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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심과 주변은 한 공간에 나란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중심에 더 주목한다. 중심이 기준점으로서 기능하기에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 없이 그 중심을 지속

해서 바라본다. 본인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일상에서 종종 발

견해왔으며 의문을 느껴왔다. 그리하여 그 의문을 해소하고자 작

업에 주변을 등장시키게 되었다. 주변을 작업에 드러냄으로써 중

심과 주변의 고정된 역학 관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

었다.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이라는 믿음 아래, 일상에서 쉽게 포

착될 수 있는 주변부 존재들 및 주변적 성격을 다뤄왔다. 그들은

정체성, 장소, 언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졌으며 그들이 작

업에서 효과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각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방

법을 적용하였다. 주변적 정체성을 작업에 소환할 때에는 도치(倒

置) 혹은 자기고백의 방식을 이용하여 주변부 정체성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였다. 쓸모없는 장소와 이미지의 경우, 그것들에 새로운

기능과 예술적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장소에 다시

찾아오게끔 혹은 그 이미지를 다시 바라보게끔 시도하였다. 마지

막으로 언어가 중심 체계로서 지닌 결함을 지적할 때에는 최대한

가볍고 즉흥적인 자세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작업에 임했다.

주제에 따른 다양한 방법은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와 같은 매체

들을 통해 실현되었다. 삶의 경계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들, 특히 인물들을 작업으로 이야기할 때 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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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이용해 인물들을 소재화하고 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시

키기 쉽다. 심지어 위치가 전락된 그들은 작품이라는 이름하에 박

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자 본인은 주변부 존재

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잠시나마 같이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

체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작업을 진행할수록 본인은 주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주변부 존재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지가 되어야만 대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의미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들을 단순히 드러내는 용도

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더 예민한 태도와 작가적 영민함을

갖추어야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비록 미약하지만 중심에 가려져있

던 주변을 드러내려는 본인의 예술적 시도들이 사람들에게 인지의

기회를 더 나아가 중심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주요어 : 일상, 중심, 주변, 주변적 정체성, 언어 체계, 쓸모없는 장소 

혹은 이미지, 

학  번 : 2014-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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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 중심의 둘레를 ‘주변’이라 부른다. 이 정의를 사회적 맥락에서

본다면, '중심'은 규범과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꾸려진 영역이다. 이

영역의 이름은 주류, 정상, 평균과 같이 소위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상(理想)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로 변주될 수 있다. 절대다수에 의해

취득되어진 중심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여 주변에 있는 존재들에게

영향을 준다. 엄연히 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주변부의 존재들을

미약하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심각한 경우,

주변부의 비가시화는 실질적인 차별을 야기한다. 다수의 암묵적인

지지로 조성된 이상적인 중심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지기가 어렵다.

중심과 주변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한다면, 중심 세계에

몸담고 사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를 중심 세계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청소년 시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본인이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경험이 스스로를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위치시켰다. 그 자리에서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중심보다 시야 밖으로 밀려난 주변부 존재들이 포착되었다.

중심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본인은 더더욱 주변을

맴돌았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을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중심이 절대 가지지 못할, 미약하지만 꿈틀대는 새로운 힘이

주변부들이 지닌 가치라고 생각했으며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길 원했다. 이러한 주변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창작의

원동력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작동되어 왔다.

주변부 존재들 및 주변적 성격은 일상 도처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주변부 정체성인데 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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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섹스/ 섹슈얼리티의 측면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졌다.

둘째는 쓸모없는 장소 혹은 이미지, 셋째는 언어 체계의 한계를 통해

드러나는 주변적 성격이었다. 본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보편적인 영역까지, 각 영역에서

지배적인 중심의 권위를 걷어내고 보이지 않았던 주변부 존재들이

드러나게끔 작업하였다. 그렇게 공론화된 주변에 대해 사람들과

재고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주변을 올바르게 그려내고 사람들이 그들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은 퍼포먼스, 영상, 설치와 같은 비물질적 매체를 주로

사용하였다. 잠깐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매체들은 작가로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위에 기대지 않고 주변을 선보이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신체를 이용한 연기와 수행은 주변적 성격을 몸으로

수용하여 주변부 존재들을 입체적으로 불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주변이란 무엇인지 영역별로 소개하고

그 주변을 어떻게 작업으로 표현해왔으며 작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었는지 정리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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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유동성으로 인하여 확산하는 정체성 

본인은 신체가 일종의 그릇으로서 여러 정체성을 담아낸다고 생각해왔

다. 시스젠더1) 호모섹슈얼 남성(Cisgender homosexual male), 모태 신앙

가톨릭 신자, 토종 한국인, 가부장 사회 안에서의 아들 혹은 형, 교육 제

도 내의 학생 혹은 제자 등 본인의 신체에는 수많은 정체성들이 담겨있

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적이고 고정되어 있기보다 구성주의자

(Constructionist)들의 주장처럼 유동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조건과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필요

한 문화적 모델들은 개인이 점유한 정체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불변할 것 같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다.2) 정체성의 유연함이 극대화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정체

성을 뗐다 붙였다 취사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도 생

각하는 바이다. 정체성에 대한 본인의 유연한 관점은 이미 성(性)의 세계

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3)와 같이 개념

화된 언어로 설명된다.

1) 트랜스젠더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용어로 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위키백과, “시스젠더”,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8B%9C%EC%8A%A4%EC%A0%A0%

EB%8D%94&oldid=17872204, (2016. 11. 10)

2) 애너매리 야고스, 「퀴어이론 입문」박이은실 역(서울: 여이연, 2012), 19.

3) 남성과 여성 등 비롯한 다양한 젠더 사이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오가는 젠더

정체성을 지칭하는 용어

위키백과, “젠더플루이드”,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A0%A0%EB%8D%94%ED%94%8C%E

B%A3%A8%EC%9D%B4%EB%93%9C&oldid=16858526, (2016.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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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정체성, 가령 남성과 여성, 민족과

인종, 가족 안에서의 역할은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견고해 보이는 성질마저도 오늘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트랜스

남성(남성으로 성전환한 여성) 토마스 비티(Tomas Beatie)의 몸에 아직

여성 생식기가 남아있어 외형은 남성이지만 임신이 가능했던 사례4), 출

생 국가가 아닌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 결혼제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바뀌는 사례 등은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영원불

변해 보이는 정체성이 손쉽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이다.

유동적인 정체성에 대한 시각은 한 개인의 정체화 과정(Identification),

즉 수많은 이름들 중 개인에게 꼭 맞는 이름을 선택하고 체화하는 그 과

정이 ‘구분’보다는 ‘확산’을 목표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물론 성정체성을 고민했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본인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고자 수많은 후보들을 수렴, 검증, 삭제하면서 결국

‘시스젠더 호모섹슈얼 남성’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로 구성주의자에게도 정체성이란 “… 구분을 위한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산물”이다.5) 그러나 한 개인이 무수한 정체성들을 자유롭게 표

류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해보기 위해선 정체화 과정이 확산을 지

향해야 된다고 믿는다. 구분을 염두에 둔 정체화는 당장의 존재론적 불

안감을 종식시켜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붙여진 이름은 꼬리표로 작동

하여 한 개인이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이 꾸준히 변형되면서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정체화 과정을 열린 형태로 진행해야할 것이다.

4) [Why]트랜스젠더男의 임신… 어디까지 가능한가, <조선일보>, 2008.04.11. 14:4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1/2008041100846.html,

(2016. 11. 8)

5) 애너매리 야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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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안에서 발견되는 주변적 정체성

유연성과 확산,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본인은 주변적 정체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 관심은 언제나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의 영역에서

출발하였다. 흔히 섹스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성별, 젠더는 출생 이후 문화적 혹은 사회적 양식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특질, 섹슈얼리티는 성적 실행이 발생되는 근원적 욕망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근래에 이 세 개념은 모두 사회적 구성물 혹은 제도

담론의 결과이기 때문에 칼같이 구별될 수 없다고 여겨지며 개념 간

불투명한 경계는 구별을 의도하는 전통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진다.6)

이렇듯 젠더/섹스/섹슈얼리티는 경계가 모호하며 그 모호함으로 인해

무한한 조합 및 변형이 성(性)의 세계에서는 가능해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는 특히 보수적인 사회에서 규정되고 심지어

고정된다.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구성된 이성애 규범성(Hetero

normativity)7)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섹스/젠더는 거듭해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만 구분되어 제 3의

성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 그 섹스/젠더/섹슈얼리티에는

고정된 행동양식 혹은 역할을 야기하는 상투적인 이미지가 달라붙는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데도 이들은 사회에서

만능열쇠처럼 통용되고 쉽사리 의심되지 않는다.

본인은 사회 내 만연한 성 관념에 저항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관념에

포섭될 수 없는 주변적 정체성을 작업으로 소개할 책임감을 느껴왔다.

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역(파주: 문학동

네, 2008), 95-97.

7) 이성애적 관계를 규범으로 보고 다른 모든 형태의 성 행위를 이 규범에서 벗어난 일

탈로 보는 경향을 말하는 용어이다. 이성애적 정상성, 이성애 중심주의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이성애 규범성”,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D%B4%EC%84%B1%EC%95%A0_%E

A%B7%9C%EB%B2%94%EC%84%B1&oldid=15952523,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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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들은 미술계 내에서 페미니스트와 퀴어(Queer)8)들의 실천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꾸준히 등장해왔으며 그 빈번한 등장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클리셰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은 정체성 특성상 언제든

쉽게 잊힐 위험을 안고 있기에 본인은 주변부 존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존재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본인의 퀴어함(Queerness)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텍스트 작업 혹은 고착화된 섹스/젠더/섹슈얼리티 역할과 이미지를

체화하는 퍼포먼스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을 통해

관객들이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길

기대하였다.

8) 퀴어는 현재 성소수자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퀴어는 단순히

동성애적 욕망을 초역사적으로 설명하고 구성하는 일련의 용어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

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보편적인 개념이든 그것을 문제 삼는 구성주의의 결

과’이기도 하다. 퀴어의 비특정적 특성은 해방적으로 이어지며 퀴어함은 이성애적 혹

은 동성애적 정상성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물론 전통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정체성 이

론에 대한 거부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애너매리 야고스, 121.

위키백과, “Queer”,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Queer&oldid=755922780,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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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주일 엄마>

퍼포먼스 기반 투채널 영상, 약 30분, 2014

여성에게 부과되는 전형적인 역할과 이미지를 채득하는 과정을 담은

<일주일 엄마(Being a Mom for One Week)>의 작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본인이 살았던 서울 봉천동 자취방으로 이사 왔었다. 조그만 방에서

동생과 일 년 남짓 같이 살면서 본인은 가끔씩 동생에게 형 역할이 아닌

엄마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따금 받곤 했다. 예를

들어 밥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 청소하기, 장보기, 심지어

잔소리까지, 어머니가 무릇 자식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본인이 고스란히

동생에게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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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형인지 엄마인지 혼란스러워하던 때, 문득 엄마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 어떨지 의문이 들었다. 먼 미래에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딸이 아닌 아버지가 되어야만 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즉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과 정반대인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였다. 도치된 상황이 일으키는 힘을

알아보고자 본인은 딱 일주일동안 본격적으로 '엄마'가 되어보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어머니상이 있지만 본인은 본인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1960년대 태생의, 대학교 졸업 이후 육아를 위해 공부를

포기하고 주부로서 가정을 꾸려온,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낸 이후에는

취미 활동 및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적적함을 달래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어머니의 삶을 세세히 알고자 일주일동안 고향집에서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겼다. 이후, 수행하기 쉽도록 여가

활동, 종교 활동, 청소, 장보기 등 총 10개 항목으로 어머니의 일주일을

정리하였다. 갈래화한 것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 형태까지 모방하기 위해

남편 역할을 해줄 친구를 섭외하였다.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였을 때를 기점으로, 학생으로서, 형으로서, 아들로서, 미혼자로서

본인의 삶과 완전히 다른 어머니의 삶을 일주일간 연기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따라 하기에는 경제적

한계가 있었을 뿐더러 그저 모방하기 바쁜 것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어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 및 자원을 응용하는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유료 하모니카 강습 대신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를 들었고

자가용 대신 스쿠터를 이용하였다.

틈틈이 종교 활동과 여가 활동이 있어 일상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오산이었다. 한가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의 일주일은 본인의

평소 활동 시간대와 달리 남편의 출근을 도와야만 하는

아침형(型)이라서 소화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자녀들을 모두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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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어머니의 상황과는 달리 본인은 학생인 아들/동생을 둔 상황이어서

더 고단했다.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머니의 엄청난

스케줄 소화 능력에 경이를 느꼈다.

<일주일 엄마>는 개인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

‘엄마/어머니’라는 신분 혹은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작업을 통해 비로소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도 가장 주변적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의 모습을 찾기란 매우 힘들었다. 간간이 있는 여가 활동마저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한 다음에 그나마 취득된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페미니즘 내에서 가족은 “‘애정적 보살핌’의 기능을 특정 장소(가정),

특정한 애정적 유대(사랑)와 연결된 특정 사람들(핵가족 내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집단에 배치시킨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구성체”로 묘사된다.9) 그리고 그 구조 아래 피할 수 없는 억압,

물리적인 억압은 물론 심리적인 억압까지 발생하는데 여성은 언제나 그

억압으로부터 취약한 위치에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유교 문화와

가부장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이 억압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 내 많은 아내/엄마의 삶이 경제적 서열이

높은 남편에 의해 재단되고 그로인해 경제적인 혹은 심리적인 억압을

받는다. 작업을 통해 본인의 가정 역시 이러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9) 배리 소온, 매릴린 얄롬,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5인 역(파주: 한

울, 199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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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작업을 통해 한국 가족 내 어머니들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었

지만, 동시에 작업으로서의 한계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

이 남는다. 첫 째로, 모델로 삼았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연기한

본인은 ‘가족 구조 내 주변적인 여성의 위치’를 포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고통 없이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중산층 여성과 그녀의 아들은 주변보다는 오히려 중

심에 위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머

니와 본인의 지위는 남성 배우자 혹은 아버지에게 의존함으로써 취득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가부장가족 내 경제적으로 수동적인 여성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연기하는 본인은 작업에서 주변부 정체성이 논의될

수 있는 작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작업을 위해 어머니의 삶을 재료화한 것에 대해

본인은 작가로서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 존중받아야할 어머니의 사생활

은 여과 없이 촬영되었고 그 영상은 결국 공적인 자리에 전시되고 소비

되었다. 앞으로는 보통의 어머니들의 다양한 모습을 소재화하지 않으면

서 작업에 담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이번 작업을 통

해 느꼈다. 더 나아가 가족 내 여성 억압을 막기 위한 힘, 즉 가족이란

이데올로기 혹은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힘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작

업을 치밀하게 구성해야한다는 것 또한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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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Men I Have Ever Met 2008-2016>

네 가지 색지에 텍스트 양면 인쇄, 126x178.2(cm), 2015-현재

여성의 주변적 위치를 생물학적 남성이 엄마가 되어보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면, <내가 이제껏 만났던 남자들 2008-2016(Men I

Have Ever Met 2008-2016)>에서는 본인이 정체화한 주변적 성정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게 되었다. 이 작업은 2008년 성인이 되고 게이

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2016년까지, 약 9년 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났던 상대들과의 첫 만남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텍스트

작업이었다. 2009년 말경부터 한국에 스마트 폰이 보급되고 게이 데이팅

앱(Gay Dating App)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게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판이하게 바꾸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스마트 폰과 데이팅 앱이 비단

성소수자들의 만남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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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에게 더 강렬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온라인 카페나 웹

사이트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탐색전은 가졌던 혹은 종로와

이태원 같이 성소수자들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가야만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언제 어디서든 앱에만 로그인하면 주위 몇 km 내에

누가 있는지 단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령 같던 존재들이

물리적으로 포착 가능해진 것이다. 성소수자로서 대체로 음지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던 본인의 관계 맺기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보여주고자 본인의 경험을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과 ‘전시’로써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었다.

각 종이는 본인이 만났던 각각의 남자들을 대변하며 종이는 총 네 가지

색으로 구분되었다. 종이의 색은 상대와 처음 접촉할 때 쓰였던 매체를

상징하였는데, 흰색은 소개팅 혹은 현장 만남과 같은 오프라인 만남을

뜻했으며, 노란색은 앱 시장에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현재까지 많은

게이들이 이용하는 '그라인더(Grindr)', 빨간색은 또 다른 유명 게이

데이팅 앱 ‘잭디/잭드(Jack'd)’, 파란색은 ‘트위터(Twitter)’를 상징했다.

그라인더와 잭디/잭드는 게이 전용 데이팅 앱으로서 게이 사용자가

당연히 압도적이지만, 트위터는 게이 전용 소셜 미디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이 잘 보장되기 때문에 게이 사용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작업을 텍스트로 제작했던 이유는 게이들의 만남을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로 풀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이들의 만남은

문란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시각적인 작업보다 행간의

의미를 음미해야하는 서정적인 텍스트 작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종이의 앞면에는 상대방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글을, 종이의 뒷면에는 상대에게 전하는 본인의 솔직한 편지를

담았다. 반강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게 된 대상들과 그들과 공유한

기억을 소재화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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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Men I Have Ever Met 2008-2016> 세부

상대에게 전하는 편지로 인해 물리적 작업은 매개체의 역할로 기능했을

뿐 ‘편지의 수신자와 본인이 교류하는 과정’이 오히려 이 작업에서

중심적이었다. 이 작업이 전시의 형태로 선보여졌을 때, (1) 본인은

작업에서 언급한 상대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2) 편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상대들은 전시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몇 번의 글이

자신의 사연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했으며, (3) 확인한 번호를 본인에게

알려야했다. 상대들은 번호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지와 전시장 사이

거릿값(km)을 교환의 조건으로 본인에게 전달해야했다. (4) 만약 상대가

올바른 번호를 찾고 거릿값을 알려줬을 경우, 편지는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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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전달되었다. (5) 편지 전달 이후에는 상대가 전시장에 왔다 간

증거로 종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초록색 원형 스티커가 붙여지고 종이

하단에는 전달받은 거릿값이 기재된다. 마치 그리드 형태로 디자인된

게이 데이팅 앱에 이용자가 로그인한 것처럼 보이게끔 의도한 시각적

장치들이었다.

(참고자료 1) 잭디/잭드( Jack’d)의 그리드 구성, 거릿값(km), 로그인 알림 초록색 원

(참고자료 2) Tracy Emin, <Everyone I Have Ever Slept With 1963-1995>, 1995

자기고백이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기대하며 이 작업을 제작했기에

본인은 이 작업의 제목에서도 그 힘이 느껴지길 원했다. 그리하여

YBA(Young British Artists) 그룹 대표작가 트레이시 에민(Tracy

Emin)의 작품 제목을 빌리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 <Everyone I Have

Ever Slept With 1963-1995>은 작가가 태어난 년도부터 작품을 제작한

년도까지 침대에서 함께 잤던 모든 '생물학적 남성'들, 남자 아기부터

성인 남자까지 모두를 포함하며 그들의 이름은 텐트에 수놓아졌다.

그러나 본인 작업의 경우, 한두 명의 바이섹슈얼 남성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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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호모섹슈얼 성인 남자’로 한정되었으며 그 남성들의 이름은

호명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개인의 비밀스런 퀴어 서사를 작품과

전시라는 공적인 성격을 빌어 소개해봤자 트레이시 에민처럼 자유롭게

표출될 수 없었고 그로인해 작업의 힘은 여전히 부족했다. 그리하여

‘권위 있는 여성 작가’의 대표작 제목을 퀴어 서사에 맞게 살짝 변형하고

그 이름을 작업에 직접적으로 붙여 힘을 생산해보고자 했다.

헤테로섹슈얼 여성인 작가와 그녀의 작업에 등장하는 남성들에 비해,

본인을 비롯한 작업 속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약했으며 이런 연약함이

직접적인 차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겠다고 추측했다.

아무리 세상이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일상에서도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성소수자들이 이제껏 관계 맺어온 통로가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의 인스턴트식

만남의 행태 역시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작업에서 다뤘던

데이팅 앱들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며 이 작업을 최대한

오랫동안 제작하려한다. 실로 이 작업을 제작하고 불과 몇 달 후, 본인은

‘틴더(Tinder)’ 혹은 ‘나인몬스터(9 Monster)’ 등 새로운 데이팅 앱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데이팅 앱들의 흥망성쇠는 데이팅 앱의 등장 전후 상황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성소수자의 변화된 관계 맺기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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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에서 발견되는 주변적 정체성

젠더/섹스/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출발한 주변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였다. 일찍이 본인은 학부 시절에 ‘삐끼’처럼

분장하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다. <삐끼 프로젝트(ppikki

project)>는 자신이 속한 나이트클럽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삐끼의 모습이 마치 미술계 내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애쓰는 신진작가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착상으로부터 제작된

퍼포먼스 작업이었다. 사회적으로 과소평가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시작된 사회의 주변적 존재들에 대한 관심은 대학원 재학 시절 해외에

이방인으로 지내면서 증폭되었다.

(참고자료 3) <삐끼 프로젝트-보디가드>, 멀티채널, 12분 27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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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처럼 삐끼와 이방인은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삶의 표면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줄곧 느껴왔다. 중심은 애당초

아니었으며 심지어 경계에마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존재하는 이들은 험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혹은

애초에 없었던 존재 가치를 찾고자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본인에게 동질감을 더 나아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작업을 제작해야한다는 사명감을 항상

불러일으켰다. 경계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잣대들,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태도 혹은

육체노동자를 폄하하는 시선으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인은 결코 남의 이야기일 수 없는 사회적 주변부들의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작업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그림3) <Fringe-스웨덴 버전>,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퍼포먼스, 약 20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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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위치한 이방인으로서 유동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작업 <프린지(Fringe)-스웨덴 버전>는 2015년 하반기 미국과 스웨덴에

총 7개월간 머물 때 제작되었다. 국제적인 경험을 하고자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이 여행의 시작이었다. 익숙한

보금자리로부터 벗어나 국경을 건너면서 본인은 하루아침에 이방인이

되었고, 특히 아시안 거주 비율이 낮은 스웨덴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외계인이 된 것 같은 삶을 살았다. 짧지만 긴 해외에서의 생활을

통해 본인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하지만 소수자로서 일시적으로 유목하는 그 당시의 삶은

본인이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심이 아닌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가장자리에 머무르며 본인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던 그때, 평소와는 다른 관점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정체성이란 충분히 변형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7개월간 해외

생활을 통해 본인의 생물학적 특징이자 그릇인 ‘아시안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원불변해 보이는 이 그릇마저도

어떤 상황과 그 영향 그로인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두리에 위치한 그 당시 상태 그리고 정체성의 유연함을 모두

표현하고자 본인은 'Fringe'라는 다의어가 가진 두 가지 사전적 의미들,

술 장식과 주변부 모두 작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퍼포먼스에 앞서

본인은 그 당시 즐겨 입던 재킷에 주변부(fringe) 정체성을 대변해줄 수

있는 술 장식(fringe)을 달았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선보일 공간을

하나의 국가(國家)로 상정하여, 갤러리 입구에는 그 갤러리가 위치한

나라의 국기(國旗)를, 출구에는 다음 행선지의 국기를 조그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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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해서 붙였다. 더불어 국가(國歌) 역시 퍼포먼스에 사용하기 위해

본인의 움직임에 어울리게끔 느리게 편집하여 준비하였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할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없듯이, 리허설 없이

진행된 이 퍼포먼스는 어느 나라에 입국하듯이 갤러리에 입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몸을 갤러리의 가장자리인 벽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국가(國歌) 소리에 맞춰 벽을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재킷의 술 장식이

구겨지고 찢기게 하였다. 디스플레이 된 작품들을 피해 갤러리의 모든

벽을 모두 훑으면, 흠집 하나 없이 빳빳했던 옷은 본인의 행위를 통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크게 변형되었고 갤러리 곳곳에 옷에서 떨어져나간

술 조각들이 남겨지게 되었다. 계속되는 여행을 통해 변형된 정체성이

또다시 바뀔 것을 암시하면서 갤러리를 퇴장하였다.

(그림4) <Fringe-한국 버전>,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드래그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 약 18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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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근거지인 한국에 돌아온 본인은 더

이상 이방인의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다.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돌

아온 상황에서 이 작업을 한국에서 어떻게 선보이는 것이 올바를지 많은

고민이 되었다. 고민의 결과, 본인이 해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현재 한

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 작업을 대신 시연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연기자를 물색하였고 브라질 출신

친구 닉스(Nix)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공부를 위해 3년 전에 한국에 왔

으며 평소 드래그(Drag)10) 분장을 하는 취미가 있었다. 과도한 화장을

하여 최대한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전형적인 드래그 퀸(Drag

Queen)과는 달리 닉스는 종이를 이용하여 기괴한 분장을 주로 해왔었다.

우리는 종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백인 중심주의를 부정적으

로 바라본다는 공통점들을 찾게 되었고 이에 협업하게 되었다. 각자의

작업이 서로에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는 드래그 분장을 한 상태로 퍼

포먼스 <프린지(Fringe)-한국 버전>을 시연해주었다.

10) 자신의 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의 옷을 입는 복장 전환자,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를 말한다. 드래그에는 여장 남성인 드래그 퀸과 남장 여성인 드래그 킹이

있지만, 그냥 드래그라고 칭할 때는 주로 드래그 퀸을 의미한다. 드래그는 헤테로섹

슈얼인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호모섹슈얼인 것은 아니다.

주디스 버틀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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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쓸모없는 장소 혹은 이미지

지구의 수많은 장소 중에서도 본인은 쓸모가 없어 버려진 장소들에

유독 눈길이 가곤 했다. 이들이 폐허로 남겨진 가장 큰 이유는 중심과는

다르게 주변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깔끔하게 치워진 공간보다 특별한 기능 없이 텅 빈 공간 혹은

어질러진 외형만을 지니는 폐허에 더 애정을 가졌고 이곳에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고픈 욕구를 느껴왔다.

(참고자료 4) <2nd Floor Project>,

188x192x500(cm), 팔레트, 사다리, 2011-2012 (좌)

(참고자료 5) <Amplipoint>, 가변크기, 고무줄, 사운드 장비, 2012 (우)

쓸모없는 장소에 대한 관심은 학부 시절부터 있었으며 <이층

프로젝트(2nd Floor Project)>와 <앰플리포인트(Amplipoint)>가 그

예이다. <2nd Floor Project>는 무용하게 남겨진 실기실의 윗 공간을

학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이 담긴 작업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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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point>는 철거 예정 중인 교내 노천극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제작한 사운드 설치 작업이었다. 작업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그 외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 보이기보단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마치 빈 캔버스처럼 다가왔었다. 이전 모습과는 정반대로 특정한

기능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활기 넘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하며 그렇게 변모시키고자 노력했다.

석사 시절에는 버려진 옥상에 매료되었고 그 장소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고자 동기와 함께 전시를 구상하였다. <Settle–Light on the

Rooftop> 전시는 약 2년간 거주했던 6평 남짓한 봉천동 자취방에서

이루어진 영상 설치 작업이었다. 본인의 집은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선

지역에 위치했고 창문을 열면 맞은편 주택 옥상이 약 2m 떨어진 곳에

펼쳐졌다. 애당초 출입 통로가 없어 관리를 받지 못하고 심하게 훼손된

그 장소는 본인에게 텅 빈 무대처럼 다가왔다. 널브러진 콘크리트

파편들은 무대디자인 요소로서 과거에 그 장소에서 연극이 상영되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옥상을 어떻게 무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 사람이 실제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 공간을 대여받을 수 있게끔 수십장의

사용계획서와 옥상 건물의 1/100 축척 건축 모형을 준비하고 옥상

주인아저씨를 찾아뵈었다. 첫 방문에 아저씨께서는 본인의 계획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이 실현 불가능한지를 건축 시공

유경험자로서 알려주셨다.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완곡하게 거절했던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본인은 그 옥상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아저씨를 찾아뵈었지만 결국은 사용 허가를 받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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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ettle-Light on the Rooftop>, 영상 설치, 가변크기, 2014-2015 (위)

(그림 5-1) <Astro-Ballerino>, 홀로그램 영상, 6분, 2015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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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저씨의 거절로 인해 본인은 오히려 옥상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가깝지만 더더욱 닿기 힘든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옥상이 달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옥상의

부식된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달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그리하여

달을 연상시킬 수 있게끔 옥상에 비물질적인 재료인 빛을 원형으로

쏘았고, 그 원 안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 같은 환영을 볼 수 있도록

홀로그램의 원리를 이용한 영상 설치물을 방 안에 제작하였다.

영상설치물을 통해 관람할 수 있었던 홀로그램 영상

<아스트로-발레리노(Astro-ballerino)>는 남자 무용수(Ballerino)가 달

위에서 우주인(Astronaut)처럼 발레를 하는 영상이었다. 지구에 비해

중력이 1/6로 약해 용수철처럼 튀어 다닐 수밖에 없는 달에서의

움직임이 흥미로웠다. 자연환경에 따른 특수한 움직임이 발레 혹은

현대무용처럼 중력을 거스르고자 하는 춤사위와 흡사해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무용수의 다양한 움직임을 촬영하고 편집한 이 영상에서

두 가지 움직임을 일치시켜보고자 하였다. 영상은 한두 명이 달

표면에서 뛰어다니는 것으로 시작되다가 뒤로 갈수록 사람의 수가

많아져 달이 포화상태가 되고 그들이 점점 흩어지면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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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ound Movements>

싱글 채널 영상, 10분 33초, 2015-현재

이미지에 대한 관심 역시 쓸모없는 장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이미지에 눈이 갔던 적도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 한편에 오래도록 남는 이미지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따분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비록 아름답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기대치 못한 이미지로부터 예술적인 자극을 받곤 했다.

일상에서 왠지 모르게 작품처럼 다가온 다양한 이미지와 움직임들을

2012년부터 핸드폰으로 꾸준히 수집했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발견된

움직임들(Found Movements)>를 제작하였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한 움직임들로부터 왜 작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느꼈는지 각각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사실 지금도 어렵다. 오브제들이

마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모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움직임의 수집양이 많아지면서 분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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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들은 대체로 생물체들의 움직임(개불, 새, 전복), 기계들의

움직임(환풍구, 시계, 관람차, 피자 오븐), 바람으로 인한

움직임(나뭇가지, 물결, 천막), 빛의 움직임(그림자, 네온사인, 가로등),

사람의 능숙한 움직임(손을 쓰지 않고 머리에 쟁반을 얹고 걸어가는

혹은 호떡을 기계처럼 빠르게 만들어 내는 기술) 등으로 나뉘어졌다.

다만 수집을 하면 할수록 주변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증폭하였지만,

주관적인 기준을 통한 수집 및 설명 불가한 상태는 오히려 작가로서

스스로의 위치와 관점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을 뿐이었다. 대체로 제도

내에서 형성되었을 본인의 예술관이 독창적이기보단 교육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파적이고 허술할 가능성이 있던 것이었다.

예술관과 예술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본인은 편집이라는 작위적인

행위 대신 수집한 움직임들의 고유한 모습을 객관적이고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마르셸 뒤샹(Marcel Duchamp, 1889-1969)이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와 레디메이드(Ready–made)를 통해 1900년대 초에 만연해있던

전통적 예술관을 격파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본인 역시 예술관에 대한

꾸준한 의심과 일상이 가지는 힘에 대한 믿음을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이미지와 움직임을 꾸준하게

수집하며 작가로서 스스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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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으로서의 언어 체계로부터 주변적 성격 찾기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규범을, 그 복합체인 제도를 형성하였다. 이 체계는 우리의 삶 주변에

흩어져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작동된다. 여러 체계 중 하나로 언어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생존 혹은 실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그러므로 언어는 우리에게 그 어떤 체계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언어의 필수불가결한 성격은 물론 여러 촘촘한 규칙과 논리로 구성된 그

견고한 틀은 언어가 하나의 중심 체계로서 무결해 보이게끔 한다.

그러나 본인은 언어가 오히려 하나의 체계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내 존재하는 언어들 간 호환을

매끄럽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의어(多義語) 혹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언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로부터 언어의 한계를 느끼곤 했다. 그리하여 본인은 작업으로써

획일화된 성(性)관념으로부터 탈피하려 했듯이, 사람들에게 언어에 대해

고찰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언어 관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심으로서의 언어 체계의 결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 체계가 지닐 수

있는 주변적인 성격을 발견하고자 최대한 가벼운 자세로 언어유희 혹은

관객들과의 즉흥적인 개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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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심(水深/愁心)>,

투명 PVC, 물, 모터, 채집된 한숨 사운드 10개, 178x218x200(cm), 2014

<프린지(Fringe)> 시리즈에서 보이는 언어유희는 일찍이 <수심(水深/

愁心)>에서 비롯되었다. 물의 깊이를 의미하는 수심(水深)과 근심 혹은

걱정으로서의 수심(愁心)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제작된 이 작업은 천장에

서 물방울이 투명한 PVC 위에 고인 물로 떨어질 때마다 채집한 10명의

한숨 소리가 무작위로 재생되었다. 대상을 소재화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

게 고민해야 했던 사회적인 작업들에 비해, 이 작업에서는 관객들이 오

직 [수심]이란 음가(音價)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직관

적이고 유쾌하게 느껴주길 의도했다.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그

리고 언어유희로 인해 간단해진 창작 의도는 창작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

어주었다.

언어유희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다

채로운 존재들을 알리려는 본인의 작업 전략에도 유의미하였다. 언어유

희에는 보통 동음이의어 혹은 다의어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그릇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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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여러 정체성을 담아낸다는 본인의 유동적 정체성관(觀)과 닮아있었

다. 이러한 공통점에 착안하여 본인은 주변부 존재들을 하나하나 세심하

게 집중하듯이 한 단어에 담긴 여러 뜻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언어

체계의 결함인 중의적 성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림8)

<S(e)un(g) Naming Consultant>

12번의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각 50분, 2016

언어는 하나의 체계로서 제도권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데 특히 이

름에서 그 힘이 두드러진다. 소통의 매개체로서 이름이 지어지고 불리는

것은 사회의 약속이기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이름을 부여받

는다. 그리고 이름은 하나의 명명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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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주는 지속적으로 호명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다.

이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갈래는 러시아 기호학파의 창시자인 유리 로트만(Yuri M. Lotman,

1922-1993)의 ‘신화적 서술’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로트만에 의하면

대상과 그 대상의 정체성간 ‘동일시’는 이름을 통해 일어나며 동일시의

과정은 사람들이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11) ‘신화적’

입장에서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다.

반면 두 번째 갈래를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근대 구조주의 언어학의

시조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면, 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 즉 기표(signifiant)는 기호

체계 안에서 기의/본질(signifié)을 의미화할 때 가지각색의 모양과

소리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규정되어있기보다는 자의적이고 그로인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라는 대상을 표현하는 이름은 ‘사과’, ‘Apple’, ‘Pomme’ 등 언어마다

각기 다르듯이 대상과 이름은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12)
작명소 작업을 구상할 당시, 언어 간 변환, 특히 로마자와 한글 간

변환에 있어 이름이 이름 소유주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의심스러웠다. 모국에서 모국어로 지어진 이름, 즉 한국에서 한글로

지어진 이름 [이승재]는 동일시의 과정을 저해해왔기 때문이다.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정직하게 변환한 이름 ‘Seungjae Lee’는 외국인들/한국어

비사용자에게 절대 [승재 이]로 읽히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Sungjae Lee’(아기 시절에 제작한 여권에서 발견한 e가

빠져있던 이름) 혹은 ‘Sunjae Lee’(알파벳을 습득하고 이름을 쓸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e는 물론 g까지 빼서 Sun(태양)과 같이 쉬운

11) 유리 로트만, 「기호계」 김수환 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8), 144-145.

12)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 언어학 강의」최승언 역(서울: 민음사, 2006), 94,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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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대체하라고 지어주신 이름)는 [성재 리] 혹은 [선재 리]로 읽혀

[승재 이]와 흡사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본인의 고유한 이름은 물론

대안의 이름들은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들게 하였고 더 나아가

소통의 욕구마저 좌절시켰다. 그리하여 본인은 신화적 입장을 견지한 채,

한국 작명 제도 아래 부여받고 불리어왔던 한국어 이름 [이승재]가

오롯이 불리어 동일시의 과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규범 아래 산재하여 있는 이름들은 아무리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도 호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어의 표기법은

서로 다른 말소리(음운) 범주를 가진 언어들이 각각의 음운 체계에 맞게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 음운 체계를 따르는 한국어

이름을 타언어의 표기 규범으로 표현할 때 이름의 소릿값이 온전히

전달되기 힘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편리한

방향으로’13) 규칙을 제정하였지만 한글과 외국어 사이 매끄러운 호환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규칙이 내재적으로 불완전하여 극복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텐데, 본인은 온전한 정체성 반영을 저해하는 언어 변환의

불가능성을 언어의 한계점으로 진단했고 신화적 입장을 통해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그 첫걸음으로

작명소 작업 <승/성/선 작명소(S(e)un(g) Naming Consultant)>를

기획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명명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탐색하는

작업 과정 속에서 본인과 본인의 정체성 간 연결고리는 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로인해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3) 두산백과, “로마자표기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8228&cid=40942&categoryId=32972,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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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본인과 유사하게 이름 번역에 어려움을

겪었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그들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이름을

찾아주고자 5명의 언어학과 혹은 외국어 전공자 퍼포머들과 협업하였다.

(그림 8-1) <새 이름을 갖게 된 참여자들>

(그래프 1) <S(e)un(g) Naming Consultant의 작명법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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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당 50분씩 총 열두 번의 작명을 한 결과, 본인은 <S(e)un(g)

Naming Consultant>를 찾아온 참여자들의 요구사항과 각 사항에

적용했던 서로 다른 작명법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 지원서에 작성된

참여자들의 요구들을 모두 달랐으나, 그들의 요구는 크게 ‘이름의 소릿값

혹은 의미의 보존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었다. 그 중 이름의

소릿값과 의미 모두 보존하려는 입장과 소릿값과 의미 모두 포기하는

입장이 가장 대치되었으며 각 입장에 따른 작명법도 매우 상이했다.

전자의 경우, 참여자들은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간 동일시가 이루어져 전

세계인으로부터 제대로 인식되길 추구하였다. 그래서 본인을 비롯한

작명소의 퍼포머들은 이름에 담긴 의미, 즉 한국어 이름을 구성하는

한자들의 의미를 건드리지 않고 소릿값에 주목하였다. 기존 표기법으로

호환된 이름의 로마자 및 그 조합 순서를 살짝 바꾸어 참여자의 한국어

이름이 한국어 비사용자에게도 효과적으로 발음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후자에 해당되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사람들로서 이름과 정체성의 관계는 임의적이어서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이름을 갖기 위

해 기존의 소릿값은 물론 의미까지 포기하려했었다. 이들에게는 개명이

권유되었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혼합해보는 시도를 하

였다. 그로인해 이들은 고유의 이름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이름을 가

지게 되었다.

이외 참여자들, 소릿값 혹은 의미 중 하나는 보존되길 원했던 사람들에

게는 그들의 주문사항에 기반을 두고 즉흥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

다. 예를 들어 이름의 뜻이 ‘숲의 은혜’인 참여자에게는 그 뜻을 보존하

되 러시아어로 직역해서 새로운 소리를 가진 이름 ‘миллеса[밀례사]’를

지어주었다. 이와는 반대로 순우리말로 이름이 지어져 이름의 뜻이 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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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참여자에게는 소릿값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참여자가 선호하는

뜻이 이름에 담기게끔 시도하였다.

<S(e)un(g) Naming Consultant)>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잘한

균열이 많은 언어 체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는데 유의미하였다.

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의미했던 깨달음은 출생 이후 주어진

이름만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니셜(SJ),

세례명(Anthony), 활동명(Synthia) 등이 본인을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모국에서 모국어로 지어진 이름이 아닌 대안으로 작명된

이름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다면 무엇이 되든 혹은 그 이름이 몇 개든

간에 나를 명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마치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로 정체화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여러 정체성 사이를 미끄럽게

이동함으로써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었다. 게다가

중심으로서의 언어 규범에 맞서 주체적인 자세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정체성의 확장하는 것은 이름에 대한 신화적 입장을 버릴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들은 작업 초기에 지지했던 신화적 입장과 뒤섞여

작업의 명쾌한 끝맺음을 저해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게다가

언어 체계로부터 주변적 성격을 찾고자했던 본인의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아쉬울 따름이다. 주변부 성격은 서열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는데 언어 세계에서는 딱히 서열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로마자를 쓰는 언어가 영어만도 아니고 영어를

쓰는 나라가 미국뿐인 것도 아닌데, 알파벳으로 표기된 이름을 십중팔구

미국식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언어 간 서열을

읽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껏 중심과 주변의 역학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중심 체계의 한계 드러내기’ 전략이 언어 문제에

매끄럽게 적용되지 않음을 깨달고 온전히 언어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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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본인의 작업은 주변이 중심보다 시각적으로 잘 포착됨으로써 중심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러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삶 곳곳에서 드러나는 주변부 존재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주변을 은폐시키는 중심 체계를 우회적으로

건드려 보았다. 그 결과, 작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변을 꾸준히

관람객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중심과 주변의 위치 전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은 본 논문을 쓰면서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풀어야만 하는 숙제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혹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창작 목적이 다소 시대에 뒤쳐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굳이 주변의 존재 가치를 작업으로

알리지 않아도 이미 1970년대부터 수많은 페미니스트들과 퀴어들이 권리

투쟁을 위해 성해방 운동 혹은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14)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노력 덕택에 오늘날에는 개개인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존중되기 때문이다.

비록 작업으로서의 시대적 한계는 제빨리 눈치채지 못하였지만, 본인은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여성 혐오 범죄, 성폭력

사건, 소수자 차별 발언 등을 통해 주변부 존재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말했듯이 “무관심과 냉소는 지성의 표시가 아니라

14) 1969년 6월 28일, 경찰의 현장 급습에 맞서 성소수자 집단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의 술집 스톤월에서 자발적으로 데모를 일으켰다. 이후 스톤월 항쟁은 성소수자 인

권향상뿐만 아니라 성별과 계급, 세대 간의 장애물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키백과, “스톤월 항쟁”,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8A%A4%ED%86%A4%EC%9B%94_%

ED%95%AD%EC%9F%81&oldid=16472601,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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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의 결핍의 명백한 징후”라고 생각하였다.15) 그래서 본인은 주변에

위치하는 존재들이 사람들로부터 포착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존재가 인지되어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고 의미가 창출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는 주변을 알리려는 기존의 자세를 유지하되 본인의 색깔을 더

녹여내어 오늘날에도 본인의 작업이 존재해야할 이유 및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주변적 존재들, 특히 주변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다루면서

발견한 본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들을 결국에는 대상화하면서

작업으로 소환시킨다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어 한없이

미약하지만, 최소한 그들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기 위해 몸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존재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본인의 순수한 노력은 알량한 흉내로 비칠 수 있는

것이며 이 흉내는 본인을 그들의 인격과 노고를 소재화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이다.16) 스스로 주변적 존재로 정체화할지라도,

중산층 집안에서 부족한 없이 자란 남성인 본인은 작가로서 언제나

예민하고 신중한 자세로 주변부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뤄야 할 것이다.

15)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서울: 이후, 1999)

16) 김홍석 외 5인, 「퍼포먼스-윤리적 정치성」(서울: 현실문화, 20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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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Fringe

SUNGJAE LEE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intend to expose the presence of the fringe through my artwork

by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the privileged center. The center is an

area surrounded by fringes and I am concerned with this relationship.

In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the center can be translated as an area

well-constructed by social norms and the system. The center can be

referred to as the mainstream, normality, and average— the ideal

concepts implicitly accepted by the social majority. What constitutes

the center or its influence is so immense that it affects its fringes,

existing in remote areas, to become more vulnerable and invisible.

When the center’s impact is overwhelming, it overshadows the

fringes and hinders the formulation of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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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fact that the center can be more noticeable, it is the

fringes that catch my eyes. I can find many different kinds of fringe

that hold value with artistic possibilities in my daily life. As an artist

who believes that meaning can be produced when we are aware of

our surroundings, I try to bring fringes to the surface with the

language of art. By reducing the authority of the center and allowing

people to recognize the existence and artistic importance of the

fringes, I anticipate them to work as an alternative that can

substitute and even surpass the privilege of the center.

My artistic interest is largely represented in three areas: identity,

site/place, and language. First of all, I think of my physical body as

a container that holds various kinds of identities: cisgender

homosexual male from a Catholic family, a native Korean, and a son

or brother in a patriarchal society. Even though some of these are

innate and thus seem everlasting, I consider that identity basically is

not stagnant, but fluid. I am influenced by diverse circumstances and

the countless people that I have come across and therefore have not

allowed me to stay in one category. I believe that identity itself is

unstable as it can be easily switched based upon future experiences

and personal preference.

Regarding my point of view about flexible identity, I am mainly

interested in peripheral identities. As a person who identifies as gay,

my interest in identity always starts from sexual identity. Sexuality

and gender are ambiguous concepts that can produce numerous

conversions and combinations. However, these concepts are usually

regulated and fixed in society, especially in a conservative one, as

heteronormativity, binary genders, and sexual stereotypes. Even

though these are not the sole answer since they do not fit in every

circumstance and people, they have been naturally accepted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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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ly examined critically. Therefore, through my textual and

performative works, I reveal my queerness and imitate other

identities, such as mother or masculine men, to cast doubt on the

generally accepted concepts.

Moreover, my interest in sexual identity has expanded into societal

identity. Ordinary but particular experiences allowed me to realize

how difficult it is to struggle and survive on the verge. For example,

living abroad as a foreigner/immigrant or feeling related to socially

underestimated workers awakens me to realize that social outsiders

should be recognized more directly and valued by people. This is

because their struggles on the border are easily ignored even if most

of them are caused by the ideal standards established by society.

Based on my experiences, I use my physical body, a raw but sincere

material, to present myself as the fringe or to invite others on the

fringes inside the art world, the place that is still privileged.

Secondly, language is an indispensable system for our

communication. Its sturdy-looking composition deceives us to consider

it as flawless and even perfect. The limits of language systems are

revealed through their incompatibility among various languages and

confusion caused by words with multiple meanings. To loosen the

weight of language systems and divulge their limitations, I prefer to

play with homophones to demonstrate every meaning or improvise

with participants to overcome language problems.

Lastly, among the many sites and sceneries that exist in the world,

I especially focus on those that people deem useless, deserted, and

mundane. The main reason they were left abandoned may be that

they have not received full attention from people. Since they belong

to no one, they become to me filled with infinite potential of ar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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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ity, like a new blank canvas. I hope to activate and add

more meaning to these abandoned sites and sceneries with my

site-specific installation and video works.

keywords : Daily Life, Center, Fringe, Peripheral Identity, 

Useless Site and Scenery, Language System

Student Number : 2014-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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