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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라

초 록

애니메이션에서의 ‘공포’는 영화나 문학처럼 동일한 장르적 기준을 적용하기에

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애니메이션에서 신체 절단과 파괴 그리고 괴물이

나 유령 등의 등장은 일상적인 표현방식 중의 하나로 반드시 장르 개념으로만 적

용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공포의 유발은 공포의 대상이 ‘비현실적인 것’, ‘특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현실)의 인접성, 즉 3차원 세계라는 배경 안에서 움

직일 때 가능한 것인데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사실주의적 토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애니메이션에서 공포 장르, 혹은 공포의 심

미적 체험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하지만 공포 장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일부가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창조되었을 정도로 많은 작가들이 애니메

이션의 공포성에 매력을 느껴왔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왔다. 공포란 전

통적 가치인 조화, 균형, 질서를 뒤집는 과정이다. 이는 미적 개념만이 아니라 세

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객을 무서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일반적인 장르 개념을 포함하되, ‘괴담(怪談)’, ‘광기(狂氣)’, 

‘식인(食人)’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공포가 단순히 장르로서의 유희적 대상만

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면을 섬뜩하지만 냉철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공포성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공포, 괴담, 광기, 식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5S1A5B5A07038804) 

* 이 논문은 2015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주관으로 진행된 제3회 Asia 

Animation Forum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확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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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포의 긍정성

공포성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의 관심과 표현은 초기 애니메이션

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다. 배가 터질 때까지 인간의 피를 빨아먹

는 거대한 뱀파이어 모습을 담은 윈저 맥케이의 <굶주린 모기 

The Story of a Mosquito>(1912)을 비롯하여, 밀실 공포증적 감

수성과 파괴적인 동물성을 보여주고 있는 블라디미르 스타레비치

의 <카메라맨의 복수 The Cameraman’s Revenge>(1911)와 <서울 

쥐 시골 쥐 Town Rat, Country Rat>(1927) <마스코트 The 

Mascot>(1923)등은 초기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1) 또한 

퀘이 형제의  <악어의 거리 Street of Crocodiles>와 프랑스의 

옴니버스 장편 애니메이션 <어둠 속의 공포 Peur(s) du 

Noir>(2007), 그리고 공포 애니메이션이 이미 주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은 일본의 <시귀 屍鬼>, <도쿄구울 Tokyo Ghoul>(2014), 

<어나더 Another>(2012)등은 공포를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작품

들이다. 

H. P. 러브크래프트(H.P. Lovecraft)가 강조하는 것처럼 “공

포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인간의 감정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것이 바로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여기에서 

미지의 존재란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속

하지도 않은 영역을 의미한다.2) 공포는 두려움, 혐오, 불안, 섬

뜩함, 무기력 등을 동반하는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부정적 감

정이자, 정통 미학이 지향하는 조화와 질서, 균형과 정반대에 위

치하는 고통의 체험이다. 그것은 익숙하고 고요한 일상을 원하는 

인간에게 느닷없는 파문이다.3) 이처럼 공포는 인간이 결코 경험

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감정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매혹의 대상으로 존재해왔다. 

1) 폴 웰스, 손희정 역, 『호러영화』,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166.

2) H.P 러브크래프트, 홍인수 역, 『공포문학의 매혹』, 북스피어, 2005, 

p.9~11.

3) 김형주, 「로만폴란스키 영화에 나타난 불안과 공포의 미학」,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Vol.12. No.3, 2012, p.140. 



3

공포 자체만을 강조하게 되면 일상의 평온함이 보다 강조되면

서 보수적 속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역으로 우

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압박하는 규범들을 깨뜨리

는 삶의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할 수 있다. “호러적인 것이 우리

를 막다른 길로 데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의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거절이며, 이제까지의 관계에 대한 

파멸적인 거부이다.”4) 본 연구가 주요하게 다룰 내용 역시 후자

의 개념인, 공포의 긍정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객을 무서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일반

적인 장르 개념을 포함하되, ‘괴담(怪談)’, ‘광기(狂氣)’, 

‘식인(食人)’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공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공포가 단순히 장르로서의 유희적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면을 섬뜩하지만 매혹적인 방식으로 담아내는 공

포성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TV와 극장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들과 보다 친

숙하게 만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Ⅱ. 애도 받지 못한 자들의 공포, 괴담(怪談)  

괴담이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요괴(妖

怪)·유령·도깨비 등에 관한 초자연적·초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민간 

설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괴담’과 근현대를 배경으로 집단

적 구술과 입소문을 통해 유통되는 ‘도시괴담(도시전설)’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시공간적 차이에 따른 기준이지만, 

괴담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공포의 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전통적인 괴담에 해당되는 <모노노케 物の怪>(2007, 

나마무라 켄지 外), <괴-아야카시怪-あやかし>(2007, 이마자와 

4) 다카하시 도시오, 김재원 外 역,  『호러국가 일본』, 도서출판 b, 201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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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오 外)를 보자.5) 일본의 전설이나 민담으로 전해져오는 괴담

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이 애니메이션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여귀(女鬼)’의 등장이다. 주로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

이한 여성들로 형상화되는 ‘여귀’는 끔찍한 일을 당한 여성들

의 사연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림 1. 가문을 살리기 위해 원치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댁의 학대에 시달리다 살해된 여인. <모노노케>의 장면 일부.

남편이 건넨 독배를 먹고 피부가 썩어가는 병을 앓다 원령이 

되어 복수를 하는 여인, 오빠 대신 생매장을 당한 여동생, 시댁

의 학대에 시달리는 며느리, 철도 공사의 비리를 밝히려다 정치

권과 결탁한 상사 기자와 이웃들의 무관심에 의해 살해당한 여기

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그림 1>참고) 

그리고 이러한 원령(모노노케)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이

들을 치유(성불)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일명‘약장수’이다. 

원령들을 성불하기 위해 ‘약장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령

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가령, <모노

노케>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화묘”편에서는 시승식을 위해 지

하철에 탄 여섯 명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고립된다. 표면

5) 모노노케는 ‘원령’을, 아야카시는 ‘괴물’․‘불가사의한 일’․‘요괴’등을 

의미한다. 



5

적으로는 이 여섯 명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곧이어 이 여

섯 명의 인물이 ‘원령’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은 인

물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약장수’는 이들에 대한 죗값을 치

르게 함으로써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처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논리가 뚜렷한 전통적인 괴담은 

신분과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되던 불평등한 사회 안에서 겪어야 

했던 원한을 산 자들에게 호소하거나 복수를 하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즉, 전통적 괴담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과 기대”6)가 내재되어 

있다.  

한편 도시괴담 유형에 해당되는 <어나더 Another>(미즈시마 츠

토무, 2012), <학교괴담 学校怪談>(아베 노리유키, 2001), <망상

대리인>(콘 사토시, 2004)등은 괴담이 어떻게 내/외부를 만들고 

타인을 고립시키는가를 충격적으로 담아낸다. 그 중에서도 학교

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나더>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하나의 

‘괴담’에서부터 시작된다. 

26년 전, 도쿄의 요미키타 중학교의 3학년 3반 ‘미사키’라는 

친구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반 친구들은 ‘미사키’가 죽

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한다. 하지

만 ‘망자(亡子)’를 끌어들인 이 행위가 오히려 무서운 재앙이 

되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으로 이어진

다. 몇 십 년이나 지속되는 이 죽음의 공포를 견디다 못한 아이

들은 결국 ‘살아있는 망자’를 찾아내 죽이기로 결정한다. 이때

부터 이야기는 망자의 정체가 ‘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집단

적 광기로 변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끔찍

한 파국을 맞게 된다.   

도시괴담과 전통적 괴담은 모두 공포의 대상이 억압, 배제, 소

외를 경험하면서 귀신 혹은 초자연적 존재로 복귀하여 주변 인물

6) 박전열, 임찬수 外, 『현대일본의 요괴문화론』, 제이앤씨, 2014.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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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전통적 괴담이 원령

의 억울한 사연들이 밝혀지고 그들의 넋이 위로됨으로써 모든 갈

등이 종식되는 반면, 도시괴담에서는 인물들이 점점 공포와 무력

감에 빠져들면서 극도의 혼란과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공포의 대상이 외부의 알 수없는‘무엇’에서 친근한‘이

웃’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위에 불안과 공포가 일

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징은 ‘도시괴

담’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현대사회를 ‘유동하는 공포’로 정의한 바우만은 “인간과 동

물 모두 위협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느냐, 아니면 맞서 싸우느냐 

중 하나에 해당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다른 또 하나의‘2차원

적’ 공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바우만이 말하는 2차원적 공

포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파생적 공포로 자신이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느끼는 감각이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위험에 

닥쳤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절망과 무기력에

서 오는 공포인 것이다.7) 그렇다면 이 절망과 무기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전통적 괴담과 도시 괴담의 구분을 떠나 ‘괴담’은 죽음, 그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죽음’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특히 인간

에게 보편적으로(혹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다 써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 모두에게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실제로 <모노노케>의 원령들을 비롯하여 산 사

람들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어나더>의 인물들 모두 ‘비정상적

인 죽음’의 주인공들이다. 

자크 데리다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처음

부터 애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언젠가 

하나는 상대보다 먼저 죽고 다른 하나는 그 죽음을 애도하게 되

어 있다.”8) 인간이 결별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애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7)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8) 왕은철, 『애도예찬』, 현대문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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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것

이자 사회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죽음의 사회

적 의미는 완전히 배제되고 오히려 ‘사회가 죽음을 추방’9)하기

에 이른다.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추방된 애도는 사적 공간에 숨

어들고, 개인의 내면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남게 된 것이

다.10)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 개인적인 슬픔과 애도마저도 보장

해주지 않는다. ‘정신적 건강’이라는 이유로 ‘타자의 흔적’

을 지울 것을 강요함으로써 정상적인 애도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노노케>나 <어나더>의 인물들은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죽

어도 죽지 못하는 원령과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애도할 기회

도 없이 현실에 강제로 소환된 자들이나 다름없다. 

루카치는 그의 에세이 「순간과 형식」에서 “한 사람이 죽었

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11)라는 물음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이 질문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는 전체의 죽음은 있지만, 개인

의 죽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죽음’은 어떤 ‘한 사

람’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며, ‘한 사

람’이 죽으면 세상이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삶 자체가 흔들리

는 중요한 사건이다. <모노노케>와 <어나더>는 바로 이 ‘한 사

람’의 죽음 앞에서 애도가 박탈된 세상, ‘한 사람’의 죽음 이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흉흉한 ‘괴

담’으로만 남은 현실에 대한 공포라 할 것이다.  

Ⅲ.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공포, 광기(狂氣) 혹은 광인(狂人)

9) 노베르트 엘리아스, 김수정 역,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2011; 필

립 아리에스, 『죽음 앞의 인간』, 고선일 역, 새물결, 2007, p.985.

10) 한석현, 「애도의 실제와 윤리;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와 <밝은방>」, 서

울대학교 대학원, 2012.

11)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심희섭 역,  『영혼과 형식』, 심설당, 1988,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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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대상과 희생자는 시대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바꿔가며 등장했다. 18세기말과 19세기에 걸쳐 대

중들에게 큰 인기를 누린 ‘고딕 소설’에서는 귀신들린 거대한 

저택과 이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힌 여성 주인공, 유령, 흡혈귀, 

괴물, 늑대 인간 등이 등장한다.12) 반면 1960년대 이후에는 기형

적인 모습을 띤 동물이나 곤충의 형상을 한 괴물, 부모를 비롯하

여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무서운 아이들(enfant terrible),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게걸스럽게 먹거나 동족을 잡아먹는 카니발리

즘(食人性), 정신분열증에 걸려 인간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등 

공포의 대상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일

상의 친근한 대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공포의 대상은 ‘안전한 현실’을 위협하는 절대 

악으로 규정되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

고, 역으로 기존 질서가 지닌 폭력성을 폭로함으로써 인간을 억

압해온 것에 대한 전복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공포 영화

의 진보적 가능성을 강조한 로드 우드는 공포의 대상인 괴물의 

실체를 ‘피억압자’와 ‘타자’라는 이중 개념으로 도출해내면

서 공포 영화가 갖는 전복적 가치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 이처

럼 공포의 대상은 그것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며, 희생자들이 맞서야 하는 공

포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그 중에

서도 공포의 대상이 ‘광인(狂人)’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신분석담론과 괴담형 서사가 결합된 애니메이션들 중에는 공

포의 실체가 인간의 광기, 즉 광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가 많다. 삶의 극단까지 내몰려진 사람이 자신의 망상을 대신해

줄 ‘망상대리인’을 통해 순간적인 도피를 갈구하는 <망상대리

인>과 아이돌에서 성인 여배우의 길로 들어섰지만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20대 여성의 불안과 공포를 그린 <퍼펙트 블루>(콘 

12) David Punter, “The Literature of Terror”,  The Gothic Tradition, 

Longman, Vol.1, 1996,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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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 2004) 모두 광기에 의해 인간이 ‘괴물(광인)’로 변해

가는 모습을 담아낸 애니메이션들이다.  

나의 망상을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준다는 의미의 <망상대리인>

은 인기 캐릭터 ‘마로미’를 만든 사기 츠키로의 이야기에서부

터 시작된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마로미’를 이을 두 번째 스

타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년에게 야구방망이로 습격을 당한다. 이 사건을 계기

로 ‘소년 배트’의 습격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이

어진다. ‘잇치(1등)’라는 별명으로 불리어질 정도로 모든 면에

서 두각을 나타내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소년 배트’

로 의심 받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초등학생, 낮에는 대학

의 연구원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나 밤에는 ‘마리아’라는 

또 다른 얼굴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이중인격 정신 장애를 앓는 

여성, 재채기를 할 때마다 외웠던 수학 공식들이 입안에서 모두 

튀어나올 정도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등이 모두 

‘소년 배트’의 공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추적하던 형사들에 의해 ‘소년 배트’의 정

체가 ‘현실의 극단까지 내몰려진 사람들’이 스스로 불러낸 망

상의 존재라는 것이 밝혀진다. 즉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대신 현실적 괴로움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소년 배트’를 탄생시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소년 배트’를 불러들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얼굴을 숨

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13)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해 보

이는 인물들이 왜 자신의 일상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이는 것일

까. 

13) 낮에는 요조숙녀의 여인으로 충실한 사회인으로 살지만 밤이 되면 짙은 화장

을 하고 남성을 유혹하는 초우노 하루미를 비롯하여, 낮에는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

고 있지만 조직폭력배에게 빌린 돈이 화근이 되어 소매치기, 강도로 돌변하는 

히루카와 마사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에 시달리다 결국은 

스스로 소년배트가 되어 시어머니를 죽인 며느리 등 <망상대리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문명화된 관습과 원초적인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길을 잃고 끝내 스

스로를 파멸하거나 일시적인 도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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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 소설을 통해 현대(일본)사회의 공포를 분석한 다카하시 

도시오는 미스테리가 ‘해결가능성’에 기초한 이야기라고 한다

면, 호러는 해결불가능성에 기초하여 ‘내적파괴’를 드러낸 이

야기라고 정의한다. 즉,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해결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

간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공포의 지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공포 앞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절망과 허무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다. 실제로 <망상대리

인>에서 ‘소년 배트’의 힘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괴로운 현실에

서 도피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식을 찾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

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공포적 인물이 비극적(영웅적)인물

과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가령, 비극적 인물이 고난과 공포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운다면, 공포적 인물은 어둠의 그림자와 직면해 

도망친다.14) 또한 비극적 인물은 ‘특별한 세상’에 기꺼이 뛰어

들지만 공포적 인물에게 ‘특별한 세상’은 결코 진입하고 싶은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영웅적 인물에게는 ‘소년배트’라는 거

짓 구원자가 극복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지만, 공포적 인물은 

‘소년 배트’라는 거짓 구원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

다 이들이 광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포가 된 현실과 마주

했을 때 “싸울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절망적인 무기력에

서 기인한다. 

이처럼 공포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부정적 개념만 강조

될 때는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동성으로 자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 공포의 대상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를 압박하는 삶의 규범들을 깨뜨리는 능

동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한다.  

공포가 된 현실과 정면으로 대치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향해 목

숨 건 도약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카리 형사의 부인인 ‘미사

14) 스튜어트 보이틸라, 김경식 역, 『영화와 신화』, 을유문화사, 2005, 

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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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남편이 소년 배트 사건으로 형사 직에서 해임된 후 ‘과

거의 환상’에 빠져들자 그녀는 스스로 소년 배트를 불러낸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소년 배트를 제압하고 소년 배트가 

만든 환각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남편을 현실 세계로 되돌리는 데 

성공한다.(<그림 2>참고) 아내의 도움으로 현실로 되돌아 온 이

카리는 유년 시절에 꿈꾸던 이상적 세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는 이 끔찍한 세상이야말로 결국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계

라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림 2.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소년배트’를 

제압하는‘미사에’의 모습. <망상대리인>의 장면 일부.

형사 이카리와 그의 아내가 ‘소년 배트’와 정면으로 맞선다

는 것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공포의 실체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해방감”15)이

자 공포가 갖는 능동적 실천이다. 공포는 인간을 절망과 무기력

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 폐허 속으로 들어

가지 않고서는 결코 현실의 맨얼굴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

다. 공포를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세상’

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될 것이다. 

15) 다카하시 도시오, 앞의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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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명화 과정의 잔혹한 공포, 식인(食人)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비-인간(非-人間)을 구분하는 기준에

는 이성적 능력, 생물학적인 차이, 언어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먹기’의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

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먹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공유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또 다른 중요한 기

준은 먹기의 ‘금기’이다. 인간은 문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족

인 인간을 잡아먹는 행위는 물론이고 혐오 음식에 대한 먹기의 

금기를 갖게 된다. 소위 문명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타자화된 

것, 합리성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병적 혐오감으로 퇴화

된 것들이다.16)

가령, 먹기의 질서가 만들어놓은 권력과 욕망의 문제를 한 가

족의 식사 풍경으로 담아낸 얀 슈반크마이에르의 <오테사네크 

Little Ottik>(2000)에는 한 무더기의 녹슨 못이나 동물 내장으

로 오버랩 되는 등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역겨운 음식’이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 이 애니메이션은 엄청난 식욕을 가진 나무 인

형을 통해 뭐든지 먹어치우려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빗대어 표현

하고 있지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질서화하고 

억압하는 문명화 과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을 잡아먹는 거인 앞에서 극한에 치닫는 인간의 공포

와 불안 그리고 무력함을 담은 <진격의 거인>(아라키 테츠로, 

2013)을 비롯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간을 잡아먹는 ‘구울’로 변

한 주인공의 갈등을 담은 <동경 구울>(모리타 슈헤이, 2014), 그

리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육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

년의 삶을 그린 <아수라>(사토 케이이치, 2012) 등은 최근 애니

메이션에 반복되는 주요 모티브이자 담론이기도 하다. 

특히 애니메이션 <아수라>는 원작(만화)이 발표된 1970년대의 

일본에서 금서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큰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16) 조미라, 『애니메이션, 이 미지의 것』, 한국학술정보, 201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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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그림 3>참고) 하지만 화제의 논란과 달리 이 작품은 식인

이라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소년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지극히 윤리적인 시선으로 담아낸

다. 전쟁과 혼란의 시대에 인육을 먹으며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

던 한 소년의 삶을 쫓는 이 작품은 잔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비

극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아들을

먹기 위해 불길 속에 내던지는 어머니. <아수라>의 장면 일부

카니발리즘(cannibalism)이란 전통적으로 서구인의 정체성과 

비(非)서구사회, 즉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규정의 수단으

로 사용되어 왔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주인공이 섬에서 식인 

흔적을 발견하고 원주민들의 야만성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장

면은 카니발리즘을 대하는 서구인의 시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설이다.17) 하지만 미개함과 야만성의 산물이었던 카

니발리즘은 서구 문명의 야만적 역사의 상징으로 다시 되살아난

17) 카니발리즘의 야만성과 관련한 원형적 이미지는 신화 동화에서도 폭넓게 나

타나고 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아내를 삼키는 그리스 신화의 ‘크

로노스’를 비롯하여 자신의 아들을 요리하여 신들에게 바친 ‘타탈로스’, 

숲으로 유인한 아이들을 잡아먹는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 등은 카니발리즘의 

대표적인 이야기다. 김성현, 「카니발리즘-욕망과 비판의 메타포」, 『카프카 

연구』, 한국카프카학회, 제26집, 2011, 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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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20세기의 미친 카니발리즘인 ‘홀로코스트’가 바로 그것

이다.  

애니메이션으로 되돌아와 작품의 타이틀이자 주인공의 이름이

기도 한 ‘아수라(阿修羅)’라는 의미에 주목해보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주인공은 한 법사에 의

해 ‘아수라’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원래 아수라는 인도의 최

고 신 중의 하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악신이 된 신으로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한다.19) 법사가 소년에게 ‘아수라’라

는 이름을 지어준 것 역시 인간과 짐승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결국 인간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이름에 담긴 

기원대로 아수라는 소녀 ‘와카사’를 만나며 비로소 인간의 따

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수라는 태어나 처음으로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정도로 성장하지

만, 와카사가 아수라가 나눠 준 음식을 ‘인육’으로 오해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다. 게다가 홍수

와 기근에 지친 마을 사람들 역시 온갖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포상금이 걸린 아수라를 앞 다투어 죽이려 든다. 결국 와카사에 

대한 배신감과 인간의 비열함에 절망한 아수라는 “최소한의 생

존을 위한 식인행위가 소위 이성을 가진 이들이 벌이는 살인행위

보다 더 나쁜 것인가?”라며 절규한다.  

태어나자 어미에게 버림받고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필요

한 ‘최소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성장한 아수라에게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극한의 배고픔을 겪는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인육을 먹는 것이 야만적인 일인가, 아니

면 그러한 결과로 몰고 간 인위적 상황이 더 야만적인 것인

가”20)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 

18) 김성현, 앞의 논문, p.281~304.

19) 아수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 불교적인 의미에서 아수라(阿修羅)는 전투

를 일삼는 투쟁적인 신으로 선악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성격을 규정할 수 없

는 신이다.

20) 김성현, 앞의 논문, 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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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이렇게 주장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덜 잔인하고 

덜 폭력적이며 더 평화로운 시대”라고. 이러한 주장은 노베르트 

엘리아스가 정의하는 문명화, 즉‘폭력을 순화하고 예의가 존중

되는 사회’에 근거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과연 과거 사회보

다 폭력성이 순화되었다는 게 사실일까. 이와 관련하여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문명의 비폭력성은 하나의 환상이라면서 “문명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폭력의 재배치와 재분배였다. 우리가 혐오

하도록 훈련받은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은 존재가 없

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이라고 말한다.21)

그림 4. 우연한 사고로 반(半)구울이 된 후, 

인간과 구울 모두에게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주인공 켄. 

<동경구울>의 장면 일부.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가장 원초적인 

공포이자 문명의 원칙을 공격하는 행위이다. 문명화 과정의 논리

대로라면 이 끔찍한 식인 행위는 사라져야한다. 하지만 문명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몰락은 오히려 더욱 심해

지고 있으며, 바우만이 지적하듯 “아우슈비츠의 무서운 교훈은 

우리가 철조망 안에 갇히거나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21) 장정일, “폭력이 순화돼 왔다는 게 사실일까”, 《한겨레신문》, 2015,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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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가스실의 경비를 서고, 그 

굴뚝에 독극물을 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22)는 것이다. 결국 우

리 모두는 섬뜩하고 극악한 괴물이자 좀비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

인지 모른다.   

한 평범한 대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을 포식하는 ‘구울

(Ghoul)’23)의 신체로 뒤바뀌면서 오는 혼란과 공포를 그린 <동

경 구울>24) 역시 자기 안의 낯선 타자(괴물)에 대한 공포를 담아

낸다. (<그림 4>참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구울’이 되

어버린 주인공 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구울도 인간도 아

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과 구울 모두에게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켄

에게 또 다른 ‘구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구울이면서 동

시에 인간이기도 하다”라고. “구울도 인간도 아닌” 존재와 달

리 “구울이면서 인간”인 존재는 인간과 구울 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구울이면

서 인간”인 켄은 경계를 위반하는 타자이면서 동시에‘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경계선적 창조물’25)이 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공포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대면하는 순간에 우리를 

공격한다. 문명화 과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미

지의 대상을 ‘제거’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지적하듯 ‘괴물-타자’는 우리가 혐오하고 거부하

고, 폭력적으로 제거해온 것들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것들로,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이다. 이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은 문명화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경계 짓

22)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p.113.

23) 구울(Ghoul)은 신화에서 묘지 주변을 배회하며 인간의 육체를 섭취하는 괴물

을 의미한다. 

24) <동경구울>은 인간의 시체를 먹는 괴인 ‘구울’과 공존하는 도쿄를 배경으

로 주인공인 켄이 사고로 인해 구울의 내장을 이식받아 반구울이 되면서 벌어

지는 이야기다.

25) 신지은,「공포의 매혹:기괴한 것으로서의 타자성에 대하여」,『문화와 사

회』,11권, 2011, p.1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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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해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문명화 과정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속되는 한, 괴물-타자는 여러 가지의 얼굴로 계속 

되돌아올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식인성’은 이러한 야만적 

역사에 대한 비판의 메타포이자 문명화 과정의 또 다른 카니발리

즘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애니메이션, 공포와 마주하는 힘

애니메이션에서 ‘공포’의 심미적 체험은 다른 예술 텍스트들

이 제공하는 ‘공포’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영화와 문학에

서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피투성이 상상력과 초자연적 현상(괴

물, 흡혈귀, 유령, 좀비 등)을 기반으로 내러티브가 전개되는 것

을 공포 영화(문학)로 분류한다. 모두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만들어진 ‘장르 영화(문학)’이다. 

반면 애니메이션에서의 ‘공포’는 영화나 문학처럼 동일한 장

르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애니메

이션에서 신체 절단과 파괴 그리고 괴물이나 유령 등의 등장은 

일상적인 표현방식 중의 하나로 반드시 장르 개념으로만 적용되

지 않는다는 것. 둘째, 공포의 유발은 공포의 대상이 ‘비현실적

인 것’, ‘특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현실)의 인접

성, 즉 3차원 세계라는 배경 안에서 움직일 때 가능26)한 것인데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사실주의적 토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애니메이션에서 공포 장르, 혹은 

공포의 심미적 체험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하지만 공포 장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일부

가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창조되었을 정도로 많은 작가들이 애니

메이션의 공포성에 매력을 느껴왔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

현해 왔다.27) 콜로덴코(Alan Cholodenko) 역시 “움직이지 못하

26) 장 루이 뢰트라, 김경은, 오일환 역, 『영화의 환상성』, 동문선, 2002, 

p.45; 제프리 노웰- 스미스, 인순호 外 역, 『옥스퍼드 세계영화사』, 열린책

들, 2005, 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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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에 생명과 지능이 부여되는 것 자체만으로 공포스러운 무

엇인가가 있다”28)라며 애니메이션의 공포성를 강조한 바 있다. 

즉, 애니메이션은 다른 예술 텍스트들이 제공하는 ‘공포’처럼 

절대적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대상’이 미세하게 움직

이는 섬뜩함과 강렬한 색채, 그리고 기괴한 이미지의 변형 등 실

제 세계와 상상 세계의 경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방식

으로 공포를 전달한다. 

애니메이션 <어나더>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총 24명의 인물들

이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된다. 그 중에서도 ‘합숙소’ 

와 ‘교실’은 학생들이 서로를 ‘망자(죽은 자/귀신/유령)’라 

의심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죽는 살해 장소로 등장한다. 온 몸에 

유리창 파편이 박혀 죽고(<그림 5>참고), 철제 몽둥이에 급소를 

맞아 죽고,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로 기둥에 머리를 맞아 죽고, 

한 여학생이 우산 끝에 목이 찔려 죽는 모습(<그림 6>참고)등은 

대표적인 살해 장면 중의 하나이다.  

그림 5. 친구들을 공격하다 

유리파편이 박히면서 사망하는 

인물. <어나더>의 장면 일부.

그림 6. 계단을 내려가던 중 

들고 있던 우산 끝에 

목이 찔려 사망하는 인물. 

<어나더>의 장면 일부.

만약 이와 동일한 장면이 영화에서 재현된다면 관객은 공포를 

넘어 극도의 혐오감과 충격으로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애니메이

27) 폴 웰스, 손희정 역, 『호러 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166.

28) 모린 퍼니스, 한창완 外 역, 『움직임의 미학』, 한울출판사, 2001,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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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서의 이 장면은 극단적인 혐오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애니메이션은 공포의 기본 조건인 사실주의적 토대를 전제로 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공포’적 심미성은 실

사영화만큼 절대적이거나 강력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

다. 하지만 이 주장의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맞지 않는다. 애니

메이션에서의 공포는 관객의 기대(“두려워하고 더욱더 두려워하

라”)를 결정하는 장르 개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매체적 특

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포감의 유발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반드시 사실로 인식

되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포감은 돌발적인 효과음이나 시청

각적 자극에 의해, 위협적인 존재나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을 통

하여, 혹은 ‘공포증’(거미나 뱀, 고양이와 같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포증)과 대상들을 집단적으로 표현(새떼들이나 거미떼 등

과 같은)하거나 크기를 변형하여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도될 수 있다.29) 

그림 7(좌), 그림 8(우). 주인공 코이치가‘망자’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브릿지 형식으로 삽입되는 장면. <어나더>의 장면 일부.

가령 <그림 7>과<그림 8>의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어나더>에서 

주인공 코이치가 등교 첫날부터 친구들의 수상하고 스산한 분위

기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출되는 장

면이다. 하지만 이 장면들은 공포 그 자체보다는 ‘현실 세계에 

29) 안의진, 「관객은 허구에 불과한 공포영화의 괴물을 왜 무서워하는가」, 

『미디어,젠더 &문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26호, 2013.6.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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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입한’ 미지의 존재, 혹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 대

상을 빼어난 이미지로 가시화하는 데에서 오는 매혹에 가깝다. 

이것은 ‘두렵고 또 두렵게 하라’는 공포 장르의 일반적 정의와

는 또 다른 ‘정면으로 응시하는 공포’를 가능하게 만든다. 애

니메이션에서의 공포는 실사영화처럼 충격과 두려움의 외마디 비

명이 튀어나올 정도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관객 스스로 공포 

자체에 대한 흥분 상태나 감정의 과잉 상태로 빠져들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포는 현실 세계에 난입한 미지의 것에 의해 유발된다. 

“미지의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인간은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상상”30)하듯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와 마주하면 육체는 견딜 수 없는 공포로 반

응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유도 정지된다. 

여기에서 사유의 정지란 사유하기를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념이 개념을 낳는 관습적인 사유의 중단이다. 즉, 어떤 대상을 

분명히 체험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

는 비로소 그 대상 자체를 응시하기 위한 새로운 사유의 기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포함한 대중예술이 ‘재미’있

는 것은 친밀성 때문이다. 낯설지 않은 친숙함, 그것은 나와 다

른 존재를 매개하는 중요한 소통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친밀

성이라는 이유로 대상의 낯선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고, 친밀함의 

자장(磁場) 안에서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

이다. 애니메이션에서 ‘공포’는 친숙함이라는 베일을 걷어내고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속살들을 끄집어내어, 현실 그 

자체를 예리하게 꿰뚫어보게 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공포 장르는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미개척의 분야이다. 여름마

다 호러 영화가 개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포 장르가 한국에서 

30) Th. W.아도르노, M. 호르크하이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9,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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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소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가 만약 세계 곳곳에서 벌어

지는 ‘피투성이 현실’에 대해 고작 흉흉한 ‘괴담’처럼 귓속

말로 속닥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 조건 때문이라면 스크

린 밖 세계가 공포 그 자체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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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imation and Horror 

- Ghost story, Madness, and Cannibalism

Cho, Mi-Ra

The ‘fear’ in animation has a couple of problems to apply the 

criteria for identical genre as in movie or literature. First, the 

mutilation and destruction of one’s body and the appearance of 

monsters and ghosts are not a normal way of expression and could not 

apply to one genre. Second, the cause of fear comes from the subject 

of fear which is a reality that is something ‘unrealistic’ and 

‘special’ and is approachable. This is all possible in a three 

dimensional world, but animation is not founded on realism. 

According to this logic, the horror genre in animation or the 

esthetic experience of animation is not possible. However, many of 

the powerful images you can see from the horror genre are all 

created from animation. Therefore, many writers are drawn to the 

horror in animation and tried to express in many different ways. 

This study will include the general idea of fear which drives the 

audience to the felling of fear and terror but we will mainly focus 

on the three types of fear – ghost story, cannibalism, and madness – 

and discover the meaning of fear used in animation. Through this 

process, we anticipate that fear in animation is not just for pure 

amusement, but will be able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fear 

philosophically even if the hidden side of reality is terrifying.

Key Word : Animation, Horror, Ghost story, Madness, cannib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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