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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실의 풍경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전경을 통해 인간

사회의 구조화된 갈등에 대한 시각을 표현하고 사회적 환기를 시도하는 

본인의 작업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는 대도시의 풍경 속에 

발현되어 나타나는 계층구조의 흔적을 소재로 하는 <Real Fiction> 시

리즈와 분쟁지역의 파괴된 도시모습을 다루는 <부서진 풍경> 시리즈를 

중심으로 본인 작업을 다각도에서 고찰함으로써 이들 작업이 지니는 사

회적, 미술적 의미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는 모든 존재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적인 갈등과 의

존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맺어져 있다는 생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

며, 인간사회 역시 하나의 생태체계로 해석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

미를 지닌다. 하나는 개별 대상이나 사건은 단편적으로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바라봐야만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

사회의 그 어느 장소나 어떤 층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도 직간접적으

로 나머지 세계 전부와 관련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나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작업으로 다루는데 있어 이것이 특정 개인들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의 구조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관점을 가지

고 작업에 접근해 왔다.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구조적 불평등은 무형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모

습을 드러낸다. 때문에 나는 스스로의 경험과 주변을 돌아보고 그로부터 

빈부격차나 계층 간의 대립 등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갈등의 징후들

을 찾아 이미지로 풀어내고자 시도해 왔다. 특히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

아가는 도시공간에는 계급화 된 인간사회의 모습이 훨씬 깊게 배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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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는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이 가장 가시적으로 표면화되어 있

는 대도시와 분쟁지역의 도시를 소재로, 이들 공간이 머금고 있는 사회

의 구조와 삶의 흔적들을 하나의 압축적인 가상의 전경으로 드러냄으로

써 사회적 환기를 시도한다. 

  실재 세계의 사진조각을 조합하여 허구의 전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표현한다는 모순적인 과정을 담고 있는 이들 작업은, 재료가 되

는 원본 이미지들을 수없이 가공하고 변형하여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Real Fiction> 시리즈는 실상과 허상이 혼합되면서 하나의 확장된 가

상전경으로 재구성되며, <부서진 풍경> 시리즈는 온통 마모되고 탈색된 

장면을 통해 현실의 폐허가 아닌 타인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바라보는 듯

한 느낌을 주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미지에서 풍기는 초현실

적인 느낌은 나의 손길이 아닌 현실 자체의 부조리함에서 많은 부분 기

인한다. 아찔한 마천루와 지저분한 슬럼이 교차하는 대다수 대도시의 풍

경, 경제난과 치안불안으로 버려져 텅 비어버린 거리, 전쟁에 의해 폐허

로 전락한 도시 등은 그 자체로 이미 믿을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하거나 

믿기 싫을 만큼 상식의 선을 벗어나 있다. 현실같은 픽션과 픽션같은 현

실의 혼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적, 인식적 특징이기도 하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계층화, 그리고 억압과 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을 건드림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 나의 작업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 각자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물

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제에 접근한다. 특히 반달리즘이나 테러와 같이 

명확한 목표 없이 파괴 자체를 지향하는 폭력은 굉장히 흉포하고 비이성

적으로 느껴지지만, 나는 그 기저에 기존의 사회경제적 위계질서를 유지

시키고자 자신들을 통제하고 속박하는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소외계층의 

분노와 원한이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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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그 같은 사회로부터 수혜를 입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부분 공유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포토몽타주와 디지털 페인팅 기법을 기반으로 구축된 나의 디지털사진 

작업은 컴퓨터게임이나 영화의 배경, 인터넷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생산

되고 소비되는 합성사진 등 디지털 시대의 상업예술이나 대중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미지나 형식의 이 같은 자유로운 차용과 변형은 

아날로그사진과는 다른 디지털사진의 주요 특징이자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디지털사진은 그 동시대성을 생각했을 때 국내적으로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거나 연구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나의 디지털사진 작

업에 대한 이번 연구는 합성사진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루는 표현매

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상기시키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또한 스스로의 작업 매체와 기법, 그리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는 이 같은 연구가 나의 작업이 예술적으로 보다 성숙하는 계기로

도 작용하길 기대한다.

주요어: 사회적 갈등, 구조화된 불평등, 몽타주, 파노라마적 시각, 현실적 

허상, 평행투상, 디지털사진 

학  번: 2015-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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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은 현실의 풍경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전경1)을 통해 인

간사회의 구조화된 갈등에 대한 시각을 표현하고 사회적 환기를 시도하

는 나의 작업에 대한 작품론이다. 이번 연구는 <Real Fiction>과 <부서

진 풍경> 두 연작을 중심으로 본인작업의 제작 배경과 주제, 표현 기법

과 조형성 등을 살피고 이들 작업 속에 담긴 고민과 질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존재나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모든 대상과 경험을 그 자체로서가 아닌 보다 거시

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나의 작업 역시도 주로 

개인적 경험이나 기억이 어떤 사회역사적 전후관계 속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히 2011년의 <인간풍경> 시리즈로부

터 이어지는 다년간의 작업들은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사적 기억들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그 배경을 이루는 주변 세계의 모습을 

매개로 재구축하려는 시도들이다. <인간풍경> 시리즈는 원래 중국의 영

화촬영장에서 일하며 체험한 노동시장의 계층적이며 차별적인 구조에 대

한 고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업이다. 개인들의 욕망이 응축되어 형성

된 사회의 구조를 수없이 많은 인간형상이 쌓여있는 산수화의 형태로 표

현한 이 드로잉 기반의 작업은 켜켜이 쌓인 세계의 계층성 및 무한경쟁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제작되었다. 이 작업을 기점으로 나는 사회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과 억압, 그리고 이것이 발생시키는 

1) 여기서 말하는 전경은 전경(前景)이 아닌 전경(全景)으로,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체의 경
치"(네이버 어학사전)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landscape’가 아닌 ‘panorama’에 해당한
다. 물론 파노라마 역시 풍경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나의 작업이 구축하고 있는 확장
된 이미지공간을 언어로서 표현하기에는 풍경보다 전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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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여러 현상들에 관심을 두고 후속 작업들을 진행시켜 왔으며, 본 

논문에서 다룰 <Real Fiction>과 <부서진 풍경> 연작 역시 바로 이러한 

선상에 위치한다.

  <Real Fiction> 시리즈는 도시의 시공간을 따라 확장되어 드러나 있

는 불평등한 구조와 인간의 물질화된 욕구를 표현하는 작업으로, 유학생

활을 위해 볼티모어에 처음 도착하고서 연달아 마주친 구걸꾼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던 도시 곳곳의 거리와 

건물들에 대한 인상을 시작점으로 한다. 대재앙으로 붕괴된 미래사회를 

그리는 암울한 SF영화에서나 보았을법한 이 미국도시의 디스토피아적 

풍경이 가져다준 충격은 내가 도시의 풍경 자체를 인간사회의 구조가 발

현된 형태로서 인식하고 이를 작업으로서 표현하고자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가장 최신작인 <부서진 풍경> 시리즈는 리비아에 거주하

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내전으로 얼룩진 리비아의 현재 모습을 투영하여 

다시 바라봄으로써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위태로운 객체로서의 인간을 

조명하는 작업이다. 작업을 진행하던 당시의 리비아는 끝없이 이어지는 

내전과 테러, IS의 창궐 등에도 시리아 및 이라크와 달리 세계의 관심에

서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의 참상들 뒤의 그물망같이 얽혀있

는 인과관계를 추적해보면 이들 지역에서 인간의 삶을 옥죄고 피폐화하

는 구조적 폭력이 사실은 우리들과도 무관하지는 않음을 어렵지 않게 발

견할 수 있다. 때문에 나는 이 작업의 풍경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동에 

가해지는 사회구조적 폭력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범 혹은 방관자로서의 

자기비판도 함께 담고자 하였다. 이처럼 나의 작업들은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확장된 사회적 의미를 찾고 이를 풍경을 매개로 표현함으로써, 세

계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만연해 있는 계층화와 구조적 갈등에 대한 환

기를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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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경험에 내재된 비개인적인 맥락에 대한 나의 관심은 스페인과 

한국, 리비아와 영국을 거치며 보낸 유목민적인 유소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극명하게 다른 문화와 언어, 사회 환경에 매번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나에게 주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

제나 요원하면서도 절실한 문제였으며, 따라서 사적 경험에 내재된 사회

적 맥락에 대한 추적은 사실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

었다. 이 같은 이유로 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역

사적 흐름을 다루는 서적들 뿐 아니라 인류학과 진화생물학 등 인간의 

존재와 특징을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자 시도

하는 연구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과 인간의 본

성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상상된 미래의 사회를 그리는 SF장르의 소설과 

영화들에도 탐닉해 왔다. 내가 사적인 경험들 안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

적 의미를 탐색하고, 개인의 경험을 사회화시켜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하

는 것은 이 같은 삶과 관심 속에서 형성된 세계관이 자연스레 작업에도 

스며든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작업은 미리 정해진 형식이나 매체 없이, 작업을 위해 자

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형식을 유동

적으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때문에 각각의 작업들은 주제

나 소재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라 오브제부터 설치, 영상, 텍스트 작업까

지 다양한 매체와 형태의 결과물로 귀결되면서 형식적 연속성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 시리즈인 <Real Fiction>과 <부서

진 풍경> 역시 그 바탕을 보면 같은 개념과 주제를 공유하는 작업이지

만 서로 다른 소재로부터 출발을 하여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작업의 결이 상당히 달라졌다. 물론 근원적인 주제 외에도 

도시의 풍경사진을 포토몽타주 형식의 전경으로 재구성하는 기본 바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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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작업화면 등 공통된 특성이 

존재치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체와 기법, 조형성은 물론 관객과의 

관계설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두 시리즈 사이의 전반적인 차이들로 

인해, 나는 두 시리즈를 하나로 묶어 그 기법과 조형을 같이 논하는 것

이 비록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작업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두 작업의 공통분

모인 주제에 대해서는 본문의 첫 장에서 함께 다루되, 세부적인 작업 분

석에 있어서는 이들 연작을 각각 다른 장으로 분리하여 그 소재와 내용, 

조형과 기법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구조를 택하였다. 이 같은 결정에 따

라 이 논문의 본문은 모두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장에서는 작업들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나의 전반적인 세계

관과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두 개의 장은 <Real Fiction> 시리즈와 <부서진 풍경> 시리즈에 대한 

연구에 각각 순서대로 할애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나는 스스로의 작업을 현대미술의 특

정 사조나 경향 같은 미술사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연관성을 찾

아나가는 대신 작업 자체의 제작 배경과 의도, 시각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조형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물론 나의 작업 전략 중 하나

인 이미지의 차용과 혼합, 재료로서의 사진매체의 활용과 작업의 구성방

식에 따른 가상과 현실 사이의 모호성, 그리고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탈

중심적인 특성 등은 내가 의식하진 않았더라도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혹은 

더 현대적인 미술 경향의 영향 아래 놓여있으며, 따라서 나의 작업을 미

술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구상

과 진행 단계에 있어 특별히 현대미술의 경향을 의식하지 않았던 작업을 

뒤늦게 특정 미술 사조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려는 시도는 작업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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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경향에 귀속시킴으로써 의미를 왜곡시키고 이와 

연관된 다른 복합적인 의미들을 가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때문에 

본 논문은 나의 작업매체 및 표현방법과 관련해 사진 및 포토몽타주와의 

관계성, 르네상스의 원근법과 대비되는 고전 회화의 시점과 파노라마적 

시선 등을 물론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술사적인 연구

보다는 작업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는 개인 경험의 사회적 측면과 이를 

작업으로서 표현하려는 시도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전개하였다. 이에 따

라 <Real Fiction>시리즈와 <부서진 풍경>시리즈를 분석하고 있는 두 

장은 이들 작업의 구상에 있어 실마리가 되었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서

술 및 그 같은 경험의 바탕을 이루는 당시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모습을 

설명하는데 전반부를 각각 할애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원래 개인적 경

험과 관련된 사회역사적 연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들 작업에 대해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시작점이 되는 관련 기억, 그리고 그 같

은 기억이 위치해 있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

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였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 ‘사회와 인간의 관계’는 개

체와 환경의 관계를 순환적이며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태학 이론을 빌려 사회의 구조화된 갈등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제시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특히 신다윈주의 이론의 확장된 표현형 개념을 

중심으로 개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고, 이 같은 개념을 

작업의 직접적인 주제인 사회의 계층구조 및 그로부터 기인하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이어 구조적 폭력을 지젝의 ‘객관적 폭력’ 개

념을 빌어 살피고, 이 같은 사회의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를 다루는 

미술 작업들을 선별해 분석하면서,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환기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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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장, ‘도시풍경을 매개로 한 계급구조의 표현’에서는 살인천국이라 불

리는 미국 도시 볼티모어의 물리적인 풍경을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바라

보고, 그 같은 풍경이 존재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Real 

Fiction>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인 <Where Happiness Lies>에서는 어

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의 구성과 조형에는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를 먼저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이미지 재료로서의 사진의 활용 및 

작업이 취하고 있는 평행투상 시점에 대해 역사적 맥락과 동시대의 디지

털 이미지 환경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작업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볼

티모어의 도시적 특성을 담아내는데 사용된 조형적 특성이 타이베이와 

서울 등 다른 도시들을 배경으로 하는 작업에서는 각 도시의 특수성이나 

공통점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거나 반복되는지 역시 살펴볼 것이다. 마지

막으로, 해당 시리즈의 조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영화와 게임 등의 상업

예술 기법이 나의 작업에서 어떻게 변형되거나 응용되며 이것이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 역시 논할 것이다.

  IV장, ‘리비아 풍경에 내재된 구조적 갈등의 표현’은 리비아에서 거주

하던 어린시절의 기억과 당시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리비아를 둘러싼 

현대사를 살피며, 특히 리비아와 서구사회의 대립적인 관계로부터 비롯

된 리비아의 결과적 몰락과 그것이 영국에서의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로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작용하는 구조적 폭력의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리비아의 아이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던 기억에 팔

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운동인 인티파다를 투영하여 작업 이미지와 관객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한 ‘돌을 던지는 힘’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전달

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통해 리비아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 가해져온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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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폭력을 바라보는 양가적 감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퇴색

된 화면과 이미지와 마모, 벽화 형식의 작업구성과 같은 형식적, 조형적 

특성에 대해서도 그 의도와 실제 효과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처럼 나는 본 연구를 통해 주류 사회와 소외된 세계 사이의 분열적이

지만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가시적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의 

단면에 대해 발언하고자 시도하는 나의 작업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들에는 분명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의 결함이나 표현

상의 미흡도 많이 존재하지만 나는 이번 연구가 여태까지의 작업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결정짓고 이를 

작업으로서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으리라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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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와 인간의 관계

  1. 개인과 사회의 상호적 갈등 

  모든 존재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존속해 나

간다. 여기서 환경이란 기후나 지리적 여건 같은 물리적 조건만이 아닌 

수많은 개별 존재들이 서로와 복잡하게 뒤얽혀있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때문에 유기체의 생존 과정은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들과의 갈등을 수반

할 수밖에 없다. 다윈은 이러한 생존을 위한 갈등이 “같은 종의 다른 개

체 사이, 혹은 다른 종간의 개체 사이, 혹은 물리적 환경과의 사이”2)등 

모든 경우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윈에 의하면 ‘생존을 위한 갈등’은 사실 개체들의 서로에 대

한 의존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포식행위는 피식 대상이 없이는 성

립할 수 없으며, 같은 종의 개체들은 서로와 제한된 먹이와 영역을 놓고 

경쟁하지만 후손을 남기려면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 이처럼 유기체 사이

의 갈등과 상호의존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 피동적 대상

이 아닌 상충되는 목적의 자아들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개체들

은 서로에게 환경의 일부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타 존재들과 갈

등관계를 맺고 생태계를 이루며 생존해 나간다.

  유기체들은 하나의 생태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기생과 공생, 포식 관

계 등으로 직접 얽히거나 서로와 경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깊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나머지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중 미디어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예로는 1995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멸종했던 

늑대를 재도입한 이후 나타난 극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겨우 수십 마

2) Darwin, Charles, 『The Origin of Species』 (Penguin Books, 1859), p.117.



- 9 -

리의 늑대가 공원에 복귀한 것만으로 한때 황량했던 옐로스톤의 강가는 

나무가 다시 무성해져 홍수피해가 줄어들었으며, 비버와 들소를 비롯해 

거의 자취를 감췄던 수많은 다른 종들도 옐로스톤으로 돌아오는 결과로 

이어졌다.3) 늑대의 복귀가 불러온 로스톤 국립공원의 식생복원은 강가

에 머무르며 어린 나무의 싹까지 모조리 뜯어먹던 엘크들이 늑대를 피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생태계는 이처럼 유기

체들 간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호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그 안의 모든 것은 다양한 고리들을 통해 서로와 연결되

어 있다.

  한편 개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적 갈등체계의 일부는 단지 관계성으로

서만 존재하지 않고 물리적인 형체로 모습을 드러내어 유기체 및 주변 

환경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리처드 도

킨스(Richard Dawkins)의 저서인 『확장된 표현형』(extended 

phenotype, 1982)4)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는데, 도킨스는 이 책에서 진

화의 기작이 유기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의 물리적 공간에까지 광범

위하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는 거미줄이나 흰개

미탑처럼 유기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해당 생물의 삶에서 결정적인 비중

을 차지하는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있으며, 넓게 보면 인간의 도시 역시

3) Ripple, William J. and Beschta, Robert L, 「Trophic Cascades in Yellowstone: 
The First 15 years After Wolf Reintroduction」, 『Biological Conservation』 145.1 
(2012), pp.206-209.

4) 사실 리처드 도킨스의 ‘확장된 표현형’ 개념은 종이나 유기체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유
전자의 차원에서 전개하는 이론이다. 즉 개체 단위가 아닌 개별 유전자의 단위에서, 각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형이 단지 해당 유기체의 신체적 특징을 결정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화학적, 물리적, 행동적 개입을 발생시켜 다른 개체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체가 아닌 개별 유전자이다. 
다만 <확장된 표현형>의 전편인 <이기적인 유전자> 말미에 소개되는 밈(meme)개념과 
확장된 표현형 개념을 함께 보면 단지 유전자 차원에서가 아닌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이론을 유전
자가 아닌 개체 차원에서 이야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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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이 같은 상호작용이 시각적

으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비버의 댐이다.5) 

비버는 나무를 잘라다 물길을 막는 방법으로 수천평방미터의 호수를 조

성하여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물속에 먹이를 저장하는 등, 자

신들이 만든 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 댐은 비록 유기체의 일

부는 아니지만 비버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버의 신체

적 특징과 습성은 스스로가 만든 댐에 의해 견인되어 왔으며, 따라서 비

버와 댐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비버의 댐은 

이 같은 생존방식을 선택하게 만든 포식자라는 환경적 압력과 나무 및 

강이라는 가용자원 등, 비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다른 생명과 자연

적 요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구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 예컨대 포식자가 없었다면 비버의 댐이나 

그로부터 비롯되는 비버의 여러 특징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

도 무방한 것이다. 유기체들은 이처럼 직간접적 관계성을 통해 서로의 

행동과 심리를 결정짓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유무형의 구조를 빚어냄으로

써 상호적이며 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인간은 다른 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도로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를 

형성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간다는 점에서 자연계에 있어 상

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산업화와 세계화, 그리고 기술의 발

전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유무형의 인공구조들로 자신들의 주변 환경을 

채워나가며 인간 스스로를 나머지 자연으로부터 유리시켜 왔다. 하지만 

나머지 자연과 유리되어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이 환경과의 갈등과 상호

의존관계에서 벗어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는 단지 인간에게 있어 생

존을 위한 갈등이 다른 종이나 물리적 환경이 아닌 같은 종의 다른 개체

5) Dawkins, Richard, 『The Extended Phenotype』 (Oxford, 1999),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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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즉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만을 의미하게 되었

음을 뜻한다. 이 같은 사실은 생태계를 연구하는 여러 이론들이 많은 부

분 인간사회의 연구에도 유효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정치와 경제를 비롯

한 수많은 사회학 분야에서 생태학적 이론들을 적극 차용하여 응용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과거 마르크스(Karl Marx)도 다윈의 『종의 기

원』(1859)을 읽은 후 엥겔스(Friedrich Engels)에게 보낸 1860년의 편

지에서 “다윈의 책은 굉장히 중요하며, 나에게 있어 역사의 계급투쟁을 

설명하는 자연과학적 기초가 된다”6)고 적었는데, 다원의 ‘생존을 위한 

갈등’ 개념은 마르크스가 『자본론』(1867)의 집필에 있어 사회의 계급

과 분열, 그리고 서로와의 투쟁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는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나는 현대의 인간사회를 다양한 

동식물이 아닌 오직 인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생태구조로 해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같은 생태구조에 있어 인간 개인에게 환

경이란 결국 다른 인간을 의미하게 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환경이란 결국 다른 인간을 의미

한다는 사실은 어두운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생태계에 있어 유기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한쪽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적지 않은 경우 타 유기체

의 손해나 도태라는 반대급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우의 사냥 

성공은 토끼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며, 뻐꾸기의 성공적인 탁란은 숙주가 

되는 새에겐 치명적인 육아실패가 된다. 같은 종간에도 영토다툼이나 서

열싸움에서 밀린 집단이나 개체는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생식기회를 탈당

하는 등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곤 한다. 생태계는 이처럼 생존을 위

한 서로간의 치열한 경쟁과 착취, 대립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냉혹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종들 중 하나로서의 성향은 

6)  Marx, Karl ; Engels, Frederick, 『Selected Correspondence of Marx and 
Engels』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Moscow, 1953)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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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의 구조에도 상당부분 스며들어 있다. 역사만 보더라도 사람들

은 타인이나 타 집단을 경쟁상대나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 이용의 대상

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특히 타인에 대한 수단화는 카스

트제도나 제국주의같이 굉장히 견고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곤 했

다. 

  일부에선 타자에 대한 수단화나 대상화 같은 비인간화를 서양 철학의 

특징이나 근대화의 결과로 설명하면서 그 대안으로 과거의 가치나 동양

의 철학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타인을 주체가 

아닌 수단이나 도구로서 대하는 이유가 서양적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생

각이다. 여우가 토끼에 대한 연민으로 사냥을 주저하거나 뻐꾸기가 양심 

때문에 탁란을 고사하지 않듯, 나는 다른 존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

단으로 삼는 무심함과 이기성은 생명 자체에 내제되어 있는 고유한 특성

에 더 가깝다고 본다. 인간 사회만이 아닌 자연계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지극히 보편적인 유기체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성을 구태여 특정 문화권

이나 현대문명의 산물이라 추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 중 인간이 혹

시라도 더 극단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본질적인 차이보다는 비대하면서

도 촘촘하게 얽혀있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위가 보다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여파 역시 보다 넓고 깊

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타 존재의 수단화라는 냉혹함과는 별개로, 사실 많은 동물들은 

동료애나 윤리의식으로 볼 수 있을법한 행동양식을 갖추고 있다. 다위니

즘에서는 주로 무리를 짓는 동물들에서 더 발달한 이러한 이타성의 발현 

이유를, 개체들 간의 협력이 집단생활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보다 증폭시

켜주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다만 개체간의 윤리의식은 일반적으로 혈족

이나 같이 생활하는 집단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뿐, 외부 집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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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도 역시 사회적 동물 특유의 

공감능력과 여타 동물에 비해 발달한 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윤리적 가

치와 사회적 규범들을 발달시켜 왔지만, 이 같은 윤리의식은 나와 공유

하는 유사성이 적은 대상일수록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

더라도 윤리는 많은 경우 보편적인 가치로서보다는 소속집단 내로 한정

되어 적용되었으며, 같은 집단 내부에서는 관습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용

인되지 않을 착취와 폭력이 외부 집단이나 다른 계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리로 합리화되거나 아예 제도화가 이루어지곤 했다. 이 같은 타 집단

으로의 희생 전가는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받을 가치가 없는 열등

하거나 악한 존재, 따라서 스스로의 성취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도 괜

찮은 존재로 인식하거나 혹은 규정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시대의 노예들, 중국과 한국의 전근대시대 

노비와 천민들, 유럽 봉건제의 농노들, 아메리카의 농장에서 일하던 흑

인노예들,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빈민층, 불가촉천민을 비롯한 인도의 

하위 카스트, 그리고 식민화된 지역의 여러 민족은 피부색이나 문화, 종

교, 재산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내부집단보다 못한 존재로 객체화됨

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탈과 차별을 정당화시켰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예제와 신분제가 사라지고 보편적 인권개념이 정

립되어 있는 현대에는,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까지도 윤리의

식의 고려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인종과 

민족, 종교와 계급 같은 서로간의 차이는 여전히 타 집단에 대한 객체화

를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착취를 실천하거나 혹은 묵인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더군다나 현 시대의 착취는 대개 직접적이기보다는 구조를 매개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연결지점들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복잡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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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사회문화적 연결고리가 적은 곳들이나, 혹은 같은 사회에서도 생

활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아예 관계가 없다고 믿

어버리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복합적인 상호관계들로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적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세계화된 현대의 문명사회 역시도 

역사와 정치경제적인 연관성 속에서 전체가 단일한 구조로 묶여있다. 아

무리 먼 지역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라 하더라도 그 연결성들

을 추적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과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생태체계는 수많은 생명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관계성

으로부터 빚어진 유기체들의 행동과 심리가 구축해낸 갈등과 상호의존의 

구조로, 나는 사회의 계층적이며 착취적인 구조 역시도 그 안을 살아가

는 존재들의 기질이 수렴되어 발현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의 다양한 양상은 인간 개인의 모

습보다도 오히려 더 인간의 내적 속성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반영하며,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지의 여부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

인가에 대한 표상이 된다. 인간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풍경, 즉 물질적인 

환경, 역사적인 시대와 시대정신, 관습과 규범, 정치 및 경제 제도 속에

는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모습,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개별 사건이나 장면을 그 자

체로서가 아닌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사회의 모습을 통해 개인을 반추하고자 시도한다. 인간의 존재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와 같은 시선은 내 작업의 

출발점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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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의 계층성과 구조화된 불평등

   2.1 일상화된 계층구조

  본 논문에서 다룰 작업들은 개인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았던 유의미하

지만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사적 경험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추적하

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인적 기억을 인간 삶의 밑바탕을 이루는 사회구

조의 연장선상에서 재해석하고 이러한 맥락을 가시적인 환경으로 치환하

여 표현하는 것인데, 이처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직접적인 주제로 삼

아 이를 전경의 형태로 풀어낸 첫 작업은 2011년에 제작한 <-scape>라

는 드로잉 기반의 대형 프린트였다. 이 작업의 구상은 「포비든 킹덤」

(The Forbidden Kingdom, 2008)7)이라는 영화의 매트페인팅 작업을 

위해 중국에서 생활했던 2007년 수개월간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룡과 이연걸이라는 두 스타의 무술 대결을 보여주자는 아주 단순한 

기획에서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는 내가 투입되었을 당시 이미 할리우드 

자본과 스텝, 그리고 중국 현지의 배우와 노동자 등이 다수 동원되어 한

창 촬영에 돌입해 있었다. 촬영지였던 저쟝성의 헝디엔에 뒤늦게 도착한 

내가 접한 광경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는데, 모두 수천 명의 제작진이 인

근 호텔 몇 개를 가득 차지하고 숙식하며 번쩍이는 소품과 의상, 야외세

트 등을 제작하고 있었다. 또한 격납고와 같은 거대한 창고 건물 4개의 

내부에는 무릉도원, 불타버린 마을, 보스턴 거리 등 온갖 세트가 만들어

지는 중이었으며, 인력과 각종 장비를 나르기 위해 동원된 운전수의 숫

7) 2008년에 개봉한 포비든 킹덤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는 판타지-무술 영화로, 디즈니의 
라이온킹을 감독했던 롭 민코프(Rob Minkoff)가 감독을 맡고 라이언스게이트
(Lionsgate)사에서 제작한 영화이다, 진행 당시에는 두 주연배우인 Jackie Chan(성룡) 
Jet Li(이연걸)의 이름을 따서 J&J프로젝트로 불렸으며, 총 5500만불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국에서 촬영을 하였다. 
자세한 영화 정보는 https://www.imdb.com/title/tt0865556/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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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수백 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제작사의 자체 기

준에 따라 세분화된 국가별, 인종별 계급화와 차별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명료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미국인 간부와 제작진, 캐나다와 유럽인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인력, 홍콩과 상해를 비롯한 중국 

대도시 출신들, 그리고 주변 중소도시나 인근 마을에서 일하러 온 현지

인 노동자는 마치 카스트처럼 저마다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임금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았다. 예를 들어 간부급의 숙

소로는 고급 빌라가 배정되었고 나머지 서양인과 아시아 선진국 출신들

은 호텔 방을 하나씩 배정받은 반면, 중국 대도시 인력은 한 방을 둘이

서 공유했고 일반 노동자들은 2층 벙커침대가 딸린 시 외곽의 허름한 

단체숙소를 사용했다. 게다가 외국인들에게는 ‘물값(Water Money)'이라

고 해서 생수를 비롯한 생필품 구입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용돈이 지급

되었지만 중국인들은 생필품을 자비로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애초부터 중국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이유 중 하나가 값싼 중국 

인력의 활용이었던 만큼, 이러한 처우의 차이는 어찌 보면 당연했다. 또

한 제작사인 라이온게이트의 처우는 오히려 현지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은 당시 100달러 정도

에 불과하던 중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크게 웃도는 150달러를 받고 

있었고 통역사 등 고급 인력의 월급은 750~1000달러 사이로 노동자 평

균의 무려 10배에 달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

다.8) 또한 헝디엔 시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 제작진의 소비력

8) 「The End of Cheap Chinese Labor」에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당시의 도시지
역 중국 노동자 연소득은 평균 2000달러가 넘지만 교육 수준별 임금차가 커서 중고졸 
비숙련공의 경우는 1000달러가 조금 넘었다. 이를 월로 나누면 당시 막노동이나 잡일을 
하는 이들의 월급은 100달러 미만이었다. 중국의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8~2009년 부터였다. 
Li Hongbin, Li Lei, Wu Binzhen, and Xiong Yanyan, 「The End of Cheap 
Chinese Labo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4 (201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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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현지 상인들은 현지 물가나 사정을 잘 모르는 미

국인 스텝들을 상대로 납품 단가를 속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9) 이처

럼 「포비든 킹덤」은 영화사의 입장에서는 값싼 인건비와 현지 물가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고, 현지인들은 고용과 수입이 발생하며 지역 상

권도 활성화되는 전형적인 글로벌 시대의 협력사업일 뿐, 중국인들을 이 

관계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었다. 또한 출신 배경에 따른 구조적 차별 

역시 영화사의 작품이 아닌, 전 세계적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민족과 지

역별 위계가 현장에서도 현실 그대로 재 적용된 것에 불과했다. 사람들

이 현장에서의 이런저런 차별이나 비슷한 조건에서 동일 시간 일을 하는 

미국인 스텝과 중국인 노동자 사이의 백배가 넘는 봉급차이를 특별히 문

제로 인식하지 않은 것도 외국 기업이 저개발국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

하는 이 같은 사업모델이 세계화된 현대에 있어 워낙 보편적이기 때문이

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현지인들에게도 이익이었다거나 이와 같은 차별이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정립되어 있던 구조에서 기인했다

는 사실이 차별이 존재했던 사실까지 지워주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차

별과 착취가 전 세계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 있음을 말해줄 뿐이

다. 그런데 이 임시적 카스트에 따른 노골적인 차별, 그리고  위시한 불

평등한 체계에는 나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한국이라는 국적에 힘

입어 운 좋게 구조의 중간층에 속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보고 있었

다. 세계를 아우르는 자본과 노동의 계층구조를 한곳에 집대성해놓은 것

9) 이러한 사실은 통역을 담당하던 중국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당시 중국인 스텝
들과 지역의 상인들 간에는 납품권을 둘러싼 뒷돈과 접대가 활발히 오고갔다. 영화 세
트를 만들 때 필요한 다량의 자재에 대한 납품 권리를 따내기 위해 지역 상인들은 중국
인 중간관리에게 뇌물을 줬으며, 중간관리자는 납품 단가를 속여 높게 책정함으로써 뇌
물을 준 상인의 이익을 늘려주었다. 이와 같은 뒷거래는 담당 미국인 스텝들이 현지 물
가도 모르고 중국어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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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cape>, 2011 

만 같았던 헝디엔의 촬영장은 

이처럼 책이나 기사를 통해 

접하며 남의 일로 여겼던 저

개발 국가에 대한 착취의 구

조에 있어  나 자신도 자유롭

지 않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scape>[그림 1]는 이 같

은 경험에 대한 복잡한 심상

을 표현하려던 시도로, 상당히 

직설적으로 사회의 계층구조

에 대한 묘사에 도전하고 있

다. 멀리서 보면 기묘한 수직

적 산수화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작업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풍경 전체가 사실은 

2cm 정도 키의 작은 인간 형

체들이 무수히 밀집되어 뒤엉

키며 만들어진 형태임을 알 

수가 있다[그림 2]. 이는 앞

서 이야기했던 환경으로서의 

타자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각각의 형체에게 있어 다른 

형체들은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이들 형

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 내지는 뽀족한 피라미드의 형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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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cape> (부분 확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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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수직적이며 계층적인 구조를 묘사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 역시 명

백하게 계층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점과 바닥의 격

차가 막대한 수직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과거 신분제와는 달리 현대에는 

명료한 계층구분이 존재 하지는 않는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구분은 굉장히 넓은 의미적 스펙트럼을 지니는 중산층의 존재로 인해 그 

경계가 흐려져 있으며, 재산의 정도가 과거의 신분을 대신하여 척도로 

작용하는 만큼 이상적으로는 누구라도 더 위를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나의 작업 속 형체들 역시 계층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형태가 아

니라 서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 속에 뒤엉킨 하나

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 이루어진 환경에 있어 그

들이 올라야하는 것은 바위산이 아닌 수많은 다른 인간들이기 때문에, 

전진을 위한 노력은 자연스레 서로를 끌어내리고 타 넘으려는 움직임이 

되고 만다. 이러한 지옥도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작업은 위로 올라가기 위

해선 결국 타자를 밟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경쟁사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업으로부터 시작해 나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작업과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그 중 같은 <Humanscape> 

시리즈의 작업인 <폭락장 1929>와 <폭락장 2008>[그림3]은 각각 대공

황 당시와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주가차트를 트레이싱하

여 그 형태를 앞서와 같이 작은 인간형상의 밀집을 통해 산수화처럼 구

성한 것으로, 특히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는 환율 급등으로 인해 나의 

유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이들 작업에는 주가의 

등락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불안감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요

인들이 수렴된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으며, 그것이 가장 극

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공황이나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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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폭락장 1929>(위), <폭락장 2008>(아래), 2012 

나는 당시의 주가폭락 그래프가 시간을 축으로 그려진 인간사회의 부침

이나 다름없다고 보았는데, 마침 이들 그래프의 선 모양은 산등성이와 

절벽 등으로 이루어진 산세를 연상시켜, 인간 군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풍경이라는 개념과도 딱 맞아떨어졌다. 한편 나는 주가 폭락이 

있었던 이들 1929년과 2008년의 주식그래프를 표현하는데 있어 동양의 

산수화 형식을 차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산수화가 일반적으로 주는 관조

적이며 평화로운 느낌과 해당 작업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혼란스러운 인

간 군상 사이의 간극이 주는 아이러니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

었다. 작업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격동기는 그 속에 직접 휩쓸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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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cape> (설치 이미지), 2011

많은 삶의 고통을 담고 있지만 한발 떨어져서는 단순한 그래프로 치환되

듯, 나의 작업은 멀리서 보면 고요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면 인간들이 뒤엉켜 기어오르거나 떨어지고, 끌어내리거나 깔려있는 형

태들이 어두운 덩어리로부터 떠오르는 것이다. 한편 <-scape>[그림4]

는 원래의 1미터 폭에 2.7미터 높이의 이미지로부터 좌우로 연장이 이

루어지며 최종적으로 9미터 폭의 작업으로 자라났는데, 처음의 세로로 

긴 형태는 단일 사회의 구조를 산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연장된 작업은 여러 사회들이 마치 하나의 산맥처럼 엮여있는, 세계화된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이 같은 작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 

하나는 작업 속의 모든 형체들이 이미지 안에서의 위치나 취하고 있는 

자세에만 차이가 있을 뿐, 형태와 크기, 색은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다. 가장 점정에 서 있는 존재와 밑바닥에 깔려있는 존재가 형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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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구분이 불가능한 이 같은 구성은 현대사회가 소위 ‘자본주의의 

영웅’들에게 투사하는 신화적 이미지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

로 동일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위계적 

관계는 개인이나 개별 집단 사이의 우열이나 성향의 차이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구조 내에서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의 생물 종으로서의 인간과 그러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들의 

기본 능력과 특성은 누가 되었든 서로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기 때

문이다.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볼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착취와 피착취, 피해자

와 가해자라는 역학관계는 명확한 이분법이 아닌 연쇄적 고리들로 구성

되어 있어, 개인이나 집단은 양쪽 입장에 동시적으로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차별의 대상인 천민계급 수드라가 다시 불가

촉천민인 달리트를 차별하고, 조선의 경우엔 양반들에게 착취를 당하던 

상민들이 한편으론 백정이나 노비 같은 천민을 멸시했던 경우처럼 말이

다. 노골적인 신분제 사회에선 물론이고 신분사회가 아닌 현재에도 이러

한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아, 한국에선 평범한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가 

수준 낮고 질 나쁜 친구를 사귀어선 안 된다며 저소득층 동네 아이와 어

울리지 못하게 하고,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10) 이처럼 착취와 차별의 관계는 남다른 

사악함이나 우매함을 지닌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평균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구조에 있어서의 지위나 경제력의 상하관계에 의해 지

극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차

별적이며 착취적인 특성은 결국 특정 누군가의 소행이 아닌 그 구성원들 

10) 조정훈, 「"임대아파트 애들은 안 돼" Y초 학부모 비뚤어진 자녀사랑」, 『오마이뉴스』 
(20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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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성향과 생각이 수렴된 결과로, 이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존

재이자 그 환경의 일부이기도 한 개인들은 서로와의 위상차에 의해 피해

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차별을 하기도 하고 당하

기도 한다. 때문에 <Humanscape> 시리즈의 지형들 안에는 어떤 명확

한 구분도, 그리고 개체들 간의 차이도 없이 그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뒤엉겨서 발버둥치는 개별 형체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2.2 불평등의 세계화 및 고착

  원형이 정립된 이후의 <Humanscape> 시리즈는 이미지를 훨씬 더 정

교화하거나 효과를 추가하고, 지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거나 작품의 크

기를 늘리는 등의 변주가 가해지기는 했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

이나 새로움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작업이 반복적이고 자기복

제적인 흐름을 띄고, 이 같은 정체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나는 

2012년의 개인전인 ≪바람의 화(化)≫를 마지막으로 이들 작업을 더 이

상 진행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주제와 개념은 세상을 바라

보는 나의 관점과 고민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이후로도 계속 이루어졌는데, 특히 인간형상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풍경

이 주는 일반론적인 시각을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나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 및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나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더

듬어 나가며 구조화된 사회갈등의 징후들을 찾고자 시도했다. 

  나의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은 내가 머물렀던 여러 사

회들에서의 경험으로, 그 중심에는 유학 생활을 했던 미국의 볼티모어,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낸 리비아와 영국이 있었다. 물론 내가 가장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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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보내왔고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사회지

만, 한국의 모든 것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져서인지 몰라도 새

로운 인식이나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덜 익숙한 외부 사회에 

몸을 담고 있을 때의 경험이나 그곳의 사회적 현상들을 되돌아 볼 때였

으며, 서울에 대한 깨달음이나 새로운 시각 역시 주로 다른 사회와의 비

교를 통해 얻어지곤 했다. 그 중에서도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인 리비

아에서의 삶은 세계구조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역

경에 대한 연구와 결합되어 특히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때문에 나

는 이후 리비아를 작업의 직접적인 소재로 끌고 오기 이전에도 그곳에서

의 경험과 사건들을 끊임없이 반추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내 나름대로

의 시각을 정립하는 재료로 삼았다. 특히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가 리비

아 사회 전반에 걸쳐 안겨주던 어려움과 이로부터 비롯된 특수한 경험들

에 더해, 내가 현지에서 다니던 외국인 학교의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인 

Oil Company School이라는 이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상황과 

그 안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해 고찰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들 지역은 

현대문명의 핵심적 자원 중 하나인 석유자원 때문에 수많은 이권이 얽혀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개입되어 영향력을 행

사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지녀왔다. 그 결과 이들 

아랍세계의 분쟁과 고난은 상당부분이 국지적인 원인이 아닌 세계적인 

역학관계로부터 비롯되고 유지된다. 예멘의 내전에는 사우디와 이란이 

중동지역의 패권을 놓고 개입해 있고, 이들은 다시 각각 미국과 러시아

의 영향 아래 놓여있듯, 이들 지역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상의 힘이 사방

에서 작용을 하면서 분쟁을 부추기거나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 같은 현상은 물론 중동만이 아닌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수단에서의 끝



- 26 -

없는 분쟁은 종교와 민족, 언어가 다른 북수단과 남수단을 하나의 국가

로 묶어서 독립시켜버린 과거 영국의 실책이 근원에 깔려있지만, 1983

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제2차 수단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석유자

원을 둘러싼 이권에 있었다. 1973년의 제4차 중동전쟁에서 미국이 이스

라엘을 지원한데 따른 OPEC 회원국들의 보복조치로 석유파동(oil 

crisis)이 발생했던 충격으로 미국은 원유 공급라인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U.N 대사였던 조지 H. W. 부시가 수단 정부에 

넘긴 남수단의 원유매장 추정 위성사진에 따라 미국의 셰브런(Chevron)

에 의해 수행된 탐사는 실제로 그곳에서 다량의 석유를 발견하였다.11) 

이로 인해 수단의 중앙정부가 남부에 약속되었던 자치권과 자원주권을 

침해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바로 제2차 수단 내전으로, 이 전쟁으로 남수

단에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며 수백만의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와

중에도 셰브런은 92년까지 수단에 머물며 석유를 생산했다. 그리고 셰브

런이 떠난 이후에도 수단 정부의 남부에 대한 박해는 미국, 캐나다와 말

레이시아, 중국 등 다국적 기업들의 지원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갔다.12) 

  기업의 이 같은 비인간적인 이익추구는 독일 출신의 미술작가인 한스 

하케(Hans Haacke)가 자신의 작품인 <메트로모빌탄>(Metromobiltan, 

1985)[참고그림 1]을 통해 지적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블록버스터 전시였던 ≪고대 나이지리아의 보물들≫

(1880)에 대한 미국의 모빌사의 후원을 다루고 있는데, 세계의 석유시장

을 쥐락펴락했던 ‘7공주(Seven Sisters)’13) 중 하나인 모빌은 아프리카 

11) Khalid, Mansour, 『Nimeiri and the Revolution of Dis-may』 (KPI, 1985), p.306.
12) Reeves, Eric, 「Rapacious Instincts in Sudan : Oil Companies are Partners 

with Khartoum in Waging a Cruel Civil War.(Statistical Data Included)」, 『The 
Nation』 272 (2001), p.23.

13) 엑손, 걸프, 텍사코, 모빌, 소칼, 로얄 더치 쉘, 그리고 BP까지 모두 7개의 석유 메이
저를 일컫던 말로 1973년의 유류파동이 이후엔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Oil - The Seven Sisters」, Encyclopedia of America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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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 한스 하케(Hans Haacke), <메트로모빌탄>(Metromobiltan), 1985

 
문명과 관련된 전시의 후원과는 모순되게도 당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

별정책으로 악명 높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결탁

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하케는 이를 ‘시장으로서 또는 값싼 노동력의 

창고로서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들을 착취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마

스크’14)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견해에서 알 수 있듯 <메트로모빌탄>은 

단순히 모빌사의 부정직한 경제활동이나 이들의 기만적인 ‘사회 환원’,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개입되어 있는 특정 미술관을 표적삼아 공격하는 

작업은 아니었다고 본다. 하케가 바라본 것은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들이 

https://www.americanforeignrelations.com/O-W/Oil-The-seven-sisters.html
14) 김진아, 「20세기 후반 미국 미술의 후원과 대기업들」, 『미국사연구』 24 (2006),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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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값싼 노동력의 창고로만 여겨지며 착취당하는 구조 그 자체였

으며, 모빌사와 메트로폴리탄은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기인하는 무수히 많

은 예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십수 년 후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손해배

상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었을 때, 그 대상에는 모두 50여개나 되는 기

업이 올랐다. 여기에는 독일의 도이치 은행( Deutsche Bank)과 드레스

드너 은행(Dresdner Bank),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와 UBS, 영국의 바클리즈 은행(Barclays Bank), 미국의 씨티그룹

(Citigroup)과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같은 은행들이 포함되

었고 엑슨모빌(Exxon Mobil), 쉘(Shell), 토탈(Total), GS칼텍스(GS 

Caltex), BP 등의 정유회사들,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 포

드(Ford),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등의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컴퓨터 회사인 IBM과 후지쯔(Fujitsu)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15) 

  재판 당시 IBM 측 변호인은 IBM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지원한 것

이 아닌 단순하게 이들과 사업을 했을 뿐이라는 논거를 펼쳤다. 이에 대

해 뉴욕 지방 법원 판사인 쉬라 쉐인들린(Shira Scheindlin)은 “국제 법

에 위배되는 범죄를 눈앞에 두고서 이에 대해 눈이 먼척으로 봐야 할 수

준의 무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IBM이 제공한 지원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조할 것이 자명했던 사실을 무효화 할 수는 없

다.”며 피고측 주장을 일축하였다.16) 하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지

원한 주체로 고발된 세계 유수의 대기업 50여개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특별히 부도덕해서 이 리스트에 오른 것은 사실 아니었다고 나는 본다. 

이는 단지 다수의 기업들이 이익만 보장된다면 타국의 인종차별이나 인

15) 「South Africa Opposes Apartheid Case」, 『BBC News』 (2002)
http://news.bbc.co.uk/2/hi/business/2510973.stm

16) 「US Court Allows Apartheid Claims」, 『BBC News』 (2009) 
http://news.bbc.co.uk/2/hi/americas/7991134.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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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린 정도는 언제고 쉽게 묵인해 왔음을 알려줄 뿐이다. 개발도상국이

나 저개발국을 자국 제품을 내다팔 수 있는 시장이나 값싼 노동력의 공

급원, 혹은 자원 창고와 같이 이익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취급하는 것은 

현 시대의 경제논리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개인들 역시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 있어서는 현

대의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중금속 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지양하는 구리나 희토류 같은 광물자원의 채굴, 폐기물 처리 사

업, 노동집약적 산업 등이 저개발 국가들에게 전가된다. 저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선진국에서 원하지 않는 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 혹은 위험하

거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떠안는다. 가까운 

예로, 2018년 상반기에 중국이 환경 문제로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이 쓰레기 분리수거 대란을 겪었던 적이 있다. 이 사건으

로 사람들이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폐비닐 및 스티

로폼 쓰레기가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와 함께 여태 중국에 떠넘겨지고 있

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의 빈국들이나 필리핀, 인도, 파키스

탄, 중국 등에 전자쓰레기를 비롯한 온갖 폐기물을 팔아넘기고, 그곳의 

빈민들은 유해물질이 가득한 쓰레기를 해체하거나 처리하며 살아가는 현

실은 인간사회의 계층구조가 작동하는 수많은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촘촘한 관계성으로 엮인 사회의 구조화된 착취는 소수 위정자나 직접적

으로 관련된 일부 기업만이 아닌, 착취의 열매를 공유하는 다수의 개인

들에 의해 유지되어 나간다. 

  그런데 상술한 내용에서는 서구사회가 가해자의 입장에, 그리고 저개

발 국가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상황들이 주로 묘사가 되긴 했지

만 사실 세계의 구조에 있어 이 같은 관계는 서로간의 상대적인 힘의 역

학에 의해 결정될 뿐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성향이나 선악과 특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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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낮은 원유가격과 불리한 이익분배구조

를 통해 서방기업들에 의해 장기간 착취를 당하던 중동의 산유국들이 오

일쇼크를 통해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인한 이후 이를 확고히 하고자 벌인 

유가전쟁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에콰도르 등 재정이 넉넉지 않은 중남

미 지역 산유국들의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으며, 수단 내전에는 콩고와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 다수의 인접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면

서 상황의 악화에 일조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주로 언급한 것은 국가나 

지역 간의 불균형과 착취이기는 했지만, 국제관계가 아닌 단일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더라도 계층화를 동반하는 차별과 착취 등 구조화된 폭

력은 엄연히 개인들의 삶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일부로서 존재

하는 개인은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아

마도 이미 두 입장에 동시적으로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가해자

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특정 개인이나 독립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같은 상황을 빚어내는 구조 자체와 그 안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바라보고

자 시도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시각은 <Humanscape> 시

리즈는 물론 후속 작업들인 <Real Fiction>과 <부서진 풍경> 시리즈의 

작업적 근간을 이룬다. 

 

  3.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반작용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불평등과 갈등이라는 주제를 들여다보는데 있어 

내가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된 문제 한 가지는 바로 소외된 계층이나 집

단의 구성원에 의해 벌어지는 물리적인 폭력이었다. 개인적인 폭행과 반

달리즘으로부터,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는 폭동과 테러리즘까지, 무질서

를 상징하는 이 같은 폭력은 소외계층이 더욱 차별받고 배척당하는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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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외부가 아닌 내부로 분출된다는 점

에서 결과적으론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

편으론 시야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이들이 사회의 이목을 잠시나마 잡아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외계층의 투박하며 직

접적인 폭력은 그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폭력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후속 장에서 다룰 <부서진 풍

경> 시리즈를 타고 흐르는 기본 정서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당시 교과과정의 일부로 읽은 『케스 매와 

소년』(A Kestrel for a Knave, 1968)은 영국 북부에 위치한 광산촌인 

번즐리에서 광산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작가 배리 하인즈(Barry 

Hines)에 의해 쓰인 소설이다. 이 책은 소외된 노동자 계층에게 목소리

를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며, 영국의 중등 교육 자격 검정 시험인 GCSE

의 지문으로도 한동안 자주 등장했다. 소설은 익명의 광산촌을 배경으로 

영국 하층민 소년인 빌리 케스퍼의 하루를 그리는데, 주인공의 삶은 가

족과 선생, 동급생 등 주변인들에 의한 폭력과 빈곤으로 얼룩져 있다. 

소설의 이야기는 빌리의 잘못에 대한 보복으로 삶의 유일한 빛이던 황조

롱이가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빌리가 황조롱이를 땅에 묻은 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잠드는 암담함 속에서 끝맺어진다. 침울하기 그지없는 이 

이야기는 당시 노동자 계층의 현실을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

로 높이 평가받지만, 영국 노동자 계층의 상황은 이후로도 계속 더 악화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전쟁비용과 제국의 해체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영국은 대처리즘(Thatcherism)

이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

와 경제의 재생을 꾀했다. 하지만 민영화와 노조탄압, 그리고 분배가 아

닌 성장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대처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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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을 버리고 가는 정책이기도 했다. 때문에 경제는 부흥하였지만 노동

자들 상당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하면서, 영국은 결국 아이들의 약 1/3정

도가 결식아동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영국의 

이러한 몰락한 노동자 계층 이야기는 폐광촌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 

「브래스드 오프」(Brassed Off, 1996)와 「풀 몬티」(Full Monty, 

1997),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 2000) 등에서도 다루어지는데, 

나름 희망적인 톤으로 마무리되는 이들 영화와 달리 대부분의 빈민층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 같은 영국에서는 지나가는 행인, 자동차, 혹은 남의 집 창에 돌을 

던지고, 절도와 폭력, 기물 파손을 일삼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사회 문제

가 되어왔다. 목적 없는 분노에 차 있는 공격적 성향의 아이들은 소년들

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뜻으로 

‘Boy’의 철자를 뒤집어 'yob'이라 불리는데, 스탠리 큐브릭의 동명의 영

화로 더 잘 알려진 앤서니 버지스(Anthony Burgess)의 소설, 『시계태

엽 오렌지』(A Clockwork Orange, 1962)에서 엽기적인 범죄행각을 벌

이고 다니는 주인공 알렉스와 그 일당은 바로 이 같은 영국의 청소년들

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근래만 하더라도 2016년엔 앞서 언급한 작가 

배리 하인즈의 고향인 반즐리에서 버스들이 몇 주에 걸쳐 아이들의 돌 

공격을 받아 유리가 깨지고 승객들이 부상을 입어 결국 노선을 변경해야

만 했고17) 2017년의 맨체스터에서는 아이들이 벽돌 등으로 택시를 공

격하여 파손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으며18) 2018년엔 웨스톤에

서 자선단체의 산타 썰매가 돌 세례를 받기도 했다.19) 이러한 청소년 폭

17) 「Bus Passengers 'Covered in Glass' by Stone-Throwing 'Yobs'」, 『BBC News』 
(2016)https://www.bbc.com/news/uk-england-south-yorkshire-35976467

18) 「Brick-throwing Yobs are Attacking Taxis」, 『BBC News』 (2017)
https://www.manchestereveningnews.co.uk/news/greater-manchester-news/bri
ck-throwing-yobs-attacking-taxis-140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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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대부분은 빈민층 아이들에 의해 벌어진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전문가

들은 그 원인을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삶에서 찾는다. 2011

년의 악명 높은 영국 폭동에는 중산층과 부유층도 일부 가담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폭동과 경제적 궁핍은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약 3000명에 달하던 체포자들의 인적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폭도들 대부분이 16~24세 사이의 젊은 하층민들이란 것이었

다.20) 주로 흑인들에 의한 인종폭동의 성격을 띠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당시 영국에서의 폭동은 흑인과 백인, 아랍계 등이 고르게 뒤섞여 있어 

인종이나 민족과는 연관성이 적었으며, 폭도들의 가장 공통된 분모는 경

제적 박탈이었다.21) 영국에서의 폭동, 그리고 청소년들에 의한 증오범죄

와 폭력은 영국이라는 부유한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소외되고 버려진 계층의 박탈감과 분노의 징후인 것이다.

  사회에 의한 구조화된 폭력과 이에 대한 반작용을 슬라보예 지젝

(Slavoj Žižek)은 ‘주관적 폭력’과 ‘객관적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다. 여기서 주관적 폭력이란 “범죄와 테러 행위, 사회 폭동, 국제 분쟁” 

같이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폭력, 즉 명확히 식별 가능한 행위자가 저지

르는 폭력”22)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의 개념은 대부분 

이 주관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객관적 폭력은 우리가 

흔히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폭력이

다. 지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9) 「Boys Throw Stones at Santa Sleigh in Weston-super-Mare」, 『BBC News』 
(2018)
https://www.bbc.com/news/uk-england-bristol-46618922

20) Kawalerowicz, Juta and Biggs, Michael, 「Anarchy in the UK: Economic 
Deprivation, Social Disorganization, and Political Grievances in the London 
Riot of 2011」, 『Social Forces』 94.2 (2015), pp.673~698.

21) ibid, p.674.
22)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 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이현우, 김희진, 정일권 

옮김 (도서출판 난장이, 201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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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폭력은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보

이지만 객관적 폭력은 바로 이 정상적인 상태에 내재하는 폭력이

다. 객관적 폭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관적으로 폭력이라고 지각할 때 바로 그 기준이 돼주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구조적 폭력은 너무도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주관적 

폭력의 정반대이며, 물리학에서 말하는 악명 높은 ‘암흑 물질’과도 

같은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폭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

은 단지 주관적 폭력의 ‘비이성적’ 폭발로만 보일 것이다.”23)

그렇다면 영국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무분별한 파괴, 그리고 2011년의 

폭동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유동성이 거의 사라진 영국 사회에 의

해 가해지는 객관적 폭력에 대한 반작용이라 볼 수가 있다. 사회에 있어 

질서란 기본적으로 현재의 위계구조와 상황을 관성적으로 유지시켜 나가

고자 하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사회의 하층부를 구성하는 이들

을 억누르는 폭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적으로 지닌다. 이 같은 객관적 

폭력은 사회의 질서 자체에 내재되어 항시적인 압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지 사건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폭력으로 인지되지

도 않으며, 때문에 주관적 폭력에 대응하듯 맞받아칠 수도, 그렇다고 공

권력이나 법의 힘을 빌려 대응할 수도 없다. 그 주체가 명확하며 책임의 

소지도 확실한 주관적 폭력과 달리 사회의 질서 그 자체에 의해 가해지

는 객관적 폭력에는 피해자는 있지만 특정할 수 있는 폭력의 주체나 명

확한 저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객관적 폭력에 대한 반발이 

23) ibid,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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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표를 향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원한이 되어, 결국엔 사

회 전체에 대한 분노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목적 없는 폭력으로 표출되

곤 하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 즉 인간의 환경을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인간 개인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무작위적 

분노의 방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구조에 의해 가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어느 한 사회만의 문

제가 아니듯,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주관적 폭력 역시 그것이 나타

나는 양상에만 차이가 있을 뿐 수많은 사회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

상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 객관적 폭력은 사회의 현 위계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관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당연히 사회의 

하층부로 갈수록 훨씬 더 폭압적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나는 폭력 역시 하층부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이 같은 구조는 각각

의 단일 사회별로도 따로 존재하지만 또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위계

질서 속에 다시 하나로 묶여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는 

세계의 자본구조와 정치역학에 있어 하층부에 위치한  제3세계의 저개

발국들이 전반적으로 구조의 압력을 훨씬 증폭된 형태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어느 국가나 지역이든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구조

의 하층부는 취약한 사회경제적 토대로 인해 사회의 부침에 훨씬 쉽게 

휩쓸리고 뭉개지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석유자원의 보고인 중동지역은 이를 지배하고 통제

하고자 하는 힘들로 인해, 사회의 내부적인 구조적 폭력에 더해 외부로

부터 강요되는 질서의 폭력 역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훨씬 혹

독하게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주관적 폭력도 그만큼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당혹시키는 것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때론 서구사회를 직접 강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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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 자살폭탄테러로,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테러리즘은 가장 

악랄한 형태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자살폭탄테러라는 행위 안에는 자기희

생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젝을 다시 인용하자

면 “악은 이기주의적인 것이거나 공익을 무시하는 것이고, 선은 어떤 높

은 차원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려는 정신과 실제 기꺼이 그러려는 자세”

이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테러 행위는 “악한 수단으로 

우리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목적을 추구하지만,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놓

고 본다면 그들의 행동은 가장 높은 기준의 선에 부합”한다.24) 테러리즘

에 부여되어 있는 절대악적인 행위로서의 인식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최고의 선으로 추앙받아 온 자기희생이라는 두 속성의 충돌이 불러오는 

딜레마는 주로 이슬람교 자체에 사악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성전의 순교자는 천국으로 직행하고 72명의 처녀가 

상으로 주어진다는 하디스의 구절은 자살폭탄테러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희생을 더러운 욕망의 산물로 치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인용이 되

며,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를 종교적 광기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주류사회는 테러를 본인들이 포함된 사회에 의해 

가해져온 구조적 폭력과 착취에 대한 결과로서 직시하느니 차라리 이들

을 광인이나 야만인으로 바라보길 택한다.

  물론 테러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같은 행

위는 근본적으로 영국의 빈민층 청소년들이 벌이는 목적 없는 폭력과 마

찬가지로 미래 없는 삶에서 오는 절망감과 공허함, 그리고 그로부터 비

롯되는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안고 있다고 본다. 단지 영국의 아이

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반달리즘이나 폭행의 형태로 주로 발현된다면 

이슬람 세계는 보다 심층적으로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에 의해 그 반작용 

24) ibid,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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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훨씬 과격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영국 청소년의 분노 대부분

이 영국사회 내부로 수렴하는데 반해 이슬람의 분노는 많은 경우 내부가 

아닌 외부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빈번하게 겨냥하는 것 역시도, 이들 국

가들은 서구 열강 및 중동지역의 다른 패권국들로부터 끊임없이 내정간

섭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왔던 만큼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이 

외세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길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

다. 세계 질서의 수혜를 입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 자국의 여러 문제

들에 대한 원인을 난민과 이민자, 외국인에게 돌리며 증오범죄가 일어나

곤 하는 현실에 있어, 중동의 궁핍과 혼란에 대한 원망이라고 해서 외부

를 향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일반적인 시각

에서 얼마나 악한 형태를 띠고 있던지 간에, 테러리즘을 광기의 산물로 

치부하기보단 인간의 행위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강조했

듯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 시대에는 복잡한 상호연관성으로 엮여 하나의 

유기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특성상, 아무리 동떨어져 보이는 

지역에서의 사건이나 상황이라도 정말로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드

물다. 일상 속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마저 열대지역 플랜테이션에서의 노

동착취와 떼어놓을 수 없는 세상에 있어, 중동 지역의 혼란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테러리즘이라고 우리와 무관하리란 상상은 하기 힘들다. 따라

서 테러리즘에 인간의 모습을 덧씌우는 시도 자체를 테러의 정당화로 보

고 터부시하는 지금의 환경은 현 시대의 주요 현상 중 하나에 대한 이해

를 차단함으로써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직시를 불가능하

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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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적 환기로서의 미술

  앞선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자면, 나는 모든 존재가 직간접적인 연결

고리들을 통해 서로와 상호연관성을 지닌다는 생태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 또한 사회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관계들로 엮여있는 하나의 생태체계로 인식하고 접근

을 하는데, 이러한 시선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은 인간이자 환경

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사회가 지니는 구조적인 특징은 개인들의 성

향과 행동이 수렴된 결과에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

든 현상 및 사건은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 모두와의 연관선상 위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의 작업은 바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스

스로의 경험과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그로부터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

과 갈등의 징후들을 찾아 이미지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나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작업의 기저

에 깔려있는 사회적 주제에 대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작업은 어떤 관점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사

회의 구조나 상황에 대한 관조적 묘사에 더 가까운 형식으로 드러나며,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건드리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주제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내가 작업에 

있어 선택하고 있는 소통의 방식과 관련되는데, 물론 사회적 맥락을 다

루는 있는 만큼, 더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 텍스트를 이미지와 결

합하거나 병치하는 기법, 혹은 내러티브의 구성에 더 유리한 영상작업 

등 보다 명료하고 주장이 강한 작업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나는 관객의 

설득을 작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다. 감상자의 설득은 미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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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할 수 있는 소통 방식 중 하나이기는 해도, 언론보도물과 같이 정치

사회적 메시지의 단순 전달에는 더 효율적인 매체들이 존재하는데 있어 

미술마저도 반드시 감상자의 설득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였

다. 나는 시각매체로서의 미술, 나아가 예술에 있어서의 소통은 메시지

의 전달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관객과 공유하는 것이 항

상 중심을 이루어왔다고 본다. 그것이 심미적이거나 기법적인 접근을 하

던 혹은 개념적이거나 사회적인 접근을 하던, 시각에 기반을 하고 있는 

미술은 기본적으로 작가가 바라보고 재해석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여 

보여준다는 개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회문제를 주제로 삼으

면서도 프로파간다나 특정 시각의 주장 보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

은 채 대상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의 관점을 감상자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 시선의 공유라는 입장에서 작업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관점은 작업 속에 당연히 암시되어 있지만, 작업의 초점은 관

점의 설득이 아닌 나의 시선에서 재해석된 세계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쏠

려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객을 특별히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함은 내가 작업에

서 어떤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사진조차도 카메라의 뒤에 존재하는 

작가의 시선과 선택에 의해 강한 주관성을 획득하는 마당에, 하물며 사

진도 아닌 만들어진 이미지를 두고서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나

의 주관적 시선을 거쳐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재구성된 작업은 당연히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며, 특별히 중립적이

고자 시도하지도 않는다. 다만 나는 작업이 자칫 일방적이고 주입적인 

소통이 되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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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나의 시선은 공유하되 관객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지

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려 들거나 유도해내는 것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감상자에게 바라는 것은 나에게 설득

되어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나와 공감하고 똑같은 시각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감상자도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있

다. 나는 이것이 스스로의 생각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지속적

인 방식의 소통이라고 본다.

  고백하자면 나도 사실 더 적극적인 발언과 주장을 시도하는 작업을 하

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에 걸쳐 진

행했던 <새만큼 프로젝트>를 들 수가 있는데, 당시 나는 부안과 군산 

등 간척 사업이 벌어지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역 어민들, 간척사업 반

대 측 시민단체 대표와 담당변호사, 사업을 강행하던 농림부측 인물과 

시공사측 직원, 조류학자 등의 인터뷰를 따서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성

격의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7년의 대선유세 당시 

노태우 후보 측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 이 지역의 숙원 사업처럼 인식

되고 모든 선거의 필수 공약이 되어버리면서, 해상 생태계에 미칠 악영

향과 경제적인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계

속해서 시공이 이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었다. 다수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그렇듯 해당 사업은 로비와 유착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보

상 기준이 토지나 양식장의 소유 여부에 좌우되면서 단순하게 바다에 의

지해서 살아가던 어민들 대다수는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삶과 경제

생활의 터전을 잃었다. 따라서 이 영상 역시 지금 되돌아보면 정치적 목

적 및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환경이 희생되

고 마는 구조화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들로 나는 이 간척사업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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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이러한 태도는 작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반영이 되면서 작

업의 시각을 한쪽으로 편향시키고 찬성 측에 서있던 단체와 개인들에 대

한 비방과 다름없는 결과물을 낳았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속성을 감안하

더라도 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태도가 워낙 확고하여, 감상자가 정서적으

로나 이성적으로 개입할 여지없이 단지 수용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 

역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어디까지나 작업을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의 나

의 개념적, 형식적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는 이후로 직접적인 

설득을 시도하기보다는 작업의 주제를 우회적이며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접근을 선호해 왔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했던 <Humanscape> 시리즈

의 <-scape>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실제 사건과 인물, 상황을 통해 직접 

풀어내는 대신 인간 형상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일종의 풍경으로 치환하

여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이미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

할지의 여지는 상당히 열려있다. 작업이 표현하는 것이 경쟁적이며 계층

화된 인간사회라는 것은 누구라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회에 대

한 나의 입장이나 태도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의견은 감상자 각자마다의 경험이나 이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작업은 한국의 학벌사회에 대

한 묘사로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다양한 의미로서 받아들여

지며, 형상들이 뒤엉킨 이미지를 지옥도로 인식하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를 특수한 행위를 하고 있는 형상과 동일시함으로서 작업으로부터 

희망을 읽어내는 이도 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이 같은 해석들 중 특별

히 맞는 해석과 잘못된 해석이 존재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는 각자 

다른 경험과 생각을 지닌 관객이 작업에서 제시되어 있는 시선을 통해 

사회와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마다 도달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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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작업의 주제로서 가장 효과적이며 두드러지게 

다루고 있는 작가들 중 한명은 칠레 출신 작가인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로, 내가 특히 감탄했던 작업은 르완다 내전 당시의 인종학살을 다

룬 <르완다 프로젝트>(The Rwanda Project)에 포함되어 있는 

<Untitled (Newsweek)>[참고그림 2]라는 작업이었다. <Untitled 

(Newsweek)>는 르완다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인종청소가 시작된 1994

년의 4월부터 마침내 르완다가 뉴스위크의 표지에 등장한 8월 1일까지 

17주에 걸쳐 발간된 뉴스위크지의 표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각 

표지 밑에는 작은 텍스트로 해당 주까지 학살된 르완다인의 총 숫자와 

사건일지가 건조하게 표시되어 있다. 자르는 르완다에서 모두 100만 명

이 넘게 학살을 당하는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테크놀로지를 대

하는 남녀의 차이’ 같은 주제들이 학살 소식을 제치고 헤드라인을 장식

하던 기성의 언론자료를 여과 없이 관객에게 제시하고 여기에 약간의 텍

스트만을 더함으로써 제3세계의 고통에 대한 나머지 세계의 거의 범죄

에 가까운 “야만적인 무관심(barbaric indifference)”25)을 고발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자르의 자료조사와 연구 중심 작업보다 더 적극적 방법

으로 주제에 접근하는 대표작가로는 산티아고 시에라(Santiago Sierra)

와 프란시스 알리스(Francis Alÿs)를 들 수가 있다. 이들의 작업에는 공

통적으로 사회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구조에 대한 저항의식이 깔려있다

고 볼 수 있는데, 프란시스 알리스는 이에 대해 굉장히 시적이고 사색적

으로 접근해 왔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작업은 점점 녹아 없어지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6시간동안이나 밀며 멕시코시티를 돌아다니는 행

위를 통해 고된 노동에도 낮은 임금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노동

25) Jaar, Alfredo ; Art21, 「The Rwanda Project」, 『Art21』 
https://art21.org/read/alfredo-jaar-the-rwanda-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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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 <르완다 프로젝트>(The Rwanda 
Project) 중 <Untitled (Newsweek)>의 전시장면과 세부 이미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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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사회적 현실을 은유한 <The Paradox of Praxis 1 (Sometimes 

Making Something Leads to Nothing)>(1997)이나 수백 명의 자원자

들과 함께 페루의 수도인 리마(Lima)지역의 모래 산을 옮기는 퍼포먼스

를 벌임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When Faith Moves 

Mountains>(2002) 등이 있다. 또한 2004년에는 녹색 페인트 통에 구멍

을 뚫어 흘러나오는 페인트를 이용해 예루살렘의 과거 휴전선을 따라 가

느다란 녹색 선을 그리며 걷는 <The Green Line (Sometimes Doing 

Something Poetic Can Become Political and Sometimes Doing 

Something Political Can Become Poetic)>을 통해 이 지역의 분쟁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26) 이에 반해 시에라의 작업은 훨

씬 직설적이고 도발적이다. 시에라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불법 노점상

들의 머리를 금발로 염색한 <133 persons paid to have their hair 

dyed blond>(2001)를 통해 소외된 이민자들의 존재를 부각시킨 작업으

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들의 몸에 문신을 한 

<160 cm line tattooed on 4 people>(2000)이나 계속적으로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를 옮기게 하는 <24 blocks of concrete constantly 

moved during a day’s work by paid workers>(1999) 등, 그는 작업

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경제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착취의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27) 이 같은 작업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거나 망각해버리는 사

회적 현실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가 하면 사회문제를 다루는 작가들 중에는 이 같은 사회적인 제스

26) Dezeuze, Anna, 「Walking the Line.(Francis Alys)(Interview)」, 『Art Monthly』 
323 (2009), pp. 1-6.

27) Archambault, Pauline, 「Foregrounding a Contemporary Mode of Realism: 
The Work of Santiago Sierra」 (201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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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뛰어넘어 아예 시민운동에 준하는 참여적인 활동을 작업으로서 수

행해 내는 이들도 있다. 작업을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사회변화의 수단으

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나는 참여미술 또는 뉴장르 공공미술 등이라 불

리는 이와 같은 작업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 특히 직접적으로 사

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감탄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 같은 작업 

방식을 택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

나는 나의 작업적 방법이 현장에 뛰어들어 부딪히는 행동적인 성격보다

는 자료조사와 사색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의 성격적 특

징만이 아니라 작업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 나는 

예술에는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시도가 미술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사회운동가

가 되어 직접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들이 사

회에 뛰어들어 스스로의 손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방식의 미술

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술은 꼭 시민운동의 성격을 취하지 않

더라도 얼마든지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물질보다는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물리적이며 직접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사회운동에 비해 인식에 영향

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시각 이미지가 사회적인 영향이 덜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회

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기보단 사람들의 관념이나 인식을 

건드리는 것을 작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나의 작업은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감상자를 설득하고 행

동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하기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제시하는데 초점

을 둔다. 그 결과 작업은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역할



- 46 -

에 머무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어차피 내가 바라보는 문

제들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와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나 개선방안이 있다고는 보기 힘

들며, 표면적 현상에 손을 대는 것이 실제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도 않

는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주입해도 된다고 느낄 만큼 스스로에 대

한 확신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감상자에게 

나의 부족한 생각이나 어설픈 해법을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내가 바라보

고 있는 현상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생각해보자고 권유하는 것이 작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본다. 때문에 나는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하

기보다는 나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다루고 있는 소재와 주제에 대

해 감상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고 고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미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작가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환기를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건드리는데 있다고 본다. 작업을 

통한 이러한 주제의 환기는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관객의 의식에 작용함으로써 서서히,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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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시풍경을 매개로 한 계층구조의 표현

  1. 볼티모어의 풍경과 도시의 계층구조

  사회는 추상적 가치와 무형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구조지만 나는 이

러한 사회의 모습이 우리 주변의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밀집해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도

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층층이 쌓이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사회구조는 물론 그 

안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도 함께 투사되어 나타난다. 그 중

에서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 올라가는 화려한 도심의 마천루와 낡

고 허름한 게토지역이 병존하는 세계 대도시의 풍경은 사회의 계층성과 

인간에게 내재된 차별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Real 

Fiction> 시리즈는 도시공간의 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갈등을 표현하고자 시도하는 작업으로, 내가 장기간 머물렀던 

도시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그곳에 대한 인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재구

성하는 일종의 포토몽타주이다. 볼티모어와 타이베이, 그리고 서울을 각

각 배경으로 하는 이 시리즈물은 원래 내가 유학생활을 한 미국 동부의 

볼티모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사회로서의 볼티모어에 대한 관심은 그곳에 도착한 이튿날 핸드폰 

개설을 위해 시내에 다녀온 짧은 여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당시에 들렀던 

곳은 내항 근처의 갤러리 몰(The Gallery mall)이란 곳으로, 내가 거주

하게 된 집으로부터 경전철을 타고 약 20분, 그리고 다시 도보로 약 10

분 정도가 소요되는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몰에 다녀오는 그 

짧은 시간동안 나는 무려 3명이 직접 다가와 말을 걸고 손을 내밀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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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걸하는 전에 없던 경험을 했다. 그 중 한 명은 몰 바깥의 ATM 근

처를 맴돌다 내가 현금을 인출하자마자 접근하여 집에 병든 아내와 굶주

린 아기가 있다는 요지의 장광설을 늘어놓고서는 10달러를 가져갔다. 미

국보다는 제3세계의 빈국에 더 어울릴법한 이러한 모습은 그러나 이후

에도 혼자 다닐 때면 어김없이 겪어야만 했던, 볼티모어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다. 어느 날은 밤에 기차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구의 중년 남자에게 골목으로 끌려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라크전쟁에서 부상으로 퇴역한 군인이라고 전역증까지 꺼내 보이며 어려

움을 호소하는 동냥아치였지만 강도로 돌변할까 두려워 돈을 주고 빠져

나왔다. 빈곤 문제 뿐 아니라 치안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 내가 미국

에 도착한 8월 말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기 않은 9월 중순에는 집에서 

멀지않은 존스 홉킨즈의 대학생이 차고에 침입한 도둑을 사무라이 검으

로 베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28) 이듬해에도 존스 홉킨즈의 연구원 한

명이 밤에 귀가하던 중 강도의 칼에 찔려 숨지는 등, 인근 거리들은 강

력범죄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29) 내가 지내던 곳 주변도 멀리서긴 

했지만 종종 총성이 들리는가 하면, 서치라이트를 장착한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요란한 추격전이 한밤중에 벌어지기도 했다. 그때까지 경험했던 

여타 도시와는 극명하게 다른 이러한 어둡고 불길한 환경은 내가 볼티모

어라는 도시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

었다. 

   볼티모어는 바다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발달된 내항인 이너하버

28) 「Johns Hopkins Student Kills Apparent Burglar with Sword」, 『CNN』 (2009)
http://edition.cnn.com/2009/CRIME/09/15/samurai.sword.killing/index.html

29) Fenton, Justin, 「Hopkins Researcher's Promising Life Cut Short in Robbery」, 
『The Baltimore Sun』 (2010)
http://www.baltimoresun.com/news/maryland/baltimore-city/bs-xpm-2010-07-
27-bs-ci-md-homicides-stabbing-2-20100726-story.html



- 49 -

(Inner Harbor)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로,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바

닷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근대시대의 무역환경에 있어 엄청난 지리적 

이점이었다고 한다. 내항의 존재에 힘입어 볼티모어는 노예기반의 설탕

산업에 치중하느라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캐리비안의 열대 섬들에 곡

물과 담배를 공급하며 주요 항구로 성장했으며, 이후 유럽으로부터의 바

닷길과 미국 내륙의 여러 지역들 사이를 잇는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류에는 미국 농장들의 노동력 대부분을 차지하

면서 미국 초기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노예 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

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장인 볼티모어 시내의 렉싱턴 마켓

(Lexington Market)은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남부 주들에 팔려나갈 노예

들이 활발히 거래되던 미국 노예무역의 허브였다. 또한 볼티모어의 조선

소에서 건함되던 범선인 볼티모어 클리퍼(Baltimore Clipper)는 빠른 속

도에 치중한 설계에 힘입어 중국과의 차 무역에 이용된 것으로 유명하지

만, 노예무역을 먼저 불법화한 영국 해군의 단속을 빠른 속도로 따돌리

며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밀수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30) 볼티모어

의 도시로서의 성장 과정과 역사는 이처럼 흑인노예와 여러모로 밀접하

게 얽혀 있으며, 이는 미국 유일의 흑인위인밀랍박물관(National Great 

Blacks In Wax Museum)이 볼티모어에 만들어진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노예제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던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노

예제가 금지된 이후, 볼티모어는 미국의 산업화에 발맞춰 내항을 중심으

로 철강 산업을 발달시키며 호황을 누렸다. 이때 볼티모어의 산업적 성

30) Worrall, Simon, 「Clipper Ship Owners Made Millions. Others Paid the Price」, 
『National Geographic』 (2018)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science/2018/08/news-clipper-ship-opiu
m-trade-gold-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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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큰 동력을 제공한 것은 남부로부터 꾸준히 유입되던 흑인 노동력이

었다. 이 같은 인구이동은 노예생활에서는 해방되었으나 밑천도 갈 곳도 

없던 흑인 자유민들이, 남부에서의 극심한 인종차별과 빈곤을 피해 차별

이 비교적 덜하고 일자리가 있는 북동부의 도시들로 다수 이주한 결과였

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흑인들 중 일부는 경제적인 성공을 거

두며 부르주아 계층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한편 1890년대 이후 교통의 

발달로 원거리 통근이 가능해지면서, 도시의 백인 부유층은 점차 근교의 

고급 저택들로 이주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백인 구획에 빈 집

들이 생겨남을 의미했으며, 볼티모어의 신흥 흑인부르주아들은 당연히 

주변 환경이 좋은 이들 집들로 이사를 오길 원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

속되자 흑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자신들의 이웃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해당 구획의 백인 중산층은 시의회를 통하여 흑인거주지

역과 백인거주지역의 분리를 아예 법제화하기에 이른다.31) 이것이 바로 

볼티모어의 아파르트헤이트라고도 불리는 1910년의 ‘주거지 분리 조례

(Residential Segregation Ordinances)’로, 이 법은 흑인이 백인들이 다

수를 이루는 구획으로 이사하거나 백인이 흑인이 다수인 구획으로 이사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32) 1910년대는 남부로부터의 흑인 대

이동이 일어나면서 볼티모어의 흑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때였지

만, 주거지 분리 조례는 흑인의 격리는 물론 흑인 거주지역의 확장 자체

를 실질적으로 틀어막는 역할을 했다. 볼티모어의 인구는 여전히 다수가 

백인이었던 만큼, 신축 구획들은 자연스럽게 백인에게 배당되면서 흑인

들의 입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흑인들은 경제력에 상관없

31) Boger, Gretchen, 「The Meaning of Neighborhood in the Modern City: 
Baltimore's Residential Segregation Ordinances, 1910—1913」, 『Journal of 
Urban History』 35.2 (2009), pp.240-241.

32) ibid,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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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나은 환경에 집을 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일을 

찾아 볼티모어로 흘러들어오던 수많은 흑인들도 모두 과밀화된 흑인 슬

럼가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볼티모어에선 당시 약 20%

에 달하던 흑인 인구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겨우 2%에 모두 밀집해서 

살아야 했고,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흑인 게토에는 싸구려 

다층주택들이 다수 세워졌다. 주거지 분리 조례는 결국 1917년에 위헌 

판결이 났지만 인종분리 경향은 지속이 되어, 현재까지도 볼티모어는 서

로 다른 인종과 계급이 섞이지 않고 각자의 구역에 따로 모여 사는 환경

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 구획별 경제력 격차가 명확하다. 그리고 이는 

사실 볼티모어만이 아닌 수많은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

기도 하다. 

  인종분리와 빈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는 공업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번영하면서, 전성기인 1950년대엔 미국 내 6번째로 큰 도시로서 

백만 인구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제

조업은 한국을 비롯한 임금이 값싼 국가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시

작했고, 볼티모어의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 등은 인건비가 더 싼 남부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등 사양길을 걸었다. 대부분 노동자 계층을 형성

하고 있던 볼티모어의 흑인 공동체는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의 직격탄

을 맞았으며, 인종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 켜켜이 쌓여가던 흑인들의 분

노는 결국 1968년에 일어난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암살에 의해 발화되며 수일간의 과격한 폭동으로 이어졌다. 도시 곳곳에

서 벌어진 방화와 약탈은 백인과 중산층의 교외 이주를 가속화시켰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볼티모어를 아예 떠나면서 볼티모어의 거리들은 

몇 블록씩 통째로 버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비어버린 집들은 마

약거래나 갱의 소굴로 이용되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서 환경을 보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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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이들 지역의 인구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내가 도착

한 2009년의 볼티모어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재정난, 미국 내 최고의 강

력범죄비율 등 온갖 사회문제와 치안불안에 시달리는 도시였다. 또한 인

구도 전성기의 2/3 수준으로 감소하여, 볼티모어 전체에 약 16,000여개

의 가옥과 20,000여개의 기타 건축물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33) 

살인천국이라고도 불리던 볼티모어의 상황은 최근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

아, 작년까지의 미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60만이 겨우 넘는 볼

티모어에서 2015~2018년 사이에 살인사건만 매년 300건이 넘게 일어

나 미국 내 1위의 살인 비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34) 볼티모어 

사회의 이 같은 우울한 현실은 당연히 도시의 모습에도 묻어나와, 방화

와 반달리즘, 혹은 방치로 인해 폐허가 된 거리들과 유지보수 상태가 엉

망인 기간시설은 마치 이 도시가 융단폭격이라도 당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2. 구조적 갈등의 표상으로서의 도시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사실 나는 

볼티모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저 학교 홍

보 책자에서 본 멋진 이너하버의 사진을 보고 막연하게 아름다운 항구도

33) Mcfadden, David, 「Baltimore Trying to Stem Decades-long Disappearing Ac
t」, 『AP News』 (2018)
https://www.apnews.com/c852e9751cd744b7a27fa9333c14d1a0

34) 볼티모어의 대표 일간지인 Baltimore Sun의 자료를 보면 2015년 342건, 2016년 318
건, 2017년 342건, 그리고 2018년 309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10만 명당 살인
사건 사망자가 50명을 넘는 숫자로, 미국의 대도시들 중 볼티모어 다음으로 살인사건 
비율이 높은 시카고보다도 2배나 높은 살인율을 기록했다. 
「Baltimore Homicides」, 『The Baltimore Sun』
https://homicides.news.baltimoresun.com/?rang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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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고만 생각으며, 따라서 실제 접하게 된 이 도시의 상상과는 전혀 다

른 삭막함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사진기를 빌려 시내를 

무작정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볼티모어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

을 때에도 나는 이 도시의 역사나 사회적 현실에 대해선 여전히 무지한 

상태였다. 하지만 도시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단지 사진기를 들고 걸

어 다니면서 보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인종분리와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힌 도시인가를 눈치 채기

는 어렵지 않았다. 이 같은 인상은 거리에 앉아서, 혹은 적극적으로 다

가와서 구걸을 하는 동냥아치들에 의해 보다 강화된 측면도 없진 않지

만, 그런 인물상이 없더라도 집을 나와 주변을 잠깐 걸으면 마주칠 수 

있는 을씨년스러운 거리와 수많은 빈 건물들, 그리고 창문마다 건물을 

팔기 위해 내붙인 매매 간판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느낄 수 있었다. 계

급화 되고 차별적인 인간사회의 모습이 사회의 결정체인 도시에 배어드

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볼티모어는 내가 거쳐 

왔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인간사회의 계층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들이 표면화되어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

제들은 도시의 물리적, 지리적 구조에도 확연하게 반영되어 있는 듯이 

보였다. 

  세계의 어느 도시든 엽서나 홍보책자, 혹은 인터넷 등에서 가장 대표

적으로 사용되는 스카이라인이 있다. 볼티모어의 경우는 이너하버로부터 

항구를 끼고서 도심의 고층빌딩들을 담아내는 사진이 그 예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너하버는 항구도시인 볼티모어의 상징일 뿐 아니라 도시 전

체에서 전경이 가장 빼어난 곳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전경과 비교적 괜

찮은 치안으로 지대도 가장 비싼 이너하버 주변의 중심가는 휘황찬란한 

고급 주택과 호텔들, 고층빌딩과 함께 과거의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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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와 네오바로크, 아르데코와 빅토리아풍의 건축물이 뒤섞여 장

관을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도시의 곳곳에는 

부식과 쇠퇴의 현장들이 산재해 있다. 주변의 건물들이 전부 철거되거나 

방화로 타버리는 바람에 블록 전체에 혼자 덜렁 서있는 가옥, 무단 침임

을 막기 위해 창문에 널판을 대거나 심지어는 벽돌을 발라 막아놓은 집

과 빌딩들, 그리고 이러한 널판을 뚫고서 자라는 나무와 넝쿨식물까지, 

소외 지역의 버림받은 거리들은 흡사 환경재앙이나 전쟁 등으로 멸망한 

세계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배경을 연상시킨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상이한 풍경이 많은 경우 달랑 길 한두 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서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버려진 거리의 황량함은 이웃한 거리의 

화려함과 대비가 되면서 이 같은 폐가들이 내뿜는 초현실적인 느낌을 더

욱 배가시킨다. 화려함과 남루함, 새 건물과 폐허를 각각 담은 거리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보단 다닥다닥 붙어 단순히 병존하는 볼티모어의 도

시풍경은 여러 인종과 민족, 사회계층이 섞이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분리된 채 살아가는 볼티모어 사회의 모습과도 놀라우리만치 닮아 있었

다.   

  그런데 이 같은 볼티모어의 시내 곳곳을 몇 차례에 걸쳐 다니며 사진

을 찍으면서도, 사실 나는 작품사진을 찍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히 사진과 관련된 작업을 생각하지도 않았

었다. 내가 촬영을 다닌 목적은 원래 사진을 위해 도시를 누비고 다니는 

과정을 통해 볼티모어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나가는 동시에 드로잉이나 

작업 스케치를 하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었

다. 따라서 볼티모어 거리의 촬영은 작품사진을 의도했다면 응당 고려했

어야 할 이미지의 구도나 프레이밍, 조명 등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단

순한 기록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거리 사진은 어느 특정 부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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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볼티모어 시내 사진, 2010

을 맞추기보단 거리 전체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심도를 최대한 높였고, 

건물 역시도 가능하면 전면의 정중앙에서 촬영함으로써 구조물 전체를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담고자 시도하였다. 나는 이후 한동안 이들 사진을 

참고하여 스케치와 드로잉을 시도했지만, 썩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

하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서 작업실에서 다

시 사진을 훑어보던 중,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바로 옆에

서 찍었던 사진 한 

장에 눈이 갔다[그

림 5]. 뱅크오브아

메리카 건물은 미

국이 가장 화려했

던 시기라고 하는 

대공황 직전에 만

들어진 아르데코풍

의 건축물로, 볼티

모어의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고풍스

럽고 웅장한 건물

로부터 4차선 일방

통행 도로 바로 건

너에는 껍데기만 

남은 채 죽어있는 

건물 두 채가 유리

가 다 깨진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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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3] 프리츠 랑(Fritz Lang), 영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도시 
장면, 1927

방치되어 있었다. 촬영 당시 나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 건물과 폐건물을 한 화면에 담고 싶었지만 좁은 길로 

인해 시야가 가리고 적당한 화각이 나오지 않아 이들 건물을 각자의 프

레임에 따로 담아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폐건물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화면에는 촬영 당시에는 미처 신경을 쓰지 않았던 번쩍이는 유

리건물들이 버려진 건물 뒤의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있었다. 화면 앞쪽에

는 어두운 색의 폐건물이, 그리고 뒤쪽에는 밝고 화려한 마천루가 자리

를 잡은 구도의 사진은 명도대비를 조금 올려서 보면 독일의 고전 SF영

화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1927)에서 그려진 도시의 전경[참

고그림 3]을 떠올리게 했다. 

  2010년대 볼티모어의 현실 풍경이 1920년대 공상과학 영화의 풍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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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있는 것은 이러한 상상이 결국은 당시의 시대적 현실의 반영하고 있

었기 때문인 동시에, 백년 가까이 흐른 현재에도 사회의 기본 구조와 그

에 따르는 문제들은 당시로부터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지 않

는가 생각된다. 모든 픽션은 어떤 방향에서든 현실을 바탕에 깔고 쌓아

올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려내는 허상은 비록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

하더라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곤 한다. 이것은 수많은 영

화와 소설, 만화와 게임 등의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명백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이유일 것이다. 반면 개인이 간접적으

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하는 사건이나 장면들 중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

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거나 혹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상식을 벗어나 있

어 오히려 픽션보다도 더 현실성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들도 적지 않

다. 나는 현실 자체의 비현실성과 비현실의 현실성으로 인한 이 둘의 혼

재가 미디어로 가득 찬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경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본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대적 현실들이 담고 있는 

이러한 초현실적인 풍경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선 가장 충실한 우리 시대

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이는 또한 내가 사진을 <Real Fiction> 시리즈의 

작업 재료로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데, 회화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

적이든 사람에 의해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구임을 전제로 바

라보게 되는 반면, 사진이미지는 현실의 기계적인 기록을 통해 생성된다

는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인지되는 경향이 있

다. 사진을 작업의 재료로 이용해 만들어진 사실적인 느낌의 허상은 바

로 이 같은 인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는 사진매체가 지니는 기록적인 

속성과 회화적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작업을 현실과 비현실의 회색지대

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Where Happiness Lies>[그림 6]가 담고 있

는 전경은 진짜가 아닌 명백한 가짜이지만 볼티모어의 사회적 현실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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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here Happiness Lies>, 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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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려는 시도로서, 볼티모어의 구조화된 불평등의 징후와 아물지 않은 

계층갈등의 상처를 실제로 기록한 사진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다. 

  3. <Real Fiction> 시리즈의 조형적 특성 연구

   3.1 평행투상과 공간의 확장 

  미래 자본주의 세계의 계급분화와 빈부격차,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

를 그리고 있는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세계는 화려한 마천루로 가득 

찬 부르주아들의 지상낙원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음울한 지하 도시로 

이분되어 있다. 비록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로까지 나뉘진 않지만, 변두리

의 소외지역이나 슬럼가 뒤로 멀찌감치 마천루가 번쩍이며 서있는 풍경

은 스트레이트사진으로도 쉽게 촬영이 가능한, 수많은 대도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도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구조는 흔

히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구분 짓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신분이 나

뉘어 있던 과거의 신분제와 달리 상당히 유기적이고 다층적이다. 볼티모

어의 사회 역시 일반적으론 부유층인 백인과 빈민층인 흑인의 구도로 비

추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당연히 훨씬 복잡하다. 미국 어디에나 

그렇듯 이 도시에도 ‘화이트 트래시’라고 멸시받는 백인 빈민층이 다수 

존재하며, 흑인 중산층은 흑인 빈민층과 별개의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또한 볼티모어는 이민자 비율이 높은 도시로 히스패닉과 동양인의 비중

도 적지 않으며, 이디오피아나 자메이카 등에서 이민을 온 흑인들 역시 

미국의 흑인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

다. 여기에 존스 홉킨즈 등 다수의 대학에 의해 형성된 대학촌 버블, 난

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볼티모어의 사회를 이분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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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순화시켜 바라보긴 힘들다. 물론 도시로서의 볼티모어 역시 단지 

슬럼과 호화아파트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와 단계의 일터와 주거지가 복

잡하게 얽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작업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것은 단순 

양분된 구조나 일반적인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훨씬 복잡한 계층구조와 

관계성으로 묶인 이 같은 사회였다. 

  그런데 카메라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뒤로 컷들을 

이어 붙이고 교차시키는 등의 기법으로 의미생성이 가능한 영상과 달리, 

사진은 고정된 시점과 제한된 시야, 일순간의 포착이라는 고유의 특성으

로 인해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매체이다. 사진을 

통해 보다 복합적인 내러티브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따라서 슬라

이드 쇼나 책자의 형태를 빌리거나 전시 공간 내에서의 세심한 작업배치

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생성해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파편적인 사

진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나열 방식이나 전시 방법에 상관없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도시사회의 총체적인 구조와 관계성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나는 여러 날에 걸쳐 볼티모어를 돌아다

니며 촬영한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아우르는 사진들을 나열하여 보여주

는 대신 하나의 화면 안에서 조합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시간성을 지

니는 매체를 빌리거나 혹은 개념적인 연결고리로 개별적 이미지들을 묶

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의 공간 위에서 단일한 구조

로 합쳐내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처럼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회구조의 여러 양상을 같은 

화면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넓은 이미지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넓은 이미지 공간이란 이미지의 확대 개념이 아닌 이미지를 담고 

있는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짐에 따라 그것을 

담고 있는 공간 역시도 당연히 함께 넓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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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화면의 크기는 유지하면서 줌 아웃을 하듯 피사체를 축소함으로써 

시야를 넓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구성요소를 축소시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보다는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작업의 시야가 확

장되는 것에 맞춰 화면의 크기도 같이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개인

들이 빚어낸 도시공간의 계층적 구조라는 주제의 표현에 있어서는 전체

적인 구조만큼이나 그 구성요소 역시 중요한데, 이미지의 축소를 통한 

공간 확보는 구조만을 부각시키고 그 안의 개별요소는 가려버리기 때문

이다. 따라서 나의 작업은 구성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이미지 공간이 확장

되는 것에 맞춰 작업이미지의 크기도 함께 거대해졌다. 나의 작업에 있

어 거대한 화면은 이처럼 이미지를 펼쳐 보이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바로 이러한 스케일로 인해 중경이나 근경에서 촬영된 도시의 사진들은 

거대한 원경의 일부로서 존재하면서도 그 근접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가 있게 된다. 

  다수의 사진을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전경으로 합쳐낸다는 작업 구상

에는 그러나 사진의 투시가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카메라에 렌즈를 통

해 빛이 들어와 상이 맺히고, 이것이 이미지로 치환되는 기계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사진은 일점투시 원근법을 가진 채로 탄생하며, 이 같

은 투시를 취하고 있는 사진은 고정된 시점에 갇혀 공간의 확장이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레임 외부공간으로의 확장시도는 일정 범위

를 넘어서면 투시왜곡이 심하게 잡혀 이미지가 일그러진다. 또한 자연물

에 비해 투시가 더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공 구조물은 병치될 경

우 시점이 엉키며 서로와 단절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는 이처럼 본연의 투시에 의해 공간을 연장시키는데 큰 제약이 따

른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여러 사진을 출처로 하는 이미지 조각들을 하나

의 화면 안에서 조화롭게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밑재료가 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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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일점투시 원근법을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보다 확장성을 지

니는 시점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택한 시점은 

대상의 모든 지점을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평행투상이었는데, 

이는 직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도시공간의 거리 모습을 연속적인 화면 안

에서 펼쳐 보이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이었다. 투상선이 투상면에 대해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행투상은 건축도면이나 3D 모델링에서 흔히 사용

되는 시점으로, 내가 이를 작업에서 사용한 데에는 부분적으로 과거 게

임업계에 종사하던 시절 다루었던 3D그래픽 툴의 모델링 창 영향도 있

었으리라 생각된다. 3D그래픽 툴에서 이미지의 구축과 확장은 정면, 평

면, 측면의 세 개 시점을 평행투상도법으로 바라보며 이루어지는데다 특

히 정면도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나에게 있어 평행투상의 정면도는 

상당히 익숙한 형식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일점투시가 제거된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사진이미지

들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 좁은 거리를 걸어 다니며 찍

은 사진의 특성상,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은 모두 근거리에서 건물을 올

려다보는 앙각으로 촬영이 되어 투시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잡혀 있었다. 

때문에 작업은 포토샵을 이용해 먼저 이 같은 왜곡을 없애는 것으로 시

작되었다. 앙각으로 촬영된 건물을 억지로 정면도의 시점으로 바꾸는 작

업은 왜곡된 형태를 펴주는 것뿐만 아니라, 창턱이나 창틀, 외벽장식 등 

건물의 모든 돌출부위에서 측면이나 아랫면이 보이는 부분들을 전부 지

워내고 정리해야 함을 의미했다. 작업재료로 사용될 사진으로부터 투시

를 제거하기 위해 건물을 수백 개의 격자무늬 조각들로 해체했다 재구성

하는 과정은 잘려진 흔적들을 없애기 위한 수많은 디지털 붓터치를 필요

로 했으며, 화면의 구성에 맞춰 폭을 줄인다거나 층수를 조절하는 등 각

각의 건물은 그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형이 가해졌다. 또한 당시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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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투시 왜곡만 바로잡은 원래의 흐릿한 건물 사진(좌), <Where 
Happiness Lies> 작업을 위해 디지털 페인팅으로 디테일을 입힌 건물 이미지(우) 

 

쓰던 카메라의 열악한 성능, 시야각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부 건물

의 근거리 촬영 실패 등의 원인으로 내가 작업에 필요로 한 것보다 해상

도가 낮고 이미지의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 적지 않았는데, 이 

작업을 다시 진행하던 당시에는 이미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하여 재

촬영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작업의 건물 중 적지 않은 수는 전체적인 틀

만 유지한 채 건물의 외벽과 창문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요소를 포토샵

의 패턴기능이나 유리효과, 브러시 툴 등을 활용해 새로이 그려내야 했

다.[그림 7] 이러한 디지털 페인팅을 가미하는데 있어 사진 위에 덧칠하

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낸 이미지 역시 사진처럼 보이도록 많은 공을 들

였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여전히 사진의 느낌을 풍기지만, 작업의 과정

을 놓고 보면 이 작업은 사실 포토몽타주와 디지털 페인팅의 중간에 위

치하고 있는 것이다. <Where Happiness Lies>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일점투시 원근을 제거하고 평행투상으로 전환시킨 건축물 이미지들을 하

나의 거대한 평면 공간 위에서 가상의 전경으로 합쳐냄으로써 만들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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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4] 미르 사이드 알리(Mir Sayyid Ali), 
<Complex Palace Scene>, 1540

  그런데 내 작업의 평행투상은 미술보다는 건축이나 디자인 도면, 3D 

그래픽 프로그램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투시원근의 부재로 인해 평면

적이면서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형식의 이미지 공간 자체는 회화에

서 과거로부터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슬람권 전역에서 오

랜 기간 그려지던 세밀화는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참고그림 4], 

유럽의 중세시대 미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한국화를 포함하는 동양화의 전통에서도 역시 시공간의 제약

을 받지 않는 이동시

점과 산점투시가 작

업에 적용되어 왔다. 

물론 정면도의 시점

을 하고 있는 나의 

작업들과 달리 고전

회화는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이 적

용되어 있는 다중시

점의 이미지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또한 건축물

의 표현에 있어서도 

이들 이미지들은 대

상을 높은 곳에서 내

려다 보는듯한 부감

을 보통 취하며, 구조

물은 정면이 아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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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5] 등각 투상으로 그려진 겸제 정선의 <세검정>(18세기)과 
사투상으로 그려진 혜원 신윤복의 <홍루대주>(18~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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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6] 안견, <몽유도원도>, 1447

스듬하게 틀어진 등각 투상이나 사투상으로 주로 묘사가 된다[참고그림 

5]. 이 같은 차이들을 생각하면 고전회화의 시점과 내 작업의 시점을 같

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업과 이들 

회화가 공유하는 중요한 지점은 이미지 공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구현한 대표적 예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참고그림 

6]를 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의 상상 속 전경은 하나의 장면이 아닌 긴 

여정의 과정에 있는 여러 장소를 하나의 화폭에 옮겨놓은 것 같은 구조

를 띈다. 마치 유람을 하듯 작품을 따라 시선을 이동시키며 감상을 해야 

하는 이 작품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좌측 하단에서부터 우측 상단에 

있는 도원까지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다. “작품 속 안평대군이 

박팽년과 말을 타고 도원으로 오르는 과정”35)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

되는 <몽유도원도>의 길은 이동이라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동에

는 당연히 공간 뿐 아니라 시간의 개념도 녹아있다. 일점투시 원근법의 

이미지는 고정된 위치에서 바라본 순간의 장면이라면 이동시점은 애초부

터 여러 위치와 시간에서 바라본 공간들이 균일한 화면 위에서 병합되는 

35) 김건희, 「한국 현대미술에 내재된 동양적 이상향의 전형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41 
(2018)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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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7] 안드레아 구르스키(Andreas Gursky), <파리, 몽파르나스> (Paris, 
Montparnasse), 1993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화폭 위에 복수의 장소와 

시간을 아우르는 시점이 표현되어 이동과 시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는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펼쳐가며 볼 수 있는 다른 횡권산수 및 

다수의 동양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나 역시 투시

원근이 제거된 이미지를 작업에 추가하며 계속 화면을 연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같은 이미지 공간이 비록 정지된 화면이기는 하지만 서

사적인 구조를 담을 수도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서사성은 전체

를 한 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확장된 이미지 공간에 의해 작동이 가능

하며, 감상에 있어 눈이나 몸의 물리적 이동이 요구되는 작업의 스케일

로 보다 강화가 된다. 나는 이에 따라 눈으로 따라가며 상상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적 요소를 작업에 집어넣고자 하였다. 다음 절에 더 자세

히 설명하겠지만 이 같은 구상은 도시의 전경을 따라서 펼쳐져있는 일종

의 길, 즉 인간 개인의 여정에 해당하는 요소를 드로잉으로 추가함으로

써 구현되었다. 

  나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확장된 시선과 공간은 현대의 디지털사진과 

웹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다. 나의 작업 시리즈가 택하

고 있는 시점은 독일의 사진작가 안드레아 구르스키(Andreas Gur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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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리, 몽파르나스>(Paris, Montparnasse, 1993)[참고그림 7]를 비

롯한 일련의 작업들에서 취하고 있는 파사드(facade) 시점과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데, 이러한 파사드는 “장소의 본질적 속성을 제한하고 형식

화함으로써 실재의 장소보다도 더욱 그곳의 정신에 진실할 수 있다”36)

고 설명된다. 

  한편 나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확장된 형태의 시공간은 구

글맵이나 네이버 지도의 스트리트 뷰에서도 발견이 된다. 파노라마 형식

의 사진들이 무한히 연결되어 구축되어 있는 이들 지도 속 도시의 이미

지는 어느 방향으로든 스크롤을 통해 이동하거나 시선을 변화시키며 구

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같은 스트리트 뷰는 많게는 수년에 걸쳐 

촬영된 사진들이 짜깁기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도의 탐색은 사실 연속

적이라는 허상을 안겨주는 파편들의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보급은 이처럼 여러 공간과 시간을 기존 아날로그 시대

의 선형적이 경험으로서가 아닌 보다 복합적이며 자유로운 방식,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파편적이면서도 동시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

다. 원본과 사본의 구분 없이 무한정 복사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웹을 통해 그 어느 곳에라도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이미지의 존재는 “현실을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하는 것으로 여

기고, 공간과 시간을 멈춰있는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것”37)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

징, 즉 여러 시공간의 이미지 파편이 합쳐져 작업이 구축되는 과정과 그 

36) Gursky, Andreas and Tate Gallery Liverpool, 『Andreas Gursky : Images』  
(Tate Gallery Publications, 1995), p.38.

37) Wolf, Sylvia, and Henry Art Gallery. 『The Digital Eye : Photographic Art in 
the Electronic Age』 (U of Washington, 2010),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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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만들어지는 평행투상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 역시 사실은 디지

털 이미지 환경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3.2 전경의 몽타주적 재구성

  도시의 전경을 통해 사회의 계층적 구조를 표현하고자 시도하는 

<Real Fiction> 시리즈에 있어, 실제 도시의 이미지조각들로 가상의 도

시를 만드는 작업과정은 영화 속 세계가 창조되는 방식과도 유사한 측면

이 있다. 영화에서 극중 세계는 현실공간을 촬영한 영상의 편집과 가공

을 통해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예컨대 극의 배경이 현대의 서울이라면 

이는 의례히 실제 서울에서 촬영한 수많은 쇼트들과 일부 세트촬영 분량

을 엮어 구성이 된다. 그 결과로 창조된 영화 속 공간은 실제 서울의 이

미지로 구성되어 있기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서울은 아닌, 서울의 이미

지로 재구성한 일종의 몽타주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가상의 공간이 결과적으로는 허구라는 사실이 그를 배경으로 하

는 네러티브의 진실성까지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픽션

은  해당 공간과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

다도 더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도 한다. 

  나의 작업은 여러 시간과 장소들에서 촬영된 도시의 장면들을, 영화와

는 달리 시간의 축 대신 평면의 화면이라는 2차원 공간 위에서 재구성

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수많은 사진을 조합한 전경은 구조물의 사진

에서 원근감을 제거하여 이미지에 확장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했으며, 

이로서 건물 이미지를 겹치거나 병렬시켜가며 화면을 괴리감 없이 무한

정 연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작업은 물론 사진을 표방하는 것

이 아니었던 만큼, 작업 이미지에는 실제 도시의 사진만이 아닌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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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인 요소들이 드로잉과 디지털 페인팅, 그리고 사진합성을 통해 추

가되어 있다. 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어디까지나 실제 도시의 풍경으

로, 내가 도시의 사진을 재구성하여 만든 이미지를 통해 인간사회의 모

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에는 겉으로 노출되어있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

가 해당 사회의 문화와 구조적 현실을 적지 않게 반영하여 드러내고 있

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나는 그 같은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하나

의 화면 속에서 녹여내고 여기에 보조적인 시각장치들을 더하여 만든 가

상의 도시사진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우선 실제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 속에서 그 도시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문화적, 구조적 징후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다.  

  사회의 구조가 도시의 외형을 통해 드러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대도시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대

표적이며 알기 쉬운 시각적 척도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들 수가 있을 것

이다. 건축제한이 걸려있는 청와대 주변지역처럼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낮고 소외된 지역에는 낡고 오래된 저층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반면 가치가 높은 중심지역으로 갈수록 고층 건물

이 세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도시의 외곽에서 중심부 방향을 바

라보게 되면 낮고 허름한 건물들 뒤로 점차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위치

하는 그림이 자연스레 형성되어 있다. 「메트로폴리스」나 「블레이드러

너」를 비롯한 SF 영화에선 이 같은 도시의 구조가 훨씬 과장되어 표현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론 실제 도시의 모습을 약간 변형시켜 그대로 가

져온 것에 불과한 것이다. <Real Fiction>시리즈의 시작점이었던 볼티모

어의 전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곳 역시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중

심지 땅에는 유리로 외벽을 댄 화려한 고층 건물들과 정교한 장식으로 

수놓인 고풍스러운 옛 건축물들이 위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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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8] 볼티모어의 버려진 집들

달리 볼티모어에서는 중심가를 벗어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이 단지 

조금 낡거나 허름한 건물들에서 그치지 않는다. 볼티모어의 주변부 구획

들에는 널빤지나 벽돌로 창을 막은 버려진 저층건물과 주택, 무너지거나 

불탄 건물의 잔해 등이 산재해 있는 황폐한 거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참고그림 8]. 재개발로 현대화가 이루어진 거리들과 번영했던 과거의 

흔적을 여전히 안고 있는 거리들이 혼재된 중심가, 그리고 과거의 폭동

과 경제난의 흔적, 몰락한 현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안은 채 중심가를 둘

2러싸고 있는 쇄락한 거리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볼티모어의 풍경은 

계층화와 빈부격차, 공동체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신음하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가장 극단적이며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낸다. 주변부의 낙후는 많

은 도시들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면, 여기에 한술 더해 아예 

폐허로 전락하거나 공터로 변해버린 볼티모어의 일부 주변부 거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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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9] 볼티모어의 버려진 거리 모습

이 도시의 특이점인 쇠퇴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참고그림 9]. 

  볼티모어의 도시풍경에 있어 이 도시가 겪고 있는 암울한 사회적 현실

의 징후인 소외지역의 버림받은 거리의 건물은 <Where Happiness 

Lies>의 화면에서 가장 앞 열에 배치되어 있다[그림 8]. 여기에는 완전

히 무너져 폐허가 된 집, 유리가 다 깨진 채 판자 등으로 창과 문을 막

아놓은 건물과 주택, 그리고 빈민들을 위한 저가형 아파트 등이 순서대

로 줄지어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순차적으로 점차 더 높고 화려한 건

물을 위치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소외된 주변부에서 중심을 바라보

는 것과 같은 구도를 만들었다. 화면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은 

볼티모어에서 촬영한 사진에 기반을 하며, 이 같은 건물들은 좌측 하단

부터 시작해 우측 꼭대기까지 높이에 따라 정렬되어, 지그재그로 앞뒤로 

겹쳐지며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형태로 이어져 나간다. 이 중 뒷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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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here Happiness Lies> (이미지 하단, 부분 확대), 2011

층 건물들 중에는 볼티모어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눈

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랜드마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과 레그 메

이슨 건물 등도 포함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를 뒤흔들며 수많은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고 빈부격

차를 심화시킨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당사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업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또한 수직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앞뒤, 좌우로 서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고립된 형태

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고착화되어가는 미국의 사회계층이

라는 구조적 현실과 함께 볼티모어의 조각난 사회를 표현하려는 시각적 

장치였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 서로 다른 인종이나 계급이 서로 섞이지 

않고 각자 자신들이 영역으로 삼는 도시구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볼티

모어 사회의 분열되고 파편화된 모습을 은유한다. 

  한편 건물들의 색과 톤, 그리고 프레임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화면 전

체를  타고 흐르는 색상의 변화 역시 이 도시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표

현을 의도하는데, 버려진 건물들과 허름한 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는 이

미지의 하단은 아래로 갈수록 진해져 바닥이 보이지 않는 해로운 느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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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here Happiness Lies> (이미지 상단, 
부분 확대), 2011
 

검보라색 안개에 뒤덮여 있다. 또한 유리가 깨지고 판자 등으로 창이 막

한 앞쪽의 버려진 건물들과 허름한 주거지들 역시 이 같은 검보라색 안

개와 함께 어우러지며 거의 검은색의 실루엣에 가까울 만큼 어둡게 처리

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마치 땅이 아닌 심연이라도 존재할 것만 같이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는 불투명한 안개는 경제난과 치안 불안으로 인

해 항시적으로 불확실성과 긴장감과 감도는 볼티모어의 그늘지고 불길한 

기운을 상징한다. 한편 이 같은 바닥을 벗어나 검푸른 안개가 점차 옅어

지면서 보이는 바로 뒷줄의 건물들은, 비록 밝고 생생한 색이 아닌 잿빛

을 기초로 다른 색을 섞은 듯한 칙칙함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검은 

안개의 어두운 기운을 어느 정도 벗어던지고 좀 더 밝은 색과 선명한 형

태를 보여준다. 이 같은 

경향은 뒤쪽에 위치한 

높고 고급스러운 구조물

일수록 강해져, 건물들

은 점차 푸르스름한 대

기층과 옅은 구름에 휩

싸이면서 2점진적으로 

맑고 연한 색을 띠게 된

다. 결국 가장 뒷줄로 

가게 되면 건물들은 배

경의 하늘색과 동화되고 

구름에 가리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림 9]. 이 도시를 이

루고 있는 대다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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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현실이 전면을 이루고 있는 황량하고 궁핍한 느낌을 주는 건물들이

라면, 뒤쪽의 높고 화려한 마천루는 희미한 색상과 막연한 존재감으로 

인해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볼티모어는 

흑인이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지만, 흑인의 중위소득은 

백인의 절반 수준에 실업률은 3배, 그리고 재산은 평균적으로 백인가구

의 약 1/10밖에 되지 않는 등, 미국 평균보다도 흑인과 백인의 격차가 

훨씬 큰 곳이다.38)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열악한 교육여건, 흑인에게만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 대출조건과 높은 금리, 취업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은 사람들이 인종과 계층의 벽에 갇혀 빠

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세계의 주요 도시들 중 가난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문제들로 몸살을 앓는 빈민가나 슬럼이 없는 곳은 드물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마도 맨해튼의 할렘(Halem)이겠지만 런던

의 이스트 엔드(East End) 역시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런던의 빈민가를 

형성해 왔으며, 파리는 시의 북동부 및 외곽지역의 슬럼에 아프리카와 

아랍계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있다. 지금은 재개발에 들어갔지만 가난의 

상징과도 같았던 구룡마을과 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타워팰리스가 같은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하늘을 찌르는 고층빌딩과 

화려한 주상복합, 달동네와 고시원촌은 근거리에서 교차한다. 카스트제

도는 사라졌다 해도 여전히 사회의 빈부격차는 계층을 만들어내고, 이 

같은 계층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사실상 모든 대도시의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한 인접한 공간에

38) 「The Racial Wealth Divide in Baltimore」, Racial Wealth Divide Initiative, 
(2017) 
https://prosperitynow.org/files/PDFs/profiles/Racial_Wealth_Divide_in_Baltimor
e_RWD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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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부촌과 빈촌의 병존은 사람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바탕

이 되는가 하면 타인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중

에서도 <Where Happiness Lies>의 배경이 되는 볼티모어는 일부 지역

을 제외한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빈민가로 분류되는 곳으로, 이곳의 빈

민가는 버려진 거리들과 폐가들로 가득 차 있다. 볼티모어와 디트로이트 

같은 쇄락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황량한 거리의 모습은 철거

예정지나 재개발지구의 을씨년스러운 폐허와도 닮아있지만 재건의 가능

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쓸쓸하고 낙담스러운 풍경을 이룬다. 

  하지만 어느 사회나 그렇듯 상대적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볼티모

어에서조차 누군가는 끝내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루며 또 다른 누군가는 

정직한 방법으로든 아니든 부를 획득한다. 도시라는 공간에 내재되어 있

는 이 같은 가능성은 ‘살인 천국’이라는 볼티모어의 악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남미지역 이민자들이 여전히 이곳에 유입되면서, 심각할 정도

의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볼티모어의 인구 감소세를 조금이나마 완

화시켜주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밑바닥에서 삶을 일궈나가며 오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도시의 빈민들,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흘러들

어온 이민자와 과거의 삶으로부터 도망쳐온 난민들, 그리고 성공과 부를 

꿈꾸는 도시의 서민들 누구나 현재의 위치와 상황은 다를지라도 공통적

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저 위 어딘가의 행

복일 것이다. 나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흘러들어오거나 혹은 가혹한 

도시의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저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 

같은 인간 개인의 모습으로부터, 장애물을 헤치고 끝없이 전진해야만 하

는 고전 게임들을 떠올렸다. 이들 게임은 저마다의 배경스토리를 통해 

주인공 캐릭터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부여해주지지만, 사

실은 당위성 때문에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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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

간의 삶 역시도 많은 경우 어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만, 이는 사실 특정한 목표에 닿기 위한 여정이 아닌 지금보다 나은 삶

과 위치를 추구하는 생명으로서의 막연한 본능에 다름없다고 본다. 이 

같은 생각에서 나는 과거의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

었던 장애물로 점철된 스테이지에서 기본 구성을 빌려다 작업이미지의 

꼭대기로 향하는 일종의 길을 만들어 넣었다. 이는 앞서 이동시점에 녹

아있는 시간성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했던 요소로, 자세히 보면 건물들 사

이에는 옥상과 옥상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것들이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

해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그림 10]. 상술했듯 작업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건물들 사이의 높이 차이는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빈부격

차를 상징하고, 건물들은 가장 낮은 왼쪽 끝에서 가장 높은 오른쪽 최상

단까지 지그재그 형태로 점차 높아진다. 따라서 이들 건물의 옥상을 잇

는 길 역시도 건물의 높이를 따라 똑같이 지그재그로 연결이 되며 이미

지의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 하나로 이어져, 사람들 대부분이 품고 있을 

미래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고전 오락실 게임은 어지간한 운과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시

행착오로 인해 수시로 게임오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사망을 하고, 동전을 더 넣어 게임을 이어 나가다 

또 다시 죽기를 계속 반복한다. <Where Happiness Lies>에서 도시의 

가장 밑바닥과 꼭대기를 연결하는 길 역시 험난하고 위태롭기 그지없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한참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것만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 재료나 가져다 대충 임기응변으로 엮은 듯한 줄사

다리와 널판, 흔들다리 등의 연결구조는 견고함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

라, 더 높이 올라가면 아예 공중에 떠 있는 풍선, 몽키로프 등 길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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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here Happiness Lies> (연결구조, 부분 확대), 2011

보다는 절대 돌파가 불가능한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길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계층의 한계를 극복

하고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음을 시사하지만, 막상 이 

같은 길은 개인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

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난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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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도, 동전으로 라이프를 채울 수도 없는 실제 

삶의 여정보다 혹독할 수는 없을 것이다. <Where Happiness Lies>라

는 작품의 제목은 바로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암시로, ‘행복이 있는 곳’과 

‘행복이 거짓인 곳’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통해 사람들이 쫓는 저 위의 

행복이란 것이 결국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던

지고 있다. 

   3.3 인간 흔적의 반영

  <Real Fiction>시리즈의 후속 작업들은 <Where Happiness Lies>에

서 사용된 기본구성을 바탕으로 배경이 되는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주되었다. 그 중 볼티모어에 이어 작업의 두 번째 배경이 된 타이베이

를 표현하고 있는 <도시초상: 타이베이>[그림 11, 12]는 볼티모어에 부

여된 세로 구도와 반대되는 가로로 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같은 

변형은 이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반영한 것이었다. 

  대만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적 중심지인 타이베이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의 인접으로 인한 잦은 지진으로 강한 건축 규제가 이루어진 결과, 101

층짜리 세계무역센터(Taipei 101)를 비롯한 아주 극소수의 고층빌딩을 

제외하면 내진설계 기준이 덜 까다로운 50미터 미만의 건물들만으로 이

루어져 있다. 따라서 타이베이의 스카이라인은 미국이나 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 굉장히 낮은 편으로, <도시초상: 타이베이> 역시 저

층 구조물들이 넓게 퍼져있는 이 같은 도시의 형태에 맞춰 좌우로 기다

란 구도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볼티모어 작업에서는 건물들이 앞뒤와 양

옆으로 딱딱 열을 맞춰 배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타이베이를 그리는 작

업에선 건축물들이 열을 이루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교차하며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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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시초상: 타이베이> (전체 설치 이미지), 2013

[그림 11] <도시초상: 타이베이> (1/3 패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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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들 도시 간의 물리적 구조 및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

영하는데, 미국도시 대부분의 특징이기도 한 격자형태의 거리를 하고 있

는 볼티모어와 달리 타이베이의 거리들은 보다 유기적인 형태를 띤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선 인종분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볼티모어와의 분리되고 고립된 도시모습과는 다른 구조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타이베이 작업 역시 볼티모어 작업과 마찬가지로 낡거나 버려진 

건물들이 화면상에 다수 위치하고 있는데, 허름한 건물들이 이미지의 하

단에 몰려있는 볼티모어와 달리 타이베이 작업에서는 이미지 중앙의 일

부 현대식 건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세월의 때가 한참 탄 낡은 건물

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똑같은 허름한 건물이라

도, 작업에 묘사된 볼티모어와 타이베이의 건물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

이가 존재한다. 버려진 채로 무너져가고 있는 볼티모어의 낡은 건물이 

풍기는 폐허의 느낌과는 다르게, 타이베이의 건물들은 낡고 허름하기는 

해도 창밖으로는 화분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창 안쪽으로는 불상이나 모

형 배,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은 것들이 놓여있는 등, 삶의 흔적으로 가

득 채워져 있다.[그림 13, 14] <도시초상: 타이베이>에서 묘사된 이 같

은 도시의 모습은 당연히 타이베이의 물리적, 사회적 풍경의 반영으로, 

이곳에는 20세기 초중반의 건축이 도시 전반에 걸쳐 굉장히 많이 살아

남아 중심가의 현대식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오래된 건물

을 철거의 대상이 아닌 문화적 유산으로 인지해온 결과로, 가능하면 재

건축을 하는 대신 보수유지만을 통해 계속 사용을 하고, 많은 건물이나 

구역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등, 대만은 여러 시민 단체들과 기

업,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 이들 건축유산에 대한 보전 노력을 기울여 왔

다. 타이베이의 낡은 건물들은 이처럼 새 삶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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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시초상: 타이베이> (화분과 식물, 부분 확대), 2013

[그림 14] <도시초상: 타이베이> (유리창 속 장난감, 부분 확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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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도시초상: 타이베이> (신발과 스타킹, 부분 확대), 2013

활기찬 공간들이라는 점에서 비워진 채 철거만을 기다리는 볼티모어의 

준 폐허와는 명백하게 다르다. 나는 과거의 건축적 유산을 풍부하게 간

직하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이 도교와 불교, 그리고 민간신앙이 혼합된 

문화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만 사회의 특징을 그대

로 비추어낸다고 본다. 

  작업에는 또한 대형 조류인 해오라기가 건물 위에 서있는가 하면 건물 

사이의 케이블에 마치 빨랫줄인양 옷이 주렁주렁 널려있는 등 엉뚱한 장

면들도 다수 숨어있는데, 이는 실제 목격했지만 미처 사진으로는 기록하

지 못했던 장면들을 작업 안에서 재현한 것이다[그림 15, 16]. 타이베이

는 전선의 지중화로 인해 통신선이 전신주 대신 건물에서 건물로 직접 

이어지며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이 같은 케이블에 빨래가 널려있는 모습

을 낡은 골목들에서 마주치고 신기함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내가 머물

던 도심 숙소의 앞마당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앞, 근처 건물의 옥상 등에 

수시로 출몰하던 해오라기 역시 나에게는 낯선 경험이었다. 한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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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도시초상: 타이베이> (전선과 빨래, 부분 확대), 2013

의 하단은 볼티모어 작업에서와 같은 어두운 안개에 휩싸여 있는 대신, 

대만인들의 대부분의 교통수단인 스쿠터가 열을 맞춰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활기찬 느낌을 준다[그림 17]. 하지만 <도시초상: 타이베이>에서 

묘사되는 도시의 모습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작업을 이루는 건물

들 대부분이 세월의 흔적을 잔뜩 머금고 있어 한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낡은 건물들 중에는 분명하게 버려진 건물들도 찾을 수가 

있다. 벽에는 그래피티가 입혀져 있고 콘크리트가 갈라진 틈에서는 식물

들이 자라는 이 같은 버려진 건물과 방치된 공사현장들은 분주한 거리의 

사이사이를 수놓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그림 

18]. 내가 타이베이에 머물던 당시 도시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던 이 

같은 기묘한 폐건물들은, 도시의 태반이 빈민구역을 분류되는 볼티모어

의 융단폭격이라도 맞은 것 같은 황량한 풍경과는 또 다른 독특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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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도시초상: 타이베이> (이미지 하단, 부분 확대), 2013

[그림 18] <도시초상: 타이베이> (그래피티와 버려진 건물, 부분 확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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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쇠퇴의 징후이다. 대만의 수도이자 아시아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타

이베이의 도심에 심심치 않게 존재하는 이 같은 폐건물들은 2001년 이

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만의 경기침체로 인해 진행 중이던 재건축/건

설 사업들 상당수가 관련 회사의 부도로 엎어지거나 자금 문제로 무기한 

연기되며 방치된 결과라고 한다. 대만의 불경기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제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발생했는데, 이에 대만정부가 기업경쟁력 

유지를 명목으로 노동자 임금을 동결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결과는 

서민들의 생활고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타이베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같은 도심폐허는 대만 사회가 겪고 있는 쇄락의 징

후로서 작업 이미지에 포함되었다. 다만 타이베이 작업의 경우는 사회 

구조의 측면이 그렇게 잘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힘든데, 이는 3개월이라

는 짧은 체류기간동안 촬영과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타이베이의 사

회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고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으로 타이베이 작업은 이전의 볼티모어 작업이나 이후의 서울 작업

과 달리 사회의 내적 구조를 이미지화하여 드러낸다기보다는 겉으로 보

이는 도시의 표면적인 모습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한편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여름으로 가는 문>[그림 19]은 다른 도

시들을 배경으로 하는 작업들과 비교해 훨씬 더 복잡하고 무질서한 형태

를 띠고 있다. 낡고 오래된 저층 건물과 높고 화려한 마천루가 혼재해있

는 거대한 전경은 이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도시

의 특징적 면모이지만, 볼티모어 작업의 경우는 건물들이 행과 열을 딱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데다 공간상 뒤에 위치할수록 건물이 대기에 파묻

혀 점차 희미해지면서 상당히 정제되고 정리된 인상을 준다. 반면 서울 

작업에선 마천루들이 스카이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면을 꽉 

채우고 아예 시야 위로 벗어나 있으며, 공기원근이 거의 사라져 모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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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리얼픽션≫ 전시의 <여름으로 가는 문> 설치 장면, 2016

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 결과 건물들은 앞뒤가 뒤섞여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화면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나는 이 같은 

혼잡한 구성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울

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전쟁의 무자

비한 파괴, 개발독재시대의 난개발 등을 겪으면서 유서 깊은 도시로서의 

흔적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끊임없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계획 없이 곳곳에서 옛 건물이 헐리고 새 건물이 지어지길 반복하면서, 

서울에는 현대의 여러 건축양식들이 융화되지 않고 단지 같은 공간에서 

마구 뒤섞여 있기만 한 혼란스러운 풍경이 구축되어 있다. 근 미래와 과

거의 혼종과도 같은 이 도시의 모습은 흉물스럽고 괴팍한 측면도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론 마치 사이버펑크물에 등장할 것만 같은 기묘하고 멋

진 느낌도 부분적으로 자아낸다. 서울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건축적 풍

경과 도시구조는 이 도시를 만들어낸 개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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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체성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울 작업의 건물들은 인물을 없애고 투시원근법을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가공은 거쳤지만, 형태 자체는 원래의 건물 모양을 거의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시리즈의 이전 작업들과 차이가 있다. 물론 

볼티모어와 타이베이의 이미지 역시 대체적으로는 원형과 고유의 특징을 

최대한 보존하여 어느 건물인지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만한 범위 안에

서만 변형을 가하긴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도시의 전반적인 사회

상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느라,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들을 독립적 객체

가 아닌 특정 건물군의 일반화된 표상으로서 인식을 했었다. 예컨대 볼

티모어 작업의 앞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 중 버려진 시티하우스 블록

은 특정 건물로서가 아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리의 집들에 대한 스

테레오타입으로서 작업에 포함된 것으로, 각 건물의 개별성은 관심사에

서 벗어나 있던 만큼 해당 건물군의 일반적 특성을 유지시키는 한도 내

에서는 필요에 따라 형태를 편집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을 배경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촬영을 다니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서, 일부 건물들이 품고 있는 개별적 역사성이 강하게 느껴지며 이들이 

단지 표상이 아닌 개별 객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

도 서울이 내 삶의 뿌리를 이루는 도시여서 다른 곳들에 비해 훨씬 더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유가 뭐든 서울

의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의 모습을 일반화된 표상으로서가 아닌 

개별적 역사를 지닌 독립체로서 인지하게 되면서, 작업은 그 원형을 되

도록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작업 결과물은 실제의 기록이 아닌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전경이지만 그 구성요소인 건물은 원본의 형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옮겨

놓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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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정면 시점으로 재구성된 바다극장의 모습, 2014

  <여름으로 가는 문>은 서울 곳곳에서 수집하여 가공한 건물의 이미지

로 채워져 있는데, 이미지의 전면이자 가장 아래층은 청계천변에 있는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와 주변 시설, 그리고 재개발 이전의 교남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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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면 시점으로 재구성된 동대문 신발도매상가의 모습, 2014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강남 지역이 아직 논밭이나 습지에 불과하고 명

동과 종로 일대가 서울의 중심지였던 60~70년대의 건물들로, 그 중 이

미지의 좌측 끝에는 1969년에 개관을 했던 ‘바다극장’[그림 20]이 자리

를 잡고 있다. 서울의 오래된 영화관 중에서도 바다극장은 개관 이래 증

축이나 이전 없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공간이었지

만 2012년에 결국 폐관을 하여, 내가 촬영을 했을 당시에는 색이 다 바

래버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간판만이 과거 이곳에서 동시상영이 이루어

졌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극장의 오른쪽 옆으로는 

1968년도에 준공되어 5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온 동대문 신발도매상가

를 위치시켰는데, 나는 약 300미터 길이에 달하는 이 도매상가의 A~C

동 전부를 통째로 재현하여 작업에 집어넣었다[그림 21]. 돌이켜보면 이 

같은 판단에는 특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았는데, 단지 수십 년

에 걸친 영세상인들과 소시민들의 삶이 어려 있는 이 낡아빠진 건물이 

지닌 매력을 가감 없이 그대로 살리고 싶었던 정서적 충동의 결과가 아

니었나 싶다. 이 같은 신발도매상가의 오른쪽 옆으로는 을지로 일대의 

낡은 상가건물들과 재개발을 위해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텅 비

어있는 교남동 건물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허름한 고시원 등을 군집시

킴으로써 이미지의 하단을 완성했다. 한편 이미지의 뒷열을 이루고 있는 

보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은 이 같은 앞열과 직접적으로 대조를 이

루도록 구성하였다. 그 결과 화면을 따라 수평으로 길게 자리를 잡고 있

는 투박한 동대문 신발도매상가의 뒤로는 패션전문점인 동대문 두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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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미지의 뒤편에 위치시킨 
재구성된 두산타워의 모습, 2014

가 반짝이는 외형을 뽐내며 수직으

로 높게 솟아있고[그림 22], 화면의 

오른쪽에 빽빽하게 들어선 허름하고 

초라한 고시원의 배경에는 타워팰리

스를 비롯한 고급주택들이 하늘을 

대신해 시야를 가득 매우며 서있다

[그림 23]. 또한 뒷줄에는 정부청사

와 현대해상 사옥을 비롯한 광화문

과 강남 등지의 고층 사무실 건물들

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배

치는 앞서의 <Where Happiness 

Lies>와 같이 도시의 구조가 품고 

있는 사회의 수직적인 계층성을 부

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작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

지의 세밀함과 밀도에 있다. 해당 

작업이 그리고 있는 서울의 도시공

간은 콘크리트와 유리라는 차갑고 

딱딱한 외피, 육중한 높이와 크기, 

그리고 개성 없는 반복적인 형태로 

인해 도시를 원거리에서 바라봤을 

때 특유의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분

위기를 풍긴다. 또한 9미터 폭에 2.4미터 높이로 전시장 벽면을 좌우, 

위아래로 가득 채우는 작업의 스케일과 쏟아질 듯 선명한 이미지 역시 

이 같은 도시의 압도적인 느낌을 보조한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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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여름으로 가는 문> (고시원촌, 부분 확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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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여름으로 가는 문> (위: 4~6번 패널, 아래: 같은 이미지 부분 확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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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창턱에 앉아있는 비둘기나 전선위의 참새, 레이스 커튼의 문양이

나 외부 조명으로 연결되는 가느다란 선 한 가닥까지도 뚜렷하고 상세하

게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그림 24]. 또한 이미지 안에 존재

하는 수백 개의 유리창과 발코니 안쪽으로는 화분과 그림, 빨래, 인형, 

장난감, 악기, 망원경, 장식품, 고양이 등 저마다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

는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었는데, 이 같은 작은 요소들은 이미지를 멀

리서 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씩 발견

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의 흔적들이다[그림 25]. 이러한 생생하고 정밀한 

세부묘사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도시라는 것도 결국엔 개별적으로는 작

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무수히 많은 인간 삶의 단위들이 모여 구축되어 

있음에 대한 강조인 것이다.  

  이처럼 나는 개인들에 의해 구축된 도시사회의 모습을 파편적인 사진

[그림 25] <여름으로 가는 문> (위: 7~9번 패널, 아래: 같은 이미지 부분 확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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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따로따로 제시하는 대신 사회의 거대한 구조와 이를 구성하는 개인

들이라는 거시성과 미시성을 동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Real 

Fiction> 시리즈의 작업들이 수 미터의 폭과 높이, 특히 <여름으로 가는 

문>의 경우는 폭이 9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이미지로 제시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작업이 주제로 하는 사회의 모습, 즉 수많은 

인간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낸 것임에도 개인을 짓누르고 소외시키는 사

회의 압도적이며 비인간적인 구조를 표현하려면 세세한 인간의 흔적과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같이 담아낼 수 있을만한 넓은 이미지 공간이 필

수이기 때문이다. 나의 작업이 도시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삶의 흔적

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거대 구조 속에 담아내고자 한 것은, 이처럼 수

많은 개인들의 합인 동시에 개별 개인에게는 기회이자 장애물이기도 한 

인간사회를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3.4 현실적 허상

  수많은 사진을 편집하여 하나의 화면 안에서 합쳐내고 그 위에 디지털 

드로잉을 입혀 완성된 <Real Fiction>시리즈의 작업들은 큰 틀에서 보

더라도 이미 도시 풍경의 기록이 아닌 만들어진 전경이지만, 이러한 가

상의 도시 곳곳에는 또한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건물

의 옥상에서는 아카시아 나무와 기린, 타조와 돛단배 등을 찾아볼 수 있

고, 유리벽에는 바오밥나무와 코끼리, 낡은 복엽기 등이 반사되어 비추

며, 하늘에는 기상 관측용 풍선과 거대한 제플린이 떠 있고 건물 사이의 

틈새공간에 그네가 걸려있기도 하다. 또한 건물에서 건물로 얼키설키 이

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결다리들은 널판과 밧줄, 사다리와 배관파이

프 등 손에 잡히는 재료들을 아무거나 모아다 대충 엮은 듯한 모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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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여름으로 가는 문> 작업의 세부 이미지들 

고 있어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그림 26] 사회계층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이나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시민

의 욕구 등을 상징하는 이러한 초현실적인 요소들은 해당 도시의 실제 

사진을 이용해 구축한 전경 위에 덧씌워짐으로써 가상의 도시전경이 지

니고 있는 허구의 층위를 보다 강화시키게 된다.

  사진의 변형과 합성, 3D모델링, 디지털 페인팅 등 복합적인 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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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축된 이러한 가상의 전경은 모더니즘의 스트레이트사진과 같이 피

사체의 촬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과는 결이 다른 디지털사진에 해당한

다. 디지털사진은 아날로그사진과 달리 이미지가 쉽게, 그리고 무제한적

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피사체 없이도 이미지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특징

을 지닌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사진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가 사진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기반으로 이야기했던 “대상이 존재했었

음”39)의 증거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 컴퓨터로 생성해낸 실체 없는 공

룡들을 실사화면에 섞어낸 기념비적인 영화,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 1993)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CG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미지

에 있어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을 만

들어냈다. 근래에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영상 속 얼굴을 교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 페이크 기술이나 실시간으로 이목구비를 변형시켜 

보여주는 앱 등도 유행을 하고 있다. 하물며 사진에 있어서는 이미지의 

합성과 변형은 물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미지의 생성이나 혼

합 역시 영상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다. 이 같은 디지털 이미지 환경에서 

기록성은 보도사진이나 다큐멘터리의 윤리적 이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사진이미지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은가 싶다. 

  그런데 요즘은 사진이미지의 조작이 주로 포토샵 같은 디지털 기술과 

결부되어 생각되지만, 사진은 사실 그 첫 등장으로부터 거의 모든 시대

에 걸쳐 언제나 변형과 조합이 이루어져 왔었다. 사진이미지의 조작은 

탈보트(Henry Fox Talbot)가 칼로타입 사진의 특허를 취득한 1841년

으로부터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네거티브 유리판에 칠을 하거나 긁어내

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40) 이후 조합인화 등 다양한 

39) Barthes, Roland, 『Camera Lucida : Reflections on Photography』,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Hill and Wang, 1981), p.77.

40) Fineman, Mia and Metropolitan Museum of Art, 『Faking It : Man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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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0] 오스카 구스타브 레일랜더(Oscar Gustav Rejlander), <Two 
Ways of Life>, 1857

사진조작 기술이 개발되면서 1800년대 중반부터는 회화적 효과를 낸 살

롱사진 및 회화주의사진 등이 유행하였는데, 오스카 구스타브 레일랜더

(Oscar Gustav Rejlander)의 경우는 무려 32장의 네거티브를 조합하여 

만든 <Two Ways of Life>[참고그림 10]를 선보이기도 했다.41) 한편 

예술이 아닌 상업 영역에서도 사진의 합성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세

기 초반의 미국에서는 우편제도의 발달과 맞물려 ‘Tall-Tale Postcard’

라는 일련의 엽서들이 유행을 했는데, 이들 엽서에는 농산물이나 동물의 

크기를 과장시켜 합성한 사진과 함께 이를 자랑하는 문구와 지역명이 삽

입되어 있었다.[참고그림 11] 하지만 보다 정교한 이미지 조작은 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 미국 링컨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Photography before Photoshop』 (Metropolitan Museum of Art ; Distributed by 
Yale UP, 2012), p.3.

41) Wolf, Sylvia, and Henry Art Gallery. 『The Digital Eye : Photographic Art in 
the Electronic Age』 (Munich, Germany : Seattle: Prestel ; Henry Art Gallery, 
U of Washington, 201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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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1] <내슈빌의 토양에서 자란 호박은 수익성이 높
다>, 작가 미상, 20세기 

[참고그림 12] 존 C. 칼훈의 이미지(우)와 그 위에 링컨의 머리를 합성한 
이미지(좌), 미국 국회도서관 자료. 1860년대

1865년에 프린

트된 링컨의 대

표적 전신사진

은 사실 미국의 

7번째 부통령이

었던 존 C. 칼

훈(John C. 

Calhoun)의 사

진에 링컨의 머

리만 합성한 것

으로, 링컨이 

조기에 암살을 당하면서 영웅적인 포즈의 사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던 

때문에 제작된 것이었다[참고그림 12]. 또한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율

리시스 그랜트(Ulysses S. Grant) 장군의 가장 기념비적인 사진 역시 

남부군 포로 캠프가 포함된 배경, 말을 타고 있는 알렉산더 맥쿡 장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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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그리고 그랜트 장군의 얼굴까지 각기 다른 세장의 사진을 합성한 결

과물이었다.42) 한편 히틀러와 무솔리니, 스탈린 등의 독재자들은 사진을 

출판하는데 있어 극적 연출을 위해 사진을 변형하거나 자신들이 숙청한 

옛 동료나 부하, 정적들을 사진에서 지워버리는 등의 조작을 가하기도 

했다. 사진이 널리 보급될수록 이미지의 조작은 더욱 보편화 되어 정부 

기관, 사기업, 언론매체, 심지어는 교육기관 등에서까지 수시로 이루어졌

다. 

  주로 속임수로서 기능하던 이 같은 합성사진들과 달리 반미술, 반브루

주아 운동이었던 20세기 초 베를린 다다의 포토몽타주는 사회의 풍자와 

비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같은 합성사진이라도 이미지의 

조작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 물론 다다의 작업은 원래 인화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잡지 이미지 등을 오려서 물리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만큼, 화면의 부조화가 눈에 띌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나는 당

시의 다다 작가들에게 설령 완벽한 사진 조작의 기술이 주어졌다고 하더

라도 그들이 구태여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이들 작업은 이미지의 표상을 이용한 시대적 상황의 표현에 있던 만큼,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과는 달리 사진적인 마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 하트필드의(John Heartfield)의 <수퍼맨 아돌프 히틀러: 금

일 삼키고 쓰레기를 내뱉다>(Adolf Hitler The Superman: Swallows 

Gold And Spouts Junk, 1932)를 예로 들자면, 히틀러는 뱃속에는 금화

가 가득 차 있고 심장의 자리에는 하켄크로이츠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으

로 합성되어 있다[참고그림 13]. 이 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은 나치와 자

42) Farid, Hany, 「Photo Tampering Throughout Histor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web (PDF), (2015) 
http://www.cc.gatech.edu/~beki/cs4001/histo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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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3]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Adolf Hitler The Superman: Swallows Gold 
And Spouts Junk>, 1932

본의 유착관계에 대한 

고발과 비판으로, 이러

한 내용의 전달에 있어 

작업이 실제 사진으로 

읽혀져야 할 필요나 이

유는 전혀 없다. 

  나의 <Real Fiction> 

시리즈는 화면의 균일

성과 자연스러운 이음

새 처리 등의 깔끔한 

마감으로 말미암아 그 

구성요소들 가운데 어

디까지가 실제이고 가

짜인지를 구분하기 힘

들다. 때문에 사진매체

에 익숙하지 않은 감상

자는 그 안의 허구적인 

요소들 및 평행투상이

라는 인위적인 투시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진 사진이 아닌 실제 

사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Real Fiction> 시리즈

의 작업들에는 기만적인 측면이 분명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작업은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에 대한 고발과 풍자를 의

도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사실적인 마감은 작업이 표상하고 있는 세계를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다. 실상과 허상이 구분 

없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전경이 목표하는 것은 현실의 왜곡이 아



- 102 -

닌 사회적 현실의 표현으로, 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압

축적이며 상징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예컨대 나의 작업에서 

호화로운 타워팰리스 바로 앞에 무너질 것만 같은 고시원촌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허구지만 이 둘이 서울이라는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같은 구도가 상징하는 도시의 계층화된 모습

과 빈부격차 역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버려진 집과 뱅크오브아메리

카 건물, 고시원과 타워팰리스, 동대문 신발도매상가와 두산타워 등, 해

당 도시사회의 계층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들은 나의 작업에서 하

나의 이미지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현실의 구조를 보다 직관적

으로 표현해낸다. 

  다양한 시공간의 사진 수백 장을 합성하고, 여러 가지 비현실적 요소

들과 디지털페인팅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Real Fiction> 시리즈에서, 파

편적인 이미지들을 여러 개의 분절된 공간이 아닌 하나의 균질적인 공간

으로 구축하는 작업과정은 과거 영화 일을 하던 당시 담당했던 매트 페

인팅(Matte Painting)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간소한 세트나 텅 빈 

공간 등에 블루 매트 스크린이나 그린 매트 스크린을 놓고 인물들을 촬

영한 뒤 배경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채워 넣는 매트 페인팅은 여러 특수

효과 기법들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영화에 있어 굉장

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고전 영화 중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 1939)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제

작비 절감을 위해 배경 대부분을 세트가 아닌 매트 페인팅으로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제작비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판타지나 SF, 역사물 

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풍경을 만들기 위해 매트 페인팅을 

적극 이용해 왔다.[참고그림 14] 특히 현대에는 판타지와 SF, 슈퍼히어

로 영화 등이 범람하면서 매트 페인팅의 비중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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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4] 아직 CG가 사용되기 이전에 제작되었던 「제국의 역습」(Star 
Wars: Episode V - The Empire Strikes Back, 1980)에서 사용된 매트 

페인팅. 전통 기법에서와 같이 투명 유리판에 그려져 있으며, 검은 색 부분이 
실사 영상이 들어갈 부분이다.

이러한 매트 페인팅 기법이 아날로그 시대에 처음 고안됐을 때에는, 물

감을 이용해 투명한 유리판에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이 유리판을 카메라 

앞에 틀로 고정시켜 실제 촬영 화면과 중첩시키는 방법이 사용됐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매트 페인팅 역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행

하여, 내가 매트 페인팅 작업을 할 당시에는 물감이 아닌 포토샵

(Photoshop)과 페인터(Painter), 뷰(Vue)와 테라젠(Terragen) 등의 컴

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역시 컴퓨터상에서 영상과 합쳐

졌다. 이러한 작업에는 포토샵을 통한 사진이미지의 변형과 합성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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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지형 생성기로 만들어진 3D 지형과 디지털 페인팅 등이 복합적으

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아무리 비현실적인 판타지 배경을 

그려야 할지라도 영화의 리얼리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미지가 실사처

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감쪽같은 이미지의 마감을 통한 이미지의 균

일성과 사실성은 매트 페인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작업

은 사진이미지를 직접 합성하거나 혹은 3D모델링의 매핑(mapping)이나 

질감으로 활용하는 등,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참고그림 15, 16]

  매트 페인팅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경우, 만들어진 전경은 서사가 전

개될 가상공간의 전반적인 세계관과 분위기가 직관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체감되도록 함으로써 극에 대한 관객이 몰입과 이해를 높이게 된다. 나

는 이처럼 화면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경으로 잠깐잠깐 스쳐가면서도 

관객에게 영화 속 세계의 모습을 전달하는 매트 페인팅에 매료되어 그 

조형적 특징을 작업으로 끌고 오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Real Fiction>

의 작업들 역시 각각의 작업이 그리고 있는 세계의 특성이 감상자에게 

[참고그림 15] 조동오 감독의 영화, 「중천」(2006)을 위해 직접 작업했던 매트 
페인팅으로, 사진이미지와 디지털 페인팅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영화에서는 
중경 부분에 폭포수가 추가되고 움직이는 구름과 하늘을 날아가는 새떼 등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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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6] 롭 민코프(Rob Minkoff) 감독의 영화, 「포비든 킹덤」(The 
Forbidden Kingdom, 2008) 작업을 할 당시의 세트 모습(위)과 여기에 맞춰 

제작한 매트 페인팅을 세트 촬영분과 합친 화면(아래)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것을 1치적인 목표로 한다. <Where Happiness 

Lies는 앞선 절에서 설명했듯 어둡고 불길한 느낌의 이미지 하단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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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기루 같은 이미지 상단의 대비효과, 경직된 구도 등을 통해 볼티

모어라는 도시의 계층화되고 고착된 사회구조를 표현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여름으로 가는 문>에서는 어지럽게 얽힌 낡은 고시원과 상가건물

들, 그리고 그 뒤로 하늘대신 화면을 가득 채우고 쏟아질 듯 서 있는 복

잡한 고층빌딩들의 부조화를 통해 숨이 막힐 정도로 수직적이며 포화되

어 있는 도시사회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처럼 작업은 그 세부 요

소와 장치들을  읽어내고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관객이 해당 사회의 구

조 및 현실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 가상의 공간에 몰입할 수 있기를 의

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몰입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미지가 매트 페인

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균일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단절적인 공간들과 이질적인 파편들을 합쳐내는데 있어 내가 사진

적인 균일성의 획득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이처럼 전체 이미지공간이 

하나의 세계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가 표현하는 현실이 온전하게 읽

히는데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편 극의 서사가 전개되는 이러한 

배경의 구축은 영화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컴퓨터게임에서도 동일하

게 중요하다. 따라서 게임의 경우도 당연히 극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반

영하기 위해 스테이지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데, 현대에는 

게임의 배경이 주로 3D엔진으로 구현이 되곤 하지만 고전 사이드스크롤 

게임(side-scrolling game)들의 경우는 하나의 거대한 배경그림이 독립

된 하나의 게임 스테이지를 구성했었다.[참고그림 17, 18] <Real 

Fiction>에서 나타나는 평행투상은 이미지에 공간적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한 선택된 시점이지만 바로 이러한 게임스테이지의 사이드뷰

(side-view) 시점으로부터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의 작업

이 그리고 있는 사방으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공간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거대한 사이드뷰의 게임 스테이지를 매트 페인팅의 조형성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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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7] 사이드스크롤 형식으로 구성된 Free Lives사의 「Broforce」(2015) 
게임화면

[참고그림 18]  사이드스크롤 형식으로 구성된 Westwood Studios의 「The Lion 
King」(1994) 레벨 디자인으로, 전체 스테이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 같은 작업은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

의 장애물과 같은 요소들이 공간을 따라 추가됨에 따라, 비록 정지된 화

면이지만 여정과 모험의 개념을 내포하게 된다. 

  이전 절에서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장면이나 어드벤처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언급했듯, <Real Fiction>시리즈 작업들의 구상과 진행

에 있어 내가 주로 영감을 얻은 것은 이처럼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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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중예술 매체들이었다. 그 중 내가 보다 직접적으로 참고하고 있

는 영화의 매트 페인팅이나 게임의 스테이지 디자인은, 인물들이 활동을 

하고 사건들이 전개될 수 있는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이미지 공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작업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사건들

이 화면의 곳곳에서 전개될 수 있는 거대한 무대, 즉 즉 여정과 모험의 

장으로서 제시가 된다. 이는 사진에서와 같은 정지되고 고정된 장면 대

신 게임이나 영상의 배경처럼 스토리에 따라 스크롤을 하며 그 안을 움

직여 다닐 수 있을 것만 같은 파노라마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

라 <Real Fiction> 시리즈의 이미지는 화면 내에 특별한 초점이나 중심

이 되는 구성요소 없이 화면 전체가 균등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지정된 

점을 벗어나면 감상자와 이미지의 시선이 어긋나는 일점투시 원근법의 

공간과 달리, 수 미터 길이에 달하는 작업 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바라보

더라도 시선이 어긋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 화면의 어느 위치라도 이야

기의 중심이 될 수도, 혹은 주변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이미지 공간은 

저마다의 여정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이자 화면 곳곳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탈중심적인 무대로서 구성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Real Fiction>시리즈의 이미지 공간은 특정 

장면이나 순간의 묘사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삶과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

는 하나의 체계나 구조로서 존재한다. 이는 작업 안의 거리와 옥상, 수

많은 창문과 발코니, 그리고 건물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어져 나가는 다

리와 장애물들이 인간의 흔적으로 가득 차있음에도 막상 작업에서 인간

의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업은 단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현장, 혹은 서사가 진행되기 직

전의 빈 스테이지처럼 기능하면서 암시를 던지고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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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리비아의 풍경과 구조적 갈등의 표현

  1. 구조적 폭력 속 개인의 초상

  앞 장의 <Real Fiction>은 도시의 풍경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대상은 사실 도시가 아닌 사회와 개인의 

관계로, 도시의 사진을 조합하여 가상의 도시전경을 만들어내는 이들 작

업과 인간의 형상으로 풍경을 만들어내는 <Humanscape>는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시리즈 외에도 사회에 내재

된 구조적 불평등과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는 지점들을 찾아 표현하려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해왔는데, 그 중 대다수는 구상 단계나 작업 초기에 

폐기되었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아랍세계가 직면해 있는 문

제만큼은 지속적으로 나의 주의를 잡아끌었다. 이들 지역은 세계화가 이

루어진 현 시대의 정치경제적 지형에서 구조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제

3세계 중에서도 가장 열국의 간섭과 개입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이 

같은 외부의 힘은 이들 세계의 내재적 문제들과 중첩되며 해당 국가들의 

혼란에 일조해 왔다. 이들 아랍세계의 혼란은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의 

문제가 훨씬 더 포괄적이며 거시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인 것이다.

  <부서진 풍경> 시리즈는 이슬람국가(ISIL)의 세력이 정점에 달했던 

2015년부터 영국에서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가 일어난 2017년까지에 걸

쳐 제작된 작업으로, 난국에 빠져있던 아랍세계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이슬람국가와의 전쟁으로 언

론의 집중조명을 받아온 시리아 및 이라크와 달리, 리비아는 아랍혁명 

당시 NATO의 군사개입으로부터 비롯된 끝없는 내전과 혼란으로 폐허로 

전락해가고 있었음에도 세간의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었다. 리비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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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로 잠깐 주목을 끌고서는 다시 잊혀져버린 

이 분쟁지역은 그러나 나에게는 유년기의 추억을 담고 있는 각별한 공간

이다. 때문에 나는 2011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

는데, 리비아가 전쟁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은 그곳이 더 이상 나와 관계

없는 공간임에도 허탈함을 자아냈다. 내가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고 전

후관계를 추적하면서 퍼즐을 맞추듯 당시의 여러 경험들을 정리해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으며, 재맥락화된 과거의 기억과 현실의 융합은 

해당 시리즈의 조형에 있어 핵심을 이룬다. 

  <부서진 풍경> 시리즈의 작업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상은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와 이를 배경으로 

서 있는 도발적인 자세의 아이들이다. 작업에서 그려지는 이들 꼬마아이

들은 시리아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아랍세계의 분쟁지역 그 어느 곳

의 아이들로 보더라도 안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리비아에

서의 나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부터 끌어낸 이미지이다. 내가 거주했던 

트리폴리 시내의 아파트 건물로부터 도보로 약 30~40분 정도 거리에는 

메디나라고 불리는 구시가지가 위치해 있었다. 메디나는 과거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로 떠나거나 추방되기 이전까지 주로 밀집해 살던 곳이자 이

탈리아인들과 터키인 등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던 곳으로, 그곳의 전통

시장은 온갖 장신구와 옷가지, 다양한 세공품을 파는 가게들로 유명했

다. 때문에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어머니는 가끔 나와 누나를 데리

고 구리나 은, 크리스탈,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신기한 공예품들을 구경

하러 가시곤 했다. 그런데 구시가지로 향하는 길목에는 부서진 건물의 

잔해와 돌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공터가 몇 개 있었다. 이러한 공터는 고

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어슬렁거리는 것을 빼면 보통 비워져 있었지만, 

가끔은 어린 꼬마들 십 수 명이 모여 있기도 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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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9] 로렌트 레보스(Laurent Rebours), 
이스라엘군 탱크에 돌을 던지는 파리스 오데(Faris 
Odeh)의 사진, 2000

기 전 나이의 이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였는데, 우리 가족을 

발견하면 주변을 맴돌면서 돌을 던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어려 힘이 

부족해서인지 몸에 맞는 돌은 많지 않았고 돌조각도 대부분 크지 않았지

만 사방에서 날아드는 돌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으며, 그런 때는 그저 걸

음 속도를 높여서 그곳을 빨리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돌을 맞는 것은 외출 시 의례히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

이 되어버렸는데, 이처럼 길을 가다 꼬마아이들에게 돌 세례를 받는 것

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당시 리비아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에게는 드물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나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맥락

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파리스 오데(Faris Odeh)라는 

열다섯 살 소년이 이스라엘군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진[참고그림 

19]이 바로 그것

으로,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운동인 인티파

다(Intifada)를 가

장 상징적으로 표

현하는 이미지이

다. AP통신의 사진

기자인 로렌트 레

보 스 ( L a u r e n t 

Rebours)가 가자

지구 의 카르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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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 근처에서 이 사진을 찍은 것은 2000년 10월 29일로, 제 2차 인티

파다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흐른 시점이었다. 그리고 사진으로부터 열

흘 뒤인 11월 8일, 또 다시 돌을 던지러 나선 파리스는 아이들의 선두

에서 돌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던 중 이스라엘군의 사격에 목을 맞고 쓰

러졌다. 총격위협 때문에 한 시간이 지나서야 앰뷸런스에 옮겨진 그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했다.43) 이 같은 죽음으로 파리스 오데는 

팔레스타인의 순교자로 추앙받았으며, 탱크에 돌을 던지는 그의 사진은 

수많은 벽화와 그래피티, 포스터 등을 장식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6살짜

리 아이까지도 탱크에 맞서 돌을 던지는 유사한 구도의 사진들은 팔레스

타인의 저항운동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불멸성을 획득했다.44)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계의 비대칭적인 

구조가 빚어낸 폭력이 다른 어느 곳보다 지배적이며 포괄적으로 개인들

의 삶을 옥죄는 곳이다. 유럽에서의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역설적이게도 팔레스타인의 원래 거주민들을 학살하고 몰아내어 이스라

엘을 건국한 이래, 관련된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해당 지역의 갈등에는 누가 옳고 그르든 각자의 대의명분이 존재한

다. 하지만 설령 이스라엘의 대의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탄압

받는 팔레스타인의 현실, 그리고 둘 사이의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묵살

하기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텔

43) Hockstader, Lee, 「Gaza Gains a Martyr, Parents Lose a Son; Slain Youth 
Hailed As Palestinian Hero While Couple Mourns」, 『The Washington Post』 
(2000)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2000/12/11/gaza-gains-a-ma
rtyr-parents-lose-a-son/6e0ee67b-0b33-4b60-a857-bc2986ac4d21/?utm_term=.
8f645813b031

44) Hanley, Delinda C, 「Israel's Spin-Doctors Wage War of Images and Words 
Against Palestinian Rock Children」, Washington Report on Middle East 
Affairs. (2001)
https://www.wrmea.org/001-january-february/israel-s-spin-doctors-wage-war
-of-images-and-words-against-palestinian-rock-childr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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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브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면서 가자지구의 방벽 근

처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돌과 화염병을 든 시위대에 

이스라엘군이 발포하면서 팔레스타인인 183명이 사망하고 9,204명이 총

탄이나 포탄 파편에 부상을 입었지만 이스라엘의 피해는 군인 한명 사망

과 부상 10명 미만에 불과했다.45) 이스라엘의 입장은 물론 다르겠지만, 

이 같은 인명피해의 불균형 앞에서 외부의 시선이 이스라엘에 공감하기

란 결코 쉽지 않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2009년의 예루

살렘상 수상 연설 당시 “높고 단단한 벽과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달걀

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달걀 편에 설 것입니다”라는 말로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보이는 불균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있어 하루키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

에서, 나에게는 풀기 힘든 의문이 하나 던져진다. 돌을 던지는 아이들이

라는 낯설지 않은 개인사적 기억에 있어 돌의 궤적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돌을 던지는 ‘못돼먹은 악동들’의 존

재는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내가 기존에 리비아에 대해 간직

하고 있는 여러 인상들 중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

나 아랍세계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마주친 탱크에 돌을 던지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이 같은 장면이 펼쳐지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

경은 리비아에서의 기억을 단지 짜증나던 경험의 조각으로만 볼 수는 없

게 한다. 맨몸으로 돌조각을 들고 중무장한 군대에 맞서는 아이들은 모

습은 적어도 일제 강점기를 거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악동 보다는 

압제에 맞서는 투사의 이미지에 사실 더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민중저항 수단으로서의 투석과 리비아 아

45) 「Report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Protest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uman Rights Council 25 
(2019), p.6.



- 114 -

이들의 행위를 그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돌을 던지

는 것은 압제에 대한 저항의 몸짓인 경우도 있지만 괴롭힘의 방법이 되

기도 하고, 위협을 쫓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단죄의 수단

이기도 하다. 투석은 또한 무분별한 증오의 표출로서도 나타나는가 하면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는 등, 같은 행동이라고는 해도 여러 이유가 존재

하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아이들에 비추어 생각

해보면 리비아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대안적인 시선으로 다시 바라

봐볼 필요가 생긴다. 때문에 나는 무엇이 이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가, 

그리고 그 돌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중동지역 아이들이 외국인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여러 글이나 수기

에서 발견되는데, 버나드 루이스의 『중동의 역사』에서는 1900년대 초

반의 모술(현 이라크)에서 정원을 거닐고 있던 유대인 두 명에게 8살 정

도 되는 아랍 소년이 지나가다 말고 돌을 집어 이들에게 던지는 장면이 

묘사된다.46) 아이는 ‘마치 다른 곳의 아이들이 개나 새를 겨냥하듯, 아

주 태연자약하게 커다란 돌을 들어 그들에게 던지고 또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표적이 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겪는 것처럼 아이에게 눈

길을 주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추측 가능하다. 한편 리비아 아이들이 외국인

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묘사는 『Jews in an Arab Land: 

Libya, 1835–1970』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직

후 30여 년간 지속되던 이탈리아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영미 군정의 지

배 아래 놓여 있던 트리폴리로, 당시 아이들이 유대인 거주지역의 가게 

주인들을 표적으로 돌을 던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다.47) 이 

46)  Lewis, Bernard, 『Islam in History [electronic Resource] : Ideas, People and 
Events in the Middle East』 (2011), p.319.

47) De Felice, Renzo, 『Jews in an Arab Land: Libya, 1835–1970』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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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시 아이들의 투석행위는 그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었다는 점에서 

아랍세계와 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반유대주의의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

지만, 여기에는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이 같은 소요의 발단은 1945년 

12월로 예정되어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리비아를 다시 이탈

리아의 식민지로 삼는 방안이 논의되리란 소식이 전해진데 있었다.48) 해

당 소식은 오토만 제국과 이탈리아의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리비아

의 민족주의에 불을 붙였는데, 여기에 경제난과 물자부족으로 인한 사회

적 불만, 유대인 상인들이 사재기로 폭리를 취한다는 소문, 그리고 팔레

스타인에서 진행 중이던 과격한 유대인 반란에 대한 반감이 겹치며 애먼 

유대인 공동체가 분노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전형적인 반유대

인 폭동으로 번지며 리비아 전역에서 14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해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참극을 낳았다. 하지만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

은 이 같은 폭력에서 반유대주의를 걷어냈을 때 남는 배타성과 타인에 

대한 분노이다. 아이들이 외지인에게 보이는 반감과 배타적 행동은 리비

아 단 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며 어느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도 않기 때

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자주 타겟이 되곤 했지만 여행 블로

그나 후기 사이트 등을 보면 유럽인들도 알제리나 튀니지 등의 휴양지에

서도 돌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올리며, 근래에는 이집트 출장을 다

녀온 지인이 카이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꼬마아이들에게 돌을 맞았던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49) 

Texas Press, 1985), p.190.
48) 미국, 소련, 영국 3국간의 외상회의(Council of Foreign Ministers)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들의 운명이 이 당시 논의되었다.

49) 해당 건은 2017년 초의 개인전인 <돌을 던지는 힘> 당시, 현대모비스 연구원으로 일
하는 지인이 전시를 보러 왔다 이야기해준 것으로, 2017년 초에 회사 일로 이집트 출
장을 갔다가 저녁때 길을 잘못 들어 조금 헤매다 보니 어느 샌가 현지 꼬마들이 따라붙
어 돌을 던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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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리비아의 아이들

이 한국인이나 혹은 동아시아 인종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만한 이유는 딱

히 없다. 당시의 동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리비아와 제대로 된 관계

를 형성하고 있던 한국은 리비아의 적국이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대수

로 공사를 통해 리비아와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우리 가족을 발견할 때마다 돌을 던진 것을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인식하기는 힘들다. 아무리 인지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라도 인간

을 항해 돌을 던지는 손에는 분명 일정부분 적의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적의는 특별히 우리를 향했다기보다는 외국

인 전반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7~8살 안팎 정도이던 아이들의 어린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특별히 우리의 출신국가를 따지거나 신경 썼

을 것이라곤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들의 행위에는 단순하게 

자신들과 다른 인종이나 외지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

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꼬마아이들이 이처럼 타인에게 적의를 가지고 돌

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리비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현

실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구조화된 폭력의 결과물로서의 리비아

  리비아는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로, 1911년부터 1943년까지 약 33년간 

이탈리아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 이탈리아는 1911년에 트리폴리에서 약 

4000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을 시작으로 이곳에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가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리비아의 동쪽 지역인 키레나이카 지방에선 비

옥한 해안가 땅을 자국 이주민에게 나눠주기 위해 키레나이카들을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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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강제수용소에 가두는 과정에서 12,000명이 처형당하는 등, 당시 

80만에서 100만 사이로 추정되는 리비아의 전체 인구 중 약 25만에서 

30만이 이탈리아의 33년 점령기 동안 희생되었다고 한다.50) 리비아의 

강한 반제국주의 정서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아마도 이 같은 식민지시

대 역사와도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추축군의 패배로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리비아는 한동안 미국과 영국에 의해 분할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UN은 벵가지 지역의 유력한 부족장이던 이드리스 (Idris)를 왕으로 

1951년 리비아를 독립시켰다.51) 하지만 이 신생 왕정은 이드리스 1세가 

치료차 터키를 방문한 틈에 당시 27살의 육군 대위 무아마르 카다피

(Muammar Al Gathafi)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1969년에 무너졌다. 이드

리스 왕가 치하의 극심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경제난으로 인해 당시 

쿠데타는 군대와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아무 저항 없이 성공하였

다. 우리 가족이 아버지를 따라 트리폴리로 이사를 했던 1990년의 리비

아는 그렇게 시작된 무아마르 카다피의 독재가 21년째에 접어들고 있던 

때로, 트리폴리의 거리 곳곳에는 카다피의 모습을 담은 벽화와 빌보드들

이 설치되어 ‘혁명 21주기’를 기념하고 있었다. 이 같은 풍경은 매해마

다 혁명주기를 나타내는 숫자만 바꿔가며 똑같이 반복되었다. 

  당시의 리비아는 서방세계, 특히 미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

다. 이 같은 갈등의 뿌리는 구 식민지시절의 고난과도 관련이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갈등은 1969년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카다피가 리비아 

내의 미군 기지와 영국군 기지를 강제로 철수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더해 카다피는 극렬한 반제국주의 노선을 타면서 넬슨 만델라의 아프리

카민족회의(ANC)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를 비롯해 수많은 제3세

계 지역의 독립운동이나 무장투쟁을 지원했는데, 이들 중 적지 않은 단

50) Vandewalle, Dirk J, 『A History of Modern Libya』 (Cambridge UP, 2012), p.31.
51) ibid,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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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은 서구사회에 의해 테러단체로 분류되어 있었다. 때문에 리비아는 

자연스레 테러지원국 목록에 이름이 올랐고, 서구사회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1973년 초에는 모래폭풍 때문에 경로를 이탈한 리비아의 

민간여객기를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시켜 108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사

건이 일어났지만 UN은 이스라엘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분노해 있던 카다피는 같은 해 하반기의 제4차 중

동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대다수가 미국계였던 리비아의 

외국 석유회사들을 강제 축출하고 유전을 모두 국유화했다. 리비아는 여

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의 석유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는

데, 나머지 OPEC 회원국들도 이 정책에 동참하면서 미국은 물론 캐나

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였다. 이는 결과

적으로 전 세계적인 석유 부족과 유가의 폭등, 즉 제1차 오일쇼크를 불

러왔으며 이는 산업화를 진행 중이던 당시 한국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석유회사들의 강제축출과 오일쇼크 등으로 악화된 리비아와 미국의 관

계는 이후에도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지중해에서는 시드라만

(Gulf of Sidra)의 영해권을 둘라싼 충돌로 미 해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리비아의 전투기를 격추하고 함선을 격침시키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86년 4월 5일, 서베를린의 디스코텍이 폭파되어 미군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즉각 

그 배후로 리비아를 지목했다. 열흘 후인 4월 16일, 해당 사건과 리비아

의 관련성에 의구심을 품던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반대 속에, 미국은 유

일하게 공격 계획을 지지한 영국의 공군기지에서 F-111 폭격기 수십 

대를 이륙시켜 카다피 저택과 군사시설 등 리비아의 여러 목표를 타격했

다. 1차 목표였던 카다피는 몰타의 국무총리와 이탈리아의 수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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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고 폭격 직전에 저택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이 폭격으

로 인해 민간인 수십 명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로부

터 얼마 후인 1988년에 일어난 스코틀랜드의 로커비 상공에서의 팬암 

103편 항공기 폭파 사건은 미국의 리비아 공습에 대한 카다피의 보복으

로 추정된다. 이처럼 양국의 관계는 물고 물리는 서로간의 보복 공격과 

테러로 얼룩져 있었다. 때문에 내가 머물던 시기의 리비아는 사회 전반

적으로 반미정서가 팽배한 상태였으며, 1991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과 적대국이던 리비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리지 않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듬해인 1992년, 리비아는 UN의 군사 및 경제제재 아래 놓여졌다. 

팬암 103편 항공기 폭파 사건 용의자의 신변인도 거부로 인해 가해진 

테러 지원국으로서의 제재였다. 이에 따라 리비아는 무기, 석유산업용 

기자재, 항공기 부품 등의 수입이 차단되고, 해외자산이 동결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의 리비아 취항도 금지되었다. 이 같은 정세로 인해 리비

아에 거주 중이던 외국인들 대다수는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91년 여름 무렵에 거의 모두가 리비아를 빠져나갔다. 여기에는 

당시 내가 다니던 외국인 학교인 Oil Company School의 선생님들도 예

외가 아니었다. 학교 선생님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 교사들은 전원이 리비아서의 생활을 급히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

가 버렸고, 학교는 선생님들이 없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때문에 나는 누

나와 함께 영국의 기숙사학교에 보내져 방학 때만 부모님이 계신 리비아

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리비아의 국제선 운항 금지 때문에 이 여정은 이

웃 나라인 튀니지의 국경을 차로 넘어가 그곳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복

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내가 머물던 시기의 영국도 결코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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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는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대한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폭탄테러 소식이 연일 들려왔는데, 테러공격은 증권가, 기차역, 병원, 시

청, 지하철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

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처럼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폭탄테러가 급증한 까닭은 공교롭게도 리비아와 관련이 있었다. 

1986년에 미군에게 공군기지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리비아 폭격을 지원

한 영국에 대한 보복으로, 카다피측이 당시 열악한 무장에 의존해 영국

에 대항해 투쟁 중이던 IRA에 대대적으로 무기와 자금, 그리고 무엇보

다 냄새도 없고 X-레이에도 포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폭탄 셈텍스

(Semtex)를 다량 제공한 것이었다. 1986년 후반부터 2011년까지 일어

난 IRA에 의한 셀 수 없이 많은 폭탄테러들은 모두 리비아가 이때 공급

한 셈텍스를 이용한 것이었다. 1993년에는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에만 4건의 폭탄테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런던 경찰의 긴장감과 피로

가 극에 달해있던 이 같은 시점에 동급생이 IRA를 흉내 낸 테러예고 장

난전화를 거는 바람에 수백 명의 병력이 해당 지역을 수색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발신자 추적을 한 경찰은 한밤중에 내가 있

던 기숙사방에 들이닥쳤고, 장난 전화를 걸었던 친구는 정학을 당했

다.52)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한동안 잊고 지내던 리비아가 다시 시야에 들어

온 것은 2010년 말에 시작된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The Arab 

Spring)을 통해서였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기점으로 

52) 1993년의 테러들 중, 2명의 어린아이가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입은 체셔 지역에서
의 테러, 그리고 민간인 한명이 죽고 30명이 다친 런던의 비숍스게이트 테러의 경우는 
IRA에서 테러 사실을 미리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IRA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약 
30분 전쯤 해당 지역의 기관에 전화를 걸어 일정 지역 안의 시한폭탄 존재를 알려줌으
로써 제 시간 안에 폭탄을 발견하거나 지역을 비우지 못해 발생한 인명사고의 책임을 
영국 공권력의 무능에 돌렸다. 나와 같은 하우스에 있던 Nick이라는 학생은 바로 이 같
은 예고테러 전화를 모방하여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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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로 퍼져나갔던 민주화 운동으로, 아랍세계에 

대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며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 

같은 혁명의 열기는 알제리와 이집트 등을 거쳐 2011년 2월엔 카다피의 

독재가 42년째 계속되고 있던 리비아까지 번져 제2의 도시인 벵가지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하지만 격화되는 시위에 

정부가 강경진압으로 맞서면서 사상자가 늘고, 시위대의 무장에 카다피

가 중앙군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량학살을 우려한 서방세계가 

개입을 했다.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NATO 회원국들은 ‘비행금

지구역’을 지정하여 카다피군을 무력화시키고 정부군과 관련 시설을 공

격했으며, 반란 세력에게 무기와 물자를 공급했다. 이로서 리비아의 상

황은 친카다피-반카다피 세력 간의 전면적인 내전으로 비화되었고, 

NATO의 공습으로 심각한 전력 손실을 입으며 수세에 몰린 카다피는 수

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도망을 치던 중, 차량이 미군 드론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반군에 잡혀 살해당했다. 이 같은 카다

피의 최후를 담은 사진이 세계 주요 일간지들의 표지를 장식하는 가운데 

서방세계의 지도자들은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을 자축하였고, 

리비아는 오랜 사회주의 독재를 마무리하고 민주주의로 이행을 하였다.  

  다들 희망에 차있던 아랍의 봄은 그러나 초기의 긍정적 전망과는 반대

로 이전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경제와 정치, 인권 상황이 악화된 아랍

의 겨울로 이어졌다. 여러 지역에 걸쳐 내전과 종파분쟁, 극단주의 세력

의 테러활동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선 이슬람국

가(ISIL)가 급격히 세를 불리며 칼리페이트(caliphate)를 건설하였고, 호

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의 세속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집트 역시 

근본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다 결국에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 같은 아랍의 혼란은 한국에까지 닿아, 예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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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으로 제주도에 500여명의 난민이 유입되며 보수층의 격렬한 난민반

대와 이슬람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리비아 역시 시리아 및 

이라크와 더불어 상황이 가장 크게 악화된 곳으로, 리비아의 혼란은 내

부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서방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통해 국가수반이 제거되었다는 특수성에서 많은 부분 기인한다. 카다피

의 강경한 시위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나던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

구사회가 개입을 한 판단까지는 옳았다고 보더라도, NATO가 정부군과 

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반란군을 전폭지원하면서 이루어진 정권 교체는 

사실상 민중들의 성취가 아닌 외세의 내정개입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NATO군이 카다피만 제거하고 발을 빼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새 리비아 

정부는 따라서 카다피 사후 남겨진 권력의 공백을 메울만한 대중적 지지

나 권위,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여러 군벌들 간의 다툼을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 급기야 2012년에는 벵가지에서의 폭동 와중에 미국 

영사관과 CIA 기지가 공격을 받아 주리비아 대사 등이 살해당하는 사건

이 발생했는데, 이 공격을 감행한 안사르 알 샤리아(Ansar al-Sharia)는 

NATO의 지원을 받아 카다피군과 싸웠던 반란군 단체 중 하나였다. 미

국의 비호를 받던 리비아 임시정부와 민병대 단체들이 이 같은 공격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수십 명의 대사관 직원과 CIA 요원들을 보호하며 

공항으로 호송해 목숨을 구한 Libyan Military Intelligence가 다름 아닌 

NATO가 몰아낸 친 카다피 세력의 장교들이었다는 아이러니는 NATO의 

정략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53) 리비아는 이 같은 혼돈상태를 

53) 해당 내용은 2016년의 미국 하원에서 제출한 벵가지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기술
되어 있다.「Terrorist Attacks on U.S Facilities in Benghazi」, United States 
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2014)
https://archives-benghazi-republicans-oversight.house.gov/sites/republicans.b
enghazi.house.gov/files/documents/Part%20I_Redacted.pdf



- 123 -

결국 수습하지 못하고 내전이 재발했으며,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진 채 

천개가 넘는 군벌이 난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그 틈을 노려 극단

주의 단체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시르테(Sirte)를 비롯한 일부 도시

가 ISIL에 점령당하기도 했다. 리비아는 이처럼 세계질서의 위계에 따른 

구조화된 폭력이 국내적 요인에 더해지며 혼란이 확대되고 악화된 전형

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부서진 풍경> 연작의 조형적 특성 연구

   3.1 리비아를 둘러싼 관계성에 대한 콜라주

  리비아의 근현대사에 대한 추적은 원래 작업을 목적한 것이 아닌, 당

시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회고함으로써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이해

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하지만 개인 경험의 바탕을 이루는 사건들에 대

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나의 개인적 서사가 실은 거시적인 역사의 맥

락 안에 놓여 있음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며, 나는 작업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하는 것이 시리즈에 전체적

인 문맥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에 따라 나는 리비아를 둘러

싸고 벌어진 주요 사건들과 한국의 연결고리, 그리고 리비아의 내전으로

부터 영국에서의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는데, 결국 선택한 방법은 연구 자료

를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나간다>[그림 27]는 이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일종의 아카

이브 작업으로, 신문이나 잡지의 스캔된 지면 및 표지, 관련 기사의 웹

페이지 등을 사진콜라주의 형태를 빌려 벽면에 설치하고 있다. 작업이 

콜라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사건들 간의 관계성과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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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그렇게 지나간다>, 2017, 혼합매체, 510cmx572cmx245cm

름을 서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기 위함으로, 

이미지는 순환적인 고리를 상징하는 뫼비우스의 띠, 혹은 누운 8자 모양

으로 전시장의 두 개 벽면에 걸쳐 설치되었다. 외견상 서로 동떨어진 장

소와 시간의 개별적 사건들이 어떤 연결고리들을 통해 서로와 상호관계

를 지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 같은 구조에서, 리비아의 양 옆에는 한

국과 영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작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사건들은 그 

자체로 따로 바라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각각의 이미지나 기사는 바

로 이웃하는 요소들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며 이어져 있으며, 

이러한 연쇄적인 연결고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사건들이 실은 얼마나 밀

접한 원인과 결과로 엮여있는지를 드러낸다. 한편 이미지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그것이 형성해내는 흐름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에 더해, 나는 해

당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문자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의미의 층을 더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당연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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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0] 『Time』 잡지 표지, 1973

지면과 잡지표지 등 기성의 콜라주 작업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론매체

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도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구글의 검색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이미지들이다. 여기에는 검색어가 입력창에 그대

로 떠있으며 이미지목록의 각 썸네일 밑에는 제목과 간단한 설명이 첨부

되어 있다. 때문에 해당 사진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따로 설명을 붙

일 필요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연관검색어를 기반으로 정렬된 다수의 관

련 이미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지들이 지시하

고 있는 사건의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지나간다>에서 두 개의 원이 맞닿으면서 고리를 형성하는 이

미지의 중심부는 카다

피의 쿠데타와 통치기

간에 대한 당시의 영

미권 기사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

고 이 고리의 우측 연

결부위에는 카다피의 

얼굴이 크게 프린트된 

『Time』잡지의 표지

가 위치한다[참고그림 

20]. 「아랍인들: 석

유, 권력, 폭력」(The 

Arabs: Oil, Power, 

Violence)이라는 제목

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Lib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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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man Gaddafi)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해당 주간지는 바로 오일

쇼크가 일어난 해인 1973년에 발간된 것으로, 이 같은 표지는 곧바로 

카다피의 주도로 발생한 유류파동이 초래한 장면들로 이어진다. ‘석유 

없음’ 간판이 내걸린 미국과 영국의 주유소들, 차량 대신 마차와 자전거

가 한가롭게 달리고 사람들이 의자를 펼치고 앉아있는 네덜란드의 차도, 

그리고 플라스틱 석유통을 들고 길게 줄서있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과 

「가로등도 네온사인도 꺼졌다. 암흑천지로 변한 대한민국」 같은 기사

들은 이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 우측으로

는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들, 그리고 중동진출을 장려하는 뉴스와 중동의 건설현장에 대한 취재기

사 등이 등장하고 이는 리비아에서의 대수로 공사로 연결된다. 사하라 

사막에서의 석유탐사 과정에서 발견된 방대한 양의 화석수를 트리폴리와 

벵가지로 끌어오는 대수로(Great Man-Made River)는 국토의 99%가 

사막이자 강줄기 하나 없는 물 부족 국가 리비아의 숙원사업으로, 리비

아의 해안지역 전체를 괴롭히던 지하수원의 염화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구상되었다. 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이 다름 아닌 동아건설

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54) 1984년에 착공되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된 대수로는 지름 4미터에 총 4,200km에 

달하는 송수관을 통해 리비아 전체 물 공급의 70%가 넘는 하루 650만 

톤의 물을 연안지역에 공급할 수 있었다.55) 작업에서는 대수로 공사와 

54) 리비아에는 강이 없는 관계로 수자원은 전통적으로 지하수원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틀리폴리와 벵가지를 비롯한 해안 도시의 인구와 물 소비가 늘면서 이들 지역은 지하수
의 고갈로 해수침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식수와 생활용수 문
제뿐만 아니라 토지염화로 인한 농업생산력 하락 등 피해가 확대되어 리비아 정부는 다
른 식수원을 찾아야만 했다. 이에 카다피 정부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 해수담수화 설비
를 짓는 대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화석수를 해안지역으로 끌어
오는 대수로 공사를 입안하였다. 
방효, 「업계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사례」, 『건설경제』 (1996) PP.48~52.

55) 김운영, 「역사를 건설하는 현장 ‘리비아 대수로’를 찾아」, 『대한토목학회지』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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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그렇게 지나간다> (우측면 계획도), 2017, 혼합매체

관련된 기사 및 사진들과 아울러, 대수로의 지도가 그려진 리비아의 20

디나르 지폐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대수로 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장면들은 다시 고리의 연결부위로 이어져 처음의 잡지 표지와 

맞닿으면서 하나의 원이 완성된다. 이 우측 고리[그림 28]는 석유를 매

개로 엮인 한국과 리비아의 사회역사적 근접성을 드러내는 고리인 것이

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1973년의 오일쇼크는 우리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

의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지만 OPEC 회원국들에게는 상당한 부를 안겨

주며 중동의 산유국들이 남아도는 돈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중동 국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건설과 토목공사 대부분을 외

국의 건설업체들에 발주했는데,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쌓은 기

술과 경험,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주가에 힘입어 수많은 사업들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다 오일쇼크로 큰 피해를 

(1995),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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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그렇게 지나간다> (좌측면 계획도), 2017, 혼합매체

입었던 한국은 중동에서 직접 오일달러를 벌어오는 것을 주요 국가정책

으로 밀면서 고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까지 학급 단위로 중동에 진출시켰

다. 중동 지역에 대한 건설, 인력 진출과 외화 수업 추이를 보면 1963부

터 1978년 사이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벌어들인 액수는 총 40억 달러로 

한국의 총 외화수입액인 46억 달러의 85.3%를 차치하는 엄청난 규모였

으며 1981년에는 연간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들보 역할을 한 이 같은 중동 건설 붐과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 가속이 리비아의 국제관계에 의해 촉발된 오일쇼크와 연관되어 있

다는 사실은 세계의 구조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

시켜준다. 물론 리비아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드러나는 밀접한 상호관

계는 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존재해서가 아니라 세계화된 지구에 

있어 그 어떤 곳의 사건이라도 연쇄작용을 통해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한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한편 좌측 벽의 콜라주[그림 29]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리비아와 서

구사회간의 물고물리는 대립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고리의 위쪽은 

1986년의 서베를린 디스코텍 테러사건과 미국의 리비아 공습이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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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그렇게 지나간다> 중 The Libyans Find Doc Brown 이미지 부분

호간의 보복사건으로 시작된다. 그 사이에는 또한 1985년 영화인 「백 

투더 퓨처」(Back to the Future, 1985)의 초반부에 브라운 박사가 테

러리스트들에게 살해당하는 순간의 스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

의 썸네일 밑에는 ‘The Libyans Find Doc Brown’이란 설명이 붙어있

다[그림 30]. 공격을 받기 직전 박사가 소리친 단어는 "The Libyans!"

로 이러한 상업영화에서조차 당연하게 리비아인들이 테러리스트로 등장

했던 사실은 당시 미국의 리비아에 대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1986년의 리비아 공습에 대한 기사는 무기를 가득 싣고 리비아에서 아

일랜드로 향하다 적발된 선박과 이 같은 밀수선에서 발견된 다량의 셈텍

스 폭탄을 조명하는 기사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리비아와 

IRA의 밀접한 관계와 IRA의 테러행적을 다루는 기사들을 거쳐, 이미지 

좌측 끝의 대규모 폭탄테러에 의해 박살이 난 런던과 맨체스터 등의 영

국 도시들 모습으로 귀결된다. 1990년대의 영국에서는 흔한 풍경이었던 

이 같은 테러는 그러나 관련 단체만 아일랜드 해방군에서 이슬람 극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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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1] 영국 『The Guardian』지의 기사 페이지 캡쳐, 2015 

의로 바뀐 채 최근에도 또다시 반복되었다. 유명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

데의 공연 직후 일어난 자살폭탄테러로 23명이 사망하고 800여명이 부

상을 입으며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준 2017년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의 

범인은 살만 아베디(Salman Abedi)라는 22살의 리비아계 청년이었다. 

  2017년의 이 테러는 그런데 고리의 하단부를 통해 2011년의 리비아 

내전과 하나의 선상에 놓여있다. 다시 고리의 연결부로 되돌아가서 보면 

카다피의 통치 시기는 리비아에 대한 서방세계의 2011년 군사개입을 다

루는 보도 자료들로 이어지고, 그로부터 좌측으로 이동하면 카다피 요새

의 함락과 탈출, 그리고 카다피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여러 언론사의 기

사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카다피의 사후 끝없는 내전에 

매몰되어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는 리비아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영국의

『BBC』나 『The Guardian』등의 특집보도들로 이어진다. 특히 『The 

Guardian』지는 「Libya's Arab spring: the revolution that ate its 

children」[참고그림 21]이라는 2015년 기사를 통해 리비아의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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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희생되는 아이들을 다루고 있으며, 2016년엔 리비아의 내전을 

다루는 보도와 함께 반복적이며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리비아 

폭격을 비판하는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레나 테러를 일으킨 살만 

아베디에 대한 기사는 바로 이 같은 맥락으로부터 이어진다. 그는 2011

년의 리비아 내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반카다피군에 합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마도 이 시기에 IS와 연결된 극단주의 성향의 반란군으로부터 

감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에도 몇 차례 리비아와 영국을 오가

던 아베디는 마지막으로 리비아에서 3주간 머물다 돌아와서는 나흘 만

에 자살폭탄테러를 일으켰다. 시리아 등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슬람 아이들의 복수를 하고 싶어 했다는 그의 누나의 증언은 테러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써 많은 지탄을 받았다.56) 그러나 나는 서방국가들

이 리비아와 중동에서 저질러놓은 혼란과 테러 사이에는 분명하게 관계

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다피 정부에 대한 NATO의 공격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였던 리비아의 

오랜 폭군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하려는, 현 세계의 헤

게모니에 비추어 보면 분명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본다. 그

러나 카다피의 제거를 ‘성공적인 인도적 군사개입’이라던 서구사회의 자

화자찬이 무색하게도 리비아에서는 이후 독재 시절과는 비교도 안될 만

큼 많은 인권유린과 인명피해가 났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후퇴가 있

었다. 리비아의 혼란은 많은 부분 세계의 지배적인 질서를 반강제로 이

식하려던 서구사회의 노력으로부터 야기된 혼란인 것이다. 의도와 달리 

리비아의 상태가 점점 통제를 벗어나자 서구사회는 자신들이 초래한 사

56) Graham, Chris, 「Salman Abedi 'Wanted Revenge' for US Air Strikes in Syria, 
Manchester Bomber's Sister Says」, 『The Telegraph』 (2017)  
https://www.telegraph.co.uk/news/2017/05/25/salman-abedi-wanted-revenge-
us-air-strikes-syriamanchester-bo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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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부터 발을 빼고는 원거리에서 공습과 드론 공격만을 반복했고, 세계

의 외면 속에 아수라장이 된 리비아에는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이 

유입되어 힘을 키웠다. 그렇게 성장한 극단주의는 결국 리비아에 머물지 

않고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로까지 이어졌다. 비록 테러를 일으킨 것은 

리비아계 청년 개인이지만 그 근원에는 세계의 역학관계로부터 빚어진 

부조리한 구조의 폭력이 놓여있는 것이다. 

   3.2 파괴된 풍경의 파노라마적 표현

  나는 인간 삶의 터전에 가해지는 상흔이 그 안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에도 그대로 아로새겨진다고 본다. 특히 파괴된 집과 거리가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은 개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침식시킨다. 이 같은 

주거환경의 붕괴는 자연재해의 결과일 때도 있지만 더 흔한 경우는 인간 

스스로에 의한 유린이나 유기로, 여기에는 디트로이트나 볼티모어의 예

처럼 경제적인 몰락과 소요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과거의 발칸반

도나 현재의 중동지역처럼 물리적 분쟁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인간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폐허는 거대한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

의 결과로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자연재해보다도 오히려 더 끈질기고 여

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부서진 풍경> 시리즈의 작업들로 구성된 2017년 초의 ≪돌을 던지

는 힘≫ 전시와 2017년 말의 ≪부서진 풍경: 돌을 미는 것은 손이지만 

손을 미는 것은 무엇인가?≫ 전시는 앞서 설명한 <그렇게 지나간다> 외

에도 스텔스 폭격기와 새떼, 카다피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와 반군의 그

래피티 작업 등 다양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하늘에 어

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미국의 B-2 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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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행 금지구역 3>, 2017

[그림 31] <비행 금지구역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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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기와 마치 도망치듯 바쁘게 날아가는 수백, 수천마리의 새떼를 하나

의 화면에 병치시키고 있는 세 점의 작업은 2011년에 NATO가 리비아

에 발휘했던 ‘비행금지구역’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온다. 당시의 비행금

지구역은 NATO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통해 리비아의 정부군에게만 강제

되었던 것으로, NATO군과 반란군은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전

투기를 날리며 정부군과 시설에 대한 폭격을 이어 나갔다. 미국의 대표

적인 폭격기는 물론 새들로 하늘이 가득 차 있는 <비행금지구역>[그림 

31, 32]은 이 같은 아이러니를 비꼬는 동시에,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 

시커먼 새떼와 역할이라고는 파괴밖에 없는 폭격기의 존재를 통해 임박

해오는 재난을 암시한다. 어디선가에서 갑작스레 다가와 폭탄을 잔뜩 뿌

리고 사라지는 미군 폭격기의 등장은 그 폭탄을 받아내야 하는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막을 방법이 없는 자연재해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것이 

어떤 탈을 쓰고 오든 결국 남기는 것은 언제나 죽음과 파괴뿐이다. 특히 

리비아에서는 NATO가 기존의 권력을 무너트린 결과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나라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행금지구

역>의 하늘을 수놓고 있는 폭격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은 리비아의 

풍경을 폐허로 바꿔놓은 주범이기도 하다. 이 같은 폐허, 즉 파괴된 도

시의 모습은 시리즈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부서진 풍경> 시리즈 작업

들에 있어 가장 지배적이며 두드러지는 조형요소이다. 벽면에 포탄 자국

과 탄흔이 가득 차있는 반파된 건물들, 전쟁 통에 불타버리거나 죽은 나

무들, 완파되어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과 철근만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폐

허 등이 뒤섞여있는 이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만들어진 풍경은 오랜 분쟁

에 의해 폐허로 변한 리비아의 모습을 담고 있다[그림 33]. 

  폐허가 된 이들 지역의 모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는 일반적인 회

화나 사진에서처럼 사각의 프레임을 통하기보다는 좀 더 공간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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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돌을 던지는 힘≫ 전시 장면 일부, 2017

을 하고 싶었다. 물론 이전의 <Real Fiction>에서도 때로는 전시장 벽을 

위아래, 좌우로 거의 가득 채우는 거대한 프레임을 이용해서 제대로 감

상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따라 걸어 다녀야 하는 작업을 만들기도 했었

다. 그러나 작업이 아무리 크고 몸을 직접 움직여가며 봐야 한다 하더라

도, 프레임에 갇혀있는 작업은 프레임 안에 환영적인 공간을 생성할 뿐 

공간 자체를 작동시키기는 쉽지 않다. 반면 시스틴 성당의 벽화나 천장

화 같은 경우를 보면 공간 자체를 통해 이미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

반적인 회화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작업을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하나의 공간으로 작동시킴으로

써 이들 아랍세계의 현실에 대한 나의 시선을 보다 개인적인이며 직접적

으로 감상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나는 작업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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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돌을 던지는 힘≫ 전시장 전경, 2017

벽화 형식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때 염두에 둔 장르는 18세기부터 19

세기까지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했던 파노라마 풍경화였다. 항해술의 발

달과 함께 유럽 열강의 힘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제국으로 성장하던 시

절, 이국적인 외국의 풍경이나 머나먼 전쟁의 현장을 도시민들에게 전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파노라마 회화들은 가상의 여행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며 유흥거리로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었다. 물론 당시의 

전형적인 파노라마는 특수 제작된 원기둥형 건축물의 곡면 벽에 빙 둘러 

그려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시공간에 설치되는 나의 작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벽화가 평면으로 이루

어진 하나의 벽면을 활용하는, 사실상 확대된 회화에 가까운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나의 ≪돌을 던지는 힘≫[그림 34] 전시와 ≪부서진 

풍경: 돌을 미는 것은 손이지만 손을 미는 것은 무엇인가?≫[그림 35] 

전시의 작업이미지는 전시장의 각진 벽면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

지만 공간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벽 속 이미지의 구성

에 있어, 마치 감상자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일종의 막을 투과해 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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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부서진 풍경: 돌을 미는 것은 손이지만 손을 미는 것은 무엇인가?≫ 
전시 중 <부서진 풍경> 우측면 설치 부분, 2017

으로 공간이 연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다. 원형 벽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인지되고 공간을 작동시

키는 방식은 벽화 형식의 작업들 중에서 파노라마와 많이 닮아있는 것이

다.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화면 속 가상공간과 

현실 공간 속 감상자의 연결성은 그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경계면에 서 

있는 실물 크기의 인물상을 통해 보강이 된다.

  <부서진 풍경>시리즈의 폐허 속에서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

미지 중 하나는 거대한 주먹 모양의 조형물로, 하늘로 우뚝 솟아있는 황

금색의 왼손 주먹이 전투기를 움켜쥐고 으스러트리는 것 같은 형상을 하

고 있다. 반파된 전투기에는 미국 성조기와 함께 USA라는 머리글자가 

새겨져 있어 문제의 전투기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Fist Crushing a U.S. Fighter Plane>이라는 직설적인 이

름의 이 조형물은 미국과 리비아 사이의 오랜 갈등을 상징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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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없는 기념물로, 그 기원은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1986년 리비아 폭

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이건 행정부가 배를린 디스코텍 폭탄테러의 

배후로 리비아를 지목하고서 보복공격을 계획하던 당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 연루설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이 공격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이 기어코 공격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

를 반대하던 유럽 국가를 통해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첩보가 리비

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가 입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수로 공사를 위해 트리폴리에 다수 입주해 있

던 한국 건설사 캠프의 직원들은 혹시라도 야간폭격의 목표물이 되지 않

도록 밤에 반드시 불을 끄라는 간부들의 당부를 공격 약 3일 전부터 받

았다고 한다. 트리폴리와 벵가지에 대한 미국의 1986년 5월 16일 공습

은 이들 건설사 캠프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에 의해서도 당연히 목격이 되

었는데, 전폭기 수십 대가 동원된 미군 전투기들의 저공비행 폭격에 대

한 그때의 증언에 따르면 “폭격하던 날 밤 새벽에 정말 비행기 수십 대

가 머리 위를 스치듯이 돌아가면서 폭격을 하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도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았다”57)고 한다. 미국에 의한 이 같은 무력행위는 

미국의 동맹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사회에 의해 규탄을 받았으

며, 심지어 동맹국인 영국의 언론에서도 대처 수상이 해당 공격에서 미

국을 지원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목표물을 벗어난 일부 폭

탄이 프랑스 대사관을 아슬아슬하게 빗맞으면서, 하마타면 참사를 당할 

뻔했던 프랑스와 미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미국의 폭격은 원래 밥 알아지지야(Bab al-Azizia)라 불리던 카다피 

57) 폭격에 대한 목격담은 리비아에 거주하던 당시에도 전해들었지만 여기서는 유용원의 
군사세계 Q&A란에 올라와 있는 관련 일화를 인용하였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7&num=17826&pn=
0&compn=1#paging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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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부서진 풍경> 중 주먹 조형물 부분, 2017

관저의 자택 및 리비아의 군사시설을 노린 것이었지만, 대상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힘든 야간폭격의 한계와 폭탄유도기술 자체의 부정확함이 겹쳐 

미국이 투하한 수백발의 폭탄은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 떨어진 것 외에도 

민간시설을 적지 않게 타격하였다. 그 결과 트리폴리에서는 민간인도 수

십 명이 희생되었으며, 당시의 사진을 보면 시내 곳곳의 거리와 건물들

이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카다피는 F-111 전투기 한 

대의 격추를 미국을 상대로 한 리비아의 위대한 승리로 선전하면서, 미

국 전투기를 주먹으로 박살내는 주먹을 형상화한 조형물, <Fist 

Crushing a U.S. Fighter Plane>을 승전 기념으로 제작하여 파괴된 관

저 앞에 설치하였다. 한편 이 공격의 1차 목표물로써 파괴가 된 카다피

의 저택은 재건을 하는 대신 폐허가 된 채로 보존되어, ‘제국주의에 대

한 저항’의 상징으로서 학생 견학 등의 장소나 심지어는 공연의 배경으

로도 이용되며 리비아의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Fist 

Crushing a U.S. Fighter Plane> 조형물은 2011년의 내전당시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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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아래 트리폴리를 점령한 반군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는데, <부

서진 풍경>작업에는 그래피티가 어지럽게 입혀지고 부분적으로 파괴된 

조형물과 훼손되기 이전의 황금색 조형물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그림 

36]. 나는 서구 열강과 리비아가 충돌하는 가운데 카다피의 강한 반미주

의로부터 탄생한 이 조형물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원래 모습과, 오랜 독

재정권이 붕괴되고서 기존의 체제와 노선에 대한 전복의 상징으로서 파

손된 조형물의 부서지고 엉망이 된 모습이 카다피 이전과 이후의 리비아

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Fist Crushing a U.S. 

Fighter Plane>은 훼손된 채로 미스라타의 전쟁박물관으로 옮겨졌지만, 

반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보존되어 있던 카다피 관저의 폐허는 결국 리

비아의 일반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다. 

  폐허, 혹은 붕괴된 건물의 잔해는 시각적으로만 보면 과거로부터 회화

의 소재나 배경으로도 자주 쓰였던 고대 유적이나 버려진 고성 등의 이

미지와도 닮아있다. 이 같은 퇴락한 과거의 구조물은 신고전주의나 낭만

주의 회화 등에서 주로 인간 신체의 유한성과 삶의 덧없음에 대한 상징

으로 사용되곤 했었다. 그러나 포탄에 맞은 흔적과 총알 자국을 가득 안

은 건물, 그리고 산산조각이 난 콘크리트 조각들로 가득 찬 풍경을 그처

럼 낭만적인 감성으로 바라보기란 당연히 불가능하다.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의 이미지가 만일 인간의 삶과 신체를 상징한다면 이는 유한성이나 

덧없음 같은 아득한 개념보다는 생생한 현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의미

할 것이다. 나의 작업에 등장하는 부서진 구조물들은 모두 리비아의 트

리폴리와 인근 지역의 건물들이지만, 사실 폐허라는 공간은 거의 익명적

으로 느껴질 만큼의 서로와 유사한 느낌을 지닌다. 때문에 이 곳이 리비

아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집어넣은 요소들만 아니라면 작업의 

폐허는 아랍 세계의 어느 분쟁지역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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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부서진 풍경: 돌을 미는 것은 손이지만 손을 미는 것은 무엇인가?≫ 
전시 중 카다피 벽화와 반군 그래피티 부분, 2017

[그림 37] <부서진 풍경> 중 OiLibya와 카다피 빌보드 부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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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전시장을 방문한 관객들 중 적지 않은 수는 카다피의 얼굴이 그려

진 빌보드와 벽화나 붉은 글씨로 OiLibya라고 적힌 녹슨 정유회사 간판 

같은 지시적 장치들[그림 37, 38]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배경을 너무나

도 당연하게 시리아로 착각했으며, 리비아 보다는 이라크나 팔레스타인

을 먼저 떠올렸다. 이는 리비아의 고난이 이상하리만치 덜 알려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는 리비아가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을 만큼 리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는 아사드의 폭

거로부터 이슬람국가의 건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참극, 그리고 유럽으로 

밀려드는 시리아 난민으로 인해 몇 년간 시리아가 아랍세계에 대한 언론

의 관심을 독점해오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분쟁으로 얼룩

진 아랍세계의 풍경을 봤을 때 사람들이 시리아부터 떠올리는 것은 당시

로서는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든, 나의 작업 속 폐허가 다른 

아랍국가로 쉽게 착각되곤 했던 사실은 그 자체로 이 같은 장면이 얼마

나 아랍세계에 전체에 걸쳐 만연해 있는지를 드러내준다.

  그런데 <부서진 풍경>의 벽 속 공간은 선명하고 생생한 이미지 대신 

희미하고 색이 바래버린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오랜 세월 마모된 것 

같은 이러한 낡고 흐릿한 이미지는 해당 전경을 현실이 아닌 머나먼 기

억 속 풍경이나 혹은 어렴풋한 꿈속 풍경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이

는 파노라마 형식까지 취하면서 체험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공간구성과는 

분명 모순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파노라마가 그러했듯 현실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작업이라면 사실적 느낌의 회화나 사진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나의 작업이 작동시키는 공간은 체험적이기는 하지

만 이처럼 사실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데, 현실의 이미지와 기억 사

이의 충돌은 사실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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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업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기도 

하다. 작업의 동기로서 스스로의 기억이 차지하는 중요성과는 별개로, 

작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기억이 중심요소로 포함되어야만 하

는 이유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의 구조화된 폭력을 다루는 하나

의 방법으로써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 속에 파괴되어버린 인간 삶의 터전

을 표현하고 있는 작업에 있어, 아마도 더 합리적인 작업의 형태는 기억

의 조각마냥 마모된 이미지가 아닌 현실의 비극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뚜렷하고 선명한 이미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현실공간보다는 

기억 속 공간처럼 읽히도록 표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변명하자면, 나

는 기억을 더듬은 듯한 희미하고 색 바랜 이미지가 사진적인 이미지보다 

더 사적으로 다가옴으로써 감상자의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했다. 관객에게 그 같은 풍경을 직접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그 같은 풍경에 대한 타인의 트라우마적 기억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한 것이다. 

   3.3 화면과 관객의 대치

  <부서진 풍경> 작업들에서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는 전시장의 화면 대

부분을 덮고 있는 도시의 폐허지만, 이들 작업의 전시를 구성하는 조형

요소들 중 전체 주제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이미지는 돌을 치켜들고 

서 있는 아이들이다. 실물 크기로 제작되어 벽 속의 가상공간과 현실 공

간의 경계면에 위치해 있는 아이들은 앞서 설명했듯 트리폴리에서 마주

치곤 하던, 우리 가족에게 돌을 던지던 이 꼬마들의 모습을 기억으로부

터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중동의 정세에 관심이 있는 관객이라면 이

들로부터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스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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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2] 탱크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 사진

상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내가 그려내는 아이들의 이미지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팔레스타인의 꼬마 투사들의 이미지 사이에는 굉

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팔레스타인 민중저항의 상징인 ‘탱크에 돌을 던지는 아이’ 사진들에는 

아이와 이스라엘군 탱크가 당연히 등장하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

다[참고그림 22]. 모든 사진이 한결같이 돌을 던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아마도 어린 아이들과 탱크가 대치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의 이미지에 좋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사진은 이스라엘측

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혹은 팔레스타인에 동정적인 외국 언론인



- 145 -

에 의해 촬영이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사진가의 위치는 처음부

터 대부분 이스라엘군과 대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뒤쪽에 자

연스럽게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진의 구도를 고려하더라도, 

아이들과 탱크 사이에는 제법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의 촬영은 둘을 

한 화면에 잡아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촬영은 천상 횡각이 아닌 이스라

엘군 뒤 아니면 시위대 뒤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촬영자와 대립

적 관계인 이스라엘군의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아이들의 뒤는 이 같은 장면을 담아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각도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촬영 가능한 유일한 각도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

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진들은 모두 탱크를 항해 돌을 

투척하는 어린아이들의 뒷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도했든 하지 않았

든, 이와 같은 구도는 사진을 접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저항하는 아이들

의 편에 서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이스라엘군의 탱크는 아이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감상하는 이에게도 대척점에 위치하며, 아이들을 향

해 있는 위협적인 포문과 총구는 동시에 감상자를 겨누고 있다. 그리고 

왜소한 아이들이 분노와 한을 담아 던지는 돌은 감상자가 아이들과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저 위압적인 전차를 향한다. 특히 사람들

은 본능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더 동조하고 공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대립구도의 사진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시선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고 공감하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각에 동참하게 된

다.58) 하지만 이 같은 사진에서 나타나는 구도와는 정 반대로, 나의 <부

58) 조셉 반델로(Josepth Vandello)와 그의 팀은 약자를 응원하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다룬 적
이 있다. 이 실험은 해당 갈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양측의 시각에서 두 민족 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글을 
모두에게 읽게 하였는데, 두 피실험 집단에게 주어진 유일한 차이는 글에 첨부된 지도
였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커다란 이스라엘의 땅 안에 팔레스타인 땅이 작게 자리를 잡
고 있는 지도가,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겐 반대로 거대한 중동지역 안에 이스라엘이 자



- 146 -

서진 풍경> 시리즈에서 아이들이 돌을 들고서 응시하고 있는 것은 화면 

속의 제3자가 아닌 바로 화면 앞에 서 있는 감상자 자신이다. 이러한 역

전된 구도는 내가 작업을 통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대

다수 사람들은 심적으로는 분명 탱크에 맞서는 아이들 편이 맞을지 몰라

도, 실제로도 아이들 편이 맞는가 하는 것이다. 

  관객이 마치 이미지 속의 꼬마아이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편

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구도는 ≪돌을 던지는 힘≫ 전시에서부터 시작해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구성이다. 이 대립적 구도, 즉 아이들의 

분노가 우리들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공간구성을 통해 내가 표현하

고자 한 것은 중동 지역에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이 결국 우리들과도 무

관하지 않음에 대한 암시였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빚어낸 지금의 세계질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에는 제

3세계를 끊임없는 착취의 굴레 속에 밀어 넣고 그로부터 이득을 취해 

온 제1세계 일원들의 기여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대립적 관계성은 벽면 자체를 작업표면으로 삼아 전시공간을 작동시

키고 있는 작업의 형식에 의해 보다 강조가 된다. ≪돌을 던지는 힘≫ 

전시에서 관객은 전시장 한 귀퉁이의 좁은 입구를 통해 독립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세 쌍의 눈과 마주치게 된다[그림 39]. 작고 왜소한 

그마하게 위치하고 있는 지도가 주어진 것이다. 영토의 크기를 통해 각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도록 한 것인데, 그 결과 팔레스타인
이 약자로 인식된 그룹에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53.3%로 나타난 반면, 이스라엘
을 약자로 인식한 두 번째 그룹에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첫 그룹의 절반 이하인 
23.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약자 응원 성향에 대한 가설은 누구나 어린아이라는 약자
로서 인생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스스로
를 약자와 동일시하고 공감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묘사하고 있는 탱크에 
돌을 던지는 아이들의 사진에서, 맨몸의 아이와 두터운 철갑을 두르고 대포와 기관포를 
장착한 탱크 중 어느 쪽이 약자인지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명료하다. 
Vandello, Joseph A, Nadav P Goldschmied, and David A. R Richards, 「The 
Appeal of the Underdo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2 
(2007), pp.160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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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돌을 던지는 힘≫ 전시 중 아이들 부분, 2017

아이들은 비록 벽의 표면에 위치해 있다고는 하나 물리적 공간상에서 관

객을 둘러싸고 있으며, 관객의 눈이 있을 위치를 다 같이 응시하고 있

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에는 당장이라도 던질 듯 돌이 하나씩 들려 있

다. 때문에 전시의 관객은 갑작스럽게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의 표적

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나는 이 같은 공간구성을 통해 관

객을 이미지의 단순한 감상자가 아닌, 벽 속 이미지와 대립적인 관계성

으로 묶이는 작업의 일부로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나는 작업 속 아

이들과의 대립적인 조우를 통해 관객이 마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와 같은 불편함과 꺼림칙함을 느끼기를 기대했다. 한편 ≪부서진 풍경: 

돌을 미는 것은 손이지만 손을 미는 것은 무엇인가?≫ 전시에서는 아이

들의 이미지를 폐쇄된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 배치하였다[그림 40, 

41]. 이는 당시 전시공간이 개방형으로 유지되어야 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시도한 구성으로,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이전 같은 빈 벽 대신 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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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부서진 풍경>의 아이들 부분, 2017

[그림 40] ≪부서진 풍경: 돌을 미는 것은 손이지만 손을 미는 것은 무엇인가?≫ 
전시 중 <부서진 풍경> 좌측면 설치 부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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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풍경을 배경으로 관객을 향해 서있다. 이전에는 따로 구성하였던 

폐허와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의 화면 속에 합친 것인데, 이는 아이들의 

이미지가 던져주던 강렬함을 다소 희석시키지만, 대신에 아이들의 존재

가 화면의 안과 밖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측면도 있다. 이미지 

속 아이들과 감상자가 서로를 응시하고 대치함으로써 생겨나는 작업과 

감상자 사이의 관계성이 아이들이 서 있는 배경의 공간성 역시 강화시키

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분쟁지역 아이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람들이 가장 흔

하게 떠올리는 것은 기아로 인해 비쩍 마른 몸을 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

습,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부상을 입은 채 울고 있거나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 등,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사진일 것이다. 그리

스 해변에 밀려와  모래사장에 얼굴을 묻고 죽어있던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59)의 주검사진 역시도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해 한동

안 수없이 재생산이 되며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60) 사진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이미지는 강한 동정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자로서의 위치가 너무 강조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위기에 몰린 존재는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피해자로 머

무는 대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압력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하

며, 이는 때론 막연하고 무분별한 분노에서 비롯되는 적대적이며 공격적

인 형태로 발현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혹여 이들을 피동적이고 가여운 

존재로서만 바라본다면 이들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저항이라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특히 그것이 사회의 기성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우

59) 실제 이름은 아일란 셰누라고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대부분 아일란 쿠르디라고 기사
가 나갔던 관계로 여기서도 쿠르디로 표기하였다.

60)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 세살배기 난민 아일란 쿠르디, 『경향신문』 (20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9042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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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삶의 평온을 깨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생경함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들의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기보

다는, 관객을 공격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범법자적인 이미지

를 우선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다만 이들 아이들은 분

명 감상자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눈빛과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불

안해 보이며, 아이들이 들고 있는 돌 역시 위협적이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나 어린 아이들의 손에 들려 있어서는 무기라기엔 조금 부

족하다. 아이들은 돌을 들고 있는 자세를 봐선 호전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위협적으로 보이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왜소하

다. 오히려 아이들의 몸은 폐허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부서진 건물

들의 잔해와 마찬가지로 온통 부서지고 조각나 있어 이들이 사실 동일한 

폭력의 피해자임을 암시한다[그림 42, 43]. 아이들이 이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양가적인 구성은 내가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폭력의 다면적 특징에 대한 표현 시도이

다. 

  이 아이들 이미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결핍되고 부

서진 모습은 서로 다른 여러 사진을 출처로 하는 각 신체 부위의 사진 

조각들을 가위로 오려내어 물리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

다. 눈 코 입을 비롯한 얼굴의 각 파트는 물론 몸통, 팔, 손, 다리 등을 

여러 부위의 사진을 짜깁기하여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기법은 범인 식별

용 현상수배 몽타주와가 제작되는 방법과도 유사하지만, 나의 이미지에

서는 잘라 붙인 신체 조각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일 뿐 아니라 군데군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 마치 누더기를 기워놓은 것 같다. 이렇게 조합된 서

로 다른 사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조각들을 병치한 것이 아닌 실

제 아이의 모습으로 인식될만한 형태를 만들어내지만, 이는 사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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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부서진 풍경>의 아이들 부분(확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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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부서진 풍경>의 아이들 부분(확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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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모습이 아닌 여러 아이들의 모습이 뒤섞여 만들어진 익명적인 얼

굴이다. 각자 다른 출처의 사진조각들을 나름 어색하지 않게 묶어주는 

것은 마모가 되어있는 사진이미지의 물리적 표면으로, 이는 같은 방식으

로 처리된 전경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흐릿하고 거친 느낌을 주는 대신

에, 그 마모된 표면의 균일성으로 인해 서로와 동화가 이루어진다. 작업

에서 묘사되는 이 같은 아이들은 돌을 들고 관객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

서 가해자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아랍세계에 가해지는 폭력이 낳은 

상처와 결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서진 모습과 누더기와 같은 형상

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는 피해자의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아이들이 서 

있는 뒷배경의 폐허가 되어버린 쓸쓸한 풍경 역시 피해자로서의 아이들

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하지만 감상자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받는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됨으로써, 자신과 대립하며 폭력을 가하고

자 하는 아이들에게 이입하고 공감하기도, 그렇다고 너무나도 피해자처

럼 보이는 아이들을 가해자로 규정하기도 힘든 애매한 상태에 놓인다. 

사회계층과 민족 간의 구조화된 갈등과 대립의 양가적 속성을 상징화한 

이러한 구도는 관람자가 구조 안에서의 스스로의 존재를 의식하게끔 유

도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이미지를 마주할 때 적지 않은 이들은 리비아나 아랍

세계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반문하곤 한

다. 아랍세계의 문제는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들 세계 내부의 

문제, 혹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서방세계와 아랍세계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며, 따라서 작업을 접하는 이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도 잘 모르

는 리비아의 상황에 대해 신경 쓸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생태구조의 관점을 빌어 세계화된 지구의 밀

접한 상호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논하기도 했고, 오일쇼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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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로 사업으로 얽힌 한국과 리비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

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은 서양 국

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본주의 국가로서 오랫동안 일본 및 

이스라엘 등과 함께 제1세계에 속해 있었다. 비록 일제강점기와 한국전

쟁이라는 참상을 겪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냉전구도에 의해 의도

치 않게 제1세계의 일원이 된 것이라곤 해도, 이러한 지위로 인해 한국

은 미국의 집중원조를 받는 등 비슷한 처지에 있던 저개발 국가들에 비

해 많은 혜택을 누렸다. 물론 한국도 베트남 파병과 같은 대가를 치루는 

등,  조건 없이 받기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말이다. 가디언지 기사, 

「South Korea: a model of development?」61)에서 인용한 KoFID와 

ReDI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1946년부터 1978년 사이에 한국에 제공한 

원조와 차관은 총 6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에 지원한 총액인 689억 달러에 거의 육박한다. 교육열과 근면함 등을 

토대로 한국인들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은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자랑스러운 성과임에 틀림없지만,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이 냉전의 이

념대결 속에서 미국과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으며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의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외국의 대기업들이 이권을 위해 지역의 독재자 

및 군벌들과 결탁한 채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발

전을 더욱 정체시키고 있었으며, 칠레에선 민주적으로 들어선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부가 미국의 공작에 의해 무너지고 대신 피노체트의 독재정

권이 들어서며 정치사회적 후퇴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61) Tran, Mark, 「South Korea: a Model of Development?」, 『The Guardian』 
(2011)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overty-matters/2011/nov/2
8/south-korea-development-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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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한 서방의 자본은 바로 이러한 정치경제

적 지형 속에서 축적된 것이었다.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제3세계 국가들과 하등 다를 것

이 없는 격동의 근대시기를 보낸 한국이 여타 저개발 국가들과는 근본적

으로 다른 길을 걸으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제1세계에 속하게 된 상황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를 뒤집어보면 제 

3세계에 대해 벌어져 왔던 착취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체적 역할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직간접적으로 누려왔음을 뜻한다. 때

문에 이들 3세계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석유자원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로

부터 이라크 파병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강한 친미-친이스라엘 성향까지 

감안하면, 탱크에 맨몸으로 맞서는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볼 때의 마음과 

달리 우리는 달걀이 부딪혀 깨지는 높고 단단한 벽을 구성하고 있는 벽

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던지는 돌의 

물성은 이스라엘군 탱크를 겨냥하고 있지만, 그 돌의 상징성은 이스라엘

이나 서방세계만이 아닌, 우리들을 포함해 그 같은 세계의 질서로부터 

이득을 취하며 이를 지켜나가는 나머지 세계 전체를 겨누고 있는 것이

다. 나는 돌이 화면 너머의 탱크가 아닌 우리를 향해 날라들 때, 즉 아

이들의 표적이 ‘그들’이 아닌 ‘우리’일 때에도 우리는 과연 그 돌을 던지

는 손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이들은 

비극에 단순 매몰된 존재가 아닌 살아서 싸우고 맞서는 존재들이며, 이

들의 투쟁의식은 작게는 침입자나 외국인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로, 그리

고 때로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든 자살폭탄테러와 같

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이 된다.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나의 <부서진 

풍경> 시리즈의 아이들은 돌을 들고서 화면 바깥을 응시하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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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응시하는 위치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해지는 객관적 폭력의 가

해자, 혹은 방치자로서의 감상자가 서 있다. 관객은 아이들의 우군으로, 

혹은 방관자로 공동의 ‘악’을 함께 바라보는 있는 것이 아닌, 부서진 풍

경 안에 서있는 아이들이 물리치고자 하는 바로 그 존재로서 아이들과의 

대척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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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에서 나는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중심 주제와 이를 위

해 선택한 소재 및 형식을 살피고, 작업의 내용과 기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모든 존재는 상호적인 갈등과 의존관계 속에서 서로와 

엮여있다는 생태학적 시각에서 인간사회 역시 하나의 생태체계로 인식하

는 나의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있어 기저를 

이루는 관념이자 나의 작업을 구성하는 개념적 뼈대이기도 했다. 이어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그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에 의해 가해지는 객관적 

폭력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개인들의 주관적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특히 반달리즘과 테러리즘 등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를 겨냥하는 폭력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 같은 행위에는 현 사회의 공고

한 위계질서에 대한 소외집단의 절망감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시각을 제

시하였다. 나는 이러한 시선을 토대로 사회의 다양한 양상들로부터 구조

화된 불평등과 갈등의 징후들을 찾아 드러내고, 이를 바라보는 개인적 

시선을 작업으로 표현하여 감상자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환기를 시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볼티모어와 서울로 대표되는 대도시의 빈부격차와 

계층분리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Real Fiction>시리즈, 그리고 제3세계

인 리비아의 부서진 도시풍경과 그 속의 인간상을 통해 세계의 구조화된 

갈등을 탐구하는 <부서진 풍경>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제를 표

현하는데 있어 내가 택했던 소재와 매체, 조형적 특성들을 다방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었던 작업의 요소들로 <Real Fiction> 시리

즈의 경우 사진과 포토몽타주 및 디지털페인팅의 활용, 투시원근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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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평행투상 시점을 통한 공간의 확장, 파편적인 이미지들의 하나의 균

일한 전경으로서의 재구성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디지털 시

대의 이미지 환경, 그리고 영화와 게임 같은 대중매체로부터 작업의 조

형이나 개념이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한편 <부서진 

풍경> 시리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기억과 현실의 장면이 합쳐진 몽타

주 이미지를 사진매체의 프레임 대신 물리적 공간에 파노라마의 형태로 

펼쳐 보임으로써 시공간적으로 동떨어져있는 아랍세계 분쟁지역의 현실

이 감상자에게 하나의 개인적 기억처럼 경험되기를 시도했음을 이야기했

다. 또한 이 시리즈에 있어 이미지화면 안의 아이들 형상이 관객과 대치

하고 적대하는 듯한 전시공간의 구성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성이 내 작업

의 의미가 형성되고 전달되는데 있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들은 얼핏 도시공간이나 분쟁지역의 풍경을 단순하게 묘사

하는 작업으로 인지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같은 공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다. 나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그 구성원들의 내제된 욕망과 

꿈, 바램이 한데 뭉쳐 공명하고 증폭되면서 수렴된 결과로 바라보며, 따

라서 사회의 구조를 인간 존재의 내적 특성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인식해 

왔다. 나는 특히 사회의 내적 속성이 물리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시각에서 물질세계로부터 구조화된 갈등의 실체화된 형상을 물색해 

왔는데, 그 중 선진국 대도시의 화려한 구조와 저개발국 분쟁지역의 부

서진 풍경은 얼핏 굉장히 상반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들 

두 종류의 공간을 개별적인 시리즈들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작업이 전개될수록 나는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공통된 구조에 눈이 

갔다. 나는 대도시의 화려함이 품고 있는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경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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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그리고 다른 세계들로부터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사회의 모습은 본질적으로는 모두 생물 개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갈등이 사회에 의해 극도로 증폭되고 왜곡된 결과라고 본다. 사회의 여

러 층위에서 발생하는 역학관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존재

하는 인간 본성의 단면일 수밖에 없다.

  EU 공동체 내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난민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인들이 저개발국에서 온 외국

인 노동자나 난민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듯, 사회 각 곳에는 서로 다른 

층위와 보이지 않는 벽이 무수히 형성되어 있다.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분양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이용 못하도록 철조망으

로 길을 막아버리는 학부모들처럼, 우리들의 공포와 불안이 투사되는 벽 

건너편의 세계는 아랍세계나 저개발국만이 아닌 우리의 이웃까지도 포함

하곤 한다.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타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굉장

히 많은 사회나 공동체에서 묵인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여우가 사악해서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듯 이러한 착취는 그 행위자

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며 당연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극심

한 빈부격차와 계층화, 억압과 배재로 인한 갈등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

는 증오와 폭력을 낳으며, 디트로이트와 볼티모어의 수많은 거리들이 불

타 없어지거나 버려지고 리비아와 시리아의 도시들이 내전 속에서 폐허

가 된 것처럼 사회 자체를 균열시키고 무너트린다. 나는 이 같은 사회의 

구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을 바라보고 건드림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작업은 이러한 비판과 성찰에 있어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Real Fiction>시리즈의 작업들에서는 거대한 이미지 화

면으로부터 오는 스펙터클과 이미지 자체의 유미적 속성에 의해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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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가려버리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 결과 감상자는 도시의 거대함 

및 그 안의 세부 묘사들과 재미있는 요소들에만 눈길을 주고, 막상 건물

들 사이의 대비와 관계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도시의 빈부격차와 계층

적 속성 등 해당 이미지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구조는 간과해버리기도 

했다. 또한 실제 사진인 것처럼 처리가 된 이음새 없이 균일하고 매끈한 

화면은 작업에 현실성을 부여하려던 목적은 달성을 하지만, 이 이미지가 

수많은 사진의 조각들로부터 구축된 가상의 전경이라는 사실 자체를 감

상자가 인지하기 못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과거에 해당 

작업들의 전시를 진행하면서 다소 당황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나는 투시

원근 없이 마치 게임의 사이드뷰 화면처럼 무한히 연결되어 펼쳐지는 화

면이 작업의 이미지공간이 만들어진 것임을 인식하는데 충분하다고 봤었

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존 작업이 지니고 있는 스펙터클과 여타 특징들

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명확하게 작업의 핵심 구조와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지점을 포기하거나 살려야 

하는지는 내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부서진 풍경> 시리즈는 앞서의 고민들에 더해, 작업이 표현하

고 있는 장면들 배후의 서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혹은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이번 논문의 경우 나는 이들 작

업들의 배경을 이루는 공간의 사회역사적 흐름과 상호관계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 같은 연구가 작업에도 제대로 반

영이 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부서진 풍경> 시리즈의 작업들 중, 

뉴스 화면 등을 이용해 구성한 <그렇게 지나간다>를 제외하고 보면 나

의 작업이 보여주는 것은 폐허가 된 풍경일 뿐, 그 같은 풍경이 만들어

지기까지의 리비아의 역사적 흐름이나 사회적 부침은 딱히 다루고 있지 

않다. 화면 안에서 관객과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아이들의 형상이나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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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를 박살내는 주먹 모양의 조형물, 낡은 석유회사의 간판 등은 이

것이 외세와의 갈등이나 석유자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업은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상당히 불친절하다. 물론 

이러한 선택에는 원래 작업이 단순 정보전달의 차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경계하고, 설명적이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작업이 이해되기

를 바라는 입장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작업의 구상과 전개과정에는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배경적인 서사와 맥락이 최종 작업에서는 대부분 누락

되거나 생략되어 사라진 점은 결과적으로 작업을 모호하게 만들고 소통

을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작업이 단순 서

술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배경적 서사를 의미 있게 풀어내고 전

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한 내가 앞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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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ystematized 

Social Conflict through Montage Landscape, 

Based on my Work

Woojin Chang

Painting &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my work, which expresses my 

viewpoints on the systematized conflicts of human society through 

virtual panorama that have been reconstructed based on real 

scenery, and tries to arouse social opin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ocial and artistic meaning of my works, 

focusing on the <Real Fiction> series, which is based on the 

traces of hierarchical structures that appear in metropolitan 

landscapes, and the <Broken Landscape> series, which deals with 

the destroyed cities of troubled regions.

I view the world from an ecological viewpoint that all beings 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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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conflict and dependence, and also consider the human 

society as an ecological system. This has two major implications. 

One is that individual objects or events must be viewed through a 

larger context to be properly understood, and the second is that 

the event that takes place on any place or on any level of human 

society is directly or indirectly correlat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From this point of view, I have approached the various 

problems i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a phenomenon 

arising from the structure of society itself, and not the problem of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While social inequalities are formed through immaterial 

relationships, this aspect of society may also manifest through the 

tangible and physical structures around us. Therefore, I have 

looked back on my own experienc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have searched for signs of structural inequalities 

and conflicts in society, trying to unravel them through images. 

Particularly, the signs stratification pervade much deeper in urban 

spaces where people are densely packed together. Using cities in 

the metropolitan and conflict areas as my subject, where the 

profound problems of society are most visible, I try to arouse 

social opinion by revealing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the 

traces of life that are held within these spaces through a compact 

virtual panorama.

These works, which contain the self-contradictory process of 

combining photo fragments of the real world to construct fi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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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s in order to depict reality through them, are made by 

manipulating and transforming the original source material. In this 

process, the <Real Fiction> series is reconstructed into a single 

extended virtual panorama that mixes real and fiction, and the 

<Broken Landscape> series is scratched and decolorized in order 

to give it the feeling of looking into someone else’s traumatic 

memories. Yet a large part of the surreal feeling that these 

images radiate come not from my hand, but from the absurdity of 

the reality itself. The scenery of most large cities where 

glamorous skyscrapers intersect with shabby slums or the streets 

that have been abandoned due to social and economic unease, and 

the cities that have fallen into ruins due to war, are in 

themselves so absurd or against common sense to seem 

unbelievable. A reality that feels fictional and fictions that feel 

real, is one of the cultural and cognitive feature of our time.

My work, which attempts to criticize contemporary society by 

touching on the phenomena that arise from disparity, stratification, 

oppression and exclusion, approaches the subjec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structural problem of society as a reflection of 

each of the members of society. Violence that seeks destruction 

without a definite aim like vandalism or terrorism seems to be 

especially fierce and irrational, but my thought is that underneath 

it lie the anger and the resentment of the neglected class, who 

have been repressed and alienated by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the existing socio-economic hierarchy. This also implie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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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for the numerous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unequal structure of society is shared by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benefit from such a society.

My digital photography work, which is based on photo montage 

and digital painting technique, has been influenced by commercial 

arts and pop culture of the digital era such as computer games, 

background art of movies, and superimposed photography that is 

actively produced and consumed in the Internet environment. The 

tendency to freely borrow images and formats and transform them 

is a key feature and possibility of digital photography that differs 

from analog photography. However, digital photography is not as 

actively used or studied in Korea considering its contemporaneity. 

Therefore, I think that this study on my digital photography will 

be a reminder on the possibilities of superimposed photography as 

a medium of expression in dealing with various social problem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is field. In addition, I hope 

that this research, which analyzes my own medium and 

techniques, as well as its contents in detail, will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for my art to mature.

Keywords     : social conflict, systematized inequality, montage, 

panoramic view, realistic illusion, parallel projection, digital 

photography 

Student Number: 2015-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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