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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그에게 쏟아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에도 불구하고, 연상호의 애니메이션 작

품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산발적인 

몇몇 리뷰들을 제외하면 진지한 접근의 시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 깊은 골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본 논문은 그의 작품들이 의미 있는 전체(oeuvre)

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두 장편 애니메이션인 <돼지의 왕>과 <사이비>

에 집중하되, 그들이 그의 단편 작품들과 맺는 미묘한 관계들에도 주목하면서, 나는 그

의 작품이 현대 한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급진적’인지, 혹은- radical이라는 

말의 어원 그대로 ‘뿌리’에 닿는다는 의미에서- ‘근원적’인 지를 보여줄 것이다. 두 작

품 간의 연속성을 우회하거나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독해들과 달리, 나는 그 

둘이 주목할 만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공명하는 독특한 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단도직

입적으로 말해 서사의 중심에서 그의 작품들은 ‘연대(solidarity)’의 문제, 보다 정확하

게 말해 ‘비참한 이들(abjected people) 간의 연대의 결핍/과잉’이라는 문제를 중심으

로 회전한다.

나아가,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도, 나는 어쩌면 그저 주제적 차원이라 할 수 있을 이

러한 문제들이 그의 애니메이션 작품들 속에서, 내가 ‘바닥없는 표면/표면의 심연

(abyssal surface)’이라 이름붙인 형식적 차원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지를 드러낼 것이

다. 서사는 훌륭하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상찬을 가장한 비난- 혹은 오독-과 달리, 나는 연상호의 작품들이 ‘비참한 이들’ 간에 

드러나는 신뢰의 결핍/과잉을 애니메이션으로서, 즉 그 뒤에 서로에 대한 ‘바닥없는 불

신/신뢰’가 숨어있는 불길하고 피상적인 표면을 육화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연상호의 

애니메이션은 정확하게 이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즉 주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의 뿌리

와 표현 양식 차원에서의 애니메이션의 근본을 건드린다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근본적

(radical)이다.

주제어: 연상호, 비참한 이들, 연대, 바닥없는 표면 

* 이 논문은 2014 부천 국제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관으로 진행된 제2회 아시

아 애니메이션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464

I. 서론 

만약 지금의 한국 애니메이션계에서 단 한 명의 감독만을 뽑아

야하고, 누군가가 그 한 명의 후보로 연상호를 추천한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비타협적인 서사 

전개와 강렬한 이미지들의 충돌이 인상적이었던, 그의 장편 애니

메이션 데뷔작 <돼지의 왕>은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 개

의 상을 수상했고,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처음으로 그해 칸 영

화제에 출품되기까지 했다. 많은 이들이 고대했던 그의 두 번째 

장편 <사이비>(2013)는 그를 한국 애니메이션 씬의 가장 중요한 

작가(auteur)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수몰을 앞둔, 희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시골 마을의 사람들을 파고든 종교적 믿음의 문제

를 전작 못지않은 철저함과 사려 깊은 탐침으로 파고든 이 역작

은 스페인 시체스 영화제와 히혼 국제 영화제에서 각각 애니메이

션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사이비>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선정한 2013년 최우수 독립영화로 선정되었

고, 이 모든 영예의 (잠재적) 정점의 차원에서,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전세계에서 출품된 19개

의 후보들 중 하나로 뽑히기까지 했다. 한국을 비롯 전세계 시장

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Frozen>과 

<몬스터 대학 Monsters University>,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 風立ち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이러한 비

평적 상찬이 그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았다는 건, 그가 실지로 

영미권에서- 애니메이션이 아닌- 영화감독 활동 제안을 받고 있

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1)

이런 맥락에서 혹자는 픽사나 아드만 스튜디오, 혹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튜디오 지브리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 애니메이션 씬

1) “얼마 전 프랑스의 배급사에서 네 가지 질문을 보내왔다. 첫 번째는 미국이

나 영어권에서 활동할 생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이비>를 실사 영화용으로 

각색할 생각이 있는가. 세 번째는 실사 영화를 연출할 생각이 있는가. 네 번

째가 영어를 할 줄 아는가(웃음). 지금도 실사와 애니메이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2014.4.26. http://trafic.tistory.com/m/post/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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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조차, 그의 독특하고 뛰어난 작품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조심스레 점치기도 했다.2) 하지만 그에게 쏟

아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세계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산발적인 몇몇 리뷰들을 제외하면 진지한 접근의 시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3) 

이 깊은 골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본 논문은 그의 작품들이 의

미 있는 전체(oeuvre)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두 

장편 애니메이션인 <돼지의 왕>과 <사이비>에 집중하되, 그들이 

그의 단편 작품들과 맺는 미묘한 관계들에도 주목하면서, 나는 

그의 작품이 현대 한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급진적’

인지, 혹은- radical이라는 말의 어원 그대로 ‘뿌리’에 닿는다

는 의미에서- ‘근원적’인 지를 보여줄 것이다. 두 작품 간의 

연속성을 우회하거나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독해들과 

달리, 나는 그 둘이 주목할 만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공명하는 

독특한 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서사의 중심

에서 그의 작품들은 ‘연대(solidarity)’의 문제, 보다 정확하

게 말해 ‘비참한 이들(abjected people) 간의 연대의 결핍/과

잉’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나아가,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도, 나는 어쩌면 그저 주제적 차

원이라 할 수 있을 이러한 문제들이 그의 애니메이션 작품들 속

에서, 내가 “바닥없는 표면/표면의 심연(abyssal surface)”이

라 이름붙인 형식적 차원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지를 드러낼 것이

다. 서사는 훌륭하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인

정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상찬을 가장한 비난-혹은 오독-과 달

리, 나는 연상호의 작품들이 사회적 약자들 간에 드러나는 신뢰

2) ‘Fantastic Fest 2013 Review: THE FAKE - Javi's Take‘

http://www.wdyms.com/2013/09/fantastic-fest-2013-review-fake-javis.html 

3) 드문 예외로 안영순의 논문이 있지만 논의는 <돼지의 왕>에 한정된다. 「상석

권의 세계 : 주네의 『엄중한 감시』와 연상호의 〈돼지의 왕〉」, 『세계문

학비교연구』 42호 (2013.3), pp.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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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핍/과잉을 애니메이션으로서, 즉 그 뒤에 서로에 대한 ‘바

닥없는 신뢰의 결핍/과잉 ’이 숨어있는 불길하고 피상적인 표면

을 육화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연상호의 애니메이션은 정확하게 

이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즉 주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의 뿌리와 

표현 양식 차원에서의 애니메이션의 근본을 건드린다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근본적(radical)이다.

II. <돼지의 왕>: ‘우상을 통한 연대’의 위험

2011년 개봉된 이래, <돼지의 왕>에 대한 비평적 합의는 상당

히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충격적이고도 인상적인 데뷔작은 

“계급사회”, “빈부격차”, “학교폭력”과 같은 일련의 “키

워드”들 속으로 환원되었고, 그것이 만든 논의의 테두리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다.4)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만성적인’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작품으로 독해되는 

과정을 통해, 이 애니메이션의 독특함은 어떤 의미에서 일반화되

었고, 그 결과 그것이 가지고 있던 어떤 뾰족함은 무디어졌다. 

대부분의 리뷰들은 긍정적이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단조로운 

단선율 만을 반복했고, 그 때문에 새로운 논의는 자리를 찾기 힘

들었다. 

이러한 비평적 합의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자, 감독인 연상

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당황스

러움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돼지의 왕>은 평가가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

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계급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계급론에서 출발을 한 건데 그 이상의 얘기가 안 나왔다. 권력, 

빈부격차, 학원폭력 거기서 그쳐 버렸다. 사회의 프레임이 그러

다보니 영화의 해석마저도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게 너무 아

쉽다.5) 

4)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라제기, 「계급 사회, 한국의 현실에 대한 정밀 보고

서 : 영화 〈돼지의 왕〉」, 『플랫폼』 31호 (2012.1),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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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렇게 비생산적인 비평적/해석적 공회

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좀 더 미묘한 각도에서의 접

근이 요구된다. 그 각도에서 바라볼 때 연상호의 작품이 제기하

는 근원적인 문제란  ‘연대(solidarity)’이다. 지배와 피지배, 

혹은 비참함이라는 현상이 ‘계급’이라는 정치-경제적 요인만으

로는 더 이상 포획되지 않을 때 제기되는, 근원적인 질문으로서

의 ‘연대.’ <돼지의 왕>은 바로 이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제기

이다. 

<돼지의 왕>의 서사는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젊

은 사업가였으나 사업실패로 이미 아내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경

민이 그 하나고, 실패한 대필 작가인 종석이 다른 하나다. 졸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민은 (결말에서야 밝혀질 충격적 이

유를 배경으로) 종석을 찾고, 그들은 중학교 시절에 대한 파편적

인 기억을 짜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돌출하는 ‘영웅’이 바로 

철이다.6) 좋은 집안 배경과 성적을 바탕으로 결속한 학교의 패거

리들(“개”)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한없이 노출되어, 결국 도륙

될 “돼지”로 하루하루 ‘사육’되던 경석과 종석을, 철이는 거

의 자기 파괴적인 차원에 육박하는 끔찍한 폭력을 통해 구해낸

다.

5) “<창>의 감독, 연상호와의 인터뷰,” 『무비위크』 551호 2012.10.29.

http://www.hernamwoong.com/entry/창-연상호-감독?category=10    

6) <돼지의 왕>의 원안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연상호 감독은 2000년대 초반 군

대시절 썼는데, 그때의 제목은 <1991년 우리의 영웅 철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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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리스마적인 영웅, 철. <돼지의 왕> 

(연상호, 2011)

경민과 종석에게 철이라는 ‘영웅’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에서, 철은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빛의 가호를 받고 포착된다. <그림 1> 이 장면은 철이가 

둘을 학급의 일진 중 하나로부터 특유의 끔찍한 폭력을 통해 구

해준 직후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철은 앙각으로, 즉 밑에서 위로 

우러러 보는 각도로 시각화된다. 화면의 정중앙이자, 그의 등 뒤

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빛은 일종의 ‘구세주’같은 그의 

지위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은 결코 편안한 구세주가 아니다. ‘돈은 

부자들만 따른다’거나 “힘을 가지려면, 악해져야”하고, “멍

청이로 살지 않으려면,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대사들이 

웅변하듯7) 철은 ‘중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

큼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특히, 무자비한 폭력만이 이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의 주장은 거의 

강박적인데, 이는 길 잃은 고양이를 칼로 마구 찌른 후, 경민과 

종석에게도 반복을 요구하는 무서운 장면에서 정점에 오른다.8)  

7) 물론 이 마지막 대사는 홍상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2002)에 쓰인 후 한동안 

회자되었던 대사, 즉 “사람으로 살기 힘들지만, 괴물이 되지는 말자”를 암

묵적으로 참조한다. 

8) 종석은 그런대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만, 공포에 질린 경민은 실패하는데, 

이를 통해 나중에 있을 경민의 ‘배반’을 예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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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찬영은 생존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

는, 아주 적절한 서사적 장치다. 사투리를 쓰는, 유머러스하면서

도 기존의 학교 패거리들의 위협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이 전학

생의 존재는 철보다 훨씬 신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공부마저 

잘해 선생님의 신임까지 얻는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는 식의, 대가만큼 커다란 비용을 요구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철

에 비해, 찬영은 말 그대로 따르기 ‘좋은’ 영웅으로 비쳐진다. 

선택지가 둘로 늘어나자 ‘울보’ 경민은 분명한 ‘선택’을 한

다. 학교 패거리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던 와중, 종석이 보는 

가운데 철의 아지트를 밀고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찬영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다. 한 사건을 계

기로 그 역시 집단 폭력에 노출되면서, 한동안 유지되는 듯 보였

던 그의 자율성은 철저히 파괴된다. 거기 머무르지 않고 찬영은, 

경민과 종석, 그리고 어쩌면 관객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어쩔 수 

없으니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둘에게 권고까지 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들의 숫자로는 이미 공고한 (학교) 현실의 권력구조를 

바꿀 수 없다. 무모하게 저항하다가 다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

고 그 구조에 순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찬영은 기회주의자인가? 그의 선

택은 쉽게 비난받을 만한 것일까? 그를 포함한 경민과 종석이에

게 다른 방도가 있(었)을까? 답을 내리긴 쉽지 않다. 하지만 역

설적으로 바로 여기가,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서 연상호의 통

찰이 빛나는 곳이다. 그는 이렇게 서사적으로 탈출이 거의 불가

능해 보이는 막다른 상황을 직조해놓고, 사실상 다른 질문을 제

기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문제는 ‘둘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 영

웅의 모델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질문’이다. 

그에게 진정한 문제는 오히려 영웅, 보다 정확하게 말해, 영웅에

게 사회적 피지배층들이 보여주는 거의 맹목적인 의존 그 자체이

다. 

연상호는 질문을 바꾼다. ‘만약에 영웅이 없다면 어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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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돼지의 왕>이 웅변하는 건, ‘영웅은 만들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그 과정과 결과가 아무리 역겹고 소름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조차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

런 존재의 ‘부재’만이라도 ‘부인’될 필요가 있다고. 무슨 수

를 써서라도. 그것이 ‘희망’이(어야 하)므로. 

대개 ‘반전’이란 관용구를 통해 평이하게 넘어가지만, <돼지

의 왕>의 서사적 돌파는 실질적으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학

교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장 조회 시간에 이루어질 학교옥상

에서의 공개자살이라는, 중학교 1학년생이 고안해낸 것이라 하기

엔 지나치게 끔찍해 좀처럼 믿기 힘든 계획은, 마지막 순간 사실

상 철회된다.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철이가 계획

의 허황됨을 깨닫고, 그저 겁이나 주자는 정도의 타협안을 제시

한 것이다. 하지만 관객이 목도하는 외설적 원초경(obscene 

primal scene)이 웅변하듯, 우리는 철이가 ‘자살’한 것이 아니

라, 사실상 종석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과 대면하게 된다. 

그저 옥상 끝에 서있다 내려오려던 철을 종석이 밀어 떨어뜨렸

고, 땅에서 조회 중이던 경민이 그 장면을 (아마도 유일하게) 목

격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폭로를 통해 그때까지의 서사 전개

를 통해 암묵적으로 전제되었던 영웅 철이의 ‘순교자적인 지

위’는 붕괴된다. 이 탁월한 서사적 간계를 통해 <돼지의 왕>은, 

‘학교폭력’이나 ‘계급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고발’9)의 차

원을 가뿐히 넘어선다. 문제는 철이의 ‘영웅적 지위’가 처한 

위기나, 단순한 ‘자살’에서 ‘살해’로의 서사적 ‘반전’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희생(sacrifice),’ 보다 정확하게 말

하면 희생을 통해서만 구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되는 

‘비참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여기서 ‘피지배자들’ 혹은 ‘피지배계급’ 대신 ‘비참한 자

들(the abjected)’이라는 크리스테바의 유명한 표현을 빌려 쓴 

9) Giovanna Fulvi, [<사이비> 리뷰],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3

http://www.tiff.net/festivals/thefestival/2013-programmes/vanguard/the-f

ake 



471

것은, 소위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이라는 식의 계급전선이 

생각만큼 깔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석과 경민이 학

교의 “개들”에게 “돼지”로 길러지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게스’ 청바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웅변하듯 종석은 분명 가난하지만 경민은 그렇지 않

다. 경민이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건 경제적 이유라기보다, 

그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쪽

에 가깝다. (물론 충분히 ‘남자답지 않다’는 차원에서 경민과 

종석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적 학대는 문제의 층위를 더 복잡

하게 만든다) 이러한 “돼지들” 내부의 복잡한 역학은 서사 후

반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는데, ‘2차’도 못나가는 늙은 노래방 

도우미인 철이의 어머니를 학대하던 노래방 주인이 경민의 아버

지로 밝혀지자, 철이는 그에게 휘두르려던 커다란 식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다. 이 두 지점은 <돼지의 왕>을 “계급주

의”라는 차원으로 손쉽게 환원해버리고 마는 독해들의 맹점을 

잘 보여준다.10) 

<돼지의 왕>의 급진성은, ‘계급사회’를 바깥에서 비난하는 

‘정치적으로 옳은’ 방식이나, 비참한 이들 사이에서 쉽게 성취

되지 않는 연대의 부재를 이루어질 ‘목표’의 차원에서 안타까

워하기보다, 그 연대를 그들 내부에서, ‘과거’시제로, 즉 앞질

러 실현해버림으로써 드러난다.11) 

10) 통상 ‘아브젝시옹(abjection)’이라고 음차되는 ‘비참한 자들’에 대한 크

리스테바의 논의를 위해서는 Julia Kristeva, The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p. 1-31을 참조하라. 

11)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한 중요한 GV에서 연감독은 “우상을 통한 하위계급의 

연대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이를 “우상을 통한 

연대의 허술함”이라 부른 바 있는데, 여기서 “허술함”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위계급의 연대”라 부른 것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즉 여전히 성취되지 못

한 목표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돼지의 

왕’ 연상호 감독 GV 스케치‘ 『서울아트시네마』 2011.12.18 

http://trafic.tistory.com/648 무엇보다 그러한 이해는 경민이 자살에 이르

는 마지막 장면의 서사적 에너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신이 연루된 죄의식을 

씻어내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민의 자살은 “하위계급의 연대”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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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바닥없는 표면/얼굴(Abyssal (Sur)Face): <사이비>

를 (듣지 않고) 보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돼지의 왕>은 ‘비참한 이들 간의 연대

의 어려움’을 연대의 ‘미완성,’ 즉 ‘목표’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완성,’ 즉 ‘성취’의 차원에서 제기한다. 이를 ‘내

재적인 비판’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돼지의 왕>을 이해할 

때에만, <사이비>를 보다 적절히 조망할 수 있는 자리 또한 확보

된다. 

<사이비>에 대한 일반적인 독해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어 제

목이 즉자적으로 환기시키는 종교적 함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

을 외국의 평자들에게조차12) <사이비>는 “종교적인 광신집단

(religious cults)”13)에 대한 작품, 혹은, “조직화된 종교의 

위선(the hypocrisies of organized religion)”14)에 대한 비판

으로 요약되었다. 사실 서사의 차원에 국한해 볼 때, 이러한 이

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사이비>는 ‘최장로’라 불리지만 사실은 수배중인 사기꾼과, 

불미스러운 일로 시골로 내려온 성목사가 일으킨 ‘개척교회’에 

의심을 품은 동네 깡패 ‘민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끊임없이 

문에 감행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일반적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묘사될 경민의 자살은, 철이의 ‘죽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희생’이 아

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려는 반복의 시도라는 의미에서 ‘비애극적’

인 것이라고 불러야 한다. ‘비극’과 ‘비애극’의 차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 김유동 옮김 

(한길사, 2009)를 참조하라. 

12) 번역의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The Fake>라는 영어제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13) Yuan-Kwan Chan, “Yeon Sang-ho’s ‘The Fake’-2013 Busan Film 

Review.” Meniscus Magazine 10.10.2013   
http://www.meniscuszine.com/articles/2013101026211/yeon-sang-hos-the-fak

e-2013-busan-film-review/ 

14) Giovanna Fulvi, [Review of The Fake [Saibi],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3 ,

http://www.tiff.net/festivals/thefestival/2013-programmes/vanguard/the-f

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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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수몰을 앞둔 마을이라는 

설정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같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마을 주민들

은 이주보상금을 챙겨 떠나려는 최장로의 속셈을 알지 못한 채 

열렬히 기도하는데, 유일하게 사태의 진실을 알고 있는 민철의 

말은 거의 극악하다할 그의 행태로 인해 그 누구의 주목도 끌지 

못한다. 특히 종교란 환상에 불과하고, 모든 건 “팔자”일 뿐이

라는 자신의 냉소에 절망한 딸이 자살해버리자, “내 말이 맞았

어!”라고 민철이 울며 절규하는 역설의 절정부는 이러한 독해를 

잘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이비>는 종교나 신앙의 문제에 대한 인류본원의, 다

시 말해 따분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시대착오적인 작품이 아니

다.15)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종교적인 것뿐

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정의, 혹은 신념 일반을 다룬다는 독

해 역시 핵심을 놓치기는 마찬가지다.16) 연상호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은 그의 데뷔작이 시도한 비판적 탐사, 우리가 위에서 

‘연대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라 이름붙인 탐구를 근본적인 의

미에서 연장하는 작품이다. <사이비>는 그토록 힘들다 여기고, 

마음속 깊이 바라던 비참한 이들의 연대가 정작, 혹은 너무 일찍 

실현되었을 때 드러나는 외설적 진실을 어쩌면 <돼지의 왕>보다 

훨씬 적절한 지평에서 접근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와 반복’

은 미묘한 만큼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한 듯 보이는데, <사이

비>가 전작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도약은 애니메이션의 형식적 특

징과의 근본적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에서 시사했듯, <사이비>에 대한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는 “당신이 믿는 것이 진짜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요약되

었다.17) 그 대상을 좁은 의미의 (사이비) 종교로 한정하건, 조금 

15) “왜 연상호가 그러한 주제에 끌렸는지는 명백하다. 종교의 개념이 불러일으

키는 다양한 토론과 논쟁들은 끝이 없다.” 2013.9.16

http://cinemaaxis.com/2013/09/16/tiff-review-the-fake/ 

16) 허남웅, “<사이비> 리뷰”, 『시사저널』 1266호 2013.11.25.

 http://www.hernamwoong.com/entry/사이비-연상호-감독 

17) 허남웅, “<사이비>: 믿습니까 여러분?” 『맥스무비』 2013.12. 

http://www.hermamwoong.com/entry/사이비-믿습니까-여러분?category=0; 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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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확장하건, 원칙의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진짜 질문은 “당신이 보는 것이 진짜입니까?”이다. 대부분의 

비평적 합의처럼 후자를 전자로 바꿔치기하면, <사이비>가 애니

메이션이라는 단순한 사실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 사라진다. 거기

서 <사이비>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이미지들은 투명한 

‘창’이 되고, 그것을 투과함으로써 사람들은 작품의 ‘서사’

를- ‘관객(spectator)’으로서가 아니라 ‘청중(audience)’으

로서- 듣게 된다. “<사이비>는 훌륭한 서사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훌륭한 애니메이션”은 아니18)라거나, “<돼지의 왕>은 

이미지가 남고, <사이비>는 스토리가 남는 작품”19)이라는 식인

데, 이런 의미에서 영화평론가 허문영은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사이비>에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기보다는 차라리 무언가를 들었

다. 그것은 훌륭한 이야기였지만 애니메이션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20)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적지 않은, 

일반적으로 명민하다고 평가받는 평론가들조차 <사이비>에서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그저 “들었다”고 고백하는 지점 말

이다. 

하지만 인용한 두 번째 문장 후반부가 시사하듯, 허문영의 <사

이비> 리뷰는 궁극적으로 매체의 본질론을 건드린다. 애니메이션

혜, ‘‘사이비,‘ 맹신과 광기의 우리 사회를 투영하다,’ 『SBS E! 연예뉴

스』 2013.11.21.

http://etv.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4809900; ‘'

사이비' 내가 믿는 것은 진짜일까? [리뷰] '돼지의 왕'에 이은 연상호 감독의 

사회 고발 애니메이션,’ 『오마이뉴스』 2013.11.23.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29034 

18) 허문영, ‘단단한 서사 속 불완전한 가면.’ 『씨네21』 2013.12.19.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5272 

19) ‘[작가를 만나다]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사이비> 연상호 

감독,’ [서울아트시네마 김성욱 프로그래머와의 대담] 2012.4.26.

http://trafic.tistory.com/m/post/1073 

20) 허문영,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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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래픽”이고, (실사)영화는 “포토그래픽”하다는 다분히 

고전적인 구분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는 “포토그래픽 시네마

[즉 영화]에는 얼굴이 있고 그래픽 시네마[즉, 애니메이션]에는 

얼굴이 없다”고 쓴다. 3D 애니메이션으로도 결코 대체될 수 없

고, 정복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얼굴을 영화적 리얼리티의 본질

로 격상시키면서, 그는 <사이비>가 제공하는 ‘리얼함’을 “가

면”으로, 즉 ‘사이비’로 기각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실사영화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특정한 표정

을 나타내는 패턴화된 그래픽, 즉 가면이다. 유능한 애니메이션

일수록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가면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얼굴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사이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하다고 받아들이게 만

드는, 남동철 프로그래머가 “리얼리스트적인 애니메이션 스타

일”이라 부른 지점21) 역시, 그는 ”얼굴을 해체하거나 하나의 

오브제로 축소시켜온 현대영화의 무능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사이비>가 “리얼”해 보인다

면, 그것은 이 작품이 좋은 애니메이션이어서가 아니라 무능력한 

현대영화와 닮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야기 솜씨가 좋으니 

실사영화를 찍으라는 그의 권유는 찬사로 들리지만(“나는 그의 

실사영화를 보고 싶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연상호는 실패했다는 말인 것이다. 그의 입장은 단호

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20세기적 포토그래픽 시네마 편에 서 

있으며, 그래픽 시네마가 인간의 얼굴을 담을 수 없다면 그에 값

할 만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독해는 그와 정반대 지점에 선다. 민철이 두 번째로 경

찰서를 찾을 때에서 시작해보자. 최장로가 장로는커녕 수배중인 

사기꾼이라고 민철은 거듭 주장하지만, 경찰은 그를 믿지 않는

21) 남동철, <사이비> 부산영화제 프로그램 노트. 

http://www.biff.kr/eng/html/program/prog_view.asp?idx=10792&c_idx=57&sp_idx

=258&Query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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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 아저씨 아무래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지 않”다고 고참

이 읊조리자, 후임도 “그러게요”라며 맞장구를 친다. 작품 내

내 계속되는 그의 육두문자는 이 두 번째 경찰 방문에서도 이어

지고, 경찰들에게 배달된 음식까지 맘대로 퍼먹으며 욕을 퍼붓는 

민철은 말 그대로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장면에서 성목사는, 지적능력은 떨어지나 순박한 믿음으

로 자신을 따르던 성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도의적인 차원에

서 전달할 장례비를 위해 최경석을 찾아 간청한다. 자신을 고발

하겠다며 설치고 다니는 민철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최경

석은 냉소로 답하지만, 성목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자 

작정한 듯 쏘아붙인다. “순진한 얼굴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새끼가 꼴에 목사라구.” 물론 서사적으로만 “들”으면, 이는 

성목사의 아픈 과거를 건드리는 지점임에 분명하다.22) 하지만, 

그렇게 서사를 “들을 때” 간과되는 핵심은 말 그대로 화면에 

시각화되는 성목사의 “순진한 얼굴”이다.(<그림2>)

그림 2. 성목사의“순진한 얼굴” <사이비> 

(연상호, 2013).

22) 한 플래쉬백 시퀀스가 보여주듯, 성목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받던 여고

생을 돕다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현장을 들켜 아버

지에게 다시 잡혀간 여고생은 이후에 자살하고, 그 결과 성목사도 교회에서 

파문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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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성목사의 (진짜?) 

얼굴. <사이비> (연상호, 2013)

“착한 성철우 목사가 나쁘게 변했다”는 식의 관객들의 반응

을 언급하면서, 연감독은 한 GV에서 “나는 성목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적이 있는데,23) 양자의 서로 다

른 반응의 근거는 성목사의 “순진한 얼굴”이다. “원래 그

런,” 즉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성목사의 얼굴

을 (자신이 대필하고 민철의 딸이 쓴 것처럼 연기해 민철을 속이

려던, 자신의 ‘광신’이 들통나는 한 장면을 제외하면 (<그림3>) 

영화 내내 “순진한” 것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은 일면 평범하게 

들린다. 하지만 감독의 통제를 벗어나는 연기자의 자율성이 최소

한으로 보장되는 실사영화와 비교할 때, 애니메이션 속의 얼굴이 

전적으로 애니메이터의 통제 하에서 산출된다는 사실은 “착한 

성목사”에 대한 관객들의 지각 자체가 작품 전체를 관류했던 

“순진한 얼굴”에 기댄 것이라는 추측을 강화한다. 

더불어 강조해야할 것은, <그림 3>에서 드러난 성목사의 ‘진

짜’(?) 얼굴표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기술적

으로도 ‘캡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는 중의적인 의

미에서 그러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의 얼굴에 좀처럼 드

23) ‘[작가를 만나다]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사이비> 연상호 

감독,’ [서울아트시네마 김성욱 프로그래머와의 대담] 2012.4.26. 

http://trafic.tistory.com/m/post/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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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착한 성철우 목사가 나쁘게 변

했다”는 관객들의 반응과 성목사는“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감독의 대응 양자를 어떤 의미에서 ‘모순 없이’ 공존하게 만든

다. 

나아가 이 지점은 <사이비>와 그 이전까지의 연감독의 작품을 

구분해주는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작인 <돼지의 

왕>은 지배와 피지배 집단의 대립을“개”와 “돼지”라는 시각

적 알레고리로 분명하게 시각화한 바 있는데, 이는 ‘겉으로 보

기엔’ 같은 학생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위를 점

유하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기능을 적절히, 그러나 다소 

노골적으로 수행했다. <그림 4-6> 이는‘돼지의 왕’이라는 타이

틀이 뜨기 직전 드러나는, ‘괴물’의 얼굴을 한 철이의 모습에

서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지만 <그림 7>, 사실 이러한 ‘변신’

의 모티브는 배를 가르자 사람처럼 아파하는 ‘돼지’저금통이 

등장했던 그의 2008년 단편 <사랑은 단백질>에서도 찾을 수 있던 

것이다.<그림 8>24)

24) 이 직후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돼지는 책상 위를 지나가는데, 오른쪽 뒤 배경

에 꼽힌 책 중에 카프카의 <변신>이 보인다. ‘변신’ 모티브를 일본애니메이

션의 맥락에서 논의한 것으로는 김윤아, 「몸 바꾸기 장르(transforming-body 

genre) 애니메이션 연구 －합체, 변신, 진화의 장르관습을 중심으로」, 『영

상문화』 15호 (2010.6), pp. 171-204를, 특히 ‘기계적 타자들‘에 집중해 

논의한 것으로는 Kim, Joon Yang, “The East-Asian Post-Human Prometheus: 

Animated Mechanical ‘Others’”, in Suzannae Buchan (ed.), Pervasive 
Anim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3, pp. 172-193를, 초현실주

의와의 연관 속에서 연구한 것으로는 김재원, 「애니메이션과 초현실주의 회

화에서 연계된 메타모포시스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008.5), 

pp. 93-105을, 손으로 넘기는 flipbook과 초기영화사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한 

것으로는 다음을 보라. Gunning, Tom. “The Transforming Image: The Roots 

of Animation in Metamorphosis and Motion,” in Suzannae Buchan (ed.), 

Pervasive Anim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3,pp.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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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얼굴의 변형 1-1. <돼지의 왕>

(연상호, 2011).

그림 5. 얼굴의 변형 1-2. <돼지의 왕>

(연상호, 2011).

그림 6. 돼지 얼굴을 한 학생들. <돼지의 왕> 

(연상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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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괴물 얼굴을 한 경민. <돼지의 왕> 

(연상호, 2011)

그림 8. 변신(Metamorphosis). <사랑은 단백질> 

(연상호, 2008)

그림 9. 내면과 외면의 분열. <퍼펙트 블루> 

(곤 사토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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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성목사의 경우가 보여주듯, 이러한 ‘변신’의 모티

브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적)분열’의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이에 (무의식적) 영향을 준 원천들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연감독이 <아키라>와 같은 반열에서 자신에게 “기념비적인 

만화”로 꼽았던 곤 사토시의 <퍼펙트 블루>(1999)로 보인다.25) 

<그림 9> 또 ‘변신’의 모티브는 ‘외면’과 ‘내면’의 구분과

도 공명하는 것인데, 이는 그의 실질적인 데뷔작이라 할 단편 

<지옥I>(2003)에 등장했던,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 말 그대로 살

갗이 벗겨진 인물의 적나라한 ‘속살’로 시각화된 바 있다. <그

림 10> 그 아시아적 원천의 하나는 물론 오토모 가쓰히로의 <아

키라>(1988)이다. <그림 11>

그림 10. 가죽이 벗겨진 ‘내면.’ <지옥I> 

(연상호, 2003)

 

25) 안은별. “초능력 소년, 잘 나가던 일본을 ’시원하게‘ 멸망시키다: [뒤늦

게 온 전설] 윤태호, 연상호, 이진이 말하는 걸작만화 <아키라>”에서 인용.

『프레시안』 2013.7.19.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6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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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변신하는 데츠오(의 속살). <아키라> 

(오토모 가쓰히로, 1988).

<사이비>가 이전까지의 연상호 작품들과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건, 이러한 내면과 외면의 구분을 명시적으로 가시화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다. 성목사의 경우가 웅변하듯, 이러한 변화를 연상호

는‘얼굴’을 통해, 즉 ‘내면’을, ‘깊이’를 알 수 없는 ‘표

면’으로 제시한 것인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이비> 후반부

에 등장한다. 최경석의 끄나풀들을 낫으로 찍어 제압하고, 목사

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죽이려던 성호까지 죽인 후, 동네로 되

돌아온 민철은 고향 후배인 칠성의 집을 방문한다. 온 몸에 피범

벅을 하고 낫까지 든 민철을 보고도 칠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데, 그건 좀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다. 자

신이 아꼈던 아내의 머리맡에서 “그놈들”을 찾는 민철에게 칠

성은 “이 얼굴을 봐유. 참말로 평화롭지 않아유?”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놈들[이] 다 가짜”고 “사기꾼”이라고 민철이 되

받자 칠성이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그놈들이 왜 사기꾼이어

유. 그럼 지금 이 사람 얼굴은 다 뭐여유?” 

물론 이 장면도 <사이비>가 종교에 대한 작품이라는 견해를 확

인해주는 증거 정도로 평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순진한 독해가 가정하는 것과 달리, 이 장면 역시 보다 엄격하게 

보고 읽어야 한다. 먼저 칠성의 대사들. 무엇보다 그들이 ‘질

문’이라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해 ‘반문’이라는 사실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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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칠성은 여기서 확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는 그들이 사기꾼이라면 “이 사람 얼굴은 다 뭐”냐고 되묻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가정법 구문’인 것이다.

그림 12.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 그 표면. 

<사이비>(연상호, 2013)

무엇보다 우리의 이러한 분석은 그녀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

인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인다. 하

지만, 칠성도, 민철도, 그것을 보는 관객들도, 정말 그녀가 평화

로운 상태에, 장소에 가 있는지는 모른다. 그녀는 단순히, 무엇

보다 말 그대로,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

하도 아니다. 성철의 말이 반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

다. 물론 이 장면의 끝에서 칠성은 “그놈들이 가짠지, 성님이 

가짠지...인자 확실히 알 것구만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확

신에 찬 결구 역시, 철저하게 “이 사람 표정보구”라는 전제 위

에 서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런 의미에서 칠성의 아내는 근원

적인 지점을 건드린다.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은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불가능한 그것의 본질, 즉 순수한 표면

(pure surface)으로 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뒤에 아무 

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해, 무엇이 숨겨

져 있는지 알 수 없는, 투과할 수 없는 표면 그 자체로서의 얼굴

(face as impenetrable surface as such)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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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짜야! 모르겠어?!”라는, 자신의 아내에게 철민이 내지

르는 답답함에 찬 절규 역시 이런 의미에서 읽어야 한다. 왜냐하

면,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아내도, 철민도, 우리도, 그것이 

“가짜”인지 모른다. 그 누구도 “이 모든 게 가짜”라고 단언

할 수 없다. 물론 최경석은 사기꾼이다. 하지만 그가 사기꾼이라

는 ‘사실’은, 절대자에 대한 다른 이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 이를 아직 ‘계몽’되지 못한 몇몇 ‘광신도’들의 아둔

함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의 합리적 개연성으로 설

득하는 지점에서, <사이비>는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한 고루

한 고발과 비판을 벗어난다. 죽은 칠성의 아내가 정말 평화로운 

상태에, 즉 천국에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화로워 보이

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녀의 얼굴을, 그 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굴에 대한 들뢰즈의 논의를 언급하면서 리처드 러쉬톤은 얼

굴이 “소통의 원인-결과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신자

-메시지-수신자”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조응하지 않

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사이비>에 대한 우리의 독해와

도 공명한다. 우리는 칠성의 아내가 천국에 가 있어서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

서 천국에 가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른다. 어떤 것이 원인이

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어떤 것이 궁극적인 메시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26) 정확하게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얼굴, 이 피상적

인 표면으로서의 얼굴(superficial (sur)face)은 깊이가, 바닥이 

없다(abyssal). 우리의 독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표면

(surface), 그것이 그녀의 얼굴(face)인 것이다.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만 우리는 <사이비>의 충격적인 엔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파국적인 결말 이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의 철민과 

그의 아내를 만난다. 조직폭력배들까지 너끈히 제압하던 그는 완

26) Richard Rushton, “What Can a Face Do?: On Deleuze and Faces.” 

Cultural Critique 51 (2002),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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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나이가 들었다. 아내가 던져준, 초라한 총각김치만 들어있

는 밥으로 끼니를 때운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산을 오르고, 

잠시 후 어떤 굴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방언’(speaking in 

tongues)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중얼거리

는 것이 “저주인지 기도인지 속죄인지 모를 말”이라는 연감독

의 언급27)은 다시금 우리를 그의 모호한 얼굴 표면, 아니 표면으

로서의 얼굴(face as surface)로 되돌려 보낸다. 우리는 그의 내

면을, 표면 너머의 깊이를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표면으로서의 애니메이션뿐인 것이다. 

그림 13. ‘방언’(?)하는(것처럼 보이는) 

민철. <사이비> (연상호, 2013)

IV. 결론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에서 ‘피상적인’ 이미지와 함께 종결됨

으로써, <사이비>는 <돼지의 왕>과 이어지면서도 결정적으로 단

절한다. 연속성의 차원에서, “우상을 통한 연대의 허술함”이라

는 연감독 자신의 이해와 비슷하나 다르게 (‘사이비’), 여전히

27) ‘[작가를 만나다]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사이비> 연상호 

감독,’ [서울아트시네마 김성욱 프로그래머와의 대담] 2012.4.26. 

http://trafic.tistory.com/m/post/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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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자들의 연대”는 너무 쉽게, 그러나 잘못 성취된다. 

<돼지의 왕> 속 철이처럼 <사이비>에도 최장로와 성목사와 같은 

‘우상’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영웅’또는 ‘우상’이라는 형

태로, 다분히‘서사’차원에 머물렀던 성찰의 지평은 <사이비>에

서 얼굴, 즉 이미지 그 자체로 전면화된다. “비참한 자들의 연

대”는 왜 이토록 쉽게 “잘못 성취”되는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와 “돼지”의 얼굴로 

그나마 분명히 드러났던 ‘실상,’ ‘외면’과 ‘내면’의 경계

는 이제 붕괴되었다. 만약 이 세상이 “온통 애니메이션 천지

(animation is pervasive)”가 되었다면, <사이비>는 이를 온몸

으로 체화하는 가장 모범적인 예의 하나로 기록되어야만 한다.28)  

당시엔 “일동웃음”이라는 형태로 모두가 웃어넘겼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도 이해되지 못하고 있지만, 2011년 한 GV에

서 언급되었던 (당시로서는 ‘차기작’이었을) <사이비>에 대한 

연감독의 다음 발언은 바로 이에 대한 선언으로 읽어야할지 모른

다.  

<돼지의 왕> 캐릭터들은 대체로 입체적인데 비해 <사이비>에는 입

체적이지 않은, 평면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 다 평면적으로 

자기주장만 하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죽도록 자기 주장만 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일동웃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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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idarity is (Im)Possible!’: Abyssal Surface in Yeon Sang-ho’s 

Animated Works

Kwak, Yung Bin 

Virtually unanimous praise poured over him notwithstanding, 

critical discussions of Yeon Sang-ho’s animation works largely 

remain amorphous. Except for scattered reviews, no serious work of 

engagement with his works has yet to exist.  

In seeking to fill this yawning void, this paper insists his works 

be treated as oeuvre. By analyzing the two animated features along 

with his shorts, I will show how radical Yeon’s works remain 

vis-a-vis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t their narrative core, his 

works, I argue, revolve around the problem of solidarity, or lack 

thereof among the abjected people. In contradistinction to the 

critical common sense whereby the supposed continuity between the 

two works is casually bypassed, I insist on the peculiar ways in 

which both resonate with difference.   

Further,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I will demonstrate how 

these otherwise merely thematic concerns are rendered formally in 

his animated works in terms of what I call “abyssal surface.” 

Despite his allegedly “realistic” style, Yeon’s works rather 

embody the utter lack/excess of trust among the abjected people as 

animation, i.e., ominously superficial surface beyond whose facade 

lurks abyssal lack/excess of mutual trust. Precisely in this double 

sense of the term, i.e., that thematically they touch on the roots 

of society, and, formally, those of animation as such, Yeon’s 

animation works are radical.   

Key Word : Yeon Sang-ho, the abjected people, solidarity, abyss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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