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22.22.10.172

애니메이션 <웅사소년>(2021)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서사 연구
The Body Understanding and Narrative Research of "I Am What I Am" (2021)

서예가, 최은경
세종대학교 공연영상애니메이션학과 애니메이션전공

Yi-Jia Xu(xuyijia199213@naver.com), Eun-Kyoung Choi(ekchoi@sejong.ac.kr)

요약

본 연구는 피터 브룩이 주장한 ‘욕망의 서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신체현상학의 창시자 메를로 퐁티의 ‘신체
적 상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웅사소년>에서 구현된 신체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신체 
서사학자 피터 브룩이 제시한 ‘욕망 서사’와 ‘시각적 신체’를 기반으로 몸과 마음에 대한 인물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주인공 소년이 허약한 사람-대항하는 사람-감시당하는 사람-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신체적 상황을 통해 분석했다. <웅
사소년> 속 주인공의 신체적 욕망과 시각적 신체는 서사의 원동력이 되고 주인공의 신체적 욕망을 시각화하여 
신체적 상황을 통해 신체 서사를 연출하는 과정을 재현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주로 시각적으로 미디어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가운데, 신체 서사로 중국 하층민 소년의 실제적인 삶을 그려낸 애니메이션을 분석했다. 
또한 중국 애니메이션은 초현실, 특수효과, 과장, 변형 등 기법을 주로 사용하던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
降世)>, <강자아(姜子牙)> 등 상업 애니메이션에서 탈피하여 점차 <웅사소년>, <향착명량나방(向着明亮那方)> 
등 현실주의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각적 경험으로 중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중심어 :∣피터 브룩∣메를로 퐁티∣신체적 욕망∣신체적 상황∣<웅사소년>∣
Abstract

Focusing on the concept of "narrative of desire" advocated by Peter Brook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stru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body narrative in I Am What I Am, combined with the "body 
situation" concept of Merleau-Ponty, the pioneer of body studies.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hanges 
in the characters' physical and mental cognition in the film through the "desire narrative" and "visual 
body" proposed by body narratologist Peter Brooks. Secondly, this paper summarizes the physical and 
mental evolution of the coward-rebel-disciple-self-breaker experienced by the teenager, and analyzes 
the continuous plot composed of the body in time and space through the physical situation formed by 
time and space, that is, the visual presentation of the juvenile's personal body picture. So the 
protagonist's physical desire and visual body in "I Am What I Am" are the meta-driving forces of the 
narrative. The film presents the subject's physical desire in a visual way, and reproduces the deduction 
process of the body narrative through the body situation.shift from the common surreal, magical special 
effects, exaggeration, deformation and other techniques of commercial animations such as "Ne Zha: 
Birth of the Demon Child" (2019) and "Legend of Deification" (2020) to the true-life "I am What I am". 
"(2021), "To the Bright Side" (2022) and other visual experiences of the same kind marks breakthroughs 
made by Chinese animation and is of prac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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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0년 이후, 신화 소재와 판타지 장르를 흥행의 기
준으로 삼았던 중국 애니메이션에 대해 관객들이 피로
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말 개봉한 <웅사소
년(雄狮少年)>은 신화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는 구조
에서 탈피하여 원작 IP와 판타지 장르 대신 현실 사회 
속 한 소시민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며 2000년
대 이후 중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애니메이션로 자리
를 잡았다[1]. <웅사소년>에서 주인공은 몸이 허약한 
소년으로,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대도시로 떠나고 조부
모와 시골 마을에서 지낸다. <웅사소년>의 줄거리를 구
상할 때 전해붕(田海鹏) 감독은 한 인물의 신체적 경험
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한 소년이 의지를 
다진 후 변화하고 결국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고 말했다[2].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 <웅사소년>의 스토리는 크게 
세 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권력을 추구하는 신체를 중심으로 부모가 외지로 떠나 
홀로 남겨진 소년 아잰(남)은 사자춤을 배우고 준결승
전에 진출한 후, 광저우로 건너가 부모님을 만나 자신
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자본과 교환이 이루어진 신체를 중심으로, 
소년 아잰(남)은 아픈 아버지를 대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야기를 다룬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사자춤 대회가 열릴 때, 때마침 아잰
은 돈을 벌기 위해 광저우를 떠나 상하이로 향하려 하
지만, 탈락할 위기에 놓인 사자춤 팀을 구하기 위해 용
기를 내 대회에 출전하고 결국 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
게 된다. 

현재 <웅사소년>의 신체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가
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문화, 인
륜, 감정의 시각에서 현대 문화에서 개인이 겪는 변화
에 대해 논하였다. 예로, 진림협(陈林侠, 2022)는 신체
소비의 시각에서 개인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보았다[3]. 
두 번째는 하층민의 욕망 표현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
였다. 예를 들어 서효림(徐晓霖, 2022)은 욕망의 시각
에서 소년의 성장 심리를 살펴보았다[4]. 세 번째는 현
실주의적 시각에서 중국 애니메이션에 담긴 민족성과 

개인의 생존 상태를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하희(贺希, 
2022)는 농촌과 도시라는 두 공간에서 하층민의 생존 
양상을 살펴보았다[5].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신체라는 시각에 입각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온전히 신
체 서사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지 못했으며 신체
를 주체적인 위치에 두고 고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전달하는 객체로만 보았다.

<웅사소년>은 나약한 신체와 건강한 신체를 활용하
여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사회 
정의에 마주하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사회 속 개인의 평
등과 권리, 존엄성을 신체의 고통, 혹은 즐거움을 통해 
표현하였다. <웅사소년>은 소년의 신체적 욕망과 신체-
시간-공간으로 형성된 신체적 상황을 통해 신체 서사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인공의 자
아 인식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립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웅사소년>의 서사 구조에 따라 신체 서사학
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신체
서사학의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웅사소년>의 현실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 다니엘 펀데이(Daniel 
Punday)는 기존의 서사학이 서사에서 신체가 갖는 주
체성을 간과한다고 보고, 20세기 말 ‘신체 서사학
(corporeal narratology)’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신체 서사학의 핵심 개념은 ‘신체가 어떻게 문학 서사
에 영향을 주는가’와 ‘신체적 존재자는 어떻게 신체를 
서술하는가’에 있다[6]. 기존 서사학자들이 문법적 구조
의 서사 이론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신체 서사학의 기
반을 다진 피터 브룩(Peter Brooks)은 주체의 ‘신체적 
욕망’과 ‘시각적 신체’는 서사를 전개하는 원동력이고 
이는 ‘욕망의 서사’라고 보았다[7]. 인물은 언어구조 체
계에 속한 기호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감정을 지닌 주체로 존재하며, 현대 소설 및 회화 등 
예술에서 서사를 전개하는 원동력은 신체에서 비롯되
기 때문에 서사는 곧 신체를 기호화하는 과정이라고 보
았다[8]. 

본 연구는 신체적 욕망이 이야기 줄거리를 전개하는 
원동력이라는 피터 브룩의 관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피
터 브룩은 신체 욕망이 서사를 끌고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나, 정신분석학 속 신체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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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를 욕망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은 신체가 왜, 어
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설명하기에 적합했으나 무
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욕망이 어떻게 이야기의 질서를 
정돈하고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
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를로 퐁티
가 제시한 ‘신체적 상황’, 즉 서사의 중요 내용이자, 독
자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에 중점을 
두었다. 서술자는 신체로써 존재하는 인물이 놓인 상황
이나 상황에서의 대사를 빌려 서술한 내용에 의미를 부
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주로 시각적으로 미디어를 표
현하는 애니메이션 가운데, 신체 서사로 중국 하층민 
소년의 실제적인 삶을 그려낸 애니메이션을 분석했다. 
또한 중국 애니메이션은 초현실, 특수효과, 과장, 변형 
등 기법을 주로 사용하던 상업 애니메이션에서 탈피하
여 점차 현실주의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
에서 나타난 시각적 경험은 결국 중국 애니메이션의 새
로운 돌파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웅사소년>에서 ‘신체적 욕망’과 ‘시각적 신체’는 인물
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고 ‘욕망’과 ‘시
각’으로 형성된 신체에 대한 인식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아잰(남)은 허약한 사람-대항하는 사람-감시당하는 사
람-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잰(남)의 신체는 시각화가 이루어진다. 
아잰(남)은 스토리 속 한 배역이면서 동시에 스토리가 
연출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마지막에는 신체적 한계
를 초월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완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브룩이 주장한 ‘욕망의 서
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신체현상학의 창시자 메를로 
퐁티의 ‘신체적 상황’이라는 개념을 결합해 <웅사소년>
에서 구현된 신체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웅사소년> 
속 주인공의 신체적 욕망과 시각적 신체는 서사의 원동
력이 되며, 주인공의 신체적 욕망을 시각화하여 신체적 
상황을 통해 신체 서사를 연출하는 과정을 재현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시각을 통해 구현되는 애니메이
션에서 신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텍
스트 서사에 원동력을 더해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신체 서사의 연출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인 문화 콘텐츠의 중요한 요소로서, 향후 다양한 예술 
작품에서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Ⅱ. 욕망 서사와 신체적 상황으로 구축한 신체 
서사

1. 서사 원동력으로서의 신체적 욕망과 시각적 신체
욕망의 서사는 욕망에 대한 서사, 욕망에 의한 서사, 

욕망을 원동력으로 하는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피터 
브룩은 ‘욕망으로 구성된 서사’와 ‘욕망을 원동력으로 
전개하는 서사’에 중점으로 두고 욕망은 서사의 원동력
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피터 브룩은 인간의 신체는 
욕망을 갖고 있고, 신체적 욕망은 서사를 전개하는 원
동력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가진 신체적 욕망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신체적 본능이 
가진 성적 욕구로서, 성별과 성욕을 가진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신체적 욕망은 육체적인 욕망뿐 아니라 자신
과 타인에 대한 상상이 섞여 있다고 보았다. 둘째는 시
각적 인식에 관한 욕망으로, 신체의 ‘엿보는’ 행동은 주
로 인지적 욕구로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인식
과 이념이 이에 해당한다[9]. 엿보기라는 시각적 행동을 
통해 관찰 대상인 타인에게 주관적인 인식을 갖으며 이
를 통해 신체는 서사를 기호화하는 과정으로 포함이 된
다. 

먼저, 신체는 시각적이고 인지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시각은 인지적 특징과 함께 성적 욕구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과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원동력
을 갖는다. 하지만 피터 브룩은 인간이 가진 최초의 욕
망은 타인의 신체감각에 대한 호기심이며 특히 성적 특
징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인지적 욕구에서 비롯한 욕망은 점차 성적 욕망으로 변
한다[9]. 라캉의 거울이론 속 ‘응시’는 주체가 타인를 응
시하면서 자아를 인식하고 ‘응시하는’ 행동 역시 주체의 
욕망, 인지와 도덕, 개인적인 감정 등 다차원적인 의미
를 보여준다[10]. 이에 따라 시각적, 인지적 욕망과 성
적 욕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지
적 욕구는 성에 관한 지각에 속하기 때문에 신체적 성
별과 욕망 등 다른 속성과도 긴밀하게 융합되면서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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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의 시각으로 전환된다.
다음으로, 피터 브룩은 서사가 성(性), 성별, 성심리적 

신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프로이
트의 예술생산을 위한 원동력과 미적 감각은 신체적 욕
망, 쾌감에서 비롯되며 작가의 상상은 인간이 실현하지 
못한 애정과 욕망의 표현이라는 관점을 더욱 강조하며, 
라캉의 정신분석을 인용해 신체의 욕망은 신체와 세계
의 교류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
라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 세계 속으로 편입되고 이를 
통해 모종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7]. 현대 서사에
서는 이야기 묘사를 위해 신체를 중요한 기호로 활용하
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서 작가의 
감정과 삶의 경험을 표현하고 신체에 대한 인물의 욕망
으로 스토리를 전개한다.

2. 신체적 상황으로 구현한 연속적인 스토리와 의미
피터 브룩은 욕망 신체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신분석학 속 신체 개념에 지
나치게 의존했다. 신체를 욕망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은 
신체가 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설명하기에 적
합했지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욕망이 어떻게 이야
기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욕망 신체를 
상황화된 신체, 즉 세계와 상황 관계를 구성하는 동시
에 세계와 교류하는 신체로 한정했다. 신체를 육체화하
고 욕망을 가진 것으로 보는 측면에서 ‘애정과 욕망을 
갖는 신체’와 ‘상황화된 신체’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전서사학의 신체 개념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서사학에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인과 관
계를 활용하여 자연적 사건과 스토리를 구분하는 근거
로 삼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신체적 상황에 따
른 연속적인 삶의 경험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서사 
속 주체적 지위를 갖는 신체도 간과하였다. 신체적 욕
망과 시각적 신체가 서사를 전개하는 원동력이라고 본
다면, 신체적 상황이란 신체적 욕망에 따라 발생하는 
스토리를 순서에 맞게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체주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신체 

이론의 연구자 메를로 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신체는 물질적인 신체일 뿐만 아니라 심
신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메를로 퐁티는 신체란 
우선 생물적인 것이며 피부라는 동일한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부란 물리
적인 피부 외에도 신체와 세계 간의 교류와 융합도 포
함하는데, 즉 신체의 방식으로 세계와 상황 관계를 구
성하는 것을 가리킨다[11].

메를로 퐁티의 지각현상학 이론 속 신체와 시공간의 
관계를 인용하여 신체 욕망의 서사는 스토리와 장면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욕망을 신체적 상황으로 확장한
다. 메를로 퐁티는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 경
험에서 비롯되는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관념을 제시했
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이란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개
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보전과 연속’의 이중 
경계라는 것을 가리킨다. 스토리의 연속성은 신체가 인
지하는 연속적인 구조이자, 스토리는 ‘연속적인 신체적 
경험과 경험의 양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사 공간은 
만들어지고, 생명력을 가지며 욕망화된 공간 형태를 가
리킨다[12]. 이에 따라 인간은 반드시 신체의 방식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상황을 만든다. 메를로 퐁티는가 제시
한 신체적 상황은 신체적 욕망에 따라 발생하는 스토리
가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Ⅲ. 영화 <웅사소년> 속 신체 서사의 구현

1. 소년의 주체적 욕망과 타인에 대한 환유(metonymy)
피터 브룩이 말한 ‘열쇠구멍으로 엿보기’는 사실 바라

보는 사람과 대상 간 상황관계에 대한 것을 상징하며, 
서사의 중점이 신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야기가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유도 바로 신체 상황을 
파악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관계는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우선 욕망의 대상을 직시함으로
써 공포감과 무서운 결과를 낳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대상은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 치명적인 매력을 느낀다. 
이와 같이, 욕망의 대상이 반은 노출되고 반은 가려져 
있는 상태는 욕망의 대상인 ‘성’을 지칭하기도 하고 가
리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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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의 호기심과 인지 욕구를 자극하여 결론에 대한 관
객의 기대와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서사를 끊임없이 전
개한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인식의 대상
이자,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신체 서사가 항상 신체, 신체 전유물, 사생활
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찰, 엿보는 행위와 연관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욕망의 대상에 대한 간접적 접근
이 페티시즘 경향으로 드러나는지도 알 수 있다. 

먼저, 서사 전개 측면에서 시각적, 신체적, 인지적 갈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화 
속 인물이 다른 신체를 주시하는 행동은 바로 타인을 
통해 신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서술자의 욕망을 드러내
고, 서사 과정은 그 서술자의 욕망에 따라 전개된다. 피
터 브룩은 서술자 역시 ‘바라보는’ 행동의 주체이며, 서
술자의 관점과 바라보는 방식은 서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서사 구성에 관한 다니엘 펀데
이의 말과 같이, 서사의 스토리는 신체적 감각의 연속
성을 핵심으로 구성된다. 이로 인해 ‘바라보는’ 행동은 
영화 스토리의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라보는’ 
행동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인지 욕망이 담겨 있고, 
인물이 선택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잠재적 동기가 된
다. <웅사소년>은 시각, 욕망, 인지에 담긴 욕망의 요소
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변두리 지역의 소년이라는 주체
의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영화의 전반적인 서사가 전
개된다. 

영화 초반부에서 아잰(남)은 자전거를 탄 채 인파를 
뚫고 사자춤 행렬의 사자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빛
을 보여준다. 사자춤 팀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잰
(남)은 위풍당당하고 재능이 뛰어난 아잰(여)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 때 아잰(남)의 시선은 줄곧 아잰(여)
의 얼굴을 따라가고 다시 한 번 동경의 눈빛을 보여준
다. 여기에서 사자춤과 아잰(여)은 아잰(남)이 바라보는 
객체가 되며, 두 번 ‘바라보는’ 행동의 대상이 된다. 신
체에 대한 변화와 어리석은 애정과 욕망을 깨닫게 되면
서 아잰(남)은 사자춤을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 아
잰(여)의 말과 행동은 아잰(남)의 신체적 욕망을 자극하
고 스토리를 전개한다. 이와 같이 아잰(여)는 <웅사소
년>의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잰(여)의 아름다운 모습과 빛나는 우승자 이미지는 

아잰(남)의 친구 아묘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아묘가 
사자춤 대회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피터 
브룩은 신체에 대한 욕망은 인물을 세계와 교류하게 하
고 스토리의 전개를 이끌어낸다고 밝혔다. 영화에서 신
체에 대한 욕망과 신체에 대한 느낌을 섬세하게 묘사함
으로써 인물의 행동과 스토리의 전개를 더욱 합리적이
고 구성해 몰입도를 높이며 관객들의 신체적 감각을 자
극한다.

이후 주인공의 주체적인 시각 속 ‘바라보는’ 행동에서 
서사의 전환점이 나타난다.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 마
음 깊은 곳에 내재된 감정, 즉 대회를 위해 광저우에 가
서 오래 떨어져 지낸 부모님을 보고 싶다는 감정을 갖
게 된다. 아잰(남)은 어릴 때 부모님과 사자춤을 보러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사자춤을 관람하면서 과거 부모님
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한다. 이를 보면, 아잰
(남)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욕구의 대상은 바로 타
지에서 일하는 부모님이 된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욕망은 유형의 대상에 투영되는데, 그 예로 극중 
아잰(남)이 사자춤 공연에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연을 바라보는 행동은 어린 시절처
럼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다. 또
한, 두 아잰이 원하는 것은 물리적인 포옹뿐 아니라 어
머니의 사랑과 관심이지만, 둘은 ‘0’, ‘Da’ 등 게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모을 보여준다.

아잰(남)과 친구 아묘, 아거우는 사자춤을 배우려다 
모욕을 당한 밤, 옥상에서 사자춤 팀이 등불 아래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 희비가 교차한
다. 아잰(남)과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자춤을 배우
겠다고 다짐한다. 부모님이 그리워도 털어놓을 곳이 없
을 때 아잰(남)은 산 속의 불상을 찾아가 부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는데, 이 때 아잰(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엿볼 수 있다. 사부 감어강은 사자의 
머리와 깃발을 떠받치며 열심히 사자춤을 추고, 제자 
아잰(남)이 그 모습을 봐주길 바라고, 아잰(남)은 공간
적 거리를 두고 감어강이 사자춤을 추는 장면을 바라보
며 투지를 갖게 된다. 극중 마지막 부분, 아잰(남)이 사
자춤 대회 무대에 올랐을 때도 높은 곳에 있는 ‘경천주’
을 ‘응시’함으로써 스스로를 뛰어넘겠다는 결심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주인공 아잰(남)이 바라보는 대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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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감정, 개인사, 권력, 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다. 아잰(남)은 허구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면서도, 동
시에 서술자로서 관객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자신이 
욕망으로 갖는 대상에 바라보고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과정 자체가 서사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애니메이션 <웅사소년>은 주인공 아잰(남)의 응시 행
동을 통해 아잰(남)이 대상을 바라보는 심리 상태를 직
접적으로 표현하였고 근거리에서 뒷모습을 비추는 연
출을 통해 서사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인물의 정서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거
리감을 유지하고, ‘바라보는’ 행동 자체가 갖는 복잡함
과 신비로움을 구현하였다. 주인공 아잰(남)은 바라보
는 대상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 프라이버시, 권력, 꿈을 
확인하고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 성별, 신체, 신분, 생
각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간 
교류 속 미묘함과 소외감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영화 
예술에서 영상 속 신체는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인물이 
느끼는 장소이자, 관객이 지각하는 방식이며, 영상 속 
신체적 감각은 서사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스토리에 당
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시각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신체적 상
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서사 원동력
의 측면에서 신체를 보면, 공간은 물리적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신체의 이미지
로서, 생명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2. 주체의 자아정체성에서 나타난 신체적 상황의 
관계

왜 신체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매개체로 작용
할까? 그 이유는 욕망 신체가 사실 상황 속에 있는 신
체이며, 이는 곧 상황에 놓인 존재로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 신체 감각으로 인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타인의 신체 감각과 신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신체로써 존
재하고 서로 동일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신체를 통해 세계를 파
악하고 세계에 융합되는 기본 방식이 되며, 동시에 보
편적인 감정 반응 및 사고 행위로 볼 수 있다. 비록 신
체마다 구체적으로 놓인 상황은 다르지만 타인을 이해

할 때 ‘나’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익숙한 반
응을 통해 빠르게 그 상황에 투영된다. 이에 메를로 퐁
티는 ‘생명을 갖는 신체와 내 신체 구조는 같다…… 이
는 내 신체가 타인의 신체를 느끼는 것이며 타인의 신
체에서 스스로의 의미가 신비하게 확장되는 것을 목격
하고 세계를 대하는 익숙한 방식을 보게 된다’라고 하
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신체적 욕망과 시각적 신체가 서사를 전개하는 원동
력이라고 본다면, 신체적 상황이란 서사가 유의미하고 
순서에 맞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욕망으로 인해 서사가 전개되고 신체적 상황으로 인해 
스토리는 체계적인 순서와 의미를 갖게 된다. 신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의 서사 내용을 보면, 그 핵
심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 즉 신체의 필요와 표현
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짙은 신체적 특징을 갖게 된다. 
신체는 지속적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개인
은 일상 세계와 동떨어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 
혹은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적 존재가 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도 욕망에 대해 신체적 상
황에서 비롯되지만 그 욕망은 단순히 사물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향한다고 보았다[13].

아잰(남)의 삶 속 경험과 시공간은 신체적 상황을 구
성하고, 자아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이 된다. 주체
의 자아정체성은 서사적 스토리의 연속적인 전개를 이
끌어낸다. 신체적 욕망 서사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연속
성을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신체의 응집된 경험과 상
황을 통해 기본적인 의미를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해, 
인물의 언행과 스토리의 전개는 일상 속 신체의 논리라
는 신체적 상황의 관계, 그리고 상황 속 인물의 신체가 
가질 수도 있는 감각과 욕망 등을 담아낸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인물을 욕망으로 가득한 개인이라는 사
실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상황 속에서 관계의 매개체로 보았다. <웅사소년>은 
전반적으로 아잰(남)의 주체적 시각과 신체적 변화를 
통해 서사의 변화를 전개한다. 아잰(남)은 허약한 사람-
대항하는 사람-감시당하는 사람-자신을 초월하는 사람
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은 아잰의 신체
가 시각화되면서 나타난다. 아잰(남)은 스토리 속 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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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면서 동시에 스토리가 연출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서, 마지막에는 신체적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자아정체
성을 완성한다.

표 1. <웅사소년> 속 신체 서사 전개 과정
아잰
(남)의 
자아
인식 
단계

신체
적 

표현

신체
적 

상황

신체
적 

욕망
자아
인식

주요 
사건

풀룻 
전개 신체의 변화

허약
한 

사람

허약
함

아잰
(여)과 
만나
고 

아잼
(여)의 
말과 
행동
에 

영향
을 

받음

사랑
에 

대한 
욕망, 
마음 
속 꿈

열등
감을 
가짐

사자
춤을 
추는 
아잰(
여)와 
만남

친구들과 
사자춤 
팀을 

결성하고 
사부한테 
배우기 
시작함

대항
하는 
사람

체력 
훈련
을 

강화
함

어린 
시절 
부모
님과 
함께
한 

추억

부모
와 

만나
는 

욕망, 
신체
의 

해방

변화
하려
고 

노력
함

스승
을 

만나 
사자
춤을 
배움

다른 
사자춤 
팀과 

겨루고 
성장함

감시
당하
는 

사람

막노
동자

아픈 
아버
지

물질
적 

욕망, 
성장 
속 

신체
의 

속박
과 

제약

억압
적인 
상황

공사
장에
서 

벽돌
을 

나르
고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범

고된 
노동으로 
생활함

자신
을 

초월
하는 
사람

강력
한 

사자
춤 

선수

자신
의 

정체
성 

찾기

강해
지는 
욕망, 
자신
의 

한계 
돌파

자신
감

사자
춤 

대회
에 

참가
함

사자춤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도전함

애니메이션 <웅사소년>에서 아잰(남)의 신체는 욕망
을 상황으로 전환하는 매개체로 존재한다. 극중 도입부
에서 아잰(남)은 허약한 몸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모
님이 여성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소개가 이루어
진다. 주인공의 신체적 지각은 구현되는 주체로서 서사
의 복선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주체적 
신체는 영화의 ‘순서’가 되고 전반적인 신체적 서사를 
위한 전제가 된다. 이는 이후 주요 스토리에서 아잰(남)
이 자신의 신체 변화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장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조주의 서사학 관점에
서 보았을 때, 아잰(여)는 <웅사소년>에서 세 번 등장하
는데, 세 번 모두 아잰(남)과 조우하는 장면인 반면, 아
잰(남)이 사자춤을 배우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잰(남)과의 관계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스토리를 신체적 상황에 관한 서사로 본다면, 
아잰(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된다. 아잰(여)은 아잰(남)
이 어리석은 애정과 욕망, 자아에 대한 각성을 보다 강
조하고, 아잰(남)의 신체적 행동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세계를 보여준다. <웅사소년> 속 아잰(남)과 아잰
(여)는 총 세 번 만나는데, 세 차례의 만남은 순서에 따
라 점차 인물의 정서와 시공간 속 신체적 상황을 보여
주고 서사 논리에 따라 적합하게 연출된다.

처음에 아잰(여)이 어려움에 빠진 아잰(남)을 구할 때 
어렴풋한 본심이 살아나고 아잰(남)의 마음 속에는 사
자춤과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 
두 번째 만남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아잰(여)는 차를 
타고 가다 거리에서 택배일을 하는 아잰(남)을 마주치
고, 아잰(여)의 재등장으로 사회 하층민에 속한 소년의 
무의식에 잠재되었던 욕망이 다시금 살아난다. 마지막 
만남은 아잰(남)이 투지를 다지고 사자춤 대회의 무대
에 서서 누구도 넘은 적 없는 ‘높은 산’, 즉 ‘경천주’를 
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잰(여)은 아잰(남)을 위
해 손수 북을 치면서 아잰(남)이 꿈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극중 마지막 장면에 아잰(남)이 사회가 규정
한 신체에서 잠시 벗어나 용기내어 자신의 마음을 따르
고, 높이 뛰어올라 사자 머리를 ‘경천주’에 건 후 자신은 
물 위로 떨어진다. 이와 같이 <웅사소년>의 남녀 주인
공인 아잰(남)과 아잰(여)가 조우하는 스토리 속에서 주
체적 인물의 신체적 경험 과정과 심리적 인지가 변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이에 <웅사소년>의 제작자는 주인공
의 행동에 대해 가정 내, 혹은 사회적 차원의 해석을 직
접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의 성
별이라는 의제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서사적 수단을 바
탕으로 인물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관객들
이 직접 인물의 운명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신
체적 상황의 관점에서 아잰(여)의 필요성을 분석하자면, 
상황적 관계가 전개됨으로써 사건이 유의미한 순서를 
갖게 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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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잰(남)이 사자춤을 볼 때 자신을 도와주는 소녀인 
아잰(여)를 만나게 되고, 아잰(여)으로부터 격려를 받으
며 아잰(여)의 얼굴을 응시할 때 느끼는 미묘한 정서는 
아잰(남)이 자아정체성을 발전시키는 첫 단계로, 사자
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그 후 아잰(남)은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두 친구와 함께 사부를 찾
아 가르침을 청하고 사부(감어강)의 사자춤 동작과 라
이벌의 사자춤 공연을 보고 고된 훈련을 통해 연약하고 
괴롭힘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후에
는 아잰(남)이 꿈에 그리던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왔
지만 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를 보고 아잰(남)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짐을 
꾸려 대도시로 떠난다. 아잰(남)이 다시 불상 앞에 서서 
부처의 얼굴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
들일 때, 현실을 인지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하지만 이후 감독은 아잰(남)을 화려하고 번화
한 도시 시공간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신체
와 천천히 떠오르는 일출을 보여주며 소년의 지친 그림
자를 보여주었다. 이는 권력 사회에 의해 감시를 받는 
노동자의 진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부 감어강이 
마음처럼 따르지 않는 중년의 몸을 이끌고 젊고 건장한 
청년으로 구성된 사자춤 팀과 사자춤 대결을 펼치는 것
을 보고 아잰(남)은 돈을 벌기 위해 상하이에 가려던 것
을 포기하고 스승 대신 무대에 서서 험난한 과정 끝에 
결승에 진출한다. 이 때 아잰(남)은 멀리 있는 ‘경천주’
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한 마리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때 주인공 아잰(남)은 스스로를 
뛰어넘고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아잰(남)은 ‘성냥’, ‘병든 고양이’, ‘진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차가운 현대 
도시는 현실적 배경으로서 ‘타인’이 되며, 주인공 아잰
(남)에게 핵심적인 삶의 고단함과 성장통을 안겨준다. 
가정의 붕괴를 겪고 일을 하기 위해 광저우에 온 아잰
(남)은 온갖 잡일을 하면서 침대 서랍장에서 쪽잠을 자
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자춤에 대한 열정은 결
코 버리지 않는다. 원래 하옇고 볼품없이 말랐던 아잰
(남)은 피부도 어두워지고 건장해지며 심지어는 타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처음으로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라며 직접적으로 대항한다. 자신과 타인 사이의 선택과 

갈등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며, 심지어
는 스스로에서 낯선 타인으로 변화하거나 타인으로 가
득한 세계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신분을 구
축해간다. 주인공 아잰(남)은 아잰(여)의 모습에서 보이
는 스스로를 통해 후자를 선택하고 성장을 겪는다. 그
리고 결국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자춤 속 경천주를 
뛰어넘으면서 자신의 기반을 굳힌다. 

사람은 생명과 신체를 갖고 세상에 존재하며 허구적
으로 가능한 세계 역시 신체라는 기본적 특징을 따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웅사소년>에서 신체는 존재의 관계를 반영하고 동시
에 서사의 대상이자 원동력이 된다. 서사는 신체적
(embodied) 인물 행동을 통해 전개되고 서사의 신체
성으로 인해 서사에는 현실 세계의 특징 모방이라는 핵
심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고 작가, 텍스트, 독자를 연결
해준다. 신체가 갖는 동태성, 관계성, 상황성이라는 특
징으로 인해 보편적인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신체서사학은 고전서사학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
며, 텍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문화적 의미에 집
중된다. 이 역시 신체서사학이 점차 서사학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신체서사학
은 문학이란 경험 세계를 재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에, 상황과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입각해 줄거리의 전
개, 텍스트 의미의 형성, 신체적 상황과 신체적 경험을 
구축함으로써 달성되는 심미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Ⅳ. 결 론

욕망의 서사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언어의 법칙을 준수하고 상징적인 질서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욕망의 구조이지만 주체가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을 가
리킨다. 예를 들어, 사물에 대한 욕망, 어머니에 대한 욕
망이 주체가 살아가는 내적 원동력이라면 욕망에 대한 
환유는 주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비롭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웅사소년>을 
분석해 신체 서사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연속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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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 그리고 신체의 응집된 경험과 상황을 통해 
기본적인 의미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웅
사소년> 속 서사를 구성하는 원동력으로서 주인공의 신
체적 욕망과 시각적 신체를 서술하고 신체적 상황이 신
체 서사의 연출을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영화 
속 주체로서 존재하는 신체의 핵심적 지위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신체의 주체적 신분을 확립하고 주체론적 관
점으로 신체를 바라보는 오늘날 신체 서사를 복원하였
다. 따라서, 인물은 기호 체계 속에 어떤 기능을 담당하
는 역할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 속에 놓인 
신체로서, 그/그녀는 신체와 언행을 통해 자신의 선택
을 보여주고 스토리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신체를 
통해 인물이 살아가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심
리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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