려진

다. 그들은 악의 카르텔로 견고하게 뿌리내린 시스템의 폭력에 

복종하고 동조하면서까지 생존과 행복에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다. <사이비>의 교인들이 보여주듯 때로는 목숨까지 건다. 하지

만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운 욕망추구는 그들을 구원하기

보다 곤경에 빠뜨리며 때로는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들은 사회시

스템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픈 욕망에 중독되어 있

고 그런 그들의 욕망은 희생양의 미끼로 이용된다. 그래서 그들

은 희생양이 된다.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희생양의 또 다른 모습은 중심

인물들에 의해 재현된다. 이들은 상징계적 세계의 한계와 그 이

6) 이상호, 「SF영화에서 변형되어 가는 신체를 통한 타자성 연구」, 홍익대석

사, 2011, p. 11.

7)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박무호 역, 민음사, 1997.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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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내재된 폭력적 억압성이 공공연하게 까발려진 시대 즉 탈근

대에 양산된 희생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사회시스템의 토대가 되었던 근대적 이상에 현혹되지 않는 인물

들이다. 사회시스템의 냉혹하고 비열한 속성을 간파한 이들은 사

회 질서에 복종하지도 규범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지라르에 따르

면‘희생제의를 행하는 집단 구성원과 희생물이 이 폭력을 폭력

이 아닌 것으로 속이거나 이 폭력은 이로운 폭력이며 이 제의는 

성스럽다’라고 생각하게 해야8)' 하는데 이들에게는 희생제의의 

이 기본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인 희생양이 되길 거부한다. 대신 절망과 

두려움, 분노에 휩싸인 채 파국을 향한 싸움에 돌진한다. 그래서 

<지옥>의 남자는 동물처럼 잔혹해진 도망자가 되어 잡히기 전까

지 절대 끝나지 않을 싸움을 이어가고 <사이비>의 목사는 교활한 

장로에 의해 돈 버는 도구로 이용되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장

로를 죽인다. 그리고 패륜아인 <사이비>의 민철 역시 자신을 무

시하고 딸 영선을 이용한 사기꾼 집단을 향한 복수를 어느 한쪽

이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   

숭고한 대의적 목적도 없이 분노와 사적 복수심만으로 움직이

는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희망이나 행복에의 욕망이 아니라 

저항과 파괴의 욕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악해지고 그들의 현실

은 더 이상 희생제의로 봉합되지 않는다. 사악한 희생양과 이들

이 만들어낸 혼탁한 현실은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가장 주목하는 

현실풍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돼지의 왕>에서 정교하게 

재현된다. 

권력의 야비한 속성과 악의 본능으로 구축된 학교시스템에서 

철이, 경민, 종석은 폭력의 희생양이다. 그 중 철이는 반역자의 

본성을 드러내며 자발적으로 공개자살이라는 드라마틱한 희생적 

제의를 기획한다. 그리고 이를 갈등 봉합이 아닌 갈등을 폭발시

키고 시스템의 공범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양산시키는 장치로 활용

8) 르네 지라르. 앞의 책, p.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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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결국 철이는 시스템에 안착하고픈 욕망에 투항하며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지만, 종석과 경민의 공모에 의해 결과적으

로 희생양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민과 종석의 갈등은 해결

되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 역시 구원받지 못한다. 도리어 철이의 

희생적 제의는 경민과 종석에게 트라우마가 된다. 따라서 <돼지

의 왕>은 희생제의가 사회시스템이 미화해 왔듯 고귀하고 성스런 

제의가 아니라 한낱 개죽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그리

고 희생제의가 인간의 폭력성을 잠재우고 공동체를 구원한다는 

판타지를 생산,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효과적으로 들추어

낸다.

후기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재현하는 

희생양은 더 이상 안타까움이나 동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연

약함, 순수함 대신 그들을 장악한 것은 사악함과 난폭함이다. 그

래서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자신들의 욕망

을 위해 폭력과 악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제물화 함으로써 괴물이 

된다. 희망과 정의는 물론 사랑과 행복에의 욕망마저 소멸한, 타

락한 이들의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파괴와 죽음의 욕망뿐이다.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타자로 살아가는 인물

들의 욕망과 심리의 리얼리티를‘사악한 희생양’혹은‘타락한 

괴물’로 형상화하면서 우리시대가 배태하고 있는 희생양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Ⅳ. ‘호모 사케르’들의 지옥도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재현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사악한 사회

시스템과 비루한 인간들이 빗어내는 파국의 드라마라 할 수 있

다. 자본권력과 욕망이 지배하는 연상호 작품의 현실은 천국에 

대한 고전적 아우라가 사라진 곳이다. 이곳에서 천국은 가장 팔

기 좋은 일종의 인기상품으로 소비되고 인물들의 삶은 희망이란 

판타지에 의탁하느냐, 부조리한 현실보다 더 난폭하고 사악해지

느냐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연상호의 인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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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우울증에라도 걸린 듯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하다. 현실의 

부조리를 뚫고 스스로 행복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의 인물들에게 

불안에 떨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고픈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이루

어질 수 없는 판타지에 더 가깝다.  

그림 15. <사이비 6>          그림 16. <사이비 7>

따라서 그곳에서 희망은 현실로 구현될 수 없고 행복은 가짜거

나 악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그래서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 선은 

무기력하다. <지옥>에 등장하는 천사는 영혼 없이 조직의 명령만 

전하는 인조인간 같고 <돼지의 왕>의 아이들에게 양심이나 죄책

감,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은 장점이 아니라 치명적 약점이다. <사

이비>의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선한 마음과 잘 살고

픈 욕망은 자신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미끼로 작용한다. 그래서 

천당이 예약 되어있던 <지옥>의 여자는 자기가 믿었던 사랑이 거

짓임이 드러나자 한순간 살인자가 되고,‘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이비>의 영선은 민철의 딸로 

태어난 자신의 냉혹한 팔자를 인식하고 자살한다. 그리고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선의로서 하느님 뜻을 전파하려 애

쓰던 <사이비>의 목사는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조차 지켜내지 못

하고 그로인해 민철보다 더 끔찍한 괴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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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옥 3>                그림 18. <지옥 4>

반면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 악은 강인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

인다. <지옥>에서 기계 부품처럼 형상화되어 있던 천사에 비해 

저승사자는 잔인하고 섬뜩하지만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친다. <돼

지의 왕>의 철이가 전반부에 그나마 주체적인 인물로 느껴지는 

이유도 병신처럼 살지 않기 위한 스스로 악해졌기 때문이다. <사

이비>에서 민철이 유일하게 종교사기극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이

유 역시 양심이나 선한 마음이 거세된 악인인 덕이다. 

다시 말해서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재현하는 현실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선과 악의 전통적 위계가 전복된 곳이다. 그

러므로 이 어지러운 현실에 거주하는 연상호 인물들을 보다 선명

하게 규정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은‘호모 사케르9)’이다.   

현대인의 삶을‘호모 사케르’로 정의한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공동체의 법적, 종교적 질서로부터 추방된 자이며 문

명화된 세계에서 추방되어 자연 상태로 내동댕이쳐진 존재이다. 

호모 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되고 보호받는 삶에서 

아무런 보호도, 구속도 없는 자연적 삶 즉‘벌거숭이 삶’이 된

다는 것이다.10)’즉 호모 사케르는 사회시스템의 테두리, 사회적 

9) 호모 사케르란 직역하면‘성스런 인간’으로, 고대 로마에서 사회로부터 배

제, 추방시키는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그러므

로 호모 사케르는 사회적, 정치적 삶을 박탈당하고 생물학적인 삶만 가능하

다.  

10) 김태환,「예외성의 철학-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통치권력과 벌거숭

이 삶』」,『2002 올해의 문제소설』, 제17권 3호 통권67호, 2004. p. 

1285-1286.



281

안정망의 바깥으로 밀려나 법적, 제도적 보호도 없이 무방비상태

로 버려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호모 사케르의 죽음은 아

무런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의미가 없는 죽음으로 아감벤은 이 

죽음을 문명이 형성되기 전의 죽음, 자연 상태에서의 죽음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호모 사케르의 삶은 자연 상태의 삶과 동일시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호모 사케르의 벌거숭이 삶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관장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

문이다.11) 이때 호모 사케르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비상사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즉‘주권자12)’이며 이들은 봉건

시대의 국왕처럼‘비상사태 다시 말해 예외적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13)’이다.

그러므로 호모 사케르는 역사적으로 지배세력과 사회시스템이 

인위적 자의적으로 만들어온 또 다른 형태의 희생양이다. 후기자

본주의 시대에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자본적 욕망에 기

초한 사회시스템’이라고 볼 때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연상호

의 인물들은 모두 잠재적 호모 사케르가 된다. 즉 연상호의 인물

들은‘만일 오늘날에는 명백하게 규정된 하나의 호모 사케르의 

형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호모 사케르들이기 때문14)’이라는 아감벤의 언

급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상호 애니메이션에서‘호모 사케르’와‘잠재적 호모 

사케르’의 경계는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연상호 작품의 

현실에서는 역사적으로 호모 사케르를 양산해왔던, 주권자라는 

가시적인 권력과 법이라는 확고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연상호가 재현하는 현실에서는 공동체를 공정하게 관장하

는 권력과 법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부조리한 시스템과 인물들

11) 김태환, 앞의 논문, p.1286.

12) '주권자'는 아감벤이 카를 슈미트의‘주권 개념’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전통

적으로 주권자는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동체를 지배하

는 법의 효력을 유예시킬 수 있다. 

13) 김태환, 앞의 논문, p.1288.

14)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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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이 대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상호의 현실에서‘잠재적 

호모 사케르’와‘호모 사케르’를 구별짓는 경계는 인물들이 욕

망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세계에서 주변 인물들은 사회주류적 욕

망을 내재함으로써 시한부로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잠재적 호모 

사케르’가 되지만 시스템의 욕망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사

수하는 주인공들은 곧바로‘호모 사케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혼란을 매끈하게 진압하던 고전적 장치들이 그 효력을 

상실한 연상호 애니메이션의 현실은 삶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끊

임없이 생존의 적대적 위협에 노출되는 실재계적 세계이다. 그래

서 그곳의 갈등과 혼란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로 인해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천착해온 현실풍경은 갈수록 암울하고 피폐

해지고 있다. <돼지의 왕>에서 타락한 현실은 속된 도시를 배경

으로 하지만 <사이비>에서 타락한 현실은 시골로 전이된다. 그의 

세계에서는 고향마을 역시 암울한 현실에 오염된다. 철이는 돼지

들의 우상이었지만 공공의 적인 사기단을 처단한 민철은 마을에

서 사탄 취급을 받는다. <사이비>의 현실은 돼지들의 판타지마저 

박탈당한, 한층 더 잔혹해진 세계다.

그러므로 연상호의 인물들은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거나 괴물이 

되어 고통 속에 내던져지거나 호모 사케르로 죽는다. 그리고 동

굴에 홀로 들어가 기도문 같은 주문을 외우는 늙은 민철의 뒷모

습이 보여주듯이 결국 판타지에 굴복한다. 따라서 연상호 애니메

이션이 재현하는 현실 풍경은 한마디로 지옥도이다.  

Ⅴ. 나가며  

연상호 애니메이션은 현실과 인간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지점들

에 주목하면서 타자로 오래 살아온 인간의 이면을 재현한다. 그

의 애니메이션에서 현실은 공공선과 정의에 속박되지 않는 비윤

리적이고 탐욕적인 야만의 정글에 가깝다. 그리고 그의 인물들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세상을 좋은 곳으로 변혁하는 건강한 내적 

주체성마저 상실한 진정한‘타자’들이다. 그래서 연상호 애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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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현실은 잔혹하고 인간은 비루하다.  

그리고 그의 애니메이션은 운명공동체로서의 공동체가 해체되

고 홀로 거대하고 차가운 세상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하는 후기자

본주의 시대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면서, 삶은 물론  욕망마저 

지배하려는 우리시대의 어두운 지점들을 고발한다. 그리고 이 시

대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안의 무기력과 

무능을 중계한다.

그러므로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

은 그의 작품이 우리가 외면하거나 부정해온 우리의 모습을 소환

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시스템 앞에 돼지처럼 굴복하는 철이

나 혼자 무기력하게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철민, 생존을 위해 

아들을 팔고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닭돌이 아버지, 진실을 외면

하며 달콤한 판타지에 영혼을 파는 교인들 그리고 또한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즐기는 저승사자나,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대대장, 권력에 편승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반장이나 물건을 훔쳐

서라도 자본계급의 일부로 진입하고픈 종석의 누나, 도박과 폭력

을 일삼는 포악한 난봉꾼 민철까지, 그들은 우리가 대면하고 응

시하고 교류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초월적 기호이며 레비나스의 

용어를 빌리자면‘타자의 얼굴’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우리는‘타자의 얼굴에서 방사되어 우리의 

자기 근거에 균열을 내고 틈입해 들어오는 고통의 기호들을 만나

야 한다.15)’그리고 그의 윤리학에 따르면‘얼굴을 바라보고 책

임지고 고통을 짊어지면서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고 책임지는 윤

리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16)’따라서 연상호 애니메이션이 한

국애니메이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의 작품이 우리시대 타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불러내고 또 우리

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레비

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상호 애니메

15) 최진석,「타자 윤리학의 두 가지 길 -바흐친과 레비나스」,『힌국노어노문학

회』,제21권 3호. 2009. p.179.

16) 이안나, 앞의 논문, 2008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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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은 세상이, 공동체가, 사회시스템이 더 이상 개인의 존엄성

과 가치 그리고 욕망을 지켜주지 않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우리에

게 이 타자의 윤리학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를 통해 현실을 

고발하고 진실을 탐색하는 재현언어로서의 한국애니메이션의 가

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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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utal history of 'The Others' : Yeon Sang-Ho's Animation

 

                                                            Seo, Soo-Jung

 

Yeon Sang-Ho's Animation occupies an exceptional place in Korean 

Animation, being categorized as the kind of realism representing the 

pitiable actuality rather than the liberal and creative 

imagination. His animation appreciated as ‘stories much more real 

than the reality’ mainly depicts the world of ‘the others’ who 

resides on the periphery of the society in a rough and 

straightforward way. Yeon Sang-Ho's Animation represents the 

emotions and desire of characters as well as the heartless real 

world refusing the fantasy, through which it reflects the portraits 

of people living in post-capitalistic era seen from the microscopic 

view.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textual characteristics, defining 

his animation as the Brutal history of 'The Others'. 

Two conditions which constitute the actual world in his works are 

the absurd social system and the characters who are afflicted with 

the trauma, belonging to the lower classes. Therefore, the landscape 

of real life which contains vicious victim, corrupted monster and 

being as ‘homo sacer’ looks like a painting of hell.

Yeon Sang-Ho's Animation summons the shadow of ourselves which 

has been negated or neglected through the figure of ‘the others’ 

produced in post-capitalistic era and exposes our bare face and the 

uncomfortable truth by displaying the affected area of out society 

plainly. Furthermore, his works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Korean animation as a representational language of facing the 

reality and searching for the truth

Key Word : the other, desire, absurd, trauma, victim, monster, 

homo s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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