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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츠카모토 신야의 화 <철남>(1989)의 기계 -몸 이미지에 한 연구로 탈인간화 하는 몸 

그리고 욕망에 한 해석을 시도 하 다. <철남>에서 살펴본 기계 -몸 이미지는 실주의  이미지, 

그로테스크  이미지, 그리고 에로스  이미지로 찰되었다. 기계 -몸의 실주의  이미지는 <철남>

의 변화과정에서 보이는 변용, 괴, 착란, 그리고 환상에 한 과장으로 악되었고, 그로테스크  이미지

는 인물의 일상 인 공간에서 기괴한 형태로의 변형으로 인간의 내재된 실체를 보여 으로써 엽기성과 나

약함이 혼합된 이미지로 찰 되었다. 그리고 에로스  이미지는 불완 한 존재가 완 함을 추구하고자 하

는 욕망에 의해 스스로의 괴와 재탄생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의 세 가지 이미지 유형에 한 

분석은 세계정복을 꿈꾸는 과부화된 인간의 욕망이 탈인간화된 기계 -몸으로서 비유기체로의 시각화로 

귀결된다.

■ 중심어 :∣츠카모토 신야∣철남∣기계적-몸∣비유기적 변태∣ 

Abstract

This article analysis the aesthetics of metal-body of <Tetsuo: The Iron Man>(1989) and its 

metamorphosis of dehumanization through visual desires expressed by body images. This paper 

suggests theoretical analysis based on aesthetic views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meanings. 

The research categorizes three types of images; surreal image, grotesque image and eros image 

from the metamorphosis of dehumanization and transformation throughout the film. As the 

surreal image, the metamorphic process of transformation, demolition, derangement, illusion, and 

human desire continues to reflect the evil side of a human in everyday life. It also visualizes the 

images of exaggeration through weakness and bizarre side of metal-body. The grotesque image 

of body metamorphosis displays and symbolizes double-sides of bizarre and weak side of human 

in the everyday environment when malformation reaches its peak when Tetsuo finally shows his 

transforming figure. Finally, the eros image is analogized as a man’s inner self and 

self-destruction in surreal world and a grotesque figure when overwhelming desire of 

transforming into rebirth of a perfect metal-body, Tetsuo. The surreal image, grotesque image, 

and eros image portraits human desires inner and outer-self into visualized image and that 

represents the means of excessive desire for dreaming of world domination with merging 

non-organic medium of metal and organic body to create a perfect bod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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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0년 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에 한 상상력의 표

이 풍부하게 진행 되었던 시기 다. 화를 포함한 다양

한 시각  상 속에는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그리고 사이버펑크(Cyberpunk)에 한 탐구가 지속되었

고, 그것은 실주의  세계 을 구 하고자 하는 

술  탐구 과정이기도 했다. 1977년도 데이빗 린치

(David Lynch)의 <이 이 헤드 Esarerhead>를 시작

으로 데이빗 크로넨버그(David Cronenberg)의 <비디오

드롬 Videodrome, 1983>,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의 <터미네이터 Terminator, 1984>, 그리고 리엄 깁

슨(William Gibson)의 공상과학 소설 『뉴로맨서』

(Neuromancer, 1984) 등 화에서 소설까지 비디오와 새

로운 과학의 등장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매체

다. 이러한 1980년 의 문화  배경 속에서 탄생한 화 

<鉄男, 철남>1은 일본 화감독 츠카모토 신야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만연하던 새로운 매체로 다루어지

는 인간과 기계의 혼합에서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그 둘

의 계형성이 구 하는 탈(脫)인간화로의 과정을 실험

 형식으로 그려내었다. <철남>은 16mm 흑백 필름으

로 촬 되었으며, 그 당시 격 인 묘사와 괴기스러운 

특수 분장 효과는 인간의 몸이 메탈과 혼합되어 철남으

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표 했다. 한, 실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화 주인공의 정신  세계와 인간의 모

습에서 탈(奪)인간화 하고자 하는 신체를 ‘기계 -몸 이

미지’로 나타낸 화이다.

비교문학 연구가 피터 룩스(Peter Brooks)[16]는, 

‘육체는 항상 호기심의 상이며, 원히 그치지 않는 탐

구 상’ 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몸은 자연과 문화의 상

호 의존  계로서 ‘에로틱한 육체는 신성하다’고 정의

한바 있다. 그러나 <철남>에서는 룩스가 정의하는 신

성한 육체의 존재는 소멸되며, ‘자연과 문화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몸의 생물학  죽음’은 주인공의 세계와의 정

신  분리를 표 한다. 즉, 몸은 공상과학 화를 연상하

게 하는 순수 메탈과 혼합되면서 유기  몸의 괴를 의

미하고, 탈인간화된 육체의 정신  세계는 메탈이라는 

비유기  물체와의 병합으로 인간의 유기성 는 생물학

1 이후 한 제목 <철남>으로 표기로 할 것이다.

 존재가 변형되는 것을 상징한다. 

화  스타일에서 실험  시도를 거듭한 <철남>의 

서사에서 기계와 인간의 정신  그리고 육체의 유기  

계가 비유기체의 기계 -몸 이미지로 탈인간화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세 가지 이미지 변형 유형을 유추해보

았다. 첫 번째는 실주의  이미지로 철남의 변태 과

정에서 실주의 술의 형태인 편화, 왜곡, 과장과 

도의 유형이 혼합되어 기계 -몸 이미지로 재발견 된

다. 피오나 래들리(Fiona Bradley)에 의거하면 실

주의는 ‘우아한 시체(exquisite corpse)’라는 개념으로 

편화된 이미지들을 왜곡, 과장과 도 방법으로 편화

와 혼합을 반복해 마치 ‘놀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새로운 회화 기법으로, ‘ 실주의는 무의식을 통

해 의식을 고의로 교란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불합리하고 비논리 인 것들과의 소통을 추구했다[9]’. 

시각  차원에서 실주의는 지속 으로 형상화하는 

해체된 몸, 혼종 인 몸, 기괴하게 일그러진 몸은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며 이미 익숙하다고 인지하는 몸의 변형

된 형태를 보는 것으로 낯섦과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다[4].

두 번째는 그로테스크 이미지로서 기계 -몸이 메탈

화 되어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비유기체  변태가 발견된

다. 그로테스크는 식물, 동물, 인간, 공상속의 동물이 환

상 인 방식으로 결합되는 고  장식의 어떤 특정한 형

식을 말한다[18]. 는 회화나 건축에서 인간, 동물, 식물 

형태간의 무질서한 혼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확

 되어 사용 되었다[3]. 미하엘 바흐친(Mikhail Bakhtin)[7], 볼

강 카이 (Wolfgang Kayser)[13], 아놀드 하이지크

(Arnold Heidsieck)등의 학자와 비평가들은 그로테스크

에 해 기형  신체, 왜곡, 변형, 양면성, 낯선 세계에 

한 표 , 인, 비인간 , 데포르마시옹 등의 표 으

로 그로테스크를 정의한다[3].  

세 번째로, 에로스 이미지로서의 <철남>이다. 에로스 

이미지는 통상 인 에로스 몸 이미지가 아닌 실주의

와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합쳐지며 변형하는 과정에서 

편화 되어가는 몸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쾌락의 에로스 

보다 과부화된 내  욕망으로 발견된다. 보편 으로 

에로스(eros)는 스토르게(storge), 필리아(philia), 아가페

(agape)와 함께 ‘사랑(love)’을 의미하는 고  그리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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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친 한 사랑(intimate love)’ 는 로맨틱 사

랑(romantic love)’을 뜻한다[20]. 그러나 철학  에

서 에로스는 라톤(Plato)[3]에 의해 숭고하거나 일반

인 사랑 는 신체 인 사랑이 아닌, 불멸(immortality)

에 한 욕망으로도 해석된다. 그에게 있어서 에로스는 

완 한 인간의 것도, 신성한 것도 아닌 그 간 어디쯤 

있는 것으로 ‘데몬(daimon)’으로 취 된다. 한 에로스

의 개념에는 소유욕에 한 욕망(desire to possess)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하며 스스로의 불완 함을 극복하여 

완 함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남>의 실험  기법으로 표 한 기

계 -몸 이미지를 고찰하기 해 의 세 가지 유형들을 

제안하고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근하여 살펴보자한

다. 이는 츠카모토 신야 화의 비-선형  서사와 인물

들의 변화를 생물학  몸-이미지에서 탈인간화하는 기

계 -몸으로의 형태변형에 한 가시  분석의 의의를 

가진다.

II. 이론적 고찰
1. <鐵男>의 서사 그리고 탈인간화 과정

화는 철강 공장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모습에서 시

작한다. ‘야츠’(Yatsu)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시야가 불

분명한 공간을 걸어가며 공장 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행동으로 자신의 몸을 이리 리 더듬으며 살

펴본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칼로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가르고 그 안에 두꺼운 나사와 철 조각을 합해 넣어 붕

를 감는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붕 를 풀은 다리

에서는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삽입한 철 조각은 ‘야츠’

의 허벅지 살과 근육이 엉켜 마치 다리 살과 의 일부부

로 이식이 된 듯 붙어 있다. 남자는 고통과 벅찬 감정을 

기쁨으로 표 하는 듯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친다. 시끄

럽고 어지러운 음악소리를 배경으로 모호한 정체를 가진 

‘야츠’는 공장 주변 길거리를 달리기 시작하고 애인과 함

께 운 을 하고 있던 주인공 샐러리맨의 차에 치이게 된

다. ‘야츠’ 시각으로 화 임은 그의 의식이 없어지

는 것을 표 하듯  흐릿하게 희미해져 간다. 긴박한 

오 닝 시 스를 지나고 화는  다른 시작을 알리는 

듯, 철로 용 해 만든 자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기 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화 남자 주인공 ‘샐러리맨’(토모로 타구치Tomoro 

Taguchi)은 양복과 넥타이를 맨 말끔한 모습으로 등장

해 마치 행  술을 연상하는 춤으로 화 타이틀과 함

께 등장한다. 숨 막히듯 요란한 화 타이틀이 지나가고 

샐러리맨의 일상을 시작하는 지하철의 내부 장면으로 연

결된다. 그러나 마치 꿈 시 스를 나타내는 듯, 지하철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갑자기 얼굴과 몸에 쇠붙이가 

달린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샐러리맨을 향해 공격하

자 그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달아나기 시작한다. 남자는 

이 상황을 환상 는 꿈 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하철에서

부터 쫓기던 여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는 조 씩 변하기 시작한다. 샐러리맨은 그 상황을 

실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 결국 그 여

인을 죽이지만 어느 순간 팔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때부

터 샐러리맨의 괴기스러운 악몽이 시작된다. 다음날 아

침 화장실 거울을 보던 샐러리맨은 자신의 얼굴에 쇳조

각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손으로 때어내려 하

자 그의 살 이 같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나기 시작한다. 

샐러리맨은 피범벅이 된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별다른 

일이 없는 듯 일상을 시작한다. 여기까지 화의 비-선

형 인 서사는 샐러리맨의 변형을 암시하고 있으며 야츠

를 차로 들이 받는 사고에서부터 지하철에서 만난 메탈-

좀비 같은 여인의 공격을 받은 샐러리맨의 주변은 이상

한 일들로 하나 둘씩 변해간다. 화는 기계 -몸으로 

변형되어 탈인간화 과정을 가시화할 샐러리맨을 심으

로 화의 서사는 그 어떤 규격화 된 화  서사 형식의 

연결성을 해체하고 이미지 심의 알 수 없는 비선형  

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철남으로 서서히 변신하는 샐러리맨은 실과 악몽사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메

탈들이 그의 몸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인간으로 보기 

힘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자신으로부터 애인을 

보호하기 해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샐러리맨

의 몸과 정신은  차갑고 단단한 메탈로 변해가며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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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방황한다. 샐러리맨의 

변신을 지켜보는 애인은  철남으로 변하는 샐러리맨

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에게서 성  욕망

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 날카로운 드릴로 변해버린 샐러

리맨의 남근에 의해 처 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철남

이 자신에 의해 살해당한 애인의 죽음에 한 애도를 할 

틈도 없이 샐러리맨을 철남으로 변태하게 만든 괴물 ‘야

츠’와 마주하게 된다. 메탈-몸으로 완 히 변태한 샐러

리맨은 자신을 이 게 만든 원흉, ‘야츠’를 면하면서 

복수를 해 그를 없애려 한다. 하지만 화 반부에서 

샐러리맨이 자신의 차로 친 괴기스러운 남자가 ‘야츠’ 임

을 깨닫고 되고 이들의 숙명 인 만남은 세계정복을 향

한 ‘야츠’의 내  욕망의 요구로 메탈-몸의 계에서 벗

어날 수 없음을 깨우치게 된다. 이 둘은 하나의 형체 그

러나 거 한 남근의 형상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변

형되며 자신을 탈인간화하는 동시에 괴기스러운 메탈-

몸으로서 묘사된다.

그림 1. 얼굴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메탈

그림 2. 메탈로 변하기 시작하는 몸

2. <鐵男>을 보는 시각
츠카모토 신야의 화는 평범하지 않다. 서사 개 방

식이나 화이미지에 더해지는 효과들 그리고 괴기스러

운 분장들과 배경음까지 무엇 하나 평범하거나 정상 으

로 보이는 부분이 극히 드물다. <철남>의 화  감

은 실주의 는 추상주의 화에서부터 할리우드 블

록버스터 공상과학 화까지 다방면에서 다양한 요소들

이 혼합되어 개하는 기법으로 감독의 상상력을 가시화

하는데 심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이 화를 보는 객은 

양분 화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문 화비평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철남>에 한 분석은 보는 사람의 

주 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된다. 부

분의 비평은 츠카모토의 실험  촬 기법과 화음악을 

1920년  아방가르드 화, 술, 그리고 미래  술의 

그로테스크 이미지와의 비교를 다루고 있다. 는 츠카

모토가 많은 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캐나다 술 화 

감독인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화와 연결하며 츠카모토

의 새로운 시도를 틀에 박힌 고  화기법에서 벗어

나 독창 이며 실험  시도가 강한 화로 평가한다. 츠

카모토는 그러한 평론들에 해 자신은 단순히 기계 -

몸이 표 할 수 있는 에로스에 해 집 하려 했음을 언

하고 단순히 문화  흐름에 참여하려 한 것이 아니며 

메탈을 이용한 에로틱 화를 만들기 해 공상과학 화

를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17]. 그러나 메탈, 에로틱, 그리

고 공상과학이라는 키워드는 서로 연결하기 쉽지 않고 

화의 괴기스러움, 엉성한 느낌의 효과들 는 16mm 

흑백필름으로 제작했다는 조건만으로도 술 화 는 

B  화 취 을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일본 화계에서 츠카모토 

신야는 타 시 미이 (Takeshi Miike, <이치, 더 킬러> 

(2001), <스키야키 웨스턴 장고>(2007), <13인의 자

객>(2010) 등과 같이 에로스와 폭력  서사 연출, 그리

고 극사실화된 특수효과로 화  매체와 기술을 실험하

는 새로운 감독과 시 를 함께하면서 술 화 작가로서 

서서히 자리 잡는다. 그들의 화는 선정 인 이미지와 

폭력성 때문에 비주류 화로 치부되기도 하고 부분의 

상업 화인들에게 외면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들 화

를 제작 하겠다는 화 제작사들도 드물었다[13].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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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들의 화를 한 술 화로 취 하면서 상업

 는 고  가치의 화 술 기 에서 그 가치를 평

가 하 했다. 

그러나 <철남>을 기 으로 츠카모토의 색다른 서사

개방식과 화 매체의 실험  기술은 일본 술 화의 

새로운 표본이 되었다. 특히, 명함이 강한 모노크롬의 흑

백 상, 손으로 들고 는 핸드헬드(Handheld)기법의 

임들, 그리고 1920년  독일 실주의 화(1920년

의 독일의 표 인 실주의 화들로 (Der 

Golem, 1915), 로버트 비머(Robert Wermer)의 <칼리가

리 박사의 실>(Das Cabinet des Dr. Caligary, 1920)

를 연상  하는 구성 등은 당시 일본에서 화산업의 흥

행성과는 거리가 먼 실험  기법과 이미지로 뒤얽 있다

[13]. 화  서사는 부분의 사건들이 샐러리맨의 집에

서 일어나며 이미지들의 나열이나 구성은 흑과 백의 강

한 콘트라스트의 표 주의  구성이다. <철남>의 실험

성이 강한 시각  표 들은 리츠 랑(Fritz Lang)의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 1919>의 미래  술을 강

조하는 표 주의 화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루이스 

엘(Luis Bunuel)과 살바토르 달리(Salvatore Dali)의 

<안달루시안의 개 Un Chien Andalou, 1929>의 실

주의  개념을 떠오르게 하며 기계 -몸의 혼종을 새롭

게 구축하는 동시에 80년  사이버펑크 문화와 화  

서 장르의 혼합으로서 해석되기도 한다. 

톰 메스(Tom Mes)는 ‘야츠’를 여러 의미가 함축된 인

물로 간주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정복을 한 욕망

은 샐러리맨과 그의 애인을 통해 육체  성 정체성을 없

애고 불완 한 모습의 괴기스러운 철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해체시켜 차가운 메탈로 탈인간화 한

다고 분석한다[18]. 메스와 유사하게 스티  라운

(Steve T. Brown)은 츠카모토의 <철남>을 북미 사이버 

펑크 화의 서  장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크로넨버

그의 < 리인간>과 <비디오드롬>에서 탈인간화 되는 

몸과 비교 한다[17]. 그는 < 리인간>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과학의 발 이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졌을 때 탈인

간화 되어가는 비유기 -몸에 한 공포를 이야기하며 

그 과정이 츠카모토의 <철남>에서 기계  에로티즘을 

통해 표 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자멸성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17].

메스와 라운의 공통 인 분석으로, 크로넨버그의 

< 리인간>과 <비디오드롬> 두 화들의 습 인 사

이버펑크 장르와 탈인간화 된 몸이 괴기스러움과 혼합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츠카모토의 <철남>과 유사

하다. ‘NEW FLESH’로 텔 비 과 육체의 혼종을 알리

는 <비디오드롬>의 한 장면과 같이 ‘NEW WORLD’로 

시작하는 <철남> 화의 도입부분은 새로운 서사, 는 

주인공의 시각이 카메라가 보는 남성  시각에서의 철남

뿐만 아닌 새로운 지각의 시작, 기억, 그리고 기계  시

각이 주는 시뮬라크라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의

식  타지 형식의 보여주는 실의 실화는 등장인

물들의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탈지각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기 때문에 크로넨버그의 화는 

츠카모토의 <철남>에게 마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14]. 

그림 3. 기계인간으로 변태

그림 4. ‘야츠’와 샐러리맨이메탈-몸으로 변용되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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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카모토 화를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보는 니콜라스 

월터스(Nickolus Walters)의 은 샐러리맨에서 철남

으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퀴어(Queer)요소들을 

흥미롭게 보았다[15]. 월터스는 남성 심 사회의 일본에

서 여성의 치는 항상 남자들의 시선에 의해 평가되고 

존재한다고 한다. 그는 로라 멀비(Laura Mulvey)를 언

하며 여성의 몸 심의 스펙터클을 이루는 습 인 

화 서사와 반 로 <철남>에서는 남성의 몸이 심이 

되고 여성의 존재는 철남의 변태과정에서 동기가 된다고 

지 한다. 지하철에서 만난 괴기스러운 여성으로부터 공

격을 당한 후 샐러리맨의 내면에 잠재해있던 무의식의 

철남이 깨어난 순간 그리고 애인이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동장하는 악몽을 꾼 순간 샐러리맨은 철남으로 변태되는 

과정으로 어들게 되고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성애  

계가 성립되는 퀴어 요소들은 강조 된다. 

톰 메스, 스티  라운, 그리고 니콜라스 월터의 논평

들은 <철남>을 할리우드 화들과 비교하며 사이버 펑

크와 괴기 화에 근 하게 간주하고 시  배경과 문화

 향에서 실험  기법과 지각에 해 논의했다. 한편, 

그들의 분석과 유사하지만 츠카모토 감독은 메탈을 이용

한 에로스 을 <철남>을 통해 표 하고자 메탈과 에

로스의 계를 죽음과 탄생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한다. 

메탈, 는 평론가들이 지칭하는, 사이보그와 같은 기계

-몸은 성정체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물학 으로 그들은 양성이다. 

츠카모토는 기계 -몸으로 에로스와 폭력을 연결 하면

서 이 둘은 인간의 동물  본능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며 화 술도 마찬가지로 꼭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있듯이 본능 인 것들은 배제될 수 없다고 이

야기한다[14].

‘철남 시리즈’는 1989년 <철남>(Tetsuo: The Iron 

Man), 1992년<철남 II>(Tetsuo II: The Body Hammer)

과 2009년 <철남 III>(Tetsuo III: The Bullet Man)로 제

작되었다. 2편, 3편과는 달리 오리지  <철남>은 가장 

실험 이고 에로스와 폭력, 죽음과 탄생의 의미를 아방

가르드와 공상과학의 혼합을 과장을 통해 강조하는 작품

으로 ‘철남 시리즈’  가장 모호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츠카모토는 ‘야츠’의 정확한 정체성에 해 자세히 언

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무의식속에 내제된 정체로서 샐

러리맨 뿐 만이 아닌 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로테스

크한 존재이다. ‘야츠’가 실  세계에서 실로 나왔

을 때 샐러리맨은 철남으로 완벽히 변태한다. 그들은 서

로가 서로를 흡수하고 존재하지 않는 욕망의 세계, 기계

-몸의 메탈로 이루어진 신세계를 해 존재한다. 

츠카모토의 은 화의 마지막 부분에 표 된 듯하

다. 결국 기계 -몸으로 탈인간화한 철남의 외 은 온통 

메탈로 뒤덮 지만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 한 철로 만

들어진 남근을 연상  한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진 철

남의 모습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욕망 덩어리가 되었다. 

그 어떤 것들과도 융화 되지 못하는 모습의 실 인 

실은 그 시 와 문화에 한 항이며 반란의 모습이

다. 기계 -몸 이미지의 비유기  변태, 그것은 정신  

육체를 밖으로 표 하는 도발 인 상상력의 일환이다.

III. <鐵男>에 나타난 기계적-몸 이미지

1. 초현실주의적 이미지 
안드  통(Andre Breton)의 주장에 의거하여, 

<철남>에서 표출되는 정신세계는 평범한 인간의 몸을 

순수 메탈과 병합시키고 변형시켜 육체 으로 그리고 정

신 으로 괴기함의 변태의 과정을 보여주며 몸의 실

주의  이미지를 구 하고 있다. 이것은 공상과학과 사

이버펑크의 혼재처럼 보이지만, 인물들의 변태 과정에서 

보이는 몸 이미지는 불가능한 이미지를 표 하며 변용, 

괴, 착란, 환상, 그리고 나아가 인간의 욕망에 한 과

장된 형태가 실주의 술 행 와 같이 나타나고 있

다. 메탈이 몸내부로부터 자라나고  다시 몸은 메탈을 

흡수하는 실주의  이미지는 ‘ 실주의 세계 안에

서 몸과 세계는 속 인 변용의 욕망에 사로잡  지속

으로 상호침투하면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

[17]’하는 상징성을 내포하는데, <철남>에 등장하는 인

물들 간의 상호침투  상은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는 일

상  인물이 ‘야츠’에 의해 육체 으로 조정되어 변형되

고, 정신 으로도 ‘야츠’의 욕구와 욕망이 서서히 투여되

어가고 있음이 묘사 된다. 기계  몸으로 변하는 샐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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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의 기괴한 형상은 마치 살이 생성되듯 몸의 내부에서

부터 조직 으로 메탈화 되어가며 순수 인간으로서의 상

징성을 잃어가고 결국 몸이 훼손되면서 몸의 이질 인 

‘신체화(corporisation)’를 의미한다. 

실주의자들이 즐겨 표 했던 개념이기도 한 신체

화 는 ‘신체화하다’의 기법은 ‘유기체들이 아닌 존재들, 

사물들, 상들에 육체성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내재한

다[4]. <철남>의 신체화에서도 메탈로 인한 새로운 신체

의 혼종성의 탄생은 념  정체성에 혼란을 부여하고 

불완 하면서도 다의미한 특성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이

때 찰되는 생물학  몸의 손과 괴, 새로운 혼합과 

재구성, 그리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인간 욕망(인간정복, 

세계정복)의 표출은 자아와 타자의 경계마  혼란스럽

게 묘사되는 것이며, 불균형  팽창으로 인한 과장되고 

왜곡된 모순  실을 묘사한다. <철남>에서의 실

주의  이미지로서의 기계 -몸은 인간 주체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비유기  무생물로서의 기계를 넘어 기계의 

유기  인간화를 표 하고 자 한다.

2. 그로테스크적 이미지
<철남>의 기계 -몸의 메탈과 육체의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흑백 화면을 통해 과장된 시선, 형태, 행 , 행

동 그리고 묘사로 나타난다. 인물들의 거친 행동과 시선

은 괴기 화로서의 분 기를 더욱 고조시키는데, 장면들

의 연결성에 을 두기보다는 빠른 장면의 교체와 서

사의 흐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요컨 , 주인공

의 기계 -몸으로의 이 는 변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형 , 괴기  형태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탈인간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외형에서만 드러나는 기계와 인간의 

합체만을 두고 그로테스크하다고 하기 보다는 인물들의 

변태 과정이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되는 지 은 일

상, 바로 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이라는 유기

체가 기계와의 갈등을 겪는 모습이 묘사되기 때문이다. 

한, 기계와 인간의 립 구조의 형성이 아닌, 상호침투

이고 심지어 기계가 인간의 정신  역에까지 침범하

며 인간 정신의 소멸이 드러남으로 인해 그로테스크는 

공포스럽고 엽기 인 외형으로 드리워져 있으나, 인간 

내면의 나약한 존재의 드러남으로 인해 그로테스크의 양

면성이 묘사된다. <철남> 화의 설정들이 허구 인 이

미지들 같지만, 화 속에서는 실로 설정된 장소(집, 

도시 내부)에서 일상의 인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며 때문에, 비 실  긴장감을 이루고 있는 것 한 찰 된다. 

완벽한 기계인간의 구 보다는 처 하고 괴기스러운 

괴물로의 변형 과정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드릴(drill)’로 

표 되는 남근의 형상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극 화

이면서도 동시에 과장된 허구이미지라는 허무맹랑한 설

정이 ‘웃음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재와 가상의 차이

가 무도 커 공포의 이미지 속에서 발견되는 부조리함

이 비웃음, 조롱의 성격까지도 동반하며 그로테스크  

웃음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기계 -몸의 변용

이 인간의 도와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에도 주목할 만하다. 화 속 인물들은 기계가 몸에 삽입

되는 것이 아닌, 몸 안에서부터 자라나는(growing from 

inside) 는 신체화 되어가는 메탈로 인해 기계 -몸을 

이루어 간다. 신체화는 실주의  이미지와 더불어 

그로테스크  이미지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이 악되다. 

3. 에로스적 이미지
<철남>에서 표 되는 에로스는 통상 인 에로틱한 

화로 보이지 않는다. 츠카모토가 표 하는 에로스  

이미지는 라톤이 언 한 불완 체, 인간의 욕망 그리

고 서로에 한 집착 인 소유욕이 버무려져 있다. 결국 

‘야츠’라는 인물이 드러내는 세계정복의 허구  설정도 

인간이 가진 욕망이라는 가장 치명 인 부분이 과장되어 

표 되고 있으며 그가 샐러리맨과 이루고자 하는 ‘사랑’

은 원한 존재성, 인간성을 상실한 채 욕망으로 채워진 

역을 상징한다. 한, ‘야츠’라는 인물이 표 하는 정복

하고자 하는 욕구는 샐러리맨에게 투 되는 듯이 보이기

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하

얀 셔츠와 정장 수트를 입고 가지런한 머리 스타일을 가

진)의 내  욕망( 는 내면성)이 ‘야츠’라는 형체로 드러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때 자아에 한 나르시시즘

이 과열되고 자신을 괴하여 정체성과 인간성의 죽음을 

통해 에로스의 불멸하고자 하는 이기 인 정복성을 그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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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과 ‘야츠’가 하나의 형으로 변태 된 이후 ‘our 

love’ 라는 표 이 구체 으로 등장하는데, 그 둘 사이의 

사랑이라는 코드는 과잉된 야망의 상징이며 힘과 권력을 

이루려는 정복성을 내재한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의 

멸 는 괴의 지배 인 원인은 내 으로 존재하는 ‘욕

망’이라는 얼굴로부터 시작됨을 에로스  에서 해석

할 수 있다. 한, 에로스  의 ‘욕망’은 기계 -몸으

로 가는 비유기  변태 과정을 시각  유희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IV. 논의: 기계적-몸의 비유기적 변태
    (non-organic metamorphosis)

<철남>은 자칫 남근 우월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화

로 착각할 수 있다. 남성이 변태하는 기계 -몸, 확장되

는 몸, 그리고 남성의 시각에서 보는 여성의 몸(지하철 

여성, 주인공의 여자친구)의 를 들면 그 다. 하지만 

철남이 완벽히 변태하는 기계 -몸이 남근을 상징하는 

모습에서는 그 반 의 생각을 하게 된다. ‘야츠’와 샐러

리맨은 내면과 외면이 완벽히 일치되는 순간 세계정복을 

외친다. 세계정복에 한 그들의 욕망은 사회 조직체에 

한 반항 , 극한  행동 표출로 볼 수 있다. 극단 인 

행동, 폭력, 거  남근, 그리고 에로스의 계는 인간의 

원  욕망, 즉, 동물  본능과 직결 된다. ‘야츠’는 욕망

이 왜곡된 형상으로 존재하는 동물  본능이며 그의 욕

망이 결국 자기 괴를 부르는 거  남근 형상의 기계 -

몸으로 변태하며 고문한다.    

유기체인 인간의 몸은 잠재하는 욕망을 끌어내는 과정

에서 역설 으로 스스로의 괴를 이루어가며 기계화로

의 변태를 선택하 다. 유기체  생산 과정을 통해 기계

를 생산하는 그로테스크 인 개념은 괴와 생성을 반복

하며 사회와 립하고자 하고 욕망하는 몸, 욕망하는 기

계로 볼 수 있다. ‘욕망하는 기계(Desiring-machine)’는 

욕망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욕망하는 기계이다[5]. 피종

호는 욕망하는 기계로서의 몸을, 사회 곳곳에서 모든 곳

을 거쳐 가며 욕망을 생산하는 유기체이지만, 끊임없는 

‘흐름’의 성격으로 인해 ‘기  없는 몸’으로서의 비유기체

와 첩된다고 한다[5]. ‘기  없는 몸’에 해 질 들뢰즈

(Gilles Delueze)의 ‘차이(Difference)와 반복(Repetition)’

에 한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들뢰즈는 직 으

로 그로테스크에 해 언 하지 않았지만, 비(非)존재의 

개념을 ‘부정 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한 표 ’

이라고 말한다[12]. 이는 우리의 인식체계 밖에 존재하는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그 자체로 비존재 역할을 하며 

<철남>의 메틸화된 기계 -몸은 기 이 없어진 껍데기

만 남아 비유기 -변형을 시도한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

다. 한, 극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사회에 립하고자 

하는 욕망은 비생산 인 해체된 몸을 말한다. 즉, 자기 

괴와 자기 부정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욕망

하는 몸과 욕망하는 기계의 결합으로 끊임없는 변형의 

과정을 거쳐 비유기체로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한 철남은 샐러리맨도 는 ‘야츠’의 모습

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는 터무니없

는, 텅 빈 신체의 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다. 비유기 -

변형으로 나타나는 욕망은 실에 한 공포와 두려움을 

포장하기 함이고 자기 괴로 인해 얻고자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가 표출되면서 얻어지는 정신  안도로 보일 

뿐 이다. 자기 괴에서 철남으로 변태된 모습은 량 살

상 무기의 형태로 인간의 내면에 잠재 되어있는 실

 세계와 그 세계안의 존재하는 인간 괴에 한 강박

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실  세계 정복만이 철남

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에

게 이야기하는 가장 오래된 유토피아 의 하나는 공간

을 집어삼키고 세계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하고 거 한 몸

에 한 꿈이 아닌가[21]?” 그것은 ‘나’ 라는 자아가 스스

로에 한 지독한 사랑의 형태를 비유기체  몸인 ‘철남’

을 창조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몸이라는 공

간 안에 가두어 버리고 혼이 없는 괴물의 모습으로 거

듭나면서도 유토피아 인 개체로서 실에 존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상징화 하고 있다.

실주의 술에서 유토피아  가상 는 꿈의 공간

과 실사이의 경계는 불확실하게 해석된다. 평범한 인

간에 불과했던 샐러리맨은 메탈과의 병합이라는 실

주의  변형 과정에서 정신 으로 괴되고 착란과 환상

을 겪으며 편화와 과장을 통한 왜곡으로 도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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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되며 동시에 화의 시공간은 무의미 해진다. 

<철남>에서의 무의미해진 시공간은 그로테스크 이미지

로 완성 되는데 ‘인간밖에 있는 것의 묘사[3]’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이 비자연 인 요소들과 뒤엉켜 외

으로 표출한다. 그것은 아름다움보다 괴기스러움으로 

나타남으로써 들춰진 자아의 변형 과정은 기계 -몸의 

내  욕망이 겉으로 도출되는 메탈-몸의 정체성이다. 더 

나아가, 육체의 해체와 괴, 그리고 내면의 ‘야츠’가 생

성해내는 새로운 몸의 구축으로 철남은 천천히 기계의 

세계정복을 한 샐러리맨의 기  없는 텅 빈 몸을 흡수

한, 융합이상의 ‘모순된 요소들’의 혼합이 새로운 기계

-몸으로 탄생한다[13]. 때문에 철남은 존재 할 수 없는 

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신세계를 향한 욕망의 

비유기  생산물로서의 신체이기도 하다. 비유기  생산

물로서의 ‘신체는 이해 불가능한 몸’, 즉 유토피아  몸 

이며  다른 공간으로 치시킨 ‘ 으로 가시 인 

몸’ 이다[22].

그림 5. 샐러리맨과 ‘야츠’의 혼합

그림 6. 거대한 남근 모습의 ‘철남’으로 변태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츠카모토 신야의 <철남>을 기계 -몸 

이미지로 근하여 실주의, 그로테스크, 그리고 에

로스  이미지로 살펴보고 화에서 표 된 실험  기법

들이 유기  육체의 비유기화와 탈인간화의 기계 -몸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찰하 다. 

<철남>은 인간의 욕망과 세계정복에 한 정신세계

를 인간과 메탈의 병합으로 인한 비유기  매체 는 

실  세계의 욕망을 탐하는 이미지로 표 한다. 화

에서 주요 캐릭터인 ‘야츠’는 결국 샐러리맨의  다른 

자아로 드러나고, 내면의 욕망이 포효하는 모습이 바로 

‘야츠’의 형태로 표 되며, 그것이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괴기스러운 메탈로 

변하는 샐러리맨과 ‘야츠’가 육체  괴와 합체를 번갈

아 가며 변태될 때 그 둘의 기계 -몸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실  불가능한 신세계 는 실의 세계로 끌

어들여 재생성하려는 그로테스크  개념을 가진다. 인간

의 내면 깊이 잠재된 추악한 욕구가 과장되고 왜곡된 모

습으로 표 되면서 스스로의 괴  행 를 더해가며 세

계에 한 항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

국, 거 한 메탈-남근으로 변태된 철남은 해체된 육체의 

탈인간화와 재생산된 메탈의 비유기체의 이미지로 기계

-몸을 상징한다. 이는 비정상 이고 불균형 이면서

도 반미학 인 이미지로서 실과 환상, 이성과 비이성

의 이분법 인 계를 월하고 있으며 과장된 자기애의 

극단 인 표 이다.

자기애를 담은 텅 빈 유토피아  공간의 시간은 멈추

고 실화 되어 실과 주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괴기

스러운 형체이자 혼이 없는 인 몸으로 가시와 

된다. 거 한 메탈 남근의 모습은 남성우월주의 사상과 

‘성차별’을 향한 항이며 자유를 외치는 표상으로 볼 수 

있다.

<철남>에 표 된 비유기체  변태의 기계 -몸 이미

지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에 한 기형  형태의 표출이

며 인간의 자아를 실  욕망의 편화와 왜곡으로 

가시화 한다. <철남>은 기계 -몸 이미지의 실주의

 표 으로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 그리고 욕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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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환상을 실험  기법과 뒤섞은 화로서 기계와 

인간의 계를 하나의 비유기체  혼합물로 제시하고 있

다. 기계와 몸의 혼합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어 

변형되면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실체는 

결국, 인간 스스로가 괴당하고 편화되는 것에 한 

두려운 공포가 세계정복을 한 가부장  상징물인 남근

으로 재 되었다. 화의 마지막은 샐러리맨과 ‘야츠’가 

거 한 남근의 모습을 한 형(形)으로 혼합되어 홀로 외

로운 질주를 하는 기  없는 몸이자 텅 빈 기표로 표 되

며,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세계를 향한 는 자유와 

평등이 소멸되는 사회를 향한 인간의 항의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실험 화라는 장르內에서 <철남>은 기발한 아이디어

와 극 인 효과로 그야말로 ‘실험성’이 강한 화이다. 

그러나 이 화가 달하는 인간에 한 분석과 해석은 

결코 이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츠카모토 신야는 인간

의 극한 인 내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한 시각을 제시하 다.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더라도 <철남>이 보여주는 실험은 어쩌면 인

간의  다른 모습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삶의 공포와 

두려움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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