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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존 버거와 장 모르의 『제7의 인간』은 이입국의 언어를 모르거나 사

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어 침묵을 강요당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목소리

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이입국의 지식인인 저자들은 그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전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구성 형

식에서 잘 드러난다. 저자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강요하는 대신 여러 가

지 시점과 자료, 매체를 제시하는데 그중 사진에 주목할 만하다. 시간의

흐름에서 떼어진 사진은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불연속성은 모호

함을 불러일으키고 서사를 필요로 한다. 『제7의 인간』은 일반적으로

르포르타주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르포르타주를 포함한 전통적인 사진

서사들이 이미지의 다의성과 유동성을 언어를 이용해 하나의 의미로 고

정하는 데 반해, 『제7의 인간』에서 이질적인 목소리들은 억제되지 않

고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사진은 사진만의 서사를 이루며, 독자들이 빈

공간을 이을 수 있게 열려있다. 이러한 혼종 형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

반적으로 르포르타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롤랑 바르트의 푼크

툼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제7의 인간』 사진에는 또한 피사체의 응시가 있다. 이 응시는 이주

노동자들을 르포르타주의 대상에서 주체성을 가진 생명체로 만든다. 그

리고 독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 사회적, 정치적 존재를 잃는

과정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입국에 도착한 이주노동자들은 생산라인

의 부품으로 전락한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로서의 시간을 임시적이라 생

각하면서 착취를 견딜 뿐, 애초에 고향을 떠나게 만든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적인 귀향이란 없다. 독자들은

이주노동자들과 개인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사진의 불연속성을 이으며

이주노동자 삶의 서사를 구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하지만 이것을 가

능하게 하는 푼크툼은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애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타자성을 자기화하거나 안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푼크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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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콜리한 이유이다. 그리고 섣불리 애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다.

주요어 : 존 버거, 장 모르, 『제7의 인간』, 롤랑 바르트, 푼크툼, 이

주노동자, 르포르타주, 혼종, 멜랑콜리

학 번 : 2013-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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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 1. 문제제기와 연구사 검토

존 버거(John Berger)와 장 모르(Jean Mohr)의 『제7의 인간』(A

Seventh Man, 1975)은 유럽 내 이주노동자에 관한 글과 사진, 픽션과

다큐가 어우러진 텍스트이다. 통계와 리서치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라는 허구의 이주노동자를 설정해 1장 출발에서부터 2장 일, 3장 귀

향까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출판된 지 40여 년이 지나 책 속의 통계 수치나 리서치 결과

대부분은 더 이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읽혀, 2010년 영어 원문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1992년 번

역된 이래1), 이주노동자 문제나 르포르타주를 이야기할 때 자주 함께 거

론된다. 2010년에는 정영두에 의해 같은 제목의 무용극2)으로 만들어지기

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7의 인간』을 주텍스트로 삼은 학술

적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장 모르가 한국에서 그리 잘 알려진 사진작가

가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문학작가로서 존 버거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부족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술비평가로서 저술활동을 시

작하고 한국에 처음 알려진 버거는, 그 때문인지 그의 시각이론이 미술

계와 사진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에 반해, 그 진취적 이론의 실험

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문학계에서 진지하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제7의 인간』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형식적인 측면에

서 르포르타주를 이야기할 때 잠깐 같이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 풍부함과 잠재성을 간과하고

제한하는 한계를 지닌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서 버거의 작품 전체를 다룬 작가론은

1) 존 버거·장 모르, 『제7의 인간』, 차미례 옮김, 눈빛, 1992. 이 책은 같은 출판사,

같은 옮긴이에 의해 2004년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다.

2) 정영두, 『제7의 인간』, 2010년 3월 10일-11일, LG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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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6개가 발표되었지만3) 『제7의 인간』을

주요 텍스트로 삼은 학술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4) 버거 스스로도 개정

판 서문에서 『제7의 인간』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평단에서 거의 무시

를 당했으며, 그에 반해 책의 대상인 이주노동자 출신국에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고5) 밝힌 바 있다. 이는 본고가 논증하고자 하는 대로

『제7의 인간』이 기존의 장르나 이입국이 이주노동자를 재현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독자와 잇고 있다는 점과 무

관하지 않을 것이다.

존 버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술평론으로 저술활동을 시작해 꾸준히

논픽션을 쓰고 있지만, 『제7의 인간』을 출간한 1975년보다 훨씬 전인

3) 연도순으로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Harkness, A. W. The Writings of John Berger: Experience, Cultural P roduction
and Critical P ractice. The University of Edinburgh, 1990.

Ramey, Frederick Wells. John Berger, within H is F iction: The Re-membering of
the Nove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90.

Watson, Diane Margaret. J ohn Berger's F ictional Acts of Faith. McMaster
University, 1990.

Papastergiadis, Nikos. Exile, Empathy and Metaphor: the Perplexity of the
Stranger in John Berger's Writings. University of Cambridge, 1991.

Mehta, Roger Rajeeve. Telling Stories and Making H istory: John Berger and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University of Leicester, 1999.

O'Connor, Duncan Longland. From F ictions to Stories: a Study of John
Berger's Novels. University of Cambridge, 2003.

4) 존 버거에 대한 비평 모음집 『존 버거』(On John Berger)에 실린 Pilar

Sánchez Calle의 “Country Man, Urban Migrant: A Seventh Man”과 『제7의 인

간』의 사진에 주목한 짧은 글인 Howard S. Becker의 “Visual Evidence: A
Seventh Man, the Specified Generalization, and the Work of the Reader,” 그리
고 『제7의 인간』을 『행운아』, 『말하기의 다른 방식』과 함께 소작농 3부작

으로 보고 제임스 아지(James Agee)와 워커 에반스(Walker Evans)의 『이제 유

명인들을 칭송하자』(Let Us Now P raise Famous Men)와 비교한 박사학위 논

문인 Andrew Crooke의 In Praise of Peasants: Ways of Seeing the Rural
Poor in the Work of James Agee, Walker Evans, John Berger, and Jean
Mohr이 있는 정도이다.

5) 『제7의 인간』을 다룬 영어 논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2편이 터키에서 쓰

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Firat, Begüm Özden. “The Seventh Man: Migration, Politics, and Aesthetics.”

Thamyris/Intersecting 23 (2011): pp.127-142.

Soysal, Levent. “Labor to Culture: Writing Turkish Migration to Europe.” South

Atlantic Quarterly, 102.2-3 (2003): pp.4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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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에 첫 소설 『우리 시대의 화가』(A Painter of Our Time)를 발

표한 것을 시작으로 왕성한 소설 집필 활동을 해왔다. 1972년 소설 『

G.』로 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그 시상식에서 나중에 『제7의 인

간』이 될,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언급하

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유럽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어떤 형식을 띠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소

설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어느 카테고리에도 맞지 않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I have begun a project about the migrant workers of Europe. I

do not know what form the final book will take. Perhaps a

novel. Perhaps a book that fits no category.6)

이를 미뤄 『제7의 인간』이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것은 단순히 버거

가 논픽션을 주로 쓰거나 시각매체를 다루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미리 기

획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재현과 그를 통해

추구한 목표에 따라 장르와 매체 선택에 있어 치열한 고민을 한 결과인

것이다.

버거의 예견대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이 책은 어느 카테고리에도 맞

지 않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통계, 시, 픽션, 마르크스 인용문 등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진의 활용이다.

『제7의 인간』의 사진을 담당한 장 모르는 스위스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국제적십자사(ICRC),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은 인도주의 단체와 일했다. 버거와

의 작업 외에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촬영한 것으로 유명하며 에

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와 협업하기도 했다.7)

6) John Berger, "Speech on Accepting the Booker Prize for Fiction," Selected
Essays, edited by Geoff Dyer, New York: Vintage, 2001. pp.253-254. 한역은 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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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버거와 장 모르는 지금까지 『행운아』(A Fortunate Man, 1967),

『예술과 혁명』(Art and Revolution, 1969), 『제7의 인간』, 『말하기

의 다른 방법』(Another Way of Telling, 1981), 『세상 끝의 풍경』(At

the Edge of the World, 1999)과 같이 총 5권의 책을 함께 펴냈다.

이중 『세상 끝의 풍경』은 버거가 모르의 사진·에세이 모음집에 모르

를 소개하는8) 글을 쓴 것이고, 『예술과 혁명』은 에른스트 네이즈베스

뜨니(Ernst Neizvestny)라는 구소련 예술가를 다루는 버거의 글에 모르

가 찍은 네이즈베스뜨니의 작업실과 작품 사진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실린 것이다. 이 두 작업은 글과 사진 사이 일차적 상호작용을 보

여주는데, 글이 사진을 설명하고 사진이 글을 시각적 증거로서 뒷받침한

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반해 『제7의 인간』은 버거의 글과 모르의 사진이 독립적으로

어우러진 형태를 띠고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조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중심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글과 사진은 어

느 정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사진

에는 캡션이 거의 달려있지 않고 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사진만으로

서사하기도 한다. 버거 스스로도 서문에서 이 책의 사진과 글을 독립적

으로 읽기를 요구한다(“이 책은 사진과 글로써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양쪽 다 나름대로 따로 말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The book consists

of images and words. Both should be read in their own terms.)9)). 그

리고 『제7의 인간』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기의 다른 방법』

에서 이러한 공동작업과 사진 일반에 대한 이론을 보충한다. 따라서

『제7의 인간』은 단순한 글과 사진을 병치한 르포르타주가 아니라 글과

7) Edward Said, After the Last Sky: Palestinian L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이 그것이다.

8) 책의 용어를 따르자면 “스케치하는”이다. 실제로 버거가 모르를 그린 그림이 함

께 실려 있다. Jean Mohr and John Berger, At the Edge of the World,
London: Reaktion, 1999.

9) John Berger and Jean Mohr, A Seventh Man, London: Verson, 2010. p.142 (이
하 인용은 ASM으로 줄이고 본문에서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한다. 한역은 눈빛에

서 나온 번역판을 참고하였다. 존 버거, 장 모르, 『제7의 인간』, 차미례 옮김,

눈빛,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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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혼종한 실험이자 실천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제7의 인간』을 단순히 르포르타주로 여기거나, 그에 따라

사진을 르포르타주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쓰인 것으로 짐

작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 분류하기 어려운 책 속 사진의 기능

과 독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스스로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이

주)노동자를 다룬 르포르타주와 그것이 사진을 사용하는 형식은 흔히 있

어왔다. 하지만 기존의 르포르타주는 사진과 다큐가 객관적이라는 관념

을 이용해 대상을 전유하는 결과를 종종 낳았다. 이에 반해 『제7의 인

간』은 이입국의 지식인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재현하는 데 있어, 사진의

일반적 관념과 글과의 결합을 뛰어넘어 이주노동자를 대상화 시키지 않

으려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런 시도가 독자로 하여금 어떻게 새로운 윤리

적 읽기를 가능케 하고 시공간적으로 떨어져있는 이주노동자와 이어주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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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 연구방법과 연구방향

『제7의 인간』을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르포르타주일 것이다.

르포르타주의 유래는 1920년대 바이마르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독일에서는 표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즉물주의 문예운동이 일어났다.

사진에서도 회화를 흉내 낸 인위적인 사진 대신 순수 사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현장을 포착하는 사

진이 가능해졌고, 인쇄술의 발달로 그러한 사진을 활용한 대중저널리즘

이 확산되었다. 신문은 대부분 부르주아 위주였는데, 그에 대항해 노동자

들을 위한 화보 신문인 <노동자 화보 신문>(Arbeiter Illustrierte

Zeitung)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의 편집자들은 노동 현장의 실상을 드러

내어 알리는 노동자-사진가 운동을 벌이면서 보고하다, 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르포르타주”(reportage)를 가지고 “르포르타주 포토그라피”라

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르포르타주의 어원이 되었

다.10)

용어의 유래에서부터 르포르타주가 글과 사진, 노동자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자-사진가 운동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을 찍고

기사화할 수 있게 훈련하고 공모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

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문 사진가나 작가가 현

장에 투입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11) 보고라는 원래 목적상 사실 그

대로의 객관적인 서술을 중시하고, 그것은 실제를 그대로 옮긴다고 여겨

지던 사진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사진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포토몽타주 같은 기법이나, 연속물 구성, 글이나 다른 정보

의 맥락 속에 놓여야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의 많은 르포르타주에서는 작가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사진이 이용당

하고 노동자가 대상화되고 전유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롤랑 바르트 역시 르포르타주 사진12)을 연구한 「사진의 메시지」에

10) 이상 보몬트 뉴홀, 『사진의 역사』, 정진국 옮김, 열화당, 2003 및 장-클로드

르마니·앙드레 루이예 (엮음), 『세계사진사』, 정진국 옮김, 까치, 2003 참조.

11) 장-클로드 르마니·앙드레 루이예 (엮음), 『세계사진사』, 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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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진이 “코드 없는 메시지”이면서 “코드를 지닌 메시지”라는 역설을

발견한다. 바르트는 기호학을 언어에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문화 현상 전

체로 가지고 와 의미작용을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자연스럽고 자명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특정 시기 특정 지배계급에 의해 신화화되었는

지를 보여주고 해체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진은 지시체를 그대로 옮긴

유사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외시적 메시지(denotation) 외에 사회

적으로 구성된 공시적 메시지(connotation)가 항상 따라 붙는다. 바르트

는 사진가와 편집자, 주변의 다른 메시지들에 의해 사진이 어떻게 공시

적 메시지를 부여 받고 코드화 되는지를 보여 준다.

바르트는 자신의 더욱 본격적인 사진론 『밝은 방―사진에 관한 노

트』(1980)에서 이렇게 작가의 의도에 의한 르포르타주 사진을 푼크툼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며 낮게 평가한다. 그는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스투디움(studium)과 푼크툼(punctum)으로 구분하는데 스투디움이 사진

가의 의도나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지식, 교양에 기초한 것이라면 푼크툼

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스투디움은 언제나 코드화 되어

있는 반면, 푼크툼은 코드화 될 수 없고 명명할 수 없다. 또한 스투디움

이 좋아한다/좋아하지 않는다 정도의 가벼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푼크툼은 그 어원대로 독자를 찌르고 상처 낸다.

바르트는 푼크툼을 일으키는 계기로 세부 요소와 시간을 든다. 세부

요소란 한 사진 안에 이질적이고 불연속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으로

사진작가도 모르게 우연히 거기 있었기에 들어갔다는 점, 즉 의도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바르트의 푼크툼에서 무의도의 중요성에 주목

12) 본 논문이 참고한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과 『이미지와 글쓰기』 번역본에

서는 ‘보도 사진’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 용어는 ‘르포르타주 포토그라피

(reportage photography)’의 일본식 번역이다. 박승근은 널리 알리는(보報) 동시에

이끌고 지도한다는(도道)는 뜻의 이 단어가 특정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이끈다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포토저널리즘 등으로 순화해서 쓰려는 흐름이

있다고 한다. 박승근, 「‘보도사진’의 현재적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학회

지 AURA』 31 (2013): pp.36-65.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포토저널리즘의 개

론서인 이병훈의 『포토저널리즘』에서는 르포르타주 사진, 보도 사진, 포토저널

리즘이 표기만 다를 뿐 동의어라고 한다. 이병훈, 『포토저널리즘』, 나남, 200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 순화와 앞선 르포르타주 논의와의 통일을 위해 ‘르포

르타주 사진’으로 고쳐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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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한발 더 나아가 시간이 푼크툼인 이

유도 거기에 무의도성, 반연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3) 사진은

대상이 분명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대상은 지금은 죽었거나

변했기 때문에 현존과 부재의 간극을 일깨운다. 하지만 사진이 찍힐 당

시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사후에야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바르트의 푼크툼에서는 사진과 촬영자의 관계보다 사진과 관

찰자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에 의미를 불어넣

는 것은 관찰자의 몫이 되고 그것은 푼크툼의 환유적 확장에 의해서 가

능하다. 이 환유적 성격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이는 푼크툼

의 경험이 능동적인 읽기로 나아가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점은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제7의 인간』 속 사진을 바르트가 르포르타주 사진에서는 찾

을 수 없다고 했던 푼크툼 개념을 이용해 다시 읽음으로써, 『제7의 인

간』이 일반적인 르포르타주와 다르게 이주노동자를 대상화하거나 전유

하지 않고 독자와 이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 본문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제7의 인간』의 형식적 특성과 거기서 중심적인 역

할을 하는 사진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바르트의 “현존과 부재의 공존”

이라는 사진론으로 『제7의 인간』 속 사진이 단지 이주노동자와 노동

현장의 생생한 재현에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스쳐지나갔던 존재를 일깨

운다고 주장할 것이다. 2절에서는 『제7의 인간』을 글과 사진의 혼종으

로 보고 일반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여겨지는 글과 사진의 관계에

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진 속 이질적 목소리들과, 그러한 사

진만 가지고 연속물 서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모호성의 효과를 다룰 것

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형식적 특성으로 가능해진 푼크툼이 윤리적

읽기로 나아가는 과정을 논한다. 1절에서는 대상화하는 시선과, 거꾸로

대상이 주체를 바라보는 라캉의 응시, 이 응시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13) Michael Fried, "Barthes's Punctum," Photography Degree Zero, edited by
Geoffrey Batchen, Cambridge: The MIT Press, 2009.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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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절대적 타자와 그 효과로서 푼크툼을 다룰 것이다. 2절에서는

푼크툼을 통해 독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멜랑콜리를 실감하고 사후기억 작

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푼크툼은 멜랑콜리가 상징

하는 타자성을 자기화해서 안도하는 애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윤리적 읽

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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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7의 인간』 서사 속 사진

Ⅱ. 1. 현존과 부재 사이 이주노동자

『제7의 인간』은 제목을 따온 헝가리 시인 아틸라 요제프(Attila

József)의 시14)에 이어 아직은 카메라와 사진이 낯설고 귀한 때였음직한

거대한 카메라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한 친구가 꿈속에서 나를 보러 온다. 멀리서 온다. 그리고 나는 꿈

속에서 묻는다. “너는 사진으로 왔니, 아니면 기차로 왔니?” 모든

사진들은 수송의 한 형태이며, 부재(不在)의 한 표현이다.

A friend came to see me in a dream. From far away. And I

asked in the dream: ‘Did you come by photograph or train?’ All

photographs are a form of transport and an expression of

absence. (ASM, 17)

바르트의 현존(presence)과 부재(absence)의 공존이라는 사진론을 연

상시키는 대목이다. 먼저 현존과 병렬할 수 있는 “수송의 한 형태”(a

form of transport)라는 표현부터 살펴보자.

기차는 근대화의 상징 중 하나이다. 영국 산업혁명을 촉발 시킨 증기

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기차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도시와 도

시, 마을과 마을 사이 거리를 좁히며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용이하게 했

14) 아틸라 요제프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헝가리에서 활동한 혁

명시인이다.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민족문학, 구비문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시

기에 쓰인 시 <일곱번째 사람>은 오페라 <푸른 수염 왕자의 성>에서 7개의 문

을 차례차례 열어보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7이라는 숫자가

고대로부터 완성, 전체를 의미하는 바, 화자가 시에서 반복해서 “너는 제7의 인간

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난관을 이기고 완벽에 도달하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존 버거가 이 시에서 제목을 따온 것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

듯이 당시 독일과 영국의 육체노동자 7명 중 1명이 이주노동자라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이미 견고하고 완전한 사회의 외부자, 타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완성하는 구성원으로 그리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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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시장을 통일하고 문화를 보급하며 생활을 균질화 시켰다. 이

러한 점에서 정재정은 철도를 “국민경제 형성과 민족국가 수립의 지렛

대”15)라고 한다. 기차는 식민지에 진출한 제국이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간과 공간 지배는 국가를 넘

어 세계로 이어졌다. 존 버거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기존에 한 나라

안에서 메트로폴리스와 시골을 나누었다면, 현재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정치·문화 자원과 권력이 집중된 메트로폴리탄 서구와 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주변부 남반구로 나뉘어졌다며, 이

런 불균형적 구조를 이주노동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한다(ASM 25).16)

이주노동자가 떠난 고향에 남겨진 어린 사촌에게 기차는 크고 화려한

외국 도시와 동일시되는 신비이다(“우리는 지금도 강가에 나가서 그 기

차를 구경해, 형이 파리로 간다고 말해 준 그 기차 말야[...]”(We still go

and watch the train from the river, the train you said went to

Paris[...]; ASM 228)). 이주노동자들은 실제로 기차를 타고 이입국의 도

시에 도착하며, 『제7의 인간』은 그 여정과 플랫폼에서 가족과 하는 이

별, 재회를 글과 사진으로 세세히 그린다(ASM 63-68). 이입국에 도착한

후에도 기차역은 이주노동자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때 가장 선호하는 공

간이다(ASM 68). 이주 전문 학자 스티븐 캐슬스(Stephen Castles)와 고

둘라 코사크(Godula Kosack)가 공동으로 저작한 『서유럽에서 이주노동

자와 계급 구조』(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에 따르면, 대체로 날씨가 따듯한 남반구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현지인과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상업 공간이나 그 여지를 없애려는 듯 현

지인과 완전히 분리하는 외국인 센터를 기피한다. 그에 반해 돈과 날씨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떠나는 사람과 도착하는 사

람들, 특히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로 북적이는 기차역은 이주노동자들

15)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5.

16) 도시화는 버거가 이 책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그 주제를 더욱 선명

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입국의 옛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

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유럽으로 이주노동한 사람들에 집중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AS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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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유로운 공간이다.17)

사진이 그런 기차와 나란히 놓인다. 사진은 처음 나왔을 때 회화와 자

주 비교되곤 했는데, 작가의 주관으로 구성되는 회화와 달리, 있는 그대

로를 객관적으로 복제한다고 여겨졌다. 이는 근대의 정신인 실증주의와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다.18)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귀족에게나 가능했

던 초상화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 시켰다.19)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갈 수 있는 먼 곳의 관광지나, 접하기 어려웠던 예술작품

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사진은 “수송의 한 형태”이면서 “부재의 한 표현”(an

expression of absence)이라고 하는 데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바르트는 지시 대상을 변형하거나 상상해낼 수

있는 다른 재현 양식과 다르게 사진은 지시 대상이 꼭 있어야 하고 그대

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며20) 따라서 현존을 인증한다고 한다. 하

지만 “여기와 옛날 사이의 비논리적인 결합,”21) 즉 관찰자가 여기서 보

고 있을 때 피사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진에 찍혔을 때

와는 변해 다른 모습이거나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부재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대상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그것은 대상이 살아 있다고

믿도록 부정하게 유도하는데, 이때 동원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17) Stephen Castles and Godula Kosack,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359.

18) 버거는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nte)의 『실증철학강의』가 카메라와 같은 시

기에 쓰인 것을 지적하며 실증주의와 카메라가 함께 성장했다고 한다. John

Berger and Jean Mohr, Another Way of Telling, New York: Pantheon, 1999.
p.99.

19) “사진이 보급될 때까지 그림으로 그려지고 스케치되거나 소형화된 초상화는 경

제적·사회적 생활 수준을 과시하는 제한된 자산이었[다.]” 롤랑 바르트, 『밝은

방』,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6. p.26.

20) 롤랑 바르트, 『밝은 방』, p.97. 이하 인용은 CL로 줄이고 본문에서 괄호 안 쪽

수로 표기한다. 영역판을 함께 참고하였다. Roland Barthes,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Camera Lucida, New York: Hill and Wang, 1981.
21) 롤랑 바르트, 「이미지의 수사학」, 『이미지와 글쓰기』, 김인식 옮기고 엮음,

세계사, 1993.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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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것에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영원한 것 같은 가치를 부여

하도록 만드는 이런 속임수이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것을 과거로

옮김으로써(“그곳에 존재했다”)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것이 이미 죽었다는 점이다. (CL 101)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이를 “사후적(死後的) 아이러니

(posthumous irony)”22)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진은 누군가가 몇 살 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한데 모여 있던 사람이나 사물도 그 순간만 지나가면 이내 뿔뿔

이 흩어져 변해가고 각자의 운명을 가리라.

Photographs show people being so irrefutably there and at a

specific age in their lives; group together people and things

which a moment later have already disbanded, changed,

continued along the course of their independent destinies.23)

이러한 모순적인 사진의 특징을 각각 이용한 두 가지 사용법이 있다.

존 버거가 『말하기의 다른 방법』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사용법과

개인적 사용법이 그것이다.24) 그에 따르면 관찰자와 개인적 연관이 없는

사진은 그저 현존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증명을 하거나 정보를 주거

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등 작가의 입맛에 맞게,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쓰일 수 있다. 반면에 개인적 연관이 있는 사진은 단절된 시간에 따른

불연속성의 충격을 주는 부재를 뜻한다. 그것은 『제7의 인간』 속 한

이주노동자가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는 아들의 사진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1> 참조).

22) Susan Sontag, On Photograph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7.
p.70.

23) ibid., p.70. 강조는 원문.

24) John Berger and Jean Mohr, Another Way of Telling.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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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SM 21)

저자나 독자에게 이 사진은 소년의 존재를 생생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

하다. 하지만 아버지인 이주노동자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개인적 연

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또는 본질적인 아들을 불러올 수 없

기 때문에 부재를 뜻하는 것이다.

그 사진은 부재를 드러낸다. 그것이 10년 된 사진이라 해도, 그건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열려진 채, 빈 공간을 안에 담고 있다.

그 공간은, 희망사항이지만 언젠가는 그 모델의 실물이 다시 채워

줄 빈자리이다.

The photo defines an absence. Even if it is ten years old it

makes no difference. It holds open, preserves the empty space

which the sitter's presence will, hopefully, one day fill again.

(ASM 20)

즉 지금 여기 없음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버거가

사진의 두 가지 사용법을 이데올로기적, 개인적이라는 용어로 구분했다

고 해서 꼭 사진 속 피사체와 개인적 연관이 있어야만 사진을 개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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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존 버거와 장 모르는 『제

7의 인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그치

지 않고, 비록 이주노동자와 개인적 연관이 없는 독자일지라도 그들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부재라고 하는

앞의 예와 반대로, 빈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설파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그림 2> 참조).

그림 2 (ASM 92)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이입국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와 이

득을 위해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불법이주노동자들은 이입국 내에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부정 당한다. 이입국이 자랑하는 그들이 일구

어낸 민주주의에 따른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의 권리”(inalienable

rights; ASM 92)조차도 이주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25) 이러한

25)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지적하는 인권 개념의 모순을 떠올리는 대목이

다. 그녀는 인권을 시민권으로 보면 동어반복에 불과하게 되며, 생물학적 인간종

으로서 지니는 권리로 보면 난민 등의 반례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개념 자체

가 무용해진다고 말한다. 나아가 인권 개념 정립이 기초하는 타인의 선함과 같은

우연성에 방치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나 아렌트, 『전체



- 16 -

불법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을 존 버거와 장 모르는 빈 사진으로 보여준다.

불법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글 사이에 증명사진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네모 칸이 있지만 그 안은 텅 비어있는 것이다. 빈 공간을 둘러싼 선과

캡션은 분명 거기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런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앞의 이주노동자 아들의 사진을

생생한 재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스쳐지나갔듯, 존재함에도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

에 따라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이

주노동자의 존재를 돌아보게 한다.

이상에서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인 단절성과 『제7의 인간』이 그것을

이용해 현존과 부재 사이 이주노동자를 그리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절

에서는 이와 같은 사진의 특징을 활용한 서사를 살펴볼 것이다.

주의의 기원1』.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2014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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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구성 형식의 혼종성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을 보지 않고 외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거기서는[메트로폴리스 중심에서는] 착취의 가장 적나라한 형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지구 반대쪽 끝의 제3세계에서 일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구 반대쪽’이라는 개념은 지리학상으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해당된다. 파리시 교외의 ‘판자촌’ 같은 것

은 거기에 속한다. 지하실에 파묻혀서 잠자고 있는 이민들도 거기

에 속한다. 그들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The most naked forms of exploitation are invisible there [in the

metropolitan centre] because they occur in the antipodes of the

Third World. The antipodes are cultural as well as

geographical. A 'bidonvile' outside Paris belongs to them. The

migrants who sleep buried in cellars belong to them. They are

there but they are not seen. (ASM 103)

메트로폴리스 안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은 의식 되지

못하는 자아 안의 타자라는 점에서 호미 바바(Homi Bhabha)의 “혼종

성”(hybridity)을 떠올린다. 바바는 「국민의 산포―시간과 서사, 그리고

근대국가의 한계 영역」(“DissemiNation: Time, Narrative and the

Margins of the Modern Nation”)26)에서 단일하고 동질적인 근대 국가와

국민(민족)이라는 신화를 비판한다. 이런 신화는 내부와 외부, 주체와 타

자라는 이분법을 통해 외부의 타자로부터 스스로를 변별하면서 이뤄진

다. 그에 반해 바바는 주체 내부에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타자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바는 같은 논문에서 『제7의 인간』을 직접 언급하

26) Homi K. Bhabha, "DissemiNation: Time, Narrative and the Margins of the

Modern Nation,"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Classic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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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주노동자나 망명자, 피난민 등과 같은 이산의 모습을 혼종성의 예

로 든다.

서구적 역사의 더미를 넘어서면 우울증자와 이주민의 암호화된 담

론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Across the accumulation of the history of the West there are

those people who speak the encrypted discourse of the

melancholic and the migrant.27)

말하지 못하는 멜랑콜리 주체와 이주민을 나란히 놓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바바는 이들 “언어의 이질성”(the foreignness of languages)28)이

끝내 “번역,” 즉 의미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주류문화에 포섭되지 않음으

로써 단일한 민족 담론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

바바가 문화의 혼종성을 다루었다면, 『제7의 인간』은 그런 혼종 문

화를 이루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성 형

식의 혼종29)을 취한다. 『제7의 인간』은 여러 장르와 매체, 다양한 목

소리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사진과 글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글 내에서도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공존한다. 이주노동자의 출발

에서 일, 귀향까지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이동과 거기에

얽힌 일을 시간 순으로 좇는 것이 아니라 그 테마와 관련된 각기 다른

시공간의 사람과 사건 들이 뒤섞여있는 것이다.

존 버거는 글에서 자신의 주장을 바로 밝히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묘

27) ibid., p.236. 한역은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2를

참조하였다.

28) ibid., p.236.

29) 본디 생물학에서 쓰이던 용어인 혼종은 본질주의에 맞서는 것으로 포스트식민

이론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박민수,「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호미 바바

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2015): pp.23-41. 매체에서는 마샬 맥루한

(Marshall McLuhan)이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에서 두 미디

어의 이종교배(hybrid)를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는 진실과 계기의 순간이라고 높

게 평한 바 있다.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김성기·이한우

옮김, 민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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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자신의 논평을 덧붙이지 않은

채 보여준다. 같은 노동환경에 대한 마르크스와 포드의 상반된 주장을

나란히 놓는가하면,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이입국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

선과 비하하는 표현을 그대로 싣는 것이다. 다른 연구 자료나 인터뷰에

서 따온 말들도 별다른 표시 없이 자신의 언어와 섞어 놓기도 한다. 책

끝에서야 특정 구절이 인용문이라며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는 알아차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 때문에 저자들이 종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들도 자연

스러운 흐름과 나름의 논거를 따라 읽다보면 그리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

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버거는 그것이 “언어의 불투명성”(the

opaqueness of words; ASM 122)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것

과 상반되는 의견들을 쭉 나열하다가 독자가 넘어갈 때쯤 언어의 불투명

성을 한탄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맥락을 밝힌다. 편견으로 이루어진 사

고로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

는 과정을 손수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명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독자들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진을 볼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논평 없이 주어진 의견이

나 다양한 목소리들과 같이 여러 종류의 사진이 주어진다. 책의 공저자

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진작가 장 모르의 것 외에 다른 사진작가들이

찍은 것, 이주노동자들의 소장품으로 보이는 것, 관광포스터, 잡지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의 제목이나 설명은―그것조차도 사진이 찍

힌 장소를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앞서 말한 인용구 출처와 함께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나온다. 본문 내에는 대부분 캡션이 없다. 따라서

독자들은 사진이 담은 일차적 정보를 넘어 스스로 생각해서 의미를 만들

어내야 한다.

캡션뿐 아니라 본문과의 관계도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흐름은 함께 하지만 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식의 어긋난 지점이 있다. 사

진은 언어가 주는 분명한 의미에 속박되지 않고 모호하게 남아 사진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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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사를 이루어 가는데 버거는 이것을 몽타주라고 부른다.

이런 구성 형식의 혼종성은 이입국의 지식인인 저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대상화하거나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

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번 절에서는 『제7의 인간』의 형식적 혼종에 따른 글과 사진, 사진

연속물 서사의 특징을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여겨

지는 글과 사진의 관계와 달리 『제7의 인간』에서는 언어 구속에도 불

구하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진 속 이질적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들려

준다. 그리고 언어의 구속을 벗어나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인 단절성과 모

호성으로 연속물 서사를 했을 때의 효과와 몽타주 기법을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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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1. 사진과 글

『제7의 인간』 중반부에는 책 속의 책 형태로 「제네바 지하로부터의

보고서」(“A Report from under Geneva”)가 스무 쪽 가량 펼쳐진다. 보

고서(Report)라는 제목이 르포르타주를 상기 시킨다. 실제로 글과 사진은

제네바의 배수시설 공사현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쫓

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묘사하는 글과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

는 사진이라는 구성을 가진 일반적인 르포르타주와 다른 모습이다. 우선

눈부시게 발전하는 제네바 지상을 묘사하는 글과 그리 쾌적해 보이지 않

는 지하의 풍경 사진이 대비되면서 시작된다는 점이 그러하다(<그림 3>

참조).

그림 3 (ASM 156-157)

여러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은행 들이 모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제네바를 존 버거는 “서류의 중심지”(a centre of paper work; ASM

157)이자 “갖가지 언어의 수도(a capital of words; ASM 157)”라고 부른

다. 하지만 이런 도시가 운영될 수 있게 배수시설 공사가 한창인 지하세

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어두침침하고 음습한 터널 사진에 이어 굳

게 입을 다문 옆모습과 속을 알 수 없는 뒷모습을 한 이주노동자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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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ASM 160-161)

프레임이 꽉 차 있어 갇혀있는 듯 답답한 모습이다. 여러 명이지만 각

프레임으로 나뉘어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쪽이 지나서야 지하 터널에서도 다양한 나라 출신의 사람

들이 섞여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해 통역을 하는 수

고를 하지 않기에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일고여덟 명씩의 무리로 분할된다. 그들은 절대 전부가

같은 국적인 적이 없다. 위쪽에 있는 시가지가 국제적인 통역의 전

문인 것에 반하여 이 한 무리의 구성원은 서로 거의 열두 마디의

말도 통하질 않는다.

The workers are divided into gangs of seven or eight. They are

never all of the same nationality. Whereas the town above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interpreting, the members of a gang

have scarcely a dozen words between them. (ASM 166)

이러한 조구성이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큰 한편, 잡담을 막기 때문

에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상반된 효과는 다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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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동자들은 대체가능한 소모품이자 의견을 내거나 그것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제네바에서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단순 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입국의 언어를 알지 못한 채로 도착한다. 그들에게 이입국

의 언어는 명령의 형태로 전해진다.30) 이주노동자들이 이입국의 언어를

겨우 익혀 말했을 때는 다른 함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31)

그가 국경을 건너고 나자 사람들이 말하거나 쓰는 모든 말은 그에

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맨 처음에는 그도 그 말들의 의미가 무

엇인지 추측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에게 건네지는 말들의 대부분은

지시 아니면 명령이었다. 만약 그가 추측을 잘못할 경우에 그는 곤

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추측 같은 건 안하는 편이 안전

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그 미지의 언어의 음향을 마치 그것이

침묵인 것처럼 취급했다.

그의 침묵을 깨뜨리기.

그는 새로운 언어의 단어를 스무 개 배웠다. 그러나 처음에 그가

경악을 했던 것은, 그가 말했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When he crossed the frontier every word spoken or written

was meaningless to him. At first he tried to guess what words

meant. Most of the words addressed to him were instructions

or orders. If he guessed wrong he was in trouble. So he learnt

it was safer not to guess. He treated the sounds of the

unknown language as if they were silence.

30) 이는 이주노동 가능여부를 심사 받을 때부터 나타난다: “지휘를 맡은 관리들이

지껄이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the incomprehensible language spoken by

the officials in command; ASM 56).

31) 특히 여자라는 단어가 그러하다: “그는 여자도 배웠다. 그가 사용했을 때 여자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음란한 개새끼라는 뜻이었다”(He learnt girl. What

the word girl meant, when he used it, was that he was a randy dog; ASM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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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reak through his silence.

He learnt twenty words of the new language. But, to his

amazement at first, their meaning changed when he spoke them.

(ASM 122)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로32) 침묵을 하게 된다. 여기서 침묵이 이

주노동자 외부 환경의 속성에서 이주노동자의 속성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흥미롭다. 처음에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의미 없는 소리였던 것은 이입국

의 언어인데, 이입국 내 신분에 따른 권력 관계에 의해 이주노동자 자신

이 침묵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은 이입국 사람들에 의해 멋대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지 않기

에 “알 만한 가치 이하의 존재들―본질적으로 예측불가능하며 질서가 없

고 무기력하며 사악한 존재들로”(as being beneath understanding: as

being intrinsically unpredictable, disorganized, feckless, devious; ASM

144) 여겨지는 것이다.

존 버거는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적 장벽을 가질 뿐 아니라 혁명적인 활

동을 하기에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정치적으

로 순진무구한”(politically innocent; ASM 142) 상태에 이입국에 도착한

다. 농촌 출신에 진보적인 사상이나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통적”(traditional; ASM 148)

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의식

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막으려 노력하며, 근본적으로 그들을 출신 나라

소속으로 보는 현지 노동조합과의 연대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고용주에

반하는 활동을 하다가 해고가 되면 신분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33)

32) 이주노동자들의 침묵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귀향

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기 선택에 의해 침묵을 지킬

수 있다”(For the first time for a year he can choose to be silent; ASM 219,

강조는 필자)는 데서 알 수 있다.

33)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라: “자기 고용주에게 [...] 자칫 실수를 했다가 들켜

서 고향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One false move with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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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7의 인간』의 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실상

을 대신해서 밝히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것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지만, 이입국의 지식인에 의해 행해질 경우 자칫 이주노동자들을 전유하

고 대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의 말할 수 없

음을 고착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는 계몽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존 버거와 장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섣불리 자신들의 목소

리를 입히는 대신 침묵을, 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미화하거나 환원하

지 않은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준다. 그건 사진을 글로 구속하지 않는 방

식으로 나타난다. 책 속의 책이라는 미장아빔 기법과 비슷하게 보고서

안 사진은 필름 형태를 띠고 있다. 완성된 결과물이나 자신들이 내린 결

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과 정리되지 않은 날 것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다. 필름은 사진으로 현상되기 전 단계로, 현장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 자신의 의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글을 덧붙여

의미부여하고 해석하는 등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바르트는 「이미지의 수사학」에서 이미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메시

지를 연구한다. 그는 “모든 이미지는 다의적이며,” “시니피에들의 <고정

되지 않은 연쇄>를 내포하고 있다”34)고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다의성

을 언어학적 메시지는 정박을 통해 하나의 의미로 고정하려 한다. “텍스

트는 이미지의 시니피에들 사이에서 독자를 지도하며, 거기에서 어떤 것

은 피하고 다른 어떤 것은 받아들이도록 해준다.”35) 이러한 정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메시지 전달이 확실해야 하는 광고 사진과 르포르타주

사진이다.

하지만 『제7의 인간』 제네바 보고서 안 사진들에는 캡션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다. 뚜렷하게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다.

사진들은 깔끔하거나 선명하지 않다. 지하 터널이라서 조명과 공간이 여

[...] and he risks being discovered and sent home; ASM 93-94). 이밖에 스페인

인 두 명이 반나절 동안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으나 그들을 파업으

로 이끈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실제 예가 등장하기도 한다 (ASM 168).

34) 롤랑 바르트, 「이미지의 수사학」, 『이미지와 글쓰기』, p.94.

35) ibid.,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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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않아서 그렇다기엔 지상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서 찍은 사

진들도 마찬가지이다(<그림 5> 참조).

그림 5 (ASM 169)

장소를 고정하고 시간차를 두고 찍은 이 막사 사진들에서 사람들은 나

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흐릿하다. 역시 흐릿한

뒷공간에 누군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흡사 유령 같다.

바르트는 사진을 촬영자(operator)와 관찰자(spectator), 그리고 사진

찍히는 사람이라는 세 가지 경험으로 구분하고 사진이 찍히는 사람 혹은

사물을 유령(spectrum)이라 이름 붙인 바 있다. 그리고 자신이 사진 찍

히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상상적으로 보면 사진(내가 의도하는 사진)은 매우 미묘한 순간을

나타내는데, 이 순간에 사실 나는 주체도 대상도 아니고 그보다는

대상이 되어간다고 느끼는 주체이다. 그때 나는 죽음(괄호의)의 미

시-경험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유령이 된다. (CL

27-28,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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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사진을 대상화하려 하듯 사진은 피사체를 대상화하려 한다. 하지

만 사진 찍히는 나가 주체도 아니지만 완전한 대상도 아니라고 한 것처

럼, 죽음 뒤에 무(無)가 아니라 유령이 되는 것은 이 대상화가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혼종에서 이질적인 것들은 전체나 주류에 완전히 통합

되지 않고 불안정하고 유동하게 만들며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와 주류에

새로운 의미와 변화를 부여한다.

만약 언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사진이나 이미지는 필요 없

을 것이다. 그런 언어를 뒷받침하는 사진은 코드화된, 명명화된 스투디움

에 불과하다. 언어로 정리되지 못한 목소리―그것이 침묵일지라도―가

유령처럼 떠오르는 지점에서 푼크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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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2. 사진 연속물

바르트의 사진론을 가지고 『제7의 인간』의 사진을 읽을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7의 인간』이 제각각의 사진을 모은 사진집이 아니

라 연속물이라는 사실이다. 바르트는 개개의 사진을 보며 사진론을 펼쳤

고, 푼크툼에 있어 중요한 특징으로 무의도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푼크툼의 예로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코엔 베싱(Koen

Wessing)이 니카라과를 찍은 <도로를 순찰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사

진 속 군인과 수녀 이원성이다(CL 37). 니카라과 폭동을 담은 다른 보도

사진들은 전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상징들을 담고 있지만, 따라서 동

질적이지만 여기는 군인과 수녀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가 함께 담겨 있어

서 바르트를 끌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진작가의 의도에 상관없이 전체

이미지에 부분 이미지로 들어간 것이다. 바르트는 같은 이원성이라도 브

루스 길덴(Bruce Gilden)의 수녀와 성전환자 사진 같이 의도된 이원성은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만 한다고 했다(CL 66).

개개의 사진에 반해 연속물에서는 작가가 자신이 원하는 서사방향에

맞게 사진의 순서를 배열한다. 거기다가 우연히 담긴 부분 이미지가 아

니라 전체 이미지에 이어 작가가 원하는 부분을 클로즈업해 나란히 놓음

으로써 부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7의 인간』에서 작업 중인 모

습을 찍으려는 찰나 카메라를 눈치 채고 이쪽을 바라보는 이주노동자의

얼굴만 잘라내어 기울여놓음으로써 불만과 회의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

처럼 말이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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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SM 98-99)

그렇다면 사진 연속물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이원성으로 인한 푼크툼이

불가능한 것인가.

존 버거는 『말하기의 다른 방법』에서 사진만의 서사 방법을 연구한

다. 의미는 이것과 저것 사이를 연결해야 가능한 것인데 사진은 시간의

흐름에서 떼어내진 순간적인 것이라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스스

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서사를 필요로 한다.36)

사진에 서사를 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르포르타주가 있다.

하지만 버거는 이 전통적 사진 서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물론 사진을 연속물로 이용하는 기존의 작업 방식도 있다. 르포르

타주 사진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것도 확실히 서술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외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잡지에서 X라는 사진

가를 Y라는 곳으로 보내 찍는 사진들이다. 훌륭한 사진 중에도 이

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그

사진가가 Y에서 본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Y에서 몸소 사

건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의 체험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다. 체험을

영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 다른 장소의 사진들도 등장

36) John Berger and Jean Mohr, Another Way of Telling,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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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관적인 체험은 늘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진을 등장시키는 것은 저널리즘의 관행에 위배된다.

There is already an established photographic practice which

uses pictures in sequence: the reportage photo-story. These

certainly narrate, but they narrate descriptively from the

outsider's point of view. A magazine sends photographer X to

city Y to bring back pictures. Many of the finest photographs

taken belong to this category. But the story told is finally about

what the photographer was at Y. It is not directly about the

experience of those living the event in Y. To speak of their

experience with images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pictures of other events and other places, because subjective

experience always connects. Yet to introduce such pictures

would be to break the journalistic convention.37)

『제7의 인간』에서는 한 시공간 내 한 사건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

라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의 인물, 사건들이 혼종되어 있다. 앞에 예를

든 <그림 6>에서만 해도 이입국의 작업장 사진들이 나오다말고 갑자기

고향마을의 풍경이 펼쳐진다. 광활한 자연과 공장내부가 대비되는 것 같

지만 길의 굴곡과 컨베이어 벨트의 선의 유사성으로 그 위에 있는 인간

의 소외를 나타내는 걸로 보인다.

스스로 보통 저널리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 다른 사건, 다른 장소

사진들의 등장과 주관적인 체험의 연결이 『제7의 인간』에서 나타난다

는 사실에서 버거가 『제7의 인간』을 일반적인 르포르타주 이상으로 기

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기의 다른 방법』에서 르포르타주 같

이 한계가 있는 외부 서사 대신 사진만의 서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천

착하다가 버거는 “사진이 서술할 수 있다면, 몽타주를 통해 서술한다”(If

it[the photographic narrative] does narrate, it does so through its

37) ibid.,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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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age).38)고 결론 내린다.

몽타주란 버거가 밝히고 있기도 하듯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

이 발전시킨 영화기법이다.39) 전후 장면이 서로를 끄는 견인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연속되지 않는 장면들이 만나고 충돌해 새로운 의미와 이야

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몽타주의 양태로 대조(contrast), 등가(equivalence), 갈등(conflict), 반

복(recurrence) 등을 들 수 있는데40) 그중 『제7의 인간』에서 가장 많

이 쓰는 것은 단연 대조이다. 이주노동의 원인과 과정, 결과 등을 이주노

동자들이 떠나온 시골마을과 이입국의 도시 풍경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각 장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1장 ‘출발’에서는 고향의 시골마을과 선진국의 도시가 단순 대비

된다. 아래 사진처럼(<그림 7> 참조) 보통 고향의 이미지가 먼저 나온

뒤 도시의 이미지가 뒤따라 나온다.

그림 7 (ASM 26-27)

언덕을 따라 마구잡이로 들어선 판잣집들과 달리 도시의 길은 널찍하

38) ibid., p.287.

39) ibid., p.277.

40) ibid.,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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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SM 176-177) 그림 9 (ASM 178-179)

고 깨끗하다. 대칭을 맞춰 잘 계획되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

질서하고 답답한 고향에서 벗어나 열린 미래를 꿈꾸는 예비 이주노동자

들의 희망이 엿보인다. 이런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은 아직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상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2장 ‘일’에서는 이입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도시

생활의 허구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주노동자들은 결혼을 하기 전인 젊은 나이이거나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 억지로 “홀몸으로

만들어 놓은 남자”(a man made single; ASM 142)가 되는 것이다. 이러

한 이주노동자들의 성적 박탈감은 이입국의 도시에서 독신 생활을 하는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고향과 상상 속 여성들이 함께 놓임으로써 더

극명하고 풍부하게 다가온다. 포르노그라피로 빼곡한 벽을 배경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고향마을의 노파, 예수와 함께 성령들

에게 둘러싸인 성모, 수더분한 시골처녀의 사진이 함께 놓이는 것이다

(<그림 8>, <그림 9> 참조).

어머니 형상과 결혼 적령기에 이른 듯한 여인 형상 사이에 성모와 예

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에 돌아가 이루고 싶은 성스

러운 가정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꿈이 유예된 곳에서 성적 욕망만

을 발산할 수 있는 현실이 대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녀와 창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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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뻔한 이분법 읽기일 수도 있다. 이미지들을 다시 보면 제각각의 이유

로 성을 박탈당한 이들의 고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쇠락한 마을

의 노파는 나이 들어 혼자 남겨져있다. 성모는 동정녀이기도 하다. 결혼

적령기의 여인 역시 가부장적인 사회 내에서 배우자감이 해외에 돈을 벌

러 간 동안 그들에게 헌신하고 순결할 것을 강요당한다. 인종이 다른 여

자들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라피의 적나라한 사진들조차도 이주노동자들의

욕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따라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다.

미디어와 사회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성적) 욕망을 부추김 당하고

소비자로 길러지는 것은 비단 이주노동자들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을

서유럽의 경제 발전과 노동력 부족, 개발도상국의 저개발과 인구과잉의

결과이자 해결로 보는 논지의 글 맞은편에는 그 글에 조응하듯 동유럽의

복잡한 버스정류장과 서유럽의 한산한 도시 지하철역이 대비되어 나온다

(<그림 10> 참조).

그림 10 (ASM 123)

하지만 양복을 차려입고 드문드문 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이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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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개발도상국에서 치열하게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에 비해 그리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시간을 때우려는 듯 선로의 헐벗은 여성모델의

상품 광고 사진을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육체

노동과 정신노동을 나누는 위계질서의 허상과 그들도 자본주의와 소비주

의의 부품이자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는 동안 본토박이 노동자는 소비자로 만들어진다. 소비자 노릇

이 노동자의 작업상의 부자유에 대한 위안이라도 되어 주길 바라는

희망에서다. 포드 공장의 한 영국 노동자의 말: “(중략) 당신이라도

자기가 겨우 조그만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 기분 나쁠 것

이다. 당신은 다만 봉급 봉투만을 바라볼 뿐이다―그것이 처자를 위

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대답이

다.”

Meanwhile, the indigenous worker has been made a consumer in

the hope that the latter will console the former for the

unfreedom of his work. A British worker at Fords: '...It's bad

when you know that you're just a little cog. You just look at

your pay packet―you look at what it does for your wife and

kids. That's the only answer.' (ASM 103)

3장 ‘귀향’에서는 다시 돌아온 고향의 풍경이 펼쳐진다. 같은 고향의

사진이지만 1장의 사진들과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이주노동자들이 벌어

온 돈으로 가전제품, 자동차가 사들여지고 집, 공장 등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건설현장마저 이주노동자가 메트로폴리스에서 경험한 것에 비

해 전근대적이다. 그런 고향의 사진들 사이로 뉴욕 사진이 등장한다(<그

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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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SM 214-215)

고층빌딩의 불빛은 정작 2장 ‘일’에서 이주노동자가 도시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화려한 풍경이다. 버거가 『제7의 인간』을 유럽 내에서의

이주노동으로 한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ASM 12) 뜬금없이 아메리카

대륙의 대도시가 등장하는 것은 이주의 전세계적 추세를 나타내는 동시

에 메트로폴리스를 향한 다다를 수 없는 꿈을 나타낸다.

1장 ‘출발’에서는 고향을 배경으로 자신이 책임질 아들과 같이 등장하

곤 했던 이주노동자는 3장에서는 고향에 스며들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동

떨어진 느낌이다. 떠나기 전 자신을 떠올리는 어린 소년들 사진 옆 돌아

온 이주노동자의 사진에서는 현대와 전근대라는 두 시간성을 경험한 혼

란과 멜랑콜리가 엿보인다.

이렇게 같은 고향과 도시를 담은 사진이라도 앞뒤에 어떤 사진과 함께

놓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

가 의도하는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들이 서

로 대비되어 충돌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몽타주는 개별 사

진에서 의도되지 않은 이원성이 연속물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르트는 이원성의 세부 요소에서 푼크툼을 느끼면서 환유적 확장의

힘이 있다고 한다: “푼크툼이 아무리 번개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소간

잠재적으로 어떤 확장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은 흔히 환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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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L 61) 세부 요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떠올리는 다른 이미지와

사건이 푼크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의식적 욕망이 하찮은 세부 요

소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푼크툼의 사례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토로하는 것이다(CL 60, 강조는 원문).” 예를 들어

떠돌이 장님 바이올리니스트를 찍은 앙드레 케르테츠(Andre Kertesz)의

<바이올리니스트의 발라드>라는 사진에서 바르트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 푼크툼을 느낀다. 그 도로가 언젠가 가보았던 곳

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몽타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자들은 주관적 경험을 동원해서 불연속성

을 잇고 공백을 메워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

기서 푼크툼은 읽기의 문제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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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SM 62)그림 12 (ASM 51)

Ⅲ. 『제7의 인간』 사진의 윤리적 읽기

Ⅲ. 1. 응시와 새로운 주체의 탄생

『제7의 인간』 속 사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잠입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 후보들의 신체검사 시리즈(ASM 51-62)는 넓은 실내와 그 안의

사람들 전체가 들어오는 시야를 자랑한다. 심지어 어깨를 프레임으로 하

는 연출을 하는 여유까지 보여준다(<그림 12> 참조). 시리즈 끝의 노동

자 모집센터 사진(<그림 13> 참조)은 어떠한가. 센터 직원들과 함께 창

가에서 아래 광장에 몰려든 예비 이주노동자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여기서 사진을 찍게 허락한 주체가 주요 피사체인 이주노동자가 아니

라 노동자 모집센터와 신체검사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에 따

라 보통 르포르타주하면 떠오르는 핍박받는 이들의 비참한 실상의 폭로

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절차들이 질서 있게 또 과학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다. 노동자 모집센터와 신체검사 병원은 이처럼 꺼릴 것이

없기에 촬영을 허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에는 그들의 관료적 태도와

권위에 대한 비판적 응시가 있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프레임 양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어깨 너머

를 보는 시점 쇼트라는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시점 쇼트란 보통

중립적이거나 전지적인 시점과 달리 특정 인물의 시점을 통해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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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SM 55)그림 14 (ASM 52-53)

쇼트를 일컫는 영화용어이다.41) 영화 관객이, 여기서는 사진의 독자가

시점 주인공에게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 사

진은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림 12>에서는 벌거벗은 등과 그들이 보는 대상이 동일하지만, <그

림 13>에서는 안락한 실내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인물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드는 군중을 익명화, 대상화하고 있다. 벌거벗은 등이 렌즈에 닿을

듯 밀접한 것에 반해 양복과 렌즈 사이 거리가 조금 더 멀다는 차이도

있다. 그래서인지 관리자들의 시점에서 보게 되기보다 그들을 비판적으

로 바라보게 된다.

신체검사 시리즈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카메라 렌즈에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렌즈 대신 무언가를 보는 것도 아니다. 시선은 무엇

에도 고정되지 않고 그저 응시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웃통을 벗고 하의속옷만 입은 채 다른 후보자들이 검사 받는 동안

기다릴 때 동료의 수치심을 보호해주려는 듯 눈을 돌리는 장면이 그러하

다(<그림 14> 참조).

『제7의 인간』은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자동기계(automaton)가 되

41) 이승구·이용관 엮음, 『영화용어해설집』, 영화진흥공사, 1993.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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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처음 책이 시작될 때 한 명 한 명씩 나오던 사람

들이 신체검사 시리즈부터 단체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신체검사 시리즈

사진들 중에서 이주노동자가 단독으로 나오는 사진은 한 장뿐인데, 그

사진에서 이주노동자의 얼굴은 잘리고 가슴팍에는 심사결과를 알리는 숫

자가 적혀 있다(<그림 15> 참조). 주체로서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잃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중의 형태로 이동을 하고, 일을 한다. 종종 혼자

일하는 모습이 찍혔을지라도 거대한 기계와 그 기계가 만들어낸 많은 양

의 생산품에 둘러싸여있다. 대량생산의 한 부품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

다.

여기까지라면 롤랑 바르트의 르포르타주 사진 비판과 들어맞는 것 같

다. 바르트는 르포르타주 사진에 시선이 부재한다고 비판한다(CL 137).

그 안에는 사진작가의 시선이 있을 뿐 피사체들의 시선을 찾아볼 수 없

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뻔한 구성으로 의도된 충격을 받을지언정, 그것

은 곧 사라지는 감정이고 관찰자를 뒤흔드는 당혹감, 즉 푼크툼을 경험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제7의 인간』에서 노동자 모집센터, 신체검사 병원, 출입국 사무소,

공장 등은 겉보기에 문제가 없으니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저자들은 악랄한 착취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한 주체가 주체성을 잃고

생산 체계의 부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포착했고 고발한다. 하지만 여기까

지도 바르트가 말한 작가의 시선일 뿐이다. 『제7의 인간』이 여느 르포

르타주와 다른 것은 이러한 사진들의 연속에서 피사체의 시선과 주체성

이 다시 떠오른다는 점이다.

자동기계를 뜻하는 ‘오토마톤’(automaton)은 ‘투케’(tuché)의 대비어이

기도 하다. 바르트는 『밝은 방』에서 사진을 투케라고 한다.

사진이 무한히 재현하는 것은 단 한번만 일어났다. 그것은 실존적으

로 결코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는 것을 기계적으로 재생한다. [...] 그

것은 절대적인 고유한 특수한 것이고, 불투명하고 터무니없는 것 같

은 최고의 고유한 우연성이며, 고유한 어떤 것(대문자 사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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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떤 사진)이고, 요컨대 지칠 줄 모르는 표현을 지닌 순수한 우

연(tuché), 고유한 기회, 고유한 만남, 고유한 현실이다. (CL 16, 강

조는 원문)

즉 사진의 본질을 무한한 복제가 아니라 순간에 포착된 고유한 사건으

로 본 것이다. 바르트는 투케라는 용어를 라캉에게서 빌려왔다. 라캉에

의하면 인간은 실재를 보거나 표상할 수 없다. 따라서 실재에 다다르기

위해 강박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토마톤이라면, 이러한 무

의식의 반복 속에서 불현듯 파열이 일어나 실재와 만나는 경험이 투케이

다.42)

다시 말해 오토마톤은 주체를 상징계 내에 머무르게 하는 환상을 제공

하는, 실재를 가리는 스크린이다. 스크린이 응시 길들이기에서 비슷한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오토마톤과 투케는 라캉이 같은 강의에서 이어서 논

하는 응시와 이어진다.43)

라캉은 주체의 시각을 시선, 타자의 시각을 응시(regard)로 구분한다.

응시는 본질적으로 사악하고 탐욕스럽다. 주체는 자신을 중심으로 보이

는 세계를 구성하고 대상을 표상으로 만들어 귀속시키려한다. 따라서 대

상이 아니라 그 자신도 주체인 타자의 시선은 주체를 불안하게 하는 것

이다.

이미지는 이러한 응시와 주체 사이에 스크린으로 작용하며 눈속임으로

시선의 욕망을 채우고 길들이려 한다. 본디 위험한 “사진에 기능들을 부

여하면서 그것과 사회를 화해시키는 것”(CL 44, 강조는 원문)이다. 이때

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스투디움이다. 하지만 응시가 끝내 길들여지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시선이 집요하게 버틴다면(하물며 그것이 지속하고, 사진

과 함께 시간을 가로지른다면), 그것은 언제나 잠재적으로 광적이

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의 효과이자 동시에 광기의 효과이기 때문

42) 자크 라캉, 『세미나 11』, p.88.

43) ibid.,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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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미쳐 있다는

것이다. (CL 139, 강조는 원문)

그리고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관찰자에게 일어나는 푼크툼이다.

갑자기 파열되어 실재를 엿보이는 투케와 마찬가지로 푼크툼은 작가의

의도나 보는 이의 의도와 관계없이 스크린을 찢고 다가온다. 바르트의

말대로 “이번에는 [...] 그것을 찾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것이 장면으로

부터 화살처럼 나와 나를 관통”(CL 42)하는 것이다.

하지만 푼크툼의 경험이 늘 수동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바르트의

푼크툼을 연구한 논문집에 실린 글에서 제인 갤럽(Jane Gallop)은 푼크

툼을 수동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은 것이 바르트 사유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 『밝은 방』 곳곳에서 푼크툼을 정의하는 “그것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나는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는다”(I animate it and it animates

me; CL 34) 또는 “그것은 내가 사진에 보충하여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이다”(what I add to the photo and

what is nonetheless already there; CL 74, 강조는 원문) 같은 표현에서

“능동성과 수동성이 결합된 복합체”(a complex of activity and

passivity)44)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르트는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능동적인 읽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사진의 광경을 완벽한 환상들의 문명화된 코드에 종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진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강한 현실의 깨어남과

대결한 것인가,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 (CL 146)

자신의 시각을 작가의 시각에 일치시켜 피사체를 죽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응시를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읽기이다. 이때 피

사체의 응시는 주체에 선재하며 주체를 형성하는 타자의 응시가 된다.

44) Jane Gallop, "The Pleasure of the Phototext," Photography Degree Zero,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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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통해 피사체가 나름의 주체성을 가진 타자로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보는 이도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독자로 재탄생한다.

『제7의 인간』에서 내용적으로는 자동기계가 되어 반복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 형식적으로는 비슷한 톤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신체검사, 이

주, 노동 사진들을 보면서 독자는 이미 알고 있는 대량생산체제의 부작

용을 확인하거나, 그럼에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심한 비인간적인 처우

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데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런 소독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개개인의 존재가 불쑥 떠오

른다.

앞서 말한 노동자 모집센터 창가에서 찍은 사진과 같은 날 찍은 듯한

사진이 특히 그러하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ASM 46)

이번에는 광장에 몰려든 예비 이주노동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내려가서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있다. <그림 13>에서처럼 관리자들

의 어깨라는 매개 없이 피사체들의 응시를 마주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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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사진에서는 익명의 존재들로 대상화되었던 예비 이주노동자들이 여

기서는 관찰자를 응시하는 개별주체로 표상된다.

여러 사람을 한데 담았지만 보통 군중을 찍을 때와 같이 그 수의 거대

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통일적

인 단체로 보이는 효과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특정인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찬찬히 쓸어보게 한다. 각기 다

른 나이와 차림, 표정을 보면서 그 너머의 사연을 생각하게 만든다. 쉽사

리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진은 책 도입부에 역시 다양한 포즈로 렌즈를, 따라서 독자를 똑

바로 마주보는 이주노동자들을 연상시킨다(ASM 18-19). 그 사진들에서

직업에 따라 각기 다른 복장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그러나 쉬는 시간인

지 일에 매진하는 대신 카메라를 자유롭게 응시하고 있다. 복장뿐만 아

니라 카메라를 대하는 눈빛도 서로 다른다는 점에서 뭉뚱그려 이주노동

자라고 하려는 독자의 대상화를 방해하며 주체로 떠오른다. 길들이려고

해도 완전히 길들여질 수 없는 타자인 것이다.

이처럼 『제7의 인간』에는 작가의 시선 외에 길들여지지 않은 응시가

있어서, 피사체인 이주노동자는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작가의 의도

를 넘어 독자와 연결된다. 기존의 르포르타주 사진에서 불가능했던 푼크

툼을 자아내면서 새로운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르포르타주 사진은 객관적 참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독자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에 반해

『제7의 인간』은 피사체의 응시를 통해 관찰자의 내면에 윤리적 각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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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절대적 타자로서 멜랑콜리 주체와 애도의 (불)가능성

Ⅲ. 2. 1. 이주노동자의 멜랑콜리

『제7의 인간』에서 이주노동은 상실이나 감금에 비유된다. 2장은 ‘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다룰 일이 몹시 고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듯,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와 잠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이어지며 시작된다. 이주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된

“막사”(barracks)에서 “교대”(shift)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생활하는데 이

는 “어떤 시간 동안 복역을 해야 하는 상황”(situations in which time is

served; ASM 171), 예를 들어 “징발된 노역, 감옥”(conscripted service,

prison; ASM 171)과 같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문제는 공

포증을 겪을 때나 상을 당했을 때(“[...]상실감의 고통. 이건 사랑하는 사

람을 여의었을 때 일어난다”([...]the suffering of loss. It happens in

bereavement; ASM 181))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 나중에 논의하겠지

만 상을 당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듯 이주노동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존재와 고향을 잃었다. 여기서 상실과 감금 같은 비유가 이주노

동자의 시간관념에 대해 말할 때 자주 나타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지그문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슬픔과 우울증」에서 사랑하

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애도(슬픔)와 병리적인 멜랑

콜리(우울증)45)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애도자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

나면 상실한 대상을 향한 리비도를 거두어 다른 대상에게 투자하는 반면

멜랑콜리 환자는 리비도를 자아에게로 돌려 상실한 대상과 자신을 동일

화 한다. 그에 따라 상실한 대상을 향한 죄책감과 미움 등이 자기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멜랑콜리 주체에게 나타나는 시간개념의 부재

와 자애심의 추락이 애도자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45) 지그문드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

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 책에서는 Trauer를 슬픔으로 Melancholie를 우울증으

로 번역했으나 본고에서는 각각 애도와 멜랑콜리로 고쳐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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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경우 “지금 현재와 자아에 대한 무관심”(negligence of the

present and of the self; ASM 167)으로 나타난다.

고국에서는 아버지, 아들, 남편 또는 애인 등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역

할을 담당했던 ‘그’는 이입국에서는 “성적(性的)인 개체로서의 자연스러

운 존재도 없고 정치적 개체로서의 법률적 존재도 없는 인간”(no

natural existence as a sexual being and no legitimate existence as a

political being; ASM 167)이 된다. 오직 일정 기간 일손을 채우기 위한

노동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도 이러한 낯선 현실과 환경

을 잊고자, 그리고 목표한 돈을 벌어 귀향함으로써 벗어나고자, 현재를

희생하고 자신을 혹사하며 일에 매달린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주노

동자의 정신병 발병률이 비(非)이주노동자에 비해 2배에서 3배 높으며,

정신병이라 범주화하기 힘든 불안과 불행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통계로 이어진다(ASM 151).

“일시적(temporary)”46)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개인의 정신에 문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존 버거는 책이 쓰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주노동과 기존의 다른

이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일시적이라는 점을 꼽는다.

이주노동은 일견 일손이 부족한 선진국 국가와 일자리, 자본이 부족한

후진국 국가 간의 공평하고 상호이익적인 거래처럼 보인다. 버거는 그러

한 고정관념에 따른 계산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입국은 이주노동자를

단기 계약으로 들여왔다가 돌려보냄으로써 사후복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으로만 취급한다고 비판한다(ASM 82). 즉, 이입국은 생산인

구를 양육하는 비용과 그들이 병들고 나이 들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않은 채 그들이 가장 활동적인 연령일 때 사용한다. 그

결과로 애초에 경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이주노동을 떠나게 만들었

던 그들의 고국은 계속해서 낙후된 상태로 머물게 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입국의 논리와 계약조건을 그대로 받

아들인다. 그들의 1차 목표는 단기간 고생한 대가로 큰돈을 벌어서 귀향

46) ASM, 이 단어와 개념은 책 곳곳에 산재해있지만 p.62와 p.115에서 특히 집중적

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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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

려하기보다 그저 견디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순응과 그에 따른

현재라는 시간에 대한 거부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도 쉽게 연대하

지 못하게 한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출신국과 모국어가

제각각이다. 하지만 같은 나라 사람일지라도 과거를 얘기할 때만 비로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각자의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

를 꿈꾸느라 현재를 살지 못한다.

그들은 옆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함께 과거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가까

워진다.

They may live side by side, but they do not live in the same

present. They come closest together when they talk about the

past. (ASM 191-192)

하지만 그들이 잃었다고 상정하는 대상은 실재하는가. 계속해서 흐르

는 시간 중 한순간에 고정되어있는 사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

상 속 고향도 과거 시점에 고정되어있다.

그건 1장 ‘출발’에서부터 암시되고 있다. 터키에서 독일로 가기에 앞서

여정에 관한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예비 이주노동자들 사진 옆에 한 여

자의 사진이 있다(<그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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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SM 46-47)

여자의 사진 위 문단의 글로 미뤄(“그 이주노동자가 가지고 떠나는 것

은 자기 자신의 결심과 자기 집에서 준비해 온 앞으로 2-3일 동안 먹을

음식, 자신의 자존심, 호주머니 속의 사진들, 그의 짐꾸러미, 그의 옷가방

이다”(The migrant takes with him his own resolution, the food

prepared in his home, which he will eat during the next two or three

days, his own pride, the photographs in his pocket, his packages, his

suitcase; ASM 47)) 아마도 예비 이주노동자가 이별을 앞두고 챙겨가기

위해 찍은 애인이나 누이 사진을 상징하는 듯하다.

한껏 성장을 했으나 사진 찍는 게 어색한 듯 빳빳하게 굳은 몸과 표정

이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기엔 어울리지 않는 들판의 무너진 벽이라는

배경까지 합쳐져 기이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고향과 멀리 떨

어진 외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초조와 불안, 기대 등이 섞인 다양한 감정

을 드러내 보이는 예비 이주노동자들의 모습과 묘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이주노동 삶을 맴돌 과거를 상징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 돌아갔을 때 마주치는 것도 이렇게 과거에 고

정된 고향과 가족이다. 나이 든 고향의 여자들은 여전히 히잡을 두르고

있으며 어린 남자 아이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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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SM 221)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책의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글이

그 사진에 캡션처럼 따라붙는다.

그가 떠난 이래 마을은 거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아직도

그를 위한 생계 대책이 없다. 그가 자기 계획 중 한 가지를 실행하

자마자, 그는 맨 처음 그를 강제로 떠나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경제

침체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Because the village has scarcely changed since he left, there is

still no livelihood there for him. When he carries out one of his

plans, he will become the victim of the same economic

stagnation which first forced him to leave. (ASM 221)

따라서 고향은 이주노동을 하는 동안 변해버린 자신과 꿈꿔왔던 이상

에는 맞지 않아 상실된 것, 또는 결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말한 대

로 책은 마지막 3장을 ‘귀향’에 할애하고 있지만 이는 “최종적인 귀향이

란 없는 것이다”(There is no final return; ASM 220)를 역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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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그는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제까지의 무시나 차별과는 대비되는

동경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외국경험과 임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유로 여전히 낙후된 고향에서는 그 경

험과 자본을 활용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에서 그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노동자에 불과했던 것처럼 고향

과 가족에게도 그는 “임금을 벌어들이는 자”(a wage earner; ASM 225)

가 되었다. “그가 있을 확실한 자리는 더 이상 그의 마을에 존재하지 않

는다”(an assured place for him no longer exists in his village; ASM

225). 그나 다음 세대는 다시 이주노동을 가야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

듯 책은 그의 외국 생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는 어린 사촌 동생을 보여

주며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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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2. 독자의 사후기억 작업

이러한 비극을 앞서 짚은 “일시적”이라는 문제와 연관시켜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선례”(historical antecedents; ASM 115)를

모른다는 데서 연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고향을 잃고 방랑하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나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한다.

하지만 사실은 역사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의미

없이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역사와 기억을 담는 작업이 필요하

다.

2010년에 나온 『제7의 인간』 개정판 서문에서 존 버거는 이 책을 다

큐멘터리이자 “가족 앨범의 일종”(a kind of family album; ASM 8)으로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본문 중간에 책이 쓰인 1970년대에 스위

스에서 일하고 있는 남유럽, 동유럽 출신의 노동자들의 사진과 19세기에

그들의 자리에 있었던47) 아일랜드 출신 노동자들 사진을 나란히 싣는다

(<그림 19> 참조).

47) 사진이 찍힌 장소는 각각 스위스와 영국으로 다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주변의

부유한 나라로의 이주노동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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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SM 114)

캡션이 없다면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주노

동의 연속성을 보여주며(“그들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He

has been here from the beginning; ASM 117)) 과거와 현재의 이주노

동자들을 넓은 의미의 유사가족으로 잇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주”(emigration on an unprecedented scale; ASM 8)라는 직·간접적 경

험으로 독자들을 이주노동자들과 이으려 하고 있기도 하다. 니코스 파파

스테지아디스(Nikos Papastegiadis)는 『유배로서의 현대성―존 버거의

글쓰기에서 이방인』(Modernity as Exile: The Strangers in John

Berger's Writing)에서 버거 작품 내 이주 또는 유배는 현대성의 결과

이자 은유라고 한다.48) 많은 이론가들이 밝혔듯 현대인들은 내적 통일감

을 상실함으로써 물리적 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향과 과거의 연속성

에서 단절되는 파열을 겪는다. 파파스테지아디스는 물론 이주에 대한 낭

만적인 시선을 경계하고 이주노동이 “구원 없는 비극”(tragedy without

48) Nikos Papastergiadis, Modernity as Exile: the Stranger in John Berger's
Writing,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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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mption)49)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다른 이주와 구분된다고 하면서

도 『제7의 인간』 내 이주노동자 역시 버거의 다른 작품 속 부르주아나

지식인의 망명과 마찬가지로 현대성의 상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록 이주 또는 이주노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독자들일지

라도 현대인이라는 큰 가족으로서 앞서간 이주노동자의 트라우마와 멜랑

콜리를 공감하고 애도하고자 할 수 있다. 마리안 허쉬(Marianne Hirsch)

는 부모세대의 트라우마가 부모 스스로 이해하거나 증언하지 못해 증상

이나 행위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후기

억”(postmemory)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기억과는 세대적 거리로 구분되

고 역사와는 깊은 개인적 연관으로 구분”(distinguished from memory

by generational distance and from history by deep personal

connection)된다.50)

사후기억은 또한 직접적인 기억과는 달리 매개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진으로 이루어진다. 허쉬는 『가족 사진―사진, 서사, 그

리고 사후기억』(Family Frames: Photography, Narrative, and

Postmemeory)에서 가족 앨범을 통해 후세대가 사진 속 피해자와 자신

을 동일시하고 고통을 이해하며 부재한 기억을 재창출해내는 과정을 보

여준다. 모든 사진은, 특히 허쉬가 예로 들고 있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트

라우마적 경험이 있는 가족의 사진은, 서사와 청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

것을 가짐으로써 기억과 역사가 세대를 넘어 공유되고 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작업이 모든 사진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

본 대로 사진은 시공간을 연속적으로 이어준다는 환상을 제공하지만 사

실은 단절이고 부동이다. 피사체의 지난날의 존재를 인증하긴 하지만, 그

렇게 분명하게 존재했던 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사진은 “우울

함 그 자체(CL 101)”가 된다. 그리고 아무리 생생하게 보이려고 해도 대

상을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결되고 완전한 이미지로 만들기 때문

49) ibid., p.129.

50) Marianne Hirsch, Family Frames: Photography, Narrative, and Postmem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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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기억(counter-memory; CL 114)”이 되기도 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사진으로 애도가 불가능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죽음의 이미지가

활기를 얻는 예 중 하나로 허쉬가 서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바르트

가 <온실 사진>에서 느낀 푼크툼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정지화상의 대상화를 지우고 사진을 정체, 부동, 죽음―바르

트가 “밋밋한 죽음”이라 부른―의 영역에서 유동, 운동, 그래서 마

침내는 생명의 영역으로 데려간다.

[I]t undoes the objectification of the still photograph and thereby

takes it out of the realm of stasis, immobility, mortification―

what Barthes calls "flat death"―into fluidity, movement, and

thus, finally, life.51)

바르트는 어머니를 여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의 사진 몇 장을

발견한다. 하지만 어머니와 더욱 분리되는 고통을 느낀다. 사진은 어머니

의 모습을 닮았을 뿐 거기서 어머니 전체를, 자체를 다시 만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녀 시절 오빠와 함께 집 안 온실에서

찍은 일명 <온실 사진>에서 어머니를 되찾는 푼크툼을 경험한다. 아이

러니하게도 자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찍힌, 따라서 한 번도 본 적 없

고, 이론적으로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소녀 모습에서 어머니를 찾은 것이

다. 그것은 외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가능

하다. “순진무구함,” “선함”(CL 89)과 같이 바르트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동안 느꼈던 것을 소녀의 눈빛, 태도, 분위기 등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밝은 방』에서 자신이 푼크툼을 느낀 <온

실 사진>에 대해 길게 묘사하면서도 그 사진을 싣지 않는다. 바르트의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는 그저 오래 전에 찍힌 한 어린 아이

의 사진에 불과할 테니깐 말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죽음의 이미지를 생명으로 변화시키

51) ibid., pp.3-4. 번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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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곳에서 잃었던 대상을 다시 만나는 푼크툼은 애도이고 그를 통해

상실은 극복되는가. 그리고 푼크툼의 지극히 주관적인 성격 때문에 바르

트의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온실 사진>이 소용없는 것처럼

막연히 현대성으로 이어졌을 뿐 이주노동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독자

들에게 『제7의 인간』의 이주노동자 사진은 푼크툼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바르트는 어머니를 여읜 다음 날부터 단상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그

메모들은 바르트 사후에 『애도일기』라는 제목으로 엮여 출간된 바 있

다. 여기서 바르트는 정신분석학의 애도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슬픔이 흔히 말해지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 말하는 그런 슬

픔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정신분석학적인 슬픔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변증법적으로 느슨해지고, 조금씩 사라지면

서, 마침내 “화해에 이른다.” 하지만 나의 슬픔은 그렇게 즉시 정화

되지 않는다. 나의 슬픔은, 그와는 반대로, 물러가지 않는다.52)

『애도일기』의 역자인 김진영 역시 바르트의 슬픔을 애도라고 옮기긴

했지만 꼭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애도와 멜랑콜리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다고 한다.53) 그에 따르면 애도와 멜랑콜리는 둘 다 대체에 기반한다.

상실된 대상을 애도의 경우 다른 대상으로, 멜랑콜리의 경우 자기 자신

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르트에게 어머니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

었다. 바르트는 <온실 사진>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되찾는 푼크툼을 경

험하고 난 후에도 다음과 같이 쓴다.

[내 고통의] 독특함은 어머니 안에 있었던 절대적으로 환원 불가능

하고, 따라서 단번에 영원히 상실한 그 무엇의 반영이었기 때문이

다. 사람들은 애도가 점진적인 작용을 통해 고통을 서서히 없애 준

52) 롤랑 바르트, 『애도일기』, 김진영 옮김, 이순, 2012. p.81.

53) ibid., pp268-270. 옮긴이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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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지금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시간은 상실의 감정을 없애 주는 게(나는 이제 울

지 않는다)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그대로 부동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상실한 것은 어떤 대문자 형상

(대문자 어머니)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자

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품성/특질(하나의 영혼)이기 때문

이다. (CL 97)

따라서 푼크툼은 애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데리다(Jacques

Derrida) 역시 『에코그라피』에서 애도의 불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성공

한 애도는 타자의 입사(introjection)이며, 상징화이며, 자아를 강화하고

확장한다. 즉 타자의 타자성을 제거하는 폭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애도는 타자에 대한 존중, 타자에 대한 충실한 기억을 목표로 하

는데 성공한 애도는 타자의 타자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애도는 불가능

한 것이 된다.54)

멜랑콜리에서도 상징화는 이뤄지지 않지만 탈은유화된 합체

(incorporation)로 자아가 타자를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점에서 타자는 더

욱 폭력적으로 배제된다. 하지만 바르트의 방식은 병리적인 멜랑콜리도

아닌 것이 멜랑콜리의 가장 큰 특징인 나르시시즘 또는 에고이즘을 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주체가 탄생한다.

애도가 하나의 작업이라면, 애도 작업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속없

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도덕적 존재, 아주 귀중해진 주체다. 시스

템에 통합된 그런 존재가 더는 아니다.55)

바로 도덕적 주체이다. 슬픔이 에고를 너머서 도덕과 만나면 생기는

것이 연민인데, 그는 슬픔에서 연민으로 나아가는 주체이다.

54) 자크 데리다, 『에코그라피』, 김재희·진태원 옮김, 민음사, 2014. pp.60-61. 옮긴

이 주석.

55) 롤랑 바르트, 『애도일기』, p.18.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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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 사진 그리고 광기 사이에 일종의 (매듭 같은) 관계가 있음

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랑의 고통이라

고 불렀다. 그러나 [...] 사랑의 감정보다 더 넓은 어떤 물결이었다.

[...] 그것은 이상하게 낡아빠진 이름인 연민이라는 이름을 지녔다.

나는 [...] 나를 ‘찔렀던’ 이미지들을 마지막 사유 속에 결집시켰다.

그 이미지들 각각을 통해서 나는 재현된 사물의 비현실성을 확실하

게 넘어 죽은 것, 곧 죽게 되는 것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면서 광경

속으로, 이미지 속으로 미친 듯이 들어갔다. (CL 142-143,)

바르트는 『밝은 방』에서 사진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사유

하면서 사진의 본질을 사랑과 죽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책 거의 끝에 다

다라서 개인적인 사랑을 타자를 향한 연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푼크툼을 주었던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들이 불러일으킨 사고들

이 모여 있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푼크툼의 환유적 성격을 말하는 것

이다. 푼크툼은 한 이미지와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미지와 사건

으로 이어지고 확장된다. 주관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관찰자와 전혀 상관

없는 이미지를 연민으로 아프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르포르타주 사진의 문제는 <온실 사진>에서의 용어로 말하

자면 본질이 아닌 외적인 유사성에 해당하는 재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제3자의 시점에서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경쟁적으로 나르고 독자

는 그 끔찍함에 눈을 돌리거나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안도를

하는 방식으로 잊어버리고 만다.56)

그에 반해 『제7의 인간』은 사진의 단절성과 모호성을 활용한 서사로

독자에게 푼크툼을 준다. 그를 통해 2장 1절에서 보았듯 독자들은 이주

노동자들과 개인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그들의 사진에서 부재와 불연속성

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2장 2절 몽타주의 예에서 보았듯 자신들의 주

관적인 삶의 체험으로 잃어버린 연속성을 이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주

56) Susan Sontag,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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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멜랑콜리를 공감하고 사후기억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7의 인간』은 어설픈 애도가 흔히 그러듯 변증법적으로 마무리되

지 않고 1부 ‘출발’ 장에 나온 신체검사 사진들 시리즈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사진으로 끝이 난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ASM 233)

독자들은 흡사 가족 앨범에서 젊은 시절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

사진에서 초기에 나왔던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반가워할 것이

다. 그리고 2장 ‘일’과 3장 ‘귀향’을 읽어 그들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에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간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감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이

주노동자들을 친밀하게 쓸어볼 것이다.

여러 명이 한 줄에 있지만 군인 같은 규율은 없다. 앞을 엿보기 위해

서 고개를 내밀고 몸을 기울여 이탈한 이들로 줄은 삐뚤삐뚤하고, 간격

도 제각각이다. 웃통을 벗고 하의속옷 차림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결과를 기록할 수첩만 들고 있는데 나머지 손을 어디에 놓아야할지 모르

겠다는 듯 모두 어색한 동작을 하고 있다.

이 오합지졸 가운데 수첩을 손에 감추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가 있

다. 그는 신체검사 결과에 초연한 것 같다. 수첩을 감추는 것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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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다. 그 일시적인 정체성을 넘어 한

사람, 한 존재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다.

고향이 없다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 남자. 한 이민노동자의 존재.

To be homeless is to be nameless.

He. The existence of a migrant worker. (ASM 233)

『제7의 인간』은 고향과 존재를 잃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름을 부여하

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이주노동자들과 독자들을 이어 독자

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멜랑콜리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독자들로 하여

금 멜랑콜리가 상징하는 타자성을 자기화하는 애도를 섣불리 하기보다

푼크툼을 통한 윤리적 읽기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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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롤랑 바르트의 푼크툼 개념으로 존 버거와 장 모르의 『제7

의 인간』을 다시 읽어보았다. 유럽 내 이주노동자에 관한 글과 사진의

혼합체인 『제7의 인간』은 흔히 르포르타주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바르트가 르포르타주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푼크툼을 적용함으

로써 『제7의 인간』이 일반적인 르포르타주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먼저 2장에서는 책의 형식을 혼종이라 정의 내렸다. 『제7의 인간』은

이입국의 언어를 모르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어 침묵을 강요당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이입국의 지식인

인 저자들은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전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구성 형식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의 목소리를 강

요하는 대신 여러 가지 시점과 자료, 매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중에서도 사진에 집중하였다. 시간의 흐름에서 떼어진 사진은 불연속

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불연속성은 모호함을 불러일으키고 서사를 필요

로 한다. 이제까지 르포르타주를 포함한 전통적인 사진 서사들은 이미지

의 다의성과 유동성을 언어를 이용해 하나의 의미로 고정해왔다. 그에

반해 『제7의 인간』에서는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억제되지 않고 적극적

으로 활용된다. 사진은 사진만의 서사를 이루며, 특히 몽타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몽타주의 사진과 사진 사이는 독자들이 스스로 채워 불연속성

을 이을 수 있게 열려있다. 이러한 혼종 형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적

으로 르포르타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르트의 푼크툼을 느낄

수 있게 한다.

3장에서는 푼크툼의 작용 과정과 멜랑콜리적 특성을 다루었다. 바르트

는 르포르타주 사진에 사진작가의 의도를 상징하는 사진작가의 시선이

있을 뿐 피사체의 시선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에 반해 『제7의 인간』

사진에는 피사체, 즉 이주노동자들의 응시가 있으며, 이것이 이주노동자

들을 죽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생명체로 만든다. 그리고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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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 사회적, 정치적 존재를 잃는 과정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입국에 도착한 이주노동자들은 생산라인의 부품

으로 전락한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로서의 시간을 임시적이라 생각하면서

착취를 견딜 뿐, 애초에 고향을 떠나게 만든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를 개

선하려 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이러한 비극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지 않

기 위해 서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사

진을 매개로 한 사후기억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과 개인적

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푼크툼의 도움으로 사진의 불연속성을 독자 자신

들의 주관적 체험으로 채워 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절대적 타자로 남고, 독자들은 그들을 쉽사리 애도하거

나 자기화해서 안도할 수 없다. 그것이 푼크툼이 멜랑콜릭한 이유이며

윤리적인 이유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푼크툼의 특성이 『제7의 인간』을 일반적인 르포르

타주와 구분시킨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화하거나

전유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윤리적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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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graphic Narrative Hybridity and Melancholic Punctum

in John Berger and Jean Mohr's A Seventh Man

Jooyeon Y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ohn Berger and Jean Mohr’s A Seventh Man is a project which

gives voice to migrant workers who are silenced due to linguistic

inability and social hierarchy. The formal structure of the project is a

conscious attempt by the authors not to appropriate their subject

matter. Instead of forcing a unifying narrative, they present various

perspectives and materials, including statistics, poetry, fiction, Marxist

excerpts, and most importantly, photographs. Photography, taken out

of the flow of time, is characterized by discontinuity. It begets an

ambiguity which desires narration. A Seventh Man is generally

described as a reportage. However, while conventional narrative

modes such as reportage fix the fluidity of the meaning of images

within the singularity of accompanying language, the heterogeneity of

voices are not repressed but encouraged in A Seventh Man.

Photographs form their own independent narratives, and there are

gaps not filled but left open for readers to create associative bridges

of meaning. This form of hybridity makes it possible for readers to

feel what Roland Barthes called punctum.

In A Seventh Man, readers discover the phot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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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gaze. It transforms the flat images of migrant workers from

the mere objects of a reportage to the living subjectivities. Readers

have to imagine migrant workers leaving their home country and the

ensuing loss of their social and political being. After their

immigration, they become a replaceable component of a production

line. Thinking of their time as a migrant worker as temporary, they

not only exploit themselves but ignore the contradictory structure of

capitalism that forced them to leave their home in the first place.

Even if they return home, the world they come back to can never be

the world they left behind. Although readers have no personal

relationship with migrant workers, they intimately participate in

constructing narratives of migrant workers by linking the

discontinuity of the project with their own subjective experience.

Punctum, which made this engagement possible, however, prevents

readers from the work of mourning. Readers cannot introject or

incorporate the otherness but remain disturbed by it. This is why the

punctum is melancholic. It is also ethical because there is no easy

catharsis.

keywords : John Berger, Jean Mohr, A Seventh Man, Roland

Barthes, punctum, migrant workers, reportage, hybridity,

melanc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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