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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예술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작업

들을 객관적인 언어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작업들을 체계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작업 전체를 내용과 형식의 차원

에서 해체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용과 형식은 다시 주제와

소재, 표현의 방법과 형식적 특징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

분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적 활동으로서 분명한 사회적 기능이 없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예술이 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게 하는

데, 연구자는 그 거리에 예술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거리는 ‘사회에 대한 구조적 비판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비판적 현실 인식’이라는 작업 주제를 형성하

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구자의 개인적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

부가되었다. 연구자는 말더듬과 우울증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회 문

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에 ‘타자화’와 ‘인지왜곡’에 관한 인식을 보강하

였고, 이를 통해 보다 개인적인 관점을 구축하게 되었다.

현실 문제의 개선을 지향하는 비판적 현실 인식은 일차적으로 ‘현

실과 그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괴리’를 문제 삼는다. 문제의 개선은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현실과 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살’, ‘정치’, ‘민

족주의’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자의 작업은 각 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괴리를 짚는데서 시작한다. 예컨대 한국 사

회에서의 자살은 자살과 관련한 현실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

이의 괴리가 문제의 원인이자 증폭 기제라고 보는 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사실의 인용’이다. 이것은 사실을 담고 있음이 확인 가능한 ‘이

미지’나 ‘텍스트’ 따위를 이용하여, 문제적 현실의 단면을 직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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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다. 사실의 인용은 그 어떤 재현이나 과장도 가질 수 없

는 특유의 호소력으로 현실을 환기한다. 이것은 ‘인용의 중층화’, ‘인

용의 변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형식적으로 보완되기도 한다.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위악적 표현’과 ‘제목의 이용’ 등이 있다. 전

자는 예술이 사회 현상의 반영인 측면을 역이용하여, 위악적인 태도

로 그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발동하거나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다. 후자는 작업 바깥에 있는 제목의 역할의 강화하여, 관객의 이

해를 돕는 한편 크고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작업 내부의 부하를 줄

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법들은 ‘병치’, ‘조형 요소의 간소화’, ‘텍스

트의 이용’, ‘공간적 연출’ 등의 형식들을 통해 보완된다. 병치는 서

로 무관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차등한 관심을 받는 것

들을 작업상에서 균등화시킨다. 조형 요소의 간소화는 불필요한 형

식적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내용을 부각시킨다. 텍스트의 이

용은 인식의 언어적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보나 추상

개념을 온전히 전달한다. 공간적 연출은 관람 여건을 제약하거나 특

별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객의 작업 체험을 공간적으로 보완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기존의 작업들이 갖는 특징과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연구자의 작업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적 현실의 개선을 지

향하듯, 연구자의 작업이 갖는 문제를 개선하고 개성을 강화하는 기

반이 될 것이다.

주요어: 비판적 현실 인식, 사회에 대한 구조적 비판, 현실과 그 인

식 사이의 괴리, 사실의 인용, 이미지와 텍스트, 병치

학 번: 2010-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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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자는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주목한다. 불편은 종

종 회피나 외면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

으로 소홀했을 가능성을 내재하는 까닭이다. 부정적 실상을 지적할

때 쓰는 관용어 ‘이것이 현실이다.’에는 이러한 맥락이 함축되어 있

다. 부정적인 사실을 유독 ‘현실’이라는 어휘로 강조하며 새삼 재인

식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일수록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역

설적으로 긍정적인 미래, 원초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유리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

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연구자는 불편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무시

되는 것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거나 보완

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술은 이러한 활동에

있어 효과적인 그리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자의

작업은 ‘비판적 현실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개개의 작업은 제각기 조금씩 다른 태도와 관점을 갖는 탓에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연구자의 작업들이 완성

된 관점과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축해가는 시각과 생각에 특별한 정신적 불편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산발적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쌓아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는

다. 우선 이것은 의식의 여과 과정을 비교적 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작업이 보다 자연스럽게 폭을 넓혀갈 수 있고, 그만큼 작가로서의

자신을 탐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 각 작업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

와 전체 작업이 지닌 주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혼재된 경향성과

다양성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작업에 깊이와 힘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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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점이 있다.

연구자는 자신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이어 발견하게 되면서, 작업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

고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이 작업을 점검해볼 시

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본 연구는 파

편적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작업을 보다 객관적인 언어로 체계

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작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

개의 작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측면에

서 작업 전체를 해체하여 분석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하여 본고

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취할 것이다.

본론의 첫 번째 장인 II장은 작업의 ‘주제’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먼저 연구자가 하는 작업의 기반이 된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형성하게 된 주제 ‘비판적

현실 인식’에 대해 자세히 논술할 것이다.

III장은 작업의 ‘소재’를 다룬다. 연구자는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루

었는데,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깊이 파고든 ‘자살’, ‘정치’, ‘민족주의’

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각 절에서는 각 소재에 대한

연구자의 비판적 인식을 그에 대한 작업과 연관 지어 기술할 것이

다.

IV장은 작업의 ‘표현 방법’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작업의 기본 방

법인 ‘사실의 인용’에서 시작해,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인용

의 중층화’, 인용한 것의 변형을 통해 인용한 것의 문제를 부각시키

는 ‘인용의 변형’, 새로운 비판 방법으로서의 ‘위악적 표현’, 작업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으로서의 ‘제목의 이용’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V장은 작업의 ‘형식적 특징’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우선 가장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병치’에 대해 서술하고, 또 다른 특징들

인 ‘조형 요소의 간소화’와 ‘텍스트의 이용’에 대해 기술한 뒤,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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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용하게 된 ‘공간적 연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인 VI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

하며, 반성적 검토를 하고 마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석사 과정 입학 시기인 2010년 8월 이후 진행한 작업

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으며, 작업이 전개된 맥락을 설명하거나 보충

설명을 위해 그전의 작업 일부도 같이 다룰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의 작업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 이후의 작업

을 심화 ·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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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 인식 촉매로서의 예술

1. 예술과 사회

연구자의 작업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한

다. 작업에 대해 고민하면 할수록 예술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관한

문제가 곤혹스럽게 다가왔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고

민이 작업의 중심을 차지하게 만든 까닭이다.

고민의 시작은 예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예술은 작가 개인의

‘자율적 활동’이다. 따라서 예술은 구조적으로 현실 사회에 무관심한

데, 동시에 작가 외의 관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족적이지는 않다는 약점이 있다. 예술이 관객, 즉 사회적 반응이

나 수용을 필요로 한다면, 예술 또한 예술계 밖을 내다보고 그에 대

해 가능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것은 원점

으로 돌아가 예술의 자율성과 충돌하게 된다.

그러한 논리적 오류를 무시하고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더라도 문

제는 끝나지 않는다. 자율적 활동인 예술은 분명한 사회적 기능이

없는 탓에 사회적 관계 혹은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가진 활

동들과 달리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구조적으로 무력하며, 예술을 통한 발언은 사

실상 실질적이지 못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예술이 사회에 적극적

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위를 무색하게 하는 무의미가 되기 십상

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같은 전제로부터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는 예술의 ‘무기능성’이 바

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주장한다.1) 기능성이 없는 예술 작품

1) T. W. 아도르노, 『미학 이론』, 홍승용 역, 문학과지성사, 1997,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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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물신화하는 교환 사회와 모순을 이룬다

는 것이 그 논리적 근거다. 다시 말해 예술은 무기능성을 통해 인간

마저 유용성의 잣대로 환원하는 교환의 원칙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고, 바로 그 소통의 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2)

이것을 본고의 언어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은 사회에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다른 활동

들이 서로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갖는

다. 그런데 이 거리는 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 서로 뒤엉켜 있기 때

문에 도달할 수 없는 객자의 위치, 즉 객관적 입장을 의미하고, 이

것은 불가피한 관계로 엮인 것들이 구조적인 이유로 할 수 없는 것

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서로 얽혀

있는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을 것

이고, 그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통찰’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사회에 대한 구조적 비판’의 견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예술의 이

러한 가능성들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간접적 작용’을 의미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술이 작용하는 지점은 사람들의 ‘인식’에

있다. 여기서 인식은 그 개념상 물리적 실체가 없는 관념이지만, 사

람들의 생활이 많은 부분 저마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인식

은 ‘사회적 실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개개인의 인식은 각

자의 차원에 국한된 정신 작용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명이다.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예술은 비록 현실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직접성이 내포하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는 점에서 오히려 더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현실 사

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

적이지 않은 까닭에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갖게 되고, 예술이

2) Ibid., pp. 3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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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지점은 ‘생존 이후의 생존’에 있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정립은 사회적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인

식의 개선 및 보완을 지향하는 작업의 구상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비판적 현실 인식’이라는 주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2. 비판적 현실 인식

궁극적으로 문제적 현실의 개선을 지향하는 비판적 현실 인식은

일차적으로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괴리’를 문제 삼는다. 현

실과 그 인식 사이의 괴리에 먼저 비판적 관심을 갖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이기도 하지만, 현실과 그 인식 사이의 괴리 자체가 (또 다른) 문

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실과 현실 인식

중 어느 쪽이 문제든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실과 그 인식의 합치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자체를 문제 삼

는 것은 아니다. 인식의 정의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3)으

로, 인간이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 도달한 내

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식이란 인식 주체의 자의적 주관이고,

인식의 내용은 인식 대상을 인식 과정 속에서 (재)가공한 것이다.4)

이것은 그 어떤 현실 인식도 현실과 일정치 이상 어긋날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실 인식은 현실에 없다. 관건은 그것

이 진리와 망상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가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망상과 가깝거나 망상일 때다. 여기서 새로이 문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3. 6. 

17.

4) 이 과정에서 인식 주체의 개인적 욕망이나 가치관 따위가 인식 과정에 개입하

는 것은 불가항력적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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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그 인식이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다. 이것 또한 원론적인 답은 불가능이다. 하지

만 관찰 가능한 사실과 논리에 의거하여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사회는 상당히 안정적인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문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 또한 본질은 오류가 발견되기 전

까지의 잠정적 합의일 뿐이다.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문제 되는 것은 그것이 ‘고통’,

극단적으로는 ‘죽음’을 유발하기도 하는 까닭이다. 일례로 간단한 수

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을 종교적 방법으로 치료하겠다고

한사코 수술을 거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의 주체를 개인에서 사회로 바꾸면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사회적 규모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굳이 다룰 필요 없는 것인지도 모

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구자에게 특별한 주제로

자리 잡은 것은 이와 관련한 체험과 그에 대한 성찰 때문이다.

연구자는 ‘말더듬’과 ‘우울증’이 있다. 말더듬은 말소리의 조음에

관여하는 근육의 ‘불협응’으로 인하여 반복, 연장, 막힘 등의 형태로

말의 진행이 붕괴되는 장애다.5) 즉 말더듬은 생각과 신체의 괴리에

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문

제를 유발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몸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을 파괴한다. 말더듬은 일상에 좌절

감과 수치심, 두려움, 무기력 등이 배어들게 했고, 언젠가부터 연구

자는 그와 관련한 부정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5) 말더듬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말더듬은 관여되는 변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이들을 체계화하고 통제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말더듬 발생에 관한 몇 가지 가설적 이론이 제안되

고 있을 뿐이다. 이 정의는 아래 문헌에 실린 말더듬에 관한 내용을 본 논문에 

필요한 정도로 가능한 짧고 간단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이승환, 『유창성장애』, (주) 시그마프레스, 2005,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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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2] 반복 퍼포먼스 장면

[작업 도판 1] 반복, 2000, 종이, 

50cm×50cm×50cm · 가변크기

있었다.

학부 첫 작업인 <반복>은 이러

한 내면화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또 작업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연구자는 종이로 만든 액자를 가지

고 연극하듯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

를 하였다. 액자는 [작업 도판 1]과

같이 종이를 두 겹으로 겹쳐 만든

것이다. 정사각형의 틀 안에는 여

러 가닥의 길이 나있는데, 반원을

그리는 한 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복적인 계단 형태로 접혀있

다. 연구자는 손가락으로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흉내 내

며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을 간단

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틀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는 틀 속의 계단들처럼 별다른

변화 없는 생활을 반복한다. 그것은 미묘한 구속감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틀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계단 같은 걸음을 벗어난 일탈을 한다(이 대목부터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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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단 모양의 칸이 아닌 반원 형태의 칸을 걷는다.). 그러나 그는

문득 자신의 시도가 똑같은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던 것과 근본적

차이가 없는 쳇바퀴 속 달음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겹쳐있던 반원

을 펼쳐 원환을 만들고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 작업의 제목이자 키워드인 ‘반복’은 당시의 연구자가 ‘삶’에 대

해 갖고 있는 인식이었다. 삶은 반복의 구조로 된 굴레였고, 인간의

노력은 그 어떤 것도 근원적 한계 속의 몸부림일 뿐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는 말더듬 외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더

듬의 반복적 속성이 삶의 반복적 요소에 특히 집중하게 만드는 요

인이 되고, 장애로 인한 좌절의 누적이 반복에 대한 거부감과 비관

주의 및 허무주의를 강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말더듬은 물리적 관점에서 근육 운동의 국부적인 붕괴 정

도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외에도 비가시적

으로 내면을 침식하는 문제가 있다. 연구자는 분명한 신체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불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

을 증오하는 상황에 처하고는 했다.6)

그런데 이 자기혐오는 역설적으로 ‘자기비판’의 단초가 되었다. 연

구자의 이상적 자아는 그렇지 않은 실제를 연구자 자신으로부터 구

분 및 축출하고 싶어 했고, 이것은 말더듬 때문에 사회로부터 분리

되었던 연구자가 그것을 자신에게 되돌리는 폭력이었다. 연구자의

(이상의) 선택과 (실제의) 배제는 곧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이었고,

타자화의 주체와 타자의 위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전

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폭력과 고통이 생각과 실제 또는 인식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고 다시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타자화라는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들여다

6) 어릴 적 대학병원에서 말더듬과 관련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따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탓에 당장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 담당의는 연구자의 말더듬

이 특별한 신체적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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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작업화된 예로는 다음 장 3절에

서 다룰 <왈왈!>,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 등이 있

다.

우울증은 현실과 그 인식 사이의 괴리와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벡Aaron T. Beck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부정적 사고는 부

정적 측면에 대한 선택적 집중이나 과일반화 등과 같은 현실에 대

한 잘못된 정보 처리에 의해 형성되거나 강화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인식에 대해 견고하게 조직화된 믿음과 가정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게 유도하고, 이에 따라 부정적 인지가 쌓여 우울증의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7)

연구자는 왜곡된 사고를 수정하고자, 우울증을 유발한 생활 사건

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울감으로 도달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지극히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의 사고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는

데, 그것을 무리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시키기보다 연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관점으로 교정하였다.

하여 ‘삶의 무의미’는 비관이나 허무로 귀결되던 것에서 ‘자율성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쇄라는 관

점에서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으므로 제아무리 불

만족스러운 형태일지라도 그것은 ‘기회’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

었다. 이러한 전환은 무엇보다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연구자는 보다 편안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반

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이다.

인지치료를 통해 연구자는 ‘오해’나 ‘왜곡’ 등과 같은 현실과 동떨

어진 인식이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되었

다. 이 절의 첫 문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 문제 또한 마찬가지

7) 김원 ․ 황태연, 「심리사회적 모델」, 『우울증』, 대한우울 · 조울병학회, (주) 

시그마프레스, 2012,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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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다. 오해나 왜곡은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못

된 전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기반이 되고, 그러한 이유

로 생겨난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심화시

키거나 확대 재생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현실 인식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보거나 새로운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현실 인식은 무

비판적 현실 인식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

지 않을 때, 문제는 사회적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역으로 말해, 사회

문제는 사회적 규모의 정신 치료, 즉 ‘사회적 차원의 비판적 현실

인식’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자체

가 곧 사회 문제의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 인

식이 전제되지 않은 노력은 결코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비판적 현실 인식은 무엇보다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말의 첫음절에서 가장 심하게 작용하

는 말더듬과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

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연구자에게 시작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예술은 바로 그

시작에 기여하는 ‘영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유로 연

구자는 현실의 문제에 관한 논의와 성찰의 계기가 되는 작업, 즉

‘비판적 현실 인식의 촉매’가 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비판적 현실 인식이라는 주제는 선택한 소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

인 형태를 갖게 된다. 작업에 쓴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그 중 가장 깊이 파고든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

장은 주제 표현을 위한 소재의 선택과 그에 따른 소주제 형성에 관

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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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 문제의 비판적 인식

1. 자살 문제: 사회적 죽음

첫 번째 소재는 ‘자살’이다. 자살은 말 그대로 자살자가 스스로 죽

음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죽음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결함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문

제는 사회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자살자의 수가 사회

적 규모로 크다면,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대처 외에도 ‘사회적 차원

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소재를 다루게 된 이유다.

한국의 자살률과 자살 증가율은 10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자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자살의 베르테르 효과를 운

운하면서도 (특히 유명인의) 자살을 대대적 ·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 주저가 없고, 학계는 상황에 걸맞은 연구를 진행 중인지 의문이

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

직도 한국 사회가 자살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자살자는 이유 불문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자살에 대해 이

야기를 꺼내는 것은 철없이 저지르는 민폐가 된다. 연구자는 우울증

을 앓다가 자살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지만,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연구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단지 점잖은 비난뿐이었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혼자 생각을

전개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게도 이 과정은 혹독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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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고 외로웠다. 그리고 그 결과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살아가든 삶을 중단하든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최선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자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살을 고민

하거나 자살한 많은(≠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지나

과장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전하지 못한 판단 끝의 자살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자살을 고민하지 않거나 고민해본 적 없는 사람

들의 판단은 과연 얼마나 온전하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올바른 것

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자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장 나은 선택이 무엇인가

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 자살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살이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

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살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삶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는 선택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자살은 차선 혹은 차악의 선택이다. 자살에 대한 비판은 자살자의

처지에 대한 성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살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영

역의 것이고, 그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 또

한 누구도 정확히 할 수 없는 터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

편타당한 잣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자살

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고 그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죽

는다. 자살한 이들이 자살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접하고 충분한 대

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일부는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자살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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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으로 죽었을 것이다. 자살은 무작정 막는다고 막을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

니다. 그러한 무시나 외면은 오히려 자살의 파열음을 키울 뿐이다.

연구자가 한국의 자살을 문제 삼는 것은 자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무분별하게 자살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과

도한 고통이나 파장을 남기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살 관련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인 ‘죽을 용기로 살지.’나 ‘개똥밭

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따위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한 단

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탄식을 빙자한 피상적인 매도는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 ‘왜 자살하는가’가 고민의 출발점이 아니라

반응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이 문장의 마침표를

느낌표에서 물음표로 전환하고 싶었다.

자살자의 유서는 ‘왜 자살하는가?’에 대한 가장 명징한 답변일 것

이다. 그런데 그것들의 합은 단순히 답변을 하는 것을 넘어서 모종

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자살자의 유서를 모

은 작업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이하 ‘<당신은

왜?>’)([작업 도판 3])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자살을 관객에게 구체적인 언어로 직면시켜, 우리 사회

의 자살을 환기하고 가능하다면 자살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자살자의 유서 작성은 일방적 통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대화방

법이지만, 유서를 남기는 행위는 소통적 의지에 대한 근거가 되며,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통’을 지향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살자

가 유서를 남기는 것은 단순히 측근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

서일 때도 있지만, 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다. 특히 그것이 공적 메시지일 때, 자살자의 자살 실천과 유서는

세상의 부조리나 사회 문제에 대한 통렬한 증언이자 경고가 된다.

다음은 연구자의 작업에 인용된 몇몇 자살자의 유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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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3]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

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변설치 · 

서울대학교 우석홀 설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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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님 회사에 계약을 하면서 김■■ 사장님의 강

요로 얼마나 술접대를 했는지 셀수가 없습니다. (중략)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

습니다.”8)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격적이고 반인류적인지…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는 동성애자다’라구요.”9)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 B 교수님을 처벌해 주세요.

(중략)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개’의 관계를 세상

에 알려주십시오.”10)

“자살자들은 구조(structure)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

만, 일방적으로 구조에 의해 행위가 규정되어버리고 마는 존재가 아

니라, 구조에 의해 조건 지어진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성찰하며,

그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의미 있게 선택하는 능동

적인 존재”라는 박형민의 평가는 이러한 의미와 의의를 정확히 짚고

8) 이민우, 「故 장자연 ‘심경 고백’ 문서 일부 공개」, 『KBS 뉴스9』, 2009. 3. 

10.

http://news.kbs.co.kr/mobile/news/mNewsView.do?SEARCH_NEWS_CODE=

1737028, 2013. 10. 24.

이정민, 「故 장자연 “성 접대 강요 받았다”」, 『KBS 뉴스9』, 2009. 3. 15.

http://news.kbs.co.kr/mobile/news/mNewsView.do?SEARCH_NEWS_CODE=

1739764, 2013. 10. 24.

9) 배경내,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통한 절규」, 『OhmyNews』, 2003. 4. 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

20356, 2013. 10. 24.

10) 안현주, 「죽음을 택한 대학강사 ‘눈물의 유서’」, 『뉴시스』, 2010. 5. 27.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00527_00052

98884,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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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괄호 안은 필자 주).11) 자살자들의 목소리를 단지 불길하다거

나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관습적 사고에 매여 한사코 외면하거나 덮

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방식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문제에 대한 이해고, 그것은 문제를 직시할 때 비로소 가

능하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자살자의 유서는 문제를 풀

어갈 실마리이자 명분이 되고, 그것을 해석하고 되짚어보는 것은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12) 하지만 무엇보다 자살자의 유

서를 보는 것은, 사회 문제로서의 자살이 사회적 타살의 의미가 있

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

는 일종의 공범자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반성이 될 것이다.

자살을 삶의 본질적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자살자의 유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삶에 대해 근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육성이며, 삶과 죽음이 결코 유리된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경보다.

그러한 자살자의 유서를 통해 도달한 이해와 공감은, 독자로 하여금

같은 생각과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지 않은 상황의 대비를 통

해, 중요한 사고 전환의 계기를 얻게 해준다. 타자를 향한 질문 ‘왜

자살하는가?’를 통해 타자를 자기화하게 되면, 그것은 뜻밖에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않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려 자신도 모르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업의 제

목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와 검은 바탕으로 액자의 반

사율을 높인 것([작업 도판 4])은 이러한 이유에서 결정된 것이다.

11) 박형민, 『자살, 차악의 선택』, 이학사, 2010, p. 401.

12) Ibid.,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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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4]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세부

2. 정치 문제: 정치적 태만

두 번째 소재는 ‘정치’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작업들

을 하면서,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 자체보다는, 그러한 정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여건이나 그것의 기저에 깔린 인식을 다루고자 했다.

연구자는 그것을 ‘정치적 태만’이라고 요약한다.

정치 문제에 있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은 자신의 본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태만의 과오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인을 선출 및 재선출한 선거인은 오판 및 재오판의 책

임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태만의 과오가 있다. 즉, 정치 문제는

관련 정치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용인한 선거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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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 국회 마크

성원 전체에게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서술한 것과 같은 순서(정치인의 문제→선거인의

문제→국민 전체의 문제)로 전개 및 구축된 것인데, 정치 문제를 다

룬 작업 또한 이와 비슷한 관점의 변화를 보이며 진행된다.

1) 정치인의 문제

정치 문제를 다룬 초기 작업

인 <國이라고? 或이 아니

고?>([작업 도판 5])는 비판의

초점을 부패한 정치인, 그 중에

서도 국회의원에 맞춘 것이다.

이 작업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

되어있다. 첫 번째 파트는 국회

마크([참고 도판 1])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국회 마크에 쓰

인 한자가 나라를 뜻하는 ‘國’이

아니라 ‘의심하다’나 ‘미혹하다’

를 뜻하는 ‘或’처럼 보이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풍자가 된다는 개념의 작업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분야인 정치가 그 상

징에서부터 이미 의심을 유발하고, 그것이 실제와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정치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사실

을 짚는다.

두 번째 파트는 그러한 정치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라는 개념의 작업이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모습을 단순하게 묘

사한 반원의 테이블 위에는 국회의원 배지 이미지가 인쇄된 30개의

타일이 놓여있다. 이것을 뒤집어 이면을 보면 보도 자료를 조사해

수집한 국회의원들의 추한 행적들을 볼 수 있다([작업 도판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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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5] 國이라고? 或이 아니고?, 2007, 혼합재료, 가변설치 · 

대안공간 팀 프리뷰 설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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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6] 國이라고? 或이 아니고? 세부

[참고 도판 2] 포켓몬 게임 카드

내용은 국회의원의 실제 ‘행적’

과 그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법 ‘기술’과 그 기술의 ‘효과’

를 적어놓은 놀이용 카드의 구

성을 따온 것이다([참고 도판

2]).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해보

자면 다음과 같다.

[골프장에서 지역 상공인에

게 맥주병 던지기]

효과: 캐디가 국회의원을

“따까리 취급”해선 안 됨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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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긴급질의 무시하기]

효과: 긴급질의 때 1시간 지각한 걸 꾸짖고 있는 건 긴급질의

의 취지를 도리어 무색케 함을 역설

[국회의사당 안에 안마원 설치 추진하기]

효과: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

이러한 사례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정치인에 대한 비판

적 시선을 갖게 만든다.

이 작업의 세 번째 파트는 이러한 작업의 구성과 각각의 의미에

대해 서술해놓은 보도 자료 형식의 텍스트다. 이것은 자칫 그냥 지

나칠 수 있는 작업의 내용(국회 마크는 왜 그려놓았는지)이나 경험

(타일을 뒤집어 봐도 되는지)을 관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2) 대중의 문제

2008년 촛불시위를 소재로 한 작업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는 비판의 초점을 정치인의 문제를 용인하는 대중에 맞춘 것

이다. 당시 시위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요구로 확대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때 처음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중 인상 깊게 남은 하나가 시위

현장을 조금만 벗어나도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하게 바뀌는 도시 풍

경이었다. 그 어떤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도 시위 장소가 아닌 곳이

조용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심리 상

태는 장소의 변화에 맞춰 즉각적으로 잦아들지 못했고, 그로 인한

부조화는 매번 기이한 위화감을 일으켰다. 합리적인 연결은 아니지



23

[작업 도판 7]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 2008, 캔버스에 유채, 

80.3cm×100cm

만, 연구자는 그로부터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떠올리고는 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하

여 이 정도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하는 것이 없는 상황을 초래한 이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

어지고는 했다.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는 시위에 참여하면서 든 이러

한 생각들을 회화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다음은 각 작업에 대한

개별 설명이다.

[작업 도판 7] 잔디밭과 하늘은 흡사 하나의 영역인 것처럼 이어

져 있다. 여기서 잔디밭은 시위 현장에 대한 은유고, 하늘의 색깔을

잔디밭의 색깔과 일치시킨 것은 통상적으로 하늘에 부여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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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뉘앙스를 잔디에 연결 짓기 위한 것이다(이것은 [작업 도판 8]과

[작업 도판 9]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잔디를 밟아도

됩니다’라고 적힌 푯말이 있지만, 잔디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레닌이 했다는 말 “게르만인들은 혁명을 할 수가

없다. 혁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지만,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푯말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13)에서 가져온 아

이디어다. ‘잔디를 밟아도 됩니다’는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말을

비틀어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14)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잔디밭 안

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시위를 불법 행위라는 관점

으로만 파악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인식은 비판적 성찰이 없으면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처럼 경직

될 수 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간단한 말조차 이해하지 못

할 지경으로.

[작업 도판 8] 인식의 균형이 깨진 문명은 균형이 깨진 비행기처

럼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인간의 관습들로부터 자유로운 새들은

아무렇지 않게 잔디를 밟고 다닌다. 때때로 인간의 쓰레기(문명의

폐해) 때문에 발가락을 잃어도 새들은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

람들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발가락을 잃어도 걸

을 수 있는 새를 닮아야 한다.

[작업 도판 9] 우리는 우리를 덮어 싸고 있는 인식을 의심할 수

13) 이 말은 이 작업을 하기 수년 전 어느 교양서적에서 접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레닌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레닌이 한 비슷한 의미의 말 “독일인들은 먼저 기차표

를 예매하지 않고서는 역을 점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가 혁명을 위해 국회의

사당을 습격하는 와중에도 잔디밭은 피해서 진격했다는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일화(이 일화 또한 학술적 가치를 갖는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와 뒤섞여

서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Kees Vanderpijl, 「Faschismus und Geopolitik」, 『Vordenker der 

Weltpolitik』, Leske + Budrich, 1996,  p. 145.

1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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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8]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 2008, 캔버스에 유채, 

65.1cm×90cm

[작업 도판 9]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 2008, 캔버

스에 유채, 72.7cm×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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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0] 다 똑같다, 

2010/2013, 천에 디지털 프

린트 · 휴지심 · 휴지걸이, 

7000cm×11cm · 옵시스 아

트 설치장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자유(보다 나은 미래)에 다가

갈 수 있다. 정치인의 정치적 태만은 대중의 정치적 태만을 기반으

로 한다.

3) 국민 전체의 문제

이다음 작업인 <다 똑같다>([작업 도판 10])는 비판의 초점을 정

치인과 대중의 정치적 태만이 갖는 연결고리에 맞춘 것이다. 주류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

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정치인

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무관심과도 이어지는 말

인 ‘정치인은 다 똑같다’는 어쩌면 주류 정치세력이 고안한 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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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1] 다 똑같다 세부

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은 그들이 가

장 달갑게 여길 말이고,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그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은 다 똑같다와 같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프레임은 논리적

으로 파괴하는 것이 힘들다. 사람들의 인식에 먼저 각인된 것을 극

복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인데다가, 이 말이 사실이 아니고, 논리

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음흉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아무리 쉬운

말로 비판할지라도, 그것은 이 말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남기 어려운 까닭이다. 해서 연구자는 이 말에 그

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한국의 주류 정치세력은 자신들에 반하는 모든 것을

빨갱이로 싸잡아 매도하는 전략을 쓴다. 그런데 바로 그 빨갱이 이

미지를 ‘정치인은 다 똑같다’라는 문맥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회 마크의 國 자가 或 자처럼 보이는 점을 다시 이용한 <다 똑

같다>는 이러한 이유로 제작되었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는 의원

들의 이미지]는 [국회 마크]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국회 마크가

연상시키는 [或 자에 대한 한자 사전의 뜻풀이]로 이어지며, 이것은

목 뒤의 거대한 혹으로 유명한 [김일성의 혹이 두드러지게 찍힌 사

진]으로 이어진다([작업 도판 11]).

각각 11×11㎠의 정사각형 칸 안에 인쇄된 이 네 가지의 이미지와

텍스트는 4컷 만화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처음과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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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작업 도판 10]). 이렇게 해서 국회

의원은 김일성과 하나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되풀이 속에 한국의 정

치인은 빨갱이와 구분이 사라진다. 즉 남한의 정치인과 북한의 정치

인은 다 똑같은 것이 된다.

‘다 똑같다’라는 이 작업의 제목은 이러한 작업의 구조와 대응 관

계를 갖는다. 우선 4음절의 제목은 4칸의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응한

다. 그리고 시작과 끝의 글자가 같은 것(‘다’ 똑같‘다’)은 첫 번째 칸

과 마지막 칸이 다시 이어져 무한히 순환되는 구조를 암시하며, 이

것은 동시에 첫 번째 이미지(남한의 정치인)와 마지막 이미지(북한

의 정치인)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이 작업의 내용에 대응한다.

3. 민족주의의 문제: 타자화

세 번째 소재는 ‘민족주의’다. “민족을 모든 가치 체계의 우위에

두는 태도 일반”15)을 가리키는 민족주의는, 우리나라가 위기나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다. 연구자는 민족주의의 부작용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것의 핵심은 민족주의가 내재한 ‘타자화’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족주의는 같은 민족 구성원 간의 강한 결속력을 위해 자기 민

족과 타민족을 명확히 구분하게 된다. 문제는 이 구분의 기준이 자

의적 판단과 정치적 논리에 근거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합리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억압의 폐해는 경계

밖의 집단뿐만 아니라 경계 안의 집단도 입게 된다. 연구자는 이 타

자화의 논리가 타자화의 객체뿐만 아니라 타자화의 주체에게도 해

가 되는 지점을 짚어, 관객들에게 타자화의 문제를 환기하고 민족주

의를 재고하게 하고자 했다.

15)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4차 개정 증보판, 중원문화, 2012,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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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2] 왈왈!, 2011, 캔버스에 유채 · 액자 · 프로젝터, 

30cm×180cm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작업 <왈왈!>([작업 도판 12])은 한국

사회에서 끈질기게 유행하는 구호 중 하나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를 실마리로 삼는다. 이것은 논리, 세계관, 문맥에

걸쳐 한국의 문제적 인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외침에서 한국

(특수)을 세계(보편)와 동질화하는 장치는 부사 ‘가장’뿐이다. 수식어

가 논리의 전부인 이 말은 역설적 진리를 표방하지만, 기실 선민의

식을 기반으로 한 억지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을 선민의식의 발현

이라고 보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다른 민족을 넣

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거나 탐탁지 않게 여길 것으로 생각되는 까

닭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

연 진심으로 가장 아프가니스탄적인 것이나 가장 소말리아적인 것

도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까? 연구자는 회의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선민의식이 진정한 자부심이나 주체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에서 ‘세계’는 실상 ‘서양’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느 영역이든 한

국 사회에서 권위를 갖는 판단 기준은 패권의 장악한 서양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에 따라 한국은 스스로 타자(서양=주체)가 된다. 즉, 한국을 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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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화하려는 의도는 한국이 주도 세력을 의미하는 ‘세계’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 ‘주

변’인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열망을 드러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사실 선민의식의 외양을 한 사대주의의

표현인 것이다.

이 말의 출처에 대해 조사해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 부끄러운 사

실이 드러난다. 이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 중에 출처를 밝히는 사람

들은 모두 이것이 괴테의 말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다.”를 변형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그의 저작과 그에 관

한 문헌들 어디에서도 이 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찾은 것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말이었다.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별다른 의미가 없고, 이제 세

계문학의 시대가 오고 있으므로, 모두들 이 시대를 촉진시키

도록 노력해야 해. 그러나 이처럼 외국문학을 존중한다 하더

라도 그 어떤 특수한 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모범적이라고 생

각해서는 안 되겠지. (중략) 우리는 단지 역사적으로만 검토를

하면서 그중 좋은 것을 가능한 한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16)

“거듭해서 말하는 바이지만, 한 국가에 유익한 것은 그 나

라의 고유한 핵심과 국민의 보편적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뿐이

네.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서 말이야. 왜냐하면 특정

한 시대의 단계에서 한 민족에 유익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네.”17)

이러한 말들을 보면 혹여 괴테가 실제로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

16) 요한 페터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1』, 장희창 역, 민음사, 2008, p. 324.

17) 요한 페터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2』, 장희창 역, 민음사, 2008,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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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

이 든다. 했다고 한들 그 말의 의미는 각 민족이 가진 고유한 것들

중에는 다른 민족들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 정도지, 각 민족의 가

장 특수한 것에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애초 잘못된 인용이

며, 원문이 있다 한들 문맥을 완전히 왜곡한 사용이다.

<왈왈!>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위에 겹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말이 참이라면, 가장 스리랑카적인 것이나 가장 방글

라데시적인 것도 가장 세계적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아마

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중

에 이것 또한 맞다고, 우리 것만큼 그것 또한 최고로 좋다고 진심으

로 맞장구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세계로 상정하

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것과 얼마나 다를 것

인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미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승

인되는 경향마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철학적 측면에서 틀린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 측면에서조차 상당 부분 맞다고 하기 힘들다. 그

렇다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또 다시 얼

마나 초라해지는가? 개 짖는 소리를 제목으로 한 것은 이러한 생각

끝에 하게 된 비유적 조소다.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작업 도판 13])는 이러한

생각을 보다 심화시킨 작업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

으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60-70년대에 걸쳐 급속한 근대화를 추

진했다. 이것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에도 끝나지 않는 외세의 압력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 정체성에 관

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국내 ․ 외적 상황에서

형성된 민족주의는 안으로는 ‘익숙한 과거’를 환기하고, 밖으로는 ‘타

자와의 대치’를 전제한 어떤 것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모색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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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3]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 2012, 태극기 · 폴리

에스테르 천 · 액자 · 알루미늄 판 · 실, 67cm×97cm

다.18)

당시 미술계는 이러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반영했다. 이 시기 미술

가들은 전통적인 재료를 서양의 현대 미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62년부터 시작된 권영우의 ‘한지’ 이용이 대표적이다. 그

의 작업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내 관객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

과 잃어가는 전통을 떠올리게 하면서 ‘한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

는데, 이것은 역으로 작가 본인 그리고 다른 작가들에게까지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19)

70년대 들어서는 한지의 ‘백색’을 한국의 정서이자 아름다움으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

다. 이유인 즉, 백색을 한국의 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식민지 시대

18) 김정희, 「한국 현대 미술 속의 ‘한국성’ 형성 요인의 다면성」, 『동서양미술

문화비교국제심포지움』, 2004, pp. 112-113.

19) Ibid., pp.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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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피식민 국가에 대해 가졌던 오리엔탈리즘 시각의 무비

판적 내면화이며, 70년대의 유신 체제에 대한 침묵의 반영이라는 혐

의를 벗기 어려운 까닭이다.20)

일제 강점기 일본의 문예연구가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인이

상복을 많이 입는 것에서 백색을 한국의 색으로 규정했는데, 이때

백색은 색이 아니라 ‘색의 결핍’을 의미하며 곧 ‘순수’를 뜻한다.21)

그리고 그것은 ‘순응성’을 내재한 것으로 보았는데, 피지배 민족이

저항보다 순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히 식민 정

권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70년대 당시 독재 정권의 입

장에서도 달가운 인식이었다.22)

이러한 배경 속에 백색 미학은 주류가 될 수 있었고, 당시 한국

미술계는 모든 작업의 색깔이 백색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영목은 이후 오늘날까지도 서구의 사조를 한 템포 늦게, 유행처

럼, 어설프게 모방하는 세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

국 미술계의 무비판적 수용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다.23) 연구자는 이에 공감한다.

태극기에서 흰색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잘라낸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는 태극기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70년대 한국

미술계에서 유행했던 단색화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는 한국 사회와 한국 미술계의 맹목성을 풍자한

다. 의도적으로 남긴 태극 문양과 4괘의 흔적은 그러한 선택과 배제

가 유발하는 폭력성을 흉터처럼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작업 도판

14]).

20) Ibid., p. 124, 125, 131.

21)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의 미술」, 『조선을 생각한다』, 심우성 역, 학고재, 

1966, pp. 187-188.

22) 김정희, op.cit., p. 127, 131.

23) 정영목,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과 수용에 관한 문제」, 『造形 

FORM』 vol. 16,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3,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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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4]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 세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작업의 기본 주제는 선택한 소재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발현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가 현실의 구체

성을 통해 여과되면서 국부적이고 구상적인 형태를 갖게 된 까닭이

다. 다음 장은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용하는 방

법 중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35

IV.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한 표현

1. 사실의 인용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표현을 위해 연구자가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주가 되는 것은 그 문제와 관련한 ‘사실’을 ‘인용’하는

것이다. 불편한 현실일수록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반영된 사

실의 인용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 말하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현실

의 단면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증명’의 효과를 갖는

방법이다.24)

작업에서 사실을 인용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인용한

사실의 ‘사회적 의미와 맥락’이다. 인용 가능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객관성을 지닌 사실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특성상 ‘이미

지’나 ‘텍스트’ 등의 매개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인

용될 수는 없는 탓에 원래의 의미와 맥락이 소실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빌려 쓴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는) ‘차용’과 다르다. 현대미술의 차용이 기표와 기의를 의도

적으로 교란하거나 전환하는데 주력하는 것과 달리, 연구자의 인용

은 원래의 의미나 맥락을 (가능한) 그대로 가져오는데 중점을 둔다.

즉 연구자가 기호를 빌리는 것(사실을 인용하는 것)은, 작가적 개입

을 통해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

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객관적 현상으로서의 기표와 기의를 재현하

24) 표현상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 설명을 덧붙인다. ‘실제로 있는/있었던 존재 또

는 사건’을 의미하는 ‘사실’은 실제적, 경험적, 개체적인 것으로서, 가능성이나 

필연성, 당위성 등과 무관한 개념이다. 따라서 사실의 인용은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 사실에 대한 작가/연구자의 동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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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5]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세부

는 것이다.

사실을 인용하는 데는 개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이유

도 있다. 사실에는 그것만이 환기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 가령, 실

제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은, 그것의 연출이 투

박하거나 화면이 분명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렬한 인

상을 받게 한다. 이것은 소위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를 보여

주는 오늘날의 영화조차 허구라는 점 때문에 줄 수 없는 느낌으로

사실만이 갖는 힘이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느낌으로, 그것의 인용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객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을 인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

를 갖는다. 하나는 굳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연할

필요가 없는 이미지나 텍

스트를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작업에 적합한

형태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다.

작업에서 인용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는 방

법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

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다. <당신은 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작업

도판 15]를 보면 알 수 있

는 것처럼 A4 사이즈의

액자에는 유서의 일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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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6] Death Mask 세부

은 전체가 적혀있고, 그 밑에는 그 유서의 출처가 논문 형식으로 적

혀있다. 이 경우 출처는 단순히 그 텍스트가 ‘출처가 있음’ 또는 ‘사

실임’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서의 내용만 보아서는 바로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주는 기능을 갖

는다.

이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Death Mask>([작업 도판 16])의 부

연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형태를 띤다. 자살한 유명인들의 영정 사

진을 구해 출력한 뒤 배경만 남기고 오려낸 이 작업은, 각 액자 밑

에 영정 사진 속 인물이 죽은 날짜가 적혀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적혀 있는 날짜는, 작업 자체의 분위기와

같이 전시되는 작업 <당신은 왜?>와의 연출적 관계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을 통해 작업의 액자들이 자살자의 영정 사진이라는 것을 짐

작하게 되면, 그것들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기 힘든 ‘구체성’을 보완

하여 이 작업이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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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획득한 작업의 실제성은 사진 속 인물의 공백이 주는 공

허감을 역설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2. 인용의 중층화

사실의 인용은 작업에 특유의 호소력을 부여하지만, 그것이 곧 미

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다른 방법과 더불어 복

합적으로 작업을 구성한다. 그것은 또 다른 인용과 겹쳐지기도 하는

데, 연구자는 이것을 ‘인용의 중층화’라고 한다. 이때 다시 겹쳐지는

인용은, 전형화되거나 관습화되어 일반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작업을

구성하는 전체 틀로 삼는 것일 때가 많다.

일반에게 친숙한 이미지는 그것이 친숙한 만큼 사회적 인식으로

확장되어 있다. 이것은 사용 방법에 따라 인용된 사실의 의미를 강

화하는 뉘앙스를 부여하거나, 인용된 사실을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다음은 그러한 이미지를 이용한 작업의

사례와 그것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당신은 왜?>와 <Death Mask>에 적용한 검은 바탕의 사각 액

자는 관객들이 작업을 보며 ‘영정 액자’를 떠올리게 하는 기반이 되

는데, 연구자는 그 액자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통해 작업에 ‘합

동 영결식’의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했다. [참고 도판 3], [작업 도판

17]

한국에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등

대형 재난이 많았다. 이러한 사고들은 각각의 직접적 원인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한

25) 그 날짜들 중 일부는 같이 전시되는 <당신은 왜?>에 적혀있는 자살자의 죽은 

날짜와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죽음이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라 의도

적으로 같은 자살자를 겹쳐 두 작업의 연관성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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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3] 씨랜드 화재 희생자 합동 영결식

[작업 도판 17] Death Mask, 2012, 디지털 프린트 · 종이 · 

액자, 33cm×24cm×10개 ·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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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8] 다 똑같다, 

2010/2013, 천에 디지털 프

린트 · 휴지심 · 휴지걸이, 

7000cm×11cm

그 이면에 존재했다. 즉, 이러한 대형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

할 수 있는 사고가 우연히 더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가 지닌 문제들의 축적이 초래한 필연적 재앙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자살 또한 자살자 개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고,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의 자살 또한 한국

의 사회 문제가 초래한 또 다른 차원의 대형 재난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났던 특수한 풍경인 합동 영

결식의 코드를 이 작업들에 부가하여, 개개의 자살을 개별적으로 깊

이 생각해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또한 고민해봐야 할 문

제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했다.

<다 똑같다>([작업 도판 18])

에서는 [국회의원]-[국회 마

크]-[或 자 설명]-[김일성]으로

이어지는 4칸 패턴을 70m 길이

의 천에 반복 인쇄하였다. 그리

고 이것을 ‘화장실 휴지’의 형태

로 말았는데, 이를 통해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들로 대변

을 닦는 장면을 떠올리게 될 것

이다. 이것은 한국의 부패한 정

치인은 물론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기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대중의 인식에 대한 경멸

이자 비판이다. 정치적 태만을

떨쳐내지 않는 이상, 정치인이

든 대중이든 빨갱이든 그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고, 똥 같은

것들이다.



41

[작업 도판 19] 國이라고? 或이 아니고? 세부

[참고 도판 4]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국이라고? 혹이 아니고?>의 경우, 작업의 전체적 모양새가 국회

의사당 내부의 실제 공간을 떠올리도록 구성하였다.([참고 도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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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9]) 작업의 상단 중앙부에는 국회 마크를 그린 원형 캔

버스를 두고 하단의 반원형 테이블에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단

순하게 묘사한 이미지를 덧씌웠다. 이를 통해 관객은 본회의장의 뒤

편 방청석에 앉아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상황을 간접적

으로 공유하게 되고, 이것은 관객의 작업 체험에 보다 구체적인 느

낌을 부여한다.

3. 인용의 변형

사실의 인용은 인용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변형하는 ‘인용의 변형’

과 겹쳐지기도 한다. 연구자가 작업에 인용하는 사실은 그저 실제로

존재하는/했던 것일 뿐, 옳고 그름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인용

한 것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으로는 쉽게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용한 사실의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인 인용의 변형은,

인용한 사실을 변형한 것임을 관객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용한 것을 다양하게 변형하고 그것을 다시 인용한 사실과

겹치는 것이다.

사실의 인용 위에 인용의 변형을 겹친 대표적인 사례로는 <왈

왈!>([작업 도판 20])이 있다. 이 작업은 급훈을 연상시키는 싸구려

금색 액자에 궁서체로 쓰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같은 구조(가장 ~한 것이 가장

~하다)로 이루어진 고딕체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영사하는 것이다.

영사되는 문장은 ‘가장 스리랑카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가장

방글라데시적인 것도 가장 세계적이다’, ‘가장 미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지’ 등과 같이 주어를 다른 국가로 치환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 문장의 세계관이 가진 문제를 짚는 것으로 시작한다.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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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20] 왈왈!, 2011, 캔버스에 유채 · 액자 · 프로젝터, 

30cm×180cm

‘가장 한국적인 것은 한국적인 것보다 한국적이다’로 ‘한국적인 것’이

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리고 ‘가장 된장스러운 것이

가장 음식스럽다’, ‘가장 매운 소스가 가장 양념적이야’와 같은 앞뒤

로 얄팍한 연관 관계를 갖는 문장들을 계속 이어 붙여 기본 문장의

억지스러움을 풍자한다. 그리고 이것들의 축적을 통해 기본 문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전개는 시 문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장난’의 구조를

가져온 것이다. 시에서 말장난은 단순한 말장난으로 그치지 않고,

역설적인 구조로 대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거나 논리를 통해서는 도

달할 수 없는 어떤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좋

은 예다. “어째서 맨발로, 진흙 바닥에, 헝클어진 머리, 몸빼이 차림

의/젊은 여인은 통곡하는가 어째서 통곡과 어리석음과/부질없음의

표현은 통곡과 어리석음과 부질없음이/아닌가 어째서 시는 귀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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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째서 귀족적이 아닌가.”26) (이성복,「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

을까」 중에서)

연구자는 설사 미술 작업일지라도 서술적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성과를 쌓아온 문학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의 자유연상이나 언어유희를

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형식을 연구하였고, 위와 같은

형태로 구현하게 되었다.

4. 위악적 표현

인용의 변형이 인용한 소재의 변형을 통해 그것의 문제를 부각시

키는 방법이라면, ‘위악적 표현’은 문제적 현실을 그것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로 버젓이 드러내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정공법만으로 비판하

는 것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사회 문제는 지적 문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 외에도 사람들의 이

기심, 관습적 사고 등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마련인데, 이 중 특히 뒤에 언급한 것들은 단순히 합리적으로 이해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까닭이다. 게다가 인

간의 정신체계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근본적인 층위라는 사실까

지 감안하면, 논리적 설득은 일견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27)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는 비판의 방법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위악적 표현’을 통해 관객이 작업 자체를 사회

문제의 산물로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은 미술

이 사회 현상의 문화적 반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친절하

26) 이성복,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문학과지성사, 1980, p. 86.

27)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새로운” 무의식: 정신분석에서 뇌과학으로』, 김명

남 역, 까치글방, 2013,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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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21] 상식퀴즈 세부 

게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설득하기보다는, 위악적인 태도로 사회

문제가 악화되어 가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그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발동하거나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은 위악적 표현의 방

법을 사용한 작업의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상식퀴즈>는 중차대한 사회 문제가 범람하고 있지만 대중의 관

심은 그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상황을 풍자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보도 사진들’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남녀싸

움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문제지들’이 하나씩 짝을 이루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작업 도판 21]) 위악적 표현은 이 중 문제지에 적용

되었다.

연구자는 인터넷의 여과되지 않는 무례와 파렴치를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 익명의 대중이 인터넷에서 함부로 내뱉는 말들을 선다형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온라인상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문제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

킨 발언을 인용하거나(예: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 패러디하

기도(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성공한 강간은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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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 중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

로 한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숫처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한가?

① 때린다.

② 지금이라도 처녀막 재생수술을 시킨다.

③ 고소하고 이혼한다.

④ 사랑으로 보듬고 용서한다.

다음 주장 중 틀린 것은?

①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

② 예쁜 여자가 성격도 더 좋다.

③ 키 작은 남자는 장애인과 결혼해야 한다.

④ 못사는 남자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

⑤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① 동성애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② 성공한 강간은 처벌할 수 없다.

③ 남자들끼리는 그럴 수 있으므로 훈방 조치한다.

④ 피해자가 가해자를 똑같이 강간하게 한다.

⑤ 궁지에 몰린 성욕이라는 맥락에서 용서한다.

이처럼 문제지의 문제와 답안들은 그릇된 전제, 왜곡된 인식, 비

윤리적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작업이 이러한 것들을 버젓이 드러

내는 것은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에 비해 사회 문제가 최소

한의 견제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작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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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격렬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관객 스스로가 나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다. 어쩌면,

예술을 통한 카타르시스는 해로운 것일지 모른다.

5. 제목의 이용

제목은 작가의 생각을 가장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고, 관객

의 판단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제목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거

부하는 작가도 있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제목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쪽에 속한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제목의 이용’이란 제목을 작업의 구성 요소 중

중요한 하나로 간주하고, 작업을 구상할 때 제목에 상당한 비중의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자칫 지나치게 복잡해

질 수 있는 작업을 한 차원 간결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크

고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작업일 경우 특히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다음은 각 작업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기술이다.

<당신은 왜?>는 ‘자살’에 대한 여러 가닥의 생각을 하나의 묶음으

로 표현한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한 생각들은 크

게 자살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것과 철학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나

눌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작업의 가시적 요소가 되는 자살자의 유

서를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연관된 것으로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취했고, 후자는 서로 다른 사연과 맥락의 여러 유서들이 동시에 제

시되는 상태와 제목을 통해 환기하고자 했다.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의 내용은 유언자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사

회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유서들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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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의 기반이 될 수 있다.

III장 1절에서 언급했듯, 누군가의 자살은 ‘왜 자살하는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왜 자살하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

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작업의 제목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

(았)습니까?’는 자칫 이 두 번째 질문까지는 관객이 다다르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는 한국 사회의 정체성 찾

기가 갖는 맹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 작업이다.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많

은 경우 그 존재의 본질보다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요소 자체에 집

착하는 것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집착은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체성 찾기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업의 동기이자 내용이 되는 이러한 생각들은 지극히 언어적인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이것을 가능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방

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언어적 사고의 흔적을 모두 제

목에 밀어 넣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이 작업의 제목은 이러한 이

유로 위와 같이 정해졌고, 작업의 시각적인 부분은 언어적 요소가

모두 배제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작

업은 언어적 요소가 작업 속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벗어나

게 되고, 이것은 작업이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제목을 가짐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여기까지가 연구자의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의 방법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구자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작업 전반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개의 작업에



49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의 작업에 여러 개의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

다. 이것은 연구자의 작업들이 형식적 측면에서 또한 느슨하게나마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반증한다. 다음 장은 연구자의 작

업들이 갖는 형식적 특징에 관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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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표현의 형식적 특징

1. 병치

연구자의 작업 전반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형식적 특징은 ‘병치’다.

이것은 팝아트와 미니멀리즘 이후 미술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기도 하다. 앤디 워홀이나 도널드 저드 등의 작업처럼 같은 것을 기

계적으로 나열하거나 쌓는 방식은 현대 사회의 산업적 특성을 미술

형식과 체계적으로 연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28)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 일반적으로 대상의 아우라를 파괴하고 예

술 작업의 권위를 붕괴시키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반

해, 연구자의 작업에서의 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서로 무관한 맥락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차등한 관심을 받는 것들을 작업상에서

‘균등화’하거나 ‘대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당신은 왜?>의 경우, 서로 무관한 자살자들의 유서를 같은 규격

의 액자에 담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나이, 성별,

직업, 자살 방법, 메시지를 갖는 자살을 균등하게 놓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이것은, IV장 5절에서 언급한 것

처럼, 개개의 자살이 아닌 자살들의 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장

치가 되고, 그때 자살들의 병치는 단순 덧셈 이상의 것에 대한 환기

를 가능하게 한다.

<다 똑같다>의 경우, 별개의 이미지들(국회의원, 국회 마크, 혹

자에 대한 설명, 김일성)을 하나의 규격으로 재단하거나 압축하여

28) 할 포스터 ․ 로잘린드 크라우스 ․ 이브-알랭 브아 ․ 벤자민 H. D. 부클로,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외 역, 세미콜론, 2007, 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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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22] 상식퀴즈, 2012/2013,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 

14cm×14cm×14cm×12개

담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별개의 이미지들을 같은 가치로 취급

하고, 4컷 만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이 구조 때문에 관객

은 각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내용을 연결된 다른 이미지들과 같이

생각해보게 되며, 작업상에서 그것들은 강제로 균등화된다.

이 4칸의 연결 이미지는 다시 무한 반복되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

의 산업적 생산 방식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팝아트나 미

니멀리즘의 경우처럼 그 반복 속에 이미지의 의미나 뉘앙스, 아우라

등이 희석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사회 구조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역으로 차

용하기 위한 것이다.

<상식퀴즈>([작업 도판 22])의 경우, 선다형 문제지와 보도 사진

이 한 장의 카드에 앞뒤로 짝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다른 카드들과

군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문제지는, IV장 4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주로 10-30대 사이의 남녀가 인터넷에서 벌이는 싸움을

다룬 것이고, 보도 사진은 용산 참사나 BBK 문제, 광우병 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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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3]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근 몇 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이나 이슈와 연관된 것이다.

이 둘을 앞뒤로 짝지어 병치한 것은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벌

어지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인터넷 공간으로 도피하여 비

생산적 논쟁만 벌이고 있는 상황을 비아냥대는 표현이다.

문제지와 보도 사진의 병치는 제각기 다른 여러 개의 카드들끼리

다시 병치되고, 각 카드는 다시 수백 장을 겹쳐 만든 큐브가 되어

이러한 문제가 물리적 존재에 육박하는 ‘사회적 실체성’을 갖고 있

음을 환기한다.

<왈왈!>의 경우, 액자에 적힌 기본 문장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

장 세계적이다’ 위에, 같은 구조의 다른 문장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

겹쳐지고, 또 다른 문장들의 겹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나

타난다. 화면 위에 나타나는 모든 문장들은 문장 구조의 유사성과

병치를 통해 결국 다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기본 문장은 영락한 구

조만이 초라하게 남는다.

2. 조형 요소의 간소화

연구자의 작업이 갖는 또 다른 형식적

특징은 ‘조형 요소의 간소화’다. 작업의

형식적 요소를 간소화하는 것은 작업의

주된 표현 방법인 사실의 인용을 부각시

키기 위한 것이다. 작업에 인용하는 사실

은 대개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

까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가능한 간단

한 형태를 통해 내용과 형식적으로 대비

를 시키는 것이 관객에게 더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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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리라 생각했다.

예컨대, <당신은 왜?>([작업 도판 3])가 합동 영결식의 이미지를

빌리려고 했으면서도, 합동 분향소의 여러 요소들과 영정 액자의 틀

까지 제거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텍스트의 이용

연구자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형식적 특징은 ‘텍스트

의 이용’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작업은 현실과 그 인식에 관한

것이고, 그 중 인식은 머릿속에서 “진술들 및 진술 체계”29)의 형태

로 존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그 인식을 가능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자 했고, 이에 따라 언어적 서술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

었다. 둘째, 연구자의 작업은 구체적인 정보나 추상 개념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언어는 그러한 것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있어

이미지나 상징이 대체할 수 없는 정확도와 효율성을 갖는다. 그래서

직관적인 이미지보다 개념적인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

타났다.

4. 공간적 연출

미술이 철학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작가의 생각을 관객

이 감각적 체험을 통해 전달 받는 것이다. 이때 체험은 작업이 제시

된 (넓은 의미에서의) 공간에 관객이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이

고, 여기서 그 공간성은 관객의 미술 체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29)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권, 국학자료원, 2006, p.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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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23] 당신은 왜 자살

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

변설치 · 충청남도 장항 미곡창고 

설치장면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이 만약 물

질적 작품이라면 물질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공간적으로 연출하는

것까지 작업의 개념에 포함하게 되었다.

<당신은 왜?>([작업 도판 23])

는 공간적 연출을 가장 적극적으

로 그리고 다양하게 실험한 작업

이다. 애초 이 작업의 형식은 여

러 개의 영정 액자가 나란히 진

열된 엄숙한 합동 영결식의 이미

지를 갖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작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것을 열린 공간이 아닌 좁은

통로에 설치하는 방식에 대한 조

언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일

반적인 전시 방식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자살자들의 곤란한 처지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어

두운 분위기의 작업을 보다 심화

시켜주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관람 구

조는 관객으로 하여금 연구자가

의도한 순서대로 자살자의 유서

를 읽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었다.

연구자는 자살했다는 사실 외에 아무런 공통점이나 연관성이 없

는 사람들의 유서를 정리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순서를 갖되 의

미를 가질 수 있는 순서에 대해 고민을 했다. 그러던 중 떠올린 것

이 자살 당시의 나이순으로 유서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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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24]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변설치 · 서울대

학교 106동 실외수영장 설치장면

이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있는 ‘차라리 죽고 싶게 만드는 것들의 서

사’를 형성한다. 관객은 유서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과 노화

그리고 사회화의 과정에 따른 새로운 고난들을 접하게 되고, 삶이란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것 혹

은 더 큰 것들이 엄습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하게 된다.

이 작업의 공간적 연출은 폐건물에서의 전시를 통해 이루어지기

도 했다([작업 도판 24]).30) 이것은 본인 외 2명과 공동으로 기획했

던 전시 《Blackout》에 참여했던 것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방

30) 화이트 큐브에서 공간을 좁히는 것과 달리, 폐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큰 틀에

서 작업의 ‘연출’이라기보다는 현장의 ‘발견’이다. 이것은 개입의 초점이 바뀌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같은 성질의 것으로 묶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다. 하지

만 이것 또한 폐건물의 분위기가 관객의 작업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공간적 연출이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56

[작업 도판 25]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세부

치되어 있던 106동 실외수영장을 이용한 것이다. 수영장 건물은 30

년가량 버려져 있었고, 그에 따라 흉가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었다.

학교 캠퍼스 안에 무너져 내릴 위험마저 있는 건물이 아무런 안전

장치나 경고문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한국 사회가 자살을 방

조하는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연구자는

이 전시에 <당신은 왜?>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 작업은

화이트 큐브에 전시되었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이나 뉘앙스를 작업

스펙트럼의 일부로 가질 수 있었다.

액자 배치는 공간의 변형이 비교적 자유로운 화이트 큐브에서 전

시할 때와 달리, 현장의 특별한 구조를 반영한 비정형적 형태로 하

였다. 배치에 있어 개념적으로 접근한 것은 일정치 이상의 연관 관

계를 가진 것들끼리 군집을 형성한 것이다. 예컨대, 장애로 인한 자

살과 장애인 부양의 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한 군데에 모으고, 외모

비관으로 인한 자살과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을 한 군데에 모

으는 식이다. 액자의 높이나 사이 간격은 일반 관객의 눈높이를 크

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폐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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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26]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변설치 · 서울대

학교 우석홀 설치장면

서의 작업 연출은 [작업 도판 24], [작업 도판 25]와 같은 형태를 갖

게 되었다.

연구자는 공간적 연출을 통해 별개의 작업을 구조적으로 연결하

여 하나의 작업으로 만들기도 한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룬 <Death

Mask>와 (반)익명적 존재들의 자살을 다룬 <당신은 왜?>는 기본

적으로 별개의 작업이지만, 연구자는 이 두 작업을 하나로 묶어 전

시하고는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신은 왜?>는 화이트 큐브 공간에 전시할

경우, 좁은 통로를 만든 뒤, 그 안에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한

다. 통로를 만들면 전시 벽면 앞에 또 다른 벽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새로 만들어진 벽 위에 <Death Mask>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

러면 [작업 도판 26]처럼 앞쪽에는 <Death Mask>가 뒤쪽에는 <당

신은 왜?>가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배치는 관객이 두 작업을 상호 유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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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체계적인 미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관객은 먼저 톱

스타에서 전직 대통령에 이르는 여러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통해 한

국 사회에서의 자살이 갖는 ‘이미지’를 대면하게 되고, 보다 깊숙한

곳에 위치한 유서들을 읽으면서 그러한 자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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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지금까지 연구자의 기존 작업들을 주제, 소재, 표현 방법, 형식적

특징의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분명하거나 미

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보다 분명히 또는 새롭게 파악하고, 작업

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불편’을 계기로 하는 연구자의 작업은 ‘비

판적 현실 인식’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

해 이러한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가 중요

하다는 상식적인 생각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술과 사회의 관

계에 대한 성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업의 계기가 된 불편은 대개 (문제적) 현실과 그에 대한 (사람

들의) 인식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느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 것은 사람들의 (문제적) 인식이 단지 저마

다의 머릿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무의식적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그것의 의식화 과정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

한 생각을 정립하는데 다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예술은

그저 관객의 인식에나 작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이지

못한 사회 활동이라는 생각을 바로 그 이유에서 뒤집게 되었다.

현실과 그 인식 사이의 괴리에 대한 불편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

던 것은, 연구자가 갖고 있는 장애(말더듬, 우울증)가 그것과 구조적

으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연구자가 자살, 정치,

민족주의 등과 관련한 문제를 보다 독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의 인

용’, ‘인용의 중층화’, ‘인용의 변형’, ‘위악적 표현’, ‘제목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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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작업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병

치’, ‘조형 요소의 간소화’, ‘텍스트의 이용’, ‘공간적 연출’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방법들이나 형식적 특징들은 여러 작업에 걸

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의 작업에 겹쳐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연구자의 작업들이 형식적 측면에서 또한 느슨하게나마 일

정한 방향성을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층위에 걸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아쉬운 것은 작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가난’이다.

연구자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예술’이라는 생각에 경도된 탓에

현실의 문제, 즉 내용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쏟았고, 이것은 내용과

형식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치우친 불균형이

도리어 그 내용까지 왜소하게 만든 것이다.

예술의 본질은 그것의 내용도 형식도 아닌 그 둘의 접점에 있으

며, 좋은 작업은 그 둘의 접합이 얼마나 절묘한가 그리고 그 접합면

이 얼마나 너른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있기도 해야 한다. 연구자

의 작업은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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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작업 도판

[작업 도판 1] 반복, 2000, 종이, 50cm×50cm×50cm · 가변크기

[작업 도판 2] 반복 퍼포먼스 장면

[작업 도판 3]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

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변설치 · 서울대학교 우석홀 설치장면

[작업 도판 4]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세부

[작업 도판 5] 國이라고? 或이 아니고?, 2007, 혼합재료, 가변설치 ·

대안공간 팀 프리뷰 설치장면

[작업 도판 6] 國이라고? 或이 아니고? 세부

[작업 도판 7]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 2008, 캔버스에 유채,

80.3cm×100cm

[작업 도판 8]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 2008, 캔버스에 유채,

65.1cm×90.0cm

[작업 도판 9] 2008년, 어떤 갈등에 관한 소묘, 2008, 캔버스에 유채,

72.7cm×50cm

[작업 도판 10] 다 똑같다, 2010/2013, 천에 디지털 프린트 · 휴지심

· 휴지걸이, 7000cm×11cm · 옵시스 아트 설치장면

[작업 도판 11] 다 똑같다 세부

[작업 도판 12] 왈왈!, 2011, 캔버스에 유채 · 액자 · 프로젝터,

30cm×180cm

[작업 도판 13]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 2012, 태극기 ·

폴리에스테르 천 · 액자 · 알루미늄 판 · 실,

67cm×97cm

[작업 도판 14] 한국적인 것은 한국보다 한국적이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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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판 15]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세부

[작업 도판 16] Death Mask 세부

[작업 도판 17] Death Mask, 2012, 디지털 프린트 · 종이 · 액자,

33cm×24cm×10개 · 가변설치

[작업 도판 18] 다 똑같다, 2010/2013, 천에 디지털 프린트 · 휴지심

· 휴지걸이, 7000cm×11cm

[작업 도판 19] 國이라고? 或이 아니고? 세부

[작업 도판 20] 왈왈!, 2011, 캔버스에 유채 · 액자 · 프로젝터,

30cm×180cm

[작업 도판 21] 상식퀴즈 세부

[작업 도판 22] 상식퀴즈, 2012/2013,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

14cm×14cm×14cm×12개

[작업 도판 23]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

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변설치 · 충청남도 장항 미곡창고 설치장면

[작업 도판 24]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

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변설치 · 서울대학교 106동 실외수영장 설치장면

[작업 도판 25]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세부

[작업 도판 26]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2011-2012, 디지

털 프린트 · 페이스 마운트 액자, 29.7cm×21cm×30개

· 가변설치 · 서울대학교 우석홀 설치장면

참고 도판

[참고 도판 1] 국회 마크

[참고 도판 2] 포켓몬 게임 카드

[참고 도판 3] 씨랜드 화재 희생자 합동 영결식

[참고 도판 4]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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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ritical recognition of reality

by using citation and quotation 

of image and text

- based on researcher’s works –

Bac Ho Un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as part of the ongoing work, 

systematizes his own existing works in objective language. 

For systematizing existing works, researcher deconstructs and 

analyzes all the content and format of selected works. Here 

again, the content and format is subcategorized into subject, 

material, methods of expression and formal feature. This 

study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se distinctions and 

basic outline is as follows.

  Art has peculiar features which have no social function as 

self-regulating action of the artist. This feature makes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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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 certain 'distance' from the society and researcher 

thinks such a feature has intrinsic value of its own. The 

distance means 'possibility of structural criticism on society.' 

Upon this idea researcher forms his own subject of art work 

which is 'critical perception of reality. Upon this idea 

researcher forms his own subject of art work which is 

'critical perception of reality.' In addition to that, reflection on 

the researcher's personal issues is added to this subject. 

Researcher himself suffers from stuttering and depression and 

that specific conditions enhance the recognition of 'otherizing' 

and 'cognitive distortion.' and that makes researcher acquires 

unique perspective on social issues.

  A critical perception of reality which is oriented for the 

improvement of actual problem primarily makes issues on 'the 

estrangement between reality and its perceptio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is based on accurate recognition 

which narrows the estrangement between reality and its 

perception. Thus, the work of researcher related in issues of 

'suicide', 'politics', 'nationalism', etc. begins somewhere 

between raising issues and pointing out the gap of 

recognition. Researcher raises the issues that the problem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for example, is caused by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public perception and the gap 

becomes amplifying mechanism. 

  For the expression of such a content, researcher uses 

'citation of the fact' as a major method. This method directly 

presents face of problematic reality by using verified 'image' 

or 'text'. In fact, citation of the fact arouses reality with its 

appealing uniqueness which cannot be seen in reproduction or 

exaggeration. Such a method may be supplement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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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fied structure of quotation' and 'transformation of 

quotation.' 'pseudo-malignant expression' and 'the use of the 

title' are other expression methods. The former is the method 

uses aspects of art which is reflecting social phenomena to 

invoke or reinforce awareness of issues with 

pseudo-malignant attitude. The latter is the method which 

reinforces role of the title which is positioned outside of work 

and help to enhance the audience's understanding by 

diversifying the heaviness of work.

  And these expressions are complemented with forms of 

'juxtaposition', 'simplification of formative elements', 'the use 

of the text' and 'spatial directing', etc. Juxtaposition equalize 

unrelated context and things which receive differential 

attention. Simplification of formative elements highlights the 

complexity by minimizing unnecessary formative elements. 

The use of the text fully delivers specific information or 

abstract concept by reflecting verbalism of recognition. Spatial 

directing is spatially complementing the experience of the art 

work to audience by constraining viewing condition or 

creating eclectic atmosphere. Through the above study, 

researcher could more objectively recognize the features and 

issues of existing work of art of his own. With this critical 

recognition on reality, researcher will have opportunity to 

improve demerits of work and to enhance the individuality 

added to his work.

Key Words : critical recognition of reality, structural criticism 

on society, the estrangement between reality and the 

recognition, citation of the fact, image and text, juxtaposition

Student Number : 2010-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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